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TM FREE SHARE BONUS
FXTM 무료 주식 보너스
TERMS & CONDITIONS
이용 약관

1.

INTRODUCTION
소개

1.1. FXTM1 is running the Deposit Promotion (the “Promotion”) which is applicable to selected
clients at FXTM’s discretion. By participating in this Promotion, you agree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rms”) as these are set
out below.
FXTM의 재량권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적용되는 입금 프로모션(이하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에 참여함으로써 귀하는 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에 명시된 대로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This Promotion Period shall run from the 1st June 2021 (00:01) to the 30th June 2021 (23:59)
(Beijing time) inclusive (the “Promotion Period”).
A client who participates in this Promotion shall receive the “Free Share Bonus” as defined
in accordance with clause 4 of this Promotion and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본 프로모션 기간은 2021년 6월 1일(00:01)부터 2021년 6월 30일(23:59) (베이징 시 기준)
까지 입니다. (이하 "프로모션 기간")
본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고객은 본 프로모션의 조항 4에 따라 정의된 "무료 주식 보너스"를
받게 되며, 본 약관의 적용을 받게되니다.

2.

ELIGIBLE CRITERIA
참여 기준

2.1.

To participate in this Promotion, you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본 프로모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a) You are a new or an existing Client of FXTM, deposited during the Promotion Period
or Dormant Client of FXTM, eligible to trade in accordance to, and have agreed to, the
Operative Agreements;
프로모션 기간에 입금을 완료하고 운영 계약에 따라 거래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FXTM의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

1 FXTM shall ref er to Exinity Limited operating under the FXTM brand (www.f orextime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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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un a live trading account with FXTM as per the applicable Deposit and/or other
requirements of FXTM2
FXTM의 입금 및/또는 기타 요구사항을 따라, FXTM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 실행
c) Read and Accept the Terms of this Promotion;
해당 프로모션의 이용 약관을 읽고 동의;
d) Make a Deposit in the Account during the Promotion Period, following b) and c) above.
상기 b)와 c)에 이어 프로모션 기간 동안 계좌에 입금 진행.
2.1. The Promotion shall only be available to each client at the discretion of FXTM to offer the free
share bonus and shall be given to the client after receipt of the client’s acceptance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FXTM의 재량에 따라 본 프로모션의 약관에 동의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한 고객에게 무료
주식 보너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2. Acceptance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must be express, in writing, and communicated
from the client to FXTM via email (the “Acceptance”).
본 약관의 동의는 서면으로 명시되며, 이메일("승인")을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FXTM으로
전달 되어야 합니다.

3.

TRADING TERMS
거래 조건

3.1. The Promotion is applicable to all Non CFDs Accounts with stock.
Each client is to receive the free share bonus only once during the Promotion Period.
본 프로모션은 주식 옵션이 있는 모든 비 CFD 계정에 적용됩니다.
각 고객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한 번만 무료 주식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3.3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trading accounts that may be opened by a new and approved
client with FXTM, the Benefit shall only be applicable to the client’s trading account

2 Available in FXTM’s website (available at www.f orextime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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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by FXTM (the “Account”).
FXTM 신규 및 승인 고객이 개설할 수 있는 거래 계좌 수에 관계없이, 혜택은 FXTM이
승인한 거래 계좌(이하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4.

SPECIFIC PROMOTION TERMS
세부 프로모션 조건

4.1. The amount of the free shares is based on the Total Deposit of the client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below (“Total Deposit”) made by the client in the Account in accordance with
Clause 3.1 above after the Acceptance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during the Promotion
Period (the “Free Share Bonus”)
무료 주식 제공량은 본 약관의 수락 후 프로모션 기간 중 상기 3.1조에 따라 고객이 계정에서
작성한 아래 표("총 입금")에 따른 총 입금액(이하 "무료 주식 보너스"이라 함)에 따라
산정됩니다.
Total Deposit (USD)

Free Shares

총 입금액 (USD)

무료 주식 제공량

$2,000 - $5,000

$5,001 - $10,000

$10,001- $50,000

$50,001 - $100,000

$100,000+

Trade Requirements
(USD)
필요 거래량 (USD)

1 share of UBER (US)

$1,000 value of shares

우버 주식 1주 (US)

$1,000 상당의 주식

2 shares of UBER (US)

$2,500 value of shares

우버 주식 2주 (US)

$2,500 상당의 주식

3 shares of UBER (US)

$5,000 value of shares

우버 주식 3주 (US)

$5,000 상당의 주식

10 shares of UBER (US)

$25,000 value of shares

우버 주식 10주 (US)

$25,000 상당의 주식

20 shares of UBER (US)

$50,000 value of shares

우버 주식 20주 (US)

