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국민은행 방문, 선물계좌 개설

●

개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서명),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지참 후 KB국민은행 방문
●

개설하고자 하는 계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 국내선물 : 증권사명 [KR선물], 신청계좌에 [국내파생상품]으로 개설
- 해외선물 : 증권사명 [KR선물], 신청계좌에 [해외파생상품]으로 개설
- FX마진

: 증권사명 [KR선물], 신청계좌에 [FX마진 상품]으로 개설

※외국인 및 법인은 내방하여 계좌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실명확인증표 미지참 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HTS 다운로드 및 설치

●

계좌개설 완료 후, KR선물 홈페이지(www.krfutures.co.kr)에서 HTS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주세요.
- 국내선물 : 국내용 HTS
- 해외선물 : 해외용 HTS
- FX마진 : MT4 이용 시 -> SilKRoadFX 프로그램 다운로드
FXpro 이용 시 -> SilKRoad FXpro 프로그램 다운로드

3-1. HTS ID 등록 (국내선물)

국내용 HTS 설치 후,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1.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 창이
생성됩니다.
2. KB국민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받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설정하실 HTS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용자
ID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4. 사용자 ID 확인 후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객님의 국내선물 HTS 접속 ID 등록이
완료됩니다.

3-2. HTS ID 등록 (해외선물)

해외용 HTS 설치 후,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1.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 창이
생성됩니다.
2. KB국민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받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설정하실 HTS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용자 ID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4. 사용자 ID 확인 후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객님의 해외선물 HTS 접속 ID
등록이 완료됩니다.

3-3. HTS ID 등록 (SilKRoadFX MT4)
1. 당 사 홈페이지에서 SilKRoadFX를
설치합니다.
2. 하단 좌측의 “공인인증서 관리”를 클릭한 뒤,
타 기관 공인인증서를 등록 또는 신규발급,
재발급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3. 국민은행에서 계좌개설 시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고객 ID와 접속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보내드리니, 이메일 확인 후 고객 ID와
접속비밀번호, 인증서비밀번호, 계좌개설 시
작성하셨던 계좌비밀번호(숫자 4자리)를
로그인창에서 입력하신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4. HTS ID 등록 (SilKRoad FXpro)

FX마진 HTS인 SilKRoad FXpro 설치 후,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1.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 창이
생성됩니다.
2. KB국민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받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설정하실 HTS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용자 ID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4. 사용자 ID 확인 후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객님의 FX마진 HTS인 SilKRoad
FXPro 접속 ID 등록이 완료됩니다.

4. 위험고지 등록

●

등록한 ID로 HTS 접속 후, 위험고지를 확인합니다.

●

위험고지 확인이 완료되면 당사 영업부 02-2168-7480, 7486~8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고지 확인이 진행되지 않으면 파생상품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당사 직원과 전화를 통한 위험고지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5.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HTS 접속 후, 공인인증에서 신규 발급이 가

능합니다.
●

타 기관(증권 및 선물, 은행 범용)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고객님께서는 타기관 인증서

등록 후 접속 가능합니다.

6. FX마진 상품 입출금 안내

●

FX마진의 입금 및 출금은 영업시간(09:00~16:00)에만 가능하며, 입금의 경우 당사

지정 은행으로의 입금만 가능합니다.
FX 마진 입금 계좌 - 외환은행(원화통장) : 611-021821-258
외환은행(달러통장) : 650-008524-316
●

FX마진 상품은 반드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여 거래하여야 하므로, 빠른 환전을

위해서는 입금 후 바로 당사 영업부 02-2168-7480, 7486~8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전 가능시간 역시 은행 영업시간인 09:00~16:00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