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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
1002- 세계지수종합
화면개요
전 세계 주요 지수 및 다양한 시장 지표들을 종합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대륙별 버튼 선택
좌측 상단에서 '아시아' or '미국+유럽' 을 선택하여 시장지표와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주요지수' 선택 시, 시장지표 없이 세계 주요 지수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셀 바탕색으로 정보성격 분류
동일 대륙 또는 동일 성격의 시장지표끼리는 셀 바탕색이 동일합니다.
3 데이터 제공 주기 표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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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뒤에 'D(지연시세)', 'E(종가시세)' 표시를 통해 제공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는 실시간 시세)
4 장 상태 구분 표시
현재 해당 지수의 장 상태를 대표 영문자로 표기하여 제공합니다.
"P" (Prepare), "O" (Open), "C" (Close), "H" (Holiday) 로 각각 구분합니다.

참고 사항

6 | 종합

관련 화면
6350- 아시아 지수종합(Tick)
6300- 미국지수종합
6342- 대륙별지수

1103- 지수편집 | 7

1103- 지수편집
화면개요
금융지표 및 국내 및 해외 지수를 원하는 대로 편집하여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지표편집 가능
지표편집 버튼을 통해 원하는 금융지표 및 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최대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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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관련 화면
1002- 세계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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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 주식체결
화면 개요
개별주식종목의 최근 3개월 Tick, 1분 체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 검색
• KOSPI와 KOSDAQ의 개별종목을 선택합니다.
• ETF, ETN, ELW 종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항목 설명
• 제공되는 데이터의 상세 항목입니다.
• Tick, 1분 체결 데이터의 상세 항목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Data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일자 설정
• 다운로드를 원하는 일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1주일/1개월/3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회일 직전일부터 최근3개월간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4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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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제공합니다.
• 파일 생성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압축하여 자동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 선택 일자 및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일자를 최초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조회일 직전일로 설정)

관련 화면
1311 - 체결내역
1327 - 일중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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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 선물체결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KTB3Y, KTB10Y 선물의 최근 3개월 Tick, 1분 체결 데이터를 제공합
니다.

화면 설명

1 선물 선택
• KOSPI200, KOSDAQ150, KTB3Y, KTB10Y, Mini KOSPI200 선물을 선택합니다.
2 항목 설명
• 제공되는 데이터의 상세 항목입니다.
• Tick, 1분 체결 데이터의 상세 항목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Data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리선물의 1분 체결데이터중 이론가 항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일자 설정
• 다운로드를 원하는 일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1주일/1개월/3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회일 직전일부터 최근3개월간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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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생성
• 선택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제공합니다.
• 파일 생성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압축하여 자동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 선택 일자 및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일자를 최초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조회일 직전일로 설정)

관련 화면
4131 - 체결(실시간)
4151 - 종목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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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 옵션체결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옵션의 최근 3개월 Tick, 1분 체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옵션 선택
• KOSPI200, Mini KOSPI200 옵션을 선택합니다.
• 옵션의 만기를 선택합니다. 최근 3개월이내 상장되었던 만기월까지 조회됩니다.
2 항목 설명
• 제공되는 데이터의 상세 항목입니다.
• Tick, 1분 체결 데이터의 상세 항목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Data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권리 선택
• 콜, 풋을 선택하거나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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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가 선택
• ATM은 당일 장시작 시점의 ATM 행사가를 의미합니다.
• 콜옵션의 OTM은 ATM을 초과하는 모든 행사가를 의미합니다.
• 풋옵션의 OTM은 ATM 미만의 모든 행사가를 의미합니다.
• 콜옵션의 ITM은 ATM 미만의 행사가를 의미합니다.
• 풋옵션의 ITM은 ATM을 초과하는 모든 행사가를 의미합니다.
5 항목 설명
• 다운로드를 원하는 일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1주일/1개월/3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회일 직전일부터 최근3개월간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6 파일 생성
• 선택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제공합니다.
• 파일 생성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압축하여 자동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 선택 일자 및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일자를 최초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조회일 직전일로 설정)

관련 화면
4531 - 체결(실시간)
4551 - 종목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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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 업종지수
화면 개요
KOSPI, KOSPI200, KOSDAQ, KOSDAQ150지수의 체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 검색
• KOSPI와 KOSDAQ의 개별종목을 선택합니다.
• ETF, ETN, ELW 종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항목 설명
• 제공되는 데이터의 상세 항목입니다.
• Tick, 1분 체결 데이터의 상세 항목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Data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일자 설정
• 다운로드를 원하는 일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1주일/1개월/3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회일 직전일부터 최근3개월간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4 파일 생성
• 선택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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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생성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압축하여 자동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 선택 일자 및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일자를 최초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조회일 직전일로 설정)

관련 화면
1111 - 업종시세
4006 - 체결상세

2. 관심
1370 - 관심종목 평가
화면개요
관심종목 등록창에 기록한 매수가격에 따라 전체 / 종목별 평가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명

●

"예수금"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고 예수금액을 기입한다.

●

관심그룹을 선택하고 관심종목을 선택하여 매수가격 (디폴트 : 현재가)과 수량을 기입한다.

●

총매수금액이 예수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등록한다.

●

일괄등록의 경우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엑셀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통해 단수 혹은 복수개의 포트폴리오를 등록한
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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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종목 그룹을 선택합니다
(콤보를 사용하지 않고 좌우 화살표를 이용해서 관심종목 그룹을 선택할 수 있음)

2

관심종목 및 관심그룹 등록시 사용, F8 키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

3

매매 금액(처음 등록시 설정한 매도수 금액)에 대한 수익률 산출 기준 선택

4

매도수 구분 표시 유무 선택 (매도수 구분을 숨기고 싶을때)

5

베타 산출시 대상 업종을 코스피200(유가종목인 경우), KOSTAR (코스닥종목인 경우) 로 변경

 종목 평가 항목 (상단)
누적수익률 : (평가금액 - 매매금액) / 매매금액)} X 100
누적손익 : 평가금액 - 매매금액
전일대비 : 전일누적손익 - 당일누적손익
매매가 : 사용자가 관심종목 등록시 입력한 매매가
평가항목 : 의 콤보에서 선택한 평가방법의 기초가 되는 가격
평가대비 : 평가항목 - 매매가
수량 : 사용자가 관심종목 등록시 입력한 보유수량
평가금액 : 평가항목 X 수량
평가금액(전일대비) : 당일 평가금액 - 전일 평가금액

1379 - 관심종목 160 | 19
평가비중 : (해당 종목의 평가금액 / 관심종목파일 총 평가금액) X 100
매매금액 : 매매가 X 수량 (사용자 입력)
매매비중 : 개별종목의 매매비중 -> (해당 종목의 매매금액 / 관심종목파일 총 매매금액) X 100
해당 시장의 매매비중 -> (해당 시장의 총 매매금액 / 관심종목파일 총 매매금액) X 100
기여도 : 투자수익률 X 투자비중
베타 : 소속시장(KOSPI or KOSDAQ)대비 베타 값
매매일자 : 관심종목으로 등록한 일자(등록 창에서 수정 가능)
기준지수 : 관심종목 등록에서 해당 종목과 비교할 기준 지수를 설정할 수 있음
 종목 평가 항목 (상단)
누적수익률 : (평가금액 - 매매금액)/매매금액) %
 전체 평가 항목 (하단)
현금포함 : 현금제외 토글 버튼을 통해 포트폴리오 평가금액 수익률을 현금포함한 값과 제외한 수익률을 번갈아 조회
당일평가금액 :모든 종목 평가금액의 합
전일대비 : 당일 평가금액 - 전일평가금액
전일평가금액 : ∑ (해당종목의 전일종가 X 해당종목의 현재 보유수량)총매매금액 : 모든 종목 평가금액 합
당일평가수익 : ∑ (각 종목의 평가금액 - 각 종목의 매매금액)
누적수익률 : {(평가금액 - 매매금액) / 매매금액} X 100
당일평가수익률 : 당일평가수익 / ∑ 각 종목의 매매금액
총베타 : ∑ (각 종목의 평가비중 X 각 종목의 베타값)
총평가금액 : 모든 종목 평가금액의 합
총평가금액 전일 대비 : 총 평가금액 - 전일 평가 금액
총평가손익 : ∑(각종목의 평가금액 - 각 종목의 매매금액)
총평가손익 전일 대비 : 총평가손익 - (전일평가금액 - 당일평가금액)
종목투자수일률(평균) : ∑ (개별종목수익률) / 개별종목수
종목투자수일률(표준편자) : 개별 수익률평균에서 개별수익률을 뺀 제곱합의 평균의 제곱근

1379 - 관심종목 160
화면개요
관심종목 또는 업종별 구성종목을 한번에 최대 160개까지 보여줍니다.
관심종목으로 사용할때는 관심종목 추가 및 삭제가 바로 가능하고
업종별 구성종목으로 사용할대는 일종의 전광판 같은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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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1

코스피/코스닥시장 업종별로 조회하고자 할 때 시장을 선택 후 업종을 선택합니다.
다시 관심그룹으로 사용하려면 조회하던 시장버튼을 눌러 해제하면 됩니다.

2

편집모드를 선택하면

3

빈칸에 종목명/종목코드를 입력하여 바로 관심그룹에 추가하거나 기존종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현재가 대비값 외에 시총/등락률/거래량/거래대금/일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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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화면

관심그룹의 구성종목 수에 따라 1364 (20선), 1363 (40선), 1387 (60선), 1384 (80선)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차트
8112 - 신종합차트
한층 업그레이드 된 CHECK Expert+ 신종합차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적인 화면 구성

1

지표영역 감추기/보이기 버튼

2

지표영역 : 60여개의 차트유형과 매매전략, 140여개의 기술적지표를 제공하며 멀티차트와 비교차트, 수치조회창 등을 확
인할 수 있음

3

차트 불러오기 유형 변경 기능
- 변경 : 새로 조회하는 차트가 기존 조회된 차트를 대체함
- 초가 : 기존 차트와 별도로 새로 조회하는 차트를 추가로 조회
- 중첩 : 기존 차트 위에 새로 조회하는 차트를 겹쳐서 조회

4

수치조회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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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선도움말 : 차트의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대면 일시/시고저종가 확인 가능함

6

등락률 기준선 :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차트간의 상대적 등락률을 비교할 수 있음

7

엘리어트파동 추세선

8

마우스 우클릭 서브 메뉴 : 화면저장, 보기방식 설정, 화면크기 저장 등 차트 사용시 필요한
세부기능을 적용할 수 있음

9

종목동기화콤보(좌)와 주기동기화콤보(우)
☞ 같은 그룹의 종목(주기)을 고정시킨 채 주기(종목)만 변화시켜 차트를 분석할 수 있음

10 조회된 차트(지표)를 선택후 더블클릭하면 지표의 속성을 바로 변경 가능함
11 차트 배경을 더블클릭하면 차트의 전반적인 사항을 변경 가능함

2. 단기봉과 장기봉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

●

서로 다른 주기의 인트라 뿐 아니라 틱과 인트라 차트를 한 화면에 오버랩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인트라 정밀 분석이 가능합니다.

1

'중첩'을 선택 후,

2

직전에 조회되었던 종목과 동일한 종목을 한번 더 불러옵니다.

3

새로 조회된 차트를 선택하여 주기를 '1주'로 바꾼 후

4

1주 주기로 산출된 차트를 더블클릭하여 투명도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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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오늘날, 서로 다른 종목, 관계 깊은 여러 차트의
흐름을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

●

손쉬운 멀티차트를 이용하여 선물과 옵션의 비교, 국고채 시장과 세계경제의 흐름, 여러종목 및
업종 추세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지표영역의 [화면] 탭을 클릭 후,

2

원하는 멀티화면 구성을 선택하여 필요한 차트들을 조회합니다

3

그밖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어 화면을 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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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종목의 서로 다른 주기차트를 비교하고 싶을 때, 반대로 같은 주기
의 서로 다른 종목들을 비교하고 싶을 때는 '연동 콤보'를 이용해보세요.

●

서로 다른 차트들이 있을 때 종목만 또는 주기만 각각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참조)

1

종목연동콤보 : 왼쪽 콤보를 같은 번호로 배정하면, 종목 변경시 해당 차트가 함께 변경됩니다

2

주기연동콤보 : 우측 콤보를 같은 번호로 배정하면, 주기 변경시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 채 주기만 함께 변경됩니다.

5.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의 체결 정보를 동일 시계열상에서 동시에 비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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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신종합차트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선물과 옵션의 틱정보를 동일 시계열상에서 조회/분석할 수 있어 합성차
익거래시 좋은 참고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1

'중첩' 상태에서 두 차트를 조회합니다.

2

또는 위 1번의 '추가' 상태에서 두 차트를 조회한 후 한 쪽 차트를 다른 쪽 차트로 드래그 앤 드랍 후, 팝업 창에서 '새로운
Y축 스케일'을 클릭하세요.

6. 본인만의 지표/전략式 으로 가상의 시스템 트레이딩을 수행하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CHECK에서는 수식편집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지표/매매전략을 적용 가능합니다.

1

차트 배경에서 우클릭 > 설정 > 수식편집을 클릭 후

2

매매전략 서브탭 또는 지표목록 서브탭 중에서

3

편집을 원하는 식을 선택 하여

4

'복사'를 클릭합니다

5

MY_로 시작되는 지표를 더블클릭 한 후 식을 편집하세요.
※ 알파벳 O(시가), H(고가), L(저가), C(종가), V(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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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하는 시점을 전후로 둘 이상의 종목들간의 상대적 등락률 변화를 비교
할 수 있습니다

1

종목검색 돋보기 옆의 버튼을 눌러 '중첩'을 선택하고

2

우측의 버튼패널 에서 '등락률기준선'을 클릭 후

3

원하는 기준시점을 클릭해줍니다.

8. 특정 종목 차트를 1년 단위로 잘라 계절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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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에서는 투자자가 원하는 차트를 1년 단위로 분리하여 계절성, 1월효과 등을 상세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넘버링된 탭과 항목들을 순서대로 클릭해보세요

9. 신종합차트를 통해 Prebon의 기간별 IRS 스왑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1

차트 조회 방법을 '중첩'으로 선택하고

2

돋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3

넘버링된 순서대로 채권II > SWAP전체 > 기간별 IRS > Prebon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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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종별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차트로 분석 가능합니다.

●

CHECK 신종합차트는 증권시장의 업종별 외국인 순매수 데이터 뿐 아니라 선물, 옵션 시장의 방대한 투자자별 순매수데이
터를 함께 제공합니다.

1

차트 조회 방법을 '중첩'으로 선택하고

2

'시장지표' 서브탭을 클릭한 후

3

'투자자순매수'의 업종별/투자자별 자료 중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주식
1822 - 시장조치내역
화면개요
당일 또는 특정일자에 지정된 주요 종목조치 내역과 변경내역을 제공합니다.

화면설명

1

특정일자로 조회시에는 대상증권과 조치명(EVENT)를 "전체"로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을 지정하여 조회시에는 특정 조치명(EVENT)를 지정(예. 상장/폐지, 거래정지)해야 합니다.

2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상장주식수 변경조치가 발생한 날짜와 내역이 화면 하단에 조회됩니다.

관련화면
1024 - 종합화면 > CA캘린더 : 주요 공시일정 캘린더

30

1302 - 당일시세예측 | 31

1302 - 당일시세예측
화면 개요
당일 중 시세의 기류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무게중심가격) 제공을 비롯하여 기존 제공 정보 중, 당일 체결과
관련된 중요 정보에 보다 집중시킨 콘텐츠입니다.

화면설명

1

특허출원 중인 (번호 2013-133838) 무게중심가격과 VWAP, 현재가를 함께 제공합니다.
-무게중심가격: 해당 종목의 시세가 당일 중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에 대해 보다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무게중심가격: 3/5/10단계 우선호가와 잔량을 이용한 현재 매수/매도세력의 무게중심(평형점)가격
-매매를 위해 제출된 호가들의 세력이 균형점을 이루고 있는 위치로 해석되며 이는 체결되지 않은
호가와 주문량으로 산출되므로 현재 시점의 매도수세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선행지표 성격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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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중심 >> 시세 : 현재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자 하는 대기 세력의 강도가 강함.
• 무게중심 << 시세 : 현재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자 하는 대기 세력의 강도가 강함.
※ 일별 추이를 관측하는데 있어 시세의 이동평균들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탈피,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
• 일중 단기지표 : 무게중심가격
• 일중 중기지표 : 현재가(시세)
• 일중 장기지표 : VWAP
※ 무게중심가격, 현재가, VWAP을 이용한 시세 관측 방법
1) 무게중심가격은 시세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게중심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지면
시세도 그 방향으로 움직임. 어느정도 시간의 경과에도 시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게중심 가격이
다시 시세방향으로 돌아오게 됨.
2) 무게중심가격과 시세가 모두 VWAP을 상향/하향하는 돌파하면서 시세전환 가능성 커짐.
3) 무게중심가격과 시세는 VWAP에 대해 Converge&Diverge의 특성을 가짐.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멀어짐)
4) 세 개의 가격이 모두 정배열로 상승/하락하는 경우는 상승세/하락세의 지속시간이 길어짐.
2

당일 거래량을 전일 및 최근일 이동평균(3일/5일/20일/60일)과 비교할 수 있는 실시간 차트 제공
- 당일 거래량 증가에 대한 특이점을 그래픽으로 가장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차트기능 제공

3

매수/매도 체결이 어떤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발생 중인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매물대 차트를 제공

4

위의 차트들을 관측하면서 현재의 추이가 외국계에 의한 것인지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체결내역 제공

5

피벗(Pivot)은 단기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세가 1차지지(1S)와 2차지지(2S)수준에 있으면 하락국면, 1차저
항(1R)과 2차저항(2R) 수준에 있으면 상승국면으로 판단.

1856 - 참여자별 대차거래 종합
화면개요
대차거래에 대한 시장참여자별 상세정보와 관련종목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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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1

대여 및 차입의 주체별로 대차 잔량/상환의 추이

2

특정 기간동안 대차 잔량이 가장 많이 증가/감소한 종목

3

대여와 차입의 주체별로 발생한 신규대차거래 체결량, 대여비중, 차입비중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더블클릭) 한 cell의 주체간에 발생한 대차거래 종목 상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25 - 시간외단일가 시세표
화면개요
본 화면은 당일 장개시전에 확인함으로서,
전일 시간외단일가(15:30 ~ 18:00) 시장, 즉 전일 장종료 시점 이후에 일어난 종목의 시세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화
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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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1

전일 시간외단일가 시장에서의 거래량/등락률 상위(하위) 종목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이 종목들에 대한 현재시세를 보여줍니다.

1104 - 보통주 portal
화면개요
상장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우선주, 워런트, BW, 회사채, CB, DR, ELW 등 관련 유가증권의 상세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는 포털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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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1

해당 회사와 관련된 유가증권의 "V"를 더블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584 - 업종구성종목 베타
화면개요
선택한 업종의 종목들과 해당 업종지수의 베타(지수 수익률 패턴과 함께 하는 정도)를 일별/주별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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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1

베타값과 ROE(자기자본이익률)을 함께 제공. 예) 저베타 고ROE 종목 (지수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이익 창출이 큰 종목)

2

주별 베타값은 매주 종가(금요일) 기준 수익률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3

종목명 더블클릭 시 아래와 같이 해당지수와의 수익률 추이패턴과 베타추이 차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1542 - 업종내 구성종목의 상대성과 | 37

관련화면
●

베타/회귀분석(1580)

●

일별베타(1581)

●

관심종목베타(1583)

1542 - 업종내 구성종목의 상대성과
화면개요
특정 업종지수의 움직임과 그 업종을 구성하는 종목들의 수익률 변화와 차이를 Heat map 방식을 이용하여 다차원
적으로 보여줍니다.

화면설명

●

●

●

Spark Line (셀 내 차트) 으로 업종 또는 동종내 종목들과 추이가 다른 종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수익률의 크기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색깔이 유독 다른 종목, 즉 동종 내에서 수익률 추이가 다른 종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더블 클릭 할 경우 아래의 합성 수익률 차트 제공
기능1) 업종지수와 선택한 종목의 수익률 추이를 보여줄 뿐 아니라
기능2) 다른 종목들을 드래그하여 차트위에 드롭하면 선택한 종목들로 구성된
① Portfolio 지수(회색)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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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 외국계 회원사 실시간매매 종목
화면개요
증권사별로 현재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과 소속업종, 시세등 매매현황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
국계증권사"를 선택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화면설명

1614 - 회원별 실시간 체결 | 39
●

외국계 증권사들이 오늘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과 현황을 보여줍니다.
- 외국계 증권사 전체에 대한 합계, 또는 각 증권사 개별의 매매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

종목을 더블클릭시 현재 및 당일의 거래 상위 회원사 현황(1621화면)을 보여줍니다.
- 위 화면의 정보는 상위 5개 증권사의 실시간 매매현황을 근거로 만들어집니다.

관련화면
- 1614 (회원별 실시간 종목체결현황)
외국계 회원사가 매매한 종목들의 체결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14 - 회원별 실시간 체결
화면개요
외국계 회원사가 매매한 종목들의 체결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명

1

[종목명] 타이틀 더블클릭시 종목명 순으로 정렬되어 종목별로 체결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사명] 타이틀 더블클릭시 회원사 순으로 정렬되어 특정 외국계 회원사가 매매하는 종목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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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설정] 버튼을 통해 일정 거래량(대금)을 초과하는 매매건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터링기능으로 인해 진입/재진입 표시가 함께 필터링 될 수 있습니다)
 매도/매수 상위거래원(Top5) 으로 처음 진입하거나 재진입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알림팝업을 띄울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심그룹에 대해서만 한정)

3

신규진입은 N, 재진입은 R 로 표시됩니다 (매수는 red, 매도는 Blue)

4

[대상종목] 입력방법
- 특정 종목코드 입력시 해당종목에 대한 것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심] 버튼 선택시 사용자의 관심그룹내 종목들 모두를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

N

외국계증권사의 경우 "외국계(전체)"에 대한 조회/알림 기능도 제공합니다

N

관심그룹 ↔ 개별종목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1340 - 종류주식 스프레드
화면개요
상장종목과 종류주식(우선주), 그리고 그 종목을 목적주권, 기초자산 등으로 하는 관련 상품들 (신주인수권증권/증
서, 주식선물, ELW, DR) 간의 시세 스프레드 추이를 종류별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명

1547 - 역사적변동성 | 41
1

관련상품의 종류를 콤보박스에서 선택하면 해당 보통주들의 목록이 조회되고 그 종목을 선택(더블클릭)하면 우측에 관련
상품 목록과 스프레드 추이 차트가 조회 됩니다.

2

[상세분석차트] 선택시 아래와 같이 CHECK의 신종합차트를 통해 시세추이와 스프레드 추이를 보다 명확히 보여줍니다.

1547 - 역사적변동성
화면개요
업종별 각 종목들에 대한 n일 동안의 이동평균을 가지고 과거변동성(Historical Volatility)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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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실제로 과거변동성은 이동평균일수 간의 비교보다는 동일기준 내에서의 변동성추이가 더 중요합니다. 종목명을 선택시(더블클
릭) 아래와 같이 이동평균일수별 (20일, 60일, 90일, 120일) 변동성 추이를 볼린저밴드차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160 - 섹터종합 | 43

1160 - 섹터종합
1

이동평균 기준일을 변경하려면 타이틀 (예. 현대차(1일) Bollianger Bands Mid_Level(2,60)) 을 더블클릭하여 차트의 변
수설정 창에서 "Term" 의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화면개요
KRX 및 KOSPI 섹터 전체의 당일 현황 및 일별추이를 한눈에 비교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섹터업종별 추이를 업종대표지수(KOSPI, KOSPI200, KRX100)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명

1

특정섹터를 선택(더블클릭)시 섹터구성종목 개개별 시세현황이 조회되며 해제버튼을 클릭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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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섹터별 시세분석
화면개요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섹터 별로 자세한 현황을 알려줍니다.

화면설명

1

섹터별 구성종목과 당일시세현황, 외국인보유비율, 섹터구성종목 중 상승종목 비율을 제공합니다.

2

섹터업종 및 구성 종목의 "기준대비 등락률"의 산정은 디폴트가 60일 입니다. (날짜 변경 가능)
※ 섹터업종 등락률은 비교대상지수인 KOSPI 와 같이 시가총액식 방법에 따른 일별 산출결과입니다.
(참고) 시가총액식 계산 = (구성종목 각각의 현재가 x 상장주식수) / 상장주식수의 합

3

우측상단의 [인포스탁] 버튼을 누르면 섹터업종별 관련종목의 기업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해당 섹터업종이 최근 60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우에는 날짜를 최근으로 변경하면서
사용자가 찾아야 함
- 섹터업종 분류체계는 (주)인포스탁 으로부터 제공

6151 - 프로그램매매 일중추이 | 45

1928 - 기관외국인합계상세
화면개요
"기관+외국인" 순매수 현황을 보다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명

1

기관+외국인 합계 순매수 상위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기관과 외국인 각각에 대한 순매수/순매도
- 기관순매수 & 외국인순매수 합계 상위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관순매수 & 외국인순매도 합계 상위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관순매도 & 외국인순매수 합계 상위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관순매도 & 외국인순매도 합계 상위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151 - 프로그램매매 일중추이
화면개요
당일의 프로그램매매 현황과 추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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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1

KOPI200 지수선물과 지수간의 시세와 가격차이 (베이시스) 의 일중추이를 차트로 보여줍니다.

2

차익 및 비차익거래의 매도수 차이(순매수)의 일중추이를 보여줍니다.

1511 - 제한폭등락/연속등락
화면개요
제한가격폭까지 상승(하락)한 종목들의 현황과 연속상승(하락)한 종목들을 제공합니다.

1511 - 제한폭등락/연속등락 | 47

화면설명

48 | 주식
1

특히 연속상승(하락)을 선택할 경우, 외국인 연속매수일수가 9일인 "알서포트"의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해당종목의 시세
와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차트를 보여줍니다.

관련화면

●

외국인 순매수 정보는 1923화면의 외국인 투자자 장중 순매수 현황(KRX)를 근거로 산출한 자료입니다.

●

외국인 장외거래분을 포함한 (금감원 외국인한도 시스템) 연속순매수정보는 6062 화면에 있습니다.

1318 - 시간대별 평균
화면개요
거래시간대 별로 거래량과 가중평균가격을 제공합니다.

1318 - 시간대별 평균 | 49

화면설명

- VWAP 트레이딩
시간대별 거래량과 가중평균을 일별로 profile 화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거래량이 많은 시간대에
주문을 제출함으로서 그 종목의 시장 평균거래가격에 근접한 트레이딩이 가능해 집니다.
- TWAP 트레이딩
당일 시간대별 가중평균가격으로 트레이딩을 실시하면, 주문제출 시점에서의 시장 평균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요 버튼 기능
[저장] : 현재 조회상의 내용을 최대 5개 화면으로 저장 가능합니다. (가중1 ~ 가중 5)
[시간초기화] : 시간대를 변경하여 조회한 경우 최초 저장된 시간대로 돌려놓습니다.
[전체재조회] : 최초 저장된 모습으로 돌려놓습니다.
[단일가매매] : 현재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시간일 경우 예상가격과 예상거래량을 조회합니다
1

지정한 여러 시간대에 대해 비율별 거래량 규모를 계산함으로서 당일 트레이딩 규모를 산정

2

해당 시간대에서 특정 가격대를 제외한 가중평균을 계산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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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화면

- 1317 (가격대별 거래량)
당일(또는 기간)의 체결가격대별 거래량과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00 - 주식현재가
화면개요
유가 및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종목의 시세 정보, 추이, 외국인, 통계, 뉴스/공시, 컨센서스,
투자자, 기업정보, 자사주, 프로그램 매매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크 주식부문의 가장 기본 화면입니다.

1300 - 주식현재가 | 51

화면설명

1

공시정보를 클릭하면 KIND(KRX), DART(금감원) 공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특히 KIND 의 경우 특별히 CHECK를 위해
별도 개발된 웹페이지로서 해당 종목의 공시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컨센서스]는 한경컨센서스에서 제공하는 증권사의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본 페이지를 통해 목표주가가 상향/하향 조정된
종목들, 그리고 섹터, 경제, 채권/파생/원자재 등에 대한 시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전일 동시간대의 거래량과 실시간으로 비교하거나 전일의 최종거래량을 조회합니다

3

실시간 자사주체결량 또는 장마감 후 발표되는 대량매매 정보를 확인합니다.

4

기존의 5단계 호가조회기능 외에 10단계호가도 조회가능합니다. (5단계호가 ↔ 10단계호가 전환)

5

당일 신청된 자기주식신청량과 실시간 체결량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6

일중 체결 조회는 기본적으로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중 예상체결가를 제공하지만 이전 체결가격을 빠르게 조회하기위해
"실체결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우측상단 또는 하단의 데이터를 차트나 테이블 형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사용

8

차트의 설정은 마우스 우측클릭을 통해 가능하고, 확대시에는 마우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차트 영역만큼 click and drag
하면 되고, 축소하고자 할때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축소는 전체데이터를 보여주므로 다시 적절히 확대해야 합니다

9

일중차트를 위에서와 같이 확대한 경우 좌우로 스크롤 할 때 이부분을 클릭하여 움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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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별시세를 조회할 경우 종가(해당일 실제종가) ↔ 수정주가 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차트의 설정 및 확대/축소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단, 일별 차트의 경우 하단의 스크롤을 통해 이동하여
조회가능합니다

1

일별차트의 경우에는 설정한 데이터 갯수 (예. 60일, 120일 등) 즉, 일수만큼이 디폴트로 조회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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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차트의 경우에는 "전체보기"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중의 경우에는 장중 전체를 봐야하므로 "전체보기"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339 - 종목(지수) 스프레드
화면개요
주식종목, ETF, 선물/옵션, ELW 간의 스프레드, 또는 이 종목들과 지수간의 스프레드에 대해
목표값을 설정 후 해당 목표치를 초과(또는 반대) 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기능을 제공합니다.

●

●

●

가격/등락률 선택버튼 : 종목간(주식,선물/옵션,ETP 등) 스프레드 감시는 [가격], 종목-업종간 스프레드 감시는 [등락률]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스프레드감시조건은 두 종목간의 스프레드 값과 사용자가 입력한 목표값이 입력한 조건 (<, >) 에 true가 될때 알람이 뜨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치인 목표값과 조건을 False 가 되도록 입력해야합니다)
감시조건이 true 가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알람이 작동하고 우측끝의 "시작"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조건을 세팅하려
면 알림을 끄고 조건을 새로 세팅 한 다음 "시작"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

설정한 종목들은 저장버튼을 통해 전략1~5까지 저장됩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초기화됩니다)

●

각 기능별 상세설명
○

팩터(승수) : 해당종목의 시세에 입력한 팩터의 값만큼 곱해서 스프레드를 산출합니다.

○

경보음/팝업창 : 감시결과가 true 인 경우 경보음 여부 및 팝업창 여부를 선택합니다.

○

저장 : 전략 5까지 5개 저장 가능

○

호가선택 : 조회할 우선호가 선택 (매도1, 매수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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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은 팩터(승수), 스프레드, 입력목표값에 대한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합니다

○

그룹/차트 : 선택된 그룹에 대한 스프레드 실시간 차트를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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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주식수변동 종목 조회 및 대주주보유비율 추이
화면개요
주식수의 증감과 관련이 있는 조치, 즉 증자, 감자, 소각, 합병/분할 등이 발생할 예정인 종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종목들의 유통주식수 비율 추이와 그와 관련한 대주주보유주식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명

1

코스피200 종목 또는 코스닥150 종목의 경우, 배경색 반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발생 예정인 주식주변동 관련 조치명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조치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조치의 실행일은 지수산출에 산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아래 예) 무상증자분이 코스피200 지수산출에 반영되는 날짜 : 2월 15일
(주. 상장일자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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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주식수 비율 값을 더블클릭 하시면 화면 우측에서 유통주식수 비율의 일별 추이가 조회됩니다
KRX지수구성정보 License를 보유한 증권사/운용사 인 경우는 실제 지수산출에 사용되는
KRX지수주식수 및 유통비율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화면 조회 권한 부여)

4

상장주식수를 더블클릭 하시면 대주주보유분에 대한 내역과 비율의 분기별 변화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365 - 관심그룹에 대한 INDEX 산출
화면개요
사용자가 구성한 관심그룹(포트폴리오)의 구성종목으로 산출한 Index(지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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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일중지수 모두 제공하며 산출 방식은 시가총액식가중 방식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1) 구성종목이 200종목을 넘는 관심그룹이나
(주의2) 산출대상 일자 중에 신규상장 또는 상장폐지 종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화면설명

화면에서 관심그룹 [등록]버튼은 누르거나 바로 F8을 눌러 관심그룹 종목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1

관심그룹을 설정합니다 (단, 200종목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 시가총액으로 산출하므로 매매가격이나 수량은 산출에 쓰이지 않습니다

2

설정일을 수정하여 산출개시 시기를 결정합니다
설정일의 시가총액을 기준시가총액으로 하고 지수는 100 pt 에서 시작합니다
(주) 설정일 ~ 당일 사이에 신규상장/상장폐지 종목이 포함되면 산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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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버튼을 누르면 1365 화면에 일별지수 또는 당일 실시간 지수가 산출되어 조회됩니다.

4

비교대상지수를 선택하면 위에서 세팅한 설정일로 부터 관심지수와 비교대상지수의 등락률
비교와 차트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

(주) 구성 종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과거지수는 현재 종목들 기준으로 재산출합니다

KRX지수구성정보 서비스(업종별 지수정보) - 1147
화면개요
KRX가 발표하는 지수들에 대해 지수산출에 필요한 Input 값들과
산출구성종목의 지수관련정보 (지수변동조치 및 내역 및 지수주식수, 유동비율 등) 를
제공하는 CHECK 의 서비스 입니다.
● 관련화면 : 1147, 1148, 1149
* KRX와 해당지수군에 대한 라이센스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문의 : KRX인덱스마케팅팀 3774-4146)

화면설명

1

조회날짜 : 해당정보는 하루에 2번 제공됩니다. 장마감시(18:00 경), 익일시장준비완료시 (21:00 경)

2

비교시총/기준시총 (전/후)
(1) 장마감시 : 당일확정된 종가지수 산출에 쓰인 해당지수업종의 비교시가총액(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고정시가총액
(당일 지수산출시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 종목 예. 감자) 대상종목은 여전히 고정시가총액으로 계산됩니다.
(2) 익일시장준비완료 : 당일 고정시가총액으로 반영된 종목 중 시세가 형성된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그리고 지수시장조
치에 의해 익일에 지수변동요인이 발생한 종목들의 변동시가총액이 모두 반영된 "비교시가총액(후)"과 이를 기준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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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정시킨 "기준시가총액(후)" 를 제공
※ 비교시가총액 변동 요인 (지수주식수, 기준가, 업종변경 등)이 발생한 업종은 배경색을 주어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하였
습니다.
3

항목설정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항목들로 조회항목을 고르거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KRX지수구성정보 서비스(지수구성종목 정보) - 1148
화면개요
KRX가 발표하는 지수들에 대해 지수산출에 필요한 Input 값들과
산출구성종목의 지수관련정보 (지수변동조치 및 내역 및 지수주식수, 유동비율 등) 를
제공하는 CHECK 의 서비스 입니다
● 관련화면 : 1147, 1148, 1149
.
* KRX와 해당지수군에 대한 라이센스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문의 : KRX인덱스마케팅팀 3774-4146)

화면설명

1

조회날짜 : 해당정보는 하루에 2번 제공됩니다. 장마감시(18:00 경), 익일시장준비완료시 (21:00 경)
지수구성종목에 대한 확정치는 전일야간에 생성되므로 조회날짜는 전일자로 조회해야 합니다

2

지수주식수 : 지수변동요인 (1149화면)이 반영된 최종 지수주식수

3

지수반영주식수 : 해당 업종지수를 산출하는데 쓰인 주식수 (지수주식수 X 유동비율 X CAP비율)
(*동일가중 지수등의 경우에는 조정가중치도 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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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수시가총액 : 해당 업종지수를 산출하는데 쓰인 시가총액 (지수반영주식수 X 당일가격)

5

유동비율 : 대주주보유분 등 실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비율

KRX지수구성정보 서비스 (지수변동조치(CA) 내역) - 1149
화면개요
KRX가 발표하는 지수들에 대해 지수산출에 필요한 Input 값들과
산출구성종목의 지수관련정보 (지수변동조치 및 내역 및 지수주식수, 유동비율 등) 를
제공하는 CHECK 의 서비스 입니다
● 관련화면 : 1147, 1148, 1149
.
* KRX와 해당지수군에 대한 라이센스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문의 : KRX인덱스마케팅팀 3774-4146)

화면설명

1

조회날짜 : 해당정보는 익일시장준비완료시 (21:00 경) 제공됩니다.

