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수 종합차트 [0303]

1. 해외지수 종합차트의 특징과 장점
해외지수 종합차트는 여러 종목을 동시에 분석하거나 한 종목을 여러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멀티분석형 차트입니다. 강
력한 분할 기능과 분할 차트 간의 동기화 기능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차트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트 좌측에 “종
목/지표/시스템” 메뉴를 배치하여 차트화면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 좌측에 종목/지표/시스템메뉴를 배치하여 차트화면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 종목 탭에서는 거래소, 코스닥 및 원클릭, 테마종목에 해당하는 종목리스트가 있어 보다 쉽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멀티분할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종목추가 및 변경이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고, 종목리스트에서 종목명 및 현재가/대
비/등락률로 정렬기능을 제공하고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한/상승/보합/하락/하한종목의 개수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그리고 단일 및 멀티분할 상태에서 종목 돌
려보기(수동/자동) 기능을 제공한다.
관심지표 및 사용지표 항목으로 사용자가 쉽게 지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치조회창과 호가창 및 데이터조회 등을 제공하여 차트조회뿐만 아니라 차트상에서의 시세조회가 가능합니다.
본 차트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스템 트레이딩을 위한 차트로 개발되어 각종 신호를 표시하거나 성과분석(보고서)으로
전략을 검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추세선, 추세패턴, 캔들패턴, 패턴통계" 등의 강력한 자동분석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준선 및 주문선, 가격
변화선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차트상에서 보다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은 운영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X,Y축 드래그(확대) 기능 및 패닝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차트를 확
대/축소/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0여가지 추세선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차트를 강력하게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강력한 분할 기능과 분할 차트 간의 동기화 기능을 통해 한눈에 여러 종목을 분석하거나 주기별로 종목을 일목요연
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및 사용방법
해외지수 종합차트 화면은 크게 “상단메뉴, 좌측탭메뉴, 차트영역, 차트툴바”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
상단메뉴에서는 조회종목의 선택과 조회기간 설정, 일/주/월/년/분/초/틱의 주기차트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멀티차트에
서 사용되는 “종목/주기/기간/지표 동기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보조기능으로 지표 전체적용, 분석툴 기능이 제공됩
니다.

상단 메뉴 1라인
차트 좌측의 보조탭을 숨겨 차트 영역을 넓히는 버튼입니다.
멀티분할 차트를 제어하는 상단 2열을 숨기는 버튼입니다.
차트의 시장모드 전환 버튼으로 “주식/업종/선물옵션/주식선옵/해외지수” 차트로 전환이 가능합
니다.
활성차트의 종목을 변경할 것인지, 기존의 종목을 유지하고 새로운 분할과 함께 종목을 추가할
것인지를 설정 합니다. “종목추가” 상태로 차트를 종료하더라도 차트를 다시 여는 경우에는 항상 “종목변경”상
태로 시작됩니다.
종목변경 : 차트의 종목을 변경합니다.
차트추가 : 차트에 종목을 분할로 추가시킵니다.
종목추가 : 같은 차트영역에 동일한 시간대를 사용하는 종목을 하단에 추가합니다.
종목중첩 : 같은 차트영역에 동일한 시간대를 사용하는 종목을 중첩합니다.
복기모드 : 종목의 복기차트를 실행합니다.

사용자가 “일, 주, 월, 년, 분, 초, 틱”의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주기는 분, 초, 틱 주기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
을 선택하면 차트에 나타나는 봉 하나가 3분간의 주가를 나타내는 3분 봉차트가 됩니다.

주기순서 변경
-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주기별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기별로 노출하는 주기의 선택을 옵션화
차트저장기능으로 종목 및 주기, 지표 등을 저장합니다.

파일 저장/변경/삭제/위치변경이 가능합니다.
시세바 설정
시세바는 주식종목과 선물/옵션 종목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차트 화면의 크기에 따라 시세바에 제공하는 항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2라인
차트의 분할을 제어하며 분할니다.
버튼으로 차트를 분할하면 *가로칸수*세로칸수 정보를 표시하며

버튼을 클릭하면 분할을 초기화 합니

다.
분할차트를 일괄 제어하는 동기화 버튼입니다.
: 클릭 시 모든 분할차트의 종목을 활성차트의 종목으로 일괄 변경합니다.
: 활성차트의 주기(일/분/틱…)를 기준으로 모든 분할차트의 주기를 변경합니다.
: 활성차트의 기간(봉수)을 기준으로 모든 분할차트의 기간을 동기화 합니다.
: 활성차트와 같이 분할차트의 지표설정 상태를 동기화 합니다.

관심지표 : 사용자가 저장한 지표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수정주가 : 권리락 및 배당락 등 주가에 영향이 발생되었을 때 정확한 주가흐름을 표시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분석툴 저장 : 차트의 분석툴(추세선)을 종목별, 주기별 저장 하는 기능.

현재 차트에 적용되어 있는 주기, 지표 및 추세선의 상태를 차트의 초기화 상태로 되돌려 주는 기능입니다.
전체초기화 : 차트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 합니다.
기본차트로 복원 : 기본차트로 저장한 화면의 설정값으로 차트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기본차트로 저장 : 현재 차트에 적용되어 있는 주기 및 지표의 설정을 기본차트로 저장합니다.

당일 : 분, 초, 틱 주기에서 당일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잔고 : 매입단가가 선으로 차트 내에 그어집니다.
체결 : 매수체결과 매도체결이 차트 내에 신호로 표시가 되고 신호에 마우스 오버시 건수 및 단가가 나옵니다.
(체결정보는 분차트에서만 적용됩니다. )
좌측탭메뉴
좌측메뉴는 “종목, 지표, 시스템” 3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탭
조회를 원하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카테고리별로 선택한 시장에 따라 다른 화면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종목리스트 순서대로 연속조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좌측/우측 화살표는 수동으로 돌려보기 기능이고, 버튼은
자동 돌려보기의 간격을 조절하는 항목입니다. 반복을 선택하면 마지막 종목 돌려보기를 한 후에 처음 종목으로
이동하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돌려보기가 종료 됩니다.

[지표]탭
적용 가능한 차트와 보조지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활성차트에 적용됩니다.

시스템탭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을 수립하고 분석할 수 있는 탭화면 입니다.

차트영역

가격정보 표시 : 차트영역 상단에 종가,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등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지표표시 : 해당지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종목명, 변수명(변수)으로 표시됩니다.
최고/최저값 표시 : 차트상에 최고/최저값이 표시됩니다.
기준등락률 표시
LH : 차트상에서 최저가 대비 최고가 등락률
LC : 차트상에서 최저가 대비 당일 현재가 등락률
HC : 차트상에서 최고가 대비 당일 현재가 등락률
하단메뉴
차트 하단에서는 현재 조회차트의 이전차트를 조회하기 위한 스크롤바 및 차트 확대바와 각종 기능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간 선택 : 시작 일자와 마지막 일자 선택.
조회 데이터(차트에서 보여지는 봉수)와 기간 데이터(서버로부터 불러온 봉수)를 표시합니다.
: 차트를 순차적으로 ‘축소/확대' 시키며, ‘차트 이동’과 ‘전체보기' 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배열 : 수평배열(

), 수직배열(

), 바둑판배열(

), 탭배열(

)을 제공합니다.

차트툴
각종 분석 도구 및 추세선 관련 기능들을 제공하여 주가 분석 비교에 활용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정의,

아래 버튼들이 변경됩니다.
각 버튼의 세부적인 기능설명은 차트매뉴얼 하단의 “

분석도구,

부가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해당 메뉴에 따라

분석도구 및 추세선 기능”에서 나와 있습니다.

3. 차트설정
종합차트는 각종 지표부터 시작하여 세부적인 스타일까지 차트의 전반적인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
어서 사용자 개개인의 환경과 매매패턴에 최적화된 자신만의 차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툴바의 클릭 또는 차트 상의 R메뉴 지표설정, 환경설정을 누르면. 차트/지표, 기본환경,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아래
과 같은 화면이 오픈됩니다.

차트/지표탭
차트형태 및 각종 지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본환경탭
차트 상에 표시되는 각종 데이터의 표시여부와 봉의 작도와 관련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Y축 눈금 표시
Y축 가격 영역의 기능 표시 및 현재가(등락률) 표시
차트여백
우측/상하의 여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봉간격일정이 체크 될 경우 봉 간격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가 봉의 수를 입력 하거나 스핀으로 변경하더라
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는 하는 수로 변경 됩니다.

각종 정보 표시
배당락/권리락표시 유무 : 차트에 배당닥/권리락 표시

Y축 선의 상하한가 표시 유무 : Y축 선에

수정주가 사용 유무
Y축 일봉캔들 표시(분/틱)

일별 상하한가 도달 표시

스타일탭
차트영역의 테두리, 색상, 분석도구 등의 설정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스타일저장 : 사용자에 맞는 스타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설정 기능
지표 : 가격/거래량 캔들의 색상 및 설정을 관리하는 기능
그래프 영역 : 차트영역의 바탕색상 및 격자, 테두리 색상을 설정하는 기능
스케일 영역 : 차트 스케일 영역에서의 테두리, 텍스트, 구분선 등의 설정 및 색상을 설정 기능
기타 : 분석도구 및 수치조회창 설정 기능
Y축 Scale의 위치 및 가이드선 색상 등의 설정을 관리합니다.
Y축 Scale 클릭시 설정창이 오픈됩니다. Scale위치 및 Grid를 지정할 수 있으며, Min/Max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og, 뒤집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지정으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Scale영역을 컨트롤 할 수 있
습니다.

4. 편리한 기능
종합차트는 차트 사용과 주가 분석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편리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줍니다.
지표이동 기능, 합침 기능
지표이동은 지표이름 좌측 상단의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지표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표간
의 상/하 이동을 손쉽게 하여 원하는 차트 화면구성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표합침 기능은 지표들을 한 영역에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경우 마우스 drag&drop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표 두 개를 겹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지표를 마우스로 Drag한 상태에서 원하는 지표에 Drop합니다. 이 때 Y축
Scale 설정창이 나오는데 원하는 Scale영역을 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해당지표에 합쳐집니다.

기간요약 기능
우측툴바

항목에

클릭하면 특정 기간의 주가 등락률 및 거래량 캔들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우스 Drag로 기간을 정하면 기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측마우스로 그리기 해제를 한 후 환경설정을 누르면 위 그
림과 같은 기간요약 설정창으로 사용자가 표시하고 싶은 항목이나 위치 및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주월분 기능
우측툴바

항목에

클릭하면 사용자가 4분할하여 일/주/월/분 주기를 세팅하지 않아도 일주월분 기능버튼 하나

로 특정 종목의 일/주/월/분으로 분할하여 한눈에 종목의 주기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클릭 시 1분할 차트형태로
복귀됩니다.

5. 분석도구 및 추세선
주가 분석 및 차트 사용에 있어서 유용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각종 기능들을 버튼화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트 화면 우측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

사용자정의”, “

분석도구”, “

당 항목에 따라 아래 버튼들이 변경되어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해

사용자정의 버튼
차트툴편집 : 차트 툴 편집 창이 팝업 되어 차트상에 표시할 도구 및 기능버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차트
차트 영역을 초기 환경으로 되돌립니다.
초기환경은 가격차트, 가격이동 평균선 4개, 거래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트 환경설정 : 차트/지표, 기본환경, 스타일 등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평Set : 가격 이평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십자추세선 : 차트상에 십자추세선을 표시하며 작도할 수 있습니다.
가로추세선 : 차트상에 가로추세선을 표시하며 작도할 수 있습니다.
세로추세선 : 차트상에 세로추세선을 표시하며 작도할 수 있습니다.
Line추세선 : 차트상에 Line추세선을 표시하며 작도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 차트상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 모두 지우기 : 차트상의 모든 추세선을 한꺼번에 지우는 기능입니다.
캔들패턴
차트상에 캔들패턴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패턴설정에서 패턴을 선택하거나 표시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Y축설정 : 차트에서 Y축의 최대/최소 값(비율)을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수치조회 : 십자선이 표시되며 차트좌우로 조회창이 표시되는 기능입니다.(종목시세정보)
요약데이터조회 : 마우스 포인터에 따라 시세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일주월분 : 차트가 일/주/월/분 차트로 분할 되는 기능입니다.
기간요약 : 캔들간의 가격정보, 거래량정보, 봉수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분석도구 버튼
그리기모음 : 차트상에 아이콘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십자추세선 : 차트상에 십자추세선을 표시하며 작도할 수 있습니다.
가로추세선 : 차트상에 가로추세선을 표시하며 작도할 수 있습니다.
세로추세선 : 차트상에 세로추세선을 표시하며 작도할 수 있습니다.
Line추세선 : 차트상에 Line추세선을 표시하며 작도할 수 있습니다.
연필추세선 : 차트상에 자유자재로 추세선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 차트상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모 : 차트상에 네모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 : 차트상에 원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추세선
Andrew’s pitchfork 라고 부르며, 세 개의 평행 추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을 기반으로
오른쪽에 있는 두 점은 첫번째 점에 대한 지지와 저항 수준을 나타냅니다. 사용법은 사용자가 의미있는 저점이
나 고점을 선택한 후 (가장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선택점을 첫번째 선택한 점보다 오른쪽에서
선택하면 세 개의 평행 추세선이 생성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두번째점을 저점(고점)으로 선택했다면, 세번째
점은 반드시 고점(저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Zone추세선
피보나치 되돌림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선택한 점(고점 또는 저점)에서 drag 하여 원하는 위치(저점 또는 고
점)에 drop하면, Zone 선이 생성됩니다. 피보나치 목표 가격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상승폭(또는 하락폭) 대비
23.6%, 38.2%, 50%, 61.8%에 해당하는 조정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Fan선
피보나치선을 확대한 개념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점(고점 또는 저점)에서 drag하여 원하는 위치(저점 또는 고
점)에 drop하면, Fan선이 생성됩니다. Fan 선은 사용자가 연결한 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직각삼각형을 만
들어 줍니다.(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각 직각삼각형은 피보나치선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피보나시수열 :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시간의 경과치를 표시합니다.
활추세선 : 피보나치 아크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선택한 점(고점 또는 저점)에서 drag하여 원하는 위치(저점 또
는 고점)에 drop하면, 활 추세선이 생성됩니다. 중앙라인 오른쪽에서 아크와 주가의 위치(저항 및 지지, 돌파)를 통해
추세를 분석합니다.
FIBO선 : 시작점(저점)과 끝점(고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추세가 가속되는 지지 추세선을 표시합니다.
갠선 : 45도 각도로 추세선을 작도하는 기능입니다.
상향갠팬
저점이나 고점에서 45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Gann Line)이 중심선 역할을 하며 중심선에 일정 비율(8등분)의
대각선 (부채꼴 모양)을 그려나가는 방법을 갠팬이라 합니다.
하향갠팬
저점이나 고점에서 45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Gann Line)이 중심선 역할을 하며 중심선에 일정 비율(8등분)의
대각선 (부채꼴 모양)을 그려나가는 방법으로 하향방향으로 작도한 하향갠팬(Gann Fans)이다)
추세선 지우기 : 차트상에 작도 되어 있는 추세선을 지우는 기능입니다.
추세선 모두 지우기 : 차트상에 작도 되어 있는 추세선을 모두 지우는 기능입니다.
갠앵글
차트상의 x축(일자)와 이루는 각도가 45도와 135(180-45)도인 다수의 직선을 동일간격으로 작도한 추세선입니
다.
가속저항팬 : Fan추세선이 박스형태에서 확장된 추세선 기능입니다.
가속저항호 : 추세선을 3등분하여 1/3호와 2/3을 중심으로 작도한 추세선입니다.
삼등분선 :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하여 33%, 67%의 기준으로 등분한 추세선입니다.
사등분선 :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하여 25%, 50%, 75%의 기준으로 등분한 추세선입니다.
사이클구간 :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간격으로 다수의 수직선이 작도되는 추세선입니다.
조정백분율 : 차트상에 사용자가 선택한 세점의 종가기준으로 조정백분율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앨리어트파동선 : 앨리어트 파동이론을 근거로 작도된 추세선입니다.
직선회귀선 : 시작점과 끝점의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일자의 가격을 기준으로 작도된 추세선입니다.
직선회귀채널
시작점과 끝점의 구간내에 가격과의 차이를 일자별로 계산하여 그 중 가장 큰 값을 추출하여 ‘최대괴리치’로 놓
고 그 최대괴리치를 가감하여 직선회귀선과 평행한 두 직선(상한선,하한선)을 작도한 추세선입니다.
봉중심선 : 봉(캔들)의 중심선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작도된 추세선입니다.

가상봉 : 사용자가 임의로 봉을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부가기능 버튼
기본차트
차트 영역을 초기 환경으로 되돌립니다.
초기환경은 가격차트, 가격이동 평균선 4개, 거래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트 환경설정 : 차트/지표, 기본환경, 스타일 등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평Set : 가격 이평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Y축의 최대/최소 값(비율)을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수치조회 : 십자선이 표시되며 차트좌우로 조회창이 표시되는 기능입니다.(종목시세정보)
요약데이터조회 : 마우스 포인터에 따라 시세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수치조회하단 : 차트하단에 종목의 가격정보 및 이평값 등이 보여지는 기능입니다.
기간요약 : 캔들간의 가격정보, 거래량정보, 봉수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동추세선 : 주요고저점(IHP/ILP)을 파악하여 이를 연결한 파동선을 자동 작도하는 기능입니다.
추세패턴 : 과거 추가 흐름의 패턴을 자동을 분석하여 주는 기능입니다.
캔들패턴
차트상에 캔들패턴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패턴설정에서 패턴을 선택하거나 표시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턴통계 : 추세패턴과 캔들패턴을 차트에 적용하였을 때 생기는 예상/실제 등락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패턴설정 : 자동추세선/추세패턴/캔들패턴의 설정을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기준선 : 전일, 당일가격 등의 기준으로 차트상에 기준선을 작도하는 기능입니다.
Excel변환 :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시세정보 및 지표정보의 값을 엑셀로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눈금영역숨김 : Y축, X축의 눈금영역을 숨겨주는 기능입니다.
스크롤 숨기기 : 하단 스크롤 메뉴를 숨겨주는 기능입니다.
일주월분 : 차트가 일/주/월/분 차트로 분할 되는 기능입니다.
주문선
사용자가 작도한 추세선을 상향/하향 돌파시 지정된 설정에 의해 매수/매도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주문선관리 : 사용자가 작도하여 저장한 종목별 주문선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Excel불러오기 : 엑셀로 저장된 수치들을 차트에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차트툴 편집
우측툴바

항목에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차트툴 편집화면이 오픈됩니다.

차트툴바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분석도구와 부가기능으로 나누어지며 사용자설정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
택하여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메뉴구분'에서 분석도구, 부가기능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하단에서 세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차트툴바
에 입력할 항목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여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설정, 분석도구, 부가기능으로 나누어지며, 사용자설정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으나, 분석도구와
부가기능 항목들은 위치변경만 가능하게 됩니다.

6. 차트 유형
캔들차트
일명 일본식 차트로 통하는 캔들차트로서, 시가,고가,저가,종가로 구성된 가격 차트입니다. 캔들의 몸통은 시가와 종가
로 구성되며, 캔들의 꼬리는 고가와 저가로 구성됩니다. 금일 종가가 시가보다 상승 시에는 적색으로, 하락 시에는 청색
으로 캔들의 몸통 색상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차트
일명 미국식 차트로 통하는 바차트 중에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종가로만 구성된 가격 차트입니다. 바에 최고와 최저는
봉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의미하며, 시가는 바의 좌측의 잔가지로, 종가는 바의 우측에 잔가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기본
설정으로 가격 상승 시에는 적색으로, 가격 하락 시에는 청색으로 바를 표현하였습니다.
선차트
선차트는 간단하게 종가만을 이어 만든 선형 차트로 라인차트로도 부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대기매물
가격대별 거래량의 비율을 가격대에 바형식으로 구현한 차트로 매물대 분석시에 사용됩니다. 매물대 분석 차트는 매물
가격대 개수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가격대를 변수의 수치로 나누어 매물바의 개수를 만들어주는 변수입니다.
누적 거래량 차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적 거래량이 많은 가격대가 매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매물대 위에
있으면, 매물대는 지지구간의 역할을 하고, 매물대 밑에 있으면 매물대는 저항구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적 거래량
이 적은 구간에서는 주가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물차트
그물차트란 이동 평균선을 짧은 것부터 긴 것을 순차적으로 한 그림에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물차트는 단순하게 정
해진 이평선의 고정된 움직임 보다는 이동평균선의 확장과 수렴 등을 역동적으로 보여줌으로서 현재의 시세 흐름을 파
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정한 개수의 이동평균선들의 간격이 벌어졌다가 좁혀지기 시작하면 추세전환신호로 해
석합니다.(바닥권에서는 매수신호로 천정권에서는 매도신호가 됩니다.) 또한 이동평균선 밀집국면에서 이동평균선의 간
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역시 전환신호로 매수신호로 해석합니다.
역시계곡선
역시계곡선은 가격과 거래량과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가격 차트로, X축에는 거래량 Y축에는 주가를 두고, 변수(이동평
균)의 수치만큼의 일수로 주가 및 거래량을 평균하여 이를 차트에 표시한 것으로 진행방향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한
다고 하여, 역시계곡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동평균선 수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일 또는 25일 평균
선이 사용됩니다.
P&F
P&F차트는 시간의 개념을 약간은 벗어난 차트로,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중심으로 하여 추세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차
트 입니다. 기준 가격 이상 상승 시에는 붉은 색으로 X를 표시하며, 기준 가격 하락 시에는 청색으로 O를 표시합니다. 이
때 시간의 개념은 제외되며, X에서 O간에 전환 시에만 한 칸 이동하게 됩니다. P&F차트에서의 변수로는 “칸전환”과
“칸크기” 변수가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P&F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삼선전환도
삼선전환도는 P&F와 비슷한 개념으로, 칸 전환 변수 이상의 주가 변동이 발생시, 청색 또는 적색 전환차트에서 변경됩
니다. 주가 상승 시에는 붉은색으로, 하락 시에는 청색으로 표현합니다. 변수는 칸 전환 변수로 변경합니다.
SwingChart
Swing차트는 최소반전폭을 설정한 후 이전 가격으로부터 최소반전폭 이상 움직였을 경우에만 차트를 그려줍니다. 이전
보다 상승시 빨간색, 하락시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만약 전일 종가가 1000원이고 당일 종가가 1110원이고 최소반전폭이 100일 경우 빨간선을 하나 그려준다. 만약 890원
일 경우는 파란 선을 그려줍니다.

KagiChart
Kagi차트는 Swing차트와 마찬가지로 최소반전폭을 설정한 후 이전 가격으로부터 최소반전폭 이상 움직였을 경우에만
차트를 그려줍니다.
이전보다 상승시 빨간색, 하락시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이전 고점을 상향 돌파하였을 때는 굵
은선으로 표시하고 이전 저점을 하향 돌파하였을 때는 가는 선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해당 라인의 고가와 저가중간에 수
평선을 그어 지지/저항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RenkoChart
Renko차트는 항상 종가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벽돌의 크기는 사용자에 맞게 최소변화폭을 설정하고 전일 벽돌의 고가와
저가를 당일 종가와 비교하여 당일 종가가 전일 벽돌 고가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빨간벽돌을, 당일 종가가 전일 벽돌 저
가 이하로 하락했을 때 하얀 벽돌을 그려줍니다. 이 때 가격이 벽돌의 하나 크기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나 두개의 크기를
채워주지 못할 때는 하나만 그린다는 점에서 P&F차트와 차이가 납니다.

분산형
분산형차트를 그리는 방법은 X축에 거래량을 표시하고 Y축에 가격을 표시한 후 매일매일의 거래량과 주가에 해당하는
값을 차트에 점으로 찍어줍니다. 해당 일에 주가가 양봉을 형성하면(종가＞시가) 빨간색, 음봉을 형성하면(종가＜시
가)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이큐볼륨
이큐볼륨 차트는 일반 캔들에 거래량을 합한 개념으로, 봉의 좌우 폭을 해당봉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
율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봉에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폭은 커지게 됩니다. 설정부분은 캔들차트처럼 가격
상승 시/하락 시 색과 영역 채우기가 있습니다.

데일리 리포트 [0626]

1. 화면개요
해외증시 관련 당사의 리포트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이머징 마켓 [0645]

1. 화면개요
이머징마켓 관련 당사의 리포트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해외증시종합 [0690]

1. 화면개요
세계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시세를 제공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홍콩 등의 주요 증시의 지수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
다.

2. 화면설명

해외지수 화면에서는 주요 세계주가지수 및 기타 국가지수, 미국지수, ADR, GDR, CME 선물지수 등을 제공하며, 다
우30종목과 S&P500 종목, 나스닥100 종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지수와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 있으며, 등락율 비교차트 및 거래량 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 종합 [0700]

1. 화면개요
주요 환율정보 조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국가별 환율정보를 보여주고 국가명을 더블클릭시 '[0701] 환율추이' 화면이 팝업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환율 정보를 자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율추이 [0701]

1. 화면개요
주요국의 일자별 환율 동향과 추이 그래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화면상단에서 해당 국가와 시간별/일별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동향에서는 일자별 환율 수치정보를, 추이에서는 일자별 환율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국가별환율 [0718]

1. 화면개요
국가별 환율을 비교조회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기준통화와 환산통화를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비교 [0719]

1. 화면개요
국가간통화비교를 제공합니다.

2. 화면설명

국가간의 통화비교를 일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율 정보 [0725]

1. 화면개요
기준 환율 조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국가별 환율정보를 보여주고 국가명을 더블클릭시 '[0701] 환율 일별/시간별 추이' 화면이 팝업됩니다.

기준 환율 [0726]

1. 화면개요
기준 환율 조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해외증권 일별 거래내역 [0828]

1. 화면개요
매매후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가정산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시 해당일자의 매매기준 환율이 제공되어 원화 환산내역과 금액을 함께 비교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화면 설명

해외 결제기준잔고 [0829]

1. 화면개요
매매후 결제일 기준으로 종목의 평균매입가격, 현재평가금액, 손익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변동은 원화부분만을 반영합니다.

2. 화면설명

해외 체결기준잔고 [0839]

1. 화면개요
해외증권거래와 관련한 외화잔고, 유가증권변동 내역을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화면설명

미니 입체분석 [1107]

1. 화면개요
개별종목의 각 매매창구별로 실시간 매매수량을 보여줍니다.

2. 화면설명

버튼 클릭시 해당 창구의 일자별 매매수량이 나타납니다.

예상체결지수 추이 [1174]

1. 화면개요
장 시작전, 장마감 거래소(KOSPI 종합,배당지수)와 코스닥 시장의(KOSDAQ종합,IT종합,벤처지수) 업종지수 예상체결추
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준 선택, 단축버튼
시장구분 및 업종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예상지수에 대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차트버튼(

): 주식 종합차트 "[3302]"를 팝업 시켜줍니다.

정보영역
좌측에는 예상체결 추이가 텍스트 정보로 제공됩니다.
우측에는 예상체결 추이 그래프와 거래량이 실시간 제공됩니다.

KRX100지수 추이 [1251]

1. 화면개요
거래소87종목, 코스닥 13종목으로 구성된 KRX지수의 추이를 시간별 일자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2. 화면설명

"일자별" 조회시 일자, 종가지수, 전일대비, 등락율, 시가지수, 고가지수, 저가지수, 거래량, 거래대금, 신심리도, 이격도
가 조회됩니다.

‘시간별(2초, 30초, 1분, 10분)’로 조회되며 차트가 제공됩니다.

업종 시간별지수 [1323]

1. 화면설명
장중 업종지수의 시간별 추이를 텍스트 정보와 그래프로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200, KRX100, KOSTAR, 프리보드, 기타' 중에서 중에서 조
회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10초, 30초, 1분, 5분, 10분’ 중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시간대별 현재지수와 거래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종에 맞는 그래프가 조회됩니다.

자산현황(종합잔고평가) [2080]

1. 화면개요
자산현황을 전체, 상품별(주식/선물옵션/펀드,CMA,신탁/랩 등)로 조회할 수 있는 종합잔고평가 화면입니다.
단, (조회불가 선택한) 창구거래 전용계좌는 평가 및 계좌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2. 화면설명

ID 비밀번호 입력 및 조회구분 설정
ID 비밀번호 입력 및 조회상품 구분을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상품구분 중 전체(계좌별), 펀드/CMA/신탁 선택 시 잔고구분(전체/유잔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좌비밀번호가 아닌 ID 비밀번호 입력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총액 확인
선택한 상품구분에 해당하는 보유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액 항목 : 자산금액, CMA, 유가평가금액, 예수금, 외화 평가금액, 신용대출금액

잔고평가 확인
선택한 상품구분에 해당하는 잔고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금액, 평가금액, 손익금액, 수익률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평가금액 기준
증권자산 평가금액은 결제기준잔고와 현재가로 평가됩니다.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일종가로 평가됩니다.)
펀드자산은 당일 기준가로 평가되며,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기준가로 평가되어 세전평가금액으로 조
회됩니다.
선물옵션은 평가금액, 손익금액만 제공되며, 증거금으로 거래되므로 수익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휴일 조회
CMA계좌의 잔고는 비영업일 조회 시 비영업일 발생한 입/출금거래 반영이 다음 영업일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보유잔고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조회 시 보유하신 계좌 중 재투자 대상펀드가 포함된 경우 해당계좌는 ‘결산 작업 중’으로 조회되며 평가에서 제
외됩니다.
랩어카운트 상품은 비영업일 조회 시 보유수익증권 평가금액이 잔고좌수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영업일 평가금액과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자산현황(종합잔고평가) 화면의 자산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식계좌의 당일 입출금 및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0808]잔고종합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일 23:50~24:10과 비영업일 중 일부시간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조회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항목은 최초 만기일이며, 만기 연장이후에도 최초만기일 이후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당일매매 종합평가 [2197]

1. 화면개요
주식계좌의 예수금내역,자동상환내역, 매매내역, 평가내역, 총융자/대출금액 및 당일잔고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실시간체결잔고 [2500]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실시간체결잔고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포지션 평가손익 [2511]

1. 화면개요
포지션 평가손익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예수금잔고 [2512]

1. 화면개요
예수금잔고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증거금 상세 [2513]

1. 화면개요
선물옵션증거금내역과 익일정산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증거금현황, 당일 예수금현황, 주문가능금액현황, 인출가능금액, 추가증거금, 대용매도금액, 대용매도체결내역, 기본예
탁금등급,익일가정산내역을 조회합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증거금 내역 입력부
계조번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 가능한 계좌의 상품코드가 조회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명을 조회합니다.
입력한 계좌의 증거금현황 구분을 선택합니다.
업무 진행부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계좌의 증거금현황, 예수금현황, 주문가능금액현황, 인출가능금액, 추가증거금,대용매매현
황, 익일 가정산내역 을 조회처리 한다.
상세군별증거금상세 버튼

증거금현황, 예수금현황, 주문가능금액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예수금현황에 현금예수금, 외화예수금, 대용예수금,예수금 합계를 조회 처리합니다.
{현금예수금}은 [선물옵션계좌예수금기본]의 (예수금액-현금미수금액-수수료미수금액)으로 조회 처리하고,
{외화예수금}은 [선물옵션계좌예수금기본]의 (외화평가금액) 조회 처리,
{대용예수금}은 [선물옵션계좌예수금기본]의 (주식대용금액+채권대용금액+전일대용매도대용금액+당일대용매도대
용금액)으로 조회 처리,
{예수금 합계}는 위의 예수금 항목을 합산하여 조회 처리합니다.
개시 또는 유지 <증거금구분>을 선택하시면, 증거금현황에 현금증거금, 대용증거금, 증거금 합계를 조회 처리합니다.
<개시증거금구분>일 경우는 {현금증거금}은 [계좌선물옵션상품군증거금기본]의 (위탁증거금현금금액)의 합산한 금
액으로 조회하고
{대용증거금}은 [계좌선물옵션상품군증거금기본]의 (위탁증거금총금액의 합산금액-위탁증거금현금금액의 합산금
액)으로 조회,
{총액증거금}은 (위탁증거금총금액)의 합산금액으로 조회 합니다.
<유지증거금구분>일 경우는 {현금증거금}은 [계좌선물옵션상품군증거금기본]의 (유지증거금현금금액)의 합산한 금
액으로 조회하고
{대용증거금}은 [계좌선물옵션상품군증거금기본]의 (유지증거금총금액의 합산금액-유지증거금현금금액의 합산금
액)으로 조회,
{총액증거금}은 (유지증거금총금액)의 합산금액으로 조회 합니다.

주문가능금액 현황은
{현금주문가능금액}은 예수금-위탁증거금현금으로 조회,
{대용주문가능금액}은 주문가능총액-주문가능현금으로 조회합니다.
{주문가능총액}은 예수금+대용금액+위탁증거금으로 처리합니다.
선물옵션 손익금액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선물옵션 손익금액현황에 선물당일매매손익, 옵션당일매매손익, 당일매매손익합계금액, 선물잔
고평가손익, 옵션잔고평가손익, 전일평가손익합계금액을 조회 처리합니다.
{선물당일매매손익}은 선물옵션유형이 <선물>일 경우 [계좌선물옵션잔고기본]에서 (매도매매손익금액+매수매매손
익금액)의 합산금액을 조회하고,
{선물잔고평가손익}은 선물옵션유형이 <선물>이고 손익구분이 <정산가격>일 경우는 [계좌선물옵션잔고기본],[선
물옵션종목시세기본②]에서 (매도차금평균잔고금액
-((현재가 또는 ②선물옵션종가 *매도잔고수량*선물옵션거래승수)+(현재가 또는 ②선물옵션종가 *매도잔고수량*선
물옵션거래승수)-매수차금평균잔고금액)) 으로 조회하고,
선물옵션유형이 <선물>이고 손익구분이 <매입가격>일 경우는 (매도이동평균잔고금액
-((현재가 또는 ②선물옵션종가 *매도잔고수량*선물옵션거래승수)+(현재가 또는 ②선물옵션종가 *매도잔고수량*선
물옵션거래승수)-매수이동평균잔고금액)) 으로 조회합니다.
{옵션당일매매손익}은 선물옵션유형이 <옵션>일 경우 [계좌선물옵션잔고기본]에서 (매도매매손익금액+매수매매손
익금액)의 합산금액을 조회하고,
{옵션잔고평가손익}은
선물옵션유형이 <옵션>이고 손익구분이 <정산가격>일 경우는 [계좌선물옵션잔고기본],[선물옵션종목시세기본②]에
서 (매도차금평균잔고금액-((현재가 또는 ②선물옵션종가 *매도잔고수량*선물옵션거래승수) +(현재가 또는 ②선물옵
션종가 *매도잔고수량*선물옵션거래승수)-매수차금평균잔고금액)) 으로 조회하고,
선물옵션유형이 <선물>이고 손익구분이 <매입가격>일 경우는 (매도이동평균잔고금액 - ((현재가 또는 ②선물옵션종
가 *매도잔고수량*선물옵션거래승수)+(현재가 또는 ②선물옵션종가 *매도잔고수량*선물옵션거래승수)-매수이동평
균잔고금액)) 으로 조회합니다.
{당일매매손익합계}는 선물당일매매손익+옵션당일매매손익으로 조회하고,
{잔고평가손익합계}는 선물잔고평가손익+옵션잔고평가손익으로 조회합니다.

인출가능금액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인출가능현금현황에 인출가능 금액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출가능금액}은 예탁총액- 예탁증거금총액으로 조회합니다.
{예탁총액}은 예탁현금+예탁대용으로 조회합니다.
선물옵션 잔고손익내역
익일 가정산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당일 현재가 기준으로 익일 가정산내역(현재가기준)을 조회합니다.
{옵션차금}은 [계좌선물옵션잔고기본①],[선물옵션종목시세기본②],[선물옵션기본③]의 ③선물옵션구분이 <옵
션>일 때,
(①매도체결금액- ①매수체결금액) 금액의 합산으로 조회,
{선물차금} 은 당일차금 +갱신차금+최종결제차금 {당일차금}은 ③선물옵션구분이 <선물>일 때 (①매도체결금액(①당일전매수량+①당일신규매도수량)*③거래승수*(현재가 or②선물옵션종가))+((①당일환매수량+①당일신규매수
수량)*③거래승수*(현재가 or②선물옵션종가)-①매수체결금액) 금액의 합산으로 조회,
{갱신차금}은 ③선물옵션구분이 <선물>일 때 ①전일매도잔고수량*③거래승수*(③선물옵션전일정산가격-(현재가
or ②선물옵션종가))+①전일매수잔고수량*③거래승수*(현재가 or ②선물옵션종가))③선물옵션전일정산가격 금액의 합산으로 조회합니다. {최종결제차금}은 ③최종결제일이면서 선물옵션구분이 <선
물>일 때 ①매도잔고수량*③거래승수*(③선물옵션정산가격- 최종결제가) + ①매수잔고수량*③거래승수*(최종결제
가-선물옵션정산가격)합산으로 조회합니다
{수수료}는 [선물옵션결제내역]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조회합니다.
{익일예수금액}은 예수금액-미수금액(현금미수금액+수수료미수금액+기타연체료등)+정산차금+옵션차금-수수료+인
수도지정금액 으로 조회 합니다. {추정예탁자산}은 익일예수금+당일평가금액으로 조회 합니다.

선물옵션 미수금 [2514]

1. 화면개요
선물옵션 미수금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일자별 잔고손익 [2515]

1. 화면개요
일자별 잔고손익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증거금 가계산 [2516]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증거금 가계산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실시간 잔고 [2517]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실시간 잔고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실시간 미체결 [2518]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실시간 미체결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당일체결 [2520]

1. 화면개요
선물옵션 당일체결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일자별 매매손익/수수료 현황 [2521]

1. 화면개요
일자별 매매손익/수수료 현황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대용증권 조회 [2523]

1. 화면개요
대용증권 조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대용증권 지정 및 해제 [2524]

1. 화면개요
선물옵션계좌의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물 계좌의 구체적인 개별 종목을 대용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온라인 상에서 대용증권 지정과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계좌번호를 선택하신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용총액/대용증거금/대용해제가능액을 조
회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번호/지정수량/지정대용금액을 입력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정 실행이 됩니다.
입력을 완료하시고 대용증권조회 화면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대용계좌신청은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대용증권지정
선물/옵션 거래시 증거금이 필요한데 현금과 주식대용 두 가지로 증거금 납입 가능 합니다. 이 때 증거금으로 사용
하기 위한 현물계좌의 주식을 대용이라 합니다. 일종 의 담보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대용증권 가능 유가증권 종류
- 대용가가 있는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주식
(투자유의, 감리, 거래정지, 당사증거금 100% 등 불가)
- 신용등급이 AA이상인 상장채권
- 상장주가연계증권(ELS)중 익일 결제종목만 가능
- 해당종목의 총 상장주식의 5% 초과 불가

다수계좌(선물계좌) 예수금 일괄조회 [2525]

1. 화면설명
타인명의로 등록된 다수계좌들의 예수금, 증거금 등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조건 선택
우선 접속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여 등록된 계좌를 조회를 합니다.
등록된 모계좌 와 금액 조건을 넣고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상세 조회

다수계좌(선물계좌) 미결제 일괄조회 [2526]

1. 화면설명
타인명의로 등록된 다수계좌들의 미결제잔고, 평가손익 등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조건 선택
우선 접속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여 등록된 계좌를 조회를 합니다.
종목을 선택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상세 조회

기간별 약정손익 [2531]

1. 화면개요
기간별 약정손익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일별체결 [2532]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일별체결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거래내역 [2533]

1. 화면개요
선물옵션 거래내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기간별 수익율 [2534]

1. 화면개요
기간별 수익율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전계좌 누적 주문체결 조회 [2535]

1. 화면개요
전계좌 누적 주문체결 조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주문체결 [2536]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주문체결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야간선물옵션 증거금 상세 [2537]

1. 화면개요
야간선물옵션 증거금 상세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야간선물옵션 일별체결 내역 [2538]

1. 화면개요
야간선물옵션 일별체결 내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야간선물옵션 실시간 체결잔고 [2541]

1. 화면개요
야간선물옵션 실시간 체결잔고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야간선물옵션 포지션평가손익 [2542]

1. 화면개요
야간선물옵션 포지션평가손익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해외선물옵션 매매현황판 [2700]

1. 화면개요
실시간 주문내역, 미체결내역, 미결제잔고 등 계좌 거래정보를 동시에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축소기능 버튼을 이용하여 보고자 하는 계좌정보만을 구성하여 조회할 수있습니다.

