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  계좌개설 (지점/비대면)

- 거래 전 등록사항

- 환전

- 매매 안내 및 Q&A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계좌 개설 (지점)

Start!

첫 거래 준비가이드!

지점계좌개설

지점에서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

지점계좌개설 

가능시간

-  평일 오전 08:00 ~ 오후 16: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불가)

지점 입출금 

이용시간

- 입금 : 평일 오전 08:00 ~ 오후 15:40

- 출금 : 평일 오전 09:30 ~ 오후 15:40

계좌개설 신청 시  

신청가능한 

부가서비스

- 온라인 트레이딩신청 필수

-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계좌등록

- 혜택가득 체크카드 신청

※   지점에서 계좌개설 시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약정 동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동의, 해외주식 고객정보제공동의, 해외ETP 거래위험고지)

Step 01

계좌개설

Step 02

ID 등록

Step 03

공동인증서

발급

Step 04

트레이딩 

다운로드

Step 05

거래시작

Step 01

계좌개설에 

필요한 구비서

류 준비

Step 02

가까운 

지점방문

Step 04

계좌개설

완료

Step 05

ID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Step 06

온라인트레이딩 

준비완료

Step 03

신청서류작성/ 

카드발급

- 본인 : 신분증, 거래인감

-   가족 대리인 : 대리인신분증,  

본인 신분증(미성년의 경우 제외),  

거래 인감, 가족관계서류

-  일반 대리인 : 대리인신분증,  

본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거래 인감



해외 주식의 시작, KB증권과 함께!

계좌 개설 (비대면)

비대면 계좌개설

Step 01

본인인증 및 

신분증확인

휴대폰 및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출

Step 05

타행계좌 or 

영상통화인증

본인명의 타행계좌

번호를 활용한 확인 

영상통화연결을 

통한 확인

Step 03

계좌서비스 

신청

온라인트레이딩

신청 및 카드기능 

선택

Step 02

계좌개설상품

선택 및 고객정보

입력

관심있는 계좌개설 

상품 선택 

개인정보, 계좌개설 

목적 등 정보입력

Step 04

약관동의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약관 및 

개인신용정보동의

Step 06

계좌개설

완료

ID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후 

거래시작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계좌 개설 (비대면) 프로세스

01 모바일 웹 접속

http://start.kbsec.com 접속

03 휴대폰 인증

'-' 기호 없이 숫자만 입력

02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04 신분증 촬영

신분증 촬영 TIP 참고

05 개설 선택

계좌상품 선택(주식거래+CMA)

06 개설정보 입력 ①

이메일, 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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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비대면) 프로세스

07 개설정보 입력 ②

개설정보, 개설목적, 

통보방법 등 선택

08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

기존 등록값이 없고, 계좌 성향

불일치 시에만 화면 표출

09 약관 동의

약관 확인 및 동의

11 입금 내역

입금 계좌에 표시된 송금자명

KB 뒤 숫자 4자리 입력

10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숫자 4자리) 설정

12 개설 완료

계좌개설 완료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해외주식 거래 전 등록 _ 모바일(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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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전 등록 _ 유의사항 내용

필수 등록 필수 등록 해외ETP 거래 시 추가 등록

(필수 아님)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해외주식 거래 전 환전 _ 모바일(M-able) 화면

환전메뉴 위치 글로벌 원마켓 신청계좌는 

환전필요 없음 

(유의사항 확인)

일반 실시간 환전

(KRW ↔ 외화)

(신청 시간에 실시간 환전됨)



해외 주식의 시작, KB증권과 함께!

해외주식 매매 요약

해외주식 매매국가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을 비롯 Global 27개국을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는? 종합위탁계좌에서 국내와 해외주식 모두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약정동의가 필요합니다.

징구서류?해외주식은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 동의서’, ‘고객정보제공 동의서’에 필수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해외 ETP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성향이 ‘공격

투자형’ 이상 이어야 하며 ‘해외ETP거래 위험 확인서’에 별도로 동의 하셔야 

합니다. 내점 및 유선, HTS, MTS를 통해 등록 가능 하며 상기 약정서 및 함께 

제공되는 ‘외화증권매매 거래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 거래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 바랍니다.