2

적용일 : 해당 지수변동사항(CA)이 적용될 일자 (매매일)

3

지수변동요인에 대한 상세내역 제공
● CA 종류
기준가변경, 지수주식수 변경, 유동비율변경, CAP비율변경, 업종변경, 선정/제외, 신규상장,
가중치변경(동일가중, 저변동성, 고배당 등 지수에 해당), 상호변경

4

항목설정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항목들로 조회항목을 고르거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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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0 구성종목 등락기여도 - 1155
화면개요
코스피200 지수구성종목의 지수산입 시가총액 (지수주식수 X 유동비율)과
이를 통해 산출된 지수등락률 상대 기여도를 제공합니다.
* 지수주식수 란 : 지수변동 요인 인 지수 주식수 변동분을 실제 상장 전에
지수에 반영하는 주식수
본 정보는 K200 지수구성종목 라이센스 보유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참조: 1147, 1148, 1149)

화면설명

1

유동비율 : 대주주보유분 등 실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비율

2

유동시가총액 : 코스피200 지수산출에 반영되는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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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기에 사용되는 주식수는 상장주식수가 아니라 지수주식수이므로 실제 지수산출에 쓰이는 값과 동일한 값을 제공함
3

등락기여도 : K200 지수등락률에 종목별 실시간 지수비중을 가중하여 산출되는 상대적 기여도
- 기여도의 절대값 : 영향도
- 기여도의 부호 : 지수의 현재 등락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으면 "+", 역방향이면 "-"

5. ETP
1440 - ETF 현재가
화면 개요
ETF의 현재가 화면으로서, ETF종목의 기본적인 시세성 정보 (현재가, 대비, 등락률) 뿐만 아니라, 체결정보(차트 포
함), 일별정보(차트 포함), 기초적인 종목정보 및 관련 뉴스까지 제공하는 ETF의 종합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종목검색
63

64 | ETP
종목검색창 또는 1443 화면 (=종목 상세 검색 화면) 을 통해 원하는 종목 또는 원하는 분류의
ETF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5.11.23 이후 ETF 및 ETN 종목이 기초지수시장 및 기초자산분류로 세분화 되면서
ETF, ETN분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 종목정보
현재가1,2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가, 대비, 등락률, 거래량, 거래대금 및 장중NAV(iNAV), 전일NAV, 괴리율 등
종목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3 거래정보 및 관련뉴스
해당 ETF의 체결차트, 체결현황, 일별차트, 일별현황, 종목의 기본정보, 누적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공시]탭을 이용하여 해당 ETF에 대한, 또는 구성종목에 대한 뉴스와 공시를 확인하여 투자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호가 및 체결정보
ETF의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LP(Liquidity Provider)의 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ETF에 대한 전체 호가정보, LP의 호가정보 및 LP의 호가가 차지하는 비중, 현재 체결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ETF (Exchange Traded Fund)

ETF는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로서,
주식형ETF의 예를 들면, 해당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과 동일하게 주식 바스켓을 현물로 납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된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하는 펀드입니다.

NAV (Net Asset Value)

ETF의 이론가격을 의미하여, 선물가격의 이론가격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국내ETF의 NAV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가치를 합산하여 장중에 반영하지만(PDF법),
해외ETF의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의 정보를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수의 수익률 만큼
NAV도 변한다고 가정하여 장중NAV를 산출하고 있으며(지수수익률추종형),
이에 따라 장중NAV(=iNAV)를 추정NAV라고도 부릅니다.
※ 이에 대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산출하는 확정NAV가 있으며 이는 장종료 후, 산출되고 다음날
추정NAV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일NAV라고도 불립니다.

1440 - ETF 현재가 | 65

기초지수

ETF 종목이 추적대상지수로 삼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기초지수는 주가지수가 대표적이지만, 이 외에도 채권지수, 섹터지수, 업종지수, 혼합지수, 선물지수, 통화지수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수가 존재합니다.
※ KRX에서는 ETF의 지수구성종목의 수가 10종목 이상이 되는 지수만을 추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투자라는 ETF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적오차율(Tracking Error)

기초지수익률과 ETF의 NAV등락률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본래 추적오차율은 1년간의 운용실적을 토대로 산출하는 표준편차의 개념으로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장중에도 추적오
차율 산출이 필요하여 약식으로 추적오차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 CHECK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추적오차율(전)'이라고 표기하며 장중의 약식 추적오차율을 'i추적
오차율'이라고 표기합니다.

관련 화면
1443 - ETF 시세표
1448 - ETF 구성종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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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 ETF 시세표
화면 개요
ETF 전종목에서부터 원하는 분야의 ETF 종목까지 리스팅할 수 있는 ETF 검색 종합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분류항목
ETF 구분 (투자회사/수익증권), ETF 운용사, 지수산출기관 (KRX, WISEfn, FnGuide, S&P, MSCI 등), 배율
등의 분류항목을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ETF 종목을 리스팅하도록 합니다.
2 기초시장분류(대,중,소)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성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위해 기초지수의 특징 (국내/해외/국내+해외)을 대중소로 선택하여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분류(대,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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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또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초지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주식, 부동산, 통화 등) 를 구분하여 이에 해당되는 ETF를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4 항목설정
리스팅되는 ETF의 정보(항목)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 등락률, NAV 정보 등의 시세성 정보에서부터 과세유형, 상장일, LP증권사 등 비시세성 정보까지 매우 다양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ETF 종목명 (다른 화면으로 Drag&Drop 가능)
선택된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ETF종목은 종목명을 Drag&Drop하여 1440 현재가 화면, 1448 PDF 화면 등으로 자유롭게 이동
하여 보다 자세한, 또는 관련된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TF (Exchange Traded Fund)

ETF는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로서,
주식형ETF의 예를 들면, 해당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과 동일하게 주식 바스켓을 현물로 납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된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하는 펀드입니다.

NAV (Net Asset Value)

ETF의 이론가격을 의미하여, 선물가격의 이론가격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국내ETF의 NAV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가치를 합산하여 장중에 반영하지만(PDF법),
해외ETF의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의 정보를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수의 수익률 만큼
NAV도 변한다고 가정하여 장중NAV를 산출하고 있으며(지수수익률추종형),
이에 따라 장중NAV(=iNAV)를 추정NAV라고도 부릅니다.
※ 이에 대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산출하는 확정NAV가 있으며 이는 장종료 후, 산출되고 다음날
추정NAV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일NAV라고도 불립니다.

기초지수

ETF 종목이 추적대상지수로 삼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기초지수는 주가지수가 대표적이지만, 이 외에도 채권지수, 섹터지수, 업종지수, 혼합지수, 선물지수, 통화지수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수가 존재합니다.
※ KRX에서는 ETF의 지수구성종목의 수가 10종목 이상이 되는 지수만을 추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투자라는 ETF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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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오차율(Tracking Error)

기초지수익률과 ETF의 NAV등락률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본래 추적오차율은 1년간의 운용실적을 토대로 산출하는 표준편차의 개념으로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장중에도 추적오
차율 산출이 필요하여 약식으로 추적오차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 CHECK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추적오차율(전)'이라고 표기하며 장중의 약식 추적오차율을 'i추적
오차율'이라고 표기합니다.

관련 화면
1440 - ETF 현재가
1448 - ETF 구성종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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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ETF 구성종목(PDF)
화면 개요
특정 ETF의 1CU 안의 구성종목과 구성종목의 평가금액, 비중 등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종목검색
종목검색창 또는 1443 화면 (=종목 상세 검색 화면) 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11.23 이후 ETF 및 ETN 종목이 기초지수시장 및 기초자산분류로 세분화 되면서
ETF분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443 화면에서 확인 가능)
2 종목정보
현재가, 대비, 등락률 및 해당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명칭과 기초지수 정보를 나타냅니다.
3 ETF 구성종목 정보 (ETF종류별로 제공정보가 다름)

70 | ETP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실제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종목입니다. 비중, 평가금액 등은 모두
1CU 안의 정보입니다.
ETF는 종류에 따라 제공하는 PDF 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ETF의 종류에 따라 1448 화면의 형태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
어 합성ETF에는 스왑계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위험노출액, 담보평가액, 위험평가액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중 비중상위 30개 종목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ETF (Exchange Traded Fund)

ETF는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로서,
주식형ETF의 예를 들면, 해당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과 동일하게 주식 바스켓을 현물로 납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된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하는 펀드입니다.

NAV (Net Asset Value)

ETF의 이론가격을 의미하여, 선물가격의 이론가격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국내ETF의 NAV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가치를 합산하여 장중에 반영하지만(PDF법),
해외ETF의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의 정보를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수의 수익률 만큼
NAV도 변한다고 가정하여 장중NAV를 산출하고 있으며(지수수익률추종형),
이에 따라 장중NAV(=iNAV)를 추정NAV라고도 부릅니다.
※ 이에 대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산출하는 확정NAV가 있으며 이는 장종료 후, 산출되고 다음날
추정NAV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일NAV라고도 불립니다.

CU (Creation Unit)

국내주식형ETF를 예로 들어봅니다. 먼저 ETF 전체포트폴리오를 시가비중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몇개의
동일한 CU로 나누며 1CU를 다시 10만주 정도의 ETF주식으로 나눕니다. 즉 CU는 일종의 구성종목바스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PDF (Portfolio Deposit File)

ETF를 만들 때 납입해야 하는 현물의 구성내역을 의미합니다. 특이한 점은 현물 종목만 모아 놓는다고해도 매매할 수 있는 거래
단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배율로 나누기 위해 현금을 약간 추가합니다. 따라서 PDF 안에는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 삼고
있으며 화면 상단의 '현금'은 1CU 안에 들어간 현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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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종목이 추적대상지수로 삼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기초지수는 주가지수가 대표적이지만, 이 외에도 채권지수, 섹터지수, 업종지수, 혼합지수, 선물지수, 통화지수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수가 존재합니다.
※ KRX에서는 ETF의 지수구성종목의 수가 10종목 이상이 되는 지수만을 추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투자라는 ETF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적오차율(Tracking Error)

기초지수익률과 ETF의 NAV등락률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본래 추적오차율은 1년간의 운용실적을 토대로 산출하는 표준편차의 개념으로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장중에도 추적오
차율 산출이 필요하여 약식으로 추적오차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 CHECK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추적오차율(전)'이라고 표기하며 장중의 약식 추적오차율을 'i추적
오차율'이라고 표기합니다.

관련 화면
1440 - ETF 현재가
1443 - ETF 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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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 ETN 현재가
화면 개요
ETN의 현재가 화면으로서, ETN종목의 기본적인 시세성 정보 (현재가, 대비, 등락률) 뿐만 아니라, 체결정보(차트 포
함), 일별정보(차트 포함), 기초적인 종목정보 및 관련 뉴스까지 제공하는 ETN의 종합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종목검색
종목검색창 또는 2251 화면 (=종목 상세 검색 화면) 을 통해 원하는 종목 또는 원하는 분류의
ETN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5.11.23 이후 ETF 및 ETN 종목이 기초지수시장 및 기초자산분류로 세분화 되면서
ETN분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외국에서는 ETF, ETN을 합쳐 ETP (Exchange Traded Products) 로 칭하기도 합니다.
2 종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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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 대비, 등락률, 거래량, 거래대금 및 장중IV(iIV), 전일IV, 괴리율 등
종목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3 거래정보 및 관련뉴스
해당 ETN의 체결차트, 체결현황, 일별차트, 일별현황, 종목의 기본정보, 누적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수매도 최상위 5개
회원사 정보도 확인가능 합니다.
4 호가 및 체결정보
ETN의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LP(Liquidity Provider)의 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ETN에 대한 전체 호가정보,
LP의 호가정보 및 LP의 호가가 차지하는 비중, 현재 체결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종목뉴스], [공시]탭을 이용하여 해당 ET
N에 대한 뉴스와 공시를 확인하여 투자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TN (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 만큼을 ETN 발행사가 지급을 약속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입니다. ETN은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
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무보증, 무담보이므로 ETF와 달리 신용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ETF처럼 지수를 추종함에 있어 추
적오차율이 발생하지 않고, 훨씬 다양한 종류의 지수를 구성하여 수익을 약속하므로 ETF 에 비해 더욱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
합니다.

IV (Indicative Value, 지표가치)

ETN은 기초지수 수익률 지급이 약속되는 증권이므로, 이론가치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됩니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다 보면 이론가보다 높거나 낮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ETF와 달리 ETN의 장중IV (iIV 또는 추정IV) 는 모든 종목이 '지수수익률추종법'으로 계산되며, 장마감 후, 예탁원에서는 지표
가치에서 운용보수, 세금 등을 제하여 확정IV (또는 전일IV) 를 산출하고 익일의 iIV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기초지수

ETN 종목이 대상지수로 삼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KRX에서는 기상장된 ETF의 기초지수는 ETN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ETN은 ETF에 비해 운용규제
가 훨씬 적고 최소 지수구성종목도 ETF에 비해 적기 때문에 더 다양한 종류의 지수를 만들어 ETN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괴리율

ETN의 이론가(지표가치)와 현재가의 차이 정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ETN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은 호가 스
프레드가 유지되며 충분한 양의 매도물량, 매수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유동성공급이라 하며 한국거래소에서는 ETN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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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LP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괴리율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공급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ETN의 경우 괴리율이 1% 초과, 해외ETN의 경우 괴리율이 2% 초과시 해당 ETN 종목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호가스프레드 : (최우선 매도호가-최우선매수호가) / 최우선매수호가
※ 괴리율 : (현재가-지표가치) / 지표가치

관련 화면
2251 - ETN 시세표
8112 - 신종합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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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 ETN 시세표
화면 개요
ETN 전종목에서부터 원하는 조건, 유형의 ETN 종목들을 리스팅할 수 있는 ETN 검색 종합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조건검색항목
ETN 구분, ETN 발행사, 지수산출기관 (KRX, WISEfn, FnGuide, S&P, MSCI 등), 배율 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ETN 종목을 리스팅하도록 합니다.
2 기초시장분류(대,중,소)
기초지수의 수익률은 ETN 가치로 직결되므로 기초지수를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위해 기초지수의 특징 (국내/해외/국내+해외)을 대중소로 선택하여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분류(대,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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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또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초지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주식, 부동산, 통화 등) 를 구분하여 이에 해당되는 ETN을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4 항목설정
리스팅되는 ETF의 정보(항목)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 등락률, NAV 정보 등의 시세성 정보에서부터 과세유형, 상장일, LP증권사 등 비시세성 정보까지 매우 다양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ETN 종목명 (다른 화면으로 Drag&Drop 가능)
선택된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ETN종목은 종목명을 Drag&Drop하여 2250 현재가 화면, 2252 지수구성종목 화면 등으로 자유
롭게 이동하여 보다 자세한, 또는 관련된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TN (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 만큼을 ETN 발행사가 지급을 약속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입니다. ETN은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
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무보증, 무담보이므로 ETF와 달리 신용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ETF처럼 지수를 추종함에 있어 추
적오차율이 발생하지 않고, 훨씬 다양한 종류의 지수를 구성하여 수익을 약속하므로 ETF 에 비해 더욱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
합니다.

IV (Indicative Value, 지표가치)

ETN은 기초지수 수익률 지급이 약속되는 증권이므로, 이론가치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됩니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다 보면 이론가보다 높거나 낮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ETF와 달리 ETN의 장중IV (iIV 또는 추정IV) 는 모든 종목이 '지수수익률추종법'으로 계산되며, 장마감 후, 예탁원에서는 지표
가치에서 운용보수, 세금 등을 제하여 확정IV (또는 전일IV) 를 산출하고 익일의 iIV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기초지수

ETN 종목이 대상지수로 삼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KRX에서는 기상장된 ETF의 기초지수는 ETN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ETN은 ETF에 비해 운용규제
가 훨씬 적고 최소 지수구성종목도 ETF에 비해 적기 때문에 더 다양한 종류의 지수를 만들어 ETN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괴리율

ETN의 이론가(지표가치)와 현재가의 차이 정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ETN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은 호가 스
프레드가 유지되며 충분한 양의 매도물량, 매수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유동성공급이라 하며 한국거래소에서는 ETN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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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LP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괴리율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공급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ETN의 경우 괴리율이 1% 초과, 해외ETN의 경우 괴리율이 2% 초과시 해당 ETN 종목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호가스프레드 : (최우선 매도호가-최우선매수호가) / 최우선매수호가
※ 괴리율 : (현재가-지표가치) / 지표가치

관련 화면
2250 - ETN 현재가
8112 - 신종합차트

6. ELW
1201 - ELW 현재가
화면 개요
ELW 현재가 화면으로서 가격, 대비, 거래량 뿐 아니라 ELW 모든 종목 및 그에 대한 민감도, 변동성을 함께 보여주
는 ELW의 대표적인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종목검색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만기일, 발행사, 담당 LP 등의 조건으로도
해당 종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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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목정보
탭을 변경하여 해당 ELW 종목의 시세 관련 데이터와 ELW의 기초자산의 시세성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ELW의 거래형
성 현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3 ELW전종목 시세, 현황 및 해당ELW의 거래정보
ELW 전종목의 현재가, 대비, 등락률, 거래량, 표준이론가, 패리티, 기어링, 레버리지, 손익분기점, 자본지지점, 델타, 감마, 베
가, 세타, 내재변동성, LP변동성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관심종목들과 외국계 증권사의 매매현황, 시장대표지수인 KRX100과 KOSPI200의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위 개념에 대해서는 하단의 [팁]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4 조건검색
ELW는 기초자산으로 무엇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유가종목/코스닥종목인지, 혹은 지수를 기초로한 ELW인지, 발행사는 어디 증권사인지, 콜ELW 혹은 풋ELW인지 조건을 주어
이에 해당되는 ELW 리스트를 뽑을 수 있고, 결과로 나온 ELW 종목명을 Drag & Drop으로 좌상단의 부분에 던지면 상세한 시
세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종목 세부 정보
ELW는 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의 변화로 부터 매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념이 '민감도'로서 델타, 감마 등이 대표적이며 이에 대한 의미는 하단의 [팁]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외에 매수
매도 상위 5개 회원사, 해당 ELW에 대한 외국인 투자현황,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ELW관련 뉴스와 공시, 변동성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변동성(Volatility)

이론적으로 ELW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기초자산의 변동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장에서 형성된 ELW의
가격을 통해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역산하고 있으며, 변동성의 확대가 예상되면 ELW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델타(Delta,Δ)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ELW 가격 변화율
ELW 가격변화 = (델타*기초자산 가격변화)*전환비율
콜ELW의 경우 내가격(ITM) 수준일 수록 1에 근접하며, 풉ELW의 경우 -1에 근접하게 됩니다.

감마(Gamma,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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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델타 값의 변화분.
감마는 콜,풋에 관계없이 ATM부근에가 가장 크며 ATM에서 멀어질 수록 작아집니다. (0<감마<1)

베가(Vega,υ)

기초자산 변동성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 변화율.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옵션의 종류에 상관없이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세타(Theta,θ)

ELW 잔존일의 변화에 따른 ELW 프리미엄 변화율.
ELW의 가치는 만기에 근접할 수록 작아지므로 종류에 관계없이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로우(Rho)

이자율 변화에 따른 ELW 가격 변화분. 콜의 경우 양(+), 풋의 경우 음(-)의 값을 같습니다.

전환비율

만기에 ELW 1개를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기초자산의 수입니다.

패리티

현재 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 콜의 Parity Ratio = (기초자산 가격/행사가격)*100 (%)
- 풋의 Parity Ratio = (행사가격/기초자산 가격)*100 (%)
패리티가 100보다 크면 내가격(ITM), 100보다 작으면 외가격(OTM)을 의미합니다.

자본지지점

기초자산과 ELW의 수익률이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산의 기대상승률. 기초자산이 자본지지점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ELW에 투자하는 것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더 유리합니다.

기어링%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른 ELW의 가격 탄력성. 즉, 주식투자 대비 ELW 투자의 승수 효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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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Leverage)

기초자산 가격 1% 상승시의 ELW 가격 변화율 (= 기어링비율 * 델타)

손익분기점(BEP)

ELW에 투자해서 적어도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 콜의 경우 기초자산이 얼마나 올라야 하는지
- 풋의 경우 얼마나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

상시 ELW에 대한 다양한 호가를 제출하여 ELW를 사거나 팔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ELW 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1사 이상의 LP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화면
1211 - ELW 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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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ELW 시세표
화면 개요
ELW 현재가 화면으로서 가격, 대비, 거래량 뿐 아니라 ELW 모든 종목 및 그에 대한 민감도, 변동성을 함께 보여주
는 ELW의 대표적인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조회일자설정
약 200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조회일 당시의 종가, 대비, 등락률, 거래대금, 거래량 과 그밖의 투자지표, 민감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건검색
기초자산의 특징(개별주식옵션/지수옵션), ELW의 타입 (콜/풋, 표준형/조기종료 등) 을 조건으로 주어 이에 해당하는 ELW 종
목들을 리스팅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화면으로 종목을 Drag & Drop 하여 이 화
면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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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종목에 대한 세부 정보
- 시세 : 현재가, 대비, 등락률, 매도, 매수,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거래대금
- LP매매 : 거래량, 순매수/매도/매수 의 비율
- 투자지표 : 표준이론가, 괴리도, 패리티, 기어링, 레버리지, 손익분기점, 자본지지점
- 민감도 : 내재변동성, LP변동성,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우
- 기본정보 : 행사가, LP종료일, 전환비율, 상장일, 최종거래일, 잔존일수 LP보유량 및 LP비중
4 기초자산이 같은 ELW의 합산 정보
기초자산이 같은 당일의 ELW의 합산 데이터입니다.
5 대표지수의 정보
우리나라에서 ELW 전체거래량 중에서는 시장대표지수 옵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은 시장대표지수의 값, 등락률과 지수 소속 종목들의 거래량 합산 등을 표시해줍니다.

참고 사항
변동성(Volatility)

이론적으로 ELW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기초자산의 변동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장에서 형성된 ELW의
가격을 통해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역산하고 있으며, 변동성의 확대가 예상되면 ELW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델타(Delta,Δ)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ELW 가격 변화율
ELW 가격변화 = (델타*기초자산 가격변화)*전환비율
콜ELW의 경우 내가격(ITM) 수준일 수록 1에 근접하며, 풉ELW의 경우 -1에 근접하게 됩니다.

감마(Gamma,Γ)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델타 값의 변화분.
감마는 콜,풋에 관계없이 ATM부근에가 가장 크며 ATM에서 멀어질 수록 작아집니다. (0<감마<1)

베가(Vega,υ)

기초자산 변동성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 변화율.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옵션의 종류에 상관없이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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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Theta,θ)

ELW 잔존일의 변화에 따른 ELW 프리미엄 변화율.
ELW의 가치는 만기에 근접할 수록 작아지므로 종류에 관계없이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로우(Rho)

이자율 변화에 따른 ELW 가격 변화분. 콜의 경우 양(+), 풋의 경우 음(-)의 값을 같습니다.

전환비율

만기에 ELW 1개를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기초자산의 수입니다.

패리티

현재 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 콜의 Parity Ratio = (기초자산 가격/행사가격)*100 (%)
- 풋의 Parity Ratio = (행사가격/기초자산 가격)*100 (%)
패리티가 100보다 크면 내가격(ITM), 100보다 작으면 외가격(OTM)을 의미합니다.

자본지지점

기초자산과 ELW의 수익률이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산의 기대상승률. 기초자산이 자본지지점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ELW에 투자하는 것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더 유리합니다.

기어링%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른 ELW의 가격 탄력성. 즉, 주식투자 대비 ELW 투자의 승수 효과를 의미합니다.

레버리지(Leverage)

기초자산 가격 1% 상승시의 ELW 가격 변화율 (= 기어링비율 * 델타)

손익분기점(B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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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에 투자해서 적어도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 콜의 경우 기초자산이 얼마나 올라야 하는지
- 풋의 경우 얼마나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

상시 ELW에 대한 다양한 호가를 제출하여 ELW를 사거나 팔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ELW 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1사 이상의 LP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화면
1201 - ELW 현재가

7. 선물
4000 - 선물옵션종합
화면 개요
국내/외 주요지수, 선물 현재가, 옵션 현재가,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옵션민감도, 프로그램매매 현황, 합성선물 정보
를 통합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86

4000 - 선물옵션종합 | 87
1 국내지수, 해외지수, 선물옵션
• 국내 주요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해외 주요지수를 실시간 또는 지연으로 제공하며 지연시세의 경우에는 지수명에 'd'가 표시됩니다.
• 선물 및 옵션 주요종목의 현재가, 미결제수량, 투자주체별 순매수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2 선물 시세정보
• 선물(CME연계 포함) 시세정보를 제공합니다.
• 호가 TAB : 5단계 호가정보

• 일중 TAB : 주기별 일중 차트

• 일별 TAB : 일/주/월별 가격 차트

• 시장BASIS TAB : 주기별 Basis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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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TAB : 투자주체별 당일 매매현황

3 옵션 시세정보
• KOSPI200옵션, MINI KOSPI200옵션의 시세정보를 제공합니다.
• 호가 TAB : 5단계 호가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중 TAB : 주기별 일중 차트를 제공합니다.
• 일별 TAB : 일/주/월별 가격 차트를 제공합니다.
• 민감도 TAB : 델타, 감마, 베가, 세타, 로우 실시간 차트

• 투자자 TAB : 투자주체별 당일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4 프로그램매매 현황
• 프로그램 매매현황, 평균 Basis, 차익잔고 현황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일중 TAB : 프로그램 순매수 (차익, 비차익 거래) 일중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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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TAB : 평균 Basis 및 KOSPI지수 일중추이 차트

• 차익잔고 TAB : 주식 및 선물 일별 차익잔고

5 합성선물
• 당일 ATM 기준 상하 4개의 행사가로 만들어진 합성선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버튼에서 합성할 행사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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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시 사용할 가격을 선택합니다.
- 호가 :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 현재가 : 조회시점의 체결가격
• 합성선물 TAB : 합성시 선택된 콜/풋의 일중 가격차트

• 컨버젼 TAB : 컨버젼 손익 차트

• 리버설 TAB : 리버설 손익 차트

• 합성매수차익 TAB : 합성매수차익 Basis

4000 - 선물옵션종합 | 91

• 합성매도차익 TAB : 합성매도차익 Basis

참고 사항
(1) 용어 설명
• 시장 Basis = 선물 현재가 - 기초자산 현재가
• 이론 Basis = 선물 이론가 - 기초자산 현재가
• 평균 Basis : 시장 Basis의 10초간 평균
• 내재변동성 : 옵션가격모형에 의해 산출된 옵션 종목별 변동성
• 대표변동성 : 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변동성
• 합성선물매도 :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전략
• 합성선물매수 :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전략
• KOSPI200매도(호가지수) : KOSPI200 구성종목의 최우선 매도호가로 산출한 가격
• KOSPI200매수(호가지수) : KOSPI200 구성종목의 최우선 매수호가로 산출한 가격
• 컨버젼 : 합성선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선물을 매수하는 차익거래 전략
• 리버설 : 합성선물을 매수하고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전략
• 합성매도차익 Basis = 합성선물매수가격 - KOSPI200 매수호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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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매수차익 Basis = 합성선물매도가격 - KOSPI200 매도호가지수

관련 화면
(1) 국내 주요지수
1001
(2) 해외 주요지수
1002- 세계지수종합
1103- 지수편집
6350- 아시아 지수종합(Tick)
(3) 현재가 및 시세정보
4101 - 현재가
4102
4104 - 단일가매매
4106 - 현재가(전종목)
4110 - 투자자현황
4501 - 현재가1
4511 - 기본시세표
(4) 투자주체별 매매정보
4001 - 투자자종합
4201 - 당일현황
4205 - 일중순매수
4235
4601 - 당일현황
(5) 프로그램 매매
4250 - 종합
4251 - 일중
(6) 합성선물
4781 - 종목일중
4782 - 비교일중
(7) 민감도
4514 - 민감도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8) 변동성
4734 - 변동성종합
4731 - 역사적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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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 - Skew
(9) CME KOSPI200 선물
4370 - 종합
4371 - 현재가
(10) EUREX KOSPI200 옵션
4650 - 종합
4651 - 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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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 투자자종합
화면 개요
KOSPI(유가증권), KOSDAQ(코스닥), KOSPI200선물, MINI KOSPI200선물, KOSPI200옵션, MINI KOSPI200옵
션, ETF, ELW 시장의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투자자별 매매추이
• 상단 데이터 영역의 수량/금액을 더블클릭 하면 해당 시장의 외국인/개인/기관의 당일 매매추이가 차트로 조회됩니다.
2 투자자별 매매현황
• 상단 데이터 영역의 수량/금액을 더블클릭 하면 투자주체별 당일 매매현황이 막대차트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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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i KOSPI200 선물 및 옵션 조회버튼
•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mini KOSPI200 선물, mini KOSPI200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이 조회됩니다.
2 KOSPI, KOSDAQ 프로그램 매매 현황
• KOSPI와 KOSDAQ의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을 일반매매와 프로그램매매로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 KOSPI(KOSDAQ) 합계 = 일반매매 + 차익거래 + 비차익거래
3 Bull-Bear
• 옵션 및 ELW 의 경우 권리유형에 따른 단순 합산이 아닌 Bull(콜매수+풋매도)-Bear(콜매도+풋매수) 순매수를 제공하여 투
자주체별 매매 포지션을 보다 정확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자별 매매추이
• 좌측 데이터 영역을 더블클릭 하면 해당 시장의 매매유형별 외국인/개인/기관의 당일 매매추이가 차트로 조회됩니다.
5 투자자별 매매현황
• 좌측 데이터 영역을 더블클릭 하면 매매유형별, 투자주체별 당일 매매현황이 막대차트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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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1) 투자주체별 매매데이터 제공주기
• KOSPI, KOSDAQ : 1분 30초
• 선물 및 옵션 : 30초
• ELW 및 ETF : 15시 30분 이후 제공
(2) 용어 설명
• Bull = 콜매수 + 풋매도
• Bear = 콜매도 + 풋매수
• B-B(Bull - Bear) = (콜매수 + 풋매도) - (콜매도 + 풋매수) = 콜순매수 + 풋순매도
(B-B > 0 인 경우는 지수상승시 이익 포지션, B-B < 0 인 경우는 지수하락시 이익 포지션)
(3) 투자자 코드 분류
• 외국인 :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 금융투자 : 증권 및 선물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 투신 :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
• 사모 : 사모 집합투자 기구
• 연기금
- KOSPI, KOSDAQ시장의 경우 : 연금 및 기금
- 파생시장의 경우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중 공공기관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자공사, 금투협등)
• 기타금융 : 종금,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 기타외인 : 비등록 외국인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기관계 = 금융투자 + 투신 + 사모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국가 + 기타금융

관련 화면
(1) 투자자 종합
4002 - 투자자일중
4003 - 투자자일별
(2) 선물 투자자
4201 - 당일현황
4202 - 선물옵션당일
4205 - 일중순매수
4212 - 일별순매수
4235 - 일중순매수(FICC)
(3) 옵션 투자자
4601 - 당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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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 선물옵션당일
4605 - 일중순매수
(4) 프로그램매매 투자자
4281 - 당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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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 투자자일중
화면 개요
KOSPI(유가증권), KOSDAQ(코스닥), KOSPI200선물, MINI KOSPI200선물, KOSPI200옵션, MINI KOSPI200옵
션 시장의 일중 주기별 매매추이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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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 투자자일별
화면 개요
KOSPI(유가증권), KOSDAQ(코스닥), KOSPI200선물, MINI KOSPI200선물, KOSPI200옵션, MINI KOSPI200옵
션 시장의 일별, 기간별 매매현황을 투자주체별로 비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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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 선물 KTB이론가
화면 개요
●

국채선물 이론가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KRX 규정 반영)

화면 설명

1 이론가를 계산할 국채선물 종류를 선택합니다. (3년, 5년, 10년)
2 이론가 계산일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당일입니다.
3 계산에 필요한 종목 및 시세정보를 조회합니다.
4 이론가를 계산합니다.
5 체크가 되어있으면 8 번의 SPOT 수익률 부분에 실시간 시세가 반영됩니다.
6 CALL 금리(한국자금중개 1일물), CD 91일(최종호가수익률), MSB(통안채) 1년(최종호가수익률)
7 선물 이론가 계산에 필요한 현물 시세를 선택합니다.
(장외호가, 최종호가, 전체시장체결)
8 선물 이론가를 계산합니다.
선물 종목별(최근월물, 원월물) 구성 바스켓 종목이 조회되며 각 종목에 대한 종목정보 및
현물가격(노란색 표시 SPOT 부분)이 조회됩니다. 유통가격은 SPOT에 표시된 수익률을
3471와 같은 단가계산기를 통해 계산했을 때의 가격입니다.
상세한 이론가 계산식은 특이사항을 참고해주세요.
9 국채선물 수익률이 표시되며 사용자 편집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익률에 따른 듀레이션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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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물가 및 이론가, 기준가, 현물가가 제공되며 각각의 스프레드가 산출됩니다.
11 관련화면 링크가 제공됩니다.
선물현재 4102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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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4102
4051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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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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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 KOSPI200
화면 개요
KOSPI200 선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화면으로, 각 영역의 탭을 선택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한눈에 조
회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현재가1, 현재가2, CME, 지표, 해외, 뉴스 탭
• CME : CME에서 거래되는 KOSPI200 선물의 현재가
• 지표 : Bolllinger Ban, Envelop, Pivot, Demark 등 기술적 지표
• 해외 : 아시아 및 미국 주요 지수
2 체결, 선물틱, 미결제량, CME, 선물일중, 선물일별, Basis, Pivots, 괴리율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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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 선물 Tick 데이터
• 선물틱 : Tick 차트
• 선물일중 : 일중 주기별 차트
• 선물일별 : 일별 차트
• 괴리율 : 현재가, 이론가, 괴리율 차트
3 호가1, 호가2, CME, 잔량틱, 체결잔량, 일중잔량 탭
• 호가1, 호가2 : 호가창
• 잔량틱 : 최우선 매도/수 호가 및 잔량 데이터
4 투자자, K200추이, Basis, 프로그램, 주요종목, 선물종목 탭
• 투자자 : 투자자별 당일 매매현황, 일별 매매현황, 순매수 차트
• K200추이 : 기초자산 2초 지수, 매도/매수 호가지수
• Basis : 일중 Basis 추이, Basis 분봉 및 일봉
• 프로그램 : 일중 차익/비차익 거래 현황, 차익잔고

관련 화면
(1) 현재가 및 시세정보
4101 - 현재가
4104 - 단일가매매
4106 - 현재가(전종목)
4110 - 투자자현황
(2) 투자주체별 매매정보
4001 - 투자자종합
4201 - 당일현황
4205 - 일중순매수
(3) 프로그램 매매
4250 - 종합
4251 - 일중
(4) CME KOSPI200 선물
4370 - 종합
4371 -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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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 복수종목
화면 개요
선물종목의 시세, 호가, 체결, 틱차트,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을 4종목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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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 KOSDAQ150
화면 개요
KOSDAQ150 선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화면으로, 체결, 틱차트, 일별추이 및 투자자, 기초자산, Ba
sis, 프로그램매매, 구성종목 현재가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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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 VKOSPI
화면 개요
VKOSPI200 선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화면으로, 체결, 틱차트, 미결제량, 일별추이 및 투자자, 기초
자산, Basis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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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 섹터지수
화면 개요
섹터지수선물 및 배당지수선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화면으로, 체결, 틱차트, 미결제량, 일별추이 및
투자자, 기초자산, Basis, 섹터구성종목 현재가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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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 개별주식
화면 개요
개별주식선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화면으로, 선물 및 기차자산의 10단계 호가, 시황, 선물차트, 투자
자, 프로그램 및 기초자산 주식의 투자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선물1, 선물2, 주식1, 주식2, 지수1, 지수2, 시황, 관심 탭
• 선물1 : 개별주식선물 10단계 호가창
• 주식2 : 주식현재가 및 5단계 호가창
• 지수1 : Asis 및 해외 주요 지수 데이터
• 지수2 : Asis 및 해외 주요 지수 차트
• 시황 : 현물/선물/해외시장 동향, 채권시장 동향, 외환시장 동향, 증시자금 동향
2 선물, Basis, 차트, 투자자, 프로그램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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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 현재가, 체결, 일중, 일별, 종목 기본정보 등
• Basis : 일중,일별 시장 Basis 등
• 프로그램 : 일중 차익/비차익 거래 현황 등
3 주식, 시세표, 차트, 프로그램, 투자참고 탭
• 주식 : 현재가, 회원사별 매매현황, 외국인 일별 보유현황 등
• 투자참고 : 대차상위 종목, 신용상위 종목 등

관련 화면
4111 - 주식선물 현재가
4114 - 주식선물 시세표

112 | 선물

4101 - 현재가
화면 개요
모든 선물 종목의 현재가, 체결내역, 호가내역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선물 화면에서 사용되는 종목검색창입니다. 화면별로 제공하는 시장에 따라 1 시장 버튼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되어 있습
니다.)
1 시장을 선택합니다.
해당 시장내의 상세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3 월물을 선택합니다. 이때, 연결선물은 최근월물들을 연결해 놓은 가상의 종목입니다.