2. 화면설명

주문내역
: 해당계좌의 당일 주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문유형과 상태, 체결/미체결 여부, 주문 접수시각과 체결시각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이 제대로 나가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당일 거래에 대한 히스토리를 확인할 때 편리한 화
면입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시면 각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분을 이용하면 체결된 주문과 미체결로 남아있는 주문을 각각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
다. 이 부분은 ‘[2702] 해외선물옵션 체결내역’ 화면과 ‘[2703] 해외선물옵션 미체결내역’ 화면에서도 각각 조회가 가
능합니다.
부분은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좌측의

,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여 주문내역을 숨기거나 보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미체결/체결내역
: 해당계좌의 당일 미체결내역 및 체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구분 및 주문수량, 주문가격, 주문시각 등
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여 각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미체결내역’ 탭에서 주문을 취소하시려면, 좌측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후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
습니다.
좌측의

,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여 주문내역을 숨기거나 보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잔고 및 예수금
: 해당계좌의 현재 미결제잔고, 청산내역, 예수금, 증거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시면
각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의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각 종목 포지션이 합산되어 각각 한 줄로 나타나며,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
제하면 각 종목 포지션이 체결별로 분리되어 조회됩니다.
좌측의
상단의

,

버튼을 이용하여 주문내역을 숨기거나 보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청산내역탭에서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금’ 탭과 ‘증거금상세’ 탭은 [2710] 해외선물옵션 예수금현황 및 [2711] 해외선물옵션 증거금상세 화면도움말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선물옵션 주문내역 [2701]

1. 화면개요
계좌별 해외선물옵션 주문내역과 주문의 현재 상태 등 주문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선물/옵션, 체결/미체결, 매수/매도 등으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어 특정 주문을 검색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2. 화면설명

주문내역
: 해당계좌의 당일 주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문유형과 상태, 체결/미체결 여부, 주문 접수시각과 체결시각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이 제대로 나가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당일 거래에 대한 히스토리를 확인할 때 편리한 화
면입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시면 각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부분을 이용하여 선택조회가 가능합니다.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복잡하게 섞여

있을 경우 선물 혹은 옵션 거래만 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분을 이용하면 체결된 주문과 미체결로 남아있는 주문을 각각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
다. 이 부분은 ‘[2702] 해외선물옵션 체결내역’ 화면과 ‘[2703] 해외선물옵션 미체결내역’ 화면에서도 각각 조회가 가
능합니다.
부분은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옵션 체결내역 [2702]

1. 화면개요
계좌별 해외선물옵션 주문 중 체결된 건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당일 체결된 내역만을 볼 수 있어, 당일 거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체결내역
: 해당계좌의 당일 체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및 체결가격, 체결일시 등 체결과 관련된 항목들만 조회
되어 한눈에 체결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시면 각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
능합니다.
상단의

부분을 이용하여 선택조회가 가능합니다.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복잡하게 섞여

있을 경우 선물 혹은 옵션 거래만 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옵션 미체결내역 [2703]

1. 화면개요
계좌별 해외선물옵션 주문 중 미체결 건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당일 주문 중 현재까지 미체결 상태인 주문내역만을 볼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미체결주문 취소처리도 가능합니다.

2. 화면설명

미체결내역
: 해당계좌의 당일 미체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구분 및 주문수량, 주문가격, 주문시각 등을 한 화면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여 각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부분을 이용하여 선택조회가 가능합니다.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복잡하게 섞여

있을 경우 선물 혹은 옵션 거래만 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서 주문을 취소하시려면, 좌측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후 상단의
있습니다.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해외선물옵션 미체결잔고 [2704]

1. 화면개요
계좌별로 보유한 해외선물옵션 미결제잔고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선물 및 해외옵션 포지션을 체결별, 종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포지션의 체결평균가와
현재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버튼을 이용하여 조회시점의 평가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미결제잔고
: 해당계좌의 현재 미결제잔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포지션별 수량 및 체결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가와 함
께 평가금액까지 조회가 가능해 현재 계좌잔고에 대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시면 각
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부분을 이용하여 선택조회가 가능합니다.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복잡하게 섞여

있을 경우 선물 혹은 옵션 거래만 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각 종목 포지션이 합산되어 각각 한 줄로 나타나며,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제하면 각 종목 포지션이 체결별로 분리되어 조회됩니다.
버튼을 이용하면 ‘[2712] 옵션매수미결제 만기행사관리’ 화면이 오픈되며, 옵션 포지션에 대한 행사예약
여부 조회와 행사예약 및 행사취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와 평가금액 및 평가손익은 이 버튼

을 클릭하셔야 현시점으로 재조회됩니다.

해외선물옵션 일별미결제잔고 [2705]

1. 화면개요
계좌별 미결제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금일의 미결제잔고뿐만 아니라 과거 일자별 미결제잔고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떤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체결내역
: 해당계좌의 과거 미결제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수량, 청산가능수량, 평균단가, 현재가, 평가손익 및 평가
대금, 행사예약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시면 각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
합니다.
상단의

에서 조회하고 싶은 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분을 이용하여 선택조회가 가능합니다.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복잡하게 섞여있을 경

우 선물 혹은 옵션 거래만 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을 이용하여 개별 상품의 주문내역을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코드 분류는 해외선물 상
품만 가능합니다.
의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각 종목 포지션이 합산되어 각각 한 줄로 나타나며,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제하면 각 종목 포지션이 체결별로 분리되어 조회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와 평가금액 및 평가손익은 이 버튼을 클릭
하셔야 현시점으로 재조회됩니다.
조회된 내역이 많아 데이터가 한 페이지 이상일 경우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내역들을 추가로 확인하실

3. 기능설명
상품코드 검색
를 이용한 상품별 검색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종목선택창이 팝업이 되며, 해당 상품의 거래소와 구분을 통해 원하시는 상
품만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옵션 예수금현황 [2710]

1. 화면개요
해당 계좌의 예수금 현황 및 상세정보를 해당상품에 적용되는 개별통화는 물론 TOT_KRW (매매기준율을 사용한 원화환
산 총계), TOT_USD (매매기준율을 사용한 미화환산 총계)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예수금 현황 외에 해당계좌 內 통화별 예수금 및 원화환산 총계, 종목코드별 미결제 잔고 현황 등을 같이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구분값 설정
조회일자 및 예수금과 기타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통화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TOT_USD, TOT_KRW)포함 전
13개 통화쌍 선택 가능.)

예탁금 내역
예탁금, 선물청산손익, 옵션매매대금, 수수료의 상세내역과 이를 합계한 예탁현금 (D+1)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
다.
예탁현금 = 당일 예탁현금 (전일예탁현금 + 당일입출금)
선물청산손익 = 당일 선물 청산손익
옵션매매대금 = 당일 체결한 옵션매매대금 (옵션매수 –표기, 옵션매도는 +표기)
수수료 = 선물 및 옵션매매수수료
예탁자산평가 내역
선물평가손익, 옵션평가대금, 미수/연체이자와 이를 가감한 예탁자산평가액 [예탁현금 (D+1)+선물평가손익+옵션평
가대금-미수/연체이자]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선물평가손익 = 보유중인 선물 미결제약정을 현재가로 평가한 평가손익
옵션평가대금 = 보유중인 옵션 미결제약정을 현재가로 평가한 옵션대금
미수/연체이자 = 미수금 및 연체이자
증거금 내역
미체결 및 미결제 주문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및 해당계좌의 위험률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입니다.
위탁증거금 = 주문증거금 합계 + 미결제증거금 합계
유지증거금 = 선물유지증거금 + 옵션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 일일정산 시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에 발생
※ 발생금액 = 미결제증거금 합계 – 예탁자산평가액 (해당외화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GTD 미체결주문의 주문증
거금 미포함)
위험율(%) = 예탁자산평가액이 미결제증거금을 미달할 경우 발생
※ 계산식 = Max(0,1-(예탁자산평가액 / 미결제증거금))*100 (TOT_KRW로 계산) 위험도 80% 도달 시 강제청산
실시하며 강제청산 전 미체결주문 전량 취소됨.

기타 내역
주문가능금액, 인출가능금액, 환전예정금액 및 출금예정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주문가능금액 = 위탁증거금 총액 (주문증거금 합계 + 미결제증거금 합계)를 초과하는 예탁자산평가액으로
TOT_KRW 기준으로 집계됨.
인출가능금액 = Min(자기통화예수금, TOT_KRW 인출가능금액 / 매매기준율)
※ 자기통화예수금 = 예탁현금 (해당외화) – 출금예정금액 (해당외화) – 환전예정금액(해당외화)
환전예정금액 = 투자자의 환전신청에 의해, 환전이 예약된 금액
출금예정금액 = 투자자에 의해 외화출금이 요청되어, 당사 결제업무부의 외화 출금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금
액.
예수금 현황 상세
예수금 현황에 대한 통화별 분류로서, 해당계좌의 통화별 위탁증거금, 미수/연체이자, 예탁금 잔액은 물론 지정한 일
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TOT_KRW, TOT_USD 예수금현황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잔고 현황 상세
지정된 날짜의 미결제 잔고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각 상품 및 통화별 미결제 잔고는 물론 해당
일 종가 (당일의 경우 현재가)로 평가된 평가손익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해외선물옵션 증거금상세 [2711]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미체결 및 미결제 증거금을 포함한 위탁/유지증거금 내역을 세부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해외옵션이 추가되면서 신규로 추가된 화면으로 각 선물/옵션에 대한 개별 위탁/유지증거금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투자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하단에 증거금 산정 기준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화면설명

구분값 설정
조회일자 및 예수금과 기타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통화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TOT_USD, TOT_KRW)포함 전
13개 통화쌍 선택 가능.)

주문증거금 내역
미체결주문을 대상으로 한 주문증거금 합계 및 기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주문증거금 합계 = 선물주문증거금 + 매수옵션 주문대금 + 매수옵션 주문증거금 + 매도옵션 주문증거금
선물주문증거금 = 선물 미체결 신규주문수량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으로 선물 모든 신규주문을 대상으로 집계됨.
(수량 * 선물 위탁증거금)
매수옵션 주문대금 = 옵션 미체결 매수주문에 해당하는 옵션매수대금으로 모든옵션매수주문 대상으로 집계됨 (수
량*승수*가격)
※ 옵션 시장가매수의 경우 “현재가 또는 전일정산가 중 큰 가격”+50틱에 해당하는 대금이 징수됨.
매수옵션 주문증거금 = “행사예약” 된 매수주문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 (수량 * 옵션 위탁증거금)
매도옵션 주문증거금 = 옵션매도 신규주문수량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 (옵션매도 신규주문 대상 수량 * 위탁증거
금)
유지증거금 내역
선물 유지증거금 + 옵션유지증거금
선물유지증거금 = 선물 미결제약정수량에 해당하는 유지증거금으로 동일종목의 매수/매도 중 큰 수량만 대상으로
집계됨 (수량 * 선물 유지증거금)
옵션유지증거금 = “행사예약”된 옵션 매수 + 옵션 매도 미결제에 해당하는 유지증거금으로 “행사예약”된 모든 매
수/매도 미결제대상으로 집계됨
미결제증거금 내역
미결제증거금 합계 = 선물 미결제증거금 + 매도옵션 미결제증거금 + 매수옵션 미결제증거금
선물 미결제증거금 = 선물 미결제 약정수량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으로 동일종목의 매수/매도 중 큰 수량만 대상
으로 집계됨 (수량 * 선물 위탁증거금)
매수옵션 미결제증거금 = “행사예약”된 옵션매수 미결제약정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으로 “행사예약”된 옵션매수
미결제 대상만 집계됨. (수량 * 옵션 위탁증거금)
매도옵션 미결제증거금 = 옵션매도 미결제약정수량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으로 모든 옵션 미결제 대상이 집계됨.
(수량 * 옵션 위탁증거금)

증거금 합계
위탁증거금 합계, 유지증거금 합계 및 추가증거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위탁증거금 합계 = 주문증거금 합계 + 미결제증거금 합계
유지증거금 합계 = 선물유지증거금 + 옵션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 미결제증거금 합계 – 예탁자산평가액 (해당외화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GTD 미체결주문의 주문증
거금은 미포함)

옵션매수미결제 만기행사관리 [2712]

1. 화면개요
실물인수도 옵션 (CME 상장옵션) 종목 미결제 약정에 있어서, 만기 시 권리행사 여부를 옵션 만기 이전에 수기로 예약 또
는 취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본 화면을 통한 행사 예약/취소는 해당종목의 최종거래일 24:00까지 예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만기행사예약이 안된 실물인수도옵션의 매수미결제는 최종거래일 24:30경 강제 반대매매가 집행되므로, 실물인수도를
원하는 투자자는 해당화면에서 행사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화면설명

구분값 설정
해당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실물인수도 옵션상품 중 행사예약 여부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설정창입니다.
예약 선택 시 행사예약된 종목, 미예약 선택 시 행사예약이 되지않은 종목, 전체 선택 시 행사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모
든 실물인수도 옵션종목이 조회됩니다.
행사여부 설정
하단에 나타난 내역 중 만기에 자동 권리행사 하여 선물포지션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행사예약을 하거나, 기행사예약
이 완료된 종목의 행사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 창입니다.
행사예약 또는 취소를 위해서는 하단에 나타난 옵션 내역 중 원하는 종목 좌측의 □을 클릭한 후 행사여부를 설정하면
됩니다.

행사관리 내역
구분값 설정화면에서 지정된 실물인수도 옵션의 세부내역이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실물인수도 옵션의 종목코드/미결제 수량 및 체결가와 현재가를 포함한 평가금액이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행사란에 예약/공란의 여부를 통해 기행사예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초통보일은 행사예약 시 해당종목의 선물로 포지션이 전환되어 인수도 되는 날짜를 명시한 옵션의 최초통보일입니
다.
선물의 최초통보일은 평균적으로 옵션 최초통보일 + 1~3일로, 권리행사에 따른 선물포지션 인수 시 선물 최초통보일
이전에 청산완료 해야 합니다.

해외선물옵션 일별주문내역 [2720]

1. 화면개요
계좌별 과거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금일의 주문내역뿐만 아니라 과거 일자별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화면설명

주문내역
: 해당계좌의 과거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유형, 체결/미체결 여부, 주문 접수일시와 체결일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접수한 주문을 시간순으로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조건을 설정하여 찾고자 하는 주문을 압축시
킬 수 있습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시면 각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더

장기간의 조회를 원하시면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부분을 이용하여 선택조회가 가능합니다.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복잡하게 섞여있을 경
우 선물 혹은 옵션 거래만 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를 이용하여 개별 상품의 주문내역을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코드 분류는 해외선물 상
품만 가능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와 평가금액 및 평가손익은 이 버튼을 클릭
하셔야 현시점으로 재조회됩니다.
조회된 내역이 많아 데이터가 한 페이지 이상일 경우

버튼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내역들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을 이용하여 체결주문, 미체결주문 및 거부된 주문을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분은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3. 기능설명
상품코드 검색
를 이용한 상품별 검색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종목선택창이 팝업이 되며, 해당 상품의 거래소와 구분을 통해 원하시는 상
품만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옵션 일별체결내역 [2721]

1. 화면개요
계좌별 과거 체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금일의 체결내역뿐만 아니라 과거 일자별 체결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거 어떤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체결내역
: 해당계좌의 과거 체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결량, 체결가격, 수수료, 해외옵션 매매대금, 주문 체결일시도 조
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체결된 주문을 시간순으로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조건을 설정하여 찾고자 하는 체결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시면 각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더

장기간의 조회를 원하시면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부분을 이용하여 선택조회가 가능합니다.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복잡하게 섞여있을 경
우 선물 혹은 옵션 거래만 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를 이용하여 개별 상품의 주문내역을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코드 분류는 해외선물 상
품만 가능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내역으로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와 평가금액 및 평가손익은 이 버튼을 클릭
하셔야 현시점으로 재조회됩니다.
조회된 내역이 많아 데이터가 한 페이지 이상일 경우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내역들을 추가로 확인하실

3. 기능설명
상품코드 검색
를 이용한 상품별 검색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종목선택창이 팝업이 되며, 해당 상품의 거래소와 구분을 통해 원하시는 상
품만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옵션 일별청산내역 [2722]

1. 화면개요
계좌별 청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금일의 청산내역뿐만 아니라 과거 일자별 청산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체결내역
: 해당계좌의 과거 청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결량, 체결가격, 진입가격, 청산손익, 주문 체결일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청산된 계약을 시간순으로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조건을 설정하여 찾고자 하는 청산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구분메뉴들을 클릭하시면 각각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더

장기간의 조회를 원하시면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부분을 이용하여 선택조회가 가능합니다.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복잡하게 섞여있을 경
우 선물 혹은 옵션 거래만 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내역이 많아 데이터가 한 페이지 이상일 경우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내역들을 추가로 확인하실

해외선물옵션 강제청산내역 [2723]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강제청산내역 화면은 해당 계좌의 청산내역 중 추가증거금 발생분에 대한 미입금에 따른 강제청산 내역 혹
은 해당계좌의 위험률이 80%이상을 기록하여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중 강제청산 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간 설정
조회기간은 From ~ To로 구분되어 매매손익을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투자자 의향대로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1회 최대 3개월까지 조회기간 설정 가능)
강제청산내역 상세
강제청산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는 일자별 강제청산 종목, 매수/매도 구분, 수
량, 체결가, 수수료, 강제청산 사유 및 체결시점이 표기됩니다.
강제청산의 사유는 “미수/추가증거금” 또는 “위험률 80%”의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미수/추가증거금”은 추가증거금 미입금에 따른 당일 강제청산의 경우에 표기되는 사유이며, “위험률 80%”는 당일
예탁자산평가액이 미결제증거금 합계액을 하회하여 미결제증거금의 20%에 도달할 경우 강제청산 될 때 표기되는 사
유입니다.

해외선물옵션 일별거래내역 [2724]

1. 화면개요
해당 해외선물옵션 계좌의 기간별 입출금 및 결제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간 설정
조회기간은 From ~ To로 구분되어 매매손익을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투자자 의향대로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1회
최대 조회 가능 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음)
구분값
설정된 조회기간 內 입출금 내역, 결제내역 또는 이들을 포함한 전체 거래내역 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구분창입니다.
입출금 내역 선택 시에는 해당 계좌에 직접 입출금 또는 환전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결제내역 선택 시 해
당계좌의 청산손익, 옵션매수/매도대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별거래내역 상세
설정된 조회기간 동안의 설정된 구분값(전체/입출금/결제)에 대한 상세내역이 표기되는 화면입니다. 거래일자/유
형/거래항목/금액 및 해당거래항목 반영 전 예탁금 잔고현황 (예탁전잔)과 반영 후의 예탁금 잔고현황 (예탁금잔)이
각 행으로 나뉘어 세부적으로 표기됩니다.

해외옵션 배정내역 [2725]

1. 화면개요
실물인수도 옵션상품 (CME 옵션) 투자자가 옵션 만기 시 권리행사 또는 권리의 조기행사를 통해 선물포지션을 배정받은
내역을 표기해 주는 화면입니다.
옵션 매수포지션 보유자는 ‘행사예약’ 신청 또는 옵션만기 자동행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여 인수 받은 선물 매수포지션
과 옵션소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옵션 매도포지션 보유자는 옵션만기 또는 해당옵션종목 매수포지션 보유자의 조기행사 시 랜덤으로 배정받은 선물 매도
포지션과 옵션소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옵션 매수/매도포지션 보유자의 옵션만기 시 ATM/OTM으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된 옵션포지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
면입니다.
EUREX Dax, DJ Euro Stoxx 50 옵션과 같은 현금결제 상품일 경우 만기 현금결제 후 자동으로 소멸된 옵션포지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간 설정
조회기간은 From ~ To로 구분되어 매매손익을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투자자 의향대로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1회
최대 조회 가능 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음)
옵션 미결제 내역
옵션 매수 또는 매도자의 (행사/배정/소멸/결제) 일자, 계좌번호/계좌명, 종목코드 및 수량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
다.

행사배정만기 내역
옵션 미결제 내역의 거래구분 (행사, 소멸, 배정 또는 결제), 옵션소멸과 동시에 인수도 되는 선물 종목코드, 수량, 가
격 등이 표기되는 화면입니다.
거래구분열의 행사는 옵션 매수 포지션 보유자의 권리행사에 따라 인수받는 선물포지션의 상세내역이 표기됩니다.
거래구분열의 배정은 옵션 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만기 또는 옵션 매수 포지션 보유자의 조기행사에 따라 배정받는 선
물포지션의 상세내역이 표기됩니다.
거래구분열의 소멸은 동일종목 옵션포지션의 반대매매 내역이 표기됩니다. (가격 및 옵션매매대금은 0으로 표기됨)
거래구분열의 결제는 동일종목 옵션포지션의 반대매매 내역이 표기됩니다. (옵션 매도청산가격 및 옵션매매대금이 별
도로 표기됨.

해외선물옵션 기간별매매손익 [2730]

1. 화면개요
매매손익 화면은 일자별 또는 종목별로 거래종목의 매매손익과 수수료를 제외한 순손익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값의 전체/선물/옵션 및 일자/종목을 선택하여 투자자의 의도에 맞게 매매손익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화 설정을 통해 해당통화 결제상품의 매매손익 조회가 가능하며, TOT_KRW, TOT_USD의 조회는 불가합니다. (기능설
명에 넣기)

2. 화면설명

구분값
: 구분값 화면은 조회기간, 상품별, 일자/종목별, 통화별의 총 4가지 화면으로 구분됩니다.
조회기간은 From ~ To로 구분되어 매매손익을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투자자 의향대로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1회
최대 3개월까지 조회기간 설정 가능)
상품별 구분값은 해외선물, 해외옵션 또는 해외선물옵션 전체를 투자자 의향대로 지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매매손익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일자/종목별 구분값은 해당기간 동안 지정한 상품의 매매손익을 일자별 또는 매매상품별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도
록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일자별로 조회할 경우 매매가 발생한 일자별로 종목에 관계없이 손익관련 정보가 표기되고,
상품별로 조회할 경우 매매일자에 관계없이 해당 조회기간 동안의 상품별 손익관련 정보가 표기됩니다.
통화별 구분값은 13개 결제통화 중 지정한 결제통화로 손익이 표기되는 상품만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화면입니
다. (TOT_KRW, TOT_USD로는 조회불가하며 조회 가능한 결제통화는 이를 제외한 11개)

매매손익
: 매매손익 화면은 구분값에서 설정한 기간 동안의 청산합계 및 잔고합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청산합계 화면은 설정한 기간 동안의 매수/매도 수량, 청산손익, 수수료 및 청산손익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순손익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잔고합계 화면은 설정한 기간 중 청산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평가손익 및 매수/매도 수량을 조회할 수 있
는 화면입니다.
매매손익 상세내역
: 상기 매매손익 (청산합계 + 잔고합계)의 상세내역을 표기해 주는 화면입니다.
구분값에서 일자별 설정 시, 설정기간 동안의 일자별 매매손익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값에서 종목별 설정 시, 설정기간 동안의 종목별 매매손익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매매현황판 [2800]

1. 화면개요
매매현황판(실) 화면은 해당 계좌의 당일 해외선물 거래 건에 대한 주문/체결/미체결 내역은 물론 미결제잔고 현황, 청산
손익 현황, 예수금 현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대성해 놓은 화면입니다. 해외선물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모
든 제반 사항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주 문 시 꼭 참고해야 할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주문내역
해당계좌의 당일 모든 주문관련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우측 상단의 전체/체결/미체결, 전체/매수/매도
창 의 항목 클릭을 통해,원하는 정보만을 분류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 당일 주문내역 전체 조회
체결: 당일 주문내역 중 체결 내역만 분류하여 조회
미체결: 당일 주문내역 중 미체결 내역만 분류하여 조회
의 하위 분류로서, 선택된 부분에 대해 하기와 같이 분류 및 조회
전체 :

상에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전체 조회

매수 :

상에서 지정한 항목에 대해 매수주문만 분류하여 조회

매도 :

상에서 지정한 항목에 대해 매수주문만 분류하여 조회

※ 주문내역은 주문번호, 종목코드, 접수상태, 주문유형 구분, 매수/매도 구분, 주문 및 체결시점, 주문자 정보 등 해
당 계좌에서 당일 발생한 모든 주문내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만든 화면입니다.
미체결내역/체결 내역
미체결내역
해당계좌의 당일 주문내역 중 미체결 상태로 남아있는 내역만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 각 미체결 주문내역 첫번째열 클릭박스를 지정한 후, 우측 상단의
를 클릭하게 되면, 지
정된 미체결 주문내역들이 일괄 취소됩니다.
체결내역
해당계좌의 당일 주문내역 중 체결된 주문내역만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본 내역창에서는
주문 및 체결 번호, 종목코드, 체결량, 체결가격, 체결시간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기에 주문건에 대한 고객의 즉각
적인 feedBack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미결제잔고
해당계좌의 당일 미결제잔고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본 잔고조회 창에서는 종목코드(상품)별 구
분, 매수/매도 구분, 미결제 및 청산가능 수량, 체결가격, 현재가격, 평가손익 현황의 손쉬운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되
어, 해당계좌의 종목별 평가손익 조회가 수월합니다.
※ 우측 상단의
창 설정여부에 따라, 동일 종목군 별 총계 또는 체결번호에 따른 동일 종목군 內 세부
체결건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지션합산여부 체크하지 않음.

포지션합산여부 미지정시, 체결가가 동일할 지라도 체결번호에 따라서 내역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해당 건에 대한
개별 평가손익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지션합산여부 체크하지 않음.
포지션합산여부 지정시, 종목코드(상품군)별로 총체적인 정보가 합 산되어 해당상품별 미결제잔고에 대한 평가손익
현황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체결가격은 평균값으로 표기되며, 평가손익은 기존의 개별 평가손익의 합산한 값
과 동일합니다.

예수금 / 청산내역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계좌의 실시간 예수금 현황상세정보를 해당상품에 적용되는 개별 통화는 물론 KRW환산 총계,
USD환산 총계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청산내역의 탭을 지정하면 당일 주문내역 중 청산주문 건에 대
한 세부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금
예탁금/청산손익/수수료/예탁금 (D+1)
예탁금 : 고객이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매매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매매주문시 증거금으로 사용하거나 인
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청산손익 :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미결제잔고의 청산내역을 총합산하여 계산한 손익금액입니다.
수수료 : 주문건당 발생하는 수수료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탁금 (D+1) : 상단에서 조회되는 해당계좌 예탁금 현황에 기확정된 청산손익 및 수수료를 가감한 총 합계 금액을 의미합니
다.
예탁자산평가액/미결제평가손익/미수/연체이자
예탁자산평가액: ① 의 예탁금 (D+1)에서 현재 미결제잔고의 평가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미결제평가손익: 미결제잔고의 상품별 현재가 대비 평가손익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미수/연체이자: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 혹은 연체이자가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미수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예
탁자산평가액 계산은 예탁금 (D+1)에서 미결제평가손익 가산 후 미수/연체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위탁증거금/유지증거금/추가증거금/위험률(%)
위탁증거금: 미결제잔고의 보유포지션에 대한 위탁증거금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유지증거금: 미결제잔고의 보유포지션에 대한 증거금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추가증거금: 일일정산 후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추가증거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험률(%): 위험률은 예탁자산평가액/위탁증거금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선물은 위험률 50% 도달시 고객
에 위험통지, 위험률 80% 도달시 미결제잔고를 순차적으로 강제청산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가능금액/인출가능금액/환전예정금액/출금예정금액
주문가능금액: 신규로 추가주문 가능금액을 의미하며, 예탁자산평가액에서 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인출가능금액: 현시점에서 즉시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 금액으로서, 주문가능금액에서 미결제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의
미합니다.
환전예정금액: 해당계좌의 환전이 요청된 부분에 대한 해당통화의 금액입니다.
출금예정금액: 해당계좌의 출금이 요청되어 출금대기중인 부분에 대한 해당통화의 금액입니다.

청산 내역
당일 체결내역 中 미결제잔고의 기존포지션이 청산된 부분만 분류하여 세부정보 및 수수료를 제외한 확정손익을 조
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예수금 통화구분

해외선물 주문내역(실) [2801]

1. 화면개요
해외선물 주문내역(실) 화면은 해당 계좌의 당일 해외선물 주문내역을 전체/체결/미체결 내역으로 분류하여 세부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화면입니다. 본 화면을 통해 해당계좌 당일 주문내역 전량의, 주문번호, 종목코드, 매매
구분, 주문유형, 접수상태, 수량, 가격, 주문 및 체결시각, 주문자 정보까지 주문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
다.

2. 화면설명

전체: 당일 주문내역 전체 조회
체결: 당일 주문내역 中 체결내역만 분류하여 조회
미체결: 당일 주문내역 中 미체결내역만 분류하여 조회
의 하위 분류로서, 선택된 부분에 대해 하기와 같이 분류 및 조회
영역
전체: 영역
상에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전체 조회
매수: 영역
상에서 지정한 항목에 대해 매수주문만 분류하여 조회
매도: 영역
상에서 지정한 항목에 대해 매도주문만 분류하여 조회
※ 체결/미체결 내역의 구분 없이, 동일한 화면에서 모든 주문내역을,
에서처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분류하여
조회하는 것은 물론, 주문자 정보, 주문일시, 체결일시 등의 해당 내역의 더욱 상세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회할 수 있
는 화면입니다.

FX마진 체결내역(실) [2802]

1. 화면개요
FX마진 주문내역(실) 화면은 해당 계좌의 당일 FX마진 주문내역을 전체/체결/미체결 내역으로 분류하여 세부사항을 손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화면입니다. 본 화면을 통해 해당계좌 당일 주문내역 전량의 주문번호, 종목코드, 매매구분,
주문유형, 접수상태, 수량, 가격, 주문 및 체결시각, 주문자 정보까지 주문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해당계좌의 실시간 체결내역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체결여부, 가격 및 주문형태, 수수료 등의 정보까지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FX마진 미체결내역(실) [2803]

1. 화면개요
FX마진 미체결내역 화면은 FX마진 주문내역 화면 중 미체결 내역만을 분류하여 세부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화
면입니다.

2. 화면설명

주문선택 박스에 체크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주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선택박스는 전체선택/취소를 위한
박스입니다.
선택한 주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버튼입니다. 취소할 주문을 선택한 후 일괄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메시
지가 팝업이 됩니다.

주문 전 주문입력사항 확인창 팝업

주문 전 주문입력사항 확인창 팝업

선택한 대기중인 주문을 일괄적으로 시장가로 전환하여 즉시 체결시키는 버튼입니다.

FX마진 미체결잔고(실) [2804]

1. 화면개요
미결제잔고(실) 화면은 해당 계좌의 미결제잔고 수량, 가격은 물론 현재가 대비 평가손익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
면입니다.

2. 화면설명

주문선택 박스에 체크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주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선택박스는 전체선택/취소를 위한
박스입니다.
포지션 합산여부
우측 상단의
창 설정여부에 따라, 동일 종목군 별 총계 또는 체결 번호에 따른 동일 종목군 內 세부 체결
건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지션합산여부 미지정시, 체결가가 동일할 지라도 체결번호에 따라서 내역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해당 건에 대한 개별 평
가손익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지션합산여부 지정시, 종목별로 총체적인 정보가 합산되어 해당종목별 미결제잔고에 대한 평가손익현황의 조회가 가능합
니다. 이 때, 체결가격은 해당종목 개 별 체결가격의 평균값으로 표기되며, 평가손익은 기존의 개별 평가손익의 합산한 값과
동일합니다.
선택한 주문을 일괄적으로 청산하는 버튼입니다.

FX마진 일별미체결잔고(실) [2805]

1. 화면개요
FX마진 일별미결제잔고 화면은 조회일자 및 종목코드를 임의로 설정하여 해당 계좌의 미결제잔고 수량, 가격은 물론 현
재가 대비 평가손익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일자가 과거시점일 경우, 해당종목의 조회일자 종가
를 기준으로 평가손익이 계산됩니다.)

2. 화면설명

조회일자 설정을 통해 해당일자 시점의 미결제잔고 정보 (종목, 체결가, 현재가[과거 시점의 경우, 해당일자의 종가], 현
재가 대비 평가손익[과거시점의 경우 해당일자 종가 대비 평가손익]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목코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목코드 미지정시 해당일자 및 해당기간 동안 거래된 전종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
회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합산여부 미지정시, 체결가가 동일할 지라도 체결번호에 따라서 내역이 세부 적으로 분류되어 해당 건에 대한 개
별 평가손익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지션합산여부 지정시, 종목별로 총체적인 정보가 합산되어 해당종목별 미결제잔고
에 대한 평가손익현황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체결가격은 해당종목 개별 체결가격의 평균 값으로 표기되며, 평가
손익은 기존의 개별 평가손익의 합산한 값과 동일합니다.

FX마진 RollOver내역 [2806]

1. 화면개요
FX마진 해당종목을 RollOver 했을 경우 해당 종목별 RollOver 이자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일자 설정을 통해 해당일자 시점의 미결제잔고 정보 (종목, 체결가, 현재가[과거 시점의 경우, 해당일자의 종가], 현
재가 대비 평가손익[과거시점의 경우 해당일자 종가 대비 평가손익]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의 RollOver 이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진입일 이후 누적 RollOver 이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FX마진 강제청산내역 [2807]

1. 화면개요
FX마진 강제청산내역 화면은 해당 계좌의 청산내역 중 해당계좌의 위험률이 80%이상을 기록하여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
이 강제청산 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간 설정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의 강제청산 내역을 동일화면에서 손쉽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청산내역의 사유를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위탁증거금이 5%일 경우 유지증거금은 3%(위탁증거금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강제청산됩니다.

FX마진 예수금현황 [2810]

1. 화면개요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계좌의 예수금 현황 종목정보를 해당종목에 적용되는 개별 통화는 물론 KRW환산 총계, USD환
산 총계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개별통화별(KRW, USD) 예수금 현황 및 종목코드별 미결제잔
고 현황을 같이 조회할 수 있어, 해당계좌의 수월한 잔고 및 예수금 현황파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예수금
예수금 현황을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하는 박스입니다.

통화
통화구분을 통해 예수금 현황을 전체합산 및 개별통화로 분류하여 조회 가능.
※ FX마진 통화별 조회는 총 USD, KRW 2개의 통화로만 조회할 수 있으며, TOT_KRW, TOT_USD를
설정하면 예수금 총액을 당일 매매기준율 (Market Average Rate)로 평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탁금잔고/청산손익/수수료/롤오버이자/예수금(D+1)
예탁금잔고 : 고객이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매매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매매주문시 증거금으로 사
용하거나 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청산손익: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미결제잔고의 청산내역을 총합산하여 계산한 손익금액입니다.
수수료: 주문건당 발생하는 수수료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롤오버이자: 당일 청산하지 않고 해당종목을 롤오버했을때의 이자입니다.
예탁금 (D+1): 상단에서 조회되는 해당계좌 예탁금 현황에 기확정된 청산손익 및 수수료, 롤오버이자를 가감한 총 합
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탁자산평가액/미결제평가손익/미수/연체이자
예탁자산평가액: A.의 예탁금 (D+1)에서 현재 미결제잔고의 평가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미결제평가손익: 미결제잔고의 종목별 현재가 대비 평가손익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미수/연체이자: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 혹은 연체이자가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미수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예탁자산평가액 계산은 예탁금 (D+1)에서 미결제평가손익 가산 후 미수/연체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위탁증거금/유지증거금/추가증거금/위험률(%)
위탁증거금: 미결제잔고의 보유포지션에 대한 위탁증거금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유지증거금: 미결제잔고의 보유포지션에 대한 증거금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추가증거금: 일일정산 후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추가증거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험률(%): 위험률은 유지증거금/예탁자산평가액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FX마진은 위험률 30% 도달시
고객에 위험통지, 위험률 40% 도달 시 미결제잔고를 강제청산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가능금액/인출가능금액/환전예정금액/출금예정금액
주문가능금액: 신규로 추가주문 가능금액을 의미하며, 예탁자산평가액에서 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인출가능금액: 현시점에서 즉시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 금액으로서, 주문가능금액에서 미결제평가손익을 차감한 금
액을 의미합니다.
환전신청금액: 해당계좌의 환전이 요청된 부분에 대한 해당통화의 금액입니다.

예수금 현황
예수금 현황에 대한 통화별 분류로서, 해당계좌의 통화별 위탁증거금, 미수/연체이자, 예탁금 잔액은 물론, 당일 매매기
준율로 환산한 TOT_KRW, TOT_USD를 동일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고현황
에서 설정된 해당일의 미결제 잔고에 대한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화면으로 서 각 종목 및 통화별 미결제잔
영역
고 및 평가손익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FX마진 일별주문내역 [2820]

1. 화면개요
FX마진 일별주문내역 화면은 일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전체 또는 특정 종목의 일별 거래내역, 체결여부 및 주문전송
상태 등의 주문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주문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거래일자 및 기간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이 때 기간 설정한도는 3개월이므로, 기간설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의 주문내역 조회 시,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구분
주문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거래일자 및 기간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이 때 기간 설정한도는 3개월이므로, 기간설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의 주문내역 조회 시,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매매구분
조회구분 항목의 최하위 분류로서, 상기 3단계 분류의 설정 下에서 전체/매수/매도의 3분류로 나누어서 조회가 가능합
니다.
종목코드
종목코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목코드 미지정시 해당일자 및 해당기간 동안 거래된 전종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
버튼을 클릭하여 하기의 창에서 종목을 선
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종목의 일별주문내역을 조회하고자 할 때는 우측의
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GAIN),
(HIWA) 별 조회 기능 입니다.

※ 종목검색 시 특정종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 동안 특정종목의 각 주문내역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FX마진 일별체결내역 [2821]

1. 화면개요
FX마진 일별체결내역 화면은 일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전체 또는 특정 종목의 일별 거래내역 중 체결내역만을 분류
하여 거래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주문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거래일자 및 기간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이 때 기간 설정한도는 3개월이므로, 기간설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의 주문내역 조회 시,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종목코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목코드 미지정시 해당일자 및 해당기간 동안 거래된 전종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
버튼을 눌러 하기의 창에서 종목을 선택하
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종목의 청산주문내역을 조회하고자 할 때는 우측의
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GAIN),
(HIWA) 별 조회 기능 입니다.

※ 종목검색 시 거래소 및 상품군별로 나열되어 손쉽게 상품을 검색할 수 있으며, 특정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 동안
특정상품의 각 월물별 주문내역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FX마진 일별청산내역 [2822]

1. 화면개요
FX마진 일별청산내역 화면은 일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해당계좌의 거래내역 중 미결제잔고의 반대주문이 체결되어,
손익이 확정된 청산내역의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거래일자
청산주문내역을 조회하고픈 거래일자 및 기간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이 때 기간 설정한도는 3개월이므로, 기간설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의 주문내역 조회 시,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종목코드
종목코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목코드 미지정시 해당일자 및 해당기간 동안 거래된 전종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
버튼을 눌러 하기의 창에서 종목을 선택하
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종목의 청산주문내역을 조회하고자 할 때는 우측의
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GAIN),
(HIWA) 별 조회 기능 입니다.

※ 종목검색 시 거래소 및 상품군별로 나열되어 손쉽게 상품을 검색할 수 있으며, 특정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 동안
특정상품의 각 월물별 주문내역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량
~
상기

의 화면에서 설정된 조건에 따라 청산내역의 수량합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청산손익합계
~ 의 화면에서 설정된 조건에 따라 청산내역의 청산손익합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상기

FX마진 기간별매매손익 [2830]

1. 화면개요
FX마진 강제청산내역 화면은 해당 계좌의 청산내역 중 해당계좌의 위험률이 80%이상을 기록하여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
이 강제청산 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일자
조회기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때 조회기간 설정한도는 3개월이므로, 기간설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의 손익조회 시,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청산내역
해당기간 동안의 확정손익을 조회할 수 있는 청산내역 화면입니다.
해당종목의 청산수량, 청산손익($), 이자, 수수료 및 순손익(청산손익에서 수수료 차감, 이자(±)를 감안)을 조회할 수 있
습니다.
미결제잔고
해당기간 동안의 미결제잔고 및 해당종목의 평가손익을 조회할 수 있는 미결제잔고 화면입니다.
해당종목의 청산수량, 청산손익($), 이자, 수수료 및 순손익(청산손익에서 수수료 차감, 이자(±)를 감안)을 조회할 수 있
습니다.

선물옵션 현재가1 [5101]

1. 화면개요
사용자가 선택한 해당 선물/옵션의 현재가 및 호가를 제공하며, 그 외 베이시스, 이론가격, 호가잔량 등 선물/옵션 투자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종목선택, 기능버튼 설명
종목코드 검색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합니다.

뒤에 숫자 세 자리의

는 행사가격을 나타내며 원하는 행사가를 입력하여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물 종목 선택 시

는 입력 불가능합니다.)
클릭 시 이전에 조회한 종목의 List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코드 조회기 표시.

호가설정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역의 호가정렬 및 보기옵션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종목, 옵션 종목 간의 변환기능 입니다.
선물 종목을 조회하고 있을 경우 “옵”로 표시되며, 클릭 시 이전에 조회하고 있던 옵션종목이 조회가 됩니다. 이때 버튼은 다
시 “선”으로 바뀌며 재차 클릭 시 선물 최근월물로 이동 합니다.
콜옵션과 풋옵션간 종목을 전환하는 기능

시세정보 및 호가창
조회시점의 선물/옵션 현재가, 등락율, 거래량, 약정금액, 미결제약정, 상한가, 하한가 정보와 KOSPI200, KODEX200종
목의 시세가 제공됩니다.
호가영역에서는 5단계 매도/매수호가와 당일,5일,10일의 일봉 캔들이 제공됩니다.
호가 : 호가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하면 매도/매수/정정/취소 주문선택 팝업창이 활성화 됩니다.

기본/손익구조/시가총액/매매동향/투자자/프로그램
기본, 손익구조, 시가총액, 매매동향, 투자자, 프로그램 화면이 제공되며 한화면에서 탭(Tab) 클릭으로 조회가 가능합니
다.
기본정보 : 선물/옵션의 기초자료가 되는 시장/이론BASIS, 괴리율, 스프레드 등의 기본 정보가 제공됩니다.

손익구조 : 매수/매도 버튼을 클릭하면, KOSPI200 지수 변화에 따른 손익구조를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 KOSPI200을 구성하는 주요종목의 현재가, 등락대비, 거래량, 시가총액을 제공합니다.