※  해외 ETP(Exchange Traded Product)  

:  해외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N(상장지수증권),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의미  

매매는?미국, 중국, 홍콩, 일본의  경우 HTS(H-able/ACE)와 MTS(M-able)로 매매 및 

환전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HTS(H-able) 와 MTS(M-able)에서만 

매매 및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 외 유럽, 동남아 등 국가는 글로벌BK솔루션부

(02-6114-1630)에 유선 연락하시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  미국 소수점 거래는 MTS(M-able 미니)를 통해 글로벌원마켓 + 소수점거래신청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국 온주 거래 가능)

세금은?해외주식은 별도의 국외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대

상입니다. 당해 매도한 주식에 대해 이익분과 손실분을 모두 상계하여 익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250만원의 이익분 까지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은?당사에서는 해외서비스 국가 거래통화 모두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은행의 ‘송금하실 때’, ‘송금받으실 때’ 환율인 ‘전신환율’

을 적용해 드립니다. 단, 베트남 거래시 베트남통화(VND)로 미리 환전해야 

하며, 고객용 매체 및 직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글로벌 원마켓 계좌의 경우 환전 필요 없음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해외주식 매매 순서

•  영업점, 은행,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종합위탁계좌 개설  

(내국인, 거주외국인 가능, 거주 외국인 중 미국인(영주권, 시민권), 캐나다인

    (영주권, 시민권) 은 해외주식 거래 불가

•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 동의서’, ‘고객정보제공 동의서’에 필수 동의 

(해외 ETP를 거래시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 이상 이어야 하며 ‘해외ETP

거래 위험 확인서’에 별도로 동의 필요)

• 내점 및 유선, HTS, MTS를 통해 등록 가능

•  상기 약정서 및 함께 제공되는 ‘외화증권매매 거래계좌설정약관’, ‘외화

증권 거래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  계좌 입금 후 환전(HTS 7480 화면, MTS 이용 가능),  

베트남 거래시 즉시 환전이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 필요

•  환전금액 계산: 해외증권 계산기 이용

•  국민은행 전신환율 적용(시간 (국내 영업일) 09:00~23:30, 오후 4시 마감 

후 환전은 3%버퍼를 두어 환전 후 익일 정산차금 반환) 

※ 글로벌원마켓 이용시(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환전없이 원화증거금으로 매매가능

•  온라인 서비스 국가 HTS 및 MTS을 통해 주문 가능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 HTS ‘해외주식 파워트레이딩’, ‘해외주식 주문’, ‘미니주문’ 등을 이용한 주문 

• 영업점 및 글로벌BK솔루션부를 통한 전화 주문 가능 

(해외주식 서비스 국가 전체)

※  모바일 앱 중 M-able 미니 를 통해 미국 온주/소수점 거래 가능    

(온주거래는 글로벌원마켓, 소수점거래는 글로벌원마켓 + 소수점거래 신청 필요)

•  HTS, MTS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내역’ 조회 가능 

•  체결, 미체결, 거래금액, 수수료, 제세금 등 매매 정산현황 확인 가능 

입금 및 환전

계좌개설

주문

체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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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국가

  해외주식 오프라인(유선) 

거래 국가

국 가 통 화 국 가 통 화 국 가 통 화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EUR

캐나다 CAD 호주 AUD

영국 GBP 인도네시아 IDR

덴마크 DKK 뉴질랜드 NZD

노르웨이 NOK 싱가포르 SGD

스웨덴 SEK 태국 THB

스위스 CHF

•		해당	국가는	거래	전	환전	필요

•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우 거래통화와 결제통화가 상이할 수 있음 

    (통화의 전신송금 및 결제가 안되는 경우 USD로 결제)

※ 종목별 거래 통화 확인 필요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 국가
미 국 중 국 홍 콩 일 본 베트남

주문단위
(수량)

1주
(일부ETF 
100주)

100주
(매도 1주)

종목별 상이
(2,000주 
단위 多)

종목별 상이
호치민 : 100주
하노이 : 100주

주가단위
USD 0.01 多

(0.0001
까지 가능)

CNY 0.01
HKD 0.01多

(0.001
까지 가능)

JPY 1
(종목별 상이)

종목별 
상이

종목코드
(Symbol)

영문심볼
(예: NUS, MSFT)

종목코드번호
(6자리 숫자)

종목코드번호
(5자리 숫자)

종목코드번호
(4자리 숫자)

영문심볼
(예: VHM, FPT)

주문가능 
시간 

(한국시간 
기준)

미
국

•(Pre-Market)   18:00 ~23:30 
(주문 및 체결가능하며 미체결주문은 정규장으로 연결됨)