시장
지수
섹터지수

기초자산
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K200에너지화학, K200정보기술, K200금융지수, K200경기소비재, 코스피고배당50, 코스피배당성
장50

개별주식
변동성

삼성전자등 개별주식선물의 기초자산
V-KOSPI200

금리

KTB 3Y, KTB 5Y, KTB 10Y

통화

USD, CNH, JPY, EUR

상품

GOLD, LEAN H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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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제외 체크박스
• 해제할 경우 계약수/미결제량에 스프레드 종목 거래에 의한 수량이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2 체결/시세/일별 선택 버튼
• 체결(체결내역) 선택시 우측상단에 체결량, 매도최우선호가, 매수최우선호가가 조회됩니다.
• 시세(시세성향) 선택시 우측상단에 매도체결량, 매수체결량, 누적거래량(계약수)가 조회됩니다.
• 일별 선택시 우측상단에 일별 약정가,대비,등락률,계약수,미결제량이 조회됩니다.
(※ 일별 선택시 SP가 제외된 수량이 조회됩니다.)
3 잔량비교/비교중지 선택 버튼
• 잔량비교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직전 대비 호가잔량, 호가건수의 변동이 표시되며 이때 종목검색창은 비활성화 됩니다.
• 비교중지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잔량비교가 중지됩니다.
4 계약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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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누적 계약수가 조회되고, 괄호안의 숫자는 협의대량으로 거래된 수량을 의미합니다.
5 일봉
• 최근 5일간 일봉을 표시합니다.
6 최대 잔량선
• 호가창에 매도/매수 양측의 검은색 밑줄은 최대 잔량 호가를 의미합니다.
7 3단계 상/하한가, 동적 상/하한가
• 3단계 상/하한가의 경우 시장 급등락에 따라 1~3단계로 변경됩니다.
• 동적상/하한가의 경우 미적용 종목의 경우에는 "-"로 표시되며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사항
(1) 시세성향
• "S/SS"는 매도체결로서 우선호가가 변동되면 "SS", 잔량만 변동되면 "S"로 표시됩니다.
• "B/BB"는 매수체결로서 우선호가가 변동되면 "BB", 잔량만 변동되면 "B"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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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 금리선물
화면 개요
금리 선물(KTB3Y, KTB5Y, KTB10Y) 종목의 현재가, 체결내역, 호가내역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체결내역/시세성향 선택 버튼
• 체결내역 선택시 우측상단에 체결량, 매도최우선호가, 매수최우선호가가 조회됩니다.
• 시세성향 선택시 우측상단에 매도체결량, 매수체결량, 누적거래량(계약수)가 조회됩니다.
2 잔량비교/비교중지 선택 버튼

• 잔량비교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직전 대비 호가잔량, 호가건수의 변동이 표시되며 이때 종목검색창은 비활성화 됩니다.
• 비교중지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잔량비교가 중지됩니다.

116 | 선물

3 계약수(협의)
• 당일 누적 계약수가 조회되고, 괄호안의 숫자는 협의대량으로 거래된 수량을 의미합니다.
4 일봉
• 최근 5일간 일봉을 표시합니다.
5 최대 잔량선
• 호가창에 매도/매수 양측의 검은색 밑줄은 최대 잔량 호가를 의미합니다.
6 3단계 상/하한가, 동적 상/하한가
• 3단계 상/하한가의 경우 시장 급등락에 따라 1~3단계로 변경됩니다.
• 동적상/하한가의 경우 미적용 종목의 경우에는 "-"로 표시되며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사항
(1) 시세성향
• "S/SS"는 매도체결로서 우선호가가 변동되면 "SS", 잔량만 변동되면 "S"로 표시됩니다.
• "B/BB"는 매수체결로서 우선호가가 변동되면 "BB", 잔량만 변동되면 "B"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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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 Daytrade
화면 개요
당일의 기술적 지표, 분봉(주기별 설정가능), 기타 가격정보를 하나의 차트로 제공하여 짧은 시간내의 추세 변화를
시각화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설정
• 기술적 지표 및 기타 가격정보를 설정하는 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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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봉 차트
• 설정창에서 설정한 조회주기에 따라 분봉이 표시 됩니다.
• 설정창에서 선택하는 지표는 하단의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특정 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지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분봉이
그려지는 범위 내에서만 지표가 표시됩니다.)
3 호가, 투자자동향 탭
• 호가 선택시 5단계 호가창이 제공됩니다.
• 투자자동향 선택시 KOSPI, KOSPI200선물, KOSPI200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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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 단일가매매
화면 개요
시가단일가, 종가단일가 시간의 예상체결가, 매도잔량, 매수잔량, 매도건수, 매수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
다. 시가단일가 선택시에는 전일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등의 거래정보가 함께 조회되며, 종가단일가 선택시에
는 당일의 거래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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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 현재가(요약)
화면 개요
현재가,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시/고/저, 기초자산가격, 이론가등의 현재가 요약 정보와 호가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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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 현재가(전종목)
화면 개요
동일 기초자산 내의 모든 선물 종목의 현재가, 최우선호가, 거래량, 거래대금, 정산가, 이론가, 최고/최저가 정보를
한번에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섹터지수와 개별주식 선택시에는 세부 기초자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종목/SP종목 선택 버튼
• 기본종목 선택시, 각 월물의 거래정보가 조회됩니다.
• SP종목 선택시, 각 스프레드 종목의 거래정보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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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산가격
• 당일 장종료후 최종 정산가격이 제공됩니다.
4 배당지수
• 현금 배당금의 미래가치 입니다. 이론가 산출시 사용되는 Dividend입니다.
• 해당 항목은 KRX에서 산출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소액출자자에게 배당한 1주당 현금배당금의 미래가치입니다. 직전 사업
연도의 현금배당금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KRX가 산출하는 금액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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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 투자자현황
화면 개요
종목별 현재가, 호가내역,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SP제외 체크박스
• 해제할 경우 계약수/미결제량에 스프레드 종목 거래에 의한 수량이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2 체결내역/시세성향 선택 버튼
• 체결내역 선택시 우측상단에 체결량, 매도최우선호가, 매수최우선호가가 조회됩니다.
• 시세성향 선택시 우측상단에 매도체결량, 매수체결량, 누적거래량(계약수)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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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량비교/비교중지 선택 버튼
• 잔량비교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직전 대비 호가잔량, 호가건수의 변동이 표시되며 이때 종목검색창은 비활성화 됩니다.
• 비교중지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잔량비교가 중지됩니다.
4 CME 버튼
• CME연계 KOSPI200선물(야간선물) 현재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5 계약수(협의)
• 당일 누적 계약수가 조회되고, 괄호안의 숫자는 협의대량으로 거래된 수량을 의미합니다.
6 최대 잔량선
• 호가창에 매도/매수 양측의 검은색 밑줄은 최대 잔량 호가를 의미합니다.
7 이론가
• KRX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론가 모형에 따라 산출된 이론가입니다.
• 변동성지수선물 및 섹터지수선물중 배당지수선물의 경우 이론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8 3단계 상/하한가, 동적 상/하한가
• 3단계 상/하한가의 경우 시장 급등락에 따라 1~3단계로 변경됩니다.
• 동적상/하한가의 경우 미적용 종목의 경우에는 "-"로 표시되며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9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 현재가 및 호가는 종목별로 제공되는데 반해,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은 기초자산별로 합산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KOSPI200
선물의 최근월물을 조회해도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은 전체월물을 합산한 데이터로 조회됩니다.

참고 사항
(1) 시세성향
• "S/SS"는 매도체결로서 우선호가가 변동되면 "SS", 잔량만 변동되면 "S"로 표시됩니다.
• "B/BB"는 매수체결로서 우선호가가 변동되면 "BB", 잔량만 변동되면 "B"로 표시됩니다.
(2) 투자자 코드 분류
• 외국인 :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 금융투자 : 증권 및 선물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 투신 :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
• 사모 : 사모 집합투자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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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
- KOSPI, KOSDAQ시장의 경우 : 연금 및 기금
- 파생시장의 경우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중 공공기관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자공사, 금투협등)
• 기타금융 : 종금,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 기타외인 : 비등록 외국인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기관계 = 금융투자 + 투신 + 사모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국가 + 기타금융

관련 화면
4201 - 당일현황
4202 - 선물옵션당일
4205 - 일중순매수
4212 - 일별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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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 지수선물 현재가
화면 개요
KOSPI200선물, MINI KOSPI200선물, KOSDAQ150선물, 섹터지수선물, V-KOSPI200선물 종목의 현재가, 호가
내역, 체결내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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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 지수선물 투자자
화면 개요
KOSPI200선물, MINI KOSPI200선물, KOSDAQ150선물, 섹터지수선물, V-KOSPI200선물 종목의 현재가, 호가
내역, 체결내역,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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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 주식선물 현재가
화면 개요
개별주식선물 종목의 현재가, 10단계 호가내역, 체결내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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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 주식선물 시세표
화면 개요
개별주식선물의 기초자산별, 월물별 주식선물 시세표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 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을 선택하는 콤보입니다. 자산별을 클릭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기초자산 선택창이 팝업되고 조회를
원하는 종목을 클릭하면 해당 선물의 모든 월물이 조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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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물별 선택 버튼
• 월물별 버튼을 클릭하면 월물 선택 콤보가 활성화 됩니다.
• 월물을 선택하면 동일 월물의 모든 기초자산 선물이 조회 됩니다.
3 기본종목/SP종목 버튼
• 기본종목 또는 스프레드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별 선택 버튼을 클릭했을때만 활성화 됩니다..
4 거래량/이론가/호가 선택 콤보
• 버튼을 클릭시 거래량, 이론가, 호가 메뉴가 드롭다운 됩니다.
• 거래량 선택시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기초자산, 시장베이시스가 조회됩니다.
• 이론가 선택시 이론가, 기초자산, 시장베이시스, 이론베이시스, 이론가가 조회됩니다.
• 호가 선택시 최우선호가 및 잔량, 호가총잔량이 제공됩니다.
5 기초자산 현재가 등
• 상단에서 선택된 기초자산의 당일 가격 및 외국인 보유율, 당일 최대 매수/매도 회원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월물별 선택시에는 데이터 그리드에서 선택된 선물의 기초자산의 정보가 조회됩니다.
6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 KOSPI 투자주체별 순매수금액 및 기초자산 주식의 전일 순매수금액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차익잔고 및 프로그램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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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 상품선물투자자
화면 개요
금리, 통화, 상품선물의 현재가, 5단계 호가내역, 체결데이터, 순매수를 포함한 투자자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SP제외 체크박스
•해제할 경우 계약수/미결제량에 스프레드 종목 거래에 의한 수량이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2 투자자 선택
• 우측 하단의 투자자데이터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투자 주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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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 데이터
• 파생시장(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은 30초 주기로 KRX에서 제공됩니다.
종목별 매매동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1) 투자자 코드 분류
• 외국인 :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 금융투자 : 증권 및 선물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 투신 :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
• 사모 : 사모 집합투자 기구
• 연기금
- KOSPI, KOSDAQ시장의 경우 : 연금 및 기금
- 파생시장의 경우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중 공공기관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자공사, 금투협등)
• 기타금융 : 종금,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 기타외인 : 비등록 외국인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기관계 = 금융투자 + 투신 + 사모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국가 + 기타금융

4301 - 주간시황
화면 개요
당일 포함 최근 6일간의 현재가, 가격/거래량 이동평균, 프로그램매매 현황,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정보를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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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1 시세
• 현재가,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 평균단가는 당일 누적거래대금을 거래승수를 감안하여 누적거래량으로 나누어준 당일 누적가격입니다.
2 이동평균
• 가격/거래량 이동평균 및 이격도를 제공합니다. 상장일수가 해당 이동평균 일수만큼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격도는 당일지수를 이동평균지수로 나눈 백분율 데이터로, 현재가가 이동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3 프로그램 매매 내역
• 상단의 프로그램매매 선택 버튼(주식/선물) 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일의 차익/비차익 매매현황 및 차익잔고 데이터를 제공
합니다. 차익잔고의 경우 당일 데이터는 익일 아침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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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의 투자자 버튼에서 금액/수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302 - 지지저항
4303 - 기술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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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 지지저항
화면 개요
30분, 60분, Daily 주기의 Bollinger Band, Envelope, Pivots. Demark 지표를 30초마다 실시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설정 버튼

• Bollinger Band와 Envelope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 입력창입니다.
• Bollinger Band는 기간 20, 표준편차 2, Envelope는 기간 25, 표준편차 6이 디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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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llinger Band
• 주가가 Band내에서 변동하고, 가격 움직임의 크기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Band에 진입하는 시점을
매수 혹은 매도시점으로 포착하는 매매 지표입니다.
3 Envelope
• 주가나 지수의 정상적 거래 범위에서 상한과 하한에 그려지는 선을 의미합니다.
• 상한밴드에 도달했을 때를 매도신호, 하한밴드에 도달했을 때를 매수신호로 봅니다.
4 Pivot
• 본 화면에서는 피봇포인트를 중심으로 1차저항, 1차지지선만 제공합니다.
5 Demark
• 전일의 종가와 당일의 시가를 비교하여 당일의 목표 고가 및 저가를 정하고 목표고가를 저항선으로, 목표저가를 지지선으로
잡아 그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을 매매시점으로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관련 화면
4301 - 주간시황
4303 - 기술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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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 기술적지표
화면 개요
Bollinger Band, Envelope, Pivots. Demark, 이동평균 지표를 실시간 제공하며 5일/20일 기간의 고가, 저가, 평균
등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설정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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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linger Band와 Envelope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 입력창입니다.
• Bollinger Band는 기간 20, 표준편차 2, Envelope는 기간 25, 표준편차 6이 디폴트 입니다.
2 이동평균
• 5분, 10분, 30분, 60분, 일간 주기의 이동평균선을 제공합니다.
3 Golden Cross
•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할때 해당 셀에 표시가 됩니다.
• 예를 들어 "10-20"이 일간 셀에 표시되었다면,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 했다는 의미입니다.
4 Dead Cross
•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을 하향 돌파할 때 해당 셀에 표시가 됩니다.
• 예를 들어 "20-60"이 30분 셀에 표시되었다면, 30분 주기의 20 이동평균선이 60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 했다는 의미입니
다.

관련 화면
4301 - 주간시황
4302 - 지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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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 상관관계
화면 개요
KOSPI, KOSPI200, KOSDAQ, DJIA, NASDAQ, S&P500, Nikkei225, ShanghaiA, Hanseng 등 주요 지수간 상
관계수 및 개별 지수들의 역사적 변동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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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 체결(실시간)
화면 개요
체결 Tick 데이터 및 차트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매수체결 비중
• 당일의 약정수량 중에서 매수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2 매도체결 비중
• 당일의 약정수량 중에서 매도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관련 화면

4131 - 체결(실시간) | 141
4132 - 매매단위
4133 - 성향분석
4134 - 마켓 프로파일
4135 - 가격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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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 매매단위
화면 개요
당일의 체결내역을 매수체결, 매도체결로 나누어 분석하고, 체결수량별 비중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매수체결 비중
• 당일의 총거래량 중에서 매수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2 매도체결 비중
• 당일의 총거래량 중에서 매도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3 체결수량별 비중
• 체결수량 구간대별 비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화면에서 10~19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건수는 34건이며, 총 수량은

4132 - 매매단위 | 143
390계약입니다.

관련 화면
4131 - 체결(실시간)
4133 - 성향분석
4134 - 마켓 프로파일
4135 - 가격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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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 성향분석
화면 개요
매매성향별로 30계약이상, 50계약이상의 대량 체결 체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매수체결 비중
• 당일의 총거래량 중에서 매수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2 매도체결 비중
• 당일의 총거래량 중에서 매도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3 단일체결량 30계약 이상, 50계약 이상 선택
• 대량체결량 및 대량체결건수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상단의 주기동안 이루어진 매매성향별 전체 체결량 및 대량체결 건수
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133 - 성향분석 | 145

관련 화면
4131 - 체결(실시간)
4132 - 매매단위
4134 - 마켓 프로파일
4135 - 가격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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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 마켓 프로파일
화면 개요
가격대별, 시간대별 선물의 거래현황을 히스토그램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시간대 선택 콤보
• 5분/10분/15분/30분/60분 단위로 시간대 크기를 선택합니다.
2 가격대 선택 콤보
• 1틱 ~ 5틱 단위까지 조회할 가격대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3 시간대 설명 영역
• 시간대 선택 콤보에서 선택된 단위에 의해 설정된 시간대를 보여줍니다.
4 마켓 프로파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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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설정된 가격대에 체결이 발생한 시간대를 표시합니다.
• 예를 들어 시간대 J, 즉 10:30~10:40 시간대에는 237.70에 344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131 - 체결(실시간)
4132 - 매매단위
4133 - 성향분석
4135 - 가격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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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 가격대별
화면 개요
가격대별, 시간대별 선물의 거래현황을 히스토그램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가격대 선택 콤보
• 매물대 간격을 선택하는 콤보입니다. Tick size는 선물에 따라 다릅니다.
2 기간누적 화면전환 버튼
• 특정 기간내 가격대별 누적 계약수, 누적 매수체결량, 누적 매도체결량을 제공합니다.
•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까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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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대별 차트 선택 버튼
• 가격대별 전체계약수, 매수체결량, 매도체결량 차트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 KOSPI200선물 현재가와 함께 제공되어 현재가와 매매량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괴리율
• 현재가 대비 이론가의 괴리율입니다.
• 괴리율 = (현재가 - 이론가) / 이론가 * 100

관련 화면
4131 - 체결(실시간)
4132 - 매매단위
4133 - 성향분석
4134 - 마켓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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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 체결잔량
화면 개요
체결가, 매도체결량, 매수체결량, 매도최우선호가, 매수최우선호가, 5호가기준 총잔량, 총호가기준 총잔량 일중 추
이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141 - 호가잔량
4142 - 전종목호가
4139 - 사용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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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 호가잔량
화면 개요
5호가기준 매수잔량 및 증감, 매도잔량 및 증감, 총호가기준 매수잔량 및 증감, 매도잔량 및 증감 일중 추이를 제공합
니다.

관련 화면
4140 - 체결잔량
4142 - 전종목호가
4139 - 사용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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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 전종목호가
화면 개요
기초자산별로 모든 월물의 우선호가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140 - 체결잔량
4141 - 호가잔량
4139 - 사용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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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 사용자편집
화면 개요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직접 선택하여 일중 시계열을 최대 5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SGX Nikkei225선물, Nik
kei225, 대만지수, 항셍지수, 상해지수등 해외 지수의 시계열도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140 - 체결잔량
4141 - 호가잔량
4142 - 전종목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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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 종목일중
화면 개요
당일 및 과거일의 일중 주기별 체결내역(약정가,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이론가, Basis, 기초자산가격), 체결성
향(매수체결량, 매도체결량), 단가(주기별 평균단가, 누적평균단가, 이론 Basis, 시장 Basis)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152 - 전종목일중
4171 - 종목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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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 전종목일중
화면 개요
기초자산별 선물 전종목의 일중 주기별, 일별 약정가/평균가/기초자산 가격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약정가/평균가 선택 버튼

• 약정가 선택시 선택된 주기별 현재가를 제공합니다.
• 평균가 선택시 선택된 주기내에 거래된 현재가의 평균을 제공합니다.

2

일중/일별 선택 버튼

• 일중 선택시 당일의 장중 주기별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일별 선택시 일별 기초자산가격 및 선물 종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

월물 이동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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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버튼은 최근월물쪽으로 화면을 이동 시키고, 우측 버튼은 장기결제월물 쪽으로 화면을 이동시킵니다.

관련 화면
4151 - 종목일중
4171 - 종목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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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 Basis-Spread
화면 개요
선물 종목간 시장Basis, 이론Basis, 시장Spread, 이론Spread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Spread Matrix
• 선물종목간 시장 Spread 및 이론 Spread를 제공합니다.
• Matrix의 Upper triangle은 시장 Spread, Lower triangle은 이론 Spread를 표시합니다.
• Spread = 원월물 가격 - 근월물 가격
2 상하/좌우 스크롤을 이용하여 월물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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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 종목일별
화면 개요
일/주/월 주기별 체결내역, 시세성향, 평균단가, Basis, 협의대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 주기 선택 콤보
• 주기 선택시 가격 정보는 해당 주기 마지막 날짜의 정보가 조회됩니다.
• 주기 선택시 수량 및 금액관련 정보는 해당 주기내의 합산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2 조회 항목 선택 버튼
• 체결내역 : 계약수, 계약금액, 미결제수량, 기초자산 종가
• 시세성향 : 계약수, 매수체결, 매도체결
• 평균단가 : 평균단가, 미결제수량, 기초자산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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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시스 : 이론가, 괴리율, 베이시스, 정산가
• 협의/EFP : 계약수, 계약금액, 협의대량계약수, EFP 계약수

관련 화면
4189 - 일별편집
4199 - 과거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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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 국채선물수정가
화면 개요
10년 국채선물의 수정가, 3년 국채선물의 5% 변환 수정가, 만기일 전일 기준의 수정가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국채선물 수정가 유형을 선택합니다.
- KTB3 일반가 KTB3 선물의 최근월물들을 최초부터 연결
- KTB3 수정가(만기일) KTB3 선물 일반가의 월물 변경시 발생되는 갭을 만기일 기준
최근월 차근월 스프레드로 보정하여 연결
- KTB3 수정가(만기전일) KTB3 선물 일반가의 월물 변경시 발생되는 갭을 만기일 전일 기준 최근월 차근월 스프레드로 보
정하여 연결
- KTB3 일반가(8%->5%) KTB3 선물의 최근월물들을 최초부터 연결하되 표면금리 8% 구간의
값을 동일 수익률 5% 가격으로 변환함
- KTB3 수정가(만기일, 8%->5%) KTB3 일반가(8%->5%)의 월물 변경시 발생되는 갭을
만기일 기준 최근월 차근월 스프레드로 보정하여 연결
- KTB3 수정가(만기전일, 8%->5%) KTB3 일반가(8%->5%)의 월물 변경시 발생되는 갭을
만기일 전일 기준 최근월 차근월 스프레드로 보정하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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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B10 수정가(만기일) KTB10 선물 일반가의 월물 변경시 발생되는 갭을 만기일 기준
최근월 차근월 스프레드로 보정하여 연결
- KTB10 수정가(만기전일) KTB10 선물 일반가의 월물 변경시 발생되는 갭을 만기일 전일 기준최근월 차근월 스프레드로
보정하여 연결

2 국채선물 수정가의 일별추이를 제공합니다.
- 일자, 가격, 대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계약수, 계약금액, 미결제약정, 현물가,
수정가 보정 스프레드
3 시계열 차트를 제공합니다.
4 그리드만 조회 <-> 그리드/차트 함께 조회 설정을 변경합니다.

관련 화면
4052
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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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 일별편집
화면 개요
상장종목 및 만기일이 지난 상장폐지 종목의 일별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상장종목/폐지종목 선택 버튼

• 상장종목 선택시 만기가 지나지 않은 종목을 조회합니다.
• 폐지종목 선택시 만기가 지난 상장 폐지된 종목을 조회합니다.
2 종목검색창
• 상장종목 선택시 종목검색창은 4101 - 현재가의 종목검색창과 동일합니다.
• 폐지종목 선택시에는 기초자산, 종목유형, 종목명을 선택하시면 종목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섹터지수 및 개별주식선물은 기초자산 선택시 하단의 기초자산 상세에서 개별 기초자산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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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종목의 경우 데이터 검색 속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3 항목 선택 버튼
• 조회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전체 버튼을 클릭시 모든 항목이 선택되고, 취소 버튼 선택히 모든 항목이 선택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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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4171 - 종목일별
4199 - 과거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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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 과거종목
화면 개요
만기일이 지난 상장폐지 종목의 계약수, 계약금액, 미결제량, 이론가, 베이시스, 정산가, 배당액, 매수체결, 매도체결
일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171 - 종목일별
4189 - 일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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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 Tick1
화면 개요
선물 틱차트 및 미결제 차트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준가 선택 CheckBox
• 차트에 당일 기준가선을 표시하여 전일대비 등락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전일 미결제량 CheckBox
• 차트에 전일 미결제량을 표시하여 전일대비 증감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전체 조회 CheckBox
• 전체조회 CheckBox에 check할 경우 현재가와 미결제량을 하나의 차트로 제공합니다.
• 좌측 Y축은 미결제량, 우측 Y축은 현재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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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 일중
화면 개요
선물 일중차트와 미결제 차트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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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수 선택 CheckBox
• 일중 차트를 조회하고자 하는 일수를 선택합니다.
2 주기 선택 CheckBox
• 일중 차트를 조회할 주기를 선택합니다.

관련 화면
4391 - Tick1
4151 - 종목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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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 당일현황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투자주체별 주기별(일
중/일/주/월) 순매수, 매수, 매도 현황 및 평균단가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섹터지수와 개별주식 선택시에는 세부 기초자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SP제외/SP합산/SP종목 선택 콤보
• SP합산 선택시에는 투자자매매현황에 Spread 종목 거래에 의한 포지션이 합산됩니다.
• SP종목 선택시에는 스프레드 종목전체의 투자자 매매현황이 조회됩니다.
3 30초단가/누적단가
• SP콤보에서 SP제외(기본종목)를 선택했을 때만 단가가 제공됩니다.
• 30초단가 선택시 데이터 영역의 단가 컬럼에 투자자별 최근 30초 평균단가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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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단가 선택시 데이터 영역의 단가 컬럼에 투자자별 당일 누적 평균단가가 조회됩니다.
4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은 파생시장(선물 및 옵션)의 경우 30초 주기로 KRX에서 제공되며, 개별종목의 매매동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별종목은 추정치만 제공)
5 월물별 계약금액 및 평균단가
• 상단의 조건 버튼과 상관없이, 당일의 월물별 계약금액 및 전체 평균단가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1) 투자주체별 매매데이터 제공주기
• 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데이터는 30초마다 제공됩니다.
(2) 투자자 코드 분류
• 외국인 :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및 기타 외국인
• 금융투자 : 증권 및 선물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 투신 :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
• 사모 : 사모 집합투자 기구
• 연기금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중 공공기관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자공사, 금투협등)
• 기타금융 : 종금,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기관 = 금융투자 + 투신 + 사모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국가 + 기타금융

관련 화면
4210 - 당일비중
4202 - 선물옵션당일
4206 - 선물옵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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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 당일비중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투자주체별 주기별(일
중/일/주/월) 계약수, 계약금액, 매수비중, 매도비중을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01 - 당일현황
4202 - 선물옵션당일
4206 - 선물옵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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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 선물옵션당일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순매수, 매수, 매도
수량 및 금액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화면 설명

1
• C/P 선택시 권리유형별(콜옵션/풋옵션)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 B/B 선택시 Bull, Bear 형태로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2
• 30초 선택시에는 최근 30초의 투자자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 누적 선택시에는 당일 누적 투자자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3 투자주체별 선물 매매현황
• 기초자산 선택콤보에서 선택한 선물의 투자주체별 매수/매도/순매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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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주체별 옵션 매매현황
• 기초자산 선택콤보에서 선택한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수/매도/순매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1) 투자주체별 매매데이터 제공주기
• 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데이터는 30초마다 제공됩니다.
(2) 용어 설명
• Bull = 콜매수 + 풋매도
• Bear = 콜매도 + 풋매수
• B-B(Bull - Bear) = (콜매수 + 풋매도) - (콜매도 + 풋매수) = 콜순매수 + 풋순매도
(B-B > 0 인 경우는 지수상승시 이익 포지션, B-B < 0 인 경우는 지수하락시 이익 포지션)
(3) 투자자 코드 분류
• 외국인 :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및 기타 외국인
• 금융투자 : 증권 및 선물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 투신 :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
• 사모 : 사모 집합투자 기구
• 연기금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중 공공기관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자공사, 금투협등)
• 기타금융 : 종금,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기관 = 금융투자 + 투신 + 사모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국가 + 기타금융

관련 화면
4201 - 당일현황
4210 - 당일비중
4206 - 선물옵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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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 선물옵션단가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일중 순매수 금액/수량 및 매도/
매수단가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01 - 당일현황
4210 - 당일비중
4202 - 선물옵션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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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 일중추이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투자주체별 당일 일중
주기별 순매수, 매수, 매도 수량 및 금액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04 - 일중비교
4205 - 일중순매수

4204 - 일중비교 | 177

4204 - 일중비교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당일 일중주기별 순매
수, 매수, 매도 수량 및 금액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203 - 일중추이
4205 - 일중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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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 일중순매수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당일 일중주기별 순매
수 수량 및 금액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당일 누적 정보
• 투자주체별 당일 누적 순매수 데이터 및 투자주체별 당일 누적 매도/매수 단가를 제공합니다.
2 월물별 거래량
• 월물별 당일 누적 거래량을 제공합니다.
• 좌우 화살표를 이용하여 월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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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 일중추이
4204 - 일중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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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 일별추이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일/주/월 주기별 순매수
/매수/매도 데이터 및 평균단가를 투자주체별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13 - 일별비교
4212 - 일별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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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 일별비교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일별 순매수/매수/매도
데이터 및 기간 누적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211 - 일별추이
4212 - 일별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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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 일별순매수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일/주/월 주기별 순매수
금액 및 수량을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211 - 일별추이
4213 - 일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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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 누적순매수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일별 순매수/매수/매도
데이터 및 기간 누적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15 - 누적비교
4219 - 기간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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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 누적비교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일별/기간누적 순매수
데이터 및 매수(매도) 단가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214 - 누적순매수
4219 - 기간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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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 기간누적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기간 평균 및 누적 순매
수, 매수, 매도 현황 및 평균단가를 투자주체별로 통합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14 - 누적순매수
4215 - 누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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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 종합일별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217 - 종합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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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 종합순매수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설정기간내 순매수 증
감 및 누적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216 - 종합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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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 당일현황
화면 개요
금리(KTB3Y, KTB5Y, KTB10Y), 통화(USD, CNH, JPY, EUR), 상품(GOLD, LOAN HOG) 및 FLEX 선물의 투자자
별 당일 및 일/주/월 누적매매 현황을 조회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 금리, 통화, 상품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2 SP 조회 옵션 콤보
• SP제외 : 스프레드 종목 거래에 의한 수량/금액이 제외됩니다.
• SP종목 : 스프레드 종목 거래에 의한 수량/금액입니다.
• SP합산 : 전체 종목 거래에 의한 수량/금액입니다.
3 조회기간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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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중/일/주/월 조회기간을 설정합니다.
'주'를 선택할 경우 조회일이 속한 한주간의 수량/금액을 누적하여 조회합니다.
4 30초단가/누적단가
• 3 의 '일중'을 선택한 경우만 '30초단가' 선택 가능합니다.
• '30초단가' 선택시 데이터 영역의 단가 컬럼에 투자자별 최근 30초 평균단가가 조회됩니다.
• 누적단가 선택시 데이터 영역의 단가컬럼에 투자자별 당일 누적 평균단가가 조회됩니다.
5 차트
투자자별 순매수와 매수/매도를 막대차트로 조회합니다.

참고 사항
투자자 코드 분류
• 외국인 :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 금융투자 : 증권 및 선물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 투신 :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
• 사모 : 사모 집합투자 기구
• 연기금
- KOSPI, KOSDAQ시장의 경우 : 연금 및 기금
- 파생시장의 경우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중 공공기관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자공사, 금투협등)
• 기타금융 : 종금,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 기타외인 : 비등록 외국인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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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계 = 금융투자 + 투신 + 사모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국가 + 기타금융

4237 - 일중추이2
화면 개요
금리(KTB3Y, KTB5Y, KTB10Y), 통화(USD, CNH, JPY, EUR), 상품(GOLD, LOAN HOG) 및 FLEX 선물의 일중 추
이를 투자자별로 조회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 금리, 통화, 상품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2 조회 주기 선택 콤보
• 30초 ~ 60분 조회 주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사항
(1) 선물 및 옵션 투자주체별 매매데이터 제공주기 :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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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 코드 분류
• 외국인 :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 금융투자 : 증권 및 선물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 투신 :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
• 사모 : 사모 집합투자 기구
• 연기금
- KOSPI, KOSDAQ시장의 경우 : 연금 및 기금
- 파생시장의 경우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중 공공기관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자공사, 금투협등)
• 기타금융 : 종금,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 기타외인 : 비등록 외국인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기관계 = 금융투자 + 투신 + 사모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국가 + 기타금융

4235 - 일중순매수
화면 개요
금리(KTB3Y, KTB5Y, KTB10Y), 통화(USD, CNH, JPY, EUR), 상품(GOLD, LOAN HOG) 및 FLEX 선물의 투자자
별 순매수 내역을 조회합니다.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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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자산 선택 콤보
• 금리, 통화, 상품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2 30초단가/누적단가
• SP콤보에서 SP제외(기본종목)를 선택했을 때만 단가가 제공됩니다.
• 30초단가 선택시 데이터 영역의 단가 컬럼에 투자자별 최근 30초 평균단가가 조회됩니다.
• 누적단가 선택시 데이터 영역의 단가 컬럼에 투자자별 당일 누적 평균단가가 조회됩니다.
3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 파생시장(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은 30초 주기로 KRX에서 제공됩니다.
종목별 매매동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월물별 계약금액 및 평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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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 일별순매수
화면 개요
금리(KTB3Y, KTB5Y, KTB10Y), 통화(USD, CNH, JPY, EUR), 상품(GOLD, LOAN HOG) 및 FLEX 선물의 일별 순
매수 내역을 조회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 금리, 통화, 상품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2 조회 주기 선택 콤보
• 일/주/월/년 조회 주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사항

194 | 선물
투자자 코드 분류
• 외국인 :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 금융투자 : 증권 및 선물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 투신 :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
• 사모 : 사모 집합투자 기구
• 연기금
- KOSPI, KOSDAQ시장의 경우 : 연금 및 기금
- 파생시장의 경우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중 공공기관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자공사, 금투협등)
• 기타금융 : 종금,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 기타외인 : 비등록 외국인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기관계 = 금융투자 + 투신 + 사모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국가 + 기타금융

관련 화면
4235 - 일중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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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 Tick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시장베이시스, 이론베
이시스, 현재가, 체결량, 누적체결량, 미결제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연속 조회 버튼
• 이전 데이터를 추가 조회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2 Basis 설명
• Basis Tick은 KOSPI200지수 산출주기(2초) 또는 선물 체결이 발생할때 마다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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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Basis = 선물 현재가 - 기초자산 현재가
• 이론 Basis = 선물 이론가 - 기초자산 현재가
• Basis차 = 시장 Basis - 이론 Basis = 선물 현재가 - 선물 이론가
• Basis괴리율 = (시장 Basis - 이론 Basis) / 이론 Basis
3 스크롤
• 스크롤을 하단 끝까지 내리면 이전 데이터가 추가 조회됩니다.