매매동향 : 외국인, 개인투자가, 기관투자가의 매매동향(거래소,코스닥, 선물/옵션시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자자: 투자주체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수치 및 챠트를 통한 비교분석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차익 및 비차익 프로그램매매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체결/틱분/ 잔량챠트/비교챠트/BASIS/옵션종합
체결, Tick-분차트, 호가차트, 1분차트, 옵션종합 화면이 탭으로 연결되어 있어, 화 면 이동이 간편합니다.
체결 : 선물옵션 종목의 실시간 체결내역을 보여줍니다.

틱/분 : 선물옵션 종목의 실시간 체결내역을 보여줍니다.

잔량차트 : 조회 종목의 호가잔량 추이를 데이터 혹은 잔량차트로 제공하며, 매도/매수 호가잔량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
습니다.

비교차트 : 선물/옵션의 기초자료가 되는 시장/이론BASIS, 괴리율, 스프레드 등의 기본 정보가 제공됩니다.

BASIS : 선물 베이시스 추이를 분석하는 차트 화면으로 현재 시장이 정상적 시장(콘탱고), 비정상적 시장(백워데이션) 인지
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교차트 : 조회종목의 전일 체결그래프와 당일 체결그래프가 비교되어 제공됩니다.

선물옵션 시세추이 [5104]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시세추이의 데이터와 그래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 종목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할 상품을 선택합니다.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차트

제공정보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의 체결추이 및 미결제약정, 미결제변동, 거래량, 체결량, 베이시스, KOSPI200지수를 제공합니다.

선물옵션 과거자료 [5106]

1. 화면개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거래된 선물,옵션 종목의 데이터와 그래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 종목선택
조회할 종목이 선물과 옵션에 따라 각 상품을 선택합니다.
선물종목 선택의 예: 과거에서 현재까지 거래된 선물종목을 선택합니다.
: F2019/12: F(선물), 2019년 12월 물.

옵션종목 선택의 예: 옵션 상품에 체크하고 우측의 종목리스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제공정보
체결정보: 거래기간동안 선택한 종목의 전체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프: 거래기간동안 선택한 종목의 일봉차트를 제공합니다.

선물 전체 시세[5107]

1. 화면개요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4개 종목(3/6/9/12월)의 시세를 한화면에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제공되는 정보는 현재가, 대비(등락율), 매도/매수호가, 거래량,약정금액, 미결제 사항, 시/고/저가, 상한가, 하한가, 이론
가, 괴리율(%), 베이시스, 스프레드, 잔존일, 기준가 정보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KOSPI200 선물종목이 최근 월부터 나열됩니다.

용어설명

미결제약정
현재까지 반대매매로 청산되지 않은 계약수량를 표시합니다.
이론가
해당월물의 이론적 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주가지수 선물 이론가격은 (주가지수 선물 이론가격 = 주가지수 + 기간
이자비용 - 기간배당수입)로 계산되며, 해당월물과 이론가격간 비교를 통해 고평가 또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BASIS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과의 차이
이론BASIS
선물 이론가격과 현물가격과의 차이
괴리율
현재의 시장가가 이론가격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측정자료입니다. (괴리도 = [현재가 - 이론가
격])

선물옵션호가잔량추이 [5108]

1. 화면개요
선물/옵션 매도/매수호가 및 잔량, 총잔량, 잔량의 차이를 제공합니다.

2. 화면설명

종목입력, 기본 시세정보
조회 종목의 현재가, 대비(등락율),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가, 베이시스 등의 기본 시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잔존일 표기 : 조회 종목의 만기까지의 잔존일수를 표기해줍니다.
잔량추이, 잔량차트
잔량추이

잔량차트
매도 총잔량은 파란색, 매수 총잔량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매도/매수 총잔량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옵션시세추이 [5112]

1. 화면개요
조회한 옵션 종목의 시간별 체결 내역과 그래프정보를 제공하여 당일의 시세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
다.

2. 화면설명

선택한 종목의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약정, 내재가치, KOSPI200지수 등등 옵션시세 제공합니다.

종목코드 검색버튼(
선택 시 화면

선택 시 화면

) : "종목코드조회" 창이 팝업되어 선물옵션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시 화면

체결가추이와 틱차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선물옵션 예상체결추이 [5113]

1. 화면개요
선물옵션의 예상체결가 추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 영역
클릭 시 [8902] 선물옵션 미니주문 화면이 제공됩니다.
릭 시 [8902] 선물옵션 미니주문 화면이 제공됩니다.
클릭 시 [3302] 국내선물옵션 종합차트 화면이 제공됩니다.

선물옵션 종목상세 [5114]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종목의 증거금 구간수치별 이론가 및 잔존일수, 내재변동성비율 등 세부 종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입니
다.

2. 화면설명

이론가
선물이론가격
기초자산(대상자산)을 선물의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하는데 드는 보유비용을 말하여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과 보유
비용의 합으로 표시되는데, KOSPI200 선물의 이론가격은 KOSPI200 현물지수 + 금융비용(CD금리) - 배당금(배당수익율)으
로 표시됩니다. 선물가격은 이론적으로는 현물가격에 금융비용, 배당금을 감안하여 산출한 이론가격과 유사한 가격입니다.
옵션이론가격
옵션의 이론적인 가격으로 기초자산가격, 권리행사가격, 만료일까지의 잔존기간, 무위험자산의 이자율, 기초자산의 가격변
동성, 배당 등 기본적인 결정변수들간의 관계를 규정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산출됩니다.
내재변동성 비율
내재변동성이란 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이 내포하는 (다시 말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가격을 통해 역추적된) 변동
성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옵션가격과 내재변동성의 관계는 정비례 합니다.

위탁증거금 기준가격
위탁증거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조회하는 항목으로 대상자산의 가격이 전일종가보다 상승할 때의 구간수치
15개와 하락할 때의 구간수치 15개 및 전일종가 1개의 총 31개의 증거금 구간수치상의 이론가격이 조회됩니다.
매매증거금 기준가격
반대매매의 선정의 기준이 되는 유지증거금이 전일종가와 상하 10개 구간씩 총 21개 구간수치상의 이론가격이 조회되
는 화면입니다.

옵션매도 주문증거금 [5115]

1. 화면개요
옵션 신규매도시 필요한 증거금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최대이론가, 조정이론가, 주문증거금 등의 항목이 조회되어 신규 옵
션매도 주문시 필요한 증거금을 만기별, 주문수량 및 주문금액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화면입니다.
옵션 신규매도시 주문증거금 계산 방법
(

과

중 큰수치-옵션전일종가) * 매도수량 * 100,000(10주) =>

주문증거금

최대이론가 => 최대증거금 구간수치상의 옵션이론가격
조정이론가 => 전일종가지수(KOSPI 200, 대상자산) * 위탁증거금율(15%) * 0.25 + 옵션전일종가

2. 화면설명

주문증거금
과

중 큰수치-옵션전일종가) * 매도수량 * 100,000(10주)

조정이론가 중 큰 가격에서 옵션전일종가를 빼고 그 값에 수량과 승수(100,000만원 또는
상기
최대이론가 와
10주)를 곱한 급액이 옵션 신규매도시 실지로 징구하는 주문증거금 값이 됩니다.
조회되는 주문증거금은 수수료(1%)가 추가된 금액 입니다.
최대이론가
투최대증거금 구간수치상의 옵션이론가격을 말합니다.
즉, 기초자산의 전일종가가 15% 변동할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이론가격을 말합니다.

조정이론가
대상자산 전일종가 15%변동폭의 25%(SOA) 즉, 대상자산 전일종가 * 위탁증거금율(15%) * 25%를 말합니다.
ITM 종목과 ATM 종목은 최대이론가격으로 산출되나, Deep OTM 종목은 최대이론가격이 낮아 현물지수가 급격히 변
동할 경우에 대비하여 징수하는 증거금 입니다.(SOA)

선물옵션 미니호가 [5117]

1. 화면개요
선물옵션의 현재가, 호가, 체결내역, 틱/분차트 정보가 제공되는 미니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현재가, 호가처럼 가장 필수적인 정보를 최소 크기로 제공하며, 버튼을 통해 체결내역, 틱 차트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
다.

종목코드 검색버튼(
체결/틱 버튼(

) : "선물옵션 종목코드 조회창" 이 생성되어 입력할 종목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체결, 틱, 기본크기의 메뉴목록이 활성화되며, 목록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체결 : 시간별 체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틱 : 해당종목의 TICK차트가 제공됩니다.

선물옵션 미니체결 [5118]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종목의 체결내역과 틱/분(tick,1분,3분,5분,10분,30분,사용자 정의 틱/분) 차트가 제공됩니다.

2. 화면설명

종목코드 조회 버튼(

):"종목코드조회"창이 팝업되어 선물옵션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결, 틱/분 정보 : 선택한 종목의 실시간 체결내역과 틱/분 차트가 제공됩니다.
축소(

), 확대 버튼을 클릭하여 필드 조정이 가능합니다.

미니 선물옵션 종합시세 [5119]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종목의 증거금 구간수치별 이론가 및 잔존일수, 내재변동성비율 등 세부 종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입니
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구분
선물
기초자산(대상자산)을 선물의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하는데 드는 보유비용을 말하여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
과 보유비용의 합으로 표시되는데, KOSPI200 선물의 이론가격은 KOSPI200 현물지수 + 금융비용(CD금리) - 배당
금(배당수익율)으로 표시됩니다. 선물가격은 이론적으로는 현물가격에 금융비용, 배당금을 감안하여 산출한 이론가
격과 유사한 가격입니다.
옵션
옵션의 이론적인 가격으로 기초자산가격, 권리행사가격, 만료일까지의 잔존기간, 무위험자산의 이자율, 기초자산의

내재변동성 비율
내재변동성이란 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이 내포하는 (다시 말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가격을 통해 역추적된) 변동
성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옵션가격과 내재변동성의 관계는 정비례 합니다.

위탁증거금 기준가격
위탁증거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조회하는 항목으로 대상자산의 가격이 전일종가보다 상승할 때의 구간수치
15개와 하락할 때의 구간수치 15개 및 전일종가 1개의 총 31개의 증거금 구간수치상의 이론가격이 조회됩니다.
매매증거금 기준가격
반대매매의 선정의 기준이 되는 유지증거금이 전일종가와 상하 10개 구간씩 총 21개 구간수치상의 이론가격이 조회되
는 화면입니다.

선물옵션 매물분석 [5131]

1. 화면개요
조회를 원하는 선물/옵션 종목의 1분/3분/5분/10분/20분/30분/60분/일 단위 매물차트를 제공합니다.

2. 화면설명

조회 단위를 선택하면 하단에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챠트 확대/축소 크기 조정, 수치 조회 등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선물 Basis 추이 [5133]

1. 화면개요
선물종목의 가격 그래프와 이론Basis, 실제basis, 스프레드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물종목의 현재가 및 시세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종목의 가격그래프와 Basis, 스프레드 그래프가 비교분석 가능하게 제공됩니다.

옵션가치분석 [5134]

1. 화면개요
옵션 월물을 분석하여 전체 옵션종목의 괴리도, 시간가치, 이론가를 데이터와 차트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괴리도 분석
옵션의 현재가와 산출된 이론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괴리도가 [+]를 나타내면 옵션의 시장가격이 고평가되어 있
으며, [-]를 나타내면 옵션의 시장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간가치 분석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시간가치와 내재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가치와 내재가치를 분석하여 그래프와
함께 제공합니 다.

이론가 분석
KOSPI 200 가격과 잔존 만기일에 따른 콜/풋 옵션의 이론가격과 현재가를 데이터와 차트로 제공합니다.

옵션거래분석 [5135]

1. 화면개요
옵션의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을 분석하여 데이터과 차트로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거래분석
거래분석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 월물 전체의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을 데이터로 조회할 수 있으며, 화면 우측에서
는 콜/풋 옵션 종목들의 거래량을 선차트로 표시하여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행사가격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분석
미결제분석에서는 전체 콜/풋 옵션 종목들의 미결제약정 수량과 미결제 약정 변동수량을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또한 화
면 우측에서는 미결제약정 수량을 선차트로 제공하여 전체 행사가격대 중에서 미결제 약정이 집중되어 있는 행사가격대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용어설명

미결제약정
open interest 선물이나 옵션 등에 있어서 특정 결제 월을 만기로 하는 계약이 만기 이전의 기간동안 반대매매가
되지 않고 잔존해 있는 기 약정된 수량을 말한다.

옵션순위분석 [5136]

1. 화면개요
콜/풋옵션 종목의 시세를 상승율상위/시간가치상위/내재변동성상위/거래량상위/미결제약정상위/미결제변동상위 기준으
로 콜/풋옵션을 정렬하여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기초자산인 KOSPI200 지수와 선물 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누어 순위조건에 의해 정렬합니다.

상승율상위 : 당일 상승율 상위 순으로 정렬합니다.
시간가치상위 : 잔존기간을 고려한 시간가치 상위 순으로 정렬합니다.
변동성상위 : 내재변동성 상위 순으로 정렬합니다.
거래량상위 : 거래량 상위 순으로 정렬합니다.
미결약정상위 : 누적된 미결제 약정 상위 순으로 정렬합니다.
미결변동상위 : 당일 미결제 약정 변동 수량 상위 순으로 정렬합니다.

선물옵션이론가 추이 [5137]

1. 화면개요
옵션의 이론가 추이를 데이터와 차트로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또한 이론가 뿐만 아니라 괴리도, 내재가치, 시간가치…등
을 함께 제공하여 선택한 옵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옵션의 현재가, 거래량, 매결제약정 및 시가/고가/저가 등의 시세 정보와 이론가, 괴리도, 내재가치, 시간가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서는 이론가 추이를 이론가차트 혹은 데이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선택한 옵션 종목의 시세정보 및 이론가/괴리도/내재가치/시간가치 제공
조회하고자 하는 상품의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클릭 시 텍스트 추이 제공
클릭 시 텍스트 + 차트 추이 제공
클릭 시 차트 추이 제공
차트는 "이론가추이"와 "이론가차트' 화면이 탭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론가 추이를 차트 혹은 데이터로 조회할 수 있
습니다.
텍스트 정보와 차트를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이론가격
이론가격은 해당월물을 이론적인 가치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론가격과 해당월물의 실제가격을 비교하면 해당월물
이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론 가 격 = 이론배당락폭의 KOSPI200×(1 + CD금리×잔존기간/365) - 미래가치합계
이론베이시스 = [이론가격 - KOSPI200]
실제베이시스 = [현재가 - KOSPI200]
괴 리 치 = [현재가 - 이론가격]

옵션민감도 추이 [5138]

1. 화면개요
옵션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델타/감마/세타/베가/로의 추이와 기초자산/만기일에 따른 민감도지표 변화를 차트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선택한 옵션의 현재가, 거래량, 매결제약정 및 시가/고가/저가 등의 시세 정보와 이론가, 괴리도, 내재가치, 시간가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서는 이론가 추이를 이론가차트 혹은 데이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종목선택 및 요약시세 조회
옵션의 시세정보 및 민감도지표 제공
종목코드 검색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하면 옵션종목의 현재가 및 요약시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클릭 시 텍스트 추이 제공
클릭 시 차트 추이 제공
민감도 추이, 민감도 차트
민감도지표의 변화 추이와 기초자산,만기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지표 값이 차트로 제공됩니다.
민감도 차트와 민감도 추이 화면을 탭으로 연결하여 제공

용어설명

델타(Delta)의 정의
델타(Delta)는 기초자산(kospi200)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콜옵션은 0~1사이, 풋옵
션일 경우에는 -1~0사이의 델타(Delta)값을 가집니다.
감마(Gamma)의 정의
감마는 기초자산(kospi200) 가격변화에 옵션 델타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감마(Gamma)의
절대값이 크면, 델타(Delta)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됩니다.
세타(Theta)의 정의
쎄타(Theta)는 옵션만기까지 잔존기간이 줄어듦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세타(Theta)는 옵션 잔
존기간 감소에 대한 옵션 가치의 하락분입니다.(Time Decay)
베가(Vega)의 정의
베가(Vega)는 기초자산(KOSPII200) 변동성에 대해여 옵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항상 양
수가 됩니다.
로(Rho)의 정의
로(Rho)는 무위험 이자율(91일 CD rate)의 변화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옵션내재 변동성추이 [5139]

1. 화면개요
옵션 종목별 역사적변동성과 내재변동성, 평균변동성을 일별 그래프와 함께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변동성 분석을 통하여
선택한 옵션 종목의 고평가/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종목선택 및 요약시세 조회
선택한 옵션 종목의 요약정보가 제공됩니다.
종목코드 검색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하면 옵션종목의 현재가 및 요약시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클릭 시 텍스트 추이 제공
클릭 시 차트 추이 제공
변동성추이, 변동성차트

"변동성추이"와 변동성차트" 화면이 탭으로 연결되어 있어 조회하시가 편리합니다.
옵션종목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변동성과 내재변동성 그래프가 표시되는데 일반적으로 내재변동성이 변동성에 비
해 크면 고평가, 작으면 저평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변동성이란?
≫ 변동성의 정의
옵션거래에서 사용하는 변동성은 옵션의 만기까지의 기초자산가격 변화율의 분포의 정도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이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기간동안 어느 정도 움직이는가를 표시한 것임.
≫ 역사적 변동성
과거 데이타를 이용한 일정기간 동안의 기초자산가격 변화율의 표준편차를 의미.
≫ 내재변동성
옵션의 시장가격에 내재된 변동성, 즉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산출된 이론가격이 시장가격과 같아지도록 하는 변
동성을 의미.
옵션의 이론가는 기초자산가격, 행사가격, 잔존기간, 변동성, 이자율로 정해지며 이중 변동성을 변수로 놓고 역산
하여 계산한 값이 내재변동성이다.
≫ 투자에 있어서 내재변동성
지수옵션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며 옵션 투자자들은 가격보다도 내재변동성이 어떤 수준인가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각각의 옵션 종목에 표시되는 내재변동성은 대개 40%에서 80%까 지를 오르내리는데 이값이 40%미만이면 투자
자들은 그 옵션가격이 저평가된 것으로 이해.

내재/시간가치 추이 [5140]

1. 화면개요
옵션의 가격은 본질적 가치인 내재가치와 잔존기간의 프리미엄인 시간가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화면은 옵션의 내재
가치와 시간가치를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내재가치(intrinsic value)
증권의 본질적 요인에 기초한 가치로 정의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증권의 미래이득을 요구수익률(위험도를 반영한 할
인율)로 할인하여 얻어진 현재가치이다. 즉, 그 증권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의 현금흐름을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예측하고, 그 흐름의 위험도와 적정한 할인율(요구수익률)로써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을 자본 환원하여 그 증권의 현재가
치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의 내재가치는 기본적 분석에 사용되며 증권의 내재가치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증권을 매입하여 자
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내재가치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 증권의 매각을 통해 자본손실을 피할 수 있다.
시간가치(time value)
옵션의 만기까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옵션매입자가 지불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외재가치라고도 한다.
이는 옵션이 만기일이 되기 전에 언젠가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여 옵션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옵션
매수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가치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으며 만기일이 가까워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시간가
치는 옵션가격을 형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만기일까지의 시간가치는 옵션의 가치(프리미엄)에서 내재가치를 뺀 금액이
된다.

옵션등락율 비교 [5141]

1. 화면개요
선택한 옵션 2개 종목의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가, 민감도지표를 제공하며 등락율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화면설명

등락률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기준을 선택합니다.

클릭 시 텍스트 추이 제공

클릭 시 차트 추이 제공

옵션 2개 종목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종목코드 검색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하면 옵션종목의 현재가 및 요약시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옵션민감도비교 [5142]

1. 화면개요
옵션 2종목의 민감도지표(델타/감마/세타/베가/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기초자산과 선물, 금리(이자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교 분석할 조회종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종목별 '이론가, 내재변동성, 델타, 감마, 세타, 베가,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 지표
델타(Delta)
기초자산 가격 한 단위 변동에 대한 옵션가치의 변동비율. 델타는 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변함에 따라 옵션가격이 얼마나 변
하는가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옵션가격의 변화는 그 절대치에 있어 대상증권의 가격이나 선물가격의 변화보다 작기 때문
에 델타의 절대치는 항상 0과 1사이의 값입니다.
감마(Gamma)
기초자산 가격 한 단위 변동에 대한 옵션 Delta 변동비율. 델타값이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래지표로, 델타값의 변화분
을 선물가격의 변화분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세타(Theta)
잔존일수 1일 경과에 대한 옵션가치의 변동비율. 옵션은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간가치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옵션
을 시간가치 잠식자산(Time decay product)이라고도 합니다.
베가(Vega)
변동성 1% 변동에 대한 옵션가치의 변동비율
Rho
이자율 1% 변동에 대한 옵션가치의 변동비율
I.V.(내재변동성)
그래프 X축 항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수, 역사적변동성, 잔존일수)

콜/풋 평균변동성 비교 [5143]

1. 화면개요
콜옵션과 풋옵션의 시간별 평균변동성의 변화추이와 변동성차이(콜평균변동성-풋평균변동성)를 데이터와 차트로 조회
가능합니다.

2. 화면설명

콜/풋 평균변동성
조회하고자 하는 상품의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클릭 시 텍스트 추이 제공
클릭 시 텍스트 + 차트 추이 제공
클릭 시 차트 추이 제공
콜/풋 평균변동성 비교차트
하단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평균변동성 추이를 차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론가 계산기 [5144]

1. 화면개요
사용자가 옵션 개별종목의 이론가,민감도지표,내재변동성,평균변동성 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옵션계산기 입니다.

2. 화면설명

종목선택, 변수 입력
조회를 원하는 종목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코드조회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합니다.
옵션의 민감도 및 이론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값들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초 자산인 kospi200 지수의 가격, 배당수익율, CD금리(무위험이자율), 잔존일(만기까지의 남은 날자), 현재 옵션가격, 역
사적 변동성을 입력함.
계산결과
계산 결과를 확인한 후 사용자는 옵션가격의 변수를 조정하여 계산결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 지표

델타(Delta)
기초자산 가격 한 단위 변동에 대한 옵션가치의 변동비율. 델타는 대상자산의 시장가격이 변함에 따라 옵션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옵션가격의 변화는 그 절대치에 있어 대상증권의 가격이나 선물가격의
변화보다 작기 때문에 델타의 절대치는 항상 0과 1사이의 값입니다.
감마(Gamma)
기초자산 가격 한 단위 변동에 대한 옵션 Delta 변동비율. 델타값이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래지표로, 델타값
의 변화분을 선물가격의 변화분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세타(Theta)
잔존일수 1일 경과에 대한 옵션가치의 변동비율. 옵션은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간가치가 점점 감소하기 때
문에 옵션을 시간가치 잠식자산(Time decay product)이라고도 합니다.
베가(Vega)
변동성 1% 변동에 대한 옵션가치의 변동비율
Rho
이자율 1% 변동에 대한 옵션가치의 변동비율
I.V.(내재변동성)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옵션의 시장가격이 옵션의 이론가격 이라고 할 때 이로부터 내재된 변동성

옵션 전종목 계산기 [5145]

1. 화면개요
기초자산(kospi200 지수)의 가격, 배당수익율, CD금리(무위험이자율), 잔존일(만기까지의 남은 날자), 역사적 변동성을
입력한 후 계산하면, 해당월물의 옵션 전체종목 이론가,민감도,내재변동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결제월 선택, 계산변수 입력
이론가 및 민감도지표 계산을 할 결제월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변수 값을(kospi200 지수의 가격, 배당수익율, CD금리(무위험이자율), 잔존일, 역사적 변동성)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결과
해당 월물 전종목의 계산 결과값을(현재가,이론가,델타,감마,세타,베가,로,IV)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설
각각의 민감도 값이 가지는 의미를 간단한 요약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 평균단가 추이 [5146]

1. 화면개요
선물/옵션의 당일 순매수 금액 수량과 각 주체별 매매평균단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준선택
조회할 상품선택 : KOSPI200선물,콜옵션,풋옵션 중 조회할 상품을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기본값은 KOSPI200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주체 선택 : 당일의 순매수 규모와 매매단가를 조회할 투자주체를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자동조회 : 자동조회 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10초마다 데이터가 새롭게 갱신됩니다.
정보영역
KOSPI200 선물지수의 시간별 추이자료가 제공됩니다.
외국인,개인,기관(증권,투신,은행….등),기타법인의 순매수 금액과 수량이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각 투자주체의 상품별 매매단가를 제공합니다.(옵션 평균단가는 전체 옵션의 매매단가를 의미합니다.)

주제별 평균단가 [5147]

1. 화면개요
각 투자주체의 상품별(선물,옵션) 매도금액(수량), 매수금액(수량)을 제공하고 매도단가와 매수단가 추이를 그래프로 조
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준선택
투자주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조회 : 자동조회 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10초마다 데이터가 새롭게 갱신됩니다.
정보영역
선물지수의 실제 가격그래프와 사용자가 선택한 투자주체의 선물매도,매수단가 그래프가 동시에 제공됩니다.
투자주체의 콜옵션/풋옵션의 매도,매수단가 그래프가 제공됩니다.

순매수/평균단가 [5148]

1. 화면개요
각 투자주체의 상품별(선물,옵션) 매도금액(수량), 매수금액(수량)을 제공하고 매도단가와 매수단가 추이를 그래프로 조
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준선택
투자주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조회 : 자동조회 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10초마다 데이터가 새롭게 갱신됩니다.
정보영역
선물지수의 실제 가격그래프와 사용자가 선택한 투자주체의 선물매도,매수단가 그래프가 동시에 제공됩니다.
투자주체의 콜옵션/풋옵션의 매도,매수단가 그래프가 제공됩니다.

옵션매매성향 [5149]

1. 화면개요
기초자산의 상승방향에 맞추어 거래되는(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옵션 매매부분과 하락방향에 맞추어 거래되는(콜옵
션 매도, 풋옵션 매수) 옵션 매매부분을 분리함으로서, 투자주체의 옵션매매 방향성을 분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준선택
옵션매매 방향을 분석할 투자주체와 금액/수량를 선택합니다.
정보영역
상승성향 : 투자주체의 콜옵션 매수금액(수량)과 풋옵션 매도금액(수량)을 합하여 주가가 상승할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는 옵션 포지션을 구성 해놓은 것입니다.
하락성향 : 투자주체의 콜옵션 매도금액(수량)과 풋옵션 매수금액(수량)을 합하여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는 옵션 포지션을 구성 해놓은 것입니다.
종합성향 : 상승성향 매매금액(수량)과 하락성향 매매금액(수량)을 계산하여 순 포지션의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
다.

풋/콜 레이쇼 [5150]

1. 화면개요
풋콜레이쇼(put/call Ratio)지표는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지표로, 풋 거래대금(거래량)에서 콜 거래대금(거래
량)을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시간별, 일자별 추이를 텍스트 정보와 그래프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put/call Ratio = [put 거래금액(거래량)/call 거래금액(거래량)]*100

2. 화면설명

조회입력
투자주체 선택 : 전체,외국인,개인,기관계,기타법인으로 선택할 수 있게합니다.
이동평균 선택 : 풋/콜 레이쇼값의 이동평균 값을 조정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정보 선택 : 텍스트 정보, 텍스트/그래프, 그래프 정보의 화면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해석
풋옵션(분자)의 계약이 증가해 일별 풋/콜 레이쇼가 100%(1.0) 이상이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율이 120%(1.2)이상으로 높아지면 과매도권 진입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일별 풋/콜레이쇼가 100%(1.0) 이하가 되면 주식시장은 상승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율이 60% 이
하가 되면 과매수권으로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선물 투자자별 분석(시간별) [5151]

1. 화면개요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현재가, 베이시스, 미결제 정보와 당일의 프로그램 매매매 현황,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자료를 제
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시간역순 : 가장 최근 거래된 자료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해줍니다.
전일조회 : 전일 선물지수의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베이시스 :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피200 선물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미결제 : 장종료 이후에도 청산(반대매매) 되지 않은 선물계약 총수를 말합니다.
차익거래 : 주가지수 선물과 현물사이의 일시적인 가격불균형을 이용해 이론가격 보다 높은 것을 매도하고 동시에 낮은
것을 매수하는 거래로 위험부담 없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 투자주체의 선물 순매수 현황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별 추정포지션 [5161]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외국인/개인/증권/투신사 등)의 매매동향 데이터를 10초마다 분석하여 선물옵션 개별
종목의 순매수량과 체결 단가를 추정한 포지션 분석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준선택
투자주체 선택 : 분석하고자 하는 투자주체를 선택합니다.
기간선택 : 당일의 매매현황을 조회하고 싶으면 “당일”을 체크하시고, 종목 상장일부터 매매현황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누
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초자산 선택: 기초자산을 kospi200과 선물기준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포지션 정보
선택한 투자주체의 포지션을 추정하여 종목별 순매수 수량, 보유단가를 제공합니다.포지션의 순서는 선물>콜옵션 근월
물>콜옵션 원월물>풋옵션 근월물>풋옵션 원월물의 순서로 제공됩니다.
평가손익 : 포지션의 체결단가와 현재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손익입니다.
이론손익 : 포지션의 체결단가와 사용자가 설정한 변동성 기준의 옵션 이론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손익입니다. (이론가는 블
랙숄즈 이론에 의해 산출)
만기손익 : 포지션의 체결단가와 만기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한 손익입니다.
실현손익 : 누적포지션의 증감에 따른 포지션 청산 손익입니다.

포지션 그래프 보유포지션의 손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결가 기준 : 체결가를 매매단가로 환산하여 손익그래프를 그려줍니다.
현재가 기준 : 현재가를 매매단가로 환산하여 손익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간일 설정 : 미래 특정일의 이론손익을 조회할 때 설정합니다.(설정된 중간일의 이론손익이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변동성 설정 : 옵션의 가격변동성 기준을 내재변동성과 역사적변동성으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일 : 오늘의 이론손익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중간일 미래 특정일(중간일)의 이론손익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만기일 선물옵션 포지션의 만기손익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지수범위 : 그래프의 kospi200지수 조회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U버튼은 사용자 설정창을 감추기/보이기 기능을 제공
합니다.
부분확대, 부분축소 : 부분확대, 부분축소는 기초자산지수 영역단위를 확대/축소 합니다.
십자선 : 십자선은 그래프의 데이터 값을 제공합니다.
손익구조(Proiles) : 체결가 기준 또는 현재가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상승/하락에 따른 손익흐름을 현재시점 (이론손
익), 중간시점(중간일의 이론손익), 만기시점(만기손익)으로 보여줍니다.
민감도 : kospi200 지수의 변화에 따른 전체포지션의 민감도를 나타내줍니다.

손익 : 포지션 구성종목의 순매수 수량과 매매손익을 선물/옵션(매도,매수) 포지션별로 분리하여 제공합니다.포지션
총손익은 실시간 제공합니다
BEP분석 : 중간일의 손익분기점과 최대이익 시점을 KOSPI200지수로 환산하여 보여줍니다. 만기일의 손익분기점과
최대이익 시점을 KOSPI200지수로 환산하여 보여줍니다.
매매동향 : 거래소/코스닥/선물/콜옵션/풋옵션 시장의 주체별 전체 매매동향 자료를 제공합니다.
호가 : 포지션의 종목을 더블클릭하면 호가창이 활성화 되어, 호가정보가 제공됩니다. 선물/옵션 호가 창에서는 현
재가, 이론가, 미결제잔량, 민감도지표….등의 기본시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스프레드 종합시세 [5176]

1. 화면개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스프레드 3개 종목의 시세를 한 화면에서 제공합니다.

2. 화면설명

스프레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근월물-1차 원월물, 근월물-2차 원월물, 근월물-3차원뭘물의 3종목 현재가 정보가 제공됩
니다.

스프레드 호가 [5177]

1. 화면개요
스프레드의 현재가, 호가정보와 최근월물 차근월물의 현재가, 호가정보가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사용자가 선택한 스프드 종목의 기본정보와 현재가, 호가정보가 제공됩니다.
현재 거래되는 선물 최근월물의 기본정보와 현재가, 호가정보가 제공됩니다.
현재 거래되는 선물 차근월물의 기본정보와 현재가, 호가정보가 제공됩니다.

현물/선물 전체시세 [5216]

1. 화면개요
원하는 만기 월물별 상품의 당일 현재가, 등락, 거래량, 기타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스크롤바를 클릭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나오면 원하는 월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 종목들을 거래량, 거래금액, 상승률 순으로 정열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 조회를 원하는 지수도 미리 설정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옵션 종합시세 [5500]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전종목 시세를 조회하고 선택한 종목의 호가,현재가, 차트, 실시간 체결추이 및 종목상세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종합시세창은 통화,금리,지수,농산물,축산물,금속,에너지 상품구분과 거래소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시세 창 상단의 옵션 버튼을 선택하고 기초자산이 되는 선물종목을 설정하면 해당 기초자산의 콜옵션, 풋옵션 시세표
가 조회됩니다.
종합시세 창에서 종목을 선택(마우스클릭)하거나 호가창의 종목탐색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하면 해당 종목의 상세 시세 및
차트, 상품명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종합시세
상품별, 거래소별 전체 종목의 현재가, 대비, 거래량 등 실시간 시세가 조회됩니다.
종목을 선택(마우스 클릭)하면 해당 종목의 현재가/호가, 차트, 체결추이 화면으로 연계됩니다.
거래소별/상품별 버튼을 클릭하여 종목군을 전환합니다.

※ CME(미국), EUREX(독일), ICE(미국,영국), SGX(싱가폴), OSE(일본), TSE(일본), ASX(호주), CBOE(미국),
KCBT(미국), MDEX(말레이시아), NYSE(미국)
※ 거래소 명칭 및 설명은 홈페이지>해외선물/FX마진>해외선물개요>해외거래소 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가/호가
개별종목의 현재가 및 5호가를 조회합니다. 전일대비와 등락률은 전일종가기준으로 조회되며 호가위에 마우스 위치 시
호가등락율이 툴팁방식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일자/대칭, 기본/차트, 체결/상세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 편의에 맞는 화면구성이 가능합니다.
차트
실시간 차트가 조회됩니다. 일주월분틱 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우측마우스 메뉴를 통해 지표 및 차트설정이 가능합니다.
체결/틱분/일별추이/상품명세
체결: 실시간 체결추이가 조회됩니다. 체결량은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될 때 적색, 낮은 가격으로 체결될 때
청색으로 체결되며, 현재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체결될 때 흑색으로 표시됩니다. 거래량은 당일의 누적 거래량으로 표
시됩니다.
틱/분 : 틱/분 차트가 조회됩니다.
일자별: 일자별 종가, 전일대비, 일별 거래량이 조회됩니다.
종목상세: 거래소, 최종거래일(LTD), 최초통보일(FND),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 거래통화, 계약크기, 틱사이즈, 장
개시/장마감 시간 등 개별종목의 상세 상품명세가 조회됩니다.

3. 기능 설명
해외 옵션종목 현재가 조회
종합시세 창의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자산인 개별 선물의 콜옵션/풋옵션 시세가 조회됩니다.
행사가별 콜옵션, 풋옵션 종목을 선택(마우스 클릭)하면 해당 종목의 현재가/호가, 차트, 일별추이가 조회됩니다.

기초자산 설정 및 변경
종합시세 창 상단의 종목코드 선택 창에서 옵션의 기초자산이 되는 해외선물 종목을 설정 또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옵션 월물 안내창에서는 기초자산의 종목명, 상품코드, 거래소 및 월물별 종목코드가 제공됩니다. 월물별 종목코
드를 선택하면 해당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시세표가 조회됩니다.
월물코드, 월물명으로 종목코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월물명으로 조회할 경우 해당년도/월물로 조회됩니다. (예,
201209 -> OESU12)
종목 탐색기
종목탐색기는 공통기능으로 해외선물 개별종목과 해외옵션 종목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 종목 조회

해외선물은 트리구조로 크게 거래소별, 상품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소별 조회 시 하단으로 거래소가 나열되며 거래소 클릭 시 거래소별로 거래가능한 상품군이 조회됩니다. 상품
군을 선택하면 해당 거래소 상품군의 종목이 우측에 조회됩니다. 조회된 종목의 월물(종목코드)를 선택하면 해당
종목이 조회됩니다.
상품별로 조회 시 상품군이 표시되며 해당 상품군에 해당하는 전 거래소의 거래 가능 종목이 우측에 조회됩니다.
종목의 종목코드를 선택하여 해당종목을 조회합니다.

해외옵션 종목 조회

해외옵션은 좌측에 당사에서 거래가능한 10개의 기초자산이 표시됩니다.
기초자산명을 클릭하면 우측에 해당 종목의 행사가격별로 거래가능한 월물의 콜옵션, 풋옵션 종목이 표시됩니다.
코스피200옵션의 종목탐색기와 유사한 조회방식으로 거래 가능한 월물은 동그라미로 표시되며 마우스로 클릭 시
해당 옵션 종목을 조회합니다.

해외선물옵션 현재가 [5501]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개별종목의 현재가, 실시간 체결 및 일자별 추이, 차트 및 상품명세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현재가/호가
: 조회 종목의 실시간 현재가 및 매수/매도 5호가 정보가 조회됩니다.
호가 창의 화면 구성 기능
일자/대칭 : 매수/매도 호가를 좌우 대칭 또는 일자형으로 전환합니다.
막대 : 매수/매도 호가 잔량을 해당 호가의 배경으로 막대형태로 표시합니다.
차트 : 호가영역 우측 상단에 일봉 차트를 표시합니다. 차트의 봉 조회 개수는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체결/상세 : 실시간 체결추이 또는 시고저/전일종가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체결/일자별
체결 : 실시간 체결추이가 조회됩니다. 체결량은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될 때 적색, 낮은 가격으로 체결될 때
청색으로 체결되며, 현재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체결될 때 흑색으로 표시됩니다. 거래량은 당일의 누적 거래량으로 표
시됩니다.
일자별 : 일자별 종가, 전일 대비, 일별 거래량이 조회됩니다.
차트 : 실시간 차트가 조회됩니다. 일주월분틱 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우측마우스 메뉴를 통해 지표 및 차트설정이 가
능합니다.
상품명세
종목상세: 거래소, 최종거래일(LTD), 최초통보일(FND),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 거래통화, 계약크기, 틱사이즈, 장
개시/장마감 시간 등 개별종목의 상세 상품명세가 조회됩니다.
틱/분 차트 : 간략한 실시간 틱/분 차트가 제공됩니다.

3. 기능 설명
종목 탐색기
종목탐색기는 공통기능으로 해외선물 개별종목과 해외옵션 종목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 종목 조회

해외선물옵션 체결추이 [5502]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개별종목의 실시간 체결추이 및 일/주/월 시가,고가,저가,종가,거래량 등 거래추이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종목 선택
종목탐색기를 이용하여 해외선물옵션 조회 종목 코드를 선택합니다.

해외선물 종목 조회

해외선물은 트리구조로 크게 거래소별, 상품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소별 조회 시 하단으로 거래소가 나열되며 거래소 클릭 시 거래소별로 거래가능한 상품군이 조회됩니다. 상품
군을 선택하면 해당 거래소 상품군의 종목이 우측에 조회됩니다. 조회된 종목의 월물(종목코드)를 선택하면 해당
종목이 조회됩니다.
상품별로 조회 시 상품군이 표시되며 해당 상품군에 해당하는 전 거래소의 거래 가능 종목이 우측에 조회됩니다.
종목의 종목코드를 선택하여 해당종목을 조회합니다.

해외옵션 종목 조회

해외옵션은 좌측에 당사에서 거래가능한 10개의 기초자산이 표시됩니다.
기초자산명을 클릭하면 우측에 해당 종목의 행사가격별로 거래가능한 월물의 콜옵션, 풋옵션 종목이 표시됩니다.
코스피200옵션의 종목탐색기와 유사한 조회방식으로 거래 가능한 월물은 동그라미로 표시되며 마우스로 클릭 시
해당 옵션 종목을 조회합니다.
기준일 선택
조회기준일을 선택합니다. 해당 기준일부터 이전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조회 기간단위 선택
틱, 분, 일간, 주간, 월간 조회 데이터 기간단위를 선택합니다. 분 데이터 조회 시에는
1분,3분,5분,10분,15분,30분,60분 단위로 추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조회 방식 선택
화면 조회 시 세가지 형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데이타 조회,

데이타+그래프 조회,

그래프 조회

3. 기능 설명
종목 탐색기
종목탐색기는 공통기능으로 해외선물 개별종목과 해외옵션 종목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 미결제약정추이 [5503]

1. 화면개요
미국상품선물위원회(CFTC)에서 매주 금요일 15:30(미국동부표준시)에 발표하는 미결제약정 동향자료를 볼 수 있는 화면
입니다.
본 화면에서 제공하는 투자자 유형별 매수/매도 미결제보유수량, 투자자 수를 통해 선물시장의 투기자금 동향을 파악하고
거래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정보 선택
미결제약정수량/투자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으며, 상품별로 원하는 기준일을 선택하여 전주대비 증감
또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약정수량/투자자 수
미결제약정수량
투기거래자, 헤지거래자, 보고누락분으로 구별된 투자자별로 매수/매도 미결제 보유수량을 나타내줍니다.
투기거래자 : 실물보유 또는 보유 중인 실물에 대한 헤지목적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고객으로 주로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개인투자자 등을 의미
헤지거래자 : 실물보유 또는 보유중인 실물에 대한 헤지목적으로 거래하는 고객으로 주로 일반기업, 생산업체, 원
자재공급업체 등을 의미
보고누락분 : 시장 전체 미결제약정과 투기거래자와 헤지거래자 보고분 합계와의 차이로 투자주체가 확인 안된 거
래를 의미
투자자
최종거래고객 기준이 아닌 거래소 회원 단위 기준으로 집계된 투자자 수를 나타냅니다.