•(정규장) 23:30~06:00(주문시간을 장전 ~ 시간외로 선택하여 주문 시 정규장 
미체결 주문은 After-market으로 연결됨)
•(After-market) 06:00~07:00(주문 및 체결가능)
※ 썸머타임 적용시 1시간 빨라짐

중
국

•(동시호가)  10:10~10:30(10:10~10:20 주문/취소가능, 10:20~10:25  
주문가능(취소불가), 10:25~10:30(주문/취소 가능)

(동시호가 체결) 10:25
•(오전장) 10:30~12:30 / (오후장) 14:00~16:00
※ 중국은 정정기능 없음. 점심시간 주문가능

홍
콩

•(동시호가) 10:00~10:30(주문/정정/취소 가능) / (동시호가 체결) 10:20
•(오전장) 10:30~13:00 / (오후장) 14:00~17:00
•(장마감 동시호가) 17:00~17:08 / (동시호가 체결) 17:08~17:10
※ 점심시간 주문가능

일
본

•(동시호가) 08:00~09:00(주문/정정/취소 가능)
•(오전장) 09:00~11:30 / (오후장) 12:30~15:00
※ 점심시간 주문가능

베
트
남

•(동시호가) 11:00~11:15
•(오전장) 11:15~13:30 / (오후장) 15:00~16:30
•(장마감 동시호가) 16:30~16:45
※ 점심시간 및 동시호가 주문 불가   ※ 단주 매매 불가

※  미국 썸머타임 :  

매년 3월 둘째주 일요일 ~ 

11월 첫째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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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 국 상해A 심천A 홍 콩

동시호가제도 없음 10:10~10:30 10:10~10:30 10:00~10:30

증권거래소 16개 및 OTC마켓 1개(상해A주 )
1개(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
1개(Main Board, GEM)

실시간 시세

무료 버전 기본 제공
(실시간 Lite)

유료
거래소 별 월 1,500원

무료 버전 기본 제공
(실시간 Lite)

유료
(월 14,000원)

무료 버전 기본 제공
(실시간 Lite)

유료
(월 20,000원)

유료
(월 30,000원)

상·하한가 없음 10% 10% 없음

호가 접수 범위
*수시변경가능 

•매수:   최소 호가단위 ~  
현재가 +20%

•매도:   현재가 -20% ~  
현재가 +500%

•매수시 : 현대가대비 (-)3% ~ 당일 상한가
•매도시 : 당일 상한가 ~ 당일 하한가

•매수시:-24tick~+9tick
•매도시:-9tick~+24tick

세금 제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주문 
유의사항

소수 둘째자리까지 주문 가능
(일부 저가주 제외)

후강통 종목만
투자가능

선강통 종목만 
투자가능

종목별 매매단위 상이

구 분 일 본 베트남 기 타

동시호가제도 08:00~09:00 11:00~11:15/16:30~16:45(동시호가 주문 X) 국가별 상이

증권거래소
4개

(동경,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 )
2개

(하노이, 호치민)
국가별 상이

실시간 시세 유료(월 1,000원) 하노이(월 16,000원)/호치민(월 14,000원) 종가시세 제공

상·하한가 종목별 상이 호치민 7%/하노이 10% 국가별 상이

호가 접수 범위
*수시변경가능 

주식가격에 따라 상이 당일 상하한가 이내 국가별 상이

세금 제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주문 
유의사항

종목별 매매단위 상이 종목별 상이
전화주문만 가능

결제 후 매도가능

해외주식 거래소 별 특징

•		미국, 홍콩, 일본의 경우 Day-Trading 가능, 중국은 익일부터 매도 가능,  

베트남과 그외 기타국가의 경우 매도 결제 후 매수가능, 매수결제 후 매도 가능

•		해외주식 출금 및 매도 환전은 결제일 이후 가능(기타국가 매도 시 당사로 완전히 자금 입금 후 출금 가능)

•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는 HTS, MTS, 유선을 통해 신청 가능

•		해외주식은 지정가, 시장가, LOO/LOC, MOO/MOC, VWAP/TWAP, STOP/STOPLIMIT, IOC 유형으로 

주문 가능(국가별 상이)

•		해외주식 배당금 및 유상증자 등 제반권리에 대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당사에서 국내와 동일한  