관련 화면
4311 - 일중
4315 - Tick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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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 일중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일중 주기별 시장베이
시스, 이론베이시스, 베이시스 시/고/저, 현재가, 체결량, 누적체결량, 미결제량, 기초자산 가격, 합성선물(컨버젼, 리
버설) 정보를 제공하며 차트 화면에서는 베이시스의 봉차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310 - Tick
4312 - 차익일중
4313 - 종합일중
4316 - 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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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 차익일중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선물의 일중 주기별 매도/매수 최우선호가, KOSPI200 매도호가지수, KOSPI200 매
수호가지수, 차익 Basis, 프로그램 순매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선물 최우선 호가
• 조회한 종목의 주기별 매도/매수 최우선 호가입니다.
2 K200 매도/매수 호가지수
• KOSPI200매도(호가지수) : KOSPI200 구성종목의 최우선 매도호가로 산출한 가격
• KOSPI200매수(호가지수) : KOSPI200 구성종목의 최우선 매수호가로 산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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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익 Basis
• 합성매도차익 Basis = 합성선물매수가격 - KOSPI200 매수호가지수
• 합성매수차익 Basis = 합성선물매도가격 - KOSPI200 매도호가지수
4 프로그램매매
• 프로그램매매 순매수 = 차익 순매수 + 비차익 순매수
5 당일 누적
• 당일 프로그램매매 순매수 및 차익거래 누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10 - Tick
4311 - 일중
4313 - 종합일중
4317 - 차익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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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 종합일중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선물의 일중 주기별 매도/매수 최우선호가, KOSPI200 매도/매수 호가지수, 시장/이
론 Basis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10 - Tick
4311 - 일중
4312 - 차익일중
4319 - 종합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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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 Tick차트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실시간 시장/이론 Basis,
체결량, 미결제량을 차트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준가 Check Box
• 기준가 Check를 하면 당일 기준Basis(선물기준가 - 기초자산기준가)가 하단 차트에 표시됩니다.
2 시장 Basis 또는 이론 Basis 선택 버튼
• Basi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경되거나 선물의 체결이 발생할때마다 계산됩니다.
3 계약수는 당일의 선물 누적계약수를 의미합니다.
4 계약수는 실시간 체결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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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4310 - Tick
4316 - 일중차트
4317 - 차익일중차트
4318 - 평균일중차트
4319 - 종합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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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 일중차트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설정 기간내 일중 주기
별 시장/이론 Basis, 체결량, 미결제량, 선물가격 및 기초자산 가격을 차트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10 - Tick
4311 - 일중
4315 - Tick차트
4317 - 차익일중차트
4318 - 평균일중차트
4319 - 종합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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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 차익일중차트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선물의 설정 기간내 일중 주기별 매도차익 Basis 및 매수차익 Basis를 프로그램 순매수,
차익 매도/매수 데이터와 함께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10 - Tick
4312 - 차익일중
4315 - Tick차트
4316 - 일중차트
4318 - 평균일중차트
4319 - 종합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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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 평균일중차트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선물의 1분평균 Basis, 누적평균 Basis, 1분 선물평균가, 1분 평균지수, 프로그램매매
일중 데이터를 조회하고자 하는 일수만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10 - Tick
4315 - Tick차트
4316 - 일중차트
4317 - 차익일중차트
4319 - 종합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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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 종합일중차트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선물의 일중 주기별 시장Basis, 이론Basis, 매수차익Basis, 매도차익Basis를 조회하고
자 하는 일수만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일수 입력창
• 조회하고자 하는 일수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 최대 99일 까지 입력가능하며, 조회일수가 길수록 조회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접 입력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4 의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일수가 변경이 됩니다.
• 입력창 옆의 상하버튼을 이용하여 일수를 변경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4 의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일수가 변경이
됩니다.
2 조회주기 선택 콤보
• 조회주기는 10초, 30초, 1분, 10분, 30분 및 임의주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임의주기 선택시에는 우측의 임의주기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1 의 조회일수 입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의주기를 입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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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입력단위는 분(minutes)입니다.
3 Basis 선택 콤보
• 시장Basis, 이론Basis, 매도차익Basis, 매수차익Basis 등 Basis 종류를 선택합니다.
• 종합Basis 선택시에는 시장Basis, 매도차익Basis, 매수차익Basis 을 하나의 차트로 비교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10 - Tick
4313 - 종합일중
4315 - Tick차트
4316 - 일중차트
4317 - 차익일중차트
4318 - 평균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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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 일별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일별 시장Basis, 이론B
asis를 제공합니다. KOSPI200 및 MINI KOSPI200 선물의 경우 선물시장 종료시점의 Basis와 현물시장 종료시점의
Basis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시장 Basis 또는 이론 Basis 선택 버튼
• Basi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경되거나 선물의 체결이 발생할때마다 계산됩니다.
2 계산 기준시간 선택 버튼
• KOSPI200 및 MINI KOSPI200 선물일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선물종료 선택시에는 선물시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베이시스가 계산되며, 현물종료 선택시에는 현물(주식)시장 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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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베이시스가 계산됩니다.
3 선물, KOSPI200 지수
• 상단의 기준시간 선택 버튼에서 선택된 조건과 상관없이 당일 최종 가격을 제공합니다. (선물은 선물 최종가격, 지수는 최종
지수)

관련 화면
4322 - 차익일별
4323 - 종합일별
4326 - 일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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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 차익일별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선물의 일별 매도/매수 최우선호가, KOSPI200 매도/매수호가지수, 차익 Basis, 프로
그램 순매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12 - 차익일중
4321 - 일별
4323 - 종합일별
4327 - 차익일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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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 종합일별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선물의 일별 매도/매수 최우선호가, KOSPI200 매도/매수 호가지수, 시장/이론 Basis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Basis는 선물종료 시점과 현물종료 시점을 구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계산 기준시간 선택 버튼
• 선물종료 선택시에는 선물시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베이시스가 계산되며, 현물종료 선택시에는 현물(주식)시장 종료시점
을 기준으로 베이시스가 계산됩니다.
2 선물
• 상단의 기준시간 선택 버튼에서 선택된 조건과 상관없이 선물 최종 가격을 제공합니다.
• 매도는 매도우선호가, 현재는 현재가, 매수는 매수우선호가, 이론은 이론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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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SPI200 지수
• 상단의 기준시간 선택 버튼에서 선택된 조건과 상관없이 최종 지수를 제공합니다.
• 매도는 매도우선호가, 현재는 현재가, 매수는 매수우선호가를 의미합니다.

관련 화면
4313 - 종합일중
4321 - 일별
4322 - 차익일별
4329 - 종합일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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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 일별차트
화면 개요
지수(KOSPI200, MINI KOSPI200, KOSDAQ15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개별주식선물의 일/주/월 주기별 시장/
이론 Basis, 선물, 기초자산가격, 체결량, 미결제량을 차트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21 - 일별
4322 - 차익일별
4323 - 종합일별
4326 - 일별차트
4327 - 차익일별차트
4328 - 평균일별차트
4329 - 종합일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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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 차익일별차트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선물의 설정 기간내 일/주/월 주기별 매도차익 Basis 및 매수차익 Basis를 프로그램 순
매수, 차익 매도/매수 데이터와 함께 차트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22 - 차익일별
4326 - 일별차트
4328 - 평균일별차트
4329 - 종합일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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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 평균일별차트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선물의 일별 누적평균 Basis, 선물 평균가, 지수 평균, 프로그램매매 데이터를 차트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26 - 일별차트
4327 - 차익일별차트
4329 - 종합일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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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 종합일별차트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선물의 일별 시장Basis, 이론Basis, 매수차익Basis, 매도차익Basis를 차트로 제공합니
다.

관련 화면
4319 - 종합일중차트
4323 - 종합일별
4326 - 일별차트
4327 - 차익일별차트
4328 - 평균일별차트

4331 - 현재가 | 217

4331 - 현재가
화면 개요
선물 Spread 종목의 현재가 및 Spread를 구성하는 월물(최근월물, 원월물)의 현재가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입니다.

화면 설명

1 스프레드종목의 현재가 및 거래량등 당일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2 스프레드종목을 구성하는 최근월물과 원월물의 현재가 및 거래량등 당일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3 호가잔량을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4 호가건수를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5 SP(스프레드) 데이터 영역
• 시장SP = 원월물 현재가 - 근월물 현재가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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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SP = 원월물 이론가 - 근월물 이론가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반대)
• 매도SP = 원월물 매수호가 - 근월물 매도호가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반대)
• 매수SP = 원월물 매도호가 - 근월물 매수호가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반대)
6 Basis 데이터 영역
• 시장Basis = 선물 현재가 - 기초자산 현재가
• 이론Basis = 선물 이론가 - 기초자산 현재가
• 매도Basis = 선물 매수호가 - 기초자산 현재가
• 매수Basis = 선물 매도호가 - 기초자산 현재가
7 근의제가는 스프레드 종목의 체결당시 최근월물의 직전 체결가입니다.
8 원의제가는 스프레드 종목의 체결당시 근의제가와 스프레드 종목의 체결가를 합산한 가격입니다.

관련 화면
4332 - 일중
4333 - 투자자일중
4334 - 순매수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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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 일중
화면 개요
선물 Spread 종목을 구성하는 종목(최근월물, 원월물)의 일중 주기별 최우선호가, 현재가, 이론가를 제공하고 두 종
목간의 매도/매수 Spread, 현재/이론 Spread를 조회하는 화면 입니다.

관련 화면
4331 - 현재가

220 | 선물

4333 - 투자자일중
화면 개요
선물 Spread 종목의 일중 주기별 순매수/매수/매도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32 - 일중
4334 - 순매수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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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 순매수일중
화면 개요
선물 Spread 종목의 일중 주기별 순매수량 추정치 및 순매수금액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32 - 일중
4333 - 투자자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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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 일별
화면 개요
선물 Spread 종목을 구성하는 종목(최근월물, 원월물)의 일별 최우선호가, 현재가, 이론가를 제공하고 두 종목간의
매도/매수 Spread, 현재/이론 Spread를 조회하는 화면 입니다.

관련 화면
4337 - 투자자일별
4338 - 순매수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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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 투자자일별
화면 개요
선물 Spread 종목의 일별 순매수/매수/매도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36 - 일별
4338 - 순매수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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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 순매수일별
화면 개요
선물 Spread 종목의 일별 순매수량 추정치 및 순매수금액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36 - 일별
4337 - 투자자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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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 종합
화면 개요
KOSPI, KOSDAQ의 일중 전체 프로그램 매매 현황, 종목별 프로그램 매매수량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KOSPI, KOSDAQ 시장 선택 버튼

2

1 에서 선택된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현황입니다.

• 거래대금, 거래량은 당일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를 합산한 데이터입니다.
• 비중은 당일 거래된 거래대금, 거래량에서 프로그램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3 일중 프로그램매매 순매수/매수/매도 추이 및 업종지수 입니다.
4 개별종목의 프로그램 매도/매수량 및 호가잔량을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5 개별종목의 프로그램매매 포함 당일 매매상위 회원사를 조회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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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매수량, 프로그램매도량, 유동시총순 정렬 버튼
• 하단의 종목들을 선택된 순서에 따라 순위별로 정렬합니다.
7 프로그램매수잔량, 프로그램매도잔량, 유동시총순 정렬 버튼
• 하단의 종목들을 선택된 순서에 따라 순위별로 정렬합니다.

관련 화면
4251 - 일중
4252 - 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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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 일중
화면 개요
10초 주기의 지수, 선물, Basis, 프로그램순매수, 차익매매, 비차익매매 일중 추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KOSPI, KOSDAQ, 개별주식 선택 버튼
2 프로그램 매매추이 증감/누적 선택 버튼
3 하단의 누적순매수, 순매수 차트에 조회할 항목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4 종가 Basis는 10초의 마지막 선물종가와 지수의 차이를 의미하고 평균 Basis는 10초동안의 선물평균가와 지수평균가의 차
이를 의미합니다. 당일누적 평균 Basis의 경우는 당일누적된 선물의 평균단가와 평균지수(주식의 경우 평균체결가)의 차이입니
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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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 종합
4252 - 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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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 일중차트
화면 개요
일중 주기별 평균베이시스 및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원하는 조회일수 만큼 차트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KOSPI, KOSDAQ, 개별주식 선택 콤보
• 조회할 시장을 선택합니다.
• 시장을 선택하면 하단의 차트가 해당 시장에 맞춰 변경됩니다. (단, KOSPI와 KOSPI200의 경우 평균베이시스 차트는 동일
하게 표시됩니다.)
2 일수 및 조회주기 입력
• 조회하고자 하는 일수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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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99일 까지 입력가능하며, 조회일수가 길수록 조회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접 입력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일수가 변경이 됩니다.
• 조회주기는 10초, 30초, 1분, 10분, 30분 및 임의주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임의주기 선택시에는 우측의 임의주기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조회일수 입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의주기를 입력할 수 있으
며, 입력단위는 분(minutes)입니다.
3 하단의 프로그램 매도/매수/순매수 차트를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선택 항목에 따라 전체(차익+비차익), 차익, 비차익으로
차트가 변경됩니다.

관련 화면
4250 - 종합
4251 - 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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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 베이시스별
화면 개요
30초 주기로 산출된 평균Basis별로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매매현황을 추정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단일/기간 선택버튼
• 단일 선택시 특정일의 평균베이시스별 프로그램매매 현황이 조회됩니다.
• 기간 선택시 선택된 기간의 평균베이시스별 누적 프로그램매매 현황이 조회됩니다.
2 데이터 영역
• 조회 시점 기준 데이터 입니다. (자동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평균 Basis는 30초간의 평균 Basis입니다.
3 차트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매매 전체의 순매수/매수/매도 현황이 차트로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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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 주식선물연계 | 233

4253 - 주식선물연계
화면 개요
일중 선물/주식 시장 투자주체별 매매현황과 프로그램 순매수 현황을 함께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254 - 선물옵션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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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 선물옵션연계
화면 개요
일중 평균 Basis, 프로그램매매 순매수, 선물/옵션 시장의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을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253 - 주식선물연계

4255 - 종목사전공시 | 235

4255 - 종목사전공시
화면 개요
프로그램 매도/매수잔량 및 만기일 프로그램매매 사전공시 현황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다음 순위의 종목들을 조회하는 연속 버튼입니다.
2 자동 재조회 버튼
• 파란색으로 되어있을 경우 자동 재조회 해제 상태입니다.
• 자동 재조회 버튼을 클릭시 1분마다 순매수잔량을 기준으로 자동 정렬 됩니다.
3 순매수 추정
• 사전(신규) 공시 : 프로그램매매 공시 신규 제출분
• 사전(정정) 공시 : 기 제출된 프로그램매매 공시에 대한 정정
• 사후(신규) 공시 : 호가불균형 발생시 사후 신고
• 프로그램매매 잔량은 프로그램 호가의 미체결잔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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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 2시 50부부터는 공시된 수량들이 주문수량을 전환되므로 순매수추정 수량이 중복계산됩니다.
• 모든 데이터 컬럼의 컬럼명을 더블클릭하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관련 화면
4256 - 종목추정대금
4257 - 전체공시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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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 종목추정대금
화면 개요
프로그램 매도/매수 추정대금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정렬 기준 선택 버튼
• 선택된 항목을 기준으로 종목을 정렬합니다.
• 컬럼의 컬럼명을 더블클릭해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2 다음 순위의 종목들을 조회하는 연속 버튼입니다.
3 자동 재조회 버튼
• 파란색으로 되어있을 경우 자동 재조회 해제 상태입니다.
• 자동 재조회 버튼을 클릭시 1분마다 순매수잔량을 기준으로 자동 정렬 됩니다.
4 추정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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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은 잔량 및 공시수량에 현재가를 곱한 값입니다.
5 순매수 추정
• 사전(신규) 공시 : 프로그램매매 공시 신규 제출분
• 사전(정정) 공시 : 기 제출된 프로그램매매 공시에 대한 정정
• 사후(신규) 공시 : 호가불균형 발생시 사후 신고
• 프로그램매매 잔량은 프로그램 호가의 미체결잔량을 의미합니다.
• 만기일 2시 50부부터는 공시된 수량들이 주문수량을 전환되므로 순매수추정 수량이 중복계산됩니다.

관련 화면
4255 - 종목사전공시
4257 - 전체공시추이

4257 - 전체공시추이 | 239

4257 - 전체공시추이
화면 개요
프로그램매매 순매수잔량, 매수잔량, 매도잔량, 사전공시수량의 일중 추이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55 - 종목사전공시
4256 - 종목추정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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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 일별
화면 개요
KOSPI, KOSDAQ, 개별주식의 일별 선물가격, 평균가격, 평균 Basis 및 프로그램매매 현황을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62 - 일별차트
4263 - 누적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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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 일별차트
화면 개요
KOSPI, KOSDAQ, 개별주식의 일/주/월 주기별 거래대금, 거래량 및 프로그램매매 현황을 차트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61 - 일별
4263 - 누적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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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 누적일별
화면 개요
KOSPI, KOSDAQ 선물 및 주식의 투자주체별 일별 순매수현황 및 차익잔고를 제공합니다. 차익잔고의 경우 2015
년 11월 23일 이후로 차익거래 잔고 보고 및 공표제도가 폐지되어 2015년 11월 20일 까지의 데이터만 제공됩니다.

관련 화면
4261 - 일별
4262 - 일별차트

4271 - 차익거래 | 243

4271 - 차익거래
화면 개요
KOSPI, KOSDAQ 선물 및 주식의일별 가격 및 차익거래 내역, 차익잔고를 제공합니다. 차익잔고의 경우 2015년 1
1월 23일 이후로 차익거래 잔고 보고 및 공표제도가 폐지되어 2015년 11월 20일 까지의 데이터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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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 종목당일
화면 개요
KOSPI, KOSDAQ 시장의 프로그램매매 체결현황, 프로그램매매 신청현황, 프로그램매매 미체결 잔량현황을 제공합
니다.

화면 설명

1 프로그램매매 체결현황
• 프로그램매매로 제출된 호가들 중에서 실제로 체결된 수량입니다.
2 프로그램매매 신청현황
• 프로그램매매로 제출된 호가의 총합계입니다.
3 미체결 잔량현황
• 프로그램매매 총호가량에서 체결량을 뺀 수량입니다.

관련 화면

4291 - 종목당일 | 245
4292 - 종목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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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 종목일중
화면 개요
KOSPI, KOSDAQ 시장의 프로그램매매 체결현황, 프로그램매매 신청현황, 프로그램매매 미체결 잔량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291 - 종목당일

4281 - 당일현황 | 247

4281 - 당일현황
화면 개요
KOSPI, KOSDAQ의 프로그램매매 현황을 투자주체별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82 - 일중추이
4283 - 일별추이
4284 - 일별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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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 일중추이
화면 개요
투자주체별 일중 주기별 프로그램매매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81 - 당일현황
4283 - 일별추이
4284 - 일별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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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 일별추이
화면 개요
투자주체별 일/주/월/년 주기별 프로그램매매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81 - 당일현황
4282 - 일중추이
4284 - 일별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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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 일별순매수
화면 개요
일/주/월/년 주기별 프로그램매매 순매수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281 - 당일현황
4282 - 일중추이
4283 - 일별추이

4370 - 종합 | 251

4370 - 종합
화면 개요
야간(한국시간)에 CME에서 거래되는 KOSPI200선물 및 USD선물의 현재가, 체결내역,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차트
등을 제공하는 종합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현재가
• CME KOSPI200선물 및 USD선물의 현재가를 표시합니다.
• CME에서 거래된 KOSPI200선물 및 USD선물 종가는 익일 KRX에서 거래되는 동일 선물 종목의 기준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미결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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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에서 거래된 KOSPI200선물의 미결제량과 합산된 정보입니다.

참고 사항
표 7-1 CME 연계 선물시장 주요 거래 제도
구분
대상
결제월 종목
거래일

내용
KOSPI200선물, USD선물
정규장과 동일 종목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은 당일 야간거래 없음
월요일 야간 ~ 토요일 오전 (휴장일 제외)

거래시간

한국시간 18:00 ~ 익일 05:00

기준가격

익일 정규거래의 기준가격과 동일한 기준가격 적용

호가단위

- KOSPI200 선물 : 0.05pt
- USD선물 : 0.10pt

일일정산 및 결제
결제통화

T+1일 정규시장 거래분과 합산하여 일일 정산 및 결제
원화(KRW)

4371 - 현재가 | 253

4371 - 현재가
화면 개요
야간(한국시간)에 CME에서 거래되는 KOSPI200선물 및 USD선물의 현재가, 체결내역, 투자주체별 매매현황등을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4101 -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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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 현재가(전종목)
화면 개요
동일 기초자산 내의 모든 선물 종목의 현재가, 최우선호가, 거래량, 거래대금, 최고/최저가 정보를 한번에 비교조회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4106 - 현재가(전종목)

4373 - 호가(전종목) | 255

4373 - 호가(전종목)
화면 개요
기초자산별로 모든 월물의 우선호가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4142 - 전종목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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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 체결(실시간)
화면 개요
체결 Tick 데이터 및 차트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4131 - 체결(실시간)

4376 - 종목일별 | 257

4376 - 종목일별
화면 개요
일별 종가, 시/고/저, 계약수, 계약금액, 미결제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4171 - 종목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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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 투자자종합
화면 개요
CME 야간시장 및 KRX 정규시장의 일중/일/주/월 주기별 순매수/매수/매도 현황 및 비중을 투자주체별로 제공합니
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4201 - 당일현황

4382 - 투자자일중 | 259

4382 - 투자자일중
화면 개요
CME 야간선물의 일중 순매수 수량 및 금액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4381 - 투자자종합
4205 - 일중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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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 투자자일별
화면 개요
CME 야간선물의 일별 순매수 수량 및 금액 데이터를 KRX 정규시장 데이터를 포함하여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4211 - 일별추이

4384 - 누적순매수 | 261

4384 - 누적순매수
화면 개요
CME 야간선물의 일별 순매수/매수/매도 데이터 및 기간 누적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4214 - 누적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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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 틱차트
화면 개요
CME 야간선물의 현재가, 미결제량 정보를 차트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4391 - Tick1

4387 - 일별차트 | 263

4387 - 일별차트
화면 개요
CME 야간선물의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량 정보를 일/주/월 주기별 차트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370 - 종합

8. 옵션
4520 - 시세표
화면 개요
변동성, 민감도, 시간가치/내재가치, 현재가/거래량/거래대금 등의 정보를 시세표 형식으로 제공하여 월물별 모든 종
목의 현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ATM 표시
•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행사가는 당일 아침기준 ATM 입니다.
• 장중에 ATM이 변경될 경우 해당 행사가 row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10초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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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산지수
• KOSPI200 기준의 행사가를 KOSPI 지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10초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3 현재가
• 현재가 셀을 Drag하여 하단의 현재가탭, 틱차트탭 등에 Drop하면 해당 종목의 현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변동성 탭

• 옵션 종목별 내재변동성을 제공하며, 역사적변동성/평균변동성/가중변동성과의 차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내재변동성이 매우 작게 산출되거나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3.0" 으로 표시됩니다.
• 역사적 변동성 : KOSPI200 지수의 90일 변동성
• 평균 변동성 : 옵션 종목별 내재변동성을 산술 평균한 변동성
• 가중 변동성 : 옵션 종목별 내재변동성을 당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변동성
(2) 등락률 탭

• 옵션 종목별 현재가 및 당일 시가/고가/저가 대비 등락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민감도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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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종목별 델타, 감마, 베가, 세타를 제공하며 10초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4) 시고저 탭

• 옵션 종목별 당일 시가/고가/저가, 최우선 매도호가, 최우선 매수호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시간가치 탭

• 옵션 종목별 내재가치, 시간가치, 최우선 매도호가, 최우선 매수호가, 내재변동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콜옵션의 내재가치 = 기초자산 가격 - 콜옵션의 행사가
• 풋옵션의 내재가치 = 풋옵션의 행사가 - 기초자산 가격
• 시간가치 = 옵션프리미엄(현재가) - 내재가치
• 옵션프리미엄(현재가) = 내재가치 + 시간가치
(6) 거래량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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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종목별 현재가,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시세표를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정비율 글자크기 변경'을 선택합니다.

• 시세표 그리드의 하단, 또는 화면의 하단을 클릭하여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 화면을 기본사이즈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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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1) 현재가 및 시세정보
4501 - 현재가1
4511 - 기본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2) 투자주체별 매매정보
4001 - 투자자종합
4601 - 당일현황
4745 - 만기손익(당일)
(3) 민감도
4514 - 민감도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4) 변동성
4731 - 역사적변동성
4735 - Sk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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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 - 주간시황
화면 개요
당일 포함 최근 6일간의 현재가, 내재가치/시간가치, 변동성/민감도, 가격 이동평균,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정보를 제
공합니다.

관련 화면
4301 - 주간시황
4702 - 지지저항
4703 - 기술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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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 - 지지저항
화면 개요
30분, 60분, Daily 주기의 Bollinger Band, Envelope, Pivots. Demark 지표를 30초마다 실시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설정 버튼

• Bollinger Band와 Envelope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 입력창입니다.
• Bollinger Band는 기간 20, 표준편차 2, Envelope는 기간 25, 표준편차 6이 디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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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llinger Band
• 주가가 Band내에서 변동하고, 가격 움직임의 크기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Band에 진입하는 시점을
매수 혹은 매도시점으로 포착하는 매매 지표입니다.
3 Envelope
• 주가나 지수의 정상적 거래 범위에서 상한과 하한에 그려지는 선을 의미합니다.
• 상한밴드에 도달했을 때를 매도신호, 하한밴드에 도달했을 때를 매수신호로 봅니다.
4 Pivot
• 본 화면에서는 피봇포인트를 중심으로 1차저항, 1차지지선만 제공합니다.
5 Demark
• 전일의 종가와 당일의 시가를 비교하여 당일의 목표 고가 및 저가를 정하고 목표고가를 저항선으로, 목표저가를 지지선으로
잡아 그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을 매매시점으로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관련 화면
4701 - 주간시황
4703 - 기술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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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 - 기술적지표
화면 개요
Bollinger Band, Envelope, Pivots. Demark, 이동평균 지표를 실시간 제공하며 5일/20일 기간의 고가, 저가, 평균
등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설정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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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linger Band와 Envelope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 입력창입니다.
• Bollinger Band는 기간 20, 표준편차 2, Envelope는 기간 25, 표준편차 6이 디폴트 입니다.
2 이동평균
• 5분, 10분, 30분, 60분, 일간 주기의 이동평균선을 제공합니다.
3 Golden Cross
•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할때 해당 셀에 표시가 됩니다.
• 예를 들어 "10-20"이 일간 셀에 표시되었다면,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 했다는 의미입니다.
4 Dead Cross
•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을 하향 돌파할 때 해당 셀에 표시가 됩니다.
• 예를 들어 "5-10"이 10분 셀에 표시되었다면, 10분 주기의 5 이동평균선이 10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 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화면
4701 - 주간시황
4702 - 지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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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 현재가1
화면 개요
모든 옵션 종목의 현재가, 내재변동성, 민감도, 체결내역, 호가내역등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2 기초자산에서 개별주식옵션을 선택하면 기초자산상세 부분에 개별주식의 기초자산이 표시됩니다.
3 종목 선택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조회하거나, 종목코드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은 행사가격 기준의 선
택 화면입니다.
4 행사가격을 상하버튼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당일 아침기준의 ATM을 표시합니다.
선택후 창닫기를 해제하고 종목을 클릭하게 되면 종목검색창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을 계속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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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목이동 버튼
동일 행사가 내에서 월물을 변경합니다.
동일 월물내에서 행사가를 변경합니다.
동일 행사가/월물의 권리유형(콜옵션,풋옵션)을 변경합니다.
대각선 (ATM 기준) 상에 있는 반대 권리유형의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ATM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2 잔량비교/비교중지 선택 버튼
• 잔량비교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직전 대비 호가잔량, 호가건수의 변동이 표시되며 이때 종목검색창은 비활성화 됩니다.
• 비교중지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잔량비교가 중지됩니다.
3 기본정보, EUREX 버튼
옵션 종목의 종목코드, 기초자산, 배당지수, 잔존일, CD금리등 기본정보 제공
EUREX KOSPI200옵션선물 종합화면으로 연결합니다.
4 내재변동성 및 민감도
• 내재변동성 및 민감도는 10초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 내재변동성은 옵션가격결정모형에 옵션의 현재가를 대입해 만든 변동성입니다. CHECKExpert에서 제공하는 내재변동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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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day(365일) 기준으로 산출 됩니다.
• 델타는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 변화율입니다. 콜옵션의 델타는 0에서 1부터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풋
옵션의 델타는 -1에서 0의 값을 가집니다. 델타는 만기에 옵션이 행사될 확률을 의미함에 따라 콜옵션의 경우 ITM으로 갈수록
델타가 1에 수렴하게 되고, 풋옵션의 경우 델타가 -1에 수렴하게 됩니다.
• 감마는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화율입니다. 감마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ATM근처에서 1에 가까
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 베가는 옵션 변동성의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이며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 세타는 잔존일의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로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 로우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입니다.
5 일봉 : 최근 5일간 일봉
6 최대 잔량선 : 최대 잔량이 쌓여 있는 호가에 표시
7 3단계 상/하한가, 동적 상/하한가
• 3단계 상/하한가의 경우 시장 급등락에 따라 1~3단계로 변경됩니다.
• 동적상/하한가의 경우 미적용 종목의 경우에는 "-"로 표시되며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8 시세성향 : 매수/매도 체결성향에 따른 체결량 및 전체 거래량

9 체결내역 : 매도/매수 최우선호가 및 Tick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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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틱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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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 현재가2
화면 개요
모든 옵션 종목의 현재가, 체결내역, 호가내역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이동 버튼
동일 행사가 내에서 월물을 변경합니다.
동일 월물내에서 행사가를 변경합니다.
동일 행사가/월물의 권리유형(콜옵션,풋옵션)을 변경합니다.
대각선 (ATM 기준) 상에 있는 반대 권리유형의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ATM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2 체결내역/시세성향 선택 버튼
• 체결내역 선택시 우측상단에 체결량, 매도최우선호가, 매수최우선호가가 조회됩니다.
• 시세성향 선택시 우측상단에 매도체결량, 매수체결량, 누적거래량(계약수)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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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량비교/비교중지 선택 버튼
• 잔량비교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직전 대비 호가잔량, 호가건수의 변동이 표시되며 이때 종목검색창은 비활성화 됩니다.
• 비교중지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잔량비교가 중지됩니다.
4 일봉 : 최근 5일간 일봉
5 최대 잔량선 : 최대 잔량이 쌓여 있는 호가에 표시
6 3단계 상/하한가, 동적 상/하한가
• 3단계 상/하한가의 경우 시장 급등락에 따라 1~3단계로 변경됩니다.
• 동적상/하한가의 경우 미적용 종목의 경우에는 "-"로 표시되며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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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 Daytrade
화면 개요
당일의 기술적 지표, 분봉(주기별 설정가능), 기타 가격정보를 하나의 차트로 제공하여 짧은 시간내의 추세 변화를
시각화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설정
• 기술적 지표 및 기타 가격정보를 설정하는 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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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봉 차트
• 설정창에서 설정한 조회주기에 따라 분봉이 표시 됩니다.
• 설정창에서 선택하는 지표는 하단의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특정 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지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분봉이
그려지는 범위 내에서만 지표가 표시됩니다.)
3 호가, 투자자동향 탭
• 호가 선택시 5단계 호가창이 제공됩니다.
• 투자자동향 선택시 선택된 기초자산, 선물,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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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 단일가매매
화면 개요
시가단일가, 종가단일가 시간의 예상체결가, 매도잔량, 매수잔량, 매도건수, 매수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
다. 시가단일가 선택시에는 전일 내재변동성, 민감도,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등의 거래정보가 함께 조회되며,
종가단일가 선택시에는 당일의 거래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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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 투자자현황
화면 개요
종목별 현재가, 호가내역,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이동 버튼
동일 행사가 내에서 월물을 변경합니다.
동일 월물내에서 행사가를 변경합니다.
동일 행사가/월물의 권리유형(콜옵션,풋옵션)을 변경합니다.
대각선 (ATM 기준) 상에 있는 반대 권리유형의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ATM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2 잔량비교/비교중지 선택 버튼
• 잔량비교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직전 대비 호가잔량, 호가건수의 변동이 표시되며 이때 종목검색창은 비활성화 됩니다.
• 비교중지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잔량비교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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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재변동성 및 민감도
• 내재변동성 및 민감도는 10초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 내재변동성은 옵션가격결정모형에 옵션의 현재가를 대입해 만든 변동성입니다. CHECKExpert에서 제공하는 내재변동성은
Calendar day(365일) 기준으로 산출 됩니다.
• 델타는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 변화율입니다. 콜옵션의 델타는 0에서 1부터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풋
옵션의 델타는 -1에서 0의 값을 가집니다. 델타는 만기에 옵션이 행사될 확률을 의미하며 콜옵션의 경우 ITM으로 갈수록 델타
가 1에 수렴하게 되고, 풋옵션의 경우 델타가 -1에 수렴하게 됩니다.
• 감마는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화율입니다. 감마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ATM근처에서 1에 가까
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 베가는 옵션 변동성의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이며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 세타는 잔존일의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로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 로우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입니다.
4 일봉 : 최근 5일간 일봉
5 최대 잔량선 : 최대 잔량이 쌓여 있는 호가에 표시
6 3단계 상/하한가, 동적 상/하한가
• 3단계 상/하한가의 경우 시장 급등락에 따라 1~3단계로 변경됩니다.
• 동적상/하한가의 경우 미적용 종목의 경우에는 "-"로 표시되며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7 투자자별 탭
• 현재가 및 호가는 종목별로 제공되는데 반해,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은 기초자산별로 합산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KOSPI200
옵션의 어떤 종목을 조회해도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은 KOSPI200옵션 전체 합산한 데이터로 조회됩니다.
• Bull = 콜매수 + 풋매도
• Bear = 콜매도 + 풋매수
• B-B(Bull - Bear) = (콜매수 + 풋매도) - (콜매도 + 풋매수) = 콜순매수 + 풋순매도
(B-B > 0 인 경우는 지수상승시 이익 포지션, B-B < 0 인 경우는 지수하락시 이익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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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세성향 : 매수/매도 체결성향에 따른 체결량 및 전체 거래량

관련 화면
4601 - 당일현황
4602 - 선물옵션당일
4605 - 일중순매수
4612 - 일별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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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 기본시세표
화면 개요
옵션 전종목의 내재변동성, 거래량, 거래대금, 협의대량, 미결제량, 시/고/저, 평균단가, 시간가치, 내재가치, 최우선
호가 정보를 시세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기초자산 대분류를 선택합니다.

기초자산 대분류에서 개별주식 선택시에 기초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산지수
• KOSPI200 기준의 행사가를 KOSPI 지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10초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 해당버튼에 체크를 하면 행사가와 환산지수가 함께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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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풋 화면분리 버튼
• 콜/풋전체 버튼의 체크를 해제할 경우, 콜/풋 정보가 두개의 화면으로 분리되어 조회됩니다.

4 화면펼침 버튼
버튼 클릭시 상단의 시세표가 펼쳐지면서 더 많은 종목이 조회 가능합니다.
5 ATM 표시
•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행사가는 당일 아침기준 ATM 입니다.
• 장중에 ATM이 변경될 경우 해당 행사가 row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 10초 주기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6 현재가
• 현재가 셀을 Drag하여 다른 화면으로 Drop하면 해당 종목의 현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거래정보
• 화면 상단에서 선택된 일자와 상관없이 당일 옵션 및 선물 시장의 총거래량, 총거래대금, 미결제량 및 변동성 정보를 제공합
니다.
8 시세표 확대
• 시세표 화면의 사이즈를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정비율 글자크기 변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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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하단을 클릭하여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참고 사항
(1) 용어 설명
• 내재변동성 : 옵션가격모형에 의해 산출된 옵션 종목별 변동성
• 대표변동성 : 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변동성
• 가중변동성 : 옵션 최근월물 전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변동성
• 산술변동성 : 옵션 전체월물 전종목의 산술평균 변동성
• 평균단가(당일누적) : 당일 거래량 가중평균 체결가
• 평균단가(30초) : 30초 거래량 가중평균 체결가
• 내재가치 : 옵션이 가지는 본질가치
- 콜옵션 내재가치 = MAX[기초자산-행사가격 , 0]
- 풋옵션 내재가치 = MAX[행사가격-기초자산, 0]
• 시간가치 : 잔존기간동안 가지는 시간적 가치, Time Decay
- 시간가치 = 옵션 프리미엄 - 내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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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Basis = 선물 현재가 - 기초자산 현재가
• 이론 Basis = 선물 이론가 - 기초자산 현재가

관련 화면
4512 - 가격시세표
4527 - 편집시세표
4513 - 가격시세표
4514 - 민감도시세표
4515 - 투자자시세표
4517 - 비교시세표
4518 - 순위시세표
4519 - 이론가시세표
4734 - 변동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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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 가격시세표
화면 개요
옵션 전종목의 내재변동성, 민감도, 평균단가, 시간가치, 내재가치, 5단계 우선호가 정보를 시세표 형태로 제공합니
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기초자산 대분류를 선택합니다.

기초자산 대분류에서 개별주식 선택시에 기초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산지수
• KOSPI200 기준의 행사가를 KOSPI 지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10초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 해당버튼에 체크를 하면 행사가와 환산지수가 함께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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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풋 화면분리 버튼
• 콜/풋전체 버튼의 체크를 해제할 경우, 콜/풋 정보가 두개의 화면으로 분리되어 조회됩니다.

4 화면펼침 버튼
버튼 클릭시 상단의 시세표가 펼쳐지면서 더 많은 종목이 조회 가능합니다.
버튼 클릭시 선택항목들을 차트로 조회 가능합니다.
5 ATM 표시
•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행사가는 당일 아침기준 ATM 입니다.
• 장중에 ATM이 변경될 경우 해당 행사가 row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 10초 주기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6 현재가
• 현재가 셀을 Drag하여 다른 화면으로 Drop하면 해당 종목의 현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거래정보
• 화면 상단에서 선택된 일자와 상관없이 당일 옵션 및 선물 시장의 총거래량, 총거래대금, 미결제량 및 변동성 정보를 제공합
니다.

