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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당일(6/1) 응찰금액 입금 권장

◘

입찰당일(6/1) 응찰금액입금 권장

ㅇ 입찰일(6/1)에 낙찰 이후 다음거래일(6/4)부터 협의매매방식으로 매매 진행
◘

응찰금액 입금시 고려사항

ㅇ 응찰금액 : 예상 응찰가격에 응찰수량을 곱한 금액과 거래수수료를 합한 금액
응찰금액 = 예상 낙찰가격(또는 응찰가격) * 응찰수량 *1.0011


0.0011은 수수료 및 부가세 0.11%

ㅇ 입찰 당일 낙찰가격의 변동까지 고려하여 응찰금액을 여유있게 입금할 것을 권장
ㅇ 응찰금액은 입찰당일(6/1)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예수금을 전액반환조치하므로, 전일 혹은 전전일에 입금 할 경우
5월 31일에 반환됩니다.
ㅇ 입찰일 응찰금액이 낙찰금액(수량*가격+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10:00분까지 부족금액을
입금하여야 낙찰수량을 구입할 수 있음

◘

응찰금액 입금확인 / 화면번호 (9664, 은행이체내역)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입금한 응찰금액 조회 가능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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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당일 응찰
◘

입찰가격 및 수량을 입력 (M500)

Bulletin Board에서 처리구분을 ‘시장안정화용’으로 구분값을 입력 한 후
입찰 희망수량, 가격 등을 입력하여 응찰함
응찰가능 최대수량인 최대 입찰물량 : 부족수량의 20%까지

처리구분 및 비밀번호

 ‘입력’ 선택, 본인 계좌의 비밀번호

종목명 및 매도/매수

 KAU17선택, 매수 선택
 1톤~최대 입출물량 범위내에서 수량 및 희망가격 입력

희망수량 및 희망가격

 가격은 50원단위로 입력. 21,550원 등
 최저입찰가격은 입찰공급일에 K-ETS 공지사항 확인

전송

 화면 하단 우측에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완료
 입찰은 1회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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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응찰내역 조회 (M503)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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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및 수량을 정정 (M500)

입력란에서 삭제후 재입력
삭제방법 : 비밀번호 및 일련번호 입력후 전송

일련번호 : 조회에서 보이는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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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 수량에 대한 협의매매
◘

협의매매 호가제출 (M011) (주문 > 협의매매 주문제출)

협의매매 호가를 제출하기 위해 상세 조건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계좌번호

 디폴트로 입력된 상태임

호가가격

 통보받은 낙찰 가격
한국거래소 001-01-700007
산업은행 528-01-700001

거래상대방 계좌번호

기업은행 526-01-700001
수출입은행 529-01-700001
해당 상대방의 계좌번호 입력(-생략), 빈칸인 계좌번호만 입력함

비밀번호

 회원 본인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호가수량

 낙찰받은 수량 입력

협의완료시각
종목명 / 매수

 1001으로 입력 – 10:02~11:00분에 호가입력시
 1100으로 입력 – 11:01~11:30분에 호가입력시
 KAU17 선택, 매도/매수에서 매수 선택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이 완료

제출

 입금한 금액범위내에서 매수주문 제출이 가능하므로 낙찰금
액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입금되어야 주문제출 가능
 낙찰금액 = 낙찰수량*낙찰가격, 수수료 = 낙찰금액*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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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본인 계좌의 협의매매 호가제출내역 조회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조회

 우측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서 조회 가능

조회된 내역을 더블 클릭할 경우 당일주문에 한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 거래상대방과 협의한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취소할 경우 사용합니다.
► 호가제출일이 당일일 경우 해당 내역을 더블 클릭하면 취소확인 팝업이 표시되며, 예(Y)
버튼을 클릭하면 협의대량 호가제출이 취소됩니다.

4. 주문체결내역 조회 (M300)
◘

화면개요

비밀번호, 종목선택, 조회시 해당일 체결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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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좌거래내역 조회 (9536)

◘

화면개요

회원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입출금, 매매, 입출고(GIR 장외변동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외(GIR)에서 변동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장외매도/매수, 추가할당,
이월, 차입, 정부제출, 할당량조정/취소, 상쇄배출권발행, 직권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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