$50,000 상당의 주식

4.2. To receive the Free Share Bonus, clients need to also meet the trading requiremen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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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in Clause 4.1 herein before 31st July 2021 (23:59, Beijing Time). Only stock trading
volume (Non-CFD) made before 31st July 2021 will be counted. Opening and closing
position will be counted, respectively.
무료 주식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7월 31일(베이징 시간 23:59) 까지 본 조항 4.1에
정의된 거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31일까지의 주식 거래량(비-CFD)만
반영되며, 진입 및 청산 포지션은 각각 계산됩니다.
4.3. The Free Share Bonus will be cancelled in the case where the client withdraws any amounts
of funds on or before the 31st July 2021 after the Acceptance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본 약관 동의 후 2021년 7월 31일 이전에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 무료 주식 보너스가
취소됩니다.
4.4. FXTM reserves the right to determine or change the type of free shares and/or the number
of free shares to issue to the clients at any point without prior notice.
FXTM은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제공되는 무료 주식의 종류 및/또는 무료 주식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4.5.

The Free Share Bonus is available after the Deposit has been made and trading requirement
has been met. If the Client made several deposits, the Free Share Bonus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the Total Deposit as defined in clause 4.1 herein.
무료 주식 보너스는 입금이 완료되고 거래 요건이 충족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여러 차례 입금한 경우, 무료 주식 보너스는 본 조항 4.1에 정의된 총 입금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4.6. FXTM will determine the qualified clients and issue the Free Shares to their trading accounts
before the 31st August 2021.
FXTM은 혜택을 받을 고객을 선택하고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해당 고객의 거래 계좌에
무료 주식을 입금할 것입니다.
4.7. The Free Shares Bonus is non-transferable, non-cash-back.
무료 주식 보너스는 캐시백이 아니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4.8. FXTM shall not be liable for any margin call or losses that the client may suff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es due to Stop-out Level, as a reason of or during this Promotion
Period.
FXTM은 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스톱아웃 레벨로 인한 손실을 포함해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마진 통화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inity Limited (www. www.f orextimekr.com) is licen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uritius
as an Investment Dealer under License number C113012295

4.9. FXTM has the right to withdraw without prior notice the Free Shares Bonus gained if:

FXTM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무료 주식 보너스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a)

a breach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occurs;

b)

FXTM has reasonably grounds to believe a misuse of the Promotion;

c)

The Client acts in bad faith and/or abusively and/or fraudulently and/or in a manner
that is not in line with this Promotion and applicable Terms.

a)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b) FXTM은 프로모션을 오남용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c) 본 프로모션 및 해당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10. During the Promotion Period the client cannot participate in any other promotion announced
by FXTM except for Loyalty Program and Referral Program.
프로모션 기간 동안 고객은 다른 프로모션인 FXTM 의 로열티 프로그램 및 추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MISCELLANEOUS
기타

5.1. FXTM reserves the right, as it in its sole discretion deems fit, to alter, amend, suspend,
cancel or terminate the Promotion. In the event of modifying the conditions, FXTM shall give
such notice to the client as may be required by applicable legislation.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FXTM be liable for any consequences of any alteration, amendment,
suspension, cancelation or termination of the Promotion.
FXTM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프로모션을 변경, 수정, 중단, 취소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FXTM은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FXTM은 프로모션의 변경, 수정, 중단, 취소 또는 종료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2. Any indication or suspicion of fraud, manipulation, cash-back or bonus or swap arbitrage,
or other forms of deceitful or fraudulent activity in a client’s account or multiple account with
FXTM or otherwise related or connected to the Free Share Bonus shall nullify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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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s carried and/or profits or losses garnered therein.
FXTM 또는 기타 관련되거나 무료 주식 보너스와 연관된 고객의 계정 또는 여러 계정에서
사기, 또는 부정 거래, 현금 반환 또는 보너스 또는 차익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모든 거래
및/또는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무료 처리 됩니다.
5.3. FXTM reserves the right, at its sole discretion, to disqualify any individual that FXTM
suspects misuses or attempts to misuse the Free Share Bonus or breaches the present
Terms and Conditions and/or any of FXTM’s Business Terms and to cancel all orders and
annul all profits of such client. If FXTM, in its sole discretion, suspects any Free Share Bonus
arbitrage or any misuse or attempts to misuse the Free Share Bonus, and the client has
open positions, FXTM reserve the right to withdraw the Free Share Bonus. In these
circumstances, FXTM shall not be liable for any consequences of the Free Share Bonus
cancelation.
FXTM은 해당 무료 주식 보너스를 오용하거나 현 약관 및/또는 FXTM의 업무 약관을 위반한
고객의 모든 주문을 취소하고 모든 이익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FXTM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무료 주식 보너스 차익 거래 혹은 오남용 또는
이러한 행위들이 의심되며, 고객이 개시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FXTM은 무료
주식 보너스를 철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XTM은 무료 주식 보너스
취소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4. Notwithstanding the translated language of this document, the English wording shall be the
binding version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two languages.
본 문서는 번역된 버전이지만, 두 언어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 문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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