참고 사항
(1) 용어 설명
• 내재변동성 : 옵션가격모형에 의해 산출된 옵션 종목별 변동성
• 대표변동성 : 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변동성
• 가중변동성 : 옵션 최근월물 전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변동성
• 산술변동성 : 옵션 전체월물 전종목의 산술평균 변동성
• 평균단가(당일누적) : 당일 거래량 가중평균 체결가
• 평균단가(30초) : 30초 거래량 가중평균 체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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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재가치 : 옵션이 가지는 본질가치
- 콜옵션 내재가치 = MAX[기초자산-행사가격 , 0]
- 풋옵션 내재가치 = MAX[행사가격-기초자산, 0]
• 시간가치 : 잔존기간동안 가지는 시간적 가치, Time Decay
- 시간가치 = 옵션 프리미엄 - 내재가치
• 델타 :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 변화율입니다.
- 0 ≤ 콜옵션의 델타 ≤ 1 , -1 ≤풋옵션의 ≤ 0
- 델타는 만기에 옵션이 행사될 확률
- 콜옵션의 경우 ITM으로 갈수록 1에 수렴, 풋옵션의 경우 ITM으로 갈수록 -1에 수렴
• 감마 :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화율
- 0 ≤ 감마 ≤ 1, ATM근처에서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 베가 : 옵션 변동성의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 항상 양수
• 세타 : 잔존일의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 항상 음수
• 로우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
• 시장 Basis = 선물 현재가 - 기초자산 현재가
• 이론 Basis = 선물 이론가 - 기초자산 현재가

관련 화면
4511 - 기본시세표
4527 - 편집시세표
4513 - 가격시세표
4514 - 민감도시세표
4515 - 투자자시세표
4517 - 비교시세표
4518 - 순위시세표
4519 - 이론가시세표
4734 - 변동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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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 편집시세표
화면 개요
옵션 전종목의 현재가, 변동성, 민감도,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시/고/저, 체결량정보등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대로 조회할 수 있으며, 하단의 변수설정창을 통하여 민감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기초자산 대분류를 선택합니다.

기초자산 대분류에서 개별주식 선택시에 기초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산지수
• KOSPI200 기준의 행사가를 KOSPI 지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10초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 해당버튼에 체크를 하면 행사가와 환산지수가 함께 조회됩니다.
3 콜/풋 화면분리 버튼
• 콜/풋전체 버튼의 체크를 해제할 경우, 콜/풋 정보가 두개의 화면으로 분리되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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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목설정 버튼
• 조회를 원하는 항목을 체크한후 확인을 누르면 해당 항목이 조회됩니다.
• 항목설정은 콜/풋 분리화면 상태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5 ATM 표시
•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행사가는 당일 아침기준 ATM 입니다.
• 장중에 ATM이 변경될 경우 해당 행사가 row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 10초 주기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6 현재가
• 현재가 셀을 Drag하여 다른 화면으로 Drop하면 해당 종목의 현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옵션가격결정모형 변수설정창 (민감도 계산용)
• 모형 :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배당 : 자동(KRX에서 제공되는 예상배당)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 기초자산 : 자동(기초자산의 현재가), 지수 및 선물 혼합 기초자산, 사용자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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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기간 : 잔존일수 또는 잔존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변동성
- 평균내재변동성 : 전체월물의 변동성을 단순 평균한 변동성 입니다.
- 가중내재변동성 : 최근월물의 변동성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변동성 입니다.
- K200지수 H.V : KOSPI200의 5, 10, 20, 60, 90일 역사적 변동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K200선물 H.V : KOSPI200선물의 5, 10, 20, 60, 90일 역사적 변동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 91CD금리 또는 COFIX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초기화 버튼 : 사용자가 설정한 모든 변수값을 최초의 기본값으로 되돌릴 때 사용합니다.
• 적용 버튼 :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민감도가 계산됩니다.

참고 사항
(1) 용어 설명
• 내재변동성 : 옵션가격모형에 의해 산출된 옵션 종목별 변동성
• 대표변동성 : 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변동성
• 가중변동성 : 옵션 최근월물 전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변동성
• 산술변동성 : 옵션 전체월물 전종목의 산술평균 변동성
• 평균단가(당일누적) : 당일 거래량 가중평균 체결가
• 평균단가(30초) : 30초 거래량 가중평균 체결가
• 내재가치 : 옵션이 가지는 본질가치
- 콜옵션 내재가치 = MAX[기초자산-행사가격 , 0]
- 풋옵션 내재가치 = MAX[행사가격-기초자산, 0]
• 시간가치 : 잔존기간동안 가지는 시간적 가치, Time Decay
- 시간가치 = 옵션 프리미엄 - 내재가치
• 델타 :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 변화율입니다.
- 0 ≤ 콜옵션의 델타 ≤ 1 , -1 ≤풋옵션의 ≤ 0
- 델타는 만기에 옵션이 행사될 확률
- 콜옵션의 경우 ITM으로 갈수록 1에 수렴, 풋옵션의 경우 ITM으로 갈수록 -1에 수렴
• 감마 :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화율
- 0 ≤ 감마 ≤ 1, ATM근처에서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 베가 : 옵션 변동성의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 항상 양수
• 세타 : 잔존일의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 항상 음수
• 로우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율
• 시장 Basis = 선물 현재가 - 기초자산 현재가
• 이론 Basis = 선물 이론가 - 기초자산 현재가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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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 기본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4513 - 가격시세표
4514 - 민감도시세표
4515 - 투자자시세표
4517 - 비교시세표
4518 - 순위시세표
4519 - 이론가시세표
4734 - 변동성종합

4514 - 민감도시세표 | 297

4513 - 가격시세표
화면 개요
옵션 전종목의 현재가, 매도/매수 최우선호가, 시간가치(최고, 최저, 현재) 및 내재가치를 시세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511 - 기본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4527 - 편집시세표
4514 - 민감도시세표
4515 - 투자자시세표
4517 - 비교시세표
4518 - 순위시세표
4519 - 이론가시세표
4734 - 변동성종합

4514 - 민감도시세표
화면 개요
옵션 전종목의 현재가, 내재변동성, 민감도(델타,감마,베가,세타,로우) 정보를 시세표 및 차트형태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511 - 기본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4527 - 편집시세표
4513 - 가격시세표
4515 - 투자자시세표
4517 - 비교시세표
4518 - 순위시세표
4519 - 이론가시세표
4734 - 변동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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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 투자자시세표
화면 개요
옵션 전종목의 투자주체별 순매수량, 순매수금액, 매수단가, 매도단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는 추정치 데이
터로서 시장에서 공표되는 공식 데이터가 아닙니다.

관련 화면
4511 - 기본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4527 - 편집시세표
4513 - 가격시세표
4514 - 민감도시세표
4517 - 비교시세표
4518 - 순위시세표
4519 - 이론가시세표
4734 - 변동성종합

4517 - 비교시세표 | 299

4517 - 비교시세표
화면 개요
옵션 전종목의 현재가,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내재변동성, 민감도 정보를 월물간 비교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최근월/제2결제월, 제2결제월/제3결제월, 제3결제월/제4결제월)

관련 화면
4511 - 기본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4527 - 편집시세표
4513 - 가격시세표
4514 - 민감도시세표
4515 - 투자자시세표
4518 - 순위시세표
4519 - 이론가시세표
4734 - 변동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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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 순위시세표
화면 개요
옵션 전종목의 현재가,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순위 설정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511 - 기본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4527 - 편집시세표
4513 - 가격시세표
4514 - 민감도시세표
4515 - 투자자시세표
4517 - 비교시세표
4519 - 이론가시세표
4734 - 변동성종합

4519 - 이론가시세표 | 301

4519 - 이론가시세표
화면 개요
옵션 전종목의 현재가, 등락률, 이론가, 변동성, 변동성 스프레드, 민감도 정보를 시세표 형태로 제공하며 이론가 및
변동성의 경우 옵션가격결정모형의 변수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가능 합니다.

관련 화면
4511 - 기본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4527 - 편집시세표
4513 - 가격시세표
4514 - 민감도시세표
4515 - 투자자시세표
4517 - 비교시세표
4518 - 순위시세표
4734 - 변동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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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 - 변동성종합
화면 개요
옵션 전종목의 현재가, 내재변동성, 내재변동성 대비 가중변동성/평균변동성/역사변동성 스프레드를 시세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511 - 기본시세표
4512 - 가격시세표
4527 - 편집시세표
4513 - 가격시세표
4514 - 민감도시세표
4515 - 투자자시세표
4517 - 비교시세표
4518 - 순위시세표
4519 - 이론가시세표

4525 - 지수옵션현재가 | 303

4525 - 지수옵션현재가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옵션 종목의 현재가, 내재변동성, 민감도, 체결내역, 호가내역등을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501 - 현재가1
4502 - 현재가2
4526 - 지수옵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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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 지수옵션투자자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옵션의 종목별 현재가, 내재변동성, 민감도, 호가내역,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정보를 제
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이동 버튼
동일 행사가 내에서 월물을 변경합니다.
동일 월물내에서 행사가를 변경합니다.
동일 행사가/월물의 권리유형(콜옵션,풋옵션)을 변경합니다.
대각선 (ATM 기준) 상에 있는 반대 권리유형의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ATM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4526 - 지수옵션투자자 | 305

2 잔량비교/비교중지 선택 버튼
• 잔량비교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직전 대비 호가잔량, 호가건수의 변동이 표시되며 이때 종목검색창은 비활성화 됩니다.
• 비교중지 선택시 호가창 하단에 잔량비교가 중지됩니다.
3 투자자 선택 버튼
투자주체가 매매한 옵션의 권리유형을 선택합니다.
투자주체를 선택합니다.
• 개별투자자(기관,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등)를 선택시에는 우측하단창에 투자주체별 일중 매매내역이 시계열로 조회되고,
개별투자자 콤보에서 '종합'을 선택할 경우에는 투자주체 전체의 당일 매매현황이 제공됩니다.
- 개별투자자 선택시 일중 매매내역

- 투자자종합 선택시 당일 매매현황

4 현재가 버튼
• 4525 - 지수옵션현재가 화면으로 연결합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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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 현재가1
4502 - 현재가2
4525 - 지수옵션현재가

4523 - 주식옵션총괄표 | 307

4523 - 주식옵션총괄표
화면 개요
개별주식 옵션의 현재가,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내재변동성, 기초자산가격 정보를 Moneyness 별로 제공합니
다.

화면 설명

1 행사가격 선택 버튼
• ATM 기준으로 OTM(외가격) 6개, ITM(내가격) 6개의 개별주식옵션 종목을 한번에 조회합니다.
• OTM, ITM은 콜옵션의 행사가격 기준입니다.
2 종목이동 버튼
동일 월물내에서 행사가를 변경합니다.
3 옵션종목별 정보
• 동일 기초자산, 행사가격의 콜옵션 및 풋옵션 거래정보를 한행에 조회합니다.
• 기초주식의 경우 위의 가격은 현재가 이며 아래의 가격은 기준가 입니다.
• 전체거래량/거래대금은 동일 기초자산, 동일 권리유형(콜,풋)의 모든 옵션종목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합산한 값입니다.

308 | 옵션

4531 - 체결(실시간)
화면 개요
체결 Tick 데이터 및 차트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매수체결 비중
• 당일의 약정수량 중에서 매수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2 매도체결 비중
• 당일의 약정수량 중에서 매도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관련 화면

4531 - 체결(실시간) | 309
4532 - 매매단위
4533 - 성향분석
4534 - 마켓 프로파일
4535 - 가격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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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 매매단위
화면 개요
당일의 체결내역을 매수체결, 매도체결로 나누어 분석하고, 체결수량별 비중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매수체결 비중
• 당일의 총거래량 중에서 매수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2 매도체결 비중
• 당일의 총거래량 중에서 매도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3 체결수량별 비중
• 체결수량 구간대별 비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화면에서 10계약미만이 동시에 체결된 건수는 5,072건이며, 총 수
량은 10,825계약입니다.

4532 - 매매단위 | 311

관련 화면
4531 - 체결(실시간)
4533 - 성향분석
4534 - 마켓 프로파일
4535 - 가격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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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 성향분석
화면 개요
매매성향별로 30건/50건/100건이상의 대량 체결 체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매수체결 비중
• 당일의 총거래량 중에서 매수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2 매도체결 비중
• 당일의 총거래량 중에서 매도체결 성향을 갖는 체결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동시호가때 체결된 수량은 제외됩니다.
3 단일체결량 30/50/100 이상 선택
• 대량체결량 및 대량체결건수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상단의 주기동안 이루어진 매매성향별 전체 체결량 및 대량체결 건수
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533 - 성향분석 | 313

관련 화면
4531 - 체결(실시간)
4532 - 매매단위
4534 - 마켓 프로파일
4535 - 가격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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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 마켓 프로파일
화면 개요
가격대별, 시간대별 옵션의 거래현황을 히스토그램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시간대 선택 콤보
• 5분/10분/15분/30분/60분 단위로 시간대 크기를 선택합니다.
2 가격대 선택 콤보
• 1틱 ~ 5틱 단위까지 조회할 가격대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3 시간대 설명 영역
• 시간대 선택 콤보에서 선택된 단위에 의해 설정된 시간대를 보여줍니다.
4 마켓 프로파일 영역

4534 - 마켓 프로파일 | 315

• 위에서 설정된 가격대에 체결이 발생한 시간대를 표시합니다.
• 예를 들어 시간대 J,K,L,M 시간대에는 0.29에 5,540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531 - 체결(실시간)
4532 - 매매단위
4533 - 성향분석
4535 - 가격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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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 가격대별
화면 개요
가격대별, 시간대별 옵션의 거래현황을 히스토그램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가격대 선택 콤보
• 매물대 간격을 선택하는 콤보입니다. Tick size는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2 기간누적 화면전환 버튼
• 특정 기간내 가격대별 누적 계약수, 누적 매수체결량, 누적 매도체결량을 제공합니다.
•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까지 제공됩니다.

4535 - 가격대별 | 317
3 가격대별 차트 선택 버튼
• 가격대별 전체계약수, 매수체결량, 매도체결량 차트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 옵션 현재가 차트와 함께 제공되어 현재가와 매매량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내재변동성 및 민감도
• 블랙숄즈 모형에 의해 결정된 내재변동성 및 민감도 데이터 입니다.

관련 화면
4531 - 체결(실시간)
4532 - 매매단위
4533 - 성향분석
4534 - 마켓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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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 호가(복수종목)
화면 개요
옵션 4개종목의 우선호가 현황을 비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543 - 호가잔량표 | 319

4543 - 호가잔량표
화면 개요
옵션 현재가, 시가/고가/저가, 매도최우선호가/잔량, 매수최우선호가/잔량 정보를 시세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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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 종목일중
화면 개요
당일 및 과거일의 일중 주기별 체결내역(약정가,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이론가, 내재변동성, 기초자산가격),
체결성향(매수체결량, 매도체결량, 미결제량), 민감도, 단가(주기별 평균단가, 누적평균단가, KOSPI200 지수, 선물
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571 - 종목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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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 종목일별
화면 개요
옵션 종목별 체결내역, 시세성향, 민감도, 평균단가, 협의대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 항목 선택 버튼
• 체결내역 : 시가/고가/저가, 거래량, 거래대금, 내재변동성, 미결제량, 기초자산 종가
• 시세성향 : 거래량, 매수체결, 매도체결
• 민감도 : 델타, 감마, 베가, 세타, 로우, 내재변동성
• 평균단가 : 평균단가, 미결제수량, 기초자산 종가
• 협의대량 : 거래량, 거래대금, 협의대량계약수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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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 종목일중
4589 - 일별편집
4599 - 과거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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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 파생거래규모
화면 개요
KOSPI200선물, KOSPI200옵션, CME KOSPI200선물, EUREX KOSPI200 옵션 시장의 전체 거래량, 거래대금을
일/주/월 주기별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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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 일별편집
화면 개요
상장종목 및 만기일이 지난 상장폐지 종목의 일별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항목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상장종목/폐지종목 선택 버튼

• 상장종목 선택시 만기가 지나지 않은 종목을 조회합니다.
• 폐지종목 선택시 만기가 지난 상장 폐지된 종목을 조회합니다.
2 종목검색창
• 상장종목 선택시 종목검색창은 4501 - 현재가1종목검색창과 동일합니다.
• 폐지종목 선택시에는 기초자산, 결제월, 종목명을 선택하시면 종목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별주식옵션은 기초자산 선택시 하단의 기초자산 상세에서 개별 기초자산을 선택

4589 - 일별편집 | 325
- 폐지종목의 경우 데이터 검색 속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3 항목 선택 버튼
• 조회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전체 버튼을 클릭시 모든 항목이 선택되고, 취소 버튼 선택히 모든 항목이 선택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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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4571 - 종목일별
4599 - 과거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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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 과거종목
화면 개요
만기일이 지난 상장폐지 종목의 거래량, 거래대금, 내재변동성, 미결제량, 매수체결, 매도체결, 민감도 일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571 - 종목일별
4589 - 일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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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 - Tick
화면 개요
옵션 틱차트 및 미결제 차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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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 당일현황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투자주체별 주기별(일중/일/주/월) 순매수, 매수, 매도 현황 및 평균
단가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개별주식 선택시에는 세부 기초자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유형 선택 콤보
• 콜 및 풋 선택시에는 해당 권리 유형별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이 조회됩니다.
• 전체 선택시에는 콜과 풋이 합산된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이 조회됩니다.
• B-B 선택시에는 Bull(콜매수+풋매도), Bear(콜매도+풋매수), Bull-Bear(콜순매수+풋순매도)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이 조회
됩니다.
3 30초단가/누적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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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유형 선택 콤보에서 콜/풋/전체를 선택했을 때만 단가가 제공됩니다.
• 30초단가 선택시 데이터 영역의 단가 컬럼에 투자자별 최근 30초 평균단가가 조회됩니다.
• 누적단가 선택시 데이터 영역의 단가 컬럼에 투자자별 당일 누적 평균단가가 조회됩니다.
4 투자주체별 매매현황
•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은 파생시장(선물 및 옵션)의 경우 30초 주기로 KRX에서 제공되며, 개별종목의 매매동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별종목은 추정치만 제공)
5 월물별 계약금액 및 평균단가
• 상단의 조건 버튼과 상관없이, 당일의 월물별 계약금액 및 전체 평균단가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1) 투자주체별 매매데이터 제공주기
• 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데이터는 30초마다 제공됩니다.
(2) 투자자 코드 분류
• 외국인 :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및 기타 외국인
• 금융투자 : 증권 및 선물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 투신 :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
• 사모 : 사모 집합투자 기구
• 연기금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중 공공기관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자공사, 금투협등)
• 기타금융 : 종금,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기관 = 금융투자 + 투신 + 사모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국가 + 기타금융

관련 화면
4610 - 당일비중
4602 - 선물옵션당일
4606 - 선물옵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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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 당일비중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투자주체별 주기별(일중/일/주/월) 거래량, 거래대금, 매수비중, 매도
비중을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01 - 당일현황
4602 - 선물옵션당일
4606 - 선물옵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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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 선물옵션당일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순매수, 매수, 매도 수량
및 금액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화면 설명

1
• C/P 선택시 권리유형별(콜옵션/풋옵션)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 B/B 선택시 Bull, Bear 형태로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2
• 30초 선택시에는 최근 30초의 투자자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 누적 선택시에는 당일 누적 투자자 매매현황을 제공합니다.
3 투자주체별 선물 매매현황
• 기초자산 선택콤보에서 선택한 선물의 투자주체별 매수/매도/순매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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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주체별 옵션 매매현황
• 기초자산 선택콤보에서 선택한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수/매도/순매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1) 투자주체별 매매데이터 제공주기
• 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데이터는 30초마다 제공됩니다.
(2) 용어 설명
• Bull = 콜매수 + 풋매도
• Bear = 콜매도 + 풋매수
• B-B(Bull - Bear) = (콜매수 + 풋매도) - (콜매도 + 풋매수) = 콜순매수 + 풋순매도
(B-B > 0 인 경우는 지수상승시 이익 포지션, B-B < 0 인 경우는 지수하락시 이익 포지션)
(3) 투자자 코드 분류
• 외국인 :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및 기타 외국인
• 금융투자 : 증권 및 선물사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 투신 :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
• 사모 : 사모 집합투자 기구
• 연기금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중 공공기관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자공사, 금투협등)
• 기타금융 : 종금, 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기관 = 금융투자 + 투신 + 사모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국가 + 기타금융

관련 화면
4601 - 당일현황
4610 - 당일비중
4606 - 선물옵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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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 선물옵션단가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일중 순매수 금액/수량 및 매도/
매수단가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01 - 당일현황
4610 - 당일비중
4602 - 선물옵션당일

4603 - 일중추이 | 335

4603 - 일중추이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투자주체별 당일 일중주기별 순매수, 매수, 매도 수량 및 금액 데이터
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04 - 일중비교
4605 - 일중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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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 일중비교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당일 일중주기별 순매수, 매수, 매도 수량 및 금액 데이터를 투자주체
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603 - 일중추이
4605 - 일중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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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 일중순매수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당일 일중주기별 순매수 수량 및 금액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당일 누적 정보
• 투자주체별 당일 누적 순매수 데이터 및 투자주체별 당일 누적 매도/매수 단가를 제공합니다.
2 월물별 거래량
• 월물별 당일 누적 거래량을 제공합니다.
• 좌우 화살표를 이용하여 월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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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 일중추이
4604 - 일중비교

4611 - 일별추이 | 339

4611 - 일별추이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일/주/월/년 주기별 순매수/매수/매도 데이터 및 평균단가를 투자주
체별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13 - 일별비교
4612 - 일별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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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 일별비교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일별 순매수/매수/매도 데이터 및 기간 누적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611 - 일별추이
4612 - 일별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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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 일별순매수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일/주/월/년 주기별 순매수 금액 및 수량을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611 - 일별추이
4613 - 일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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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 누적순매수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일별 순매수/매수/매도 데이터 및 기간 누적 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15 - 누적비교
4619 - 기간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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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 누적비교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일별/기간누적 순매수 데이터 및 매수(매도) 단가를 투자주체별로 비
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614 - 누적순매수
4619 - 기간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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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 기간누적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기간 평균 및 누적 순매수, 매수, 매도 현황 및 평균단가를 투자주체
별로 통합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14 - 누적순매수
4615 - 누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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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 종합일별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의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617 - 종합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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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 종합순매수
화면 개요
KOSPI200, MINI KOSPI200, 개별주식옵션의 설정기간내 순매수 증감 및 누적데이터를 투자주체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616 - 종합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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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 - 만기손익(당일)
화면 개요
투자주체별 KOSPI200 선물/옵션 당일 만기손익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투자주체별 선물 순매수량, 순매수금액 조회 영역
• 선물월물 콤보에서 월물을 선택하고, 투자자 콤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투자주체를 선택하면 오른쪽 데이터 조회영역에 당
일 순매수량, 순매수금액이 조회됩니다.
• 해당 데이터는 추정치 데이터 입니다.
2 투자주체별 옵션 순매수량, 순매수금액 조회 영역
• 옵션월물 콤보에서 월물을 선택하고, 투자자 콤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투자주체를 선택하면 오른쪽 데이터 조회영역에 동
일 결제월 옵션들의 당일 순매수량합, 순매수금액합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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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바로 아래 시세표에는 행사가별로 투자주체별 순매수량이 조회됩니다.
• 해당 데이터는 추정치 데이터 입니다.
3 투자주체별 행사가별 순매수량, 순매수금액 조회 영역
• 시세표 형태로 투자주체별 순매수량, 순매수금액을 제공합니다.
• 시세표내 미결제량은 투자주체별 미결제량이 아닌 해당 종목의 미결제량입니다.
4 투자자 선택 버튼
• 하단 차트에 조회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선택합니다.
•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5 상품 선택 버튼
• 옵션 및 선물을 선택합니다.
•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전체를 선택시에는 모든 상품이 선택됩니다.
• 옵션의 경우에는 2 에서 선택된 월물을, 선물의 경우에는 전체월물을 이용하여 투자자별 만기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6 지수범위
• 차트에서 조회할 지수 범위를 입력합니다. X축으로 표시됩니다.

관련 화면
4746 - 만기손익(기간)
4747 - 만기손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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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6 - 만기손익(기간)
화면 개요
투자주체별 KOSPI200 선물/옵션 기간합산 만기손익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옵션 월물 선택 콤보
• 콤보에서 선택된 월물의 옵션들을 이용하여 투자자별 만기손익을 추정합니다.
2 지수범위
• 차트에서 조회할 지수 범위를 입력합니다. X축으로 표시됩니다.
3 손익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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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주체별 만기손익이 0이 되는 지수입니다.
4 총손익

관련 화면
4745 - 만기손익(당일)
4747 - 만기손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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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 만기손익(종합)
화면 개요
투자주체별 KOSPI200 선물/옵션 기간합산 만기손익 추정치 및 옵션 순매수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745 - 만기손익(당일)
4746 - 만기손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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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 종목일중
화면 개요
일중 주기별 옵션 종목별 거래량, 거래대금, 미결제량, 내재변동성 추이를 대표변동성/가중변동성과 함께 제공합니
다.

화면 설명

1 조회주기 선택 버튼
• 조회주기는 10초, 30초, 1분, 10분, 30분 및 임의주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임의주기 선택시에는 우측의 임의주기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직접 입력후 엔터 버튼을 누르거나 우측의 조회버튼을 눌러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력단위는 분(minute) 입니다.
2 변동성 선택 콤보
• 평균변동성, 가중변동성(전체), 가중변동성(최근)중 하나를 선택하면 하단 데이터 영역에 선택된 변동성이 조회됩니다.
• 평균변동성은 대표변동성으로 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중 ATM기준 상하 5% 이내 행사가격을 가진 종목들의 내재변동성
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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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변동성(전체)는 옵션 전종목의 내재변동성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 가중변동성(최근)은 옵션 최근월물의 내재변동성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3 차이
• 차이는 2 에서 선택된 변동성과 종목별 내재변동성의 스프레드입니다.

관련 화면
4562 - 비교일중
4563 -스프레드
4564 -복수평균일중
4565 - 대표변동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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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 비교일중
화면 개요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 종목들의 개별 현재가 정보 및 변동성 산술평균, 가중평균을 일중 주기별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현재가, 내재변동성
• 상단 종목검색창에서 옵션종목을 각각 입력한후 우측의 조회버튼을 누르면 해당 종목의 현재가 및 내재변동성 정보가 조회
됩니다.
2 산술평균, 가중평균
• 산술평균은 선택된 두 종목의 내재변동성을 산술평균한 변동성입니다.
• 가중평균은 선택된 두 종목의 내재변동성을 거래량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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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스프레드
4564 -복수평균일중
4565 - 대표변동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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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스프레드
화면 개요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 종목들의 내재변동성 및 민감도의 차이(스프레드)를 일중 주기별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변동성/민감도 선택 콤보
• 변동성, 델타, 감마, 베가, 세타, 로우를 선택하면 하단 데이터 영역에 선택한 항목의 일중 추이가 조회됩니다.
2 스프레드
• 1 에서 선택된 변동성 또는 민감도의 스프레드(차이)가 조회됩니다.
3 산술평균
• 1 에서 선택된 변동성 또는 민감도의 산술평균값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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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4561 - 종목일중
4562 - 비교일중
4564 -복수평균일중
4565 - 대표변동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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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복수평균일중
화면 개요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 종목들(최대 6종목) 내재변동성의 산술평균 및 가중평균을 일중 주기별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561 - 종목일중
4562 - 비교일중
4563 -스프레드
4565 - 대표변동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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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 대표변동일중
화면 개요
KOSPI200옵션 및 MINI KOSPI200옵션의 대표변동성을 일중 주기별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평균 Basis
• 선물 : 최근 10초동안의 선물 평균가
• K200 : 최근 10초동안의 KOSPI200 평균지수
• 평균Basis = 선물 - K200
2 대표변동성
• 대표변동성은 최근월물과 차근월물의 ATM 기준 상하 5%이내의 행사가를 가진 종목들의 내재변동성을 거래량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 일중은 대표변동성의 일중 추이입니다.
• 누적은 대표변동성의 누적 평균을 의미합니다.
• SP는 누적변동성과 일중변동성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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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일평균 및 시/고/저
• 당일평균은 일중 대표변동성을 산술평균한 값입니다.
• 당일 시/고/저는 당일 대표변동성의 시/고/저를 의미합니다.
4 차트 버튼
• 차트 선택시 대표변동성과 평균Basis등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561 - 종목일중
4562 - 비교일중
4563 -스프레드
4564 -복수평균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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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 종목일별
화면 개요
일별 대표변동성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변동성 선택 버튼
• 평균변동성, 가중변동성(전체), 가중변동성(최근)중 하나를 선택하면 하단 데이터 영역에 선택된 변동성이 조회됩니다.
• 평균변동성은 대표변동성으로 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중 ATM기준 상하 5% 이내 행사가격을 가진 종목들의 내재변동성
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 가중변동성(전체)는 옵션 전종목의 내재변동성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 가중변동성(최근)은 옵션 최근월물의 내재변동성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2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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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는 1 에서 선택된 변동성과 종목별 내재변동성의 스프레드입니다.

관련 화면
4584 - 복수평균일별
4585 - 대표변동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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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 복수평균일별
화면 개요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 종목들(최대 5종목) 내재변동성의 산술평균 및 가중평균을 일별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581 - 종목일별
4585 - 대표변동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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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 대표변동일별
화면 개요
KOSPI200옵션 및 MINI KOSPI200옵션 대표변동성(전체, Call, Put)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을 일/주/월 주
기별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주기 선택 콤보
• 일/주/월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 또는 월 선택시 하단 데이터 영역의 평균 컬럼에는 주기내의 평균값이 조회됩니다.
2 차트 버튼
• 차트 선택시 대표변동성과 평균Basis등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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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값 CHECK BOX
• 평균값 선택시 변동성 및 평균 Basis의 주기내 평균값이 함께 차트로 그려집니다.

관련 화면
4581 - 종목일별
4584 - 복수평균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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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 - 역사적변동성
화면 개요
주요 기초자산의 역사적 변동성 및 옵션의 내재변동성을 일별로 비교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콤보
• 조회하고자하는 역사적 변동성의 대상을 선택합니다.
• KOSPI200, KOSPI200선물, KOSPI지수, 개별주식종목, USD환율의 역사적 변동성을 제공합니다.
• 개별주식 선택시에는 우측의 개별주식 종목검색창이 활성화 됩니다.
2 기간변경
• 5 ~ 250일 사이의 역사적 변동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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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조회 영역
• 상단에서 선택된 기초자산의 역사적 변동성, 옵션 종목의 내재변동성, 기초자산 일별 가격이 조회됩니다.

관련 화면
4736 -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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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 - 변동성비교추이
화면 개요
옵션 종목들의 내재변동성 데이터를 시세표 형식으로 차트와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선택된 옵션들의
내재변동성 데이터는 산술평균, 가중평균 형태로 조회하실 수도 있으며 전체 옵션시장의 가중변동성 및 대표변동성
도 함께 제공됩니다.

화면 설명

1 차트 조회항목 선택 버튼
• 하단 시세표 영역에서 선택된 종목들의 가공 항목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 산술평균 선택시 선택 종목들의 내재변동성 산술평균이 차트에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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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평균 선택시 선택 종목들의 내재변동성 거래량 가중평균이 차트에 조회됩니다.
• 현재가합 선택시 선택 종목들의 현재가 합이 차트에 조회됩니다.
• 변동성합 선택시 선택 종목들의 내재변동성 합이 차트에 조회됩니다.
2 조회 버튼
• 화면에서 종목 또는 변동성항목들을 선택후 반드시 조회버튼을 클릭해야 차트가 그려집니다.
3 가중변동성 및 대표변동성
• 가중변동성(전체월물)은 옵션 전종목의 내재변동성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 가중변동성(최근월물)은 옵션 최근월물의 내재변동성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 대표변동성(전체월물)은 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중 ATM기준 상하 5% 이내 행사가격을 가진 종목들의 내재변동성을 거
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4 차트
• 화면에서 선택된 종목들의 내재변동성 및 가중변동성, 대표변동성등이 조회됩니다.
• 최대 12개 항목까지 조회가 됩니다.

관련 화면
4733 - 변동성복합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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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 - 변동성복합차트
화면 개요
옵션 종목들의 현재가, 내재변동성, 민감도를 매도/매수 포지션에 따라 합산하여 차트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 선택 영역
• 차트에 조회하기를 원하는 종목을 선택합니다.
• 매도/매수 포지션에 따라 다른 값이 조회됩니다.
• 차트에서 현재가 선택시 매도의 경우에는 수취하게 되는 프리미엄(+)이 차트에 조회되며, 매수의 경우에는 지불하게 되는
프리미엄(-)이 차트에 조회됩니다.
• 차트에서 변동성 선택시 선택 종목들의 매도 및 매수와 관계없이 변동성 합이 차트에 조회됩니다.
• 차트에서 민감도 선택시 매도의 경우에는 음(-)의 값으로, 매수의 경우에는 양(+)의 값으로 합산되어 차트에 조회됩니다.

4733 - 변동성복합차트 | 371
2 차트 항목 선택 버튼
• 차트에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 선택항목에 따라 매도/매수 선택 항목의 부호값이 달라집니다.

관련 화면
4732 - 변동성비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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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 - Skew
화면 개요
행사가격별 내재변동성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월물별 시세표와 함께 제공되며 내재변동성의 2차 회귀선과 비교조회
가 가능합니다.

화면 설명

1 R-squared (결정계수)
• 실제 관측치(이 경우 내재변동성)들이 2차 회귀선가 어느정도로 적합하게 (goodness of fit) 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1에 가까워질수록 내재변동성들이 2차 회귀선과 가까움을 나타냅니다.
2 차트 영역
• 2차 회귀선과 실제 내재변동성을 행사가격별로 표시합니다.
• Smile 또는 Smirk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736 -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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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 Cone
화면 개요
현재 산출된 내재변동성이 역사적변동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내재변동
성은 잔존일별로 제공되며 5일, 10일, 20일, 30일, 60일 역사적변동성과 함께 제공됩니다.

화면 설명

1 잔존일수
• Calendar day(365일) 기준의 잔존일수 입니다.
• I.V.(Implied Volatility)는 종목별 내재변동성입니다.
2 역사적 변동성 레벨 선택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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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변동성의 수준을 선택하는 버튼으로, 과거 역사적 변동성 데이터들중 해당 수준의 데이터를 뽑아 차트로 표시합니다.
3 차트 영역
역사적 변동성의 수준 및 내재변동성을 함께 차트로 표시합니다.
잔존일수별로 내재변동성을 별표로 표시하며 내재변동성이 역사적 변동성내에서 어느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냅니
다.

관련 화면
4731 - 역사적변동성
4735 - Sk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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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7 - 변동성비교차트
화면 개요
사용자가 선택한 종목들의 내재변동성을 데이터 및 차트로 비교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 선택 영역
• 종목명의 빈셀을 더블클릭하면 종목검색창이 나타납니다.
• KOSPI200, MINI KOSPI200 옵션 종목만 제공됩니다.
• 종목명 옆의 체크박스를 클릭후 종목삭제를 누르면 선택된 종목이 삭제됩니다.
2 차트 영역
• 내재변동성 일중 차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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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 일중추이
화면 개요
V-KOSPI200지수의 일중추이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V-KOSPI200 지수는 향후 30일간의 KOSPI200옵션 변동성에
대한 기대지수이며 9시 15분부터 10초주기로 제공됩니다.

화면 설명

1 차트 조회항목 선택 버튼
• KOSPI200, V-KOSPI200선물, KOSPI200선물, Basis, USDKRW 차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 지수/선물그룹 Basis, USDKRW의 scale이 달라 동시에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 동시에 조회할 수 없는 항목을 선택시에는 이전 선택되었던 항목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2 차트 버튼
• 차트 버튼 클릭시에는 우측의 차트가 화면 전체에 표시됩니다.
3 V-KOSPI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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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30일간의 옵션 변동성에 대한 기대지수입니다.
• KRX에 의해 제공되며, 9시 15분부터 10초 주기로 제공됩니다.
• 평균은 당일 V-KOSPI200지수의 누적 평균을 의미합니다.
4 차트 영역
• 1 에서 선택된 항목들이 차트로 제공됩니다.
•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 V-KOSPI200지수가 defalut로 제공됩니다.

관련 화면
4033 - 일별추이
4034 - 상관계수
4035 - 분포도
4036 - 비교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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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일별추이
화면 개요
V-KOSPI200지수의 일/주/월 주기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031 - 일중추이
4034 - 상관계수
4035 - 분포도
4036 - 비교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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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 상관계수
화면 개요
V-KOSPI200, KOSPI, KOSPI200, KOSPI200선물, KOSDAQ등의 국내 주요지수와 해외 지수의 상관계수를 일/주/
월 주기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비교지수 선택 콤보
• 기준지수와 상관계수를 계산할 주요지수들을 선택합니다.
• 조회시점의 지수로 상관계수를 계산하며, 휴장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수로 대체합니다.
2 산출기준
• 상관계수 산출시 사용할 데이터 갯수를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 상관계수는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워질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3 차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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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차트에는 선택된 지수 2개를 함께 제공합니다.
• 하단에는 상관계수를 조회합니다.