3. 기능 설명
정보 선택
구분
금리/금속/농산물/에너지/지수/축산물/통화 로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상품의 선택 범위를 좁힐 수 있도록 해줍니
다.
상품
CME와 ICE에 등록된 상품 중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상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상품의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보고 싶은 날짜를 선택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정보를 나열하여 보여줍니다.
증감/수량
증감 : 전주 대비 증감 수량을 표시
수량 : 미결제수량을 표시

해외옵션 종합시세 [5504]

1. 화면개요
해외 선물 및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종목의 전체 시세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전체 시세 조회를 통해 유동성이
많은 종목을 선택하여 시세 조회 및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선물옵션은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지수 1개의 상품이 제공되나, 당사에서 거래가능한 해외옵션은 관심도가 높고 유
동성이 많은 10개의 기초자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초자산을 선택하여 해당 상품의 옵션 종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옵션 기초자산 : E-mini S&P500선물, US T-Note(10년)선물, Gold선물, Crude Oil선물, Natural Gas선물,
Corn선물, Soybeans선물, Wheat선물, DAX Index(현물지수), DJ Euro Stoxx50 Index(현물지수)

2. 화면설명

옵션의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기초자산은 총 10개 상품이 제공되며 월물 안내창에서 선물 종목의 월물을 선택합니다.
※ DAX Index 옵션과 DJ Euro Stoxx50 옵션의 기초자산은 주가지수(현물)이나, 실시간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 선물 시
세를 제공합니다.
상품선택 : 해외옵션 월물안내창

해외옵션 월물 안내창에서는 기초자산의 종목명, 상품코드, 거래소 및 월물별 종목코드가 제공됩니다. 월물별 종목코
드를 선택하면 해당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시세표가 조회됩니다.
월물코드, 월물명으로 종목코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월물명으로 조회할 경우 해당년도/월물로 조회됩니다. (예,
201209 -> OESU12)

3. 기능 설명
현재가 화면 연계기능
옵션 종목 시세 창에서 옵션 종목을 마우스로 더블클릭하면 [5501] 해외선물옵션 현재가 화면으로 해당 옵션종목이
연계됩니다.
해외옵션 종합시세화면 하단 기초자산 선물종목을 마우스로 더블클릭하면 [5501] 해외선물옵션 현재가 화면으로 해
당 옵션종목이 연계됩니다.
옵션종목 조회 설정(화면크기 설정)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옵션 종목의 수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행사가 조회 수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5, 10, 15,
20, 25, 30에서 선택하면 해당 개수만큼 옵션 종목이 한 화면에서 조회됩니다.
재정렬 기능

재정렬 버튼 클릭 시 옵션 ATM 종목을 화면 중앙으로 재 위치시킵니다.

해외선물옵션 미니호가 [5510]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개별종목의 현재가/호가 정보가 작은 화면크기로 제공되어, 다른 화면과 동시에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구
성된 화면입니다.
현재가/호가 정보와 같이 설정을 통해 실시간 체결추이 또는 틱/분차트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니호가화면은 멀티 기능이 제공되어 가로/세로로 호가화면을 복수로 설정하여 여러 종목을 동시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
다.

2. 화면설명

현재가/호가
: 조회 종목의 실시간 현재가 및 매수/매도 5호가 정보가 조회됩니다.
호가 창의 화면 구성 기능
일자/대칭 : 매수/매도 호가를 좌우 대칭 또는 일자형으로 전환합니다.
막대 : 매수/매도 호가 잔량을 해당 호가의 배경으로 막대형태로 표시합니다.
차트 : 호가영역 우측 상단에 일봉 차트를 표시합니다. 차트의 봉 조회 개수는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체결/상세 : 실시간 체결추이 또는 시고저/전일종가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실시간 체결추이
체결 : 실시간 체결추이가 조회됩니다. 체결량은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될 때 적색, 낮은 가격으로 체결될 때
청색으로 체결되며, 현재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체결될 때 흑색으로 표시됩니다. 거래량은 당일의 누적 거래량으로 표
시됩니다.
일자별 : 일자별 종가, 전일 대비, 일별 거래량이 조회됩니다.

3. 기능 설명
멀티 화면 설정(가로 x 세로)
멀티기능을 통해 복수의 화면을 설정할 수 있어 여러 종목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가로 X 세로 창 팝업되며 마우스 드래그하여 화면 개수를 설정합니다.

미니호가 창 개수 변경 시 다시 화면 상단
수 있습니다.

(가로X세로) 기능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개수를 변경할

기본/체결/틱분차트
화면구성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미니호가 화면의 구성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설정 창 팝업되며 화면 구성을 선택합니다.

화면 캡션바 기능 아이콘 설명

가로X세로 : 현재 화면 창을 가로/세로 복수로 생성합니다.
화면 끌어놓기 :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끌어당기면 동일한 화면이 새로 생성됩니다.
종목공유안함 : 다른 화면에서 종목 변경 시 선택화면과 종목코드를 연동여부를 설정합니다.
화면고정 : 화면 위치와 크기를 고정합니다.
일반화면 ->독립화면 : 누른 상태 표시일 경우 메인 화면 프레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화면으로 생
성됩니다.

해외선물옵션 관심종목 [5520]

1. 화면개요
평소 관심이 있거나 거래가 잦았던 종목들을 관심종목으로 등록하여 각 종목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한
화면입니다.
특징 별로 여러 개의 관심그룹을 구성할 수 있어서 관심종목 관리도 편리합니다.

2. 화면설명

종목리스트
관심종목 그룹별, 거래소별, 상품별, 해외옵션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속한 전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test를 선택할 경우 test에 속한 모든 종목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CME/CBOE/KCBT/ICE/EUREX/SGX/OSE/TSE/ASX/MDEX 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품 종류에 따라 소그룹으
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통화/금리/지수/농산물/축산물/금속/에너지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외옵션은 당사에서 거래되는 옵션 10종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정
관심종목 등록, 화면 설정, 정보의 내용 설정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관심종목 그룹 바로 가기를 통해 그룹에 속한 종목의 정보를 신속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
그룹에 속한 종목들의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거래량 등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3. 기능 설명
설정
: “종목리스트”를 숨기고 싶거나, 숨겨진 “종목리스트”를 다시 보이게 하는 버튼입니다.

관심그룹 설정, 필드 설정, 화면 설정 등 화면에 보이는 정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그룹 설정 : 그룹의 생성, 편집과 그룹을 구성하는 종목의 선택과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설정 : 사용자가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필드그룹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선물옵션 시세감시 [5521]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시세감시 화면은 해외선물 및 옵션 종목의 현재가 또는 매수/매도호가가 사용자가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거
나 거래량이 설정한 거래량이상 증가할 경우 실시간으로 팝업 창과 소리알람으로 알려주는 실시간 감시화면입니다.
시세감시 실행 절차
감시대상 종목 선택
시세감시 알림 방식 선택: 메시지 팝업, 소리 알람
시세감시 조건설정 : 가격조건, 거래량 조건
감시 종목 등록
조건 설정 후 등록 버튼 클릭하면 하단 시세감시 영역에 대상 종목과 감시조건이 등록됨.
손익감시 실행
감시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시세감시 시작, 우측에 “감시중입니다.” 상태 표시
시세감시 종목을 추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감시 종료 후 감시대상 및 감시 조건 변경 후 재 실행
감시중지 버튼을 클릭하면 시세감시 중지, 우측에 “감시종료되었습니다.”상태 표시

2. 화면설명

시세감시 종목 선택
종목탐색기 또는 조회종목 히스토리 박스에서 실시간 시세감시 대상 종목을 선택합니다.
시세감시 알림 방식 선택 : 메시지 팝업, 소리 알람

시세감시 조건 설정
가격조건 : 현재가, 매수호가, 매도호가 중 시세감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선택합니다.선택한 가격이 사용자가 설정한
가격 이상 또는 이하가 될 때 알림 통보를 합니다. 이상인 경우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 이하인 경우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할수 있으며 조건 적용 여부(체크박스 표시)를 체크하여야 시세감시조건으로 등록됩니다.
거래량조건 : 현재 거래량이 설정한 거래량 이상이 될 때 알림 통보를 하며 현재 거래량보다 높은 거래량을 설정하여
야 합니다. 적용 여부(체크박스) 미체크 시에는 감시조건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시 대상 종목 및 감시 조건 등록
감시대상종목과 감시조건을 설정한 후에는 상단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감시창에 등록합니다.
감시 등록 시 종목명 좌측 체크박스에 선택표시가 된 상태로 등록됩니다. 감시 등록된 종목이 선택된 경우에만 실시간
시세감시가 실행되며, 체크 박스 해제 시에는 감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시 종목의 감시조건이 만족된 경우에는 체크박스의 선택 표시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다시 감시하려면 조건을 변
경한 후 체크박스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감시실행/감시중지
감시실행 : 감시조건을 설정한 후 감시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시세감시를 시작합니다. 우측에 “감시중입니다”로 상태
가 표시됩니다.
감시중지 : 감시종목 또는 감시조건을 변경할 경우 감시중지 버튼을 클릭하여 시세감시를 중지합니다. 우측에 “감시종
료되었습니다.”로 상태가 표시됩니다.
시세감시 창
등록된 감시종목의 실시간 시세, 거래량 정보와 감시 조건이 조회됩니다.
우측에 선택 표시된 종목만이 실시간 시세감시 대상이며, 등록되어 있더라도 체크해제된 종목은 실시간 시세감시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종목을 삭제할 경우 우측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종목 및 감시조건을 삭제합니다.
시세감시 조건이 만족되면 조건 만족 시간과 만족 조건이 팝업됩니다.

해외선물옵션 상품정보 [5530]

1. 화면개요
HTS로 거래할 수 있는 해외선물/옵션의 상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화면으로써 거래소별, 상품별로 상품의 개요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대략적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분류
거래소별, 상품별로 구분하여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별 : CME, EUREX, HKEX, ICE, SGX, OSE, TSE, ASX, CBOE, KCBT, MDEX, 옵션 으로 구분되어 같은 거래
소의 상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 통화, 금리, 지수, 농산물, 축산물, 금속, 에너지, 옵션 으로 구분되어 같은 종류의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상품은 통화/금리/지수/농산물/축산물/금속/에너지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품정보
상품명, 통화, 거래소, 상품구분, 증거금, 계약크기, 틱사이즈, 틱가치, 장개시시간, 장마감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해외선물 상품별선물시세 [5531]

1. 화면개요
거래 가능한 상품들의 시세 및 체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종목선택부
좌측의 트리에서 각 거래소와 상품분류를 선택하면 해당분류의 상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회하고자 하는 상품을
클릭하면 우측 시세조회부에 상품시세에 대한 정보가 조회됩니다.
시세조회부
종목선택부에서 선택한 종목들의 모든 월물에 대한 시세 및 체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에서 각 항목을
위의
드래그 하면 메뉴의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분은 종목코드에 표기된 월별 정보를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6EU12”라는 종목의 “6E”는 Euro FX를 뜻
하는 코드이고 그 다음의 “U”가 9월이 만기임을 나타내주는 코드입니다. 마지막 “12”는 2012년을 나타내 주는 것으
로써 “6EU12”은 만기가 2012년 9월인 Euro FX 상품을 나타내는 종목코드입니다.

해외선물 정산가 [5532]

1. 화면개요
이 화면은 상품별 정산일자 및 정산가를 기간별로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설정입력부
부분을 통해 지정종목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종목검색창이 팝업 되면서 각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분은 조회할 기간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날짜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우
측의 달력모양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달력에서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후

버튼을 눌러 해

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부
: 설정입력부에서 입력한 종목 및 기간에 맞는 정산에 대한 정보가 조회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은 각 항목을 드래그하여 임의로 순
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종목선택부에서 선택한 종목들의 모든 월물에 대한 시세 및 체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부
분입니다.

해외선물 과거자료 [5533]

1. 화면개요
만기가 지난 과거종목의 일별시세, 거래량, 차트 등을 조회해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종목선택부
: 좌측의 트리에서 각 거래소와 상품분류를 선택하면 해당분류의 상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회하고자 하는 상품을
클릭하면 우측 시세조회부에 상품시세에 대한 정보가 조회됩니다.
시세조회부
: 종목선택부에서 선택한 종목들의 모든 월물에 대한 시세 및 체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부분은 선택된 종목의 과거 월물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버튼을 통해 ‘시세’와 ‘차트’를 오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시세만, 두 번째 버튼은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 시세와 차트가 동시에, 세 번째 버튼은 차트만 나오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시세’는 종목선택부 및 월물선택부에서 선택된 종목에 대한 시세 및 체결에 대한정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에서 각 항목을 드래그 하면 메뉴의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버튼은 다른 월물을 선택한 후 정보를 최신화 하여 새로운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이고,
화면에서 정보가 한 페이지 내에 들어가지 않을 때 다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은 시세

FX마진 환율추이 [5601]

1. 화면개요
기준일자별 FDM 환율 추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택영역
버튼을 클릭하여 환율 추이를 조회 할 FCM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기준일자를 선택합니다.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클릭 시 텍스트 추이 제공
클릭 시 텍스트 + 차트 추이 제공
클릭 시 차트 추이 제공
추이영역

FX마진 개별환율 [5611]

1. 화면개요
FX마진 개별환율 미니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선택영역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FDM을 선택하고, 기준통화/상대통화를 선택합니다.

클릭 시 FDM 전환이 가능합니다.(FXCM / MP)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통화에 대한 저가, 고가, 스프레드, SELL, BUY 내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통화에 대한 타 FDM 매도/매수, 스프레드 내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시장별 매매동향 [6401]

1. 화면개요
당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막대그래프와 추이그래프로 한 눈에 쉽게 보여줍니다.

2. 화면설명

각 시장별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업종콤보(

)를 이용하여 업종별로도 조회가 가능

합니다.
조회단위를 금액 및 수량으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장개시부터 조회시점까지 각 투자주체의 매매동향 추이를 보여주며, 누적기준일을 이용하여 누적금액(수량)도 보여
줍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데이터와 차트를 동시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별 시간동향 [6402]

1. 화면개요
장 중 투자주체별 매매변동 현황을 1분 단위로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각 시장별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업종콤보(

)를 이용하여 업종별로도 조회가 가능

합니다.
조회단위를 금액 및 수량으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1분 단위의 각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제공하며 누적수량과 증감수량으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적은 1분 실시간, 증감은 실제 투자주체별 실시간입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데이터와 차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별 일별동향 [6403]

1. 화면개요
일자별 투자자 순매수 동향의 변동추이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일정 기간동안의 투자자별 매매패턴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각 시장별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업종콤보(

)를 이용하여 업종별로도 조회가 가능

합니다.
조회단위를 금액 및 수량으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투자자별로 상세한 일자별 매매동향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데이터와 차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누적잔고 추이 [6404]

1. 화면개요
시장/주체별 누적잔고그래프와 누적잔고추이가 제공되는 화면으로 일정기간 동안 누적된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을 파악함
으로써 시장의 주도세력과 시장에너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각 시장별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고 업종콤보(

)를 이용하여 업종별로도 조회가 가능

합니다.
조회단위를 금액 및 수량으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누적기준일을 선택하시면 선택일로부터 당일까지의 각 시장에서의 투자자별 매매누적 수치를 보여줍니다.
기관상세보기를 선택하시면 각 기관별 수치를 한번에 조회하실 수 있으며, 차트 조회시에 기관종합 콤보에서 기관종
합이 아닌 "증권, 투신, 사모펀드, 은행, 보험, 종금, 기금" 기관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데이터와 차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6411]

1. 화면개요
시장별로 당일의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각 시장별 조회단위를 금액 또는 수량(계약)으로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으며,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릭시 ‘개인, 외국인, 기관계’까지만 표시되며, 구체적인 기관의 매매내역은 숨겨집니다.

클릭시 각 시장의 순매수 내역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매도/매수 내역은 숨겨집니다.

모두 클릭시 미니사이즈 형태로 각 시장별 ‘개인,외국인,기관계’의 순매수 내역만 조회됩니다.

각 시장명칭을 클릭하면 차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업종매매동향 [6412]

1. 화면개요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업종별로 상세히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투자자별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당일 순매수금액과 특정 기간동안의 누적순매수를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
습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데이터와 차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할 차트의 업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할 투자주체 및 거래량 표시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순매수 비율 [6414]

1. 화면개요
투자자별 시장의 순매수 비율을 1분 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매매주체 및 수량/금액을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별 매도, 매수, 순매수 수량 또는 금액과 비율이 조회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데이터와 차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평균가 분석 [6415]

1. 화면개요
투자자별로 조회기간 동안의 종목별 순매도/순매수 수량 및 금액을 이용하여 추정 평균매매가를 계산하고, 현재 주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투자자별 시장별로 순매도/순매수를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사용자가 콤보를 클릭하여 선택하거나 직접 일자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순매수비율 비교 [6416]

1. 화면개요
각 매매주체별로 순매수 비율을 한눈에 비교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추이그래프를 제공합니다.

2. 화면설명

1비교주체, 2비교주체를 각각 선택하고 금액 또는 수량을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된 1비교주체, 2비교주체에 대한 시장별(코스피/코스닥/선물/옵션/스타지수선물) 분 추이를 제공합니다.

종목별 매매동향 [6421]

1. 화면개요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대하여 투자주체별(외국인, 개인, 기관, 기타법인) 순매수, 누적순매수를 구하고 해당 내용을 텍스
트정보와 그래프로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 입력부
조회할 종목코드를 입력합니다.
조회단위를 금액(백만원/억원)과 수량(천주/주) 중 선택합니다.
누적기준일 항목은 금일기준 3개월 전일이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고,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데이터는 장종료 후 오후 8시경 조회 가능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데이터와 차트를 동시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순매수 자료가 막대그래프로 조회됩니다.
* 증권전산 데이터가 장중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장중 실시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선그래프는 기준일부터 현재까지의 누적순매수 자료가 조회됩니다.

종목별 일별동향 [6422]

1. 화면개요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대하여 투자주체별(외국인, 개인, 기관, 기타법인) 매도, 매수, 순매수 자료를 일자별로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 입력부
조회할 종목코드를 입력합니다.
순매수 단위를 금액(백만원/억원)과 수량(천주/주) 중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기준일을 지정하여 이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도, 매수, 순매수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일데이터는 장종료 후 오후 8시경 조회 가능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데이터와 차트를 동시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주체별 매도, 매수, 순매수 자료가 일자별로 제공됩니다.

종목별 누적순매수 [6423]

1. 화면개요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투자주체별(외국인, 개인, 기관, 기타법인) 순매수, 누적순매수 자료가 일자별로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 입력부
조회할 종목코드를 입력합니다.
조회 단위를 금액(백만원/억원)과 수량(천주/주) 중 선택합니다.
누적기준일 항목은 금일기준 6개월 전일이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고,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데이터는 장종료 후 오후 8시경 조회 가능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데이터와 차트를 동시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주체를 선택하여 누적순매수 추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순매수 평균단가 추이 [6424]

1. 화면개요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투자주체별(외국인,개인,기관,기타법인) 순매수 평균단가가 일자별로 제공되는 화면입니
다.

2. 화면설명

조회 입력부
조회할 종목코드를 입력합니다.
조회 단위를 금액(백만원/억원)과 수량(천주/주) 중 선택합니다.
누적기준일 항목은 금일기준 3개월 전일이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고,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순매수수량과 평균단가를 일자별,누적으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관상세보기를 선택하시면 증권, 투신(일반), 투신(사모), 은행, 보험, 종금, 기금으로 세분화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
니다.
당일데이터는 장종료 후 오후 8시경 조회 가능합니다.
정보화면
선택한 종목의 평균단가가 일자별로 조회되어 제공됩니다.

누적순매매 상위 [6426]

1. 화면설명
투자주체별(외국인, 개인, 기관, 기타법인)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대한 누적순매도/누적순매수 상위종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 또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투자주체를 선택하고 조회단위를 금액(백만원/억원)과 수량(천주/주) 중 선택합니다.
조회할 누적기간을 선택합니다.
당일데이터는 장종료 후 오후 8시경 조회 가능합니다.
정보화면
선택한 시장의 투자주체별 누적순매매 종목이 매도/매수 순위별로 조회되어 제공됩니다.

투자주체 순매수비교 [6427]

1. 화면설명
투자주체별(외국인, 개인, 기관, 기타법인)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대한 누적순매도/누적순매수 상위종목을 비교 조회
하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 또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투자주체(1주체, 2주체)를 선택하고 순매수 또는 순매도를 선택합니다.
단위를 금액(백만원/억원)과 수량(천주/주) 중 선택합니다.
당일데이터는 장종료 후 오후 8시경 조회 가능합니다.
정보화면
선택한 시장의 투자주체별 누적순매매 종목이 매도/매수 순위별로 비교 조회됩니다.

외인기관 동시/합산매수 상위 [6428]

1. 화면설명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순매도 종목의 순위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를 합산하여 순매수/순매도 상위순으로 제공합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 또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단위를 금액(백만원/억원)과 수량(천주/주) 중 선택합니다.
동시순매수(도),합산순매수(도)를 선택하고 누적기간과 기관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동시순매수(도) : 외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도)한 종목에 대해 외인순매수(도) + 기관순매수(도) 의 합산 값을 기
준으로 상위순으로 종목이 조회됩니다.
합산순매수(도) : 외인순매매 + 기관순매매 수량의 합산 값을 기준으로 순매수(도) 상위순으로 종목이 조회됩니다.
정보화면
선택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한 종목이 상위순으로 조회됩니다.

외국계 매매종목 가집계 [6441]

1. 화면설명
장중에 외국계 회원사 창구를 통해 매매 체결된 종목을 상위순으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 또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가집계 종목의 정렬기준을 금액과 수량 중 선택하고 매도,매도를 선택합니다.
정보화면
선택한 시장의 외국계 회원사 창구를 통한 매수,매도 상위종목이 조회됩니다.
※ 외국계 회원사 매매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신되는 외국인 매매수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보이
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일별/누적매매 상위 [6442]

1. 화면설명
일정기간 동안 외국계 회원사 창구를 통해 매매 체결된 종목을 상위순으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매매의 구분과 조회할 시장 또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가집계 종목의 정렬기준을 금액과 수량 중 선택하고 조회기간을 선택한 후 외국계 회원사를 선택합니다.
정보화면
선택한 시장의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순매수, 순매도,매 수, 매도 상위종목이 조회됩니다.
※ 외국계 회원사 매매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신되는 외국인 매매수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보이
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실시간 매매동향 [6443]

1. 화면설명
장중 회원사 전체, 또는 특정 회원사를 기준으로 체결 종목을 확인할 수 있고, 종목을 기준으로 체결이 발생한 회원사를
시간별 또는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화면의 환경설정 페이지를 실행하여 조회필드 선택과 알림 기능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을 재조회 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로 전환이 되며, 조회데이터는 시간별 데이터에서 회원사별 종목별 매매 데이터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조회시에는 회원사를 외국계전체로 선택할 수 없고 종목구분 콤보도 종목으로 고정되어 집니다.
조회할 회원사를 선택합니다.
종목을 조회할 것인지 시장을 조회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종목을 선택하면 종목컨트롤이 활성화되며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 수치보기 전환버튼입니다. 종목 조회시 하나의 회원사를 선택하시면 활성화 되어 차트와 수치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선택 버튼입니다. 조회대상 그룹을 선택하여 회원사별 거래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 필터링 버튼입니다. 거래량을 선택한 단위로 필터링 하여줍니다.
외국계 전체 순매수 및 순매도 거래량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
선택한 시장의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순매수,순매도,매수,매도 상위종목이 조회됩니다.
※ 외국계 회원사 매매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신되는 외국인 매매수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보이
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외국계 순매수 추이 [6444]

1. 화면설명
종목별로 외국계 회원사의 매도,매수,순매수 거래량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종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시장의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순매수,순매도,매수,매도 상위종목이 조회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수치와 차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계 회원사 매매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신되는 외국인 매매수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보이
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연속 매매 [6445]

1. 화면설명
최근 10영업일 동안 외국인 혹은 다른 투자주체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종목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
매종목을 찾고자하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을 선택합니다.
매매유형을 선택하시고 최근 10일 이내에서 매매가 있었던 일자를 선택합니다.
정보화면
선택한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순매도/순매매 종목이 조회됩니다.

외국인 한도소진율 상위 [6446]

1. 화면설명
시장별 혹은 업종별로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상위 종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외국인 한도 소진율은 외국인이 취득
가능한 주식수에서 현재 얼마나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을 선택합니다.
취득제한 체크를 선택하시면 최득제한이 걸린 종목만 조회됩니다.
조회 기준일자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화면
선택한 시장 혹은 업종종목 중 한도 소진율 상위 종목이 조회됩니다.
취득제한 종목의 경우 보유주식수/취득가능주수/한도소진율이 실시간 제공됩니다.

용어설명

외국인한도
원칙적으로 각 종목별 외국인 한도는 발행 주식수 100%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들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이나 통신 혹은 기타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특성
상 외국 자본에 의한 지배를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그 취득가능 비율을 발행
주식수 대비 50%나 혹은 기타 적절한 수준에서 외국인 보유가능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도소진증가율 상위 [6447]

1. 화면설명
시장별 혹은 업종별로 지정한 기간 동안 외국인의 한도 소진율과 기관의 지분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조회하는 화면입
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업종 혹은 시장을 선택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으며, 정보를 조회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선택한 시장 혹은 업종 중 조회 기준일에 맞는 상위 종목이 조회됩니다.

외국인 업종별 보유비중 [6448]

1. 화면설명
업종별 외국인의 보유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을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업종별 외국인 보유비중이 전일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기관매매종목 가집계 [6449]

1. 화면설명
증권거래소에 나가있는 한국투자증권 시장대리인이 장중에 취합한 자료를 단순 누계한 수치로서 오전10시 이후에 데이
터가 조회됩니다.
(※ 정확한 기관매매동향은 장마감 후 시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을 선택합니다.
수량/금액과 순매수/순매도 상위를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장중 기관의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이 조회됩니다.
(※ 이 자료는 완벽한 자료가 아니므로 단순 참조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매매 가집계 상위 [6450]

1. 화면설명
'[6449] 기관매매종목 가집계' 화면에서 보여진 매매상위 종목 수량을 단순 취합해 순매도,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을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장중 기관의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이 조회됩니다.
※ 기관매매동향은 외국인 일별/누적매매 상위와는 달리 장마감 후 증권전산에서 각 증권사에 전산상으로 뿌려주지 않
아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정확한 기관매매동향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증권전산
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기관 매매 가집계 [6451]

1. 화면설명
'[6449] 기관매매종목 가집계' 화면에서 보여진 매매상위 종목 수량을 단순 취합해 일자별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종목과 수량단위를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종목별 일자별로 장중 기관의 매매동향이 조회됩니다.
※ 기관매매동향은 외국인 일별/누적매매 상위와는 달리 장마감 후 증권전산에서 각 증권사에 전산상으로 뿌려주지 않
아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정확한 기관매매동향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증권전산
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매매동향 [6461]

1. 화면설명
조회시점의 시장전체 프로그램 매매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과 조회금액 단위를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시장의 차익, 비차익, 전체 집계정보가 조회됩니다.

용어설명

프로그램매매
일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종목의 주식을 일시에 사거나 파는 것으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나뉜
다.
차익거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또는 각 시장내에서 일시적인 시장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고자 고
평가된 상품을 팔고 저평가된 상품을 사는 거래를 뜻한다.
- 매수차익거래 :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매매를 의미한다.
- 매도차익거래 : 매수차익거래와 반대로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일시에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
를 의미한다.
비차익거래
선물과 현물을 연계하여 상반된 거래를 하는 차익거래와 달리 현물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매매를 말한
다.

시간대별 매매동향 [6462]

1. 화면설명
시간대별 프로그램 매매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을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당일 발생된 시장전체 프로그램매매 추이가 시간대별로 조회됩니다.

용어설명

프로그램매매
일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종목의 주식을 일시에 사거나 파는 것으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나뉜
다.
차익거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또는 각 시장내에서 일시적인 시장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고자 고
평가된 상품을 팔고 저평가된 상품을 사는 거래를 뜻한다.
- 매수차익거래 :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매매를 의미한다.
- 매도차익거래 : 매수차익거래와 반대로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일시에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
를 의미한다.
비차익거래
선물과 현물을 연계하여 상반된 거래를 하는 차익거래와 달리 현물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매매를 말한
다.

종목별 프로그램 매매 [6463]

1. 화면설명
프로그램 매매현황을 종목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과 수량/금액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매매된 종목의 정렬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선택하시면 해당종목부터 순서대로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정보 화면
종목별로 프로그램매매 현황이 조회됩니다.

용어설명

프로그램매매
일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종목의 주식을 일시에 사거나 파는 것으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나뉜
다.
차익거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또는 각 시장내에서 일시적인 시장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고자 고
평가된 상품을 팔고 저평가된 상품을 사는 거래를 뜻한다.
- 매수차익거래 :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매매를 의미한다.
- 매도차익거래 : 매수차익거래와 반대로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일시에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
를 의미한다.
비차익거래
선물과 현물을 연계하여 상반된 거래를 하는 차익거래와 달리 현물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매매를 말한
다.

프로그램 사전공시 [6464]

1. 화면설명
프로그램 매매주문에 의한 미체결잔량 및 선물옵션 만기일 프로그램매매 관련 사전공시 된 호가수량을 조회할 수 있는 화
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과 수량/금액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매매된 종목의 정렬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
장 중 프로그램매매주문에 의한 미체결잔량과 선물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매매관련 사전공시 종목 및 수량이 조회됩니
다.
(사전공시수량은 선물옵션 만기일 당일에만 자료가 발생됩니다.)

용어설명

프로그램매매
일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종목의 주식을 일시에 사거나 파는 것으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나뉜
다.
차익거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또는 각 시장내에서 일시적인 시장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고자 고
평가된 상품을 팔고 저평가된 상품을 사는 거래를 뜻한다.
- 매수차익거래 :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매매를 의미한다.
- 매도차익거래 : 매수차익거래와 반대로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일시에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
를 의미한다.
비차익거래
선물과 현물을 연계하여 상반된 거래를 하는 차익거래와 달리 현물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매매를 말한
다.

일별 차익거래 잔고 [6465]

1. 화면설명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잔고를 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을 선택합니다.
외국계 회원사 또는 회원사별 일별 차익거래 현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
전체/외국계/회원사별 차익거래현황이 일자별로 조회되며

버튼을 선택하시면 수치와 차트로도 조회됩니

다.

용어설명

프로그램매매
일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종목의 주식을 일시에 사거나 파는 것으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나뉜
다.
차익거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또는 각 시장내에서 일시적인 시장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고자 고
평가된 상품을 팔고 저평가된 상품을 사는 거래를 뜻한다.
- 매수차익거래 :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매매를 의미한다.
- 매도차익거래 : 매수차익거래와 반대로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일시에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
를 의미한다.
비차익거래
선물과 현물을 연계하여 상반된 거래를 하는 차익거래와 달리 현물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매매를 말한
다.

일별 프로그램매매 종합 [6466]

1. 화면설명
일자별로 프로그램 매매종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회원사별 정렬기준(매도순, 매수순, 회원사순)을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차익거래/비차익거래 현황이 일자별로 조회되며

버튼을 선택하시면 수치와 차트로도 조회됩니다.

용어설명

프로그램매매
일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종목의 주식을 일시에 사거나 파는 것으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나뉜
다.
차익거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또는 각 시장내에서 일시적인 시장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고자 고
평가된 상품을 팔고 저평가된 상품을 사는 거래를 뜻한다.
- 매수차익거래 :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매매를 의미한다.
- 매도차익거래 : 매수차익거래와 반대로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일시에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
를 의미한다.
비차익거래
선물과 현물을 연계하여 상반된 거래를 하는 차익거래와 달리 현물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매매를 말한
다.

회원별 차익거래 잔고 [6467]

1. 화면설명
프로그램 매매 중 시장의 주관심사인 차익거래잔고를 전일을 기준으로 회원사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회원사별 정렬기준(매도순, 매수순, 회원사순)을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회원사별 차익거래 잔고가 조회됩니다.

용어설명

프로그램매매
일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종목의 주식을 일시에 사거나 파는 것으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나뉜
다.
차익거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또는 각 시장내에서 일시적인 시장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고자 고
평가된 상품을 팔고 저평가된 상품을 사는 거래를 뜻한다.
- 매수차익거래 :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매매를 의미한다.
- 매도차익거래 : 매수차익거래와 반대로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일시에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
를 의미한다.
비차익거래
선물과 현물을 연계하여 상반된 거래를 하는 차익거래와 달리 현물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매매를 말한
다.

베이시스별 프로그램 매매현황 [6468]

1. 화면설명
프로그램 매매가 베이시스나 이론괴리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매매와 베이
시스를 연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선물(최근월선물, 차근월선물)을 선택합니다.
조회기준(베이시스, 이론괴리)를 선택합니다.
베이시스(이론괴리)와 누계일수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
베이시스와 이론괴리의 가격에 따라 프로그램 매매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의의 베이시스와 이론괴리에서 프로그램 매매 누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의 단순 누계치와 베이시스에 따른 누계치를 상호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일의 프로그램 매매현황을 베이시스에 따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프로그램매매 추이 [6469]

1. 화면설명
종목별 프로그램 매매추이를 시간대별/일자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종목과 조회구분(시간,일자) 조회단위(수량,금액)를 선택합니다.
일자별을 선택하시면 조회기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
해당 종목의 시간대별 또는 일자별 프로그램매매 현황을 수량 또는 금액별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시면 수치와 차트로도 조회됩니다.

용어설명

프로그램매매
일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종목의 주식을 일시에 사거나 파는 것으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나뉜
다.
차익거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또는 각 시장내에서 일시적인 시장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고자 고
평가된 상품을 팔고 저평가된 상품을 사는 거래를 뜻한다.
- 매수차익거래 :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매매를 의미한다.
- 매도차익거래 : 매수차익거래와 반대로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현물)을 일시에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
를 의미한다.
비차익거래
선물과 현물을 연계하여 상반된 거래를 하는 차익거래와 달리 현물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매매를 말한
다.

거래원입체분석(시간/일자) [6481]

1. 화면개요
종목별로 장중에 매수/매도 주요 거래원으로 올라오는 증권사 창구의 시간별 체결현황입니다.

2. 화면설명

클릭시 일별 주요 매매상위 거래원 정보를 보여줍니다.

클릭시일별 주요 매매상위 거래원 정보를 차트로 보여줍니다.

클릭시 일별 주요 매매상위 거래원 정보를 보여줍니다.
조회시 표시되는 회원사는 매수매도 상위 5개 회원사로 5개 회원사 창구를 통한 거래량은 실시간 반영됩니다. 다만, 조
회시점 이후 상위 5개 회원사가 변경되는 경우 회원사 순위 및 변경은 실시간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당일주요 거래원 [6482]

1. 화면개요
종목별로 상위매매 5개 회원사를 통한 추정집계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하고자 하는 종목의 코드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종목코드 검색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하시면 해당종목의 현재가가 활
성화 됩니다.

현재가, 거래량, 매도,매수상위 회원사와 이탈 회원사가 조회되며 외국계순매수,매도,매수가 조회됩니다.

종목별 거래원 누적매매상위 [6484]

1. 화면개요
각 종목별로 일정기간 동안 가장 많은 매매가 체결된 증권사 창구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하고자 하는 종목의 코드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종목코드 검색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하시면 해당종목의 현재가가 활
성화 됩니다.

조회하시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조회기간 기본셋팅은 조회전 전영업일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종목별 거래원 매매동향 [6485]

1. 화면개요
각 종목별로 일정기간 동안 회원사별 매매동향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하고자 하는 종목의 코드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종목코드 검색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하시면 해당종목의 현재가가 활
성화 됩니다.

조회하시고자 하는 회원사를 선택하시고 기간을 입력합니다. 조회기간 기본셋팅은 조회전 3개월 전영업일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거래원 종목매매상위 [6486]

1. 화면설명
각 회원사 창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가장 많이 매매된 종목들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시장과 회원사를 선택합니다.
조회 기간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
회원사별 매도상위 종목과 매수상위 종목이 조회됩니다.

당일 특정거래원 매매집중종목 [6487]

1. 화면설명
조회당일 특정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매도)한 회원사와 그 회원사의 매수(매도)비중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가격대를 입력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거래량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정렬기준을 선택합니다.

주식 검색 설정 기능

- 일괄검색 설정은 특정 종목군을 조회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격/거래량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해당화면에서 설정한 검색 필터는 특이종목, 순위그룹 관련 화면 전체에 적용됩니다.
정보 화면
당일 거래종목 중 특정 회원사에서 집중 매매된 종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주식 검색 설정을 이용하여 가격 및 거래량 등을 지정하시면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원매물대분석 [6488]

1. 화면설명
순매수거래원에서 매매한 수량과 당시 종가대비 현재가 비교와 거래비중 등으로 종목에 대한 각 증권사들의 매물대를 분
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종목코드에 코드나 종목명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종목코드 탐색기를 통
해 종목을 선택합니다.
조회시점을 당일/전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
좌측은 순매수거래원을 순위별로 나타내고, 우측은 지정한 거래원에서 매매한 내역을 현재가와 비교하여 나타내어
줌으로써 지정한 거래원의 매물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증시자금 종합 [6491]

1. 화면설명
일자별로 ‘종합지수, 전일대비, 시가총액, 고객예탁금, 예탁금증감, 회전율, 미수금, 신용융자, 선물예수금, 수익증권,
MMF’등의 증시 주변자금의 추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 기준일을 지정하시면 지정일부터 이전 일자순으로 조회됩니다.

증시자금 추이 [6492]

1. 화면설명
고객예탁금, 신용융자, 미수금에 대한 일자별 추이데이터 및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종합지수와 증시자금추이의 상호 비교를 통해 시장 흐름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할 증시자금을 선택합니다.
조회 기준일을 지정하시면 지정일부터 이전 일자순으로 조회됩니다.
정보화면
일자별로 종합지수와 증시자금의 추이가 조회됩니다.
버튼을 선택하시면 수치와 차트로도 조회됩니다.

신용거래 동향 [6501]

1. 화면설명
종목별로 융자 주식 및 대금의 변동 추이를 제공하여 신용 거래시 참고가 되며, 주가 움직임 파악에도 도움을 주는 화면입
니다.

조회 입력부
종목코드에 코드나 종목명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종목코드 탐색기를 통
해 종목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일자별로 해당 종목의 신용거래 변동사항을 나타냅니다.

버튼을 선택하시면 수치와 차트로도 조회됩니다.

용어설명

공여율(%)
공여율(%) = (해당종목의 융자신규주수/해당종목의 당일 거래량)*100
잔고율(%)
잔고율(%) = (해당종목의 융자잔고주수/해당종목의 신용한도 주식수)*100
신용융자
증권회사가 투자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증거금(신용거래보증금)을 받고 주식거래의 결제를 위해 매매대금을 빌려주
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신용 거래보증금은 증권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현금 대신 주식으
로 빌려주는 대주와 함께 신용거래로 불려집니다.
증권회사가 자기자금으로 빌려 주는 것이 자기신용, 증권금융회사에서 빌어 대여하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시장 신용규모 분석 [6503]

1. 화면설명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규모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일자별로 해당 시장의 신용규모를 나타냅니다.
버튼을 선택하시면 수치와 차트로도 조회됩니다.

용어설명

신규
신규로 발생한 신용규모를 나타냅니다.
상환
상환된 신용규모를 나타냅니다.
잔고
잔고로 남아 있는 신용규모를 나타냅니다.
전일대비
전일대비 증감한 신용규모를 나타냅니다.
잔고 비중
시장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잔고 비중 = 시장 신용잔고 / 시장 시가총액 x 100)
신규 비중
당일 시장 거래대금 대비 당일 신규신용금액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신규 비중 = 시장 신용신규 / 시장 거래대금 x 100)

신용거래 전일현황 [6504]

1. 화면설명
종목별 신용내역을 파악하는데 이용하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종목코드에 코드나 종목명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종목코드 탐색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합니다.

용어설명

대주정보의 신용가능물량
해당 종목 총상장주식수의 10% 에서 현재일의 대주 잔고를 뺀 나머지
융자정보의 신용가능물량
해당 종목 총상장주식수의 20% 에서 현재일의 융자 잔고를 뺀 나머지

신용융자 증가율 상위 [6505]

1. 화면설명
기준일과 비교일간의 융자(대주)잔고 증감률 및 주가 등락률을 잔고 증가율 상위 순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시거나 사용자정의를 선택하시면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
일자별로 융자(대주)잔고 증가율 상위 종목이 조회됩니다.

신용융자 감소율 상위 [6506]

1. 화면설명
기준일과 비교일간의 융자(대주)잔고 증감률 및 주가 등락률을 잔고감소율 상위 순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시거나 사용자정의를 선택하시면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
일자별로 융자(대주)잔고 감소율 상위 종목이 조회됩니다.

신용융자 증가율 상위 업종 [6507]

1. 화면설명
시장의 전 업종을 대상으로 기준일과 비교일간의 융자(대주)잔고 증감률 및 지수 등락률을 잔고증가율 상위 순으로 조회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시거나 사용자정의를 선택하시면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
일자별로 융자(대주)잔고 증가율 상위 업종이 조회됩니다.

신용거래 잔고비율 상위 [6508]

1. 화면설명
시장별로 신용융자 잔고비율 상위종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신용융자 잔고비율 상위 종목이 조회됩니다.