서비스로 제공

•		상·하한가, 거래단위, 주문거부사항 등 국내와 다양한 각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매매시 확인 필요

•		주문호가의 제한범위는 해외주식 거래소가 아닌 현지증권사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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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정규장 거래시간

해외주식 정규장 거래시간

(한국기준)

국 가 정규장 운영시간

미 국 23:30~06:00

중 국
10:30~12:30

14:00~16:00

홍 콩
10:30~13:00

14:00~17:00

일 본
09:00~11:30

12:30~15:00

포르투갈 17:00~01:30

스페인 17:00~01:30

오스트리아 17:00~01:30

벨기에 17:00~01:30

핀란드 17:00~01:25

프랑스 17:00~01:30

독일 17:00~01:30

그리스 17:30~00:00

아일랜드 17:00~01:28

이탈리아 17:00~01:25

국 가 정규장 운영시간

네덜란드 17:00~01:30

캐나다 23:30~06:00

영국 17:00~01:30

덴마크 17:00~00:55

노르웨이 17:00~01:20

스웨덴 17:00~01:25

스위스 17:00~01:20

호 주 09:00~15:00

인도네시아

월-목 

11:30~14:00

15:30~18:00

금

11:30 ~13:30

16:00~18:00

뉴질랜드 07:00~13:45

싱가포르 10:00~18:00

태 국
12:00~14:30

16:30~18:30

(시장 별 동시호가 

주문 또는 점심휴장으로 

주문이 제한될 수 있음)

※ 미국/유럽/호주 썸머타임 안내

- 미국 :  매년 3월 둘째주 일요일 ~ 

11월 첫째주 일요일

- 유럽 :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 ~ 

10월 마지막 일요일

- 호주 :  매년 10월 첫째주 일요일 ~ 

다음 해 4월 첫째주 일요일

※ 정규장 외 시간(장전, 장후거래, 동시호가, 점심휴장)은 표시 안함

※ 써머타임 적용시 거래시간 1시간 빨라짐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해외주식 결제일

국 가
현지

결제일

매도자금 

출금일

미 국 T+2 T+3

중 국 T+1 T+1

홍 콩 T+2 T+2

일 본 T+2 T+2

베트남 T+2 T+4/T+5 

포르투갈 T+2 T+4

스페인 T+3 T+5

오스트리아 T+2 T+4

벨기에 T+2 T+4

핀란드 T+2 T+4

프랑스 T+2 T+4

독일 T+2 T+4

그리스 T+2 T+4

아일랜드 T+2 T+4

국 가
현지

결제일

매도자금 

출금일

이탈리아 T+2 T+4

네덜란드 T+2 T+4

캐나다 T+2 T+4

영국 T+2 T+4

덴마크 T+2 T+4

노르웨이 T+2 T+4

스웨덴 T+2 T+4

스위스 T+2 T+4

호 주 T+2 T+4

인도네시아 T+3 T+5

뉴질랜드 T+2 T+4

싱가포르 T+3 T+5

태 국 T+3 T+5

해외주식 결제일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미지원	국가의	경우

•출금	시	원화로	환전	신청	필요 

※ 해외주식은 현지사정으로 결제 및 출금일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원마켓 베트남 거래 시 매도자금출금일은 T+3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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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 국가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제비용

미국

최소수수료 없음 없음 매도시 SEC fee 0.00229%

(Max(약정금액 X sec fee율, 

0.01$) (수시변경가능)수수료율 0.25% 0.5%

중국 A(선,후강통)

최소수수료 없음 없음 매수시 : 0.00987%

(취급수수료 0.00487%, 

증권관리수수료 0.002%, 

이체수수료 0.003%)

매도시 : 0.10987%

(인지세 0.1%, 취급수수료

 0.00487%, 증권관리

수수료 0.002%, 이체수수료 

0.003%) 

수수료율 0.3% 0.5%

홍콩

최소수수료 없음 없음 매수/매도시 : 0.13785%

(인지세 0.13%, 거래세 

0.005%, 거래소세금 

0.0027%, FRC Transaction 

Fee 0.00015%)

수수료율 0.3% 0.5%

일본

최소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율 0.3% 0.5%

베트남

최소수수료 VND 500,000 VND 500,000
매도시 : 0.1%

(인지세 0.1%)
수수료율 0.4% 0.5%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

√	모든	매매제비용	별도	(최소수수료	구간	제외)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

국가
수수료 비율(오프라인)

