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재정산 추가문서 (Advantage Allocation Appendix)  
 
1 적용 및 정의 

1.1 적용 

본 추가문서는 당행이 귀사에 제공하는 재정산이자 서비스 

(Advantage Allocation Service) 일체에 적용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본 추가문서는 별도의 합의를 구성하며 서비스 기본 계약서, 

글로벌 유동성관리 서비스 부속계약서 그리고 풀링 부속약정의 

조건을 포함한다. 본 추가문서는 해당 국가별 부속계약서 

그리고 참가국 부속계약서에 의해 보충 그리고/또는 수정되며, 

국가별 부속계약서와 참가국 부속계약서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참가국 부속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1.2 정의 

대문자로 표기(영문본의 경우)되어 있으나 본 문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기본 계약서, 글로벌 유동성관리 

서비스 부속계약서 그리고 풀링 부속약정의 정의를 따른다.  

● 절대 잔액 정산(Absolute Balance Allocation)이란: 

재정산이자    x PB 
TB 

PB란 지정 SCP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의 

절대값을 의미하며, 

TB 란 해당 SCP 풀에 대한 지정 SCP 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의 총 합계 금액을 

의미한다.  

● 재정산이자(Advantage) 란 순잔액 이자에서 총 이자 

금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 이자재정산(Advantage Allocation) 서비스란 본 

추가문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 총 이자 란 각 SCP 풀에 대하여, 해당 SCP 풀의 모든 

SCP 계좌에  부리된 이자의 총 합계 금액을 의미한다. 

● 정산 방법(Allocation Method)이란, 해당 GLS 양식에 

명시된 절대 잔액 정산(Absolute Balance Allocation) 

또는 공정 배분 정산(Fair Share Allocation)을 의미하며, 

제 2.2 조항에 준하여 적용된다. 

● 공정 배분 정산(Fair Share Allocation) 이란, 

재정산이자 x CB 
TCB 

CB란 (a) 해당 지정 SCP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 또는, (b) 만일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이 0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을 의미한다. 

TCB 란 해당  SCP 풀에 대한 지정 SCP 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예금 잔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 이자 란 이자율을 사용하여 SCP 계좌의 

출금가능/자금결제일 잔액에 대하여 부리된 대출 또는 

예금 이자 금액을 의미한다. 

● 이자율 이란 해당 GLS 양식에 명시된 SCP 계좌 또는 

순잔액에 대한 예금 또는 대출 이자율을 의미한다. 

● 순잔액이자 란 이자율이 적용되는 순 잔액에 대해서 

부리되는 대출 또는 예금 이자를 의미한다. 

● 지정 SCP 계좌 란 각 SCP풀에 대한 해당 GLS 양식에 

지정 SCP계좌로 명시된 SCP계좌를 의미한다. 

2 이자재정산 서비스  

2.1 당행은 각 이자기간 말에 해당 이자기간에 부리된 이자를 각 

SCP 계좌로 지급한다. 

2.2 제 2.3 조항에 따라 귀사는 당행에 각 이자 기간 말에 재정산 

방식에 따라 지정 SCP 계좌로 재정산이자의 총액을 출금 또는 

입금 할것을 지시하며, 당행은 이러한 지시를 따르기로 한다. 

2.3 공정배분정산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a) 플러스 금액의 재정산 이자가 부리되었으나 해당 지정 

SCP 계좌는 데빗 포지션(debit position)일 경우 또는 

(b) 마이너스 금액의 재정산 이자가 산출된 경우에는, 

동 재정산 이자를 해당 GLS양식에 명시된 해당 통화로 SCP 

계좌에 입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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