관심종목별 신용현황 [6509]

1. 화면설명
업종별 종목 또는 사용자별 관심종목에 입력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전일의 신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합니다.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등록한 관심종목 그룹을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
업종별 또는 관심그룹에 등록된 종목의 신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업종별 신용융자 구성비 [6510]

1. 화면설명
업종별로 전일의 신용융자 잔고 주식수에 대한 구성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입력부
조회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합니다.

종합 시황/공시 [6601]

1. 화면개요
종종합 시황 및 공시를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채널리스트에서 삼각형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시면 숨겨진 전체 뉴스원 트리가 조회됩니다.
전체뉴스, 특정종목의 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클릭시 채널리스트의 선택한 뉴스원의 전체 뉴스가 조회됩니다.
종목클릭시 채널리스트의 선택한 뉴스원에서 종목코드를 입력한 종목의 뉴스만 조회됩니다.
검색 영역은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입력한 검색어로 뉴스 제목 검색을 합니다.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나 조
회버튼을 누르시면 검색하신 내용이 조회됩니다.
조회 기준일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달력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그룹선택 트리는 선택한 범위의 종목으로 뉴스를
검색합니다.
해당 종목의 내용/현재가/차트 탭으로 조회가 됩니다.

실시간,자동연동,클릭연동,내용자동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버튼을 클릭하시면 "[8949]미니주문" 화면을 실행합니다. 현재 조회종목코드 및 공유그룹 적용해서 실행합니
다.
현재 조회종목이 포함된 테마그룹을 표시합니다.
테마 그룹명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중인 채널 그룹에서 해당 테마그룹에 속한 종목의 뉴스를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내용보기 버튼클릭시 IExplorer로 전체보기가 조회됩니다.
저장하기 버튼클릭시 텍스트 파일로 저장됩니다.
인쇄하기 버튼 클릭시 인쇄됩니다.
시황저장 버튼클릭시 "[6603]MY 시황/공시관리" 화면으로 저장됩니다.

기업개요 [6636]

1. 화면개요
기업개요 일반, 주요주주 현황, 수출 및 내수구성,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료 제공원 : 한국신용평가정보)

환율종합 [6722]

1. 화면개요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가의 환율을 대미 달러와 원화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우리나라와 일본/유럽/영국/스위스/대만/홍콩/싱가포르/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 주요국가의 통화를 대미 달러로 환
산된 환율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화기준으로 주요국가 통화의 기준율 및 살 때와 팔 때에 적용되는 환율을 보여줍니다.
자세히를 체크하시면 원화기준으로 적용되는 환율을 보다 자세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매매)기준율
매매기준율이란 일반인이 은행에 가서 외화를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고 팔 때엔 기준율에 수수료가 붙어서 살 땐 비싸지고 팔 땐 싸게 팔아야 됩니다.

해외증시 종합 [6911]

1. 화면개요
해외증시별 Tick/일별/주별/월별 시세정보(동향)와 차트(추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해외지수 화면에서는 주요 세계주가지수 및 기타 국가지수, 미국지수, ADR, GDR, CME 선물지수 등을 제공하며, 다
우30종목과 S&P500 종목, 나 스닥100 종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지수와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 있으며, 등락율 비교차트 및 거래량 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주식 현재가 [6915]

1. 화면개요
아시아 주식 현재가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해외증시동향 [6916]

1. 화면개요
해외증시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일본/중국/홍콩/대만 증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뉴스 [6921]

1. 화면개요
해외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뉴욕시황/종목별전체뉴스/채권시장/아시아증시/중국증시/유럽증시/외환시장' 탭별 해외뉴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증시 [6922]

1. 화면개요
아시아 증시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미국증시 [6923]

1. 화면개요
미국 증시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한미비교 [6924]

1. 화면개요
한미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해외주요증시 [6925]

1. 화면개요
해외주요증시 정보가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CME선물 [6931]

1. 화면개요
CME선물 정보가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일간주요지표 [6932]

1. 화면개요
일간주요지표 정보가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원자재/상품선물 [6933]

1. 화면개요
원자재/상품선물 정보가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주요환율/금리 [6934]

1. 화면개요
주요환율/금리 정보가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세계증시일정 [6935]

1. 화면개요
세계증시일정 정보가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선물옵션/FX마진 위험고지등록 [7256]

1. 화면개요
제휴은행 (또는 뱅키스 다이렉트)로 개설하신 선물옵션/FX마진 거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ID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한 다음 계좌비밀번호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파생상품관련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 성향파악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거래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투자성향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위험도가 초고위험(공격투자형) 미만일 경우 고객 선택상품 가입확인서에 동의하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송해제 [7258]

1. 화면개요
증권계좌의 위탁증거금을 변경하는 화면입니다.
변경 후 증거금 징수율은 익일 매매부터 적용됩니다.

2. 화면설명

고객 ID비밀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눌러 반송등록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신 후 변경을 원하시면 기본정보변경 버튼으로 변경하시고 고객님의 잔고를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 반송을 해지 합니다.
연락처 정보를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통보방법 확인 후 정상완료 합니다.

착오거래 구제제도 설명서 확인등록 [7259]

1. 화면개요
본 설명서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착오거래가 발생하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 제 81조의 2 및 파생상
품계좌설정약관 제 24조에 따라 착오거래가 구제된 경우 고객님의 체결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였음"에 체그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화면설명

신청 영역
사용자의 아이디와 ID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의 착오거래 구제제도 설명서를 숙지합니다.
란에 체크하시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용어설명

착오거래 구제제도
한국거래소가 주식 투자자의 주문 실수로 체결된 주식거래에 대해 제한범위 내에서 주문을 정정해 피해를 최소화
해 주는 제도
투자자의 단순 실수로 거래계약이 잘못 체결되었을 경우 발생한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거래소가 체결 가격을
정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투자자가 실수로 넣은 주문이 체결됐을 경우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장 종료 후 15분 이내에 상대 투자자와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합의될 가
격은 거래소가 정한 구제 제한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잘못된 거래로 수혜를 본 투자자가 합의 신청을 거절하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는 주가선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와 3년 국채선물(0.5%), 10년 국채선물(0.9%), 미
국 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 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이 별도 적용된다.

계좌이체 [7300]

1. 화면개요
HTS서비스 신청되어 있는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은행이나 한국투자증권의 다른 계좌로 이체출금하는 화면입니다.
* 당일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만 출금계좌, 입금계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화면설명
출금계좌 지정 및 입금계좌 정보 입력 화면

출금계좌 입력부
출금하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가능 계좌 버튼 클릭 시 계좌번호, 상품명, 출금가능 금액, 예수금, CMA잔액 정보가 팝업으로 제공됩니다.
신구계좌번호조회 버튼 클릭 시 신/구계좌번호, 상품명 정보가 팝업으로 제공됩니다.
이체한도 버튼 클릭 시 출금가능금액 및 1일/1회 이체한도, 잔여 이체한도 정보를 팝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금 계좌조회 및 이체금액 입력부
에서 선택한 출금계좌를 확인, 이체금액 및 통장에 표시될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체 금액은 ‘이체한도’ 조회 시 잔여이체한도 내의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내 통장 표시내용’은 한글로 최대 7자까지 입력가능 합니다.

입금 계좌정보 입력부
입금계좌번호 및 받는분 통장에 표시될 내용을 입력합니다.
최근이체계좌, 자주쓰는계좌, 인터넷뱅킹 가입계좌 버튼을 클릭하여 입금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번호를 직접 입력 시 금융기관선택, 계좌번호 입력 후 입금계좌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입금계좌명을 확인합니다.
받는 분 통장에 표시될 내용은 한글로 최대 7자까지 입력 가능하고, 미입력시 출금계좌주 명의로 표시됩니다.

입/출금계좌 내용확인 및 보안매체 비밀번호 입력 화면

이체출금 신청내역 확인부
고객님께서 입력하신 출금/입금계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최근 이체내역 확인부
당일 이체거래가 있는 경우 마지막 이체건(1건)의 이체내역이 조회됩니다.
보안매체 비밀번호 입력부
미약정계좌로의 이체출금 시에만 나타납니다. (약정계좌로의 이체시에는 생략됨)

보유하신 보안매체(보안카드/OTP) 종류에 따라 입력화면은 달라지며, 해당 보안카드 번호 혹은 OTP 값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이체출금이 완료됩니다.
OTP 보유 시 입력화면

보안카드 보유 시 입력화면

OTP 비밀번호 입력하였으나, OTP 인증센터와의 시간 또는 카운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정버튼을 클릭, 보정 팝업화면이
나타나면 이 팝업 시간 또는 카운트를 보정 후 다시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거래하시면 됩니다.

여러계좌로 이체 [7301]

1. 화면개요
HTS 서비스 신청되어 있는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여러 개의 은행예금계좌나 한국투자증권 내의 다른 계좌로 한번에 이
체출금 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출금계좌입력 및 정보부
출금계좌번호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가능 계좌 버튼 클릭 시 계좌번호, 상품명, 출금가능 금액, 예수금, CMA잔액 정보가 팝업으로 제공됩니다.
신구계좌번호조회 버튼 클릭 시 신/구계좌번호, 상품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한도 버튼 클릭 시 출금가능금액 및 1일/1회 이체한도, 잔여 이체한도 정보를 팝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불능 시 SMS 통보 받는 연락처로 기본적으로 당사 등록 휴대폰 번호로 자동력 됩니다.
다른 연락처로 통보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보받기 원하시는 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입력부
입금할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직접입력 시 입금금융기관 선택, 계좌번호 입력 후 입금계좌명 조회버튼을 눌러 계좌명을 확인합니다.
자주쓰는 계좌로 등록한 계좌로 입금할 경우 ‘자주쓰는 계좌에서 선택 입력’ 버튼 클릭 후 계좌를 선택합니다. (한번에 최대
5건)
버튼은 입력한 계좌 및 이체금액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제휴은행-한국투자증권입금 [7302]

1. 화면개요
이 화면은 은행 (우체국, 외환은행 제외)에서 뱅키스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뱅키스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고객의 은행예금
계좌에서 출금하여 뱅키스계좌로 입금하도록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입금할 뱅키스계좌 선택부
입금할 뱅키스계좌를 선택 후 해당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은행계좌(출금계좌) 정보확인부
출금해 올 은행예금계좌의 금융기관, 은행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은행계좌 비밀번호 입력 시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수금 잔액/ 미결제 수료금액/ 출금가능금액)
뱅키스계좌로 입금액 입력부
조회된 은행계좌(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참고하여 뱅키스계좌로 이체입금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업무 진행부
입력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내용이 지워지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이체입금 할 내역이 표시됩니다.
내역 확인 후 이체입금을 실행합니다.

이체결과조회(현금) [7303]

1. 화면개요
당사계좌에서 은행계좌 혹은 다른 당사계좌로 이체 출금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기간 중 최근 자료부터 조회됩니다.

2. 화면설명

조회조건 입력부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조회기간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계좌번호 콤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계좌목록 중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기간을 조회기간에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일자 콤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달력에서 선택하
는 방법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역이 조회됩니다.
내역 조회부 화면에 보여진 내역 이외에도 내역이 더 있으면 “다
음” 버튼이 활성화되며, 이 때 “다음”버튼을 클릭 시 나머지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내역조회부
조회조건에 부합되는 내역이 조회됩니다. 조회되는 순서는 조회기간 중 최근 자료부터 조회됩니다.
관련화면 연결부
이체출금 거래내역 이외의 전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이 제공됩니다. 거래내역 조회버튼 클릭
시 ‘[745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화면이 구동됩니다.

자주쓰는 계좌관리 [7305]

1. 화면개요
고객께서 온라인을 통하여 자주 입금하는 은행예금계좌 및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등록한 계좌는 이체출금 화면 등에 사용되며, 등록된 계좌 중 위탁(01)이나 증권저축계좌(30)는 유가증권 이체출고 화면
에서도 사용됩니다.

2. 화면설명

제휴은행-한국투자증권입금 결과조회 [7306]

1. 화면개요
뱅키스계좌 개설가능은행(우체국, 외환은행 제외)에서 뱅키스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뱅키스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은행예
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뱅키스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계좌선택 및 기간 설정부
입금계좌 항목에서 입금확인할 계좌 후 조회기간을 입력, 조회버튼 누르면 해당 기간 내의 이체입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입금 확인할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 이용 시 더욱 간편하게 조회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부
에서 설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회됩니다.

HTS 계좌 이용해지 [7422]

1. 화면개요
ID에 등록된 HTS 이용계좌를 해지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HTS ID 비밀번호 확인 및 해지계좌 입력부
HTS ID 비밀번호, 해지할 계좌 선택, 해지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해지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계좌의 HTS 이용이
해지됩니다.

계좌/통장비밀번호 변경 [7424]

1. 화면개요
종합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종합계좌번호 선택 및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를 변경할 종합계좌번호를 선택 후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변경 후 비밀번호 입력
변경 후 비밀번호 입력 후 ‘사용가능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가능하다는 메시지 확인 후 변경 후 비밀번호를 재입력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변경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 비밀번호 확인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비밀번호 변경을 완료합니다.
※ 계좌비밀번호 변경 시 CD기 비밀번호도 변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RS비밀번호 오류해제 [7427]

1. 화면개요
ARS비밀번호 5회 오류를 해제하는 화면으로 오류해제 후 기존 ARS비밀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ARS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오류해제가 불가능하므로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오류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2. 화면설명

종합계좌번호 선택 및 ARS비밀번호 입력
ARS비밀번호 5회 오류를 해제할 종합계좌번호 선택 후 ARS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보안매체(보안카드/OTP)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휴은행에서 계좌 개설하신 후 보안매체를 발급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 거래용 은행예금계좌 번호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 오류해제/재발급/폐기 신청 [7430]

1. 화면개요
현재 사용중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7회 이상 연속 잘못 입력하여 등록된 오류해제 또는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가 없어 재발급하거나,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를 폐기할때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처리에 따른 구분값 및 고객정보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7회 오류해제 : 인증서 비밀번호 7회 연속 오류 입력 시, 7회 오류해제 처리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증
서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경우 기존인증서 사용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인증서 재발급 : 사용 가능한 인증서가 없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폐기 : 당사에 발급/등록하여 사용중인 인증서를 폐기하고 싶으나, 타사에 등록한 인증서는 계속 이용하고자
할때 선택합니다.
고객정보를 입력 후 확인버튼 선택 → 보안매체 입력 → 완료

HTS 계좌 이용신청 [7431]

1. 화면개요
ID에 인터넷뱅킹(HTS)을 이용할 계좌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HTS ID 확인 및 이용계좌 선택부
계좌가 연결될 HTS ID를 확인하고 이용 신청할 계좌를 선택합니다.

HTS ID를 확인합니다.
HTS 이용 신청할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HTS 이용 신청 가능한 종합계좌번호가 조회됩니다.
종합계좌번호 클릭 시
연결계좌 정보에 클릭한 종합계좌번호가 표시됩니다.

약관 확인 및 동의
약관을 확인 후 해당 약관에 동의합니다.

고객정보 확인부
휴대전화번호, E-mail, 자택주소, 직업 등 등록된 정보를 확인 · 수정합니다.

연결계좌 비밀번호 입력부
연결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ID에 계좌를 연결합니다.

계좌연결완료 메세지 확인
계좌 연결완료 메시지를 확인 후 재로그인하시면 연결한 계좌의 HTS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 ID 업무권한 변경 [7432]

1. 화면개요
접속한 고객 ID의 업무처리 가능한 권한을 변경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ID 비밀번호 입력
접속한 ID 확인 후 해당 I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된 업무권한 확인 및 변경
접속한 ID에 현재 등록된 업무권한을 확인합니다.
현재 권한에서 변경하실 경우 원하는 업무권한을 선택 후 변경버튼을 클릭합니다.
※ 변경 후 다시 로그인하셔야 변경된 권한이 적용됩니다.

ELS/해외증권 알림서비스 [7435]

1. 화면개요
ELS/DLS알림서비스, 해외증권관련 내용을 고객님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LS/DLS 및 해외증권 거래내역 알림서비스는 상품 가입 및 계좌개설 시에 동의된 사항으로 선택을 해지하면 통보가 되
지 않습니다.

2. 화면설명

ELS/해외증권 알림서비스 대상계좌 선택
ELS/해외증권 알림서비스 대상계좌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본 서비스는 종합계좌단위로 신청/변경 가능합니다.
서비스 선택부
원하시는 서비스 내용과 통보매체를 선택 후 서비스신청/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부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미니금/돈육 전용계좌 신청/해지 [7448]

1. 화면개요
선물/옵션계좌에 미니금/돈육선물 전용 서비스를 신청/해지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계좌번호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미니금/돈육선물 거래 신청할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니금/돈육선물 계좌의 특징 및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차등 안내를 읽은 후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미니금/돈육선물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니금/돈육선물 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니금/돈육 선물거래 해지 시 적용될 예탁금 적용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예”를 선택하여 해지 합
니다.

계좌별상세정보(잔고) [7450]

1. 화면개요
계좌별 예수금 및 유가증권 잔고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계좌번호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잔고확인 할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수금 및 잔고 조회
선택한 계좌의 예수금 및 상세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평균단가 수정
매입평균단가를 수정하는 화면으로, 입고/배당/전환/계약이전 등의 거래시 반영된 매입평균단가가 원하는 매입금액
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평균단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거래내역 [7451]

1. 화면개요
HTS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계좌의 입출금, 입출고, 매매, 외화, 현금/현물상환 등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
니다.

2. 화면설명
전체 거래내역 조회

계좌번호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기간을 설정합니다.
거래종류를 세분화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 계좌번호 내 선택하신 유가증권의 거래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업무구분 : 전체/입출금/입출고 등 거래종류를 구분하여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자 : 최대 10년까지 조회 가능하며, 달력으로 일자 선택 또는 일자 입력 칸에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종목 : 주식종목코드를 입력하여 입력한 종목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항목이 많은 경우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계속하여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내역을 별도 저장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엑셀로 다운받기를 클릭,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신 후 저장 가능합니다.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거나 출력하실 때 해당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내역 조회부
조회조건에 부합되는 내역이 조회됩니다.
선택한 계좌의 상품의 따라 조회되는 유가증권 구분이 다르며, 업무구분에 따라 조회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계좌번호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기간을 설정합니다.
조회할 항목이 많은 경우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계속하여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내역을 별도 저장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엑셀로 다운받기를 클릭,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신 후 저장 가능합니다.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거나 출력하실 때 해당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 입출금 외에 매매 등 전체거래를 조회하실 때에는 전체거래내역 탭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금내역 조회부
조회조건에 부합되는 내역이 조회됩니다.

분실신고 및 지급정지 등 신청 [7453]

1. 화면개요
거래/보안매체 등의 분실 신고 및 출금·출고/매수 ·매도의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 분실 신고 및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 등록 후 해지는 영업점 방문 처리만 가능합니다. (유선, 온라인 불가)

2. 화면설명

신청구분 및 신청계좌 선택부
카드, 통장 등 거래매체의 분실신고, 출금/출고, 매수/매도 등 거래 제한 중 신청구분을 선택 후 계좌번호를 선택합니
다.

분실 및 거래제한 상세 내용 등록부
선택한 분실/거래제한의 상세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이 화면에서 분실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센터(☎1544-5000, 1588-0012)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구분 - 카드 등 분실신고 세부 선택항목

신청 원하는 항목을 선택(체크)합니다. (선택한 계좌에 신청 가능한 항목만 선택 가능하도록 표시됩니다.)
분실 신고 시의 세부 분실내용입니다.
종합카드, 통장, 거래인감, 뱅키스 제휴카드, 체크카드, 신한 레이디 신용카드, 보안카드, OTP 분실 등록 가능
분실 세부항목 선택 후 신고등록 시 적용되는 거래제한의 내용입니다.
신청구분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 신청 세부 선택항목

신청 원하는 항목에 선택(체크)합니다.
거래제한 신청 시의 세부 내용입니다.
출금, 출고, 매수, 매도 정지 등록 가능
거래제한 세부항목 선택 후 거래제한 등록 시 적용되는 거래제한의 내용입니다.
선택 항목 확인
선택한 분실/거래제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서명비밀번호 입력부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 결과현황 조회부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하단의 ‘재발급 신청시 필요 서류’를 클릭하시면 재발급을 위한 본인/대리인 내점에 따른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개인정보 조회/변경 [7455]

1. 화면개요
고객의 이메일, 핸드폰,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고객 ID 비밀번호 입력
고객의 ID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고객님의 정보가 조회됩니다.
이메일/휴대전화 및 고객등급 정보
등록된 이메일/휴대폰 번호 확인 후 신규등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입력/수정합니다.
휴대폰 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본인명의의 휴대폰만 등록 가능합니다.
※ 온라인에서 휴대폰번호 변경 시 보안등급이 하향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택 및 직장주소/전화번호 정보
등록된 자택 및 직장주소/전화번호를 확인 후 신규등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입력/수정합니다. 자택/직장주소 중 1개
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제3연락처 정보
등록된 제3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신규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입력방법 참고]
버튼을 선택하시면 주소검색 POP-UP이 조회됩니다.
주소 입력방법은 구주소(지번주소)와 신주소(도로명)주소 중 선택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해외주소는 외국인만 입력 가능합니다.)
※ 구주소 입력방법 : 읍/면/동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주소 중 해당하는 주소를 선택하여 나머지 주소
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주소 입력방법 : 도로명 또는 건물명을 선택하여 입력한 후 조회되는 주소 중 해당하는 주소를 선택하여 나머지
주소를 입력 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버튼 클릭 시 등록된 주소 정보가 삭제됩니다.

부가 정보
본인 생일/배우자 생일/ 결혼기념일 등의 부가정보 입력을 원하실 경우 해당 일자를 입력합니다.
연락받기를 원하는 전화(우선연락처)
안내사항 발생 시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에서 연락 받으실 우선연락처를 선택합니다.
정보 입력 후 변경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인증번호 입력 후 처리 가능합니다.
인증번호 요청 버튼 클릭 후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보안매체 및 공인인증서 입력
보안매체(보안카드 또는 OTP) 및 공인인증서 확인 후 변경처리가 완료됩니다.
변경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정보를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변경 [7457]

1. 화면개요
증권업감독규정 "영업행위준칙"에 의거하여 투자조언이나 투자권유 등을 원하는 고객과 원하지 않는 고객으로 분류하여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등록여부확인

고객 ID비밀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존 정보를 유지하기 원하시면 “최근정보와 동일”을 선택하시고 변경을 원하시면 “정보변경”을 선택하십시오.
모두 작성하셨으면 “다음단계” 버튼을 선택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작성을 원하시면 “처음으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은 필수입력 항목 입니다.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확인

입력하신 정보와 결과를 비교하신 후 변경을 원하시면 “예” 버튼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변경을 완료합니다.
결과확인

고객고유정보 등록 [7459]

1. 화면개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이용등록 시 보안카드(OTP 포함) 비밀번호 대신 본인확인을 위하여 검증하는 고객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부가정보(고객 고유정보) 2가지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기등록내역 입력부
기등록된 고객 고유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내역의 답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최초로 고
객 고유정보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규 또는 변경사항 입력부
고객 고유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 고유정보의 질문유형을 선택하고 답을 입력하는
것이고, 처음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앞으로 사용할 고객 고유정보의 질문을 선택하고 답을 입력하는 부분입니
다.
2가지 질문을 모두 선택하셔야 하며, 입력한 값이 정확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답은 두번 씩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록결과 확인부
고객께서 입력하여 등록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닫힙니다.

고객 고유정보는 고객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모른다는 것은 고객본인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
므로, 망각한 고객은 반드시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본인확인을 하셔야 해당정보의 초기화가 가능합
니다. 그러므로 고객께서는 해당정보 관리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현황 및 거래알림서비스 [7460]

1. 화면개요
자산현황 및 거래내용을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신청 · 변경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서비스 신청 계좌 선택부
서비스 신청 계좌를 선택 후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구분을 고객단위로 선택할 경우 보유한 전체계좌에 일괄적용되며, 종합계좌 단위로 선택할 경우 해당계좌에만 적
용됩니다.

서비스 선택부
원하시는 서비스 내용과 통보매체를 선택 후 서비스신청/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락처 정보 확인부
등록된 휴대폰, 이메일 정보와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락처 및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록 정보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우측의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고객 ID 변경 [7464]

1. 화면개요
등록된 HTS ID를 변경하는 화면으로, ID 변경 시 변경전 ID는 자동해지되며, 접속비밀번호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ID 변경 시 변경 전 ID에 등록되어 있는 상담기록 및 메신저 그룹, HTS에서 관심종목을 제외한 개인이 설정한 정보(차트
설정 등)가 삭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화면설명

변경 ID 설정 및 고객 확인
영문/숫자/영문+숫자 혼용 6~8자리(대소문자 구분)로 변경 후 ID를 입력하고 중복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가능여부를 확
인합니다.
ID 접속비밀번호 입력으로 고객확인 후 ID를 변경합니다.

HTS ID별 계좌이동 [7465]

1. 화면개요
동일한 주민번호 내에 여러 ID를 보유하신 고객님의 경우, 한 ID에서 다른 ID로 계좌를 이동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미 등록된 ID 사이의 계좌 이동이고, 새로운 ID를 만드는 화면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화면설명

접속 ID 확인 및 HTS 접속 비밀번호 입력부
현재 접속중인 ID를 확인하고, HTS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동계좌 선택부
다른 ID로 이동할 계좌를 선택합니다.

계좌이동 등록할 ID 정보 입력부
현재 접속된 ID에서 계좌를 이동하여 등록할 ID 및 HTS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ID별 계좌이동
변경버튼 클릭 후 변경내용을 확인하신 후 다른 ID로 계좌를 이동합니다.

고객 ID 비밀번호 변경 [7466]

1. 화면개요
접속한 고객 ID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ID 및 현재 비밀번호 확인
접속한 ID 확인 후 해당 ID의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변경 후 ID 비밀번호 입력
변경하여 사용할 ID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가능여부 확인’버튼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가능하다는 메시지 확인 후 비밀번호 재입력을 통해 변경 후 ID비밀번호를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변경 후 변경한 ID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 ID 등록 [7467]

1. 화면개요
HTS 서비스 이용시 사용할 신규 ID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고객 본인검증
사용자에 따라 구분값을 선택합니다.
법인 및 외국인(재외국민)은 계좌개설 후 HTS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고객님만 등록 가능합니다.
개인은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생년월일(실명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이때, 계좌번호는 HTS서비스 이용 신청된 계좌번호를 입력하되, 신청 계좌번호가 다수일 경우 그 중 한 개만 입력하
고 HTS서비스 이용 신청된 계좌 또는 제휴은행개설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정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보유 고객 및 HTS 미약정 고객
기존 HTS ID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보유하신 고객 ID에 계좌 연결 후 이용가능하며
기존 HTS ID외에 다른 ID를 등록하여 사용하길 원하시면 "확인"을 선택하여 다른 ID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당사에 계좌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계좌는 있으나 HTS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연금(DC/DB/기업형 IRP)계좌만 보유한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하여 준회원
또는 정회원(퇴직연금)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약관 및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ID 및 ID비밀번호 설정
사용할 ID 및 ID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ID는 영문/숫자 6~8자리이며, 중복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ID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ID비밀번호는 영문/숫자 혼용 8~12자리이며, ‘비밀번호 등록규칙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설정방법을 확인
합니다.
고객정보 입력부
사용할 ID 및 ID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별표(*)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 : 휴대전화번호, E-mail, 자택, 직업, 잔고 및 거래내역 통보설정

연결계좌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설정한 고객ID를 확인하고, 해당 ID에 연결할 계좌번호를 선택 후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의
상품계좌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보안매체 번호 입력
보안매체(OTP/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객정보확인
등록된 고객정보( ID, 주소 등) 및 상품별 약관과 설명서를 확인 합니다.
등록확인
등록한 고객 ID를 최종 확인합니다.

고객 ID 비밀번호 오류해제 [7468]

1. 화면개요
HTS ID 접속 비밀번호를 망각하셨거나 5회이상 비밀번호 오류등록된 경우 ID 비밀번호를 재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설명
ID 및 고객확인
ID 비밀번호 망각/오류해제 처리할 ID 입력 후 실명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종합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ID 비밀번호 망각/오류해제할 ID에 등록된 종합계좌번호를 입력 후 해당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오류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재등록할 ID 비밀번호 입력
재등록할 ID 비밀번호를 입력 후 ‘가능가능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가능하다는 메시지 확인 후 ID 비밀번호 재입력을 통해 다시 한번 ID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보안매체 비밀번호 확인
보안매체(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입력 후 실행버튼을 클릭, 새로운 ID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오류해제 처리 후 다시 로그인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 비밀번호 오류해제 [7469]

1. 화면개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7회이상 입력 오류 등록된 경우 이를 해제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고객정보 입력 및 확인
오류해제를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하여 확인 후 보안매체(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입력, 오류해제 버튼을 클릭합니
다.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 고객ID, ID비밀번호, 종합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오류해제 결과 확인
오류해제 결과를 확인합니다.
로그아웃 후 ID, ID비밀번호 입력 후 접속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아실 경우에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ID 해지 [7474]

1. 화면개요
등록된 HTS ID를 해지하는 화면입니다.
ID 해지 시 해당 ID에 연결된 계좌도 HTS 약정이 자동 해지되며, 해지한 ID는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해지신청 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화면설명

해지 ID 고객정보 확인
해지할 ID의 고객 실명번호 및 ID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및 해지신청
유의사항 확인 후 해지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정계좌의 해지를 원하실 경우 ‘이용계좌해지’를, 계좌의 ID 이동을 원하실 경우 ‘다른 ID로 계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7475]

1. 화면개요
한국투자증권 고객님의 신용정보의 제공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고객동의화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한 후 조회 하시면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하시면
다.

버튼을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

고객 ID 통합 [7476]

1. 화면개요
고객 ID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특정 ID를 다른 ID로 통합하는 화면입니다.
삭제되는 ID에 등록된 계좌는 통합되는 ID로 자동등록됩니다.

2. 화면설명

다른 ID에 통합할 ID 선택
보유중인 ID 중 다른 ID에 통합할 ID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ID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ID에 등록된 계좌를 확인합니다.
통합 후 사용ID 비밀번호 입력부
통합 후 사용할 ID(현재 로그인한 ID)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투자정보알림서비스 [7477]

1. 화면개요
주식시세, 주식/펀드 수익률, 긴급시황 및 기업분석 리포트, 추천종목, 펀드정보, 장개시전 · 후 시황정보 등의 투자정보
를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주식시세 및 주식/펀드 수익률 알림서비스는 VIP, 골드, 로얄 등급 고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동통신사 또는 시스템장애 시 원활한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계좌번호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부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 선택부
조회 시 신청되어 있는 서비스 내역이 우선조회 됩니다. 서비스 희망하는 항목을 선택하신 후 서비스신청/변경 버튼을 클릭
하시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당 항목의 체크표시를 지우고 서비스신청/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비스 신청이 해지됩니
다.
주식 시세 및 수익률 알림 서비스의 경우 신청가능 고객만 알림 조건설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정보 및 투자자정보 확인/수정
등록된 연락처 정보 및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우측의 연락처 등록/변경,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록/변경 버튼을 클릭하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비밀번호 입력부
에서 서비스 신청/변경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체 한도 변경 [7485]

1. 화면개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체출금할 수 있는 1일 한도 및 1회 한도를 감액하는 화면입니다.
증액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신청가능합니다.

2. 화면 설명

계좌번호 선택부
계좌번호를 선택,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체한도 변경은 선택한 계좌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모든 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중인 보안매체 및 보안매체별 이체한도 확인

이체한도 금액변경 입력부
현재의 이체한도를 확인하고, 변경내용을 입력합니다.
온라인에서 이체한도 변경은 감액만 가능합니다.

통보지 변경 [7490]

1. 화면개요
고객님의 거래내역 및 잔고통보 등 우편물을 제공받을 우편물 수령지를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계좌비밀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 기존에 등로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통보지 중 변경이 필요한 통보지는 통보를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변경 버튼을 눌러 변경합니다.

선택한 통보방법을 확인한 후 보안매체(OTP,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정상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 후 완료확인 버튼으로 종료합니다.

외화입금신청 [7505]

1. 화면개요
외화입금신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외화출금신청 [7506]

1. 화면개요
외화출금신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외화입출금신청 취소 [7507]

1. 화면개요
외화입출금신청 취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외화 당사 이체 [7508]

1. 화면개요
외화 당사 이체 취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야간선물/옵션거래신청/해지 [7516]

1. 화면개요
야간 선물옵션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좌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신청하고자 하는 거래를 선택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확인 동의를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간별 해외증권 권리 조회 [7520]

1. 화면개요
기간별 해외증권 권리 조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야간옵션 거래계좌 개설 [7526]

1. 화면개요
야간옵션 거래계좌를 개설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해외주식종합주문 [7600]

1. 화면개요
홍콩, 미국시장의 해외주식을 국가 구분 없이 한 번에 조회 및 매도/매수/정정 및 취소 주문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테마별 종목조회 창
시세급변종목

실시간으로 국가별 시세급변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분, 2분 등으로 시간설정이 가능하며 급등, 급락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거래량급증

실시간으로 국가별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분, 2분 등으로 시간설정이 가능하며 거래량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체결강도상위

실시간으로 국가별 체결강도상위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일, 2일, 120일 등으로 시간설정이 가능하며 거래량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거래량

실시간으로 국가별 거래량이 많은 상위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및 거래량의 조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실시간으로 국가별 거래대금이 높은 상위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조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실시간으로 국가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조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회 창
호가

종목의 현재가 및 호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호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주문가격으로 입력됩니다.
차트

원하는 종목의 차트를 Tick, 1분, 3분, 5분, 10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결

원하는 종목의 체결가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원하는 종목의 종가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버튼 클릭 시 "[상해 A주 외국인 매매 일일한도]" 화면이 팝업되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시 홍콩거래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뉴스

버튼 클릭시 "[7701] 중국투자종합정보" 화면이 팝업되어 상해/홍콩증시 관련 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편람

버튼 클릭시 "[7703] 기업편람" 화면이 팝업되어 미국/중국/홍콩 상장종목의 기업개요 및 재무정보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정보 조회영역
유의사항
국가별 거래시장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미체결

조회 시 주문하였지만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문을 더블클릭 시 정정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원주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문/체결

일자별로 주문 및 체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시간 잔고와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손익 및 수익률은 추정치로 고객 참고용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합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선택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예수금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손익

조회 시 당일의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7717]기간손익" 화면이 팝업되어 기간별로 손익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체결시세

원하는 종목의 체결시세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시세

원하는 종목의 종가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원하는 종목의 차트를 Tick, 1분, 3분, 5분, 10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입력 창
매수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수수량, 매수가격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매수 가능 수량 조회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매수 가능 수량이 조회됩니다.
수량을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수량으로 입력됩니다.
매도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도수량, 매도가격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매도 가능 수량 조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가능량 조절가능 ex) 90 -> 주문가능의 90%

정정 및 취소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 정정가격을 입력한 후
릭하여 정정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를 입력한 후
소합니다.
※ 단, 정정 및 취소의 경우 “잔량전부”만 가능합니다.

버튼을 클

버튼을 클릭하여 취

시세신청

버튼 클릭 시 "[7781]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신청" 화면이 팝업 되어 실시간시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전신청

버튼 클릭 시 "[H702] 해외실시간환전신청" 화면이 팝업 되어 환전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기본주문 [7601]

1. 화면개요
미국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기본주문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주문 입력 창
매수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수수량, 매수가격을 입력한 후
매수 가능 수량 조회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매수 가능 수량이 조회됩니다.
수량을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수량으로 입력됩니다.
매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도수량, 매도가격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매도 가능 수량 조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가능량 조절가능 ex) 90 -> 주문가능의 90%

정정 및 취소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 정정가격을 입력한 후
릭하여 정정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를 입력한 후
소합니다.
※ 단, 정정 및 취소의 경우 “잔량전부”만 가능합니다.

버튼을 클

버튼을 클릭하여 취

시세신청

버튼 클릭 시 "[7781]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신청" 화면이 팝업 되어 실시간시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전신청

버튼 클릭 시 "[H702] 해외실시간환전신청" 화면이 팝업 되어 환전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회 창
종목의 현재가 및 호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호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주문가격으로 입력됩니다.
투자정보 조회영역
유의사항
국가별 거래시장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체결

조회 시 주문하였지만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문을 더블클릭 시 정정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원주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문/체결

일자별로 주문 및 체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시간 잔고와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손익 및 수익률은 추정치로 고객 참고용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괄매도] 기능: 보유한 종목에서 원하는 종목을 복수 선정하여 한 화면에서 매도수량과 주문가 지정 가능.
매도 주문 시, 현재가 및 매수/매도 1-10호가까지 설정 가능

통합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선택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예수금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손익

조회 시 당일의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7717]기간손익" 화면이 팝업되어 기간별로 손익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체결시세

원하는 종목의 체결시세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시세

원하는 종목의 종가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기본주문 [7602]

1. 화면개요
홍콩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기본주문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주문 입력 창
매수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수수량, 매수가격을 입력한 후
매수 가능 수량 조회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매수 가능 수량이 조회됩니다.
수량을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수량으로 입력됩니다.
매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도수량, 매도가격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매도 가능 수량 조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가능량 조절가능 ex) 90 - 주문가능의 90%

정정 및 취소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 정정가격을 입력한 후
릭하여 정정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를 입력한 후
소합니다.
※ 단, 정정 및 취소의 경우 “잔량전부”만 가능합니다.

버튼을 클

버튼을 클릭하여 취

시세신청

버튼 클릭 시 "[7781]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신청" 화면이 팝업 되어 실시간 시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전신청

버튼 클릭 시 "[H702]해외실시간환전신청" 화면이 팝업 되어 환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회 창
종목의 현재가 및 호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호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주문가격으로 입력됩니다.
투자정보 조회영역
유의사항
국가별 거래시장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체결

조회 시 주문하였지만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내역을 확인합니다.
주문을 더블클릭 시 정정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원주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문/체결

일자별로 주문 및 체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시간 잔고와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손익 및 수익률은 추정치로 고객 참고용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괄매도] 기능: 보유한 종목에서 원하는 종목을 복수 선정하여 한 화면에서 매도수량과 주문가 지정 가능.
매도 주문 시, 현재가 및 매수/매도 1-10호가까지 설정 가능

통합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선택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예수금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손익

조회 시 당일의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7717]기간손익" 화면이 팝업 되어 기간별로 손익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체결시세

원하는 종목의 체결시세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시세

원하는 종목의 종가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기본주문 [7604]

1. 화면개요
중국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기본주문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한/뉴/편/차 버튼 안내 (한도/뉴스/편람/차트)
한도 열람 가능

뉴스 : [7701] 중국투자종합정보 이동
편람 : [7703] 기업편람 이동
차트 : [7695] 해외주식종합차트 이동

주문 입력 창
매수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수수량, 매수가격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매수 가능 수량 조회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매수 가능 수량이 조회됩니다.
수량을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수량으로 입력됩니다.
매도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도수량, 매도가격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매도 가능 수량 조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가능량 조절가능 ex) 90 - 주문가능의 90%

정정 및 취소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 정정가격을 입력한 후
릭하여 정정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를 입력한 후
소합니다.
※ 단, 정정 및 취소의 경우 “잔량전부”만 가능합니다.
주문 입력 창
유의사항: 국가별 거래시장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

버튼을 클릭하여 취

실시간미체결 : 조회 시 주문하였지만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문을 더블클릭 시 정정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원주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문/체결: 일자별로 주문 및 체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잔고 :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시간 잔고와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손익 및 수익률은 추정치로 고객 참고용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괄매도] 기능: 보유한 종목에서 원하는 종목을 복수 선정하여 한 화면에서 매도수량과 주문가 지정 가능.
매도 주문 시, 현재가 및 매수/매도 1-10호가까지 설정 가능

통합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선택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예수금 :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손익 : 조회 시 당일의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손익] 버튼 클릭 시 “[7717]기간손익” 화면이 팝업되어 기간별로 손익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체결시세 : 원하는 종목의 체결시세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시세 : 원하는 종목의 종가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종합주문 [7613]

1.
1. 1. 화면개요
국가별로 해외ETF의 검색 및 매도/매수/정정 및 취소 주문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ETF 검색 창
ETF종합

간편하게 테마별로 ETF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심등록

버튼 클릭 시 “ETF관심종목등록” 화면이 팝업 되어 원하는 ETF종목을 관심ETF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심ETF

관심ETF로 등록된 ETF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 소개 창
클릭한 ETF종목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세조회 창
호가

종목의 현재가 및 호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호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주문가격으로 입력됩니다.
차트

원하는 종목의 차트를 Tick, 1분, 3분, 5분, 10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결

원하는 종목의 체결가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원하는 종목의 종가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요

버튼 클릭 시 "[7705] 기업개요"" 화면이 팝업되어 원하는 기업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
버튼 클릭 시 "[7707]재무종합" 화면이 팝업 되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표, 재무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튼 클릭 시 "[7706]재무제표" 화면이 팝업 되어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정보 조회영역
유의사항
국가별 거래시장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체결

조회 시 주문하였지만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문을 더블클릭 시 정정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원주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문/체결

일자별로 주문 및 체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시간 잔고와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손익 및 수익률은 추정치로 고객 참고용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합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선택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예수금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손익

조회 시 당일의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7717]기간손익" 화면이 팝업되어 기간별로 손익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입력 창
매수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수수량, 매수가격을 입력한 후
매수 가능 수량 조회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매수 가능 수량이 조회됩니다.
수량을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수량으로 입력됩니다.
매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도수량, 매도가격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매도 가능 수량 조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가능량 조절가능 ex) 90 -> 주문가능의 90%

정정 및 취소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 정정가격을 입력한 후
릭하여 정정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를 입력한 후
소합니다.
※ 단, 정정 및 취소의 경우 “잔량전부”만 가능합니다.