관련 화면
4031 - 일중추이
4033 - 일별추이
4035 - 분포도
4036 - 비교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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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 분포도
화면 개요
V-KOSPI200 및 역사적 변동성의 지수대별 분포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4031 - 일중추이
4033 - 일별추이
4034 - 상관계수
4036 - 비교차트

382 | 옵션

4036 - 비교차트
화면 개요
V-KOSPI200, V-KOSPI200선물, 대표변동성(전체,콜,풋), 30일 역사적 변동성의 차트를 일중 또는 일/주/월 주기별
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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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1 차트 조회항목 선택 버튼
• 하단 차트 영역에 조회할 항목들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 대표변동성(전체월물)은 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중 ATM기준 상하 5% 이내 행사가격을 가진 종목들의 내재변동성을 거
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 대표변동성(콜)은 콜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중 ATM기준 상하 5% 이내 행사가격을 가진 종목들의 내재변동성을 거래량
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 대표변동성(풋)은 풋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중 ATM기준 상하 5% 이내 행사가격을 가진 종목들의 내재변동성을 거래량
으로 가중평균한 변동성입니다.
2 HV(30일)
• 30일 역사적 변동성을 선택하는 Check Box입니다.
3 고가/저가/평균
• V-KOSPI200의 고가/저가/평균을 제공합니다.
• 5, 20, 60, 90, 120, 200일의 고가, 저가, 평균 및 지수산출후 역대 최고/최저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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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4031 - 일중추이
4033 - 일별추이
4034 - 상관계수
4035 -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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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 - 변동성곡면
화면 개요
국내외 주요 지수 및 상품(KOSPI200, HSCEI, HSCEI(정산가), HSI, Nikkei225, Euro Stoxx50, S&P500, 금, 은,
WTI, Brent)에 대해 변동성곡면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 지수 및 상품 중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 제공 지수 및 상품 : KOSPI200, HSCEI, HSCEI(정산가), HSI, Nikkei225, Euro Stoxx50, S&P500,
금, 은, WTI, Brent
2 일자 선택
• 기본 일자는 전 영업일이며, 변동성 데이터는 전 영업일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 HSCEI(정산가), Euro Stoxx50, S&P500, 금, 은, WTI, Brent 는 오후 2시 이후 전영업일 데이터 조회 가능합니다.
• 2014년 1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HSCEI(정산가)는 2015년 4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3 변동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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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Implied Vol(내재변동성) / Local Vol(국소변동성)

4

1 에서 선택한 기초자산의 일별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동성이 아닌 기초자산의 종가입니다)

5 KAP한국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변동성곡면의 설명 자료를 조회합니다.

6

2 일자의 행사가를 고정할 때 만기별 차트를 조회합니다.

7

2 일자의 만기를 고정할 때 행사가별 차트를 조회합니다.

8 변동성 데이터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 그리드의 행사가 조회 범위를 선택합니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 변경시 선택하신 자릿수보다 한자리 더 아래에서 반올림하여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9 변동성곡면 데이터를 그리드로 조회합니다.

10 변동성곡면과 그리드를 동시에 조회합니다.
(※ F5 클릭하여 환경통합설정 오픈 후 '화면 탭 변경시 기본크기로 조정'을 선택하시면
더욱 보시기 편리합니다)

※ 변동성 데이터에 대한 문의는 KAP한국자산평가(marketing@koreaap.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화면
4741 - 일별비교
4742 - 기간분석
4743 -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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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 - 변동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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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1 - 일별비교
화면 개요
화면에서 선택한 양일간의 주요 지수 및 상품(KOSPI200, HSCEI, HSCEI(정산가), HSI, Nikkei225, Euro Stoxx50,
S&P500, 금, 은, WTI, Brent) 변동성곡면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선택
• 지수 및 상품 중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 제공 지수 및 상품 : KOSPI200, HSCEI, HSCEI(정산가), HSI, Nikkei225, Euro Stoxx50, S&P500,
금, 은, WTI, Brent
2 변동성 선택
• 변동성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Implied Vol(내재변동성) / Local Vol(국소변동성)
3 기본은 전전영업일과 전영업일 입니다.
• 4 '직접입력'을 선택하였을 경우 두개의 일자를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 4 '주간' '월간' '연간'을 선택하신 경우 우측 비교일을 지정하시면 입력옵션에 따라 좌측 비교일은 자동 세팅됩니다. ( ※
자동 계산된 비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세팅됩니다.)
• HSCEI(정산가), Euro Stoxx50, S&P500, 금, 은, WTI, Brent 는 오후 2시 이후 전영업일 데이터 조회 가능합니다.
• 2014년 1월 이후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HSCEI(정산가)는 2015년 4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5 조회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 그리드의 행사가 조회 범위를 선택합니다.

4741 - 일별비교 | 389

관련 화면
4740 - 변동성곡면
4742 - 기간분석
4743 - 추이분석
4744 - 변동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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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 기간분석
화면 개요
기초자산 종류, 분석 기간, 변동성 종류, 행사가/만기 를 설정하신 후 분석 기간동안의 변동성 곡면을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화면 설명

1 기간별 변동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산, 분석 기간, 변동성 종류(Implied Vol / Local Vol) 등
입력항목을 설정합니다.
2 [행사가/만기] 선택에 따라 3 [만기/행사가] 콤보가 변경됩니다.
• 2 행사가 (30% ~ 150%) => 3 만기 (1개월 ~ 36개월)
• 2 만기 (1개월 ~ 36개월) => 3 행사가 (30% ~ 150%)
4 입력된 기초자산의 종류, 분석 기간, 변동성 종류, 행사가, 만기로 일자별 변동성 차트를 조회합니다.
5 입력된 내용 중 3 을 제외한 조건으로 변동성 그리드를 제공합니다.

6

1 에서 선택한 기초자산의 일별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동성이 아닌 기초자산의 종가입니다)

4742 - 기간분석 | 391

7 데이터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소수점 이하 자릿수 보다 한자리 더 아래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조회됩니다.
8 차트 없이 그리드를 큰 사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740 - 변동성곡면
4743 -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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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 추이분석
화면 개요
선택한 기초자산의 Implied Vol과 Local Vol 기간별 추이를 비교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만기, 행사가를 선택합니다.
2 추이를 일별/주별/월별/연별의 옵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변동성 데이터의 소숫점 이하 자릿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자릿수보다 한자리 더
아래에서 반올림하여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4743 - 추이분석 | 393
4 그리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차트 없이 그리드를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740 - 변동성곡면
4742 - 기간분석
4744 - 변동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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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 - 변동성비교
화면 개요
최대 5개의 변동성의 속성 (기초자산, 만기, 행사가, 변동성 종류)를 각각 설정하시고,
해당 변동성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5개의 변동성에 대한 속성을 설정합니다.
• τ : 만기(개월)
• K :행사가(%)
2 변동성 데이터의 소숫점 이하 자릿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자릿수보다 한자리 더
아래에서 반올림하여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3 차트버튼을 클릭하시어 최대 5개 변동성의 비교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모드에서는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원하는 변동성만 선택하여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4744 - 변동성비교 | 395

관련 화면
4740 - 변동성곡면
4741 - 일별비교
4742 - 기간분석
4743 -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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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 일중민감도
화면 개요
옵션 종목별 민감도 및 내재변동성 데이터와 기초자산 가격 대비 민감도 차트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723 - 일별민감도
4724 - 과거민감도

4723 - 일별민감도 | 397

4723 - 일별민감도
화면 개요
옵션 종목별 일별 민감도 데이터와 기초자산/잔존일수 대비 민감도 차트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722 - 일중민감도
4724 - 과거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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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 과거민감도
화면 개요
옵션종목의 특정일 기준 과거 데이터를 시세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 유형 선택버튼
• 상장종목은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옵션종목들입니다.
• 폐지종목은 만기일이 지난 옵션종목들입니다.
• 우측의 콤보에서 만기월을 선택합니다.
2 항목설정 버튼
•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팝업창을 띄우는 버튼입니다.

4724 - 과거민감도 | 399

• 전체 버튼은 전체 항목을 선택하는 버튼이고 선택항목 취소시에는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련 화면
4722 - 일중민감도
4723 - 일별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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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 - 풋콜패리티
화면 개요
동일 행사가격을 가진 옵션간 풋콜 패리티의 일중 추이를 주기별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주기 선택 버튼
• 조회주기는 10초, 30초, 1분, 10분, 30분 및 임의주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임의주기 선택시에는 우측의 임의주기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임의주기를 입력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우측의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단위는 분(minutes)입니다.
2 Parity (Put-Call Parity)
• 동일한 기초자산과 동일한 행사가격, 그리고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콜옵션과 풋옵션간의 가격 균형관계입니다.
• 풋콜패리티를 이용한 콜옵션 가격은 C = P + S - X·exp(-rT) 입니다.
( P : 풋옵션 가격, S : 기초자산 가격, X : 행사가, r : 무위험수익률, T : 잔존만기)
• 풋콜패리티를 이용한 풋옵션 가격은 P = C - S + X·exp(-rT) 입니다.
( C : 콜옵션 가격, S : 기초자산 가격, X : 행사가, r : 무위험수익률, T : 잔존만기)

4711 - 풋콜패리티 | 401

3 차이
•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옵션 가격과 풋콜패리티에 의해 계산된 옵션의 가격의 차이입니다.

관련 화면
4712 - 패리티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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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 - 패리티시세표
화면 개요
동일 행사가격을 가진 옵션간 풋콜 패리티 정보를 시세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Parity (Put-Call Parity)

• 동일한 기초자산과 동일한 행사가격, 그리고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콜옵션과 풋옵션간의 가격 균형관계입니다.
• 풋콜패리티를 이용한 콜옵션 가격은 C = P + S - X·exp(-rT) 입니다.
( P : 풋옵션 가격, S : 기초자산 가격, X : 행사가, r : 무위험수익률, T : 잔존만기)
• 풋콜패리티를 이용한 풋옵션 가격은 P = C - S + X·exp(-rT) 입니다.
( C : 콜옵션 가격, S : 기초자산 가격, X : 행사가, r : 무위험수익률, T : 잔존만기)
2 차이
•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옵션 가격과 풋콜패리티에 의해 계산된 옵션의 가격의 차이입니다.

관련 화면

4712 - 패리티시세표 | 403
4711 - 풋콜패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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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 - 풋콜Ratio
화면 개요
일자별 Put/Call ratio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Put-Call Ratio
• 통상적으로 풋콜 Ratio라 함은 풋의 거래대금(또는 거래량)을 콜의 거래대금(또는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의 고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 본 화면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뿐만 아니라 평균변동성 및 가중변동성의 비율도 제공합니다.
2 월물 및 항목 선택 버튼
• 최근월/전체월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체월 선택시에는 전체 풋콜Ratio, 최근월물 선택시에는 최근월물 옵션의 풋콜 Ratio를
제공합니다.

4714 - 풋콜Ratio | 405
• 풋콜 Ratio를 계산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대표변동성또는 가중변동성 선택시 풋의 변동성을 콜의 변동성으로 나눕니다. 대
표변동성의 경우 최근월 및 차근월의 옵션 내재변동성을 이용해 산출하므로 전체월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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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 종목일중
화면 개요
합성선물, 컨버젼, 리버설 일중 주기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합성선물 선택 버튼
• 당일 ATM 기준 상하 4개의 행사가로 만들어진 합성선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버튼에서 합성할 행사가를 선택합니다.

4781 - 종목일중 | 407

2 조회주기 선택 버튼
• 조회주기는 10초, 30초, 1분, 10분, 30분 및 임의주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임의주기 선택시에는 우측의 임의주기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임의주기를 입력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우측의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단위는 분(minutes)입니다.
3 합성 기준 가격 선택 버튼
• 옵션을 합성할때 사용할 가격을 선택합니다.
• 호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를 사용합니다.
• 현재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조회시점의 체결가를 사용합니다.
4 현재가 조회 영역
• 1 에서 선택된 합성 행사가의 콜옵션 및 풋옵션 현재가를 조회하는 영역입니다.
5 컨버전
• 합성선물 매도와 선물 매수로 이루어진 차익거래 전략입니다.
• 합성선물매도가격에서 선물매도가격을 뺀 값입니다.
6 합성선물
• 동일행사가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합성하여 선물과 동일한 수익구조를 만듭니다.
• 합성선물매도는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 합성선물매수는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7 리버설
• 합성선물 매수와 선물 매도로 이루어진 차익거래 전략입니다.
• 선물매수가격에서 합성선물매수가격을 뺀 값입니다.
8 KOSPI200 호가지수
• KOSPI200매도(호가지수) : KOSPI200 구성종목의 최우선 매도호가로 산출한 가격
• KOSPI200매수(호가지수) : KOSPI200 구성종목의 최우선 매수호가로 산출한 가격
9 합성차익 Basis
• 합성선물과 현물지수의 Basis를 의미합니다.
• 합성매수차익전략은 합성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차익 전략으로 이때 합성매수차익 Basis는 합성선물매도가격과
현물매도가격과의 차이입니다.
• 합성매도차익전략은 합성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 전략으로 이때 합성매도차익 Basis는 합성선물매수가격과
현물매수가격과의 차이입니다.
10 차트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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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4782 - 비교일중
4786 - 종목일중차트
4787 - 비교일중차트

4782 - 비교일중 | 409

4782 - 비교일중
화면 개요
컨버젼, 리버설, 합성선물매도, 합성선물매수, 합성매수차익Basis, 합성매도차익Basis의 합성 행사가별 일중 주기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항목 선택 콤보
•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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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버전은 합성선물매도가격과 선물매도가격의 차이입니다.
• 리버설은 선물매수가격과 합성선물매수가격의 차이입니다.
• 합성선물매도는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 합성선물매수는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 합성매수차익Basis는 합성선물매도가격과 현물매도가격과의 차이입니다.
• 합성매도차익Basis는 합성선물매수가격과 현물매수가격과의 차이입니다.
2 조회주기 선택 버튼
• 조회주기는 10초, 30초, 1분, 10분, 30분 및 임의주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임의주기 선택시에는 우측의 임의주기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임의주기를 입력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우측의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단위는 분(minutes)입니다.
3 합성 기준 가격 선택 버튼
• 옵션을 합성할때 사용할 가격을 선택합니다.
• 호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를 사용합니다.
• 현재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조회시점의 체결가를 사용합니다.

관련 화면
4781 - 종목일중
4786 - 종목일중차트
4787 - 비교일중차트

4786 - 종목일중차트 | 411

4786 - 종목일중차트
화면 개요
합성선물, 컨버젼, 리버설 일중 주기별 차트를 원하는 일수 만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합성선물 선택 버튼
• 당일 ATM 기준 상하 4개의 행사가로 만들어진 합성선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버튼에서 합성할 행사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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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일수 입력창
• 조회하고자 하는 일수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 최대 99일 까지 입력가능하며, 조회일수가 길수록 조회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접 입력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우측의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일수가 변경이 됩니다.
• 입력창 옆의 상하버튼을 이용하여 일수를 변경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우측의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일수가 변경
이 됩니다.
3 조회주기 선택 버튼
• 조회주기는 10초, 30초, 1분 및 임의주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임의주기 선택시에는 우측의 임의주기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조회일수 입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의주기를 입력할 수 있으
며, 입력단위는 분(minutes)입니다.
4 합성 기준 가격 선택 버튼
• 옵션을 합성할때 사용할 가격을 선택합니다.
• 호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를 사용합니다.
• 현재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조회시점의 체결가를 사용합니다.
5 항목 선택 버튼
• 컨버젼, 리버설, 합성매수차익, 합성매도차익을 선택합니다.
• 차트 하단 영역에 선택된 항목의 차트가 그려집니다.
6 옵션 현재가 조회 영역
• 1 에서 선택된 합성 행사가의 콜옵션 및 풋옵션 현재가를 조회하는 영역입니다.

관련 화면
4781 - 종목일중
4782 - 비교일중
4787 - 비교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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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 - 비교일중차트
화면 개요
컨버젼, 리버설, 합성선물매도, 합성선물매수, 합성매수차익Basis, 합성매도차익Basis의 합성 행사가별 일중 주기별
차트를 원하는 일수 만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항목 선택 콤보
• 조회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 컨버전은 합성선물매도가격과 선물매도가격의 차이입니다.
• 리버설은 선물매수가격과 합성선물매수가격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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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선물매도는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 합성선물매수는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 합성매수차익Basis는 합성선물매도가격과 현물매도가격과의 차이입니다.
• 합성매도차익Basis는 합성선물매수가격과 현물매수가격과의 차이입니다.
2 조회일수 입력창
• 조회하고자 하는 일수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 최대 99일 까지 입력가능하며, 조회일수가 길수록 조회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접 입력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우측의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일수가 변경이 됩니다.
• 입력창 옆의 상하버튼을 이용하여 일수를 변경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우측의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일수가 변경
이 됩니다.
3 조회주기 선택 버튼
• 조회주기는 10초, 30초, 1분 및 임의주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임의주기 선택시에는 우측의 임의주기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임의주기를 입력후 키보드의 엔터버튼을 누르거나 우측의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단위는 분(minutes)입니다.
4 합성 기준 가격 선택 버튼
• 옵션을 합성할때 사용할 가격을 선택합니다.
• 호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를 사용합니다.
• 현재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조회시점의 체결가를 사용합니다.

관련 화면
4781 - 종목일중
4782 - 비교일중
4786 - 종목일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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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 - 종목일별
화면 개요
합성선물, 컨버젼, 리버설 일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합성선물 선택 버튼
• 당일 ATM 기준 상하 4개의 행사가로 만들어진 합성선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버튼에서 합성할 행사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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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 기준 가격 선택 버튼
• 옵션을 합성할때 사용할 가격을 선택합니다.
• 호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를 사용합니다.
• 현재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조회시점의 체결가를 사용합니다.
3 현재가 조회 영역
• 1 에서 선택된 합성 행사가의 콜옵션 및 풋옵션 현재가를 조회하는 영역입니다.
• 콜/풋 가격은 1 에서 선택된 합성 행사가의 연결옵션(최근월물 연결) 가격입니다.
4 ATM
• ATM은 해당일의 장개시 기준 ATM 종목의 행사가입니다.
5 컨버전
• 합성선물 매도와 선물 매수로 이루어진 차익거래 전략입니다.
• 합성선물매도가격에서 선물매도가격을 뺀 값입니다.
6 합성선물
• 동일행사가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합성하여 선물과 동일한 수익구조를 만듭니다.
• 합성선물매도는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 합성선물매수는 동일 행사가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7 리버설
• 합성선물 매수와 선물 매도로 이루어진 차익거래 전략입니다.
• 선물매수가격에서 합성선물매수가격을 뺀 값입니다.
8 KOSPI200 호가지수
• KOSPI200매도(호가지수) : KOSPI200 구성종목의 최우선 매도호가로 산출한 가격
• KOSPI200매수(호가지수) : KOSPI200 구성종목의 최우선 매수호가로 산출한 가격
9 합성차익 Basis
• 합성선물과 현물지수의 Basis를 의미합니다.
• 합성매수차익전략은 합성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차익 전략으로 이때 합성매수차익 Basis는 합성선물매도가격과
현물매도가격과의 차이입니다.
• 합성매도차익전략은 합성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 전략으로 이때 합성매도차익 Basis는 합성선물매수가격과
현물매수가격과의 차이입니다.
10 차트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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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4784 - 비교일별
4788 - 종목일별차트
4789 - 비교일별차트

418 | 옵션

4784 - 비교일별
화면 개요
컨버젼, 리버설, 합성선물매도, 합성선물매수, 합성매수차익Basis, 합성매도차익Basis의 합성 행사가별 일별 데이터
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783 - 종목일별
4788 - 종목일별차트
4789 - 비교일별차트

4788 - 종목일별차트 | 419

4788 - 종목일별차트
화면 개요
합성선물, 컨버젼, 리버설 일/주/월 주기별 데이터를 차트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783 - 종목일별
4784 - 비교일별
4789 - 비교일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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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 - 비교일별차트
화면 개요
컨버젼, 리버설, 합성선물매도, 합성선물매수, 합성매수차익Basis, 합성매도차익Basis의 합성 행사가별 일/주/월 주
기별 데이터를 차트로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783 - 종목일별
4784 - 비교일별
4788 - 종목일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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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 - 계산기
화면 개요
사용자가 설정한 변수에 따라 옵션의 이론가, 민감도 및 변동성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계산기 유형 선택
• 계산기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론가 계산기와 변동성 계산기를 제공하며 위의 화면은 이론가 계산기 화면입니다.
2 산출 모형 선택
• 블랙숄즈 모형 또는 이항모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 연율화 단위 입력
• 이론가 모형에 입력되는 1년의 단위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Calendar day(365일)로 제공됩니다.
4 변수 입력
• 이론가 모형에 입력되는 모든 변수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S) : KOSPI200의 현재가가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 행사가(K) : 계산할 옵션의 행사가를 입력합니다.
• 변동성(σ) :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하단의 역사적 변동성, 거래량 가중변동성, 대표변동성 셀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셀의
값이 변동성 셀에 자동 입력됩니다.

422 | 옵션
• 무위험이자율(r) : CD91일물 금리가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하단의 대표금리 셀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셀의 금리가 자동 입
력됩니다.
• 잔존일(T) : KOSPI200선물 최근월물의 잔존일(Calendar day기준)이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 배당지수(D) : KRX에서 제공되는 배당액이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5 결과값이 조회되는 영역입니다.

1 계산기 유형 선택
• 계산기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론가 계산기와 변동성 계산기를 제공하며 위의 화면은 변동성 계산기 화면입니다.
2 옵션가격 입력
• 콜가격(C) 또는 풋가격(P)을 선택한 후 입력합니다.
3 결과값이 조회되는 영역입니다.
• 콜가격 입력시에는 콜의 변동성 및 민감도가, 풋가격 입력시에는 풋의 변동성 및 민감도가 계산되어 조회됩니다.

관련 화면
4751
4766
4752
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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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 계산기2
화면 개요
사용자가 설정한 변수에 따라 옵션의 이론가 및 민감도를 계산하여 월물별 시세표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민감도 및 이론가
• 3 의 이론가 설정창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변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조회시점의 데이터로 실시간 업데이트는 되지 않습니다.
2 내재변동성 (I.V.)
• 조회시점의 종목별 내재변동성입니다.
• 3 의 이론가 설정과는 상관없이 CHECKExpert시스템에서 계산된 내재변동성을 제공합니다.
3 이론가 설정
• 옵션가격 모형 및 모형 변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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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옵션가격모형 및 변수 설정
• 이론가 모형에 입력되는 모든 변수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산출모형 : 블랙숄즈, 이항모형중 선택 가능합니다.
• 기초자산(S) : KOSPI200의 현재가가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 배당지수(D) : KRX에서 제공되는 배당액이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 잔존기간(T) : KOSPI200선물 최근월물의 잔존일(Calendar day기준)이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 무위험이자율(r) : CD91일물 금리가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2 변동성
• 변동성(σ) : 해당종목의 내재변동성이 기본적으로 입력되며, 사용자가 대표변동성, 가중변동성, 역사적 변동성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목 I.V. : 옵션가격모형에 의해 CHECKExpert 시스템에서 산출된 옵션 종목별 내재변동성
• 대표 I.V. : 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내재변동성
• 가중 I.V. : 옵션 최근월물 전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내재변동성
• H.V. : KOSPI200 또는 KOSPI200선물의 역사적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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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 - 실시간이론가
화면 개요
사용자가 설정한 변수에 따라 옵션의 이론가를 KOSPI200지수 산출주기에 맞춰 계산하여 월물별 시세표 형태로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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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 - 이론가차트
화면 개요
사용자가 설정한 변수에 따라 옵션의 종목별 이론가를 계산하여 현재가, 괴리도와 함께 차트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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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 - 관심전략평가
화면 개요
KOSPI200선물 및 옵션으로 사용자가 전략을 직접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한 전략의 만기손익, 실시간손익, 민감도
를 데이터와 차트로 동시에 제공합니다. 최대 20개의 전략을 저장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략당 20개 종목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화면 설명

1 사용자 저장 전략 선택 콤보
• 사용자가 저장한 전략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콤보입니다.
• 최대 20개까지의 전략이 저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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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선택 및 저장 관련 기능
자주 사용되는 전략을 CHECKExpert에서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필요한 전략을 더블클릭하면 구성된 전략이 5 영역에 자동 입력됩니다.

사용자가 전략을 구성한뒤 전략을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종목명, 매매구분, 매매가, 수량이 저장됩니다.

전략명을 입력한 후에 저장을 누르면 전략이 저장됩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전략을 수정한 경우, 전략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 내용을 저장합니다.
저장되어 있는 전략을 삭제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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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고자 하는 전략을 선택후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합니다.

5 영역을 초기화 합니다. 화면을 Clear 하는 기능입니다.
3 종목 추가 및 삭제 관련 기능
전략 구성을 위해 종목을 추가 하는 버튼입니다.

• 종목추가 버튼을 누르면 종목 선택창이 팝업 됩니다.
• 상단은 선물, 하단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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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하단의 선택후 창닫기를 선택하면 한종목만 입력이 가능하고, 선택을 해제하면 여러종목을 연속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
다.
• 하나의 전략에 최대 20종목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략내에 동일한 매매구분을 가진 동일 종목이 있을 경우 하나의 셀에 병합합니다.
이때 매매가가 다를 경우 평균 매매가로 입력이 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된 종목들을 삭제합니다.
전략 기능중 초기화와는 다른 기능으로, 전략내에 있는 종목들의 매매가를 각 종목의
현재가로 초기화 합니다.
4 이론가 설정창
• 이론손익 계산시에 사용되는 이론가 계산을 위해 변수를 설정하는 창입니다.
• 배당지수(D) : KRX에서 제공되는 배당액이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 잔존기간(T) : KOSPI200선물 최근월물의 잔존일(Calendar day기준)이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 무위험이자율(r) : CD91일물 금리가 기본적으로 입력됩니다.
• 변동성(σ)
- 종목 I.V. : 옵션가격모형에 의해 CHECKExpert 시스템에서 산출된 옵션 종목별 내재변동성
- 대표 I.V. : 옵션 최근월/차근월 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내재변동성
- 가중 I.V. : 옵션 최근월물 전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 내재변동성
- H.V. : KOSPI200 또는 KOSPI200선물의 역사적 변동성

5 데이터 영역

4754 - 관심전략평가 | 431

• 전략 구성을 위해 선물 및 옵션 종목을 추가하고, 조회하는 영역입니다.
• 종목명 컬럼의 Cell을 더블 클릭하면 종목 검색창이 팝업되고 종목을 선택/추가할 수 있습니다.
- 종목검색창에서 선택후 창닫기를 해제할 경우 종목을 연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종목을 신규 입력할 경우 매매구분은 매수로 기본 입력 됩니다.
• 종목을 신규 입력할 경우 매매가는 입력시점의 현재가로 입력되고, 사용자가 수정가능합니다.
• 평가손익/이론손익을 컬럼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평가손익은 각 종목의 현재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이론손익은 이
론설정창에서 설정된 변수에 따라 계산된 각 종목의 이론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6 전략 손익
• 선물 및 옵션 종목으로 구성한 전략의 전체 손익을 조회하는 영역입니다.
• 전략 손익, 옵션 권리 유형별 손익, 선물 손익을 별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7 만기 손익 차트 범위 설정
• 만기손익 차트에서 그려질 지수범위를 선택합니다
8 손익분기지수
• 만기시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 만기 손익 차트에서 X 축과 손익차트가 만나는 점을 의미합니다.
9 만기손익 구조
• 지수 변화에 따른 만기손익구조를 표시합니다.
• 만기손익의 단위는 십만원 입니다.
10 만기손익/평가손익/델타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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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에서 선택된 전략의 만기손익 및 이론손익을 차트로 표시합니다.
• 차트 위에서 마우스를 스크롤 하면 지수 변화에 따른 만기손익 및 이론손익의 변화가 좌측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 5 데이터 영역의 평가손익/이론손익을 차트로 표시합니다.
• 일수 및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선택한 전략의 총델타를 차트로 표시합니다.

관련 화면
4755 - 관심전략비교
4756 - 시나리오분석
4765 - 합성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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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 관심전략비교
화면 개요
4754에서 설정된 전략들의 만기손익, 평가손익, 민감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관심전략
• 4754 또는 4765 화면에서 구성된 전략의 리스트를 조회합니다.
• 오른쪽의 체크박스에 체크된 전략이 3 영역에 차트로 조회됩니다.
2 소요자금
• 전략 구성시 종목의 매매에 소요된 자금입니다. 옵션 프리미엄 및 선물 증거금의 총합입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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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 - 관심전략평가
4756 - 시나리오분석
4765 - 합성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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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 - 시나리오분석
화면 개요
4754에서 설정된 전략들이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 잔존일의 증감에 따라 평가손익, 이론손익, 민감도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입니다.

화면 설명

1 기초자산 가격 증감
• 기초자산인 KOSPI200의 가격을 0.05pt 씩 증감 하여 이론손익 및 민감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2 잔존일 증감
• 전략 구성시 포함된 종목의 잔존일을 일괄적으로 증감시켜 이론손익 및 민감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754 - 관심전략평가
4755 - 관심전략비교
4765 - 합성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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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 관심종목조회
화면 개요
선물 및 옵션 종목을 관심그룹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종목의 체결, 호가, 민감도등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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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 - 합성손익
화면 개요
4754에서 설정된 전략들의 평가손익, 민감도, 시간가치, 내재가치, 내재변동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관련 화면
4754 - 관심전략평가
4755 - 관심전략비교
4756 - 시나리오분석

438 | 옵션

4759 - 합성선물1
화면 개요
동일행사가의 KOSPI200 콜/풋 옵션으로 이루어진 합성선물의 가격, 리버설 손익, 컨버젼 손익을 시세표 형태로 제
공합니다.

관련 화면
4781 - 종목일중
4760 - 합성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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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 합성선물2
화면 개요
동일행사가의 KOSPI200 콜/풋 옵션으로 이루어진 합성선물의 가격, 리버설 손익, 컨버젼 손익을 시세표 형태로 제
공합니다.

관련 화면
4781 - 종목일중
4759 - 합성선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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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 스프레드전략1
화면 개요
강세 스프레드 전략 및 약세 스프레드 전략의 최대 손익, 소요자금, 손익분기지수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스프레드 구성 버튼
• 콜/풋 버튼과 강세/약세 버튼을 이용하여 총 4가지의 스프레드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전략의 최대손익 및 손익분기 지수 데이터가 하단 데이터영역에 조회됩니다.
2 손익 산출 기준
• 최대 손실, 손익분기 지수, 최대 이익 산출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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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프레드 차이 선택 콤보
• 스프레드 전략시 행사가격 차이를 선택하는 콤보 입니다.
• 행사가격차는 2.5pt를 의미하고, 2배, 3배까지 선택가능합니다. 이때, 연속결제월물 6개를 제외한 장기결제월물의 행사가
격차는 5.0pt 입니다.
4 구성 종목
• 3 에서 선택한 행사가격차이에 따라 선택된 행사가격을 표시합니다.
5 소요자금
• 스프레드 전략을 구성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프리미엄)의 총합입니다.
• 콜강세 스프레드, 풋약세 스프레드의 경우 최대 손실 값과 일치합니다.
• 콜약세 스프레드, 풋강세 스프레드의 경우 최애 이익 값과 일치합니다.

관련 화면
4762 - 스프레드전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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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 - 스프레드전략2
화면 개요
4761 화면의 강세 스프레드 전략 및 약세 스프레드 전략의 최대손익, 구성비용, 손익분기지수 및 구성종목의 현재가
를 matrix 형태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강세 스프레드 영역
• 대각선 기준 Upper Triangle 영역은 강세 스프레드 전략의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2 약세 스프레드 영역
• 대각선 기준 Lower Triangle 영역은 약세 스프레드 전략의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관련 화면

4762 - 스프레드전략2 | 443
4761 - 스프레드전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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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 종합
화면 개요
야간(한국시간)에 EUREX에서 거래되는 KOSPI200옵션의 현재가 및 체결내역등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현재가
• EUREX KOSPI200옵션선물의 현재가를 표시합니다.
• EUREX KOSPI200옵션선물의 종가는 익일 KOSPI200옵션의 기준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협의거래 (장개시전 협의거래)
• EUREX 시장에서 매매로 발생한 순미결제약정을 KOSPI200 옵션 개별 종목으로 실물인수도
• KRX와 KRX회원사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전일 기준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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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표 8-1 EUREX 연계 KOSPI200옵션시장 주요 거래 제도
구분

내용

대상

KRX의 정규시장에 상장된 KOSPI200옵션 종목중 익일에도 상장되
는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

결제월 종목
거래일

정규장과 동일 종목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은 당일 야간거래 없음
월요일 야간 ~ 토요일 오전 (휴장일 제외)

거래시간

한국시간 18:00 ~ 익일 05:00 (유럽 써머타임 적용시 04:00)

기준가격

익일 정규거래의 기준가격과 동일한 기준가격 적용

호가단위

- 가격 3pt 이상 : 0.05pt
- 가격 3pt 미만 : 0.01pt

상장기간

1일

최종결제

실물(KOSPI200 옵션 미결제약정) 인수도

일일정산 및 최종결제가격

관련 화면
4501 - 현재가1
4651 - 시세표

익일 KRX 기준가

결제통화

원화(KRW)

기타제도

KOSPI200 옵션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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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 시세표
화면 개요
EUREX KOSPI200옵션 종목의 현재가, 거래량, 최우선호가 및 잔량을 시세표 형태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EUREX 거래량
• EUREX KOSPI200옵션선물의 월물별 거래량입니다..
• 상하 이동 버튼을 이용하여 장기결제월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 정규시장 거래량
• 정규시장 KOSPI200 옵션의 월물별 거래량입니다.
• 정규시장중에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EUREX 연계시장의 거래시간인 야간에는 당일 정규장의 최종상태로 보여집니다.

