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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Investment House Ltd., A British Virgin Islands company 

1 Wickham’s Cay, Road Town, Tortola, BVI VG1110 

www.iforex.com 

본 문서의 한국어 번역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원문과 번역판의 차이가 있는 경우 아래의 영문 버전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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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그리고 

1.2. 회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회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한 모든 등록 절차를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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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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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즉, 어떤 거래든 

능동적으로 열거나 닫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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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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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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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회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전체 계획 또는 그 일부분을 변경, 수정, 보류,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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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계약은 수정되지 않으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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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translation to this document is provided for convenience only. In case of contradiction, the English version below shall prevail. 

Interest Rate Payment Scheme Terms and Conditions 

Subject to the following terms of eligibility and at the Company’s sole discretion iFOREX may credit the Equity of its clients on a 

monthly basis with interest rate payments (the “Scheme”). 

Terms of eligibility 

1. Subject to the Company’s sole discretion the Scheme is available to eligible clients of the Company (the “Eligible 

Clients”) i.e.: 

1.1. clients who opened accounts with the Company; and 

1.2. successfully passed all required registration procedures according to the Company’s requirement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 Company; and 

1.3. have satisfied the following eligibility criteria (the “Eligibility Criteria”) of the Scheme. 

2. Eligibility Criteria - Eligible Clients wi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Interest Rate Payments once the following conditions 

have all been met on a daily basis: 

2.1. The Equity in Eligible Clients’ accounts is equal to or greater than USD 5,000 (or the equivalent in other currencies); 

and 

2.2. no more than 30 days have elapsed since the Eligible Clients’ last trading activity (trading activity = Deposit, 

Opening/Closing of a deal, keeping existing deal/s open). 

 

For the avoidance of doubt, clients will be considered eligible for the Scheme in cases where they leave deals open 

for more than 30 days, even if clients did not actively conduct any trading activity (i.e., actively opened/closed any 

transactions) during the aforementioned 30 day period. 

Calculation and payment of the interest 

1. Every day at 23:59:59 GMT the interest shall be calculated (the “Daily Calculation”) and shall be rounded up to 2 

decimal points at a rate equal to but not exceeding 3% (annually) of Eligible Clients’ Equity. 

2. Subject to the amounts specified in subsection 2.1. the daily interest shall be calculated on any amount not exceeding 

USD 50,000 (or the equivalent in other currencies) (the “Maximum Cap”). 

3. Notwithstanding the aforesaid, should the Equity in the clients’ account exceed the Maximum Cap then the Daily 

Calculation shall be performed with respect to the Maximum Cap value only. 

4. The accumulated interest as per every day of eligibility shall be automatically credited to Eligible Clients’ Equity every 

5th of the following month (conversion rates may apply). 

Miscellaneous 

1. The Company reserves the right, at its sole discretion and as it deems fit, to alter, amend, suspend, cancel or terminate 

the entire Scheme or any part thereof, at any time by giving notice in advance. 

2. Interest Free Accounts are excluded from the Scheme. The Company at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and at all times 

reserves the right to offer and/or to exclude the Scheme, to/from any Client and/or group of clients and/or 

country/region as the Company deem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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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 the Company’s sole discretion, any indication or suspicion of any form of illegal, unfair and/or abusive trading 

methods or conducts as well as any indication or suspicion of fraud, manipulation or a breach of the Company’s 

agreements, policies and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Scheme may nullify all Interest payments previously credited 

to the Equity.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at its sole discretion and without derogating 

from any of its rights under its agreements with the client and/or applicable law, to nullify and cancel all transactions 

carried and/or profits or losses garnered therein and to block all relevant accounts. 

4. To the extent there are any inconsistencies or ambiguities between the specific terms of the Scheme or the Client 

Agreement, the terms of the Scheme shall prevail. 

5. Except as provided under the Scheme, all terms used in the Scheme that are not otherwise defin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cribed to such terms in the Client Agreement. 

6. Al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lient Agreement not specifically amended hereunder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7. Except as set forth herein, the Client Agreement shall not be modified and remains of full force and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