버튼을 클

버튼을 클릭하여 취

시세신청

버튼 클릭 시 "[7781]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신청" 화면이 팝업되어 실시간시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전신청

버튼 클릭 시 "[H702] 해외실시간환전신청" 화면이 팝업되어 환전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기업 ADR주문 [7614]

1. 화면개요
국가별로 상장되어 있는 ADR의 검색 및 매도/매수/정정 및 취소 주문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ADR 검색 창
ADR종합

간편하게 국가별로 ADR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심등록

버튼 클릭 시 "글로벌기업ADR관심종목등록" 화면이 팝업 되어 원하는 ADR종목을 관심ADR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심ADR

관심ADR로 등록된 ADR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 소개 창
클릭한 ADR종목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세조회 창
호가

종목의 현재가 및 호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호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주문가격으로 입력됩니다.
차트

원하는 종목의 차트를 Tick, 1분, 3분, 5분, 10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결

원하는 종목의 체결가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원하는 종목의 종가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버튼 클릭 시 "[7704] 해외속보" 화면이 팝업되어 실시간 해외증시 관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편람

버튼 클릭 시 버튼 클릭 시 "[7703]기업편람" 화면이 팝업 되어 기업개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
름표, 재무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정보 조회영역
유의사항
국가별 거래시장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체결

조회 시 주문하였지만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문을 더블클릭 시 정정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원주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문/체결

일자별로 주문 및 체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시간 잔고와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손익 및 수익률은 추정치로 고객 참고용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합잔고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선택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예수금

조회 시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손익

조회 시 당일의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7717]기간손익" 화면이 팝업되어 기간별로 손익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입력 창
매수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수수량, 매수가격을 입력한 후
매수 가능 수량 조회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매수 가능 수량이 조회됩니다.
수량을 클릭하면 주문 입력 창의 수량으로 입력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매도

계좌 비밀번호, 종목코드, 매도수량, 매도가격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실행합니다.

매도 가능 수량 조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가능량 조절가능 ex) 90 -> 주문가능의 90%

정정 및 취소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 정정가격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

릭하여 정정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원주번호(“미체결”에서 주문 더블클릭 시 자동입력)를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취

소합니다.
※ 단, 정정 및 취소의 경우 “잔량전부”만 가능합니다.
시세신청

버튼 클릭 시 "[7781]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신청" 화면이 팝업되어 실시간시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전신청

버튼 클릭 시 "[H702] 해외실시간환전신청" 화면이 팝업되어 환전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7620]

1. 화면개요
홍콩, 미국, 상해시장의 해외주식의 시세를 국가 구분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호가조회 창
10호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호가를 클릭 시 매도, 매수, 정정 및 취소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 창
개요

버튼 클릭 시 "[7705]기업개요" 화면이 팝업 되어 원하는 기업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
버튼 클릭 시 "[7707]재무종합" 화면이 팝업 되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표, 재무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튼 클릭 시 "[7706]재무제표" 화면이 팝업 되어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버튼 클릭 시 "[7695] 해외주식 종합차트""가 팝업되어 차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문
버튼 클릭 시 매수, 매도, 정정 및 취소 주문이 가능합니다.
히스토리

조회했던 종목들의 히스토리가 표시됩니다.
클릭 시 종목이 표시됩니다.
시세조회 창
체결

원하는 종목의 체결가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원하는 종목의 종가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원하는 종목의 차트를 Tick, 1분, 3분, 5분, 10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수현재가 [7621]

1. 화면개요
홍콩, 일본, 미국시장의 해외주식의 시세를 국가 구분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조회 종목코드 입력 및 현재가 조회
종목코드 입력박스에 종목코드나 종목명을 입력하면 해당종목의 현재가, 호가정보가 제공되며 여러 종목을 동시에 조
회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종목안내창”이 생성되어 입력할 종목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10단계 호가창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호가창 및 시간별 체결
현재가, 대비, 등락률, 거래량 시세를 제공합니다.
시간별 체결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개수 변경

메뉴 오른쪽 상단의

->

버튼을 활용하여 원하는 화면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심종목 [7622]

1. 화면개요
사용자가 관심종목으로 등록해 놓은 종목(홍콩, 미국, 상해)의 시세를 제공하며, 필드편집 기능이 지원됩니다.

2. 화면설명

입력항목, 조회버튼
조회할 관심그룹을 선택합니다.
관심그룹으로 미리 등록해 놓은 그룹 중 조회를 원하는 관심그룹을 선택합니다.
버튼 클릭 시 현재 조회 중인 그룹의 다음 관심 그룹을 찾아 자동 조회해줍니다.
버튼 클릭 시 현재 조회 중인 그룹의 이전 관심 그룹을 찾아 자동 조회해줍니다.
버튼 클릭 시 “관심종목설정” 창이 표시되어 관심종목을 추가, 삭제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사용자가 등록한 관심그룹이 제공되어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드편집 기능

저장해 놓은 필드편집 정보항목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관심종목설정” 창이 표시되어 사용자정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필드그룹
선택한 필드그룹의 정보항목 값을 보여줍니다.
필드
필드편집을 통해 관심종목에 제공하는 정보항목을 사용자 임의로 조정합니다.
데이터 항목
편집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관심종목 폰트/기타 설정” 창이 표시되어 폰트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면
상단의 관심그룹 History명을 클릭하면 하단 시세정보 영역에 관심종목 주가가 제공됩니다.

글로벌기업 ADR시세 [7623]

1.
1. 1. 화면개요
국가별로 상장되어 있는 ADR 및 관심 ADR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ADR종합

간편하게 국가별로 ADR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심등록

버튼 클릭 시 “글로벌기업ADR관심종목등록” 화면이 팝업되어 원하는 ADR종목을 관심ADR에 추가 및 삭
제할 수 있습니다.
관심ADR

관심ADR로 등록된 ADR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시세 [7636]

1.
1. 1. 화면개요
테마별로 ETF의 시세 조회 및 관심ETF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ETF종합

간편하게 테마별로 ETF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심등록

버튼 클릭 시 “ETF관심종목등록” 화면이 팝업되어 원하는 ETF종목을 관심ETF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
니다.

관심ETF

관심ETF로 등록된 ETF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주요지수 [7638]

1. 화면개요
상해종합지수 및 기타 상해관련 지수를 보여줍니다.
15분 지연시세는 무료로 제공되며 7781 해외시세신청화면에서 실시간 지수를 유료로 신청해야 실시간 지수를 볼 수 있
습니다.
현재 후강퉁 상해주식만 거래 가능하므로 상해 지수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며 선강퉁 시행하여 심천주식 거래 가능 시
심천지수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성종목시세 [7639]

1. 화면개요
상해종합지수 및 기타 상해관련 지수의 구성종목을 보여줍니다.
15분 지연시세는 무료로 제공되며 7781 해외시세신청화면에서 실시간 지수를 유료로 신청해야 실시간 지수를 볼 수 있
습니다.
현재 후강퉁 상해주식만 거래 가능하므로 상해 지수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며 선강퉁 시행하여 심천주식 거래 가능 시
심천지수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종목다이얼로그 선택 후 지수선택이 가능합니다.

중국일자별지수 [7640]

1. 화면개요
상해종합지수 및 기타 상해관련 지수의 일자별 시세를 보여줍니다.
15분 지연시세는 무료로 제공되며 7781 해외시세신청화면에서 실시간 지수를 유료로 신청해야 실시간 지수를 볼 수 있
습니다.
현재 후강퉁 상해주식만 거래 가능하므로 상해 지수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며 선강퉁 시행하여 심천주식 거래 가능 시
심천지수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종목다이얼로그 선택 후 지수선택이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조건검색 [7641]

1. 화면개요
해외주식 조건검색 화면은 현재가, 등락율, 시가총액, 발행주식수, 거래량, 거래대금, EPS, PER 등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단 각 시장별로 실시간 시세신청을 하셔야만 실시간 시세를 기반으로 한 조건검색 가능

2. 화면설명

뉴욕, 나스닥, 아멕스, 홍콩, 상해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 조건검색: 8개 조건 중 원하시는 복수의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시며 검색결과는 거래량순으로 정렬됩니다.

중국 A-H할인율 [7643]

1. 화면개요
중국과 홍콩에 동시 상장된 A주와 H주의 괴리율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본 화면에서는 동시 상장된 기업에 대해 양 시장
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코드/현재가/대비/등락율 시세가 제공됩니다.
상해A주와 홍콩H주에 대해서만 제공

2. 화면설명

[7781]번 화면에서 상해 및 홍콩 실시간 시세신청이 모두 신청된 상태에서만 실시간 할인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의 두 차트는 동일 종목에 대한 상해A주/홍콩H주의 차트입니다.

해외속보 [7704]

1. 화면개요
실시간으로 해외증시 관련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뉴스를 더블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종목 [7720]

1. 화면개요
미국, 홍콩, 상해시장에서 거래정지 또는 거래재개가 되는 종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긴급공지 [7733]

1. 화면개요
시스템 관련 오류가 있을 경우, 대고객 공지를 위한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일자/시간별 긴급공지 항목 확인 창
일자/시간별로 공지 항목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공공지 내용 확인 창
일자/시간별로 공지 항목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 선택할 경우, “조회”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긴급공지 사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버튼
아래와 같이 별도의 팝업창을 띄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버튼
긴급공지 내용을 문서로 저장합니다.
버튼
긴급공지 내용을 인쇄합니다.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신청 [7781]

1. 화면개요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비밀번호입력 후, 실시간시세를 열람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
[시세신청구분]에서 종목시세 또는 지수시세 선택
[시장선택]에서 원하는 시장(미국,홍콩,상해) 선택
실시간 시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료로 15분 지연시세를 이용
실시간 시세 자동연장 고객의 경우 실시간 시세 해지 가능 (단, 기간지정 시세신청 고객은 해지 불가)

해외주식 실시간 해지 신청 [7782]

1. 화면개요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해지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비밀번호입력 후, 조회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조회 [7783]

1. 화면개요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비밀번호입력 후,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을 선택하여 조회
[해외시장]에서 해당 시장(전체, 미국, 홍콩, 상해)을 선택
[조회기간]에서 원하는 기간 선택

해외주식 양도소득 대행서비스 신청/취소 [7784]

1. 화면개요
해외주식은 결제기준으로 1년간 발생된 누적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함. 해당
양도소득세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대행 신고 신청하는 화면 입니다.
해당 신청화면은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화면설명

를 클릭하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내역을 보여 줍니다.
를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 선택이 활성화 됩니다. 전부 동의 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입력

해외주식 양도소득 대행서비스 신청현황 [7785]

1. 화면개요
[7784] 양도소득세 신청화면에서 신청된 대행서비스 신청현황을 보여 줍니다.
1년간 250만원 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과세표준 금액은 “0” 입니다.

2. 화면설명

계좌별 권리배정내역 [7821]

1. 화면개요
계좌별 권리배정내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유상/실권주청약신청 [7822]

1. 화면개요
유상/실권주청약신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유상/실권주청약신청 취소 [7823]

1. 화면개요
유상/실권주청약신청 취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배당옵션신청 [7824]

1. 화면개요
배당옵션신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배당옵션신청 취소 [7825]

1. 화면개요
배당옵션신청 취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KDR 전환신청 [7826]

1. 화면개요
KDR 전환신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KDR 해지신청 [7827]

1. 화면개요
KDR 해지신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KDR전환/해지신청 취소 [7828]

1. 화면개요
KDR전환/해지신청 취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워런트행사신청 [7829]

1. 화면개요
워런트행사신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워런트행사신청 취소 [7830]

1. 화면개요
워런트행사신청 취소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국내증권 거래신청 [7831]

1. 화면개요
국내증권 거래신청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FX마진 Buy Back 환전 [7929]

Buy Back 환전 서비스란?
고객이 FX마진 Buy Back 환전(달러매수)를 신청하면 원화 예수금을 거래에 필요한 달러 증거금으로 환전하여 FX마진 계
좌로 입금한 후 다시 매일 05:30분에 당사가 동일한 금액과 환율(당일 매매기준환율)로 달러를 매입(Buy Back)하여 원화
예수금으로 자동 환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Buy Back 환전은 달러 매수환율과 매도환율이 당일 원/달러 매매기준환율로 동일하므로 환전 수수료(비용)가 없습니다.

Buy Back 환전서비스 장점
환전 수수료(비용)없이 달러 매수/ 달러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도 달러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Buy Back 환전 이용 가능시간 : 매일 09:30~ 익일 05:00
유지증거금을 제외한 고객 예수금을 상시 원화(KRW)로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 시에는 Buy Back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화 예수금 보유가 유리, 달러 강세 시에는 달러로 은행 환전하
여 달러 보유가 유리

유의사항
Buy Back 환전은 고객이 달러 매수하면 추후 당사가 되사는(Buy Back) 자동 환전으로 일시적인 환전 개념입니다.
달러 매수, 달러 매도(Buy Back)에 적용되는 환율은 당일 원달러 매매기준환율입니다.
Buy Back 환전을 통해 입금된 달러 금액은 출금하거나 은행 환전이 불가합니다.
Buy Back 달러 매도는 달러 매수신청금액 내에서 고객이 직접 해도 되며, 미수행건은 매일 05시30분에 자동으로 수행됨.
고객이 Buy Back 달러매수한 경우 원화 출금을 원할 시에는 Buy Back 달러 매도 후 원화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원화
입출금 가능시간(평일 08:00~23:30)내에 출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uy Back 달러 매수를 신청하였더라도 Buy Back 자동환전시간인 05:30분 이후부터는 Buy Back 달러 매도하여 고객 예
수금 계좌로 원화 입금됨에 따라 원화 예수금만 보유하신 고객은 FX마진 신규 주문이 불가합니다.
Buy Back 환전 이용시간은 매일 09:30~ 익일 05:00이며, 24시간 FX마진 신규 주문이 가능하길 원하는 고객은 은행영업
시간(09:00~16:00) 내에 은행 환전 신청을 통해 달러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Buy Back 달러 매도 후 결제대금, 증거금 부족분이 있을 경우 매일 09시에 당사에서 일괄 환전하여 충당 처리합니다.
Buy Back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 예수금을 달러 또는 원화로 환전하실 경우에는 eFriend FORCE [7931] 해
외/FX 환전예약 화면을 이용하거나 유선(1577-1282)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설명
Buy Back 환전 - 달러 매수

원화 예수금을 FX마진 거래 증거금으로 사용할 외화(미국 달러)로 Buy Back 환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달러매수 신청절차
계좌번호 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
“출금가능금액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인출가능금액 조회
달러로 환전할 환전신청금액(원화)을 입력하여 환전금액(달러) 확인
환전신청금액(원화)입력 후 확인(엔터키) 시 당일 기준환율 조회 및 환전금액(달러) 조회
바이백예정일/시간 : 달러 매수 금액을 다시 달러 매도하여 원화로 환전 입금할 일자 및 시간 표시
“매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Buy Back 달러 매수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매수신청” 버튼을 클릭 시 “FX마진 Buy Back 환전 서비스 고객 확인서” 가 팝업되며 내용 숙지 여부 체크 후
확인

공인인증서 확인하여 달러매수 환전신청 완료

Buy Back 환전 - Buy Back(달러 매도)

Buy Back 달러 매수하여 입금된 달러 예수금을 고객이 직접 원화 예수금으로 재 환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Buy Back (달러 매도)는 달러 매수 신청한 금액에 대해 Buy Back(달러 매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본 화면을 통해서 Buy Back(달러매도)하지 않더라도 Buy Back으로 환전된 달러는 05시 30분에 당사가 자동
으로 전액 Buy Back(달러매도)하여 원화 예수금으로 환전 입금 처리됩니다.
자동 Buy Back 환전 시간 이전에 원화 환전 및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Buy Back(달러매도)화면에서 고객이 직
접 달러매수 신청한 금액에 대해 Buy Back(달러매도)를 신청하여 원화로 환전하신 후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원화 입출금 가능시간 : 평일 08:00~23:30
달러 매도 신청 절차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달러매수 신청 내역을 조회합니다.
달러매수 신청내역에서 Buy Back(달러매도)할 대상을 선택하고 하단 영역에서 선택한 달러매수내역과 Buy
Back 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Buy Back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확인하여 달러 매도를 실행합니다.
Buy Back 환전내역 조회

조회기간에 실행된 Buy Back 환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외화입금신청 [7933]

1. 화면개요
외화입금신청 화면입니다. (당사 외화계정에 타행에서 입금처리 후에 신청)
외화 입금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입금은 승인 후 처리됩니다.

2. 화면설명

신청영역
외화입금 신청할 계좌번호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화코드를 선택하고 입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외화 입금에 따른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외화입금 신청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해외선물 시세이용료 결제/조회 [7936]

1. 화면개요
해외선물 상품에 대한 시세를 문자로 받기위한 서비스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시세 이용에 따른 이용료 결제 및 시세이용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이용방법
외화입금 신청할 계좌번호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세이용 현황 및 유효기간,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이용료 안내항목에 대한 거래소를 선택한 후 우측에 제공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시세이용료에 따른 안내를 확인하고 시세 전송을 원할 경우 신청을 클릭합니다.

시세감시주문 [8253]

1. 화면개요
주요 관심 종목들에 대해 시세조건을 설정 후 감시하여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알려주며, 주문설정을 통해 동일종목
또는 다른종목에 대한 주문을 실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감시할 종목을 주식 , 선물옵션, 업종 중에서 선택하고, 선택한 종목에 대해 4번 영역의 시세정보를 참고하여 2번 영역에
서 지정한 감시조건이 표시됩니다.
선택종목에 대해 감시조건은 최대 10개 까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된 종목에 대해 감시할 항목과 비교산식을 선택하여 추가 및 수정합니다.

감시 종목에 대해 고가돌파, 저가돌파, 상한가/하한가 도달할 경우 알려주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종목에 대해 현재가 등 시세정보가 제공되어 이를 참고로 비교산식의 비교값을 작성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 만족시 알림기능, 수동주문, 자동주문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문실행에 필요한 조건등을 설정합
니다.
※ * 감시종목과 상이한 종목에 대해서도 주문실행이 가능합니다.
1번에서 선택한 종목들의 감시조건을 등록하며, 감시시작 여부를 선택합니다.

영역

에서 선택한 종목의 감시조건 설정 후 클릭하면 감시조건이 등록됩니다.

등록된 종목 중 감시를 실행할 종목에 체크합니다.
감시시작을 클릭하며 하단에 체크된 종목에 대해 감시를 시작합니다. 감시가 시작되면 버튼은 비활성화 되며, 감시
중지를 클릭하면 감시가 중단됩니다.
감시 후 알람소리 사용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소리의 반복횟수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종목을 선택하면 감시조건설정과 주문설정에 해당내용이 표시되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해당 감시종목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체결 / 선옵체결 화면이 실행됩니다.

주문의 종류

지정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주문형태로서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가격은 매매거래가 가능한 가격의 한도를 의미하므로 매수주문의 경우 지정된 가격
이나 그보다 낮은 가격, 매도주문의 경우 지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면 체결이 가능합니다.
시장가 (Market order)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즉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을 말하며,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
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가는 지정가보다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 시장가와 하한가의 매도 지정가, 매수 시
장와 상한가의 매수 지정가는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보아 처리한다.
조건부지정가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주문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지만 매매체결이 안된 잔여수량은 종가결정(장종료 전
10분간 단일가매매)시에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최유리지정가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형태입니다.
즉, 매도의 경우 당해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당해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최우선지정가
당해 주문의 접수시점에 자기 주문 방향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가격을 지정하는 형태의 주문입니다. 매도의 경우
당해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당해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IOC 호가 (Immediate-Or-Cancel Order)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주문 조건.
FOK 호가 (Fill-Or-Kill Order)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주문 조건.
장전시간외 / 장후시간외
시간외종가매매시 사용되는 호가입니다. 시간외종가매매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여 정규매매시간 종료후 및 장개시전 일정 시간동안 당일종가로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
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후시간외 : 정규시장 종료 후 15:40분부터 16:00분까지 당일 종가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 장전시간외 : 정규시장 개시 전 07:30분부터 08:30분까지 전일 종가로 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단, 호가를 하는 날에 권리락,배당락,분배락,주식분할 또는 액면병합 등이 발생하는 종목의 경우 그날의 기
준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정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규등록종목의 최초매매
일, 감자 후 최초 매매일, 기업분할 후 재등록 종목의 최초 매매일, 정리매매종목의 정리매매 초일 등.

해외선물옵션 일반주문 [8600]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일반주문은 화면구성을 (1)주문, (2)주문+호가, (3)주문+호가+계좌정보 3단계로 변형이 가능한 주문화면으
로 사용자 기호에 맞는 구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주문

계좌 비밀번호 입력
매수, 매도, 정정/취소 주문구분 선택
종목 선택
호가유형 선택
지정가 주문: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 접수
Stop 주문: 현재가격이 Stop 조건가격에 도달하면 시장가로 주문 접수
Stop Limit주문: 현재가격이 Stop조건가격에 도달하면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접수
주문수량 입력
주문유효기간 선택
DAY: 미체결주문이 당일 영업일까지만 유효하며 장 종료 시 미체결주문은 일괄 취소처리됩니다.
GTD(Good till date): 당일 영업일 장 종료 후에도 미체결주문이 유효하며 고객이 주문 취소하기 전까지는 최초통
보일(FND)-2영업일전까지 미체결주문이 유효합니다.
지정가 또는 Stop Limit주문의 주문가격 입력
Stop 또는 Stop Limit주문의 조건가격 입력
매수,매도,정정/취소 주문 실행
주문 실행 시 우측 영역에 주문번호가 표시됩니다.

기능설명
: 수량, 주문가격 초기화 버튼
: 주문화면 설정 버튼
기본설정
매도/매수/정정취소 주문 시 주문수량, 주문가격의 기본값, 주문 후 수량/가격 유지 기능, 주문 후 커서위치
등을 설정합니다.

상세설정

주문수량 증감단위 : 상하 증감 버튼 클릭 시 주문수량 증감단위를 설정합니다.
위치설정 : 주문창, 호가창의 좌우 배치를 선택합니다.
주문확인창 설정 : 주문시 주문확인창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능설정
주문화면 내 주문가격 실시간 자동갱신 기능 표시여부, 종목코드 입력 후 커서 고정기능, 매수/매도 호가
클릭 시 주문화면 전환 기능을 설정합니다.
고객 주문 착오방지 설정
주문 착오방지 기능은 사전에 설정한 주문수량, 주문증거금, 주문단가의 틱 범위를 벗어난 주문을 수행할
경우 주문거부 또는 확인후 주문 메시지창을 통해 착오주문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확인후 주문: 주문 접수 시 주문수량, 증거금, 주문단가의 설정범위를 벗어난 주문인 경우, 설정조건을 벗
어난 내역이 표시된 주문확인창이 팝업되며, 매수/매도주문 버튼 클릭 시 주문 접수 수행, 취소 버튼 클릭
시 주문이 취소됩니다.

주문 거부: 주문착오방지 설정범위를 벗어난 경우 내역이 표시된 주문거부 창이 팝업되며, 거부확인 버튼
클릭 시 주문 접수가 취소됩니다.

자전거래방지 기능 설정
고객이 대량의 주문을 접수할 경우, 동일계좌에서 매수/매도가 체결되는 거래(Cross Trade)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해외거래소의 “Cross Trade 금지” 규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래방지 기능은 동일 계좌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접수될 경우(자전거
래 조건 충족) 주문을 거부하여 자전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능입니다.
자전거래방지 설정
사용 안함 : 자전거래 해당 여부 체크없이 주문을 접수합니다.
주문 거부 : 자전거래 해당 여부를 체크하여 자전거래 주문인 경우 주문 접수거부 안내화면이 팝업되
며, 주문을 접수거부 처리합니다.

자전거래 해당 조건
동일계좌, 동일 종목 주문 시
① 매수 미체결이 있는 경우: 시장가 매도 또는 매수 미체결 주문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매도
지정가 주문 시 자전거래에 해당
② 매도 미체결이 있는 경우: 시장가 매수 또는 매도 미체결 주문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매수
지정가 주문 시 자전거래에 해당
* 미체결주문의 주문가가 없을 경우 조건가와 비교하여 자전거래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 신규주문 유형이 STOP, STOP LIMIT일 경우에는 자전거래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 화면구성 설정
1단(주문), 2단(주문+호가), 3단(주문+호가+주문체결 및 예수금정보) 화면 구성을 선택합니다.

1단 (주문)
2단 (주문+호가)
3단 (주문+호가+주문체결)

3. 기능설명
조회종목 선택
종목탐색기를 이용하여 해외선물옵션 조회 종목 코드를 선택합니다.

해외선물 종목 조회

해외선물은 트리구조로 크게 거래소별, 상품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소별 조회 시 하단으로 거래소가 나열되며 거래소 클릭 시 거래소별로 거래가능한 상품군이 조회됩니다. 상품
군을 선택하면 해당 거래소 상품군의 종목이 우측에 조회됩니다. 조회된 종목의 월물(종목코드)를 선택하면 해당
종목이 조회됩니다.
상품별로 조회 시 상품군이 표시되며 해당 상품군에 해당하는 전 거래소의 거래 가능 종목이 우측에 조회됩니다.
종목의 종목코드를 선택하여 해당종목을 조회합니다.

해외옵션 종목 조회

해외옵션은 좌측에 당사에서 거래가능한 10개의 기초자산이 표시됩니다.
기초자산명을 클릭하면 우측에 해당 종목의 행사가격별로 거래가능한 월물의 콜옵션, 풋옵션 종목이 표시됩니다.
코스피200옵션의 종목탐색기와 유사한 조회방식으로 거래 가능한 월물은 동그라미로 표시되며 마우스로 클릭 시
해당 옵션 종목을 조회합니다.
자주 거래 종목 조회 및 옵션 종목 시세 조회
주문화면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등록한 자주거래하는 해외선물 종목과 해외옵션 상품(기초자산)

및 선택한 옵션 종목시세가 조회됩니다.

자주거래 종목 등록
: 해외선물옵션 주문설정화면의 상세설정 탭에서 자주거래 선물/옵션 종목을 각 4종목씩 설정 가능합니다.

해외선물옵션 미니주문 [8601]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미니주문은 일반주문화면의 1단 화면구성과 동일한 가장 기본적인 일반주문화면입니다.
미니주문은 화면 크기가 작아 주로 여러 종목을 셋팅하거나, 사용자 임의의 화면구성 시 주로 사용됩니다.

2. 화면설명
주문

계좌 비밀번호 입력
매수, 매도, 정정/취소 주문구분 선택
종목 선택
호가유형 선택
지정가 주문: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 접수
시장가 주문: 주문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주문 접수, 단 상한가 또는 하한
가에 진입하여 매매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Stop 주문: 현재가격이 Stop 조건가격에 도달하면 시장가로 주문 접수
Stop Limit주문: 현재가격이 Stop조건가격에 도달하면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접수
주문수량 입력
주문유효기간 선택
DAY: 미체결주문이 당일 영업일까지만 유효하며 장 종료 시 미체결주문은 일괄 취소처리됩니다.
GTD(Good till date): 당일 영업일 장 종료 후에도 미체결주문이 유효하며 고객이 주문 취소하기 전까지는 최초통
보일(FND)-2영업일전까지 미체결주문이 유효합니다.

지정가 또는 Stop Limit주문의 주문가격 입력
Stop 또는 Stop Limit주문의 조건가격 입력
매수,매도,정정/취소 주문 실행, 주문 실행 시 우측 영역에 주문번호가 표시됩니다.
기능설명
: 수량, 주문가격 초기화 버튼
: 주문화면 설정 버튼
기본설정
매도/매수/정정취소 주문 시 주문수량, 주문가격의 기본값, 주문 후 수량/가격 유지 기능, 주문 후 커서위치
등을 설정합니다.

상세설정

주문수량 증감단위 : 상하 증감 버튼 클릭 시 주문수량 증감단위를 설정합니다.
위치설정 : 주문창, 호가창의 좌우 배치를 선택합니다.
주문확인창 설정 : 주문시 주문확인창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능설정
주문화면 내 주문가격 실시간 자동갱신 기능 표시여부, 종목코드 입력 후 커서 고정기능, 매수/매도 호가
클릭 시 주문화면 전환 기능을 설정합니다.
고객 주문 착오방지 설정
주문 착오방지 기능은 사전에 설정한 주문수량, 주문증거금, 주문단가의 틱 범위를 벗어난 주문을 수행할
경우 주문거부 또는 확인후 주문 메시지창을 통해 착오주문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확인후 주문: 주문 접수 시 주문수량, 증거금, 주문단가의 설정범위를 벗어난 주문인 경우, 설정조건을 벗
어난 내역이 표시된 주문확인창이 팝업되며, 매수/매도주문 버튼 클릭 시 주문 접수 수행, 취소 버튼 클릭
시 주문이 취소됩니다.

주문 거부: 주문착오방지 설정범위를 벗어난 경우 내역이 표시된 주문거부 창이 팝업되며, 거부확인 버튼
클릭 시 주문 접수가 취소됩니다.

자전거래방지 기능 설정
고객이 대량의 주문을 접수할 경우, 동일계좌에서 매수/매도가 체결되는 거래(Cross Trade)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해외거래소의 “Cross Trade 금지” 규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래방지 기능은 동일 계좌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접수될 경우(자전거
래 조건 충족) 주문을 거부하여 자전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능입니다.
자전거래방지 설정
사용 안함 : 자전거래 해당 여부 체크없이 주문을 접수합니다.
주문 거부 : 자전거래 해당 여부를 체크하여 자전거래 주문인 경우 주문 접수거부 안내화면이 팝업되
며, 주문을 접수거부 처리합니다.

자전거래 해당 조건
동일계좌, 동일 종목 주문 시
① 매수 미체결이 있는 경우: 시장가 매도 또는 매수 미체결 주문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매도
지정가 주문 시 자전거래에 해당
② 매도 미체결이 있는 경우: 시장가 매수 또는 매도 미체결 주문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매수
지정가 주문 시 자전거래에 해당
* 미체결주문의 주문가가 없을 경우 조건가와 비교하여 자전거래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 신규주문 유형이 STOP, STOP LIMIT일 경우에는 자전거래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3. 기능설명
조회종목 선택
종목탐색기를 이용하여 해외선물옵션 조회 종목 코드를 선택합니다.

해외선물 종목 조회

해외선물은 트리구조로 크게 거래소별, 상품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소별 조회 시 하단으로 거래소가 나열되며 거래소 클릭 시 거래소별로 거래가능한 상품군이 조회됩니다. 상품
군을 선택하면 해당 거래소 상품군의 종목이 우측에 조회됩니다. 조회된 종목의 월물(종목코드)를 선택하면 해당
종목이 조회됩니다.
상품별로 조회 시 상품군이 표시되며 해당 상품군에 해당하는 전 거래소의 거래 가능 종목이 우측에 조회됩니다.
종목의 종목코드를 선택하여 해당종목을 조회합니다.
해외옵션 종목 조회

해외옵션은 좌측에 당사에서 거래가능한 10개의 기초자산이 표시됩니다.
기초자산명을 클릭하면 우측에 해당 종목의 행사가격별로 거래가능한 월물의 콜옵션, 풋옵션 종목이 표시됩니다.
코스피200옵션의 종목탐색기와 유사한 조회방식으로 거래 가능한 월물은 동그라미로 표시되며 마우스로 클릭 시
해당 옵션 종목을 조회합니다.
자주 거래 종목 조회 및 옵션 종목 시세 조회
주문화면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등록한 자주거래하는 해외선물 종목과 해외옵션 상품(기초자산)

및 선택한 옵션 종목시세가 조회됩니다.

자주거래 종목 등록
: 해외선물옵션 주문설정화면의 상세설정 탭에서 자주거래 선물/옵션 종목을 각 4종목씩 설정 가능합니다.

해외선물옵션 종합주문(I) [8602]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종합주문은 한 화면에서 거래소별, 상품별 전체종목 시세를 조회할 수 있고, 개별종목의 호가, 체결, 차트
를 동시에 조회하면서 주문할 수 있는 종합주문 화면입니다.
주로 상품별 전종목 시세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거래관심종목을 선택하여 해당종목의
시세 및 체결, 차트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주문내역, 체결/미체결내역, 미결제, 예수금현황 등 계좌정
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원스탑 매매가 가능합니다.

2. 화면설명

종목 호가 영역
조회종목의 현재가 및 기본정보, 5단 호가정보가 실시간으로 조회됩니다.

일자: 좌우 대칭 호가창을 일자형 호가창으로 전환합니다.
막대: 호가잔량을 막대 그래프로 오버랩하여 표시합니다.
기본/차트: 호가 창에 차트를 표시하거나 숨기는 기능입니다.
체결/상세: 호가 창에 실시간 체결과 기본정보 조회를 전환합니다.
주문 영역

주문
계좌 비밀번호 입력
매수, 매도, 정정/취소 주문구분 선택
종목 선택
호가유형 선택
지정가 주문: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 접수
시장가 주문: 주문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주문 접수, 단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진입하여 매매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주문수량 입력
주문유효기간 선택
DAY: 미체결 주문이 당일 영업일까지만 유효하며 장 종료 시 미체결주문은 일괄 취소 처리됩니다.
GTD(Good till date): 당일 영업일 장 종료 후에도 미체결주문이 유효하며 고객이 주문 취소하기 전까지는 최
초통보일(FND)-2영업일전까지 미체결 주문이 유효합니다.
지정가 또는 Stop Limit주문의 주문가격 입력
Stop 또는 Stop Limit주문의 조건가격 입력
매수,매도,정정/취소 주문 실행, 주문 실행 시 우측 영역에 주문번호가 표시됩니다.
기능 설명
: 수량, 주문가격 초기화 버튼
: 주문화면 설정 버튼
기본설정
매도/매수/정정취소 주문 시 주문수량, 주문가격의 기본값, 주문 후 수량/가격 유지 기능, 주문 후 커서위
치 등을 설정합니다.

상세설정

주문수량 증감단위 : 상하 증감 버튼 클릭 시 주문수량 증감단위를 설정합니다.
위치설정 : 주문창, 호가창의 좌우 배치를 선택합니다.
주문확인창 설정 : 주문시 주문확인창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능설정
주문화면 내 주문가격 실시간 자동갱신 기능 표시여부, 종목코드 입력 후 커서 고정기능, 매수/매도
호가클릭 시 주문화면 전환 기능을 설정합니다.
고객 주문 착오방지 설정
주문 착오방지 기능은 사전에 설정한 주문수량, 주문증거금, 주문단가의 틱 범위를 벗어난 주문을 수
행할 경우 주문거부 또는 확인후 주문 메시지창을 통해 착오주문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확인후 주문: 주문 접수 시 주문수량, 증거금, 주문단가의 설정범위를 벗어난 주문인 경우, 설정조건
을 벗어난 내역이 표시된 주문확인창이 팝업되며, 매수/매도주문 버튼 클릭 시 주문 접수 수행, 취소
버튼 클릭 시 주문이 취소됩니다.

주문 거부: 주문착오방지 설정범위를 벗어난 경우 내역이 표시된 주문거부 창이 팝업되며, 거부확인
버튼클릭 시 주문 접수가 취소됩니다.

자전거래방지 기능 설정
고객이 대량의 주문을 접수할 경우, 동일계좌에서 매수/매도가 체결되는 거래(Cross Trad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해외거래소의 “Cross Trade 금지” 규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
다.
자전거래방지 기능은 동일 계좌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접수될 경우(자
전거래 조건 충족) 주문을 거부하여 자전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능입니다.
자전거래방지 설정
사용 안함 : 자전거래 해당 여부 체크없이 주문을 접수합니다.
주문 거부 : 자전거래 해당 여부를 체크하여 자전거래 주문인 경우 주문 접수거부 안내화면이 팝업
되며, 주문을 접수거부 처리합니다.

자전거래 해당 조건
동일계좌, 동일 종목 주문 시
① 매수 미체결이 있는 경우: 시장가 매도 또는 매수 미체결 주문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매
도 지정가 주문 시 자전거래에 해당
② 매도 미체결이 있는 경우: 시장가 매수 또는 매도 미체결 주문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매
수 지정가 주문 시 자전거래에 해당
* 미체결주문의 주문가가 없을 경우 조건가와 비교하여 자전거래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 신규주문 유형이 STOP, STOP LIMIT일 경우에는 자전거래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전체종목 시세 조회
상품별, 거래소별 전체 종목 및 관심종목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조회됩니다.
종목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종목이 호가, 주문, 차트 창으로 동시에 연계됩니다.

/

: 거래소별, 상품별 전체 종목이 조회됩니다.

상품별 :
거래소별 :
* CME(시카고상업거래소), EUREX(유럽거래소),ICE(국제상품거래소), SGX(싱가폴거래소), OSE(오사카거래소),
TSE(동경거래소)

체결, 틱/분, 일자별, 종목상세 조회

체결: 실시간 체결추이를 조회합니다.
틱/분: 실시간 틱차트, 분차트를 조회합니다.
일자별: 일자별 종가 및 거래량 추이를 조회합니다.
종목상세: 조회 종목의 거래소, 상품구분, 거래통화, 위탁/유지 증거금, 계약크기, 틱 크기/가치, 결제방식, 거래시간,
최종거래일, 최초통보일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합니다.
※ 최초통보일(First Notice Day): 최초통보일은 실물인수도가 배정되는 일자로 당사의 경우 최초통보일 1일전부터 신
규 주문이 불가하며, 미결제포지션을 보유한 경우 최초통보일 1일전(영업일기준)까지 미결제포지션을 청산하여야 합
니다.
차트 및 주문/체결 및 예수금 정보 조회

차트: 조회 종목의 실시간 차트가 조회됩니다.
주문내역: 전체 주문내역이 조회되며, 주문접수 상태, 주문유형, 체결/미체결 정보 등이 조회됩니다.
미체결: 실시간 미체결 내역이 조회되며 미체결주문을 시장가로 일괄 전환하거나 일괄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전환: 체크박스에 선택표시를 한 후 시장가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미체결주문을 시장가 주문으로 일괄 전환
합니다.
일괄취소: 체크박스에 선택표시를 한 후 일괄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미체결주문을 일괄 취소합니다.

체결: 체결번호, 체결수량, 수수료, 체결시간 등 실시간 체결내역을 조회합니다.
미결제: 미결제잔고 내역 및 실시간 평가손익이 조회됩니다.
개별/합산: 개별로 조회하면 주문이 체결된 건별로 전체 미결제잔고가 조회되고, 합산으로 조회하면 동일 종목인
경우 미결제 잔고수량을 합산하고 체결가를 체결평균가로 구하여 미결제잔고를 조회합니다.
일괄청산: 미결제잔고를 합산하여 조회한 상태에서는 좌측 체크박스에 선택표시를 한 후 일괄청산 버튼을 클릭하
여 일괄 시장가 청산할 수 있습니다.
청산내역: 당일의 청산주문내역 및 청산손익이 조회됩니다.
예수금: 당일의 예수금 현황을 조회합니다.
조회통화 선택: 예수금 현황을 해당 통화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TOT_KRW, TOT_USD를 제외한 국가 통화별로
조회할 경우 계좌 예수금에 해당통화 보유금액만 조회됩니다.
※ TOT_KRW: 전체 예수금을 통화별 원화 환산 당일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 조회합니다.
※ TOT_USD: 전체 예수금을 통화별 달러 환산 당일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 조회합니다.
예탁현금 = 당일 예탁현금 (전일예탁현금 + 당일입출금)
선물청산손익 = 당일 선물 청산손익
옵션매매대금 = 당일 체결한 옵션매매대금 (옵션매수 –표기, 옵션매도는 +표기)
수수료 = 선물 및 옵션매매수수료
선물평가손익 = 보유중인 선물 미결제약정을 현재가로 평가한 평가손익
옵션평가대금 = 보유중인 옵션 미결제약정을 현재가로 평가한 옵션대금
미수/연체이자 = 미수금 및 연체이자
위탁증거금 = 주문증거금 합계 + 미결제증거금 합계
유지증거금 = 선물유지증거금 + 옵션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 일일정산 시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에 발생
※ 발생금액 = 미결제증거금 합계 – 예탁자산평가액 (해당외화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GTD 미체결주문의 주문증
거금 미포함)
위험율(%) = 예탁자산평가액이 미결제증거금을 미달할 경우 발생
※ 계산식 = Max(0,1-(예탁자산평가액 / 미결제증거금))*100 (TOT_KRW로 계산)
위험도 80% 도달 시 강제청산 실시하며 강제청산 전 미체결주문 전량 취소됨.
주문가능금액 = 위탁증거금 총액 (주문증거금 합계 + 미결제증거금 합계)를 초과하는 예탁자산평가액으로
TOT_KRW 기준으로 집계됨
인출가능금액 = Min(자기통화예수금, TOT_KRW 인출가능금액 / 매매기준율)
※ 자기통화예수금 = 예탁현금 (해당외화) – 출금예정금액 (해당외화) – 환전예정금액(해당외화)
환전예정금액 = 투자자의 환전신청에 의해, 환전이 예약된 금액
출금예정금액 = 투자자에 의해 외화출금이 요청되어, 당사 결제업무부의 외화 출금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금액

3. 기능설명
조회종목 선택
종목탐색기를 이용하여 해외선물옵션 조회 종목 코드를 선택합니다.