관련 화면

4651 - 시세표 | 447
4650 - 종합
4511 - 기본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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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 복수종목
화면 개요
EUREX KOSPI200옵션 5개종목의 현재가, 최우선호가/잔량등의 정보를 비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4650 - 종합

4654 - 체결(실시간) | 449

4654 - 체결(실시간)
화면 개요
EUREX KOSPI200옵션 체결 Tick 데이터 및 차트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50 - 종합
4531 - 체결(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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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 종목일별
화면 개요
관련 화면
4650 - 종합
4656 - 월물일별
4571 - 종목일별

4656 - 월물일별 | 451

4656 - 월물일별
화면 개요
EUREX KOSPI200옵션의 월물별, 권리유형별 거래량 및 풋콜Ratio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50 - 종합
4655 - 종목일별
4571 - 종목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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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 거래규모
화면 개요
KOSPI200옵션의 일별 거래량/거래대금, CME KOSPI200선물의 일별 거래량/거래대금, EUREX KOSPI200옵션의
거래량을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574 - 파생거래규모

4659 - 협의거래(종목) | 453

4659 - 협의거래(종목)
화면 개요
EUREX 시장에서 매매로 발생한 순미결제약정을 매일 아침에 KOSPI200옵션 개별 종목으로 실물인수도를 하게 되
는데 이 거래를 협의거래(장개시전협의거래)라 합니다. 종목별로 일별 협의거래량을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50 - 종합
4660 - 협의거래(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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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 - 협의거래(월물)
화면 개요
EUREX 시장에서 매매로 발생한 순미결제약정을 매일 아침에 KOSPI200옵션 개별 종목으로 실물인수도를 하게 되
는데 이 거래를 협의거래(장개시전협의거래)라 합니다. 월물 및 권리유형별로 일별 협의거래량을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50 - 종합
4659 - 협의거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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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 틱차트
화면 개요
EUREX KOSPI200 옵션 틱차트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50 - 종합
4658 - 일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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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 일별차트
화면 개요
EUREX KOSPI200 옵션 일별 가격 및 미결제량차트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4650 - 종합
4657 - 틱차트

9. 채권
3000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상세
화면 개요
●

채권 개별종목에 대한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금리, 발행기관, 등급 등 상세 발행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채권 개별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목검색창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종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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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목명, 표준코드, 단축코드, 발행일, 만기일, 선매출일, 잔존일 등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Dart에 투자설명서가 공시된 경우 단축코드 옆에 ▤ 표시가 되며,
해당 셀을 더블클릭하여 관련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표면금리, 이자유형, 이자계산주기, 이자 선/후급 구분, 이자지급일 기준, 만원당 원리금처리구분,
직전/차기 이자지급일 등 현금흐름 관련 정보 및 선매출 유형, 발행률, 할인율, 발행액, 상장잔액,
스트립미분리잔액, 스트립원본채권, 표시통화, 이자일할기준 등으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트립미분리잔액은 국고채의 경우 스트립채권으로 분리되지 않은 잔액을 표시하며,
스트립 원본채권은 원금 스트립채권의 경우 원본 국고채의 표준코드를 표시합니다.
이자지급 단수구간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지급 기준을 표시합니다.
4 대용가, 상장구분, 상장일, 공사모구분, 상환순위, 만기구조(영구채여부), 주관사, 인수기관 정보 등
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용가 헤더 더블클릭시 3129 종목별 대용가 , 주관회사/대표인수기관 헤더 더블클릭시
3055 종목별 주관/인수 정보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5 거래정지, 상장폐지, 공매도 등 유의해야할 정보가 표시됩니다.
6 발행기관명 및 관련 코드정보(증권전산코드, KRX코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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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HECK 신용그룹 분류, KRX 분류, 업종, 그룹사 등 해당 채권의 발행기관 및 종류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CHECK 신용그룹 헤더 더블클릭시 신용그룹 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는
3430 시가평가 Matrix 그룹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업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업종분류를 따릅니다.
8 FRN(변동금리부채권)의 경우 가산금리 및 기준금리 상/하한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됩니다.
9 분할상환채의 경우 원금거치기간 및 분할횟수 등 분할상환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10 주식옵션(CB, BW 등) 및 만기보장수익률, 만기상환율, 행사가격, 대상주식관련 정보가 조회됩니다.
11 중도상환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Call, Put, Call + Put
12 유동화 구분(ABS/MBS 등) 및 ELS/DLS 구분이 표시됩니다. 크라우디펀딩 여부도 함께 제공됩니다.
13 ELS/DLS의 경우 원금보장율, 상승참여율, 최대수익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14 물가연동국채여부와 발행일의 참조지수, 당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제공합니다.
참조지수와 물가연동계수는 물가연동국채인경우에만 조회됩니다.
15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에서 평가하는 채권종목의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날짜 표시가 없는 경우는 채권 발행시 KRX에 신고된 등급입니다.
16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한국자산평가, FN자산평가에서 평가하는 채권종목의
시가평가 수익률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채권평가사에서 제공하는 Mac. Duration
정보도 (가격옆에) 함께 제공합니다.
17 듀레이션, 컨벡서티 등 채권종목관련 분석지표를 제공합니다.
- PVBP : PPC1 * 민평가격 / 100
- 금리변동성 : EWMA로 산출한 변동성, 데이터수=150, 소멸계수=0.97
- Yield Beta : 국고3년 민평수익률에 대한 종목 민평수익률의 베타
- 종목Var(10일) : 종목의 금리변동성*PVBP*1.65(신뢰수준 95%)*10^0.5
18 종목 민평에 대한 다양한 스프레드를 제공합니다.
- 총스프레드 : 종목 민평 - 극고3M 민평
- 등급스프레드 : 해당 등급의 3M 민평 - 국고 3M 민평
- 기간스프레드 : 총스프레드 - 등급스프레드
19 은행휴무일 이자, 원금지급 구분 및 경과이자지급 기준 정보, 특이 발행조건,
FRN 기준금리 산정조건, ELB/DLB 기초자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은행휴무일 이자/원금 헤더를 더블클릭하면 3007 휴무일 원리금 지급방식 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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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됩니다.
20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주식관련 3001
FRN 3003
콜풋 3004
3471 - 단가계산 > 발행종목
3005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별 현금흐름
3435 - 시가평가 > 채권종목 > 일별추이
3011 - 신용등급 > 종합1
전자공시 : 관련 투자설명서 링크(있는 경우)
분석지표 3436
물가계수 3076
3024 - 발행정보 > 주요 > ELB(ELS)

관련 화면
3002 채권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요약
3020 채권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일반(기반)
9018 정보변동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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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별 현금흐름
화면 개요
●

채권종목의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현금흐름을 조회할 종목을 선택합니다.
2 종목명을 표시합니다. 더블클릭하면 TR3904(종목요약) 화면이 팝업됩니다.
3 발행일부터 만기일 사이의 액면 10000원 기준의 상세 현금흐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471 - 단가계산 > 발행종목
3478 - 단가계산 > 발행종목(3결제일)
3905 - 단가계산 > 단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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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상세
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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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 신용등급 > 종합1
화면 개요
선택한 발행기관과 관련된 모든 등급(발행기관 등급, CP등급, 채권종목 등급)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 선택된 발행기관과 관련된 지정일 이전의 부여 등급(발행기관 등급, CP등급, 채권종목 등급)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전체추이] 버튼 클릭으로 (3) 영역에 발행기관과 관련된 모든 등급 (발행기관 등급, CP등급,
채권종목 등급)의 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발행기관 등급, CP 등급, 채권 개별 종목에 대한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평가사별 현재등급과 직전 등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발행기관명이나 종목셀을 더블클릭하면 하단에 상세 시계열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전체추이] 버튼 클릭시에는 발행기관 관련 부여된 모든 등급의 시계열 추이가 조회됩니다.
- ▤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관련 공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 [전체추이] 혹은 셀클릭으로 선택된 사항에 대한 신용등급 일별 부여 현황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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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택된 발행기관이 소속된 신용그룹의 민평3개사 평균 수익률 및 발행기관의 민평3개사 수익률 및
스프레드를 만기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741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기업별 Term Structure
3016 - 신용등급 > 등급변동현황

정보 사이트
NICE신용평가 : http://www.nicerating.com/
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 : http://www.rating.c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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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 신용등급 > 발행기관
화면 개요
●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Issuer Rating)이 제공됩니다.

화면 설명

1 발행기관코드를 입력합니다. 00000을 입력하면 전체 발행기관의 리스트를 조회 가능합니다.
2 신용등급을 조회할 기간을 입력합니다. 기본설정은 3년전 ~ 당일입니다.
3 등급의 범위를 지정 가능합니다. (AAA ~ D)
4 신용평가기관을 선택합니다.

5 평정구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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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utlook 구분을 선택합니다.

7 발행기관에 대한 평가사별 등급현황을 최근일순으로 조회합니다.

관련 화면
3011 - 신용등급 > 종합1
3016 - 신용등급 > 등급변동현황

정보 사이트
NICE신용평가 : http://www.nicerating.com/
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 : http://www.rating.c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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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 신용등급 > 등급변동현황
화면 개요
지정한 기간내 신용등급을 신규로 부여받거나 신용등급이 이전 부여 등급과 변경된 채권종목/기업/CP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 발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검색창에 00000 입력시 지정한 기간내 모든 발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기간 설정을 편리하게 합니다. 주말(해당주 월요일 ~ 금요일), 주간(1주전 ~ 당일),
월말(해당월 1일 ~ 말일), 월간(1달전 ~ 당월), 연말(해당년 1월1일 ~ 12월 31일),
연간(1년전 ~ 당일) 날짜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3 - 채권종목의 경우 종목명을 드래그앤/드랍하여 다른 화면에서 종목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011 - 신용등급 > 종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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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 발행정보 > 기타 > 채권 상장잔액 변경내역1
화면 개요
●

기간별 채권 상장잔액 변경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조회 기간을 지정합니다. 기본설정은 1개월전 ~ 당일입니다.
2 대표적인 채권 종류를 드랍다운 버튼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고 : 국고채, 국고(스트립)
- 통안
- 예보
- 국주 : 국주1종, 2종, 3종
- 지방 : 지역개발채, 서울도시철도, 지방도시철도, 공모지방채, 기타지방채
- 공사 : 특수채, 토지주택채, 대한주택공사채, 토지개발채, 한국전력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한국수자원공사채, 한국장학재단채, 한국가스공사채,
한국철도시설공단채, 한국철도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한국산업단지공단채,
한국지역난방공사채, 농금채, 주택금융공사채
- 은행 : 은행채, 산업, 기업, 수협, 수출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외환으로 합병되었으나 이전 발행기관 코드의 채권 만기가 남아있어 기관명 유지),
외환,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카드 : 카드채, 롯데, 삼성, 신한, 하나, 우리, KB국민, 현대
- 기타금융 : 리스, 종합금융, 할부금융, 증권금융, 기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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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 회사채, 보증, 무보증, 무보증AAA, 무보증AA+, 무보증AA0, 무보증AA-, 무보증A+
무보증A0, 무보증A-, 무보증BBB+, 무보증BBB0, 무보증BBB-, ABS, ABS AAA, ABS AA+,
ABS AA-, ABS A+, ABS A0, ABS A-, ABS BBB+, ABS BBB0, ABS BBB3 채권종류, 신용그룹, 발행기관, 표준산업분류, 그룹사 다양한 종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0000 입력시 전체 내역이 조회됩니다.
4 종목별 상장잔액 변경내역을 제공합니다.
- 변경일, 종목명, 변경전잔액, 변경후잔액, 증감액,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표준코드
- 종목명 더블클릭시 3904 종목요약정보 화면이 팝업됩니다.

5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종목검색 3022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검색

관련 화면
3000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상세
3028 - 발행정보 > 기타 > 상장잔액 변경내역2

특이 사항
채권종류로 조회시 조회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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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검색
화면 개요
여러 조건을 주어 다양한 유형의 종목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단일: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한개의 채권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여러개의 신용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잔존종목만을 클릭하면 만기가 지나지 않은 종목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항목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되는 채권의 발행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조건을 보이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5 선택한 검색조건을 저장하여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이
저장되어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22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검색 | 471
6 검색된 채권명 앞 선택박스를 클릭하고, 관심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채권들로 구성된 신규
포트폴리오가 생성 됩니다. 생성된 관심채권 리스트는 [F5]버튼이나 3805 등 채권 포트폴리오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7 검색된 채권명을 더블클릭하면 3904 채권종목정보 화면이 팝업됩니다.

관련 화면
3000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상세
3435 - 시가평가 > 채권종목 > 일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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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 발행정보 > 주요 > ELB(ELS)
화면 개요
●

ELB(Equity Linked Bond) 및 ELS(Equity Linked Securities)의 기관별 발행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을 조회할 발행일, 만기일 From To 날짜 조건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당일 ~ 당일입니다.
2 지정된 날짜에 포함된 ELB(ELS) 종목들의 발행기관별 집계 정보(발행기관별 발행액 및 종목수)를
제공합니다.
3 종목 상세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종목명, 종목코드, 다트 공시 링크, 발행일, 만기일, 지급주기, 상승참여율, 원금보장율, 최대수익률,
발행액, 통화구분, 발행기관명, 공사모구분, 기초자산정보 등

특이 사항
- 한번에 10,000건까지 조회되고 이후 조회건은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관련 화면
3026 - 발행정보 > 주요 > DLB(DLS)

3026 - 발행정보 > 주요 > DLB(DLS) | 473

3026 - 발행정보 > 주요 > DLB(DLS)
화면 개요
●

DLB(Derivative Linked Bond) 및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의 기관별 발행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을 조회할 발행일, 만기일 From To 날짜 조건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당일 ~ 당일입니다.
2 지정된 날짜에 포함된 DLB(DLS) 종목들의 발행기관별 집계 정보(발행기관별 발행액 및 종목수)를
제공합니다.
3 종목 상세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종목명, 종목코드, 다트 공시 링크, 발행일, 만기일, 원금보장율, 지급주기, 최대수익률, 최대손실율,
발행액, 통화구분, 발행기관명, 공모/사모, 기초자산, DLS조건

특이 사항
- 한번에 10,000건까지 조회되고 이후 조회건은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관련 화면
3024 - 발행정보 > 주요 > EL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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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 발행정보 > 기타 > 상장잔액 변경내역2
화면 개요
●

선택한 상장채권종목의 상장잔액 변경내역을 조회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코드를 지정합니다.
2 기본적인 채권 발행정보를 제공합니다.
- 종목명, 발행금액, 상장잔액, 발행일, 만기일, 선매출일, 이자유형, 이자주기, 표면금리, 할인율,
상장구분, 공사모구분, 선후순위구분, 주식관련옵션, 행사관련정보, 중도상환옵션관련정보,
유동화옵션
3 일자별 상장잔액 변경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추가발행이 발생하는 경우 상환액이 음수로 표시됩니다.

관련 화면

3028 - 발행정보 > 기타 > 상장잔액 변경내역2 | 475
3000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상세
3018 - 발행정보 > 기타 > 채권 상장잔액 변경내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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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 발행정보 > 기타 > 이표락 종목검색
화면 개요
●

당일포함 4영업일 이내 이표락 발생 종목 및 기간별 현금흐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이표락 선택시 당일포함 4영업일 이내의 이표락 발생 대상 종목 리스트를 조회합니다.
날짜는 이표락 대상 날짜입니다.

현금흐름 선택시 설정한 기간내 발생하는 현금흐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종목정보가 표시됩니다.
- 종목명, 다트 공시 링크, 종목코드, 발행일, 만기일, 표면금리, 이자유형, 이자주기.
만원당 이자금액(이표일, 금액)
- 종목명 더블클릭시 3005 현금흐름 화면이 팝업됩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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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상세
3005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별 현금흐름

특이 사항
이표락 대상 종목은 TR3000 등에서 종목명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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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 발행통계 > 종합
화면 개요
한국거래소에서 코드를 부여한 전체 채권에 대하여 종목
발행정보를 이용하여 CHECK에서 매일 산출한 통계
정보입니다.

화면 설명

1 조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서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일이 속한 일/주/월/분기/년의
발행통계가 조회됩니다.
2 채권 분류 기준을 선택합니다.
-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4사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CHECK에서 보수적인 기준으로 분류
- 채권종류별: 국채/지방채/특수채/통안채/금융채/회사채 등 CHECK에서 분류한 채권종류
* 화면 하단에 별표(*)와 함께 제공되고 있는 채권 종류(후순위채, ABS 등)은 별도 구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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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산출시 제외해야 합니다.
- KRX분류: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분류한 채권종류
3 채권 발행 집계 시점을 채권 발행일/매출일 중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ELS/DLS 발행통계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발행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통계치의 단위(백만원/억원/십억원/조원)를 선택합니다.
6 채권종류 상세분류를 펼치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7 순발행액 = 발행액 - 상환액
8 상단에 조회된 채권종류를 더블클릭하면 추이가 조회됩니다.
9 상단에 조회된 채권종류를 더블클릭하면 해당 채권종류에 속하는 채권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031 - 발행통계 > 추이
3032 - 발행통계 > 만기도래
3781 - 유통통계>일별(시장전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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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 발행통계 > 추이
화면 개요
전체 채권 및 주요 채권에 대한 각종 발행통계를 기간별(일,주,월) 추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앞 조회구간 선택콤보에서 '주', '월' 선택시 : 지정일이 속한 '주', '월'의 합계를 제공합니다.
시작일과 마지막일을 캘린더를 이용하여 선택하거나 날짜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분류 기준을 선택합니다.
-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4사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CHECK에서 보수적인 기준으로 분류
- 채권종류별: 국채/지방채/특수채/통안채/금융채/회사채 등 CHECK에서 분류한 채권종류
* 화면 하단에 별표(*)와 함께 제공되고 있는 채권 종류(후순위채, ABS 등)은 별도 구분으로서
총계 산출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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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분류: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분류한 채권종류
3 채권 발행 집계 시점을 채권 발행일/매출일 중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콤보를 선택하면 발행액, 상환액, 순발행액, 잔액, 잔액증가율, 종목수, 종목당 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ELS/DLS 발행통계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발행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통계치의 단위(백만원/억원/십억원/조원)를 선택합니다.
7 채권 종류를 선택하면 화면 하단의 추이 탭에 선택한 채권종류의 추이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화면 상단의 채권종류 옆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해당 채권종류의 추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9 화면 상단의 채권 소분류별 통계치를 더블클릭하면 해당일 통계치를 구성하는 채권종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 데이터 산출방식
보유하고 있는 종목 발행정보를 이용하여 CHECK에서 매일 산출함
- 순발행액 = 발행액 - 상환액

관련 화면
3030 - 발행통계 > 종합
3032 - 발행통계 > 만기도래
3781 - 유통통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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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 발행통계 > 만기도래
화면 개요
전체 채권 및 주요 채권에 대한 각종 만기통계를 기간별(일,주,월)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앞 조회구간 선택콤보에서 '주', '월' 선택시 : 지정일이 속한 '주', '월'의 합계를 제공합니다.
시작일과 마지막일을 캘린더를 이용하여 선택하거나 날짜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분류 기준을 선택합니다.
-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4사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CHECK에서 보수적인 기준으로 분류
- 채권종류별: 국채/지방채/특수채/통안채/금융채/회사채 등 CHECK에서 분류한 채권종류
* 화면 하단에 별표(*)와 함께 제공되고 있는 채권 종류(후순위채, ABS 등)은 별도 구분으로서
총계 산출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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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분류: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분류한 채권종류
3 ELS/DLS 발행통계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발행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통계치의 단위(백만원/억원/십억원/조원)를 선택합니다.
5 채권 종류 앞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화면 하단 추이 탭에서 선택한 채권종류의 만기도래액
추이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화면 상단의 채권종류 옆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해당 채권종류의 추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화면 상단의 채권 통계치를 더블클릭하면 해당일에 만기도래하는 채권종목 리스트를 조회합니다.

특이 사항
- 데이터 산출방식
보유하고 있는 종목 발행정보를 이용하여 CHECK에서 매일 산출함

관련 화면
3031 - 발행통계 > 추이
3030 - 발행통계 > 종합
3781 채권>유통통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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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그룹사)
화면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 그룹사(대기업 그룹집단)별 발행/상환/잔존 통계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분기/년별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월/분기/년인 경우 해당 기간의 합산(발행, 상환) 및 최종(잔존)값을 제공합니다.
2 금액 및 기관(종목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금액 : 발행액, 상환액, 만기 구분별 잔존액
- 기관(종목수) : 화면 상단의 그룹별 통계 표시 부분은 기관수, 화면 하단의 발행기관별 통계 표시
부분은 종목수를 나타냅니다.
3 제공되는 통계의 단위(백만원/억원/십억원/조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대기업 그룹집단 순위별 발행/상환 및 잔존만기 구분(1M, 2M, 3M, 6M, 9M, 1Y, 1Y6M, 2Y, 2Y6M, 3Y,
4Y, 5Y, 10Y, 10Y~)별 금액 및 그룹사별 발행기관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상단에서 선택한 그룹사의 소속 발행기관 통계가 제공됩니다.
기관별 발행/상환 및 잔존만기별 금액 및 기관별 종목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명을 더블클릭하여 발행기관 종합(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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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3034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전체)
3035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상세)
3036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만기도래(그룹사)
3037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만기도래(상세)
3038 - 발행통계 > 그룹사별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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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전체)
화면 개요
●

전체 채권 발행기관(2017년 10월 기준 6,600여개)에 대한 발행, 상환, 잔존 등 발행통계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당일입니다.
주 : 주말(일요일) 기준, 월/분기/년 : 월/분기/년말일 기준
2 발행기관 구분을 선택합니다.
- 전체, KOSPI 소속 기관, KOSDAQ 소속 기관, K-OTC 소속 기관, Term-Structure 산출 대상 기관
3 금액(발행액, 상환액, 만기별 잔액) 및 기관별 종목수(발행종목수, 상환종목수, 잔존종목수) 구분을
선택합니다.
4 금액단위를 선택합니다. (백만원/억원/십억원/조원)
5 발행기관별 발행통계 내역을 조회합니다.
- 발행, 상환, 잔존 금액 및 기관별 종목수를 제공합니다.
- 잔존의 경우 1M, 2M, 3M, 6M, 9M, 1Y, 1Y6M, 2Y, 2Y6M, 3Y, 4Y, 5Y, 10Y, 10Y초과의 만기 구분으로
제공됩니다.
- 발행기관명을 더블클릭하면 3035 발행기관별 종합(상세) 화면이 팝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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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3035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상세)
3037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만기도래(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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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상세)
화면 개요
●

채권 발행기관에 대한 발행통계(발행, 상환, 순발행, 잔존) 추이 및 차트, 상세 구성종목 현황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 기간 및 주기를 선택합니다. 기본설정은 일별, 1년전 ~ 당일 입니다.
2 발행기관 코드를 조회합니다. 발행기관명 및 신용그룹명이 함께 표시됩니다.

3

6 번에 조회되는 데이터를 금액, 종목수 중에 선택합니다.

4 잔존만기 구분을 전체, 1M, 2M, 3M, 6M, 9M, 1Y, 1Y6M, 2Y, 2Y6M, 3Y, 4Y, 5Y, 10Y, 10Y 초과 중에
선택합니다.
5 금액 조회시 단위를 선택합니다. 백만원, 억원, 십억원, 조원
6 발행, 상환, 순발행(발행-상환), 잔존, 증가율 추이를 제공합니다. 그리드 헤더의 체크박스에 체크된
지표를 7 번 영역에서 차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6 번 영역에서 체크한 지표들의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6 번 영역의 데이터 셀을 더블클릭하면 상세 종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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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명, 다트 공시 링크, 발행일, 만기(상환)일, 잔존구간, 발행(상환)액, 상장잔액, 상장여부,
공사모구분, 종목코드, 통화, 신용그룹명
-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3904 종목요약 화면이 팝업됩니다.

관련 화면
3034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전체)
3037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만기도래(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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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만기도래(그룹사)
화면 개요
●

그룹사별 채권 만기도래 현황을 조회합니다.

화면 설명

1 만기도래액을 조회할 기준일을 지정합니다. 기준일 기준으로 이후의 기간을 조회합니다.

2

3 번에서 조회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상환액 및 종목수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3 그룹사별 미래 상환액 및 상환종목수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룹사명을 더블클릭하면 3038 그룹사별 발행기관 화면이 팝업됩니다.
4 상환액 조회시 금액단위를 선택합니다. 백만원, 억원, 십억원, 조원

관련 화면
3033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그룹사)
3035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상세)
3036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만기도래(그룹사)
3038 - 발행통계 > 그룹사별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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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만기도래(상세)
화면 개요
●

발행기관의 채권 만기도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캘린더에 설정된 기준일 이후의 만기도래 현황이 조회됩니다.
2 발행기관 코드로 발행기관을 조회합니다. 기관명과 신용그룹이 함께 표시됩니다.
3 상환액 단위를 백만원/억원/십억원/조원 중에서 선택합니다.
4 상환액 및 상환종목수 추이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상환액 및 상환종목수 셀을 더블클릭하면 6 번 영역에 상세 종목의 상환액, 종목수 정보가
표시됩니다.

5

4 번 영역에서 조회된 상환액 및 종목수 추이가 차트로 조회됩니다.

6 상세 종목 내역이 표시됩니다.
- 종목명, 다트 공시 연결, 발행일, 만기일, 상환액, 상장잔액, 상장여부, 공사모구분, 종목코드
통화, 신용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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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3034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전체)
3035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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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 발행통계 > 그룹사별 발행기관
화면 개요
●

그룹사별 발행기관별 발행, 상환, 잔존 요약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통계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그룹사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금액 및 종목수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금액은 백만원/억원/십억원/조원 중에 선택가능 합니다.
4 그룹사 소속 발행기관별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발행액(종목수), 상환액(종목수), 잔존금액(종목수), 신용그룹
- 발행기관명을 더블클릭하면 3035 발행기관별 종합(상세) 화면이 팝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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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발행통계 3035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상세)
만기도래 3037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만기도래(상세)

관련 화면
3033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종합(그룹사)
3036 - 발행통계 > 발행기관별 만기도래(그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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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 단기자금 > 전단채 > 전자단기사채 발행정보
화면 개요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발행기관 : 발행기관 검색창에서 발행기관코드 및 발행기관명으로 검색 가능
00000 입력시 전체 발행기관 조회
2 발행일/만기일 : 발행일 및 만기일 두개 중 하나 이상의 정보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조회 가능
3 일물 : 1일~10일, 11일~29일, 30일~89일, 90일~179일, 180일~1년미만, 1년이상으로 구분
등급 : A1, A2+, A2, A2-, A3+, A3, A3-, B, B미만으로 구분
종류 : 일반, AB, PF AB, 특수로 구분
4 조회 데이터
- 종목명, 발행기관, 종목코드, 일물,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신용등급(대표등급, 평가사1, 등급1, 평가사2, 등급2),
통화, 보증구분, 종류(일반, AB, PF AB, 특수), 공사모구분, 보증기관, AB기초자산,
원천징수구분, 권면분할 가능여부, 발행지급대리인, 자금결제대리인, 인수기관예탁계좌,
기관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QIB여부, QIB해지일

특이 사항
- 해당 정보는 일별 데이터 건수가 많으므로 조회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7일이내의 발행일, 만기일 기간 이내의 정보를 조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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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5, 3046, 3047, 3048, 3049 화면으로 제공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 정보는 신청자
대상으로 제공가능한 정보입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577 - 7889 (선택번호1)

관련 화면
3046 - 단기자금 > 전단채 > 전자단기사채 발행통계
3047 - 단기자금 > 전단채 > 전자단기사채 만기도래
3048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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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 단기자금 > 전단채 > 전자단기사채 발행통계
화면 개요
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 발행정보로 발행, 만기, 순발행, 잔존채권의 금액, 기관수, 종목수를 집계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별 전단채 발행/만기/순발행/잔존별 금액, 발행기관수, 종목수 통계 조회
2 전단채 구분 : 전체/일반/AB/PF/PF AB/특수
3 조회 옵션별 데이터
- 발행액 : 선택한 발행일(주/월)에 발행된 전단채 종목들의 발행액 합계
- 발행기관수 : 선택한 발행일(주/월)에 발행된 전단채 종목들의 발행기관수 합계
- 발행종목수 : 선택한 발행일(주/월)에 발행된 전단채 종목들의 발행종목수 합계
- 만기상환액 : 선택한 만기일(주/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단채 종목들의 발행액 합계
- 만기기관수 : 선택한 만기일(주/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단채 종목들의 발행기관수 합계
- 만기종목수 : 선택한 만기일(주/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단채 종목들의 발행종목수 합계
- 순발행액 : 선택한 날짜(주/월)의 발행액 - 만기상환액
- 잔존액 : 선택한 날짜(주/월) 기준 잔존종목들의 발행액 합계
- 잔존기관수 : 선택한 날짜(주/월) 기준 잔존종목들의 발행기관수 합계
- 잔존종목수 : 선택한 날짜(주/월) 기준 잔존종목들의 발행종목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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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발행 금액(억원)은 발행액 - 만기도래액으로 산출되며 발행기관수, 종목수는 산출대상이 아닙니다.
4 발행통계
- 신용그룹별 만기일물별 발행통계 조회
- 신용그룹 : 기타에는 유보, 취소, 무등급 등 포함
- 만기 : 10일이하(1일~10일), 30일미만(11일~29일), 90일미만(30일~89일), 180일미만(90~179일),
1년미만(180일~364일), 1년이상(365일~)
- 해당 정보셀을 더블클릭하면 하단에 추이 및 상세 구성 종목 정보 조회 가능
5 발행통계 차트
- 신용등급별 만기일물별 발행통계 차트 제공
- 기본적으로 A1, A2+, A2 등급이 조회되며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 클릭으로 신용등급 추가 가능
- 전체는 신용등급전체 합산 정보임
6 통계추이
- 발행, 만기, 순발행, 잔존에 대한 시계열 추이 조회 가능
- 잔존에 대한 정보가 발행, 만기에 대한 정보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분리하여 조회하도록 권장
7 상세 구성종목 정보
- 개별 구성종목의 종목명, 발행기관, 일물,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신용등급, 보증구분, 종류, 종목코드,
발행방법 정보를 제공

특이 사항
- 3045, 3046, 3047, 3048, 3049 화면으로 제공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 정보는 신청자
대상으로 제공가능한 정보입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577 - 7889 (선택번호1)

관련 화면
3045 - 단기자금 > 전단채 > 전자단기사채 발행정보
3047 - 단기자금 > 전단채 > 전자단기사채 만기도래
3048
3049

3047 - 단기자금 > 전단채 > 전자단기사채 만기도래 | 499

3047 - 단기자금 > 전단채 > 전자단기사채 만기도래
화면 개요
●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 발행정보로 미래의 만기도래액을 만기일별로 집계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만기도래통계 구분 선택
- 일/주/월별 신용등급별, 전체/일반/AB/PF AB/특수 구분별, 만기도래 금액, 기관수, 종목수
통계 조회
2 만기도래통계 추이
-선택한 기간의 만기일물별 만기도래 추이 정보 제공
- 만기 : 10일이하(1일~10일), 30일미만(11일~29일), 90일미만(30일~89일), 180일미만(90~179일),
1년미만(180일~364일), 1년이상(365일~)
- 조회주기를 일/주/월별로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치 더블클릭시 하단에 상세 구성종목 조회 가능
3 만기도래통계차트
- 조회된 만기도래통계를 일물별 비교차트로 표시
4 상세 구성 종목 정보
- 개별 구성종목의 종목명, 발행기관, 일물,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신용등급, 보증구분, 종류,
종목코드, AB기초자산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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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3045, 3046, 3047, 3048, 3049 화면으로 제공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 정보는 신청자
대상으로 제공가능한 정보입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577 - 7889 (선택번호1)

관련 화면
3045 - 단기자금 > 전단채 > 전자단기사채 발행정보
3046 - 단기자금 > 전단채 > 전자단기사채 발행통계
3048
3049

3065 - 단기자금 > CD/CP > 발행정보(예탁원) | 501

3065 - 단기자금 > CD/CP > 발행정보(예탁원)
화면 개요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기업어음(CP) 발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발행기관 : 발행기관 검색창에서 발행기관코드 및 발행기관명으로 검색 가능
00000 입력시 전체 발행기관 조회
2 발행일/만기일 : 발행일 및 만기일 두개 중 하나 이상의 정보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조회 가능
3 일물 : 1일~10일, 11일~29일, 30일~89일, 90일~179일, 180일~1년미만, 1년이상으로 구분
등급 : A1, A2+, A2, A2-, A3+, A3, A3-, B, B미만으로 구분
종류 : 일반CP, 유동화회사ABCP, Standalone유한회사ABCP, Conduit주식ABCP로 구분
4 조회 데이터
- 종목명, 발행기관, 종목코드, 일물,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신용등급(대표등급-4개 기관 등급 중 가장 보수적 등급, 한신평, 한기평, 한신정, 서신정),
통화, 보증구분, 종류(일반CP, 유동화ABCP , 유한ABCP , 주식ABCP),
발행방법(실물발행, 전액등록, 부분등록, 청약증거금영수증발행, 전액불소지, 부분불소지),
원천징수시기(원천징수 의무(상환시), 원천징수 완료(매출시), 미확정), 할인기관, 지급은행,
어음번호구분, 어음번호, 이자방식(할인식, 부리식),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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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일별 데이터 건수가 많으므로 조회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7일이내의 발행일, 만기일 기간 이내의 정보를 조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3065, 3066, 3067화면으로 제공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기업어음(CP)정보는 '14.07.01부터 신청자
대상으로 제공가능한 정보입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577 - 7889 (선택번호1)
(채권 고급 권한이 있는 경우 추가과금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 화면
3066 - 단기자금 > CD/CP > CP 발행통계(예탁원)
3067 - 단기자금 > CD/CP > CP 만기도래(예탁원)

3066 - 단기자금 > CD/CP > CP 발행통계(예탁원) | 503

3066 - 단기자금 > CD/CP > CP 발행통계(예탁원)
화면 개요
예탁결제원의 기업어음 발행정보로 발행, 만기, 순발행, 잔존채권의 금액, 기관수, 종목수를 집계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별 전체/CP/ABCP에 대한 발행/만기/순발행/잔존별 금액, 발행기관수, 종목수 통계 조회
2 순발행 금액(억원)은 발행액 - 만기도래액으로 산출되며 발행기관수, 종목수는 산출대상이 아닙니다.
3 조회 옵션별 데이터
- 발행액 : 선택한 발행일(주/월)에 발행된 기업어음 종목들의 발행액 합계
- 발행기관수 : 선택한 발행일(주/월)에 발행된 기업어음 종목들의 발행기관수 합계
- 발행종목수 : 선택한 발행일(주/월)에 발행된 기업어음 종목들의 발행종목수 합계
- 만기상환액 : 선택한 만기일(주/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 종목들의 발행액 합계
- 만기기관수 : 선택한 만기일(주/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 종목들의 발행기관수 합계
- 만기종목수 : 선택한 만기일(주/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 종목들의 발행종목수 합계
- 순발행액 : 선택한 날짜(주/월)의 발행액 - 만기상환액
- 잔존액 : 선택한 날짜(주/월) 기준 잔존종목들의 발행액 합계
- 잔존기관수 : 선택한 날짜(주/월) 기준 잔존종목들의 발행기관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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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종목수 : 선택한 날짜(주/월) 기준 잔존종목들의 발행종목수 합계
4 발행통계
- 신용그룹별 만기일물별 발행통계 조회
- 신용그룹 : 기타에는 유보, 취소, 무등급 등 포함
- 만기 : 10일이하(1일~10일), 30일미만(11일~29일), 90일미만(30일~89일), 180일미만(90~179일),
1년미만(180일~364일), 1년이상(365일~)
- 해당 정보셀을 더블클릭하면 하단에 추이 및 상세 구성 종목 정보 조회 가능
5 발행통계 차트
- 신용등급별 만기일물별 발행통계 차트 제공
- 기본적으로 A1, A2+, A2 등급이 조회되며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 클릭으로 신용등급 추가 가능
- 전체는 신용등급전체 합산 정보임
6 통계추이
- 발행, 만기, 순발행, 잔존에 대한 시계열 추이 조회 가능
- 잔존에 대한 정보가 발행, 만기에 대한 정보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분리하여 조회하도록 권장
7 상세 구성종목 정보
- 개별 구성종목의 종목명, 발행기관, 일물,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신용등급, 보증구분, 종류, 종목코드,
발행방법 정보 등

특이 사항
- 3065, 3066, 3067화면으로 제공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기업어음(CP)정보는 '14.07.01부터 신청자
대상으로 제공가능한 정보입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577 - 7889 (선택번호1)
(채권 고급 권한이 있는 경우 추가과금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 화면
3065 채권>콜/RP/CD/CP> CD/CP> CP발행정보(예탁원)
3067 - 단기자금 > CD/CP > CP 만기도래(예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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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 단기자금 > CD/CP > CP 만기도래(예탁원)
화면 개요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업어음 발행정보로 미래의 만기도래액을 만기일별로 집계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만기도래통계 구분 선택
- 일/주/월별 신용그룹별, 전체/CP/ABCP,만기도래액,만기도래기관수, 만기도래종목수 통계 조회
*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만기도래통계 추이
-선택한 기간의 만기일물별 만기도래 추이 정보 제공
- 만기 : 10일이하(1일~10일), 30일미만(11일~29일), 90일미만(30일~89일), 180일미만(90~179일),
1년미만(180일~364일), 1년이상(365일~)
- 조회주기를 일/주/월별로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치 더블클릭시 하단에 상세 구성종목 조회 가능
3 만기도래통계차트
- 조회된 만기도래통계를 일물별 비교차트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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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 구성 종목 정보
- 개별 구성종목의 종목명, 발행기관, 일물,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신용등급, 보증구분, 종류,
종목코드, 발행방법 정보 등

특이 사항
- 3065, 3066, 3067화면으로 제공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기업어음(CP)정보는 '14.07.01부터 신청자
대상으로 제공가능한 정보입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577 - 7889 (선택번호1)
(채권 고급 권한이 있는 경우 추가과금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 화면
3065 채권>콜/RP/CD/CP> CD/CP> CP발행정보(예탁원)
3066 - 단기자금 > CD/CP > CP 발행통계(예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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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 발행정보 > 기타 > 국채 STRIPS
화면 개요
* 국고채 STRIPS 종목에 대한 발행정보 및 일별 공시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택된 기준일에 잔존만기가 남아있는 국고채 STRIPS 종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표면금리
- STRIPS 발행시의 표면금리는 공시 수익률을 이용하여 산출한 가상표면금리로 결정됩니다.
2 공시가격
- 공시수익률, 가격은 민간채권평가 3개사(KIS채권평가, NICE P&I, 한국자산평가)에서 평가하는
종목별 수익률, 가격의 산술평균값입니다.
3 가상표면금리
- 스트립 행사전 종목의 예상 표면금리
- 스트립 행사일의 가상표면금리가 해당 종목의 표면금리로 확정
* ( 1 - Rounddown( 10000 / ( 1 + 공시수익률 ) ^ 잔존년수 /
( 1 + 공시수익률 * 연미만잔존일수 / 365 ) , 0 ) / 10000 ) / ( 잔존년수 + 연미만잔존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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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목 정보
-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종목별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Yield Curve 및 발행액 차트
- 잔존 만기별로 스트립 채권의 공시수익률 및 가상표면금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 한국거래소에 신고된 채권 발행정보를 기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3000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상세
3703 - 유통종합 > 건별 체결
3435 - 시가평가 > 채권종목 > 일별추이
3471 - 단가계산 > 발행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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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 장내국채 > 호가(6종목)
화면 개요
- 국채전문유통시장(KTS)의 매도/매수 5단계 호가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체결보기/숨김
- 버튼을 클릭하시면 호가정보 화면 하단에 체결내역을 보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2 시세감시
- 시세감시 기능을 이용하면 매도/매수/체결 수익률이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종목명 부분
배경색이 빨갛게 표시됩니다.
- 한 종목의 수익률 감시 및 두 종목간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팝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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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만족 후 감시 해제] 클릭시, 한 번 조건이 만족되면 결과를 표시 한 후 설정이 해제됩니다.
3 종목검색콤보에서 국고채 종목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정보 제공 : 한국거래소, 코스콤, 채권평가사 4사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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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 장내국채 > 현재가
3083 - 장내국채 > 시세표
3084 채권> 장내국채> 호가(N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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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 장내국채 > 체결
화면 개요
●

