이율 지급 체계 조건
다음 자격 조건에 따라 iFOREX 는 회사의 단독 재량으로, 고객의 자본으로 매월 이자 지급액(이하 "계획")으로 지불할 수
있다.
자격 조건
1. 회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본 계획은 회사의 적격 고객(이하 "고객")에게 제공된다. 즉:
1.1. 회사와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 그리고
1.2. 회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회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한 모든 등록 절차를 통과; 그리고
1.3.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의무 기준)을 충족한다.
2. 자격 기준 - 적격 고객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매일 금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2.1. 적격 고객 계정의 자본은 USD 1000(또는 다른 통화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
2.2. 적격 고객의 마지막 거래 활동이 30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거래 활동 = 입금, 거래 개시/닫기, 기존 거래
유지) .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고객은 상기 30 일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거래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가
30 일 이상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자 계산 및 지급
1. 매일 23:59:59 GMT 에 이자가 계산되며 ("일별 계산") 해당 고객의 자본의 3%(연간)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소수점 2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 해야 한다.
2. 제 2.1 항에 명시된 금액을 조건으로, 일일 이자는 USD 150,000 (또는 다른 통화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최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3.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정의 자본이 최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별 계산은 최대 한도 값에 대해서만
수행.
4. 적격일당 누적 이자는 다음 달 5 일에 한 번씩 적격 고객의 자본에 자동으로 귀속된다(환율이 적용될 수 있음).
기타
1. 회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전체 계획 또는 그 일부분을 변경, 수정, 보류,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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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2. 무이자 계정은 계획에서 제외된다. 회사는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고객 및/또는 고객 그룹 및/또는 국가/지역에게 단독으로 계획을 제공 및/또는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3. 회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불법적, 불공정 및/또는 남용적인 거래 방식이나 행위의 징후 또는 의심이나 사기, 조작
또는 회사의 계약, 정책 및 조건 위반에 대한 징후 또는 혐의 제도와 관련하여 이전에 자본에 적립 된 모든이자
지급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고객 및/또는 관련 법률과의 계약에 따라 모든 거래를
무효화하고 계정을 차단하여 모든 관련 손익 또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단독 재량으로 보유한다.
4. 제도나 고객계약의 특정 조건 간에 불일치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 제도의 조건이 우선한다.
5. 본 "제도"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도"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고 사용된 모든 용어는 고객 계약의 해당
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6. 본 계약에서 특별히 수정하지 않은 고객 계약의 모든 약관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필요한 부분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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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계약은 수정되지 않으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