비율 최소수수료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0.5% EUR 40

오스트리아 0.5% EUR 40

그리스 0.7% EUR 40

영국 0.5% GBP 25

덴마크 0.5% DKK 300

노르웨이 0.5% NOK 300

스웨덴 0.5% SEK 300

스위스 0.5% CHF 50

캐나다 0.5% CAD 50

호주 0.5% AUD 50

인도네시아 0.5% IDR 45만

뉴질랜드 0.5% NZD 65

싱가포르 0.5% SGD 65

태국 0.7% THB 2,000

  해외주식 오프라인(유선) 

거래 국가

√	모든	매매제비용	별도	(최소수수료구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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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모바일(M-able) 활용

해외주식 모바일(M-able) 

활용_메뉴

해외주식 모바일(M-able) 

활용_관심종목

해외주식 모바일(M-able) 

활용_현재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동일그룹 내 

등록 가능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해외주식 모바일(M-able) 활용

해외주식 모바일(M-able) 활

용_주문

해외주식 모바일(M-able) 활

용_주문가능금액

•주문 유형 설정

•수량 및 가격 설정

• 100%주문가능금액  

확인

• 매수/ 매도 버튼  

클릭

글로벌원마켓

주문가능금액 

조회

•적용환율: 실시간 매매기준환율(고시환율의 중간값)

•	원화입력시 자동으로 외화 단가 입력됨 

(외화 또는 원화 모두 입력 가능)

•	원화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 원단위까지 입력 가능,  

호가를 선택하여 주문하는 경우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

•	주문가능금액 원화로 표기, 주문가능수량 계산되어 표기됨 

(글로벌원마켓 미신청계좌의 경우 외화로 표기됨)

미국은 95%만

주문가능금액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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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실시간시세 

해외주식 

실시간시세안내

•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 시 미국/중국(상해,심천)/홍콩/일본/베트남(호치민,  

하노이) 거래소의 종목 시세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시간 시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 시 지연시세 제공/미국/중국(상해,심천)은 

실시간Lite제공)

실시간 시세신청•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신청 (00:15~23:45)  

HTS(ACE, H-ABLE) 접속 후 [7451]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신청/해지  

스마트폰앱(M-able) 접속 후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 메뉴 내 실시간 시세 신청

•  영업점 또는 글로벌BK솔루션부(02-6114-1630)를 통한 유선 신청 

미국/중국주식

무료 실시간 시세

(실시간 Lite) 안내

•  미국/중국 실시간 시세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미국 3개거래소(뉴욕, 아멕스, 

나스닥)와 중국(상해, 심천) 거래소의 시세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당 서비스의 미국시세는 미국 3개 거래소(Nasdaq Stock Market LLC, 

Nasdaq BX, Nasdaq PHLX LLC)를 통해 제시되는 호가와 거래량을 기반

으로 제공되며, 유료 실시간 시세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세 대비 약 50%의 

시세정보를 제공합니다.

•  오전 10시에 전일 가격정보, 차트 및 거래량은 유료 실시간 시세 서비스와 

동일한 데이터로 업데이트 됩니다.

•  기존 미국 실시간시세(유료, 거래소당 1,500원) 서비스도 계속 제공됩니다.

•  중국시세는 상해, 심천 거래소의 종목별 실시간 매수/매도 각 1호가와 호

가내 잔량이 제공됩니다. (실시간 시세 신청 시 매수/매도 각 5호가씩 제공됨)

•  ACE (구 HT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시세 사용료는 신청 즉시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며 결제 시점부터 매월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홍콩거래소는 결제시점으로부터 30일간 적용됩니다.)

※  실시간 시세 자동결제 시 당월 분은 즉시 출금되고 익월부터는 매월 1일에 출금됩니다. 

(출금 당일 잔고가 부족할 경우 자동적으로 실시간 시세가 해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결제 해지 신청 시 익월부터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된 시세 사용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실시간 시세사용료
국가 거래소 사용료(월)

미국

NYSE 1,500원

AMEX 1,500원

NASDAQ 1,500원

중국
상해 14,000원

심천 20,000원

국가 거래소 사용료(월)

홍콩 홍콩 30,000원

일본 도쿄 1,000원

베트남
호치민 14,000원

하노이 16,000원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해외주식 실시간시세신청 _ 모바일(M-able)

약관 동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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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 Q&A

A.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동일한 종합위탁계좌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은 어떤 계좌로 

매매를 합니까?   