해외선물 종목 조회

해외선물은 트리구조로 크게 거래소별, 상품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소별 조회 시 하단으로 거래소가 나열되며 거래소 클릭 시 거래소별로 거래가능한 상품군이 조회됩니다. 상품
군을 선택하면 해당 거래소 상품군의 종목이 우측에 조회됩니다. 조회된 종목의 월물(종목코드)를 선택하면 해당
종목이 조회됩니다.
상품별로 조회 시 상품군이 표시되며 해당 상품군에 해당하는 전 거래소의 거래 가능 종목이 우측에 조회됩니다.
종목의 종목코드를 선택하여 해당종목을 조회합니다.
해외옵션 종목 조회

해외옵션은 좌측에 당사에서 거래가능한 10개의 기초자산이 표시됩니다.
기초자산명을 클릭하면 우측에 해당 종목의 행사가격별로 거래가능한 월물의 콜옵션, 풋옵션 종목이 표시됩니다.
코스피200옵션의 종목탐색기와 유사한 조회방식으로 거래 가능한 월물은 동그라미로 표시되며 마우스로 클릭 시
해당 옵션 종목을 조회합니다.
자주 거래 종목 조회 및 옵션 종목 시세 조회
호가 창 좌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등록한 자주거래하는 해외선물 종목과 해외옵션 상품(기초자산) 및

선택한 옵션 종목시세가 조회됩니다.

자주거래 종목 등록
: 해외선물옵션 주문설정화면의 상세설정 탭에서 자주거래 선물/옵션 종목을 각 4종목씩 설정 가능합니다.

해외선물옵션 종합주문(II) [8603]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종합주문은 한 화면에서 거래소별, 상품별 전체종목 시세를 조회할 수 있고, 개별종목의 호가, 체결, 차트
를 동시에 조회하면서 주문할 수 있는 종합주문 화면입니다.
주로 상품별 전종목 시세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거래관심종목을 선택하여 해당종목의
시세 및 체결, 차트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주문내역, 체결/미체결내역, 미결제, 예수금현황 등 계좌정
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원스탑 매매가 가능합니다.

2. 화면설명

전체종목 시세 조회
상품별, 거래소별 전체 종목 및 관심종목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조회됩니다.
종목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종목이 호가, 주문, 차트 창으로 동시에 연계됩니다.

해외선물 종목 조회
: 상품별, 거래소별 전체 종목의 현재가, 대비, 거래량 등 실시간 시세가 조회됩니다.
종목을 선택(마우스 클릭)하면 해당 종목의 현재가/호가, 차트, 체결추이 화면으로 연계됩니다.
거래소별/상품별 버튼을 클릭하여 종목군을 전환합니다.
상품별 :
거래소별 :
※ CME(미국), EUREX(독일), ICE(미국,영국), SGX(싱가폴), OSE(일본), TSE(일본), ASX(호주), CBOE(미국),
KCBT(미국), MDEX(말레이시아), NYSE(미국)
※ 거래소 명칭 및 설명은 홈페이지 > 해외선물/FX마진 > 해외선물개요>해외거래소 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옵션종목 조회
종합시세 창의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자산인 개별 선물의 콜옵션/풋옵션 시세가 조회됩니다.
행사가별 콜옵션, 풋옵션 종목을 선택(마우스 클릭)하면 해당 종목의 현재가/호가, 차트, 일별추이가 조회됩니다.

기초자산 설정 및 변경
: 종합시세 창 상단의 종목코드 선택 창에서 옵션의 기초자산이 되는 해외선물 종목을 설정 또는 변경하실 수 있
습니다.

해외옵션 월물 안내창에서는 기초자산의 종목명, 상품코드, 거래소 및 월물별 종목코드가 제공됩니다. 월물별 종
목코드를 선택하면 해당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시세표가 조회됩니다.
월물코드, 월물명으로 종목코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월물명으로 조회할 경우 해당년도/월물로 조회됩니다. (예,
201209 -> OESU12)
종목 호가 영역
조회종목의 현재가 및 기본정보, 5단 호가정보가 실시간으로 조회됩니다.

일자: 좌우 대칭 호가창을 일자형 호가창으로 전환합니다.
막대: 호가잔량을 막대 그래프로 오버랩하여 표시합니다.
기본/차트: 호가 창에 차트를 표시하거나 숨기는 기능입니다.
체결/상세: 호가 창에 실시간 체결과 기본정보 조회를 전환합니다.

주문 영역

주문
계좌 비밀번호 입력
매수, 매도, 정정/취소 주문구분 선택
종목 선택
호가유형 선택
지정가 주문: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 접수
시장가 주문: 주문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주문 접수, 단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진입하여 매매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주문수량 입력
주문유효기간 선택
DAY: 미체결 주문이 당일 영업일까지만 유효하며 장 종료 시 미체결주문은 일괄 취소 처리됩니다.
GTD(Good till date): 당일 영업일 장 종료 후에도 미체결주문이 유효하며 고객이 주문 취소하기 전까지는 최
초통보일(FND)-2영업일전까지 미체결 주문이 유효합니다.
지정가 또는 Stop Limit주문의 주문가격 입력
Stop 또는 Stop Limit주문의 조건가격 입력
매수,매도,정정/취소 주문 실행, 주문 실행 시 우측 영역에 주문번호가 표시됩니다.
기능 설명
: 수량, 주문가격 초기화 버튼
: 주문화면 설정 버튼
기본설정

매도/매수/정정취소 주문 시 주문수량, 주문가격의 기본값, 주문 후 수량/가격 유지 기능, 주문 후 커서위
치 등을 설정합니다.

상세설정

주문수량 증감단위 : 상하 증감 버튼 클릭 시 주문수량 증감단위를 설정합니다.
위치설정 : 주문창, 호가창의 좌우 배치를 선택합니다.

주문확인창 설정 : 주문시 주문확인창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능설정
주문화면 내 주문가격 실시간 자동갱신 기능 표시여부, 종목코드 입력 후 커서 고정기능, 매수/매도
호가클릭 시 주문화면 전환 기능을 설정합니다.
고객 주문 착오방지 설정
주문 착오방지 기능은 사전에 설정한 주문수량, 주문증거금, 주문단가의 틱 범위를 벗어난 주문을 수
행할 경우 주문거부 또는 확인후 주문 메시지창을 통해 착오주문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확인후 주문: 주문 접수 시 주문수량, 증거금, 주문단가의 설정범위를 벗어난 주문인 경우, 설정조건
을 벗어난 내역이 표시된 주문확인창이 팝업되며, 매수/매도주문 버튼 클릭 시 주문 접수 수행, 취소
버튼 클릭 시 주문이 취소됩니다.

주문 거부: 주문착오방지 설정범위를 벗어난 경우 내역이 표시된 주문거부 창이 팝업되며, 거부확인
버튼클릭 시 주문 접수가 취소됩니다.

자전거래방지 기능 설정
고객이 대량의 주문을 접수할 경우, 동일계좌에서 매수/매도가 체결되는 거래(Cross Trad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해외거래소의 “Cross Trade 금지” 규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
다.
자전거래방지 기능은 동일 계좌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접수될 경우(자
전거래 조건 충족) 주문을 거부하여 자전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능입니다.
자전거래방지 설정
사용 안함 : 자전거래 해당 여부 체크없이 주문을 접수합니다.
주문 거부 : 자전거래 해당 여부를 체크하여 자전거래 주문인 경우 주문 접수거부 안내화면이 팝업
되며, 주문을 접수거부 처리합니다.

자전거래 해당 조건
동일계좌, 동일 종목 주문 시
① 매수 미체결이 있는 경우: 시장가 매도 또는 매수 미체결 주문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매
도 지정가 주문 시 자전거래에 해당
② 매도 미체결이 있는 경우: 시장가 매수 또는 매도 미체결 주문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매
수 지정가 주문 시 자전거래에 해당
* 미체결주문의 주문가가 없을 경우 조건가와 비교하여 자전거래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 신규주문 유형이 STOP, STOP LIMIT일 경우에는 자전거래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차트 영역
실시간 일,주,월,분,틱 차트가 조회됩니다.

주문/체결 및 예수금 정보 조회

주문내역: 전체 주문내역이 조회되며, 주문접수 상태, 주문유형, 체결/미체결 정보 등이 조회됩니다.
미체결: 실시간 미체결 내역이 조회되며 미체결주문을 시장가로 일괄 전환하거나 일괄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전환: 체크박스에 선택표시를 한 후 시장가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미체결주문을 시장가 주문으로 일괄 전환
합니다.
일괄취소: 체크박스에 선택표시를 한 후 일괄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미체결주문을 일괄 취소합니다.
체결: 체결번호, 체결수량, 수수료, 체결시간 등 실시간 체결내역을 조회합니다.
미결제: 미결제잔고 내역 및 실시간 평가손익이 조회됩니다.
개별/합산: 개별로 조회하면 주문이 체결된 건별로 전체 미결제잔고가 조회되고, 합산으로 조회하면 동일 종목인
경우 미결제 잔고수량을 합산하고 체결가를 체결평균가로 구하여 미결제잔고를 조회합니다.
일괄청산: 미결제잔고를 합산하여 조회한 상태에서는 좌측 체크박스에 선택표시를 한 후 일괄청산 버튼을 클릭하
여 일괄 시장가 청산할 수 있습니다.
청산내역: 당일의 청산주문내역 및 청산손익이 조회됩니다 .
예수금: 당일의 예수금 현황을 조회합니다.

조회통화 선택: 예수금 현황을 해당 통화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TOT_KRW, TOT_USD를 제외한 국가 통화별로
조회할 경우 계좌 예수금에 해당통화 보유금액만 조회됩니다.
※ TOT_KRW: 전체 예수금을 통화별 원화 환산 당일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 조회합니다.
※ TOT_USD: 전체 예수금을 통화별 달러 환산 당일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 조회합니다.
예탁현금 = 당일 예탁현금 (전일예탁현금 + 당일입출금)
선물청산손익 = 당일 선물 청산손익
옵션매매대금 = 당일 체결한 옵션매매대금 (옵션매수 –표기, 옵션매도는 +표기)
수수료 = 선물 및 옵션매매수수료
선물평가손익 = 보유중인 선물 미결제약정을 현재가로 평가한 평가손익
옵션평가대금 = 보유중인 옵션 미결제약정을 현재가로 평가한 옵션대금
미수/연체이자 = 미수금 및 연체이자
위탁증거금 = 주문증거금 합계 + 미결제증거금 합계
유지증거금 = 선물유지증거금 + 옵션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 일일정산 시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에 발생
※ 발생금액 = 미결제증거금 합계 – 예탁자산평가액 (해당외화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GTD 미체결주문의 주문증
거금 미포함)
위험율(%) = 예탁자산평가액이 미결제증거금을 미달할 경우 발생
※ 계산식 = Max(0,1-(예탁자산평가액 / 미결제증거금))*100 (TOT_KRW로 계산)
위험도 80% 도달 시 강제청산 실시하며 강제청산 전 미체결주문 전량 취소됨.
주문가능금액 = 위탁증거금 총액 (주문증거금 합계 + 미결제증거금 합계)를 초과하는 예탁자산평가액으로
TOT_KRW 기준으로 집계됨
인출가능금액 = Min(자기통화예수금, TOT_KRW 인출가능금액 / 매매기준율)
※ 자기통화예수금 = 예탁현금 (해당외화) – 출금예정금액 (해당외화) – 환전예정금액(해당외화)
환전예정금액 = 투자자의 환전신청에 의해, 환전이 예약된 금액
출금예정금액 = 투자자에 의해 외화출금이 요청되어, 당사 결제업무부의 외화 출금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금액

해외선물 Hedge전용주문 [8607]

1. 화면개요
당사 해외선물 계좌는 속성에 따라 일반계좌와 Hedge계좌로 구분합니다.
해외선물 Hedge 주문은 신규 주문일 경우 동일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주문이며, 신규
주문이 체결되면 청산 주문(LIMIT, STOP)주문을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는 IF THEN, IF THEN OCO 주문을 지원합니다.

2. 화면설명
헷지(Hedge)계좌 설정
헷지(Hedge)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계좌의 속성을 Hedge계좌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일반계좌와 헷지(Hedge)계좌의 속성은 수시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미체결주문, 미결제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계좌 속성 변경은 [8699] 해외선물옵션 Hedge계좌관리 화면에서 설정 합니다.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현재 계좌상태가 조회됩니다.
일반, Hedge 계좌의 속성을 선택한 후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 미체결주문 또는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 미체결 취소 또는 미결제 청산 후 설정합니다.

[8607]해외선물 Hedge 전용주문 화면

거래종목 조회 : 거래대상 종목을 조회합니다.
※ 자주거래 종목을 등록하여 원클릭으로 조회종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 조회: 조회 종목의 차트를 조회합니다. 지표 추가 및 환경설정은 우측 마우스 메뉴를 통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신규주문: 매수, 매도 신규 주문을 입력합니다.
정정/취소: 신규 미체결 주문에 대해 정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산주문의 정정/취소는 청산주문 화면내에서 입력합
니다.
청산주문: 미결제잔고의 청산 매도, 매수주문을 입력합니다.
주문내역, 신규주문미체결, 체결내역, 청산내역 조회
주문내역: 전체 주문내역을 조회합니다.
전략: 일반 / IFD / IFO로 구분되며, 일반 주문은 지정가, 시장가, STOP주문이 신규로 접수한 경우 표시되고,
IFD는 IF DONE 주문, IFO는 IF DONE OCO주문으로 접수된 경우에 표시됩니다.
상태: 거부, 정상으로 구분 표시되며, 해외선물의 경우 주문접수 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문 접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주문 미체결: 신규주문의 미체결내역이 조회됩니다. 미체결 내역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주문의 정정/취소화면으로
연계됩니다.
체결내역: 당일 전체 주문 체결내역을 조회합니다.
청산내역: 당일 전체 청산내역을 조회합니다.

미결제 + 청산주문미체결 내역 조회
미결제 잔고의 평가손익과 해당 잔고의 청산주문 미체결내역이 조회됩니다.
잔고내역을 클릭하면 해당 미결제잔고의 청산주문화면으로 연계되며, 화면 내 LIMIT 영역을 클릭하면 청산주문의
Limit 조건이 선택되고, STOP영역을 클릭하면 청산주문의 Stop조건이 선택됩니다.

3. 신규 주문 : 일반주문, IF THEN, IF THEN OCO 주문

신규 매수, 매도 구분 선택합니다.
신규 주문의 호가유형, 주문수량, 주문가격 입력합니다.
아래 청산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주문내역의 전략에 일반으로 표시되며, 청산조건을 설정하여 주문 접수 시 IF
DONE(IFD), IF DONE OCO(IFO)로 표시됩니다.
호가가 지정가인 경우에는 주문가격, Stop인 경우에는 Stop 조건가격을 입력합니다.
IF DONE, IF DONE OCO 청산 주문 조건을 입력합니다.
지정가 청산주문을 설정할 경우에는 청산조건 Limit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청산가격을 입력합니다. Stop 청산주문을
설정할 경우에는 청산조건 Stop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stop 조건가격을 입력합니다.
청산주문 Limit 또는 Stop 중 하나의 조건만 설정한 경우 IF THEN 주문으로 접수되고, 두 개의 청산조건을 모두 설정
한 경우에는 IF THEN OCO주문으로 접수됩니다.
IF THEN OCO주문은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어 체결된 경우 다른 조건의 청산주문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 됩니다.
주문유효기간 : DAY, GTD(Good till date)
DAY (End Of DAY) : 미체결주문이 당일 영업일까지만 유효하며 장 종료 시 미체결주문은 일괄 취소처리됩니다.
GTD(Good Till Date): 당일 영업일 장 종료 후에도 미체결 주문이 유효하며 고객이 주문 취소하기 전까지는 최초통보
일(FND)-2영업일 전까지 미체결 주문이 유효합니다.

4. 청산 주문
해외선물 일반계좌 속성에서 포지션 청산은 미결제잔고의 반대 주문으로 청산할 수 있으나, 헷지(Hedge)주문에서 포
지션 청산은 반드시 청산할 미결제잔고를 선택한 후 청산주문화면을 통해 청산할 수있습니다.
신규 주문화면에서 동일 종목을 매수, 매도한 경우에는 포지션(미결제) 청산이 되지않고 매수, 매도 포지션을 각각 보
유하게 됩니다.

미결제+청산주문 미체결 화면에서 청산할 미결제잔고를 선택(클릭)하면 미결제잔고 내역이 청산주문화면으로 연계
됩니다.
LIMIT 영역을 클릭하면 청산주문의 LIMIT 설정이 선택되고, STOP 영역을 클릭하면 청산주문의 STOP 설정이 선
택되어 바로 조건 입력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미결제 내역이 조회됩니다.
청산 주문을 설정합니다.
매매구분은 잔고와 반대포지션으로 설정됩니다.
지정가 청산인 경우에는 Limit을 선택하여 주문가격을 입력합니다.
Stop 청산인 경우에는 Stop을 선택하고 Stop 조건가격을 입력합니다.
지정가(Limit)와 Stop 청산주문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설정한 경우 하나의 주문이 체결되면 다른 하
나의 주문은 취소 처리됩니다.
주문 실행
청산주문(청산정정주문): 청산 LIMIT 또는 청산 STOP 주문을 접수합니다. 단, 이미 LIMIT 또는 Stop 주문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주문버튼은 “청산정정주문”으로 표시되며, 주문가격을 정정한 후 청산주문을 접수합니다.
시장가 청산: 미결제 잔고를 시장가로 청산합니다. LIMIT, STOP 청산주문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LIMIT, STOP 주
문을 취소한 후 시장가로 미결제 약정을 청산합니다.
청산취소: 설정되어있는 LIMIT, STOP 청산주문을 취소합니다.

해외선물옵션 종합주문(III) [8609]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종합주문은 한 화면에서 거래소별, 상품별 전체종목 시세를 조회할 수 있고, 개별종목의 호가, 체결, 차트
를 동시에 조회하면서 주문할 수 있는 종합주문 화면입니다.
종합주문(III) 화면은 주문내역, 미체결내역과 미결제 내역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화면으로 잦은 거래로 계좌
정보 변동이 많은 고객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주로 상품별 전종목 시세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거래관심종목을 선택하여 해당종목의
시세 및 체결, 차트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주문내역, 체결/미체결내역, 미결제, 예수금현황 등 계좌정
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원스탑 매매가 가능합니다.

2. 화면설명

빠른 조회 종목
: 자주 거래하는 종목을 등록하여 원클릭 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주거래 종목을 등록하여 원클릭으로 조회종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 조회
: 조회 종목의 차트를 조회합니다. 지표 추가 및 환경설정은 우측 마우스 메뉴를 통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계좌 비밀번호 입력
매수, 매도, 정정/취소 주문구분 선택
종목 선택
호가유형 선택
지정가 주문: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 접수
시장가 주문: 주문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주문 접수, 단 상한가 또는 하한가
에 진입하여 매매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Stop 주문: 현재가격이 Stop 조건가격에 도달하면 시장가로 주문 접수
Stop Limit주문: 현재가격이 Stop조건가격에 도달하면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접수
주문수량 입력
주문유효기간 선택
DAY : 미체결주문이 당일 영업일까지만 유효하며 장 종료 시 미체결주문은 일괄 취소처리됩니다.
GTD(Good till date) : 당일 영업일 장 종료 후에도 미체결주문이 유효하며 고객이 주문 취소하기 전까지는 최초통
보일(FND)-2영업일전까지 미체결주문이 유효합니다.
지정가 또는 Stop Limit주문의 주문가격 입력
Stop 또는 Stop Limit주문의 조건가격 입력
매수,매도,정정/취소 주문 실행, 주문 실행 시 우측 영역에 주문번호가 표시됩니다.
예수금 현황
예탁금, 평가손익, 위탁증거금, 주문가능 금액 등 예수금 정보를 간략히 요약하여 조회합니다.

주문내역, 신규주문미체결, 체결내역, 청산내역, 원장미체결 조회
주문내역: 전체 주문내역을 조회합니다.
전략 : 일반, IFD(IF THEN), IFO(IF THEN OCO)로 구분 표시되며, 일반 주문은 지정가, 시장가, STOP주문이 신규
로 접수한 경우 표시되며, IFD는 IF THEN 주문, IFO는 IF THEN OCO주문으로 접수된 경우에 표시합니다.
상태 : 거부, 정상으로 구분 표시되며, 해외선물의 경우 주문접수 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문 접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주문 미체결: 신규주문의 미체결내역이 조회됩니다. 미체결 내역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주문의 정정/취소화면으로
연계됩니다.
체결내역: 당일 전체 주문 체결내역을 조회합니다.
청산내역: 당일 전체 청산내역을 조회합니다.
미결제, 원장미결제 잔고내역 조회
미결제 잔고 수량, 평균가(체결), 현재가, 평가손익 등 잔고 상세내역이 조회됩니다.
잔고내역을 클릭하면 해당 미결제잔고의 청산주문화면으로 연계됩니다.

해외선물옵션 호가클릭주문 [8610]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호가클릭주문은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신규주문 및 정정/취소 주문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
화주문화면으로 신속한 주문을 수행하는 데이트레이더와 전업 투자가에게 적합한 주문화면입니다.
호가클릭주문은 거래종목을 선택하여 해당 종목의 잔고 및 손익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면서 호가영역에 바로 주문을
접수시키는 화면입니다.
종목의 선택은 직접 종목탐색 창에서 선택하거나 우측 전체종목의 미결제잔고 또는 자주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종목을 선
택하여 신속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가클릭주문은 계좌속성이 일반계좌인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edge주문은 불가.
호가클릭주문은 지정가, 시장가, STOP주문을 지원합니다.

2. 화면설명

거래종목 선택 및 주문 설정영역
계좌주문번호를 입력하고 거래종목을 선택합니다.
조회 종목의 실시간 미결제잔고 및 손익현황을 조회하고 주문수량을 입력합니다.
주문은 하단 호가클릭주문영역에서 실행합니다.
주문 및 화면설정

대비/등락률 기준가 설정: 호가영역에 전일대비 또는 등락률을 표시하며, 화면상에서 마우스 클릭하여 대비/등
락률을 전환하여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문: 호가 클릭 주문 실행방식을 원클릭 또는 더블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문확인창 보기: 클릭주문 시 주문확인창 팝업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타 호가영역에 잔량건수, STOP주문영역, 원클릭 취소영역 등 보기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 주문 착오방지 설정
주문 착오방지 기능은 사전에 설정한 주문수량, 주문증거금, 주문단가의 틱 범위를 벗어난 주문을 수행할 경
우 주문거부 또는 확인후 주문 메시지창을 통해 착오주문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확인후 주문: 주문 접수 시 주문수량, 증거금, 주문단가의 설정범위를 벗어난 주문인 경우, 설정조건을 벗어난
내역이 표시된 주문확인창이 팝업되며, 매수/매도주문 버튼 클릭 시 주문 접수 수행, 취소 버튼 클릭 시 주문
이 취소됩니다.

주문 거부: 주문착오방지 설정범위를 벗어난 경우 내역이 표시된 주문거부 창이 팝업되며, 거부확인 버튼클릭
시 주문 접수가 취소됩니다.

자전거래방지 기능 설정
고객이 대량의 주문을 접수할 경우, 동일계좌에서 매수/매도가 체결되는 거래(Cross Trade)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며, 이런 경우 해외거래소의 “Cross Trade 금지” 규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래방지 기능은 동일 계좌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즉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접수될 경우(자전거래
조건 충족) 주문을 거부하여 자전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능입니다.
자전거래방지 설정
사용 안함 : 자전거래 해당 여부 체크없이 주문을 접수합니다.
주문 거부 : 자전거래 해당 여부를 체크하여 자전거래 주문인 경우 주문 접수거부 안내화면이 팝업되며, 주
문을 접수거부 처리합니다.

자전거래 해당 조건
동일계좌, 동일 종목 주문 시
① 매수 미체결이 있는 경우: 시장가 매도 또는 매수 미체결 주문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매도 지정
가 주문 시 자전거래에 해당
② 매도 미체결이 있는 경우: 시장가 매수 또는 매도 미체결 주문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매수 지정
가 주문 시 자전거래에 해당
* 미체결주문의 주문가가 없을 경우 조건가와 비교하여 자전거래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 신규주문 유형이 STOP, STOP LIMIT일 경우에는 자전거래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화면구성
: 화면 상하 폭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입니다. 축소 시 호가클릭주문영역이 5호가로 표시됩니다. 확대 시에는
설정화면에서 설정한 호가행 높이대로 확대됩니다.
: 좌우 펼침 기능으로 펼친 경우 우측에 개별종목, 전체종목의 미체결/체결/미결제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
다.

호가고정
: 호가고정 선택 시 조회시점의 호가 가격이 고정되어 시세변동에 따른 호가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현
재가가 변동됨에 따라 잔량, 건수의 위치가 움직입니다.
: 호가고정을 해제하면 현재가가 중앙에 위치하여 잔량, 건수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STOP 주문영역 보기/숨기기
: STOP 주문영역 보기 옵션을 선택하면 호가클릭주문영역에 STOP주문영역이 나타납니다.
조회종목 실시간 잔고 및 평가손익 조회 창
조회종목이 미결제잔고 보유종목인 경우에는 매매구분, 잔고수량, 청산가능수량, 체결평균가, 평가손익이 실시간
으로 조회됩니다.
청산가능 수량은 미결제 수량 중 미체결주문을 제외한 청산가능 수량이 조회되며 마우스클릭 시 해당 수량이 주문
수량 입력 창으로 연계됩니다.
주문수량 입력 및 주문가능수량 조회
: 주문수량을 입력합니다. C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수량이 초기화(0)됩니다.
: 퀵 버튼을 이용하여 주문수량을 입력합니다. 더블클릭 시 편집모드로 변경
되어 고객이 수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매수가능 버튼 클릭 시 매수주문 가능수량이 주문수량 입력창에 조회되어 표시되고, 매도
가능 버튼 클릭 시 매도주문 가능수량이 조회됩니다.

호가클릭 주문 영역

매도 STOP 주문 영역
마우스 클릭으로 주문을 실행합니다. 주문수량은 상단에 입력한 주문수량으로 접수됩니다.
매도 STOP 주문은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현재가 바로 아래 호가로 STOP 주문을 접수한
경우 주문접수 시간 동안 현재가가 변동될 경우 주문이 접수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접수상태 표기: 주문수량(주문건수)로 표기
예) 3(1): 3계약 1건 주문 접수, 6(2): 6계약 2건 주문접수 상태

매도 지정가 주문 영역
매도 지정가 주문을 접수하는 영역으로 주문방식은 동일하게 마우스 클릭으로 실행됩니다. 매도 지정가의 경우 현
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접수 시 즉시 체결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장가 주문 영역
매도 시장가 주문을 접수합니다.
매수 시장가 주문 영역
매수 시장가 주문을 접수합니다.
매수 지정가 주문 영역
매수 지정가 주문을 접수하는 영역입니다. 매수 지정가의 경우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접수 시 즉시 체결될 수
있습니다.
매수 STOP 주문 영역
매수 STOP 주문을 접수합니다. 매수 STOP 주문은 현재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현재가와 가까
운 가격으로 접수 시 접수대기 시간동간 가격 변동에 따라 주문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 정정
호가 영역에 접수된 주문은 가격 정정만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건으로 접수된 경우에도 일괄 정정만 가능합니다. 수량
정정 또는 일부 정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취소 후 신규 주문으로 재 접수하여야 합니다.
정정은 마우스로 접수된 미체결 주문을 클릭한 상태에서 상하로 드래그하여 정정 가격에서 드롭하시면 되며, 주문 접
수상태를 나타내는 수량(건수)가 정정된 호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 주문 취소
호가 영역에 표시된 주문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주문 영역 밖으로 이동 후 드롭하면 접수된 주문이 취소 처리되며,
주문은 호가 영역에서 사라집니다.
개별종목 체결/미결제잔고 정보 조회
현재 조회 중인 개별종목에 대한 미체결 주문내역, 체결내역, 미결제잔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종목의 주문 미체결, 체결, 미결제내역이 없는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미체결 주문내역에서 일괄 취소할 경우에는 체크박스에 선택 체크를 한 후 일괄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취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가클릭주문영역 하단에서 매수/매도 미체결주문에 대해 일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체종목 체결/미결제잔고 정보 조회
거래계좌의 전체 미체결 주문내역, 체결내역, 미결제잔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체결주문, 미결제잔고 화면에서 종목을 클릭하면 호가클릭주문영역으로 해당 종목 및 주문가능수량이 연계됩니다.
미체결주문을 선택 체크하여 일괄취소하거나, 미결제잔고를 선택하여 일괄 시장가 청산 할 수 있습니다.
자주거래종목 등록
자주 거래하는 관심종목을 6개까지 등록시켜 신속히 종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거래 종목은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종목탐색기를 통해 등록합니다.

주문 메시지 창
주문 접수 시 주문접수 완료, 주문 거부 및 오류 메시지 등 주문 처리상태를 표기합니다.
※ 해외선물 주문은 해외거래소, 해외중개업체(FCM),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
으니, 주문 후 반드시 주문 접수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선물옵션 분할 연속주문 [8611]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분할연속주문은 대량주문을 횟수 또는 수량으로 분할하여 주문하는 화면입니다.
다량의 주문을 적절히 분할하여 주문함으로써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원할히 체결시키는데 유용합니다.

2. 화면설명

매매구분: 매수주문, 매도주문을 선택합니다.
주문종목 선택
주문가격 선택: 시장가, 지정가 주문을 선택하고 지정가인 경우 주문가격을 입력합니다.
주문 유효기간 선택
DAY: 미체결주문이 당일 영업일까지만 유효하며 장 종료 시 미체결주문은 일괄 취소 처리됩니다.
GTD(Good till date): 당일 영업일 장 종료 후에도 미체결주문이 유효하며 고객이 주문 취소하기 전까지는 최초통보
일(FND)-2영업일전까지 미체결주문이 유효합니다.

총 주문수량 입력: 주문할 총 수량을 입력합니다.
수량분할 또는 횟수 분할을 설정합니다.
수량분할 :
수량 분할로 설정한 계약 수량씩 주문하여 총 주문수량까지 주문을 수행합니다. 단, 총 주문수량에서 남은 주문수량이
분할 수량보다 적은 경우 마지막 주문수량은 동시에 접수합니다.
예) 총주문수량 20계약이고 분할 수량이 3계약인 경우 3계약씩 5번 주문하고 나머지 5계약은 한번에 주문하여 총 6회
주문을 실행합니다.
횟수분할 :
총 주문수량을 설정한 주문횟수로 수량씩 할당하여 주문을 수행합니다. 단, 총 주문수량에서 남은 주문수량이 분할 수
량보다 적은 경우 마지막 주문수량은 동시에 접수합니다.
예) 총주문수량 20계약이고 분할 횟수가 6회 인경우 3계약씩 5회 주문하고 나머지 5계약은 1번에 주문하여 총 6회 주
문을 실행합니다.
분할수량, 분할횟수 설정
설정버튼을 클릭하면 숫자 편집모드로 변경되며 자주 사용하는 수량 또는 횟수를 숫자로
입력 설정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편집을 종료합니다.

주문 실행 버튼 : 설정한 수량분할 또는 횟수분할 주문을 실행합니다.
주문내역 확인: 분할 주문의 접수내역은 하단 주문내역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선물옵션 복수종목 주문 [8612]

1. 화면개요
해외선물옵션 복수종목주문은 최대 20개의 해외선물 및 해외옵션 종목을 미리 셋팅한 후 동시에 일괄주문을 실행할 수
있는 주문화면입니다
복수종목주문 화면에서는 미리 설정한 관심종목의 실시간 시세와 주문 시 주문처리결과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주문
하고자 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개별주문 또는 일괄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설정한 종목과 주문조건(주문구분, 수량, 가격, 유효기간 등)을 그룹으로 저장한 후 불러올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복수의 관심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일괄주문 실행 순서>
계좌비밀번호 입력
최대 20개까지 거래종목 선택 및 주문조건 설정
주문조건 : 매수/매도 구분, 주문유형(지정가/시장가/STOP/STOP Limit), 주문가격, 조건가격, 주문유효기간
주문할 대상종목 선택- 좌측 체크박스에서 선택(체크)
주문 실행
일괄주문 : 선택한 종목들을 동시에 주문할 경우 “일괄주문”버튼 클릭
개별주문 : 선택한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주문할 경우 “주문전송”버튼 클릭

2. 화면설명

주문 종목 및 주문조건 설정
주문종목 : 종목코드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신규로 종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주문조건 : 매수/매도 구분, 주문유형(지정가/시장가/STOP/STOP Limit), 주문가격, 조건가격, 주문유효기간을 설정
합니다. 필드 상단 컨트롤 박스를 이용하면 선택조건이 모든 종목에 일괄 적용됩니다.
일괄 주문 실행
: 복수종목을 미리 설정한 주문조건으로 동시에 주문할 경우에는 좌측 체크박스에 선택 표시한 후 “일괄주문” 버튼을 클
릭하여 주문합니다.

개별 주문 실행
: 한 종목만을 개별적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좌측 체크박스에 선택 표시한 후 “주문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주문합니다.
*Tip) 주문을 접수하면 주문 접수 상태가 나타나며 주문이 접수된 종목은 체크박스가 해제됩니다. 동일 종목을 다시 주
문할 경우에는 “주문초기화” 버튼을 클릭한 후 주문할 종목을 다시 선택하면 신규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접수 상태 표시
: 주문을 실행하면 “정상” 또는 “거부”로 주문 접수상태가 표시됩니다.
주문내역, 미체결내역, 체결내역, 미결제잔고, 청산내역, 예수금 정보 조회
:
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복수종목주문 화면 하단에 주문내역 및 예수금 정보화면이 조회됩니다.

호가/처리결과 조회
호가조회 : 화면 우측 영역에 조회 종목의 실시간 현재가 및 호가 정보가 조회됩니다.
처리결과 : 화면 우측 영역에 조회 종목의 주문 처리결과가 조회됩니다.

주문확인창 표시
: 일괄주문 또는 개별주문 시 주문확인창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문라인 표시 개수 설정
복수종목은 최대 20개까지 설정가능하며 주문라인 표시 개수를 선택하여 주문 화면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개의 종목을 등록한 후 주문라인 수를 “7”로 설정하면 표시되는 주문라인은 7줄이나 우측 스크롤바를 내리면 나머
지 등록한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룹저장/불러오기
: 복수종목주문화면에 설정한 종목코드와 주문조건은 “그룹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그룹으로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
기”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목 삭제
전체삭제 : “전체삭제”를 클릭하면 현재 복수종목주문화면에 설정된 종목 및 주문조건 전체를 삭제합니다.
개별삭제 :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라인에 설정된 종목과 주문조건을 삭제합니다.

주문초기화
동일 종목의 중복 주문을 방지하기위해 이미 주문이 실행된 종목은 선택(체크)표시가 해제되고 “주문전송”버튼은 선
택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주문이 실행되었던 종목을 신규로 주문하기 위해서는 “주문초기화”를 클릭하여 체크박스, 주문접수 상태, 주문 처리
결과를 초기화한 후 주문할 종목을 재 선택(체크)한 후 주문해야 합니다. 또한 “주문전송”버튼은 체크박스 선택 시 활
성화 됩니다.

기타
헷지(Hedge)계좌 주문 불가
: 해외선물옵션 복수종목주문화면은 일반계좌 전용주문화면으로 계좌속성이 헷지(Hedge)인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외옵션 매수주문 시 “행사예약” 불가
: 복수종목주문에서는 해외옵션종목 매수 주문 시 “행사미예약”으로 주문이 접수되며 “행사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행사예약을 할 경우에는 [2712]옵션매수미결제 만기행사관리 화면에서 행사예약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미결제잔고 일괄청산 시 “잔고올리기” 기능 안내

미결제잔고 화면에서 “일괄청산”기능은 선택한 미결제잔고 종목을 일괄적으로 시장가 청산주문하는 기능이나, “잔
고올리기” 기능은 시장가 청산이 아닌 지정가, stop, stop limit 주문으로 일괄 청산할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
다.
청산할 미결제 잔고를 선택(체크표시)한 후 “잔고올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청산가능수량이 있는 미결제잔고의 종
목과 청산가능수량이 복수종목주문화면에 등록됩니다. 이때 청산주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매구분은 미결제잔고
의 반대주문으로 설정됩니다. (매수 미결제인 경우 매도주문으로 설정)
이 때 기존 설정되어있던 종목은 삭제되며, 미결제잔고의 종목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 종목까지만 추가
됩니다.

해외선물 호가클릭(II) [8615]

1. 화면개요
해외선물 호가클릭주문(II)화면은 마우스 원클릭 또는 더블클릭으로 호가에 직접 주문을 넣는 빠른 주문화면으로 지정가,
시장가, STOP, STOP LIMIT 주문을 간편하고 신속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가클릭주문(I)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STOP, STOP LIMIT주문을 지원함으로써 손실제한주문과 이익실현주문을
편리하고 신속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화면 구성

계좌번호 조회 및 비밀번호 입력
화면설정, 유의사항보기, 호가주문영역 늘이기/줄이기, 주문/잔고내역 및 시세정보 조회영역 보이기/숨기기
버튼
종목코드 및 종목명 조회
주문수량 입력
조회종목 미결제잔고 및 실시간 평가손익 조회
현재가 및 시가,저가,고가,정산가 조회
매수호가클릭 주문영역 : 지정가, STOP, STOP LIMIT 주문 가능
매도호가클릭 주문영역 : 지정가, STOP, STOP LIMIT 주문 가능
당일 봉 차트 모형, 호가 상하이동 스크롤 및 재정렬 버튼
호가고정여부 선택, STOP/STOP LIMIT 주문영역 보이기/숨기기 설정
호가고정 선택 옵션
체크 시 호가영역 중앙에 현재가가 고정되어 표시되며, 가격변동 시에도 호가주문영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호가고정 해제 시에는 호가(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잔량 및 주문영역이 모두 호가를 따라 위치가 변경됩니다.
STOP 주문 선택 옵션
호가클릭주문 창의 매도/매수 영역에 “STOP” 주문 영역이 표시됩니다.
STOP LIMIT 주문 선택 옵션
호가클릭주문 창의 매도/매수 영역에 “STOP LIMIT” 주문 영역이 표시됩니다
조회종목 신규주문가능수량 조회 (청산가능수량은 평가손익현황영역에서 조회)
조회종목 미체결주문/체결주문/미결제잔고 내역 조회영역
전체 미체결주문/체결주문/미결제잔고 내역 조회 영역
시세정보 조회 영역 : 실시간 체결추이, 틱/분 차트, 일자별 추이
주문
주문실행절차
주문비밀번호 입력
주문수량입력
호가영역 마우스 클릭하여 주문 실행(매수/매도 영역 선택)
주문정정
주문영역에 표시된 미체결주문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정정가격으로 이동하여 가격정정, 수량 정정 불가
주문건수가 복수일 경우 일괄 정정됨, 일부 정정 불가
주문취소
주문영역에 표시된 미체결주문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주문영역 바깥으로 이동하여 주문 취소
주문건수가 복수일 경우 일괄 취소됨, 일부 취소 불가
주문 유형에 따른 주문 실행

지정가 주문
매수/매도 주문 영역에 마우스 클릭
주문수량(주문건수)로 표시
STOP 주문
매수/매도 STOP주문 영역에 마우스 클릭
주문수량(주문건수)로 표시
STOP LIMIT 주문
매수/매도 STOP LIMIT주문 영역에 마우스 클릭
STOP 조건가에 마우스 클릭하여 주문 실행, 주문가는 상단 ±1틱~±20틱으로 계산하여 화살표로 주문가격 표시
조건가격 호가에 주문수량(주문건수) 표시, 조건가격 도달 시 주문가격은 화살표로 표시

해외선물옵션 손익감시주문(VTS) [8677]

1. 화면개요
손익감시주문은 고객이 보유한 미결제잔고의 총 평가손익이 고객이 설정한 목표수익 또는 손실금액 구간에 도달하면 즉
시 일괄 시장가로 청산하는 자동주문 시스템입니다.
손익감시주문을 이용하여 전체 포지션의 수익보전, 손실제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익감시주문에서는 전체 미결제잔고 및 미체결주문을 일괄 청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일부 미결제와 미체결주문을 선
택하여 청산 또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익감시주문 이용 시 반드시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확인 및 동의하셔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익감시주문 실행 절차
손익감시 대상인 미결제잔고와 미결제잔고 청산 시 취소할 미체결주문 내역 조회
손익감시 조건 설정
손익감시 실행
손익감시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감시 종료 후 감시대상 및 감시 조건 변경 후 재 실행
손익감시 대상인 미결제잔고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손익감시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손익감시 히스토리 조회
손익감시로 인한 주문 이력과 감시 상세 이력을 추적 조회합니다.

2. 화면설명

감시/청산대상 미결제 약정
현재 보유중인 미결제내역과 잔고의 평가손익 합계가 조회됩니다. 하단에서 설정한 손실/이익감시조건이 만족되면 시
장가로 청산 주문을 실행할 대상입니다.
보유잔고 중 손익감시로 청산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종목명 앞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잔고를 삭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잔고는 보유하고 있으나 손익감시 청산주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조건만족시 취소대상 미체결
현재 미체결 주문내역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미체결 주문은 손익감시 조건이 만족할 경우 미결제잔고의 청산주문과
동시에 취소 처리됩니다.
손익감시조건이 만족되어 미결제잔고가 청산되더라도 미체결주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미체결주문을 취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감시조건
손익 감시 조건을 설정합니다.
현재 손익에는 상단 조회된 미결제잔고의 실시간 손익합계금액이 조회되며, 손실감시조건의 손익금액과 이익감시조
건의 손익금액을 설정합니다. 직접 금액을 Key-in하거나 상하조정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시시간 : 1시간 단위로 감시시간을 설정합니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실행/감시중지
감시조건을 설정한 후에 감시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손익감시를 시작합니다.

손익감시가 실행되면 아래에 “감시실행중입니다.”로 감시 상태가 표시됩니다.
손익감시를 종료할 경우 감시중지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하며 감시상태 표시는 “감시종료”로 전환됩니다.
손익감시 대상인 미결제잔고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손익감시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감시상태 표시
감시실행을 클릭하면 손익감시가 시작되며 “감시실행중입니다.”의 문구로 감시 상태가 표시됩니다.
감시중지를 클릭하면 손익감시가 종료되며 “감시종료”의 문구로 감시종료상태를 표시합니다.
감시 실행 시 감시시작 시간과 감시 종료까지의 잔여시간이 표시됩니다.
주문실행조건
청산주문 대상인 미결제잔고, 취소주문 대상인 미체결내역, 청산주문 시 시장가 주문으로 청산합니다. 단, 홍콩거래소
상품은 시장가 접수가 불가하여 20틱 불리한 지정가격으로 청산합니다.
주문 History
주문이력 : 손익감시조건 만족 시 접수된 주문내역이 조회됩니다.
감시이력 : 감시시작, 조건만족, 감시종료 시 해당 감시조건 및 이력을 조회합니다.
사용자는 어떤 조건으로 언제 감시 시작하여 어떤 조건이 만족하여 주문을 수행하거나 종료되었는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 지지저항분석(VTS) [8680]



1. 화면개요
지지저항분석 화면은 피봇(PIVOT), 디마크(DEMARK)를 이용하여 최근 가격 흐름을 분석하고 단기 지지선, 저항선을
파악하는 화면 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종목 선택 및 보유잔고 조회
보유잔고를 조회하여 잔고 종목을 선택(클릭)하거나,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 종목탐색기를 이용하여 조회할 종목을
선택합니다.
디마크(DEMARK) 분석
조회종목의 일간, 240분, 60분의 시고저 가격데이타를 이용하여 DEMARK를 분석합니다.
계산된 디마크 값을 선택한 후 우측 상단 차트표기에서 디마크 표시를 선택하면 하단 차트에 선택한 기간별 디마크
값이 표시됩니다.
DEMARK 분석
구분
개요

내용
디마크는 전일(전봉)의 저가/고가를 이용하여 일일목표가격을 설정하는 분석법



구분
분석

내용
- 현재가격이 목표가 범위 내에 존재하면 목표고가는 저항선, 목표저가는 지지선으로 활용함
- 현재가격이 목표고가 보다 높으면 단기적으로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며
현재가격이 목표저가 보다 낮으면 단기적으로 하락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함
디마크

수식

시가=종가

[고가 + 저가 + (종가x2)]/4

시가>종가

[(고가 + (저가x2) + 종가]/4

시가<종가

(고가 + 저가 + 종가)/3

목표고가

(디마크x2) - 저가

목표저가

(디마크x2) - 고가

비고

수식

- 일일 디마크 및 목표가는 전일봉
의 고가, 저가, 종가로 계산
- 240분 및 60분 디마크 및 목표
가는 전봉의 고가, 저가, 종가로
계산

피봇(PIVOT) 분석
조회종목의 일간, 240분, 60분의 시고저종 가격데이타를 이용하여 PIVOT을 분석합니다.
계산된 피봇 값을 선택한 후 상단 차트표기에서 피봇 표시를 선택하면 하단 차트에 선택한 기간별 피봇 값이 표시됩니
다.
PIVOT분석
구분
개요

내용
- 피봇은 단기 매매에서 가격 흐름의 중심(피봇포인트)/저항/지지를 분석하는 방법
- 피봇포인트는 하루의 평균적인 가격흐름을 나타냄
- 전일(전봉)의 가격변동폭이 클수록 현재 피봇의 지지/저항수준이 넓어지게 되며 전일(전봉)의
가격변동폭이 작을수록 현재 피봇의 지지와 저항수준은 좁아지게 됨

분석

- 피봇포인트 이상의 수준에서 현재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면 시장은 강세라고 판단하며 피봇포
인트 이하의 수준에서 현재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면 시장은 약세라고 판단함
- 피봇포인트가 가장 훌륭한 지지와 저항수준으로 분석됨
- 1차와 2차의 지지 및 저항수준은 피봇포인트보다 다소 신뢰가 떨어짐
피봇

수식

2차 저항

P + 고가 - 저가

1차 저항

(P x 2) - 저가

피봇포인트(P)

(고가 + 저가 + 종가)/3

1차 지지

(P x 2) - 고가

2차 지지

P - 고가 + 저가

수식

비고

- 일일 피봇 및 지지/저항가격은 전
일봉의 고가, 저가, 종가로 계산
- 240분 및 60분 피봇 및 지지/저
항가격은 전봉의 고가, 저가, 종가
로 계산

차트
조회 종목의 가격차트가 조회되며, 상단 차트표기 설정 시 선택한 피봇 또는 디마크 값이 차트에 해당 가격선이 표시
되어 기준선, 지지/저항선 등으로 활용합니다.
구분 표시 옵션을 선택하면 차트에 표시된 지지/저항선의 구분(명칭)이 표시됩니다.

해외선물 추세강도분석(VTS) [8681]



1. 화면개요
해외선물 종목의 중,단기 추세를 분석하고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VWAP과 매수체결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종목 선택 및 보유잔고 조회
보유잔고를 조회하여 잔고 종목을 선택(클릭)하거나,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 종목탐색기를 이용하여 조회할 종목을
선택합니다.
추세분석
조회종목의 중,단기 추세를 분석합니다. 계산방식으로 분석된 추세는 상승(↑), 하락(↓), 보합(-) 기호로 표시됩니
다.
추세분석
구분
개요

내용
추세분석은 당일 및 시간(4h, 2h, 1h), 분(30M,15M,5M,1M) 주기로 계산한 중/단기 추세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분석

내용
기준시간 내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상승/하락/보합을 나타냄
각 주기별 현재 데이터와 직전 2개의 데이터의 고가/저가로 판단

계산방법

- 전전데이터 저가 ≤ 직전데이터 저가 ≤ 현재데이터 저가 : 상승
- 전전데이터 고가 ≥ 직전데이터 고가 ≥ 현재데이터 저가 : 하락
- 데이터간 등호만 나타나거나 부등호가 엇갈리면 추세 없음 : 보합

VWAP/매수강도
조회종목의 VWAP과 매수강도를 분석합니다.
VWAP
구분

내용

개요

VWAP은 거래량을 가중하여 계산한 평균가격으로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활용합니다.

분석

전일, 당일, 240분, 1시간 주기로 해당 주기의 VWAP을 계산하여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전체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값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가격 x 거래량) / 총 거래량

매수강도
구분
개요

내용
거래량의 편차 등 왜곡현상을 최소화 시키고 동시에 기존의 단순한 거래량을 매수체결 거래량
과 매도체결 거래량으로 구분하여 거래량 변수의 효용성을 증가시킨 지표 입니다.
- 매수체결 : 시장가 매수 및 매도호가에 매수 주문하여 즉시 체결된 거래

분석

(실기간 체결탭에서 체결량이 빨간색으로 나타남)
- 매도체결 : 시장가 매도 및 매수호가에 매도 주문하여 즉시 체결된 거래
(실기간 체결탭에서 체결량이 파란색으로 나타남)

계산방법

총 체결량 중 매수체결과 매도체결을 구분하여 백분율로 표시
- (매수체결 거래량 합 / 총 체결량) x 100

VWAP 표시
당일, 240분, 60분 데이터로 계산된 VWAP 값을 하단 차트에 표시합니다.
가격대별 거래량분석
당일 가격변동범위를 표시하고 각 가격대별 거래량 비중과 매수강도를 조회합니다.
가격대 표시단위는 1틱부터 설정가능하며, 당일 가격변동범위가 큰 경우 표시단위의 틱 값을 증가하여 조회할 수 있
습니다.
차트
조회 종목의 가격차트가 조회되며, 상단 VWAP표시 설정 시 차트에 해당 가격선이 표시되어 기준선, 지지/저항선 등
으로 활용합니다.

해외선물옵션 Hedge계좌관리 [8699]

1. 화면개요
당사 해외선물옵션 계좌는 속성에 따라 일반계좌와 Hedge계좌로 구분합니다.
일반 계좌 : 기존 해외선물옵션 주문방식과 같이 매수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반대주문인 매도주문이 체결되면 선입선출
방식으로 포지션을 상계 청산처리하는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 주문은 매수주문, 매도주문, 정정/취소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edge 계좌: Hedge계좌 주문은 신규주문, 정정/취소주문, 청산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종목에 대해서 매수주
문, 매도주문을 신규 주문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서로 상계 청산되지않고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각각 보유하게 됩니
다. 또한 청산주문 시에는 개별 미결제 약정을 선택하여 청산하여야 합니다.
일반계좌와 헷지(Hedge)계좌의 속성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미체결주문, 미결제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화면설명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현재 계좌상태가 조회됩니다.
일반, Hedge 계좌의 속성을 선택한 후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 미체결주문 또는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 미체결 취소 또는 미결제 청산 후 설정합니다.

선물옵션 퀵트레이딩 [8901]

1. 화면개요
선물옵션 퀵트레이딩 화면은 선물옵션 시세정보, 실시간 주문 체결 및 미체결 정보, 주문화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
어 신속한 시세조회와 동시에 체결조회 및 주문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화면입니다.
선물옵션 퀵트레이딩 화면은 선물옵션 종합시세표, 매매동향 등 주요 선물옵션 투자정보와 선물옵션 종목 호가 조회 영
역, 실시간 계좌정보 영역, 주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종목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호가 창과 주문 창으로 바로
연계됩니다.
계좌정보 영역에서는 계좌잔고의 손익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보유잔고를 클릭하면 반대(청산)주문화면으로
연계됩니다. 또한 실시간 미체결 화면에서 미체결 주문을 클릭하면 정정/취소 주문 창으로 연계되어 신속하게 주문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종합시세 및 투자정보 조회 영역
옵션 시세표, 관심종목, 선물옵션 매매동향, 시간별 체결, 잔량그래프 차트가 탭 화면으로 제공되며 각 화면에서 선물
옵션 종목을 선택(클릭)하면 호가 및 주문 창으로 해당 종목이 연계됩니다.

옵션 시세표 :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옵션 4개월물의 전체 시세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체결 및 보유잔고 조회 영역
실시간 잔고, 실시간 미체결, 당일 체결내역, 당일 주문내역, 증거금 조회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체결 주문을 클릭하면 정정/취소 주문으로 연계가 되며 보유종목을 클릭하면 반대(청산)주문으로 바로 연계됩니
다.
체결 주문 일괄 정정 및 취소 주문
미체결 주문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전부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체크박스에 선택 표시를 한 후 일괄정정()
또는 일괄취소() 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잔고화면에서 종목을 선택하여 일괄 청산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산 주문은 보유 잔고포지션의 반대 주문으로 설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물옵션 자동취소주문 [8927]

1. 화면개요
8902 미니주문화면의 모든 기능이 제공되며, 추가로 주문 후 미체결 수량에 대해 자동 취소를 시킬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화면입니다.
자동 취소주문화면의 기능을 이용하시면 미체결주문에 대한 취소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좀 더 빠르게 매매를 하실 수 있
습니다.
※ 자동취소감시는 화면이 실행중 일 경우에만 작동됩니다.

2. 화면설명

매수,매도,정정/취소 탭 선택
탭을 선택하여 매수,매도,정정/취소 화면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며, 단축키(매수F2, 매도F3, 정정/취소 F4/F5)로
바로 주문도 가능하십니다.

주문할 종목 및 주문 유형 선택

종목코드에 코드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종목코드

탐색기를 통해 종목을 선택합니다.
주문유형(지정가,시장가,조건부지정가,최유리지정가,최우선지정가 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탭 화면의 경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유종목이 표시되어 매도할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수량 및 가격 선택
주문수량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클릭하시어 수량을 증감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어 설정된 수량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문한도금액 범위에서 자동으로 수량이 계산되도록 할 수 있습
니다.

주문 수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또는 입력하신 금액범위 내에서 호가단위 및 시장별 기준에 의해 주문가능 수량이 자동 입력됩니다.
수량과 주문금액을 사용자가 투자환경에 맞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화면의 “신규” 혹은 “청산”을 클릭하시면 주문가능금액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주문수량이 계산됩니다.
콤보를 클릭하면 주문가능금액의 “%” 범위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주문가능금액이 10,000,000원인 상황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입력 후 50%를 선택을 하면
5,000,000 원 만큼 수량이 설정이 됩니다.
정정/취소 화면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정/취소 가능수량범위 내에서 선택에 따라 자동으로 수량이 계산됩

니다.
주문단가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클릭하시어 단가를 증감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락률이 표시된 호가가 표시되며,
단가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잔량이 포함된 호가가 표시되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옵션 행사가별 현재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당일주문체결화면이 팝업 되어 체결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에 체크하시면 주문수량과 주문가격이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량과 가격의
매수/매도 자동취소 설정

일정시간 (최대 600초)이 경과하거나 현재가와 주문단가의 차이가 벌어질 경우 주문을 자동으로 취소시킬 수 있습
니다.

주문 후 N초의 시간이 지나도록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주문이 실행되도록 시간을 지정합니다.(최대 600초)
취소 할 수량을 ‘전량, N주, N%’로 지정하여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도)주문단가대비 현재가가 ‘N%,N틱’ 이상 상승(하락)하면 자동 취소주문이 실행되도록 지정합니다.
취소 할 수량을 ‘전량, N주, N%’로 지정하여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취소 감시중인 종목들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자동취소 감시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초 : 사용자가 지정한 N초에서 자동 취소주문이 실행될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주문가대비 : 사용자가 지정한 N%, N틱에 해당되는 현재가의 가격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취소 감시를 해제합니다.

주문실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종목, 주문유형, 수량, 단가를 입력 후 엔터키를 누르면 주문이 실행되며, 다음 각 버튼을 클릭하
거나 단추키를 눌러서 주문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되어 있는 주문단가와 상관없이 시장가로 주문되어 집니다.
주문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한 주문수량과 주문가격이 지워져서 새롭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정정/최소 주문의 초기 주문수량과 주문가격 등을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신속한 주문실행을 위해 가
격/수량의 입력방법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저장하며, 각기 다른 조건으로 최대 5개까지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이
름은 "설정1~설정5"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저장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어 사용자가 투자상황이나 투
자종목의 성격에 따라 적합하게 설정한 내용을 한번의 클릭만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매매를 위한 효율성
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사용자 저장한 주문설정을 선택하는 콤보로 상황에 맞는 설정을 빠르게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문설정화면
기본설정

수량 / 가격 설정
수량의 가능 수량 % : 매수는 주문가능금액, 매도는 주문가능 잔고수량, 정정/취소는 미체결수량 중 %를 지정
하면 자동입력됩니다.
수량의 금액 : 매수시에만 적용가능하며,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범위 안에서 수량이 자동입력됩니다.
수량의 고정 : 입력한 수량이 매수/매도 시 자동입력됩니다.
수량의 기존입력수량 유지 : 주문화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수량이 종목변경시에도 유지가 됩니다. 단, 주문이
실행되면 초기화 되며, 주문 후에도 유지하시려면 '주문 후 설정'기능을 추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현재가 등 사용자가 선택한 호가와 %,틱을 병행해서 지정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수량이 유지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탭 변경시 자동 수량 계산을 체크를 할 경우, 직전 탭에서 조회한 종목에 대한 수량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
다.

주문 실행 후 수량,가격 등을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빠른 주문시 직전 주문수량,단가를 간단하고 신속히
하실 수 있으며, 주문 실행 후 커서의 위치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어 신속한 다음 주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주문설정을 사용자가 투자상황이나 투자종목의 특성에 맞도록 최대 5가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며, 저
장이름을 사용자가 직접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설정

주문 수량 기본 수량을 사용자가 조절하여 보다 빠르게 수량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목에 대해 수량,가격을 실시간으로 변경시키는 기능인 체크박스를 할 수 있으며, 커서위치를 종목코드에 고정시키
거나, 호가에 따라 주문화면이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문수량과 주문금액 및 주문시 단가에 제한을 두어 주문 입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착오 주문을 방지하실 수 있습
니다.
TAB, ENTER키 입력시 커서의 이동순서를 지정하여 보다 빠른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확인창 사용여부 및 사용시 팝업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주문 수량을 사용자 사전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야간선물옵션 주문종합 [8929]

1. 화면개요
야간선물옵션 주문종합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야간선물옵션 미니주문종합 [8930]

1. 화면개요
야간선물옵션 미니주문종합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옵션특화주문 [8932]

1. 화면개요
고객이 선택한 월물의 옵션종목들의 실시간 시세조회와 매도/매수포지션과 청산주문을 하나의 화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주문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조회종목 / 항목 선택 및 주문량 입력, 기능버튼
화면 상단에서 조회할 옵션 월물의 선택과 조회항목의 선택 및 주문과 관련한 화면들을 쉽게 실행 시킬 수 있습니다.

조회할 월물을 선택합니다.
조회 월물은 최근 4개 월물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한 월물의 잔존기간(일수)이 표시됩니다.
조회 및 주문할 계좌번호를 선택한 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계좌의 잔고 및 예수금을 이용한 옵션 거
래가 가능합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에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실행할 경우 실행시킬 기본 주문수량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팝업 시켜 선택한 옵션의 현재가 및 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하여 실행한 주문 중 미체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OSPI200지수와 선물지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 시세에서 조회할 조회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문확인창 보기'에 v표시를 하시면 주문시 주문확인창이 팝업됩니다.
매수 및 매도 포지션 주문

화면의 좌측에서는 콜옵션, 우측에서는 풋옵션의 시세조회와 주문이 가능합니다.
주문 시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매수/매도 , 잔량 영역에서 주문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 호가클릭주문 [8944]

1. 화면개요
선물옵션 호가 주문을 실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야간선물옵션 스탑 주문 [8953]

1. 화면개요
야간선물옵션 스탑 주문은 종목 시세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가격 조건에 도달하거나 당일 거래량이 급변동할 때 손절
매(Stop Loss), 이익실현(Stop Limit), 이익제한(Trailing Stop) 등 강제 청산 주문 또는 신규 주문을 실행할 수 있는 자동
주문 화면입니다.
야간선물옵션 스탑 주문은 자동주문 또는 확인 후 주문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주문 실행 시 소리 및 메시지 창을
통해 통보해 줍니다.
야간선물옵션 스탑 주문은 기존의 관심종목 조건감지 자동주문을 개선한 주문화면으로 관심종목 조회화면과 주문메뉴에
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야간선물옵션 스탑 주문은 미리 설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라도 통신장애나 데이터 유실 등의 이유로 일시
적으로 인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수시로 주문 및 체결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화면설명

스탑(Stop) 주문 설정 방법
주문 비밀번호 입력
계좌(주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자동 저장
계좌 비밀번호는 메뉴 설정 > 종합설정 > 주문설정 에서 "계좌 비밀번호 저장"을 선택하시면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에 한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목코드 입력
주문구분, 매매구분,주문수량, 주문가격을 입력합니다.
주문가격은 현재가 (조건만족 시 현재가)와 현재가를 기준으로 3차 매도호가~3차 매수호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입력
주문구분, 매매구분,주문수량, 주문가격을 입력합니다.
주문가격은 현재가 (조건만족 시 현재가)와 현재가를 기준으로 3차 매도호가~3차 매수호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탑(Stop) 주문 조건 설정 및 알람 설정
)을 클릭하면 조건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가격조건, 거래량 조건, 등락조건,
스탑(Stop) 주문 조건설정 버튼(
트레일링 스탑 조건 중에서 하나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종목에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설정하려면 동일 종목을 새로 여러 번 등록한 후 스탑(Stop) 주문 조건을 개별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주문방식 선택 - 확인 후 주문 / 자동주문
확인 후 주문 또는 자동주문을 선택하여 주문방식을 설정합니다.
확인 후 주문 : 조건 만족 시 주문 확인(실행) 창이 화면에 나타나며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주문이 실행됩니
다.
자동 주문 : 조건 만족 시 자동으로 주문이 실행되며 메시지 창과 소리를 통해 통보해 줍니다.
조건감지 선택/해제 (스탑(Stop) 주문 실행모드/ 수정모드 전환)
주문 입력 창에 종목, 주문내역, 스탑(Stop) 주문 조건을 모두 설정한 후 조건감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감지(
) 버튼을 선택(체크)하여야 합니다.
조건감지가 선택된 상태에서만 스탑(Stop) 주문이 실행되며 조건감지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종목 및 주문내역, 스탑(Stop) 주
문조건 등을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탑(Stop) 주문 취소 및 주문라인 삭제
스탑(Stop) 주문 취소 : 스탑(Stop) 주문 조건이 설정된 상태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내역 및 스탑(Stop) 주문조건
이 지워지며 초기화 상태가 됩니다.
스탑(Stop) 주문 라인 삭제 :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스탑(Stop) 주문이 설정된 주문라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종목 리스트 및 시세감지 조건 저장 및 불러오기
)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스탑(Stop) 주문 창에 설정된 주문 종목과 주문내역, 스탑(Stop) 주문조건을 그
그룹저장(
룹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주문 종목과 주문내역, 스탑(Stop) 주문 조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종목, 주문내역, 스탑(Stop) 주문 조건을 설정한 후 "시세감지"를 선택하면 주문상태에 "대기"로 표시됩니다.
스탑(Stop) 주문 조건이 만족하여 주문이 발생하면 주문상태에 "주문발생"으로 전환되며 주문번호가 표시됩니다. "주문발
생" 상태에서는 스탑(Stop) 주문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주문은 재 실행되지 않습니다.
주문을 재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건감지"를 해제하여 주문상태를 초기화 한 후 다시 "시세감지"를 선택하여 재 설정하여야 합
니다.
야간선물옵션 스탑 주문은 강제 청산 주문외에도 일정가격에 도달하였을 때 신규 주문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 가격까지 하락 시 저점 신규 매수 주문 또는 고가에서 고점 신규 매도 주문 실행

용어설명

강제 청산 주문 (Stop Order) 유형
손절매 주문 (Stop Loss ) : 일정 손실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반대 청산 주문을 실행함으로써 손실을 제한하려
는 주문입니다.
이익실현 주문 (Profit Taking) : 일정 목표(이익)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반대 청산 주문을 실행함으로써 이익
을 확보하려는 주문입니다.
트레일링 스탑 (Trailing Stop) : 가격은 일정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작은 손실 또는 작은 이
익에는 관여하지 않고 일정 목표(이익) 가격에 도달하였다가 다시 이익이 극대화하지 못하고 재차 이익 축소 시에
반대 청산 주문을 실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이익은 확보하려는 주문으로써 투자자가 예상한 방향으로 주가가 진행
될 시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 종합주문(1) [8962]

1. 화면개요
선물옵션 종합주문(1) 화면은 선물옵션 시세정보, 실시간 주문 체결 및 미체결 정보, 주문화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
어 신속한 시세조회와 동시에 체결조회 및 주문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화면입니다.
선물옵션 종합주문(1) 화면은 선물옵션 종합시세표, 매매동향 등 주요 선물옵션 투자정보와 선물옵션 종목 호가 조회 영
역, 실시간 계좌정보 영역, 주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종목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호가 창과 주문 창으로 바로
연계됩니다.
계좌정보 영역에서는 계좌잔고의 손익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보유잔고를 클릭하면 반대(청산)주문화면으로
연계됩니다. 또한 실시간 미체결 화면에서 미체결 주문을 클릭하면 정정/취소 주문 창으로 연계되어 신속하게 주문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선물옵션 종합시세 영역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옵션 4개월물의 전체 시세와 선물 4개 종목의 시세 및 분석 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세정보 및 호가창
조회시점의 선물/옵션 현재가, 등락율, 거래량, 약정금액, 미결제약정, 상한가, 하한가 정보와 KOSPI200 가 제공됩니
다. 호가영역에서는 5단계 매도/매수호가와 당일,5일,10일의 일봉 캔들이 제공됩니다.

선물옵션 종목의 기본정보, 체결, 틱 차트와 호가를 조회합니다.

마우스로 호가 영역을 클릭하면 해당 호가가 주문 창의 주문가격으로 입력됩니다.

주문 영역
매도, 매수, 정정/취소 주문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옵션시세표, 관심종목 화면에서 선물옵션 종목을 클릭하면 주문
창으로 해당 종목이 연계됩니다.

기본 설정

수량 / 가격 설정
수량의 가능 수량 % : 매수는 주문가능금액, 매도는 주문가능 잔고수량, 정정/취소는 미체결수량 중 %를
지정하면 자동입력됩니다.
수량의 금액 : 매수시에만 적용가능하며,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범위 안에서 수량이 자동입력됩니다.
수량의 고정 : 입력한 수량이 매수/매도 시 자동입력됩니다.
수량의 기존입력수량 유지 : 주문화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수량이 종목변경시에도 유지가 됩니다. 단, 주
문이 실행되면 초기화 되며, 주문 후에도 유지하시려면 '주문 후 설정'기능을 추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현재가 등 사용자가 선택한 호가와 %,틱을 병행해서 지정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수량이 유지되도
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탭 변경시 자동 수량 계산을 체크를 할 경우, 직전 탭에서 조회한 종목에 대한 수량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
됩니다.

주문 실행 후 수량,가격 등을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빠른 주문시 직전 주문수량,단가를 간단하고 신
속히 하실 수 있으며, 주문 실행 후 커서의 위치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어 신속한 다음 주문을 준비할 수 있
습니다 .
위와 같은 주문설정을 사용자가 투자상황이나 투자종목의 특성에 맞도록 최대 5가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
며, 저장이름을 사용자가 직접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설정

주문 수량 기본 수량을 사용자가 조절하여 보다 빠르게 수량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목에 대해 수량,가격을 실시간으로 변경시키는 기능인 체크박스를 할 수 있으며, 커서위치를 종목코드에 고정
시키거나, 호가에 따라 주문화면이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문수량과 주문금액 및 주문시 단가에 제한을 두어 주문 입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착오 주문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TAB, ENTER키 입력시 커서의 이동순서를 지정하여 보다 빠른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확인창 사용여부 및 사용시 팝업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주문 수량을 사용자 사전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체결 및 보유잔고 조회 영역
실시간 잔고, 실시간 미체결, 당일 체결내역, 당일 주문내역, 증거금 조회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체결 주문을 클릭하면 정정/취소 주문으로 연계가 되며 보유종목을 클릭하면 반대(청산)주문으로 바로 연계됩
니다.
체결 주문 일괄 정정 및 취소 주문 미체결 주문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전부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체크박
스에 선택 표시를 한 후 일괄정정() 또는 일괄취소() 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잔고화면에서 종목
을 선택하여 일괄 청산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산 주문은 보유 잔고포지션의 반대 주문으로 설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고 : 실시간으로 선물옵션 계좌전체의 청산평가금액, 실현손익, 손익합 등의 정보와, 보유종목별 평가금액, 손익
률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매입금액 = 체결잔고 × 매입가 × 승수
평가금액 = 체결잔고 × 현재가 × 승수
평가손익 = 평가금액 - 매입금액 - 수수료
추정자산(현재 미결제약정을 전부 청산했을 경우를 가정한 계좌평가)
= 예탁현금 ± 선물정산차금 - 옵션매수대금 + 옵션매도대금 - 선물옵션수수료 ± 전일/금일 대용가입금 ± 옵션
미결제평가금액 (미결제 약정에 대한 수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현손익 = 당일매도금액 -매도분매입금액 - 제비용 - 실현손익은 당일매도분에 대한 손익평가를 보여줌

미체결 : 접수된 주문에 대하여 체결, 미체결 여부와 체결에 대해서는 상세한 체결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체결 / 미체결 구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체결 / 미체결 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면 ‘체결상세’ 선택시 선물옵션실시간체결내역을 상세하게 볼 수 있
습니다.
미체결 내역에 대해서는 취소할 주문선택 후 ‘일괄취소’ 버튼 선택으로 일괄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전체선택 버튼을 이용해 전체내역 선택 가능 )
체결 : 당일 수행한 전체 주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미체결 주문만을 선택하여 조회 할 수 있으며, 일괄
정정,일괄취소 주문도 가능합니다.

예탁증거금현황 : 현재의 주문체결 기준으로 예수금, 미수금, 전일/금일정산금액, 출금가능액, 추정예수금 등의 원
장잔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예탁총액 = 예탁현금 + 예탁대용 (결제기준)
예탁현금 = 현금예탁액

예탁대용 = 질권설정 유가증권의 대용금액 합계
※ 실제 현금입출금, 질권설정/해지, 대용가격 변동의 경우에 금액 변동됨
주문가능총액 및 현금(주식옵션관련 항목 제외)
주문가능총액 = 예탁총액 - 위탁증거금총액 ± 선물매매손익 + 전일/금일 대용가입금 - 대용체결대용가
주문가능현금 = MIN(주문가능총액, 예탁현금 - 위탁증거금현금 ± 선물매매손익
인출가능총액 및 현금(주식옵션관련 항목 제외)
인출가능총액 = 예탁총액 - 위탁증거금총액 - 선물매매손실 - 수수료 - 대용체결대용가 - 수표입금액 + MIN(결
제전 대용체결금액, 위탁증거금총액)
인출가능현금 = MIN( 인출가능총액, 예탁현금 - 위탁증거금현금 - 선물매매손실 - 수수료 - 수표입금액 )
※ 단, 미결제가 있을경우 수수료를 제외함.
정산차금 = 당일차금 + 갱신차금
당일차금
: 매도약정 = (당일의 체결가격 - 당일의 정산가격) × 약정수량 × 50만
: 매수약정 = (당일의 정산가격 - 당일의 체결가격) × 약정수량 × 50만
갱신차금
: 매도미결제약정 = (전일의 정산가격 - 당일의 정산가격) × 전일의 매도 미결제약정수량 × 50만
: 매수미결제약정 = (당일의 정산가격 - 전일의 정산가격) × 전일의 매수미결제약정수량 × 50만
위탁증거금
관련화면 : 체결계좌 >선물옵션 잔고> 증거금 상세 [0832]내역을 참조 바랍니다.
재산출추가증거금
익일 추가증거금 산출기준 평가예탁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하는 경우 발생하며 익영업일 12:00까지 위탁증거
금 수준까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화면번호 체결계좌 > 선물옵션잔고 > 증거금 상세
[0832] 내역을 참조 바랍니다.
청산시 평가현금 = 예탁현금 ± 선물정산차금 + 옵션매도대금 - 옵션매수대금 - 수수료 ± 전일/금일 대용가입
금 ± 옵션미결제평가금액
관련화면 : 체결계좌 >선물옵션 잔고 >예수금 잔고 [0831]
약정손익 : 선물옵션 계좌의 거래결과를 일자별로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또한 계좌운용결과를 거래대금, 손익, 수수
료, 정산총액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 세력현재가 [8991]

1. 화면개요
세력분포와 입출(入出)분석을 볼 수 있는 세력투시경 현재가 화면입니다.
현재가에 세력이라고 판단되는 큰 물량이 어느 호가에 얼마만큼 포진해 있는지를 세력현재가 화면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즉, 호가별 진입한 주문의 순서, 건 당 주문 수량, 세력으로 판단되는 큰 수량의 위치와 변동을 한눈에 모두 파
악 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세력 강도 그래프
세력에 의해 얻어지는 세력강도/입출강도/체결강도 3가지 그래프를 조회합니다.
강도 그래프는 수치로 분석된 분석정보를 가공하여 비율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력강도
각 호가에 포진한 매수와 매도의 세력분포를 비율로서 표현합니다.
매수와 매도호가 중 포진한 세력이 매수호가에 많을 경우 매수세력이 강하다고 나타냅니다.
(50% 이상 등) 반대의 경우 매도세력이 강할 경우(50% 이하 등) 으로 나타냅니다.
입출강도
매수와 매도호가 중 어느쪽 세력이 진입과 취소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비율로서 표현합니다.
세력의 진입 및 세력의 취소, 체결 등의 변수를 대입시켜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를 비율로서 표현 함으로써
가격의 변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매수세력이 강할 경우 (50% 이상 등) 반대의 경우(매도세력이 강할 경우) (50% 이하 등)으로 나타냅니다.
체결강도
체결이 매수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매도에서 많이 발생했는지를 비율로서 나타냅니다.
즉, 매수자가 매도쪽 호가에 많은 체결이 발생될 경우 매수체결강도가 크다고 말하며(매수세력 ↑) 반대의 경우 매도체
결강도가 크다고(매도세력 ↑) 합니다.
매수세력이 강할 경우 (50% 이상 등) 반대의 경우(매도세력이 강할 경우) (50% 이하 등) 으로 나타냅니다.

세력 설정
세력 기능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수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력 : 투자자가 세력주문이라고 분류할 기준값을 의미합니다.
즉, 이곳에서 설정한 수량보다 큰 주문들은 세력주문이라고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력분포/입출분석 영역에 표시할 주문들의 필터링 기준이 됩니다.
즉 세력값을 100계약으로 하면 100계약 이상 되는 주문만을 표시하며 1,000으로 설정하면 1,000계약 이상 되는 주
문만을 표시합니다.
[자동]버튼을 클릭되면 종목을 변경할 때 해당 종목에 적합한 세력값을 자동으로 찾아 설정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설정하면 종목을 바꾸더라도 세력값은 바뀌지 않고 고정됩니다.
단위 : 세력분포에 수량을 표시하는 단위를 설정합니다.
즉 단위가 1이면 100계약을 100으로 표시하지만 단위를 100으로 하면 100계약이 1로 표시됩니다.
저가주의 경우 주문수량들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표시단위를 100 이나 1,000으로 설정하면 한눈에 깔끔하게 들어옵
니다.

강도막대 적용범위 설정
입출,세력,체결,강도 표시바에 데이터 적용범위를 설정합니다.
세력 정보
조회종목의 각 호가별 세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력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세력분포와 입출분석 2가지입니다.
세력분포
세력값으로 설정된 수량보다 큰 주문수량들을 표시합니다.
각 호가별로 큰 주문수량의 존재 여부 및 진입 순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회색으로 표시되는 주문수량 』
회색으로 표시되는 수량은 미분석을 의미합니다.
미분석 수량이란 세력 기법으로 분석되지 않는 주문수량을 말합니다.
5단계 이상 또는 이하로 벗어나있는 호가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는 1건 단위로 쪼갤 수가 없기에 미분석 수량으로 표현
하며 세력분포에 연한 회색으로 표시합니다.
입출분석
세력필터를 통해 설정한 세력수량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순으로 입출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입출정보란 호가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주문(신규주문)과 나가는 주문(취소 및 정정으로 발생하는 이탈수량과 체결로
사라지는 수량 포함)을 발생한 시간순서별로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세력들이 매수호가에 지속적으로 주문을 내고 매도호가에 지속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경우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등으로 해석합니다.
세력의 입출 발생시 좌에서 우로 정보가 흘러가며 취소주문은(-) 부호로 표시되며, 체결주문은 (*)부호로 표시됩니다.
: 주문들의 정렬방식을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정렬방식은 2가지로 → 화살표를 선택하면 신규주문(가장 최근 주문)이 제일 왼쪽에 표시된 후 우측방향(→)으로 흘러
가게 되며, ← 화살표를 선택하면 최초주문(해당 호가에 가장 먼저 진입한 주문)을 가장 왼쪽에 표시하고 신규주문이
가장 우측에 표시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주문부터]로 사용하게 되나 예를 들어 특정 호가에 장초반부터 대량의 주문이 포진되어 있다고 의심
되는 경우 정렬방식을 [최초주문부터]로 바꾸어 장초반에 유입된 주문들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호가 상세보기
특정 호가의 세력분포를 상세히 조회할 때 이용합니다.
특정 호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하단부의 선택호가 상세보기에 해당 호가의 세력분포가 1건 단위로 모두 표시됩니다.
즉, 세력수치를 1,000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선택호가 상세보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항상 1계약 단위로 모두 표시됩니
다.

선물옵션 세력집중포착 [8993]

1. 화면개요
동시호가 때에는 예상체결 3호가 및 예상체결가, 세력분포, 세력물량대 분석, 일주월봉 챠트를, 장중에는 5호가 및 체결
가, 세력분포, 세력물량대 분석, 틱/분 챠트, 일주월봉 챠트를 동시에 보면서, 세력의 개입여부를 파악하여, 세력이 개입
한 종목인 세력주를 발굴하고 집중 분석을 하는 세력주 포착 전용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세력 강도 그래프
세력에 의해 얻어지는 세력강도/입출강도/체결강도 3가지 그래프를 조회합니다.
강도 그래프는 수치로 분석된 분석정보를 가공하여 비율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력강도
각 호가에 포진한 매수와 매도의 세력분포를 비율로서 표현합니다.
매수와 매도호가 중 포진한 세력이 매수호가에 많을 경우 매수세력이 강하다고 나타냅니다. (50% 이상 등) 반대의 경
우 매도세력이 강할 경우(50% 이하 등) 으로 나타냅니다.
입출강도
매수와 매도호가 중 어느쪽 세력이 진입과 취소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비율로서 표현합니다.
세력의 진입 및 세력의 취소, 체결 등의 변수를 대입시켜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를 비율로서 표현 함으로써
가격의 변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매수세력이 강할 경우 (50% 이상 등) 반대의 경우(매도세력이 강할 경우) (50% 이하 등)으로 나타냅니다.
체결강도
체결이 매수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매도에서 많이 발생했는지를 비율로서 나타냅니다. 즉, 매수자가 매도쪽 호가에 많
은 체결이 발생될 경우 매수체결강도가 크다고 말하며(매수세력 ↑) 반대의 경우 매도체결강도가 크다고(매도세력 ↑)
합니다. 매수세력이 강할 경우 (50% 이상 등) 반대의 경우(매도세력이 강할 경우) (50% 이하 등) 으로 나타냅니다.
세력 정보
조회종목의 각 호가별 세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력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세력분포와 입출분석 2가지입니다.

세력분포
세력값으로 설정된 수량보다 큰 주문수량들을 표시합니다.
각 호가별로 큰 주문수량의 존재 여부 및 진입 순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회색으로 표시되는 주문수량 』
회색으로 표시되는 수량은 미분석을 의미합니다.
미분석 수량이란 세력 기법으로 분석되지 않는 주문수량을 말합니다.
5단계 이상 또는 이하로 벗어나있는 호가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는 1건 단위로 쪼갤 수가 없기에 미분석 수량으로 표현
하며 세력분포에 연한 회색으로 표시합니다.
입출분석
세력필터를 통해 설정한 세력수량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순으로 입출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입출정보란 호가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주문(신규주문)과 나가는 주문(취소 및 정정으로 발생하는 이탈수량과 체결로
사라지는 수량 포함)을 발생한 시간순서별로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세력들이 매수호가에 지속적으로 주문을 내고 매도호가에 지속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경우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등으로 해석합니다.
세력의 입출 발생시 좌에서 우로 정보가 흘러가며 취소주문은(-) 부호로 표시되며, 체결주문은 (*)부호로 표시됩니다.
: 주문들의 정렬방식을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정렬방식은 2가지로 → 화살표를 선택하면 신규주문(가장 최근 주문)이 제일 왼쪽에 표시된 후 우측방향(→)으로 흘러
가게 되며, ← 화살표를 선택하면 최초주문(해당 호가에 가장 먼저 진입한 주문)을 가장 왼쪽에 표시하고 신규주문이
가장 우측에 표시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주문부터]로 사용하게 되나 예를 들어 특정 호가에 장초반부터 대량의 주문이 포진되어 있다고 의심
되는 경우 정렬방식을 [최초주문부터]로 바꾸어 장초반에 유입된 주문들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량대별 세력정보
매수/매도 주문 물량대별 매수잔량과 매수건수를 보여줍니다.
세력이 개입한 큰 물량대 예를 들면, 10만주 단위 의 큰 물량이 매수 또는 매도 어느 위치에 포진해 있으며 포진한 건수
는 얼마 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세력의 개입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시호가 때 전일 상한 또는 하한종목, 예상체결 상한(하한)/상승종목, 테마별 강세 예상종목 등의 세력주를 파악하
는데 유용한 화면입니다.
선택호가 상세보기
특정 호가의 세력분포를 상세히 조회할 때 이용합니다.
특정 호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하단부의 선택호가 상세보기에 해당 호가의 세력분포가 1건 단위로 모두 표시됩니다.
즉, 세력수치를 1,000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선택호가 상세보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항상 1계약 단위로 모두 표시됩니
다.

해외주식도우미 [H700]

1. 화면개요
홍콩/ 중국(상해A)/ 미국 증권거래에 대한 계좌개설, 입출금, 매매, 시세사용신청 등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안내와 바로
가기 버튼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2. 화면설명

환전신청(실시간) [H702]

1. 화면개요
실시간 환전 화면입니다.

2. 외환매수(원화->외환)

외화매수 -> 통화코드입력 -> 환전할 원화금액입력 ->
버튼 클릭

버튼 클릭 -> 환율 및 환전될 예상외화 확인 ->

3. 외화매도(외화 -> 원화)

외화매 -> 통화코드입력 -> 환전할 원화금액입력 ->

버튼 클릭 -> 환율 및 환전될 예상외화 확인 ->

버튼 클릭 또는 보유외화 더블클릭 시 자동세팅 됩니다.

공인인증서 입력 후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