A.   전문투자자에 대해 미수거래가 가능합니다. 미수거래는 미국, 중국A, 

홍콩, 일본의 당사가 정한 종목으로 증거금률 50%로 거래가 가능하며 

가능종목은 오피스 및 고객매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은 미수거래가 

가능합니까?  

A.   대차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으며, 공매도 또한 불가합니다.  

대차의 경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검토사항입니다. 

Q. 해외주식은 대차나 

공매도가 가능합니까? 

Q.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1만불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위탁 매매를 할 경우 투자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총 발행 주식수의 10%를 초과 취득할 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A.   미국과 홍콩, 중국, 일본과 같은 온라인 거래 가능 국가의 경우 매도자금 

으로 바로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베트남은 매도 결제 후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Q.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자금으로 바로 

다른 주식을 살 수 있습니까?

A.   서비스국가의 모든 상장종목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종목의 경우 현지 사정으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선강퉁, 후강퉁 편입종목만 거래가능) 

Q. 해외주식 서비스 국가의 

전 상장종목이 

거래 가능합니까?  

A.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 주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주문은 정규장 개시 후 순차적으로 주문이 접수됩니다. 

※ 써머타임 적용시 예약 주문 오후 5시까지 가능

Q. 미국주식 주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까?  



 해외주식 매매 시작하기 

해외주식 매매 Q&A

Q. 현재 가장 매매가 많은 

해외주식 시장은 어디입니까?

A.   현재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크며, 미국이 80% 정도로 예상됩니다. 

Q. 외국인도 KB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까?  

A.   미국, 캐나다 국적을 제외한 거주 외국인의 경우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캐나다 국적은 불가(영주권 포함)

Q. 해외주식은 타사대체 

입출고가 가능합니까? 

A.   해외주식 타사대체입출고 가능합니다.   

(단, 베트남은 제도상의 사유로 타사대체입출고 불가)

Q. 베트남 주식 매매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KB증권 HTS(H-able), MTS(M-able)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ACE 불가)

Q. 해외주식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A.   집중예탁법규에 의하여 해외주식은 증권예탁원이 지정하는 보관은행에 

보관합니다. 

Q. 외화를 직접 입금할 순 

없나요? 꼭 KB증권에서 

환전해야 하나요? 

A.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유선으로 KB증권계좌에 외화연계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외화연계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Q. 주식을 매도하면 금액이 

외화로 입금됩니까? 

나중에 환전해도 됩니까?  

A.   네, 주식의 매도자금은 외화로 입금이 되며, 환전을 원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단, 글로벌원마켓 서비스 신청계좌는 매수시 원화를 증거금으로  

거래하고, 매도금액도 원화로 자동환전되어 결제됩니다.) 

※ 글로벌원마켓 서비스 내용 참고



해외 주식의 시작, KB증권과 함께!

해외주식 매매 Q&A

Q. 환전수수료가 있습니까? 

환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A.   당사에서는 국민은행의 실시간 전신환율을 해외주식 고객께 그대로 제공하

고 있으며, 전신환율에는 기준환율대비 1%의 스프레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글로벌원마켓 서비스 신청계좌는 주문 시점 적용된 실시간 기준환율로  

(미국은 익일 오전 10:45분경) 결제일에 자동 환전되며 이때 적용된 환율

에는 환전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내용 참고

Q. 해외주식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A.   당사 홈페이지, KB증권 H-able 프로그램을 통하여 투자기업정보 및 재무

정보,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영업점 관리자가 해외주식을 

주문해 줄 수 있습니까? 

A.   네, 영업점, 글로벌BK솔루션부 모두 해외주식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주문만 가능한 국가는 글로벌BK솔루션부만 가능합니다.)

Q. 온라인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혹은 매매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A.   HTS(H-able, ACE)와 MTS(M-able)에서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거래가 가능하며 실시간 시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ACE는 베트남 거래불가 

Q. 실시간 시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세를 못 보나요? 

A.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 시 미국/중국(상해,심천)/홍콩/일본/베트남(호치민, 

하노이) 거래소의 종목 시세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시간  

시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 시 지연시세 제공/미국/중국은 실시간 Lite 제공)

Q. 배당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세금은 몇 %인가요?

A.   배당금은 현지 통화로 계좌에 입금되며, 세금은 현지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외주식 세금_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분을 참조하세요.

Q.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A.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