장내국채시장의 실시간 종목 체결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장내국채시장 거래종목을 선택합니다.
종목검색창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종목리스트에서 편리하게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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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간 시세 반영]을 체크하면 건별 체결내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3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건별체결 3703 - 유통종합 > 건별 체결
종목체결 3704 - 유통종합 > 종목별 체결
4 종목명, 지표구분, 시/고/저 가격 및 수익률, 체결건수, 거래량, 거래대금 등의 요약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3904 화면이 팝업됩니다.
5 시간, 현재가(가격 및 수익률), 전일종가대비(가격 및 수익률), 민평3사/4사 대비 스프레드,
거래량, 거래대금 추이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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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 장내국채 > 호가(6종목)
3082 - 장내국채 >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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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 장내국채 > 현재가
화면 개요
한국거래소(KRX)의 국채전문유통시장(KTS-KRX Trading System for government securities) 의 종목별 거래 정보를 종합
적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콤보 클릭으로 국고채 종목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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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가 3080(장내국채 6종목 호가창) 화면 연결
시세표 3083(장내국채 전종목 시세표) 화면 연결
3 선택된 종목의 발행정보 조회(발행일, 만기일, 상장일, 상장액, 표면금리, 잔존일, 대용가, 기준가)
4 선택된 종목의 현재 시세 조회(현재/시/고/저 가격 및 수익률, 민평대비 스프레드, 거래량 등)
5 실시간 체결 Tick 정보 조회 및 체결성향(B, BB, S, SS) 제공
B 최우선 매도호가 체결 후 호가 변경 없음
BB 최우선 매도호가 체결 후 호가 변경 있거나 차우선 매도호가 체결
S 최우선 매수호가 체결 후 호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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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최우선 매수호가 체결 후 호가 변경 있거나 차우선 매수호가 체결
6 5단계 매수호가, 매도호가창 제공
7 틱차트, 일별추이, 일별차트, 민평대비 스프레드, 거래비중, 매물대차트 제공
• 틱차트 : 실시간 체결 수익률/가격 및 거래량 차트 제공

• 일별추이 : 일별 종가 수익률/가격 및 거래량/거래대금 추이 제공

• 일별차트 : 일별 종가/수익률 봉차트 및 거래량 차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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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평SP : 일별 종가수익률과 민평 수익률과의 스프레드 차트 제공

• 거래비중 : 체결 가격대별 체결성향에 따른 매수거래량, 매도거래량 비중을 제공
조회버튼 클릭으로 현재시점 거래량으로 업데이트 가능함

• 매물대차트 : 체결 가격대별 매수거래량, 매도거래량을 차트로 제공
시간대별 체결가격추이도 함께 제공
조회버튼 클릭으로 현재시점 거래량으로 업데이트 가능함

3082 - 장내국채 > 현재가 | 519

특이 사항
정보 제공 : 한국거래소, 코스콤, 채권평가사 4사
체결성향 정보는 CHECK 자체산출

관련 화면
3101 - 시장종합 > 국채시장
3100 - 시장종합 > 전체시장
3074 발행정보 > 기타 > 국채 종목현황(기본)
3080 - 장내국채 > 호가(6종목)
3084 장내국채 > 호가(N종목)(기본)
3085 장내국채 > 호가추이
3081 - 장내국채 > 체결
3083 - 장내국채 > 시세표
3086 장내국채 > 건별 체결
3087 장내국채 > 종목별 체결
3090 장내국채 > 거래통계(기본)
3716 장내국채 > 장내시장 매매대상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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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 장내국채 > 시세표
화면 개요
●

장내국채시장 거래종목들의 매수호가, 매도호가, 체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 장내국채시장의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도 최우선호가/수익률/잔량, 매수 최우선호가/수익률/잔량, 체결가격/수익률/
민평(3사, 4사)대비 스프레드/거래량)
- 선매출 - 지표 - 경과종목 순으로 시세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 제공합니다.
- 장외시장의 정보(15분 체결 및 메신저 장외호가)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특이 사항
-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종목 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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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3080 - 장내국채 > 호가(6종목)
3082 - 장내국채 >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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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 차트 > 국채시장
화면 개요
●

국고 3Y, 5Y, 10Y, 20Y, 30Y, 물가 10Y에 대한 시계열(장내국채, 장외15분체결, 민평) 차트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기간을 설정(기본은 1년전~ 당일)합니다. 일자를 고정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장내국채시장 종가, 장외시장 15분 체결 종가, 민평3사, 민평4사 수익률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체크하여 종목 및 스프레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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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한 국고채에 대한 시계열 차트가 표시됩니다.
5 선택한 국고채간 스프레드에 대한 시계열 차트가 표시됩니다.
6 선택한 국고채별 거래대금이 막대차트로 표시됩니다.

관련 화면
3704 - 유통종합 > 종목별 체결
3087
3211 - 장외(15분체결) > 종목별 체결
3435 - 시가평가 > 채권종목 > 일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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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 시장종합 > 전체시장
화면 개요
●

장내/장외 주요지표 수익률 및 발행 유통실적 현황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 데이터 조회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2 국고채(3Y, 5Y, 10Y, 20Y, 30Y)에 대한 장내국채(KTS)시장 체결 수익률 및 최종호가수익률,
산금채, 한전채, 회사채, CD 최종호가수익률, 한국자금중개 콜금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고채 수익률은 장내/장외 선택 가능합니다.
3 왼쪽 지표리스트의 체크박스에 체크된 지표들의 시계열 추이가 차트로 제공됩니다.
4 전체채권시장의 발행(발행액, 상환액, 잔액, 종목수), 유통 현황(거래대금)을
채권종류별로 제공합니다.
5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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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유통실적은 장내시장 장외시장 합계 정보입니다.

관련 화면
장내국채 3101 - 시장종합 > 국채시장
최종호가 3220 - 주요금리 > 최종호가수익률(종합)
주요채권 3705 - 유통종합 > 주요채권 시세표
시장동향 3104 - 시장종합 > 채권데일리
발행실적 3030 - 발행통계 > 종합
유통실적 3781 채권 > 유통통계 > 종합
거래통계 3090 채권 > 장내국채 > 거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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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 시장종합 > 국채시장
화면 개요
●

국고채 지표종목의 장내국채시장 시세 및 최종호가수익률, 국채선물 시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국고채 지표(3, 5, 10, 20, 30Y) 종목의 장내국채시장 현재가(수익률, 가격), 민평(3사, 4사) 대비,
거래량, 거래대금, 매도최우선호가, 매수최우선호가, 최종호가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TR3082(장내국채 현재가) 화면이 팝업됩니다.
2 3년/10년 국채선물의 당일 실시간 시세가 제공됩니다.
- 현재가(수익률, 가격), 전일대비, 계약금액, 미결제수량
선물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TR4102(금리선물) 화면이 팝업됩니다.
3 금융투자협회 제공 최종호가수익률 정보 및 콜금리(한국자금중개기준 당일 가중평균 전체만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종호가수익률 영역을 더블클릭하면 TR3220 최종호가수익률(종합) 화면이 팝업됩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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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 장내국채 > 현재가
4102
3220 - 주요금리 > 최종호가수익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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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 시장종합 > 주요금리
화면 개요
●

국고채 장내/장외 실시간 시세 및 선물시세, 최종호가수익률, 만기별 스왑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국고채 3Y, 5Y, 10Y, 20Y, 30Y 지표 관련 수익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민평3사/4사, KTS시장 체결 수익률, K-Bond 현재가, 국채선물 현재가, 최종호가수익률
- 민평, 장내지표, 장외호가 영역 더블클릭시 3705 주요채권시세표 화면이 팝업됩니다.
- 최종호가 영역 더블클릭시 3220 최종호가수익률(종합) 화면이 팝업됩니다.
2 금융투자협회 고시 최종호가수익률 및 한국자금중개 전체만기 가중평균 CALL 금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 CALL 영역 더블클릭시 2515 콜 일중 체결(건별) 화면이 팝업됩니다.
- CD, 통안, 국고 영역 더블클릭시 3220 최종호가수익률(종합) 화면이 팝업됩니다.
3 만기별 해외국채금리를 제공합니다. 왼쪽 헤더에서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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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터키, 남아공
- 영역 더블클릭시 3931 해외국채 국가별 화면이 팝업됩니다,
4 한국자산평가 SPOT RATE 및 LIBOR 금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SPOT 영역 더블클릭시 3737 Spot Rate 화면이 팝업됩니다.
- LIBOR 영역 더블클릭시 3921 LIBOR/EURIBOR/TIBOR 화면이 팝업됩니다.
5 KRW IRS 및 USD IRS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역 더블클릭시 3911 IRS/CRS 시세표1 화면이 팝업됩니다.
6 CBOT 국채선물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3705 - 유통종합 > 주요채권 시세표
3220 - 주요금리 > 최종호가수익률(종합)
2515
3931
3737
3921 - 해외금리 > LIBOR/EURIBOR/TIBOR
3911
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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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 시장종합 > 채권데일리
화면 개요
* 국내금리, 해외주요금리, 환율, 스왑, 국채선물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1일 2회 (11시 30분 기준, 15시 30분 기준) 업데이트 됩니다.
- CALL은 한국자금중개에서 제공하는 일물별 가중평균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며, 전일기준 값은 2551
화면에서 제공하는 마감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2 - 해외 국채에 대한 실시간 금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일자 조회시, 조회일 수익률, 전일 대비, 전주 대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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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달러/원, 달러/엔, 유로/달러 및 리보금리, 한국CDS, 한은준금리, 미연준 정책금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달러/원 환율은 서울외국환 중개의 정보입니다.
4 Prebon, ICAP, Tradition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IRS, CRS 정보를 제공합니다.
5 국고채 지표물의 장내국채시장 수익률, 장외호가 수익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6 국채선물 3년물, 10년물의 현재가, 수익률, 대비, 이론가, 거래량, 미결제량을 제공합니다.
7 채권현물의 장외시장 투자자별 거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점 기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8 국채선물의 투자자별 순매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상세 화면이 팝업됩니다.

관련 화면
2515 경제금융> 콜/RP/CD/CP> 콜> 일중체결(건별)
3101 - 시장종합 > 국채시장
3220 - 주요금리 > 최종호가수익률(종합)
3921 - 해외금리 > LIBOR/EURIBOR/TIBOR
3940 - 해외금리 > Markit CDS
3943 채권> 해외금리> 국가별정책금리
3904 - 시장종합 > 종목요약
3924 - 해외금리 > 해외국채 Matrix
3911 채권> SWAP> 전일대비[R]
3260 - 투자자 > (장외)종류/투자자 종합
4242 선물> 투자자(기타) > 일별순매수
5101 - 달러-원>현재가
5501 외환> 해외SPOT>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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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 장내일반 > 현재가
화면 개요
●

장내 일반채권시장의 실시간 호가 및 체결, 일별 추이, 차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채권 종목을 선택합니다.
종목명 영역을 더블클릭하면 3904 종목요약정보가 팝업됩니다.
2 선택한 종목의 기본 정보가 조회됩니다.
- 발행일, 만기일, 상장일, 상장액, 표면금리, 이벤트, 대용가, 긱준가, 공매가능여부, 정리매매대상여부
3 현재가, 대비(민평/종가), 시/고/저/평균가, 거래량/대금/건수 등 실시간 요약시세가 제공됩니다.
4 실시간 체결 Tick 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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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시간, 체결가격, 대비, 체결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5 5단계 호가현황을 제공합니다.
6 일별 체결 종가(수익률/가격) 및 거래량/대금 추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7 실시간 틱차트를 제공합니다.
- 수익률/가격 봉차트 및 거래량 당일 추이
8 일별차트를 제공합니다.
- 수익률/가격 봉차트 및 거래량 일별 추이
9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3117
3111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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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 장내소액 > 현재가
화면 개요
한국거래소(KRX)의 소액채권시장의 종목별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콤보 클릭으로 국민주택채 및 서울도시철도채 등 소액채권종목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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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3161 (장내소액 종류별 현재가) 화면 연결
시세표 3133 (장내소액 전종목 시세표) 화면 연결
신고시장 3136 (장내소액 신고시장가격) 화면 연결
3 선택된 종목의 발행정보(발행일, 만기일, 상장일, 상장액, 대용가, 기준가, 신고가격, 신고수익률,
표면금리 등) 조회
4 선택된 종목의 현재 시세 조회(현재/시/고/저 가격 및 수익률, 민평대비 스프레드, 거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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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간 체결 Tick 정보 조회
6 5단계 매수호가, 매도호가창 제공
7 틱차트, 일별추이, 일별차트, 민평대비 스프레드 제공
• 틱차트 : 실시간 체결 수익률/가격 및 거래량 차트 제공

• 일별추이 : 일별 종가 수익률/가격 및 거래량/거래대금 추이 제공

• 일별차트 : 일별 종가/수익률 봉차트 및 거래량 차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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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평SP : 일별 종가수익률과 민평 수익률과의 스프레드 차트 제공

특이 사항
틱차트의 경우 장시작(9시)와 장마감(15시)에 여러건의 동일한 시세가 발생하므로
동일시간, 동일수익률, 동일가격의 경우에는 차트에 연속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거래량을 합산하여 업데이트 합니다.

관련 화면
3133 장내소액 > 시세표
3161 장내소액 > 현재가(종류)
3134 장내소액 > 시세표(종류)
3160 장내소액 > 건별 체결
3130 장내소액 > 종목별 체결
3135 장내소액 > 거래통계
3136 장내소액 > 신고시장가격
3137 장내소액 > 단가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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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장내소액 > 신고시장가격
화면 개요
●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소액시장 신고시장 수익률 및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조회일을 선택합니다.
2 소액종류별 신고시장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 5시 30분 PM 경에 익일 데이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 신고시장가격 : 첨가소화국공채를 의무 매수하는 개인의 환금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공정가격에 의한
채권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수전담회원이 희망매수수익률을 신고하면 거래소가 높은 가격
10%와 낮은 가격 20%를 제외한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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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장가격은 익일의 장 종료 시 매매거래에 적용되므로 개인은 이 가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131
3133
3161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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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 장외(15분체결) > 건별 체결
화면 개요
●

장외채권시장에서 거래 체결 15분 이내 금융투자협회로 보고된 실시간 건별 체결 내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체결내역을 조회할 채권종류, 신용그룹, 발행기관, 표준산업분류, 그룹사 등 및 개별종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0000입력시 전체 내역이 조회됩니다.
2 선택된 채권종류, 신용그룹, 발행기관, 종목명 등이 표시됩니다.
3 대표적인 채권종류를 드랍다운 버튼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고 : 국고채, 국고(스트립)
- 통안
- 예보
- 국주 : 국주1종, 2종, 3종
- 지방 : 지역개발채, 서울도시철도, 지방도시철도, 공모지방채, 기타지방채
- 공사 : 특수채, 토지주택채, 대한주택공사채, 토지개발채, 한국전력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한국수자원공사채, 한국장학재단채, 한국가스공사채,
한국철도시설공단채, 한국철도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한국산업단지공단채,
한국지역난방공사채, 농금채, 주택금융공사채
- 은행 : 은행채, 산업, 기업, 수협, 수출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외환으로 합병되었으나 이전 발행기관 코드의 채권 만기가 남아있어 기관명 유지),
외환,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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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 카드채, 롯데, 삼성, 신한, 하나, 우리, KB국민, 현대
- 기타금융 : 리스, 종합금융, 할부금융, 증권금융, 기타금융
- 회사 : 회사채, 보증, 무보증, 무보증AAA, 무보증AA+, 무보증AA0, 무보증AA-, 무보증A+
무보증A0, 무보증A-, 무보증BBB+, 무보증BBB0, 무보증BBB-, ABS, ABS AAA, ABS AA+,
ABS AA-, ABS A+, ABS A0, ABS A-, ABS BBB+, ABS BBB0, ABS BBB-

4 조회 기간을 설정합니다. 기본은 당일 ~ 당일입니다.
5 거래량 조건으로 체결내역 필터가 가능하며, 거래량/대금의 조회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체결 시간으로 필터가 가능합니다.
7 실시간 업데이트 여부를 설정합니다.
8 상세 체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자, 시간, 종목명, 수익률, 가격, 민평(3사/4사), 스프레드, 결제구분, 거래량, 거래대금, 잔존일
(결제일, 만기일, 발행일), 유형(위탁, 직매), 성격(자기, 자전, 중개, 기타), 구분(매수, 매도)
-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3904 종목 요약정보 화면이 팝업됩니다.
9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관심건별 3812
유통검색 3722

특이 사항
- 매매구분(매수, 매도)는 익일 이후 제공됩니다.

관련 화면
3211 - 장외(15분체결) > 종목별 체결
3204
3212 - 장외(15분체결) > (장외)투자자별 종목체결
3232
3213
3722
3717 - 유통종합 > 기간별 거래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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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 장외(15분체결) > 종목별 체결
화면 개요
●

장외채권시장에서 거래 체결 15분 이내 금융투자협회로 보고된 종목별 체결 집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체결내역을 조회할 채권종류, 신용그룹, 발행기관, 표준산업분류, 그룹사 등 및 개별종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0000입력시 전체 내역이 조회됩니다.
2 선택된 채권종류, 신용그룹, 발행기관, 종목명 등이 표시됩니다.
3 대표적인 채권종류를 드랍다운 버튼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고 : 국고채, 국고(스트립)
- 통안
- 예보
- 국주 : 국주1종, 2종, 3종
- 지방 : 지역개발채, 서울도시철도, 지방도시철도, 공모지방채, 기타지방채
- 공사 : 특수채, 토지주택채, 대한주택공사채, 토지개발채, 한국전력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한국수자원공사채, 한국장학재단채, 한국가스공사채,
한국철도시설공단채, 한국철도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한국산업단지공단채,
한국지역난방공사채, 농금채, 주택금융공사채
- 은행 : 은행채, 산업, 기업, 수협, 수출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외환으로 합병되었으나 이전 발행기관 코드의 채권 만기가 남아있어 기관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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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카드 : 카드채, 롯데, 삼성, 신한, 하나, 우리, KB국민, 현대
- 기타금융 : 리스, 종합금융, 할부금융, 증권금융, 기타금융
- 회사 : 회사채, 보증, 무보증, 무보증AAA, 무보증AA+, 무보증AA0, 무보증AA-, 무보증A+
무보증A0, 무보증A-, 무보증BBB+, 무보증BBB0, 무보증BBB-, ABS, ABS AAA, ABS AA+,
ABS AA-, ABS A+, ABS A0, ABS A-, ABS BBB+, ABS BBB0, ABS BBB4 조회 기간을 설정합니다. 기본은 당일 ~ 당일입니다.
5 거래량 조건으로 체결내역 필터가 가능하며, 거래량/대금의 조회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기존에 등록된 관심채권에 대한 체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한 결과를
새로운 관심채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종목별 상세 체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자, 종목명, 만기, 최종 체결시간, 수익률, 가격, 수익률(시, 고, 저, 평균), 가격(시, 고, 저, 평균),
민평(3사, 4사) 수익률 및 가격, 민평대비 체결수익률 스프레드, 거래량 및 거래대금(총거래, 직매,
매수, 매도, 순매수), 건수, 발행일, 만기일, 잔존일, Mod. Dur, 신용그룹, 표면금리, 이자유형,
이자주기
-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3904 종목 요약정보 화면이 팝업됩니다.
8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유통검색 3722
유통순위 3717

관련 화면
3210 - 장외(15분체결) > 건별 체결
3204
3212 - 장외(15분체결) > (장외)투자자별 종목체결
3232
3213
3717 - 유통종합 > 기간별 거래순위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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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 장외(15분체결) > (장외)투자자별 종목체결
화면 개요
●

장외채권시장에서 거래 체결 15분 이내 금융투자협회로 보고된 종목별 체결 내역에 대한 투자자별 매매현황(총거래, 매수,
매도, 순매수 등)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채권종류 및 채권종목을 선택합니다.
2 날짜를 지정합니다. 기본설정은 전일 ~ 당일 입니다.
당일의 데이터는 익일 이후에 제공됩니다.
3 데이터 조회 유형 및 거래량/대금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 총거래, 매수, 매도, 순매수
- 백만, 억, 조
4 순매수 범위를 지정합니다.
5 거래량 범위를 지정합니다.
6 장외 투자자별 종목체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자, 종목명, 만기일, 투자자 구분별 순매수(총거래, 매수, 매도), 거래량(거래대금, 수익률)
- 투자자 구분 : 전체, 전체(증권제외), 증권, 은행, 보험+기금, 투신, 사모, 선물, 종신금, 외국인,
국가, 기타법인, 개인
(투자자 구분 중 보험 및 기금은 합산되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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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자별 조회 내역 합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이 사항
- 투자자 구분 예시
· 증권 : 증권사, 채권중개전문회사
· 선물 : 선물사
· 보험 :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
· 투신 :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및 공모투자회사
· 사모 :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사모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 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농협, 축협, 수협,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 종신금 :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 기금공제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 건설공제, 대한교원공제 등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구, 우체국, 노동부, 한국은행 등
· 기타법인 : 새마을금고, 신협, 금융공기업, 증권금융 등 내국 법인 및 상법상 일반 법인
· 순수외국인 : 금융위원회 규정에 의한 비거주 외국인(외국에 있는 투자은행이나 운용사 등)
· 기타외국인 : 순수외국인 이외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 일반외국법인
※ 거주중인 외국계 은행, 운용사, 보험사 등은 업종에 따라 은행, 투신, 보험으로 분류
(위의 구분은 예시정보로 실제 투자자 구분은 거래 계좌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관련 화면
3232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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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 주요금리 > 최종호가수익률(종합)
화면 개요
●

금융투자협회에서 일중 2회(11시30분 기준, 16시 기준) 수신하는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날짜를 조회합니다. 일/주/월 선택으로 이동평균 및 특정주/특정월말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 : 6일, 25일, 75일 이동평균 제공
- 주 : 4주, 13주, 52주 이동평균 제공
- 월 : 3월, 6월, 12월 이동평균 제공
2 국고채(1, 3, 5, 10, 20, 30, 50년), 국민주택1종, 통안채(91일, 1년, 2년), 한전채, 산금채, 회사채AA-,
회사채BBB-, CD 91일, CP 91일에 대한 최종호가수익률을 제공합니다.
(11시 30분 기준, 16시 기준, 2회/일)
3 전일대비 및 이동평균 대비값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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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에서 지정한 수익률 보고회사를 표시합니다.

관련 화면
3223 - 주요금리 > 최종호가수익률(추이)
3923
3521
3527 - 차트 > 복수금리 비교2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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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 주요금리 > 최종호가수익률(추이)
화면 개요
●

금융투자협회에서 수신하는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의 일별 추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주평균/월평균 주기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를 수익률 및 전기대비 중에서 선택합니다.
3 국고채(1Y, 3Y, 5Y, 10Y, 20Y, 30Y, 50Y), 통안채(91D, 1Y, 2Y), 한전채 3Y, 산금채 1Y,
회사채(AA-, BBB-), CD 91D, CP 91D에 대한 최종호가수익률 시계열 추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표명 아래 체크박스 체크로 하단의 차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상단의 그리드에서 체크된 지표의 시계열 추이를 차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선택한 지표의 11시 30분 기준, 15시 30분 기준 수익률 추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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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지표별 데이터 시작일
- 국고 1Y : 2000/02/01
- 국고 3Y : 1995/05/02
- 국고 5Y : 1995/05/02
- 국고 10Y : 2000/12/18
- 국고 20Y : 2006/01/25
- 국고 30Y : 2011/09/11
- 국고 50Y : 2016/10/11
- 국주 1종 : 1993/06/30
- 통안 91D : 2006/09/25
- 통안 1Y : 2011/05/02
- 통안 2Y : 1999/02/10
- 한전 3Y : 1998/06/01
- 산금 1Y : 1994/05/02
- 회사 AA- : 1993/06/30
- 회사 BBB- : 2000/10/02
- CD 91D : 1994/06/29
- CP 91D : 1998/06/01

관련 화면
3221
3923
3521
3527 - 차트 > 복수금리 비교2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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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 주요금리 > Matrix(KOFIA)
화면 개요
●

금융투자협회(KOFIA) 제공 채권 시가평가 그룹별 Matrix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을 선택합니다.
2 수익률, 전기대비, 동채권3월물대비, 국고채동월물대비, 국고채3월물대비, 국고채3년물대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수익률 Matrix 정보를 제공합니다.

4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시가Matrix 3430
5 산출기준 및 시기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금융기관채 AA-, 공모무보증회사채 AA+, AA0, AA- : 2000/10/06부터 산출
- 2009/11/02 전 : 금융투자협회시장수익률
- 2009/11/02 이후 : 채권평가사 3사(KIS, NICE, 한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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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2 이후 : 채권평가사 4사(KIS, NICE, 한국, FN) 평균

관련 화면
3430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Matrix 종합
3431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일별추이
3432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스프레드
3228
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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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 주요금리 > 한화채권수익률(종합)
화면 개요
한화증권에서 제공하는 주요채권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시간대별로 집계되는 주요 채권별 수익률이 제공됩니다.
2 선택한 채권종류대비 스프레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기간별 평균, 발행자별 평균을 제공합니다.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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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평균(1년이하): 국고1년, 산금1년, 통안1년, CD91, CP91, CALL1
• 기간별 평균(3년이하): 회사AA-3년, 회사BBB-3년, 국고3년, 산금3년, 한전3년, 카드3년, 통안2년, 산금2년
• 기간별 평균(3년초과): 국고5년, 국고10년, 국고20년, 국주1종, 예보5년, 서울도시철도
• 발행자 평균(공공기관): 국고, 통안, 국민주택, 예보, 서울도시철도, 한전
• 발행자 평균(금융기관): 산금, 카드, CD91, CALL1
• 발행자 평균(기업): 회사AA, 회사BBB-, CP91

관련 화면
3251 주요금리 > 한화채권수익률(추이)
3432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스프레드
3527 - 차트 > 복수금리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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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 투자자 > (장외)종류/투자자 종합
화면 개요
●

장외채권시장에서 거래 체결 15분 이내 금융투자협회로 보고된 투자자별 건별 체결 내역을 실시간 종류별(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로 집계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본설정은 당일 ~ 당일입니다.
2 데이터 조회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 매매유형 : 대분류(총거래, 매수, 매도, 순매수, 순투자, 상환),
소분류(채권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 채권종류 : 대분류(채권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소분류(총거래, 매수, 매도, 순매수, 순투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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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 거래량, 평균거래량(일), 거래대금, 평균거래대금(일), 채권종류별거래량비중(%),
투자자별거래량비중(%), 거래량비중(%)
4 순투자 조회시 순매도 종목을 합산 / 제외 여부를 선택 가능합니다.
5 거래량, 대금의 단위를 설정합니다. (백만, 억, 십억, 조)
6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7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순매수, 순투자의 경우 데이터 셀내 막대 차트가 표시됩니다.
8 3269 장외 종류별 투자자별 실시간 종합 화면과 연결됩니다.
3260 화면의 실시간 추이를 3269 화면의 좌측 그리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채권종류별 매매현황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매도, 매수, 순매수, 총거래 : 실시간
- 순투자, 상환 : 전일기준
순매수 및 순투자는 음수의 값을 갖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중(%) 산출시
개별 순매수(순투자)액 / |전체 순매수(순투자)액| * 100 으로 산출합니다.
순투자 및 상환은 장외유통정보만을 이용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 투자자 구분 예시
· 증권 : 증권사, 채권중개전문회사
· 선물 : 선물사
· 보험 :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
· 투신 :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및 공모투자회사
· 사모 :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사모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 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농협, 축협, 수협,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 종신금 :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 기금공제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 건설공제, 대한교원공제 등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구, 우체국, 노동부, 한국은행 등
· 기타법인 : 새마을금고, 신협, 금융공기업, 증권금융 등 내국 법인 및 상법상 일반 법인
· 순수외국인 : 금융위원회 규정에 의한 비거주 외국인(외국에 있는 투자은행이나 운용사 등)
· 기타외국인 : 순수외국인 이외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 일반외국법인
※ 거주중인 외국계 은행, 운용사, 보험사 등은 업종에 따라 은행, 투신, 보험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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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분은 예시정보로 실제 투자자 구분은 거래 계좌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관련 화면
3261
3262
3263
3264
3265 - 투자자 > (장외)종목/투자자 잔고상위
3266
3267 - 투자자 > (장외)종류/투자자 잔고종합
3268
3269 - 투자자 > (장외)종류/투자자 실시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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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 투자자 > (장외)종목/투자자 잔고상위
화면 개요
채권종류별, 신용그룹별, 발행기관별 누적순매수 종목 순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돋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채권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종류/신용그룹/발행기관/장내시장 소액종류/장내시장 RP종류/산업분류/그룹사
2 선택된 투자자에 대한 종목별 순위가 조회되며 조회버튼 옆의 넥스트 버튼[▶] 클릭으로
다음 순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잔고, 잔고평가액의 전일기준 데이터까지 제공
- 잔고 : 발행일부터 투자자별 순매수를 일별로 누적하여 계산함.
장외시장의 정보만으로 산출된 데이터이므로 실제 잔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잔고평가액 : 잔고에 시가평가가격을 반영 (잔고평가액 = 잔고 * 민평3사 시가평가가격 / 10000)
4 조회된 종목의 합계입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순위 종목까지의 합계가 표시됩니다.
5 종목명 더블클릭시 [3266] 화면이 팝업됩니다.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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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잔고]로 표시하고 있는 정보는 실제 잔고가 아니라 잔고의 추정치입니다.
투자자별 채권보유 [잔고]는 공개되는 데이터가 아니므로 [잔고]와 가장 근접한 수치로 발행일로부터의 종목별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에 만기상환을 반영하여 [잔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데이터는 전일기준의 장외시장 데이터만 공개가 되므로 [잔고]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잔고평가액: 잔고 * 민평3사 시가평가 가격 / 10000

관련 화면
3266 - 투자자 > (장외)종목/투자자 잔고추이
3212 - 장외(15분체결) > (장외)투자자별 종목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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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 투자자 > (장외)종목/투자자 잔고추이
화면 개요
●

종목의 투자자별 잔고 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최초 데이터 발생일부터 설정한 기준일까지의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기본 설정은 당일입니다.
2 종목코드를 입력합니다.
3 잔고, 잔고평가액, 전체대비잔고% 중에 조회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 잔고 : 발행일부터 투자자별 순매수를 일별로 누적하여 계산함.
장외시장의 정보만으로 산출된 데이터이므로 실제 잔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잔고평가액 : 잔고에 시가평가가격을 반영 (잔고평가액 = 잔고 * 민평3사 시가평가가격 / 10000)
4 8번 영역에서 함께 조회하는 민평 수익률을 3사, 4사 중에서 선택합니다.
5 단위를 선택합니다. 백만, 억, 십억, 조
6 잔고는 비영업일 포함 매일 산출되는 데이터로, 추이조회시 비영업일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7 조회한 종목의 요약 발행정보를 제공합니다.
8 투자자별 잔고(잔고평가액, 전체대비잔고%) 추이를 제공합니다.
- 날짜, 투자자전체, 은행, 보험기금, 투신, 외국인합, 국가, 사모, 선물, 종신금, 순수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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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기타, 기타법인, 개인, 발행액, 상장액, 민평%, 민평가격, 듀레이션, 컨벡서티

특이 사항
화면에서 [잔고]로 표시하고 있는 정보는 실제 잔고가 아니라 잔고의 추정치입니다.
투자자별 채권보유 [잔고]는 공개되는 데이터가 아니므로 [잔고]와 가장 근접한 수치로 발행일로부터의 종목별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에 만기상환을 반영하여 [잔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데이터는 전일기준의 장외시장 데이터만 공개가 되므로 [잔고]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잔고평가액: 잔고 * 민평3사 시가평가 가격 / 10000

관련 화면
3265 - 투자자 > (장외)종목/투자자 잔고상위
3212 - 장외(15분체결) > (장외)투자자별 종목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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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 투자자 > (장외)종류/투자자 잔고종합
화면 개요
채권 종류별 투자자별 만기별 누적순투자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잔고 : 장외시장 체결내역을 바탕으로 개별 종목의 누적순매수를 종류별, 만기별로 합산하여 산출
각 종목들의 만기일에는 해당 종목의 누적순매수를 차감함
[종류]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만기] : 1Y, 2Y, 3Y, 5Y, 7Y, 10Y, 15Y, 20Y, 20Y초과
2 잔고평가액: 잔고*민평3사 시가평가가격 / 10000
3 분석지표: 지정한 채권종류, 잔존만기, 투자자에 대한 수익률, 듀레이션, 컨벡서티를 제공합니다.
- 듀레이션, 컨벡서티 : 개별 종목의 누적순매수량(>0)의 시가가격 가중평균
- 수익률 : 누적순매수량(>0)의 가중평균
4 누적순매도 제외/합산 : (제외) 누적순매수<0 인 경우 0으로 처리합니다.
(합산) 음수도 함께 합산합니다.
5 체크박스에 선택한 투자자나 만기가 오른쪽 파이차트에 표시됩니다.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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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잔고]로 표시하고 있는 정보는 실제 잔고가 아닌 잔고의 추정치(누적순매수에서 만기상환을 차감한 누적순투자 정보
) 입니다.
투자자별 채권 보유 잔고는 공개되는 데이터가 아니므로 잔고와 가장 근접한 수치로
발행일로부터의 종목별 투자자별 누적순매수에 만기상환을 반영하여 잔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데이터는 전일기준의 장외시장 데이터만 공개되므로 잔고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채는 스크립 채권을 포함합니다.

관련 화면
3268 채권> 투자자> (장외)종류/투자자 잔고추이
3214 채권> 투자자> (장외)매매유형별 구성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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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 투자자 > (장외)종류/투자자 실시간 종합
화면 개요
채권 종류별 투자자별 투자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캘린더를 이용하여 과거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종류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할 경우 모든 채권의 거래내역이 조회됩니다.
3 투자자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은행, 보험기금, 투신, 사모, 선물, 종신금, 순수외국인, 기타외국인, 국가, 기타법인, 개인
4 채권 종류별 투자자별 통계 추이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5 장외시장 체결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좌측 통계추이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특이 사항
[왼쪽 데이터]
- 장외채권시장 대상으로 집계된 채권 종류별 투자자별 통계(3260화면) 정보의 실시간 추이입니다.
[오른쪽 데이터]
- 장외채권시장의 투자자 전체에 대한 실시간 체결정보입니다.
(특정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아님)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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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 투자자 > (장외)종류/투자자 종합
3293 채권> 투자자> (장외)종류/투자자 실시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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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 투자자 > 투자자 종합
화면 개요
기간별 장외채권 시장의 채권 종목별 투자자별 순매수 Top5/Bottom5, 누적순매수 Top5 및 국고채,
통안채 투자자별 만기별 매매현황 및 채권종류별 투자 현황, 국채선물 순매수, 국적별 외국인투자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 기간별 선택된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 순매수 하위 종목, 잔고 상위 종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순매수 상위, 순매수 하위 영역을 더블클릭하면 [3213] 화면이 팝업됩니다.
- 잔고 상위 영역을 더블클릭하면 [3265] 화면이 팝업됩니다.
- 전일기준 데이터까지 집계가 가능합니다. (당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 - 기간별 선택된 투자자에 대한 국고채, 통안채의 만기별 거래 현황(총거래량, 매수량, 매도량,
순매수량)을 제공합니다.
- 영역 더블클릭시 [3781] 화면이 팝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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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기준 데이터까지 집계가 가능합니다. (당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3 - 기간별 선택된 투자자에 대한 채권종류별(국채,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순매수량, 순투자, 상환액, 잔고, 듀레이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일기준 데이터까지 집계가 가능하나, 단, 순매수량은 화면조회시점 기준으로 당일 데이터를
포함하여 집계가 가능합니다.
- 순매수량, 순투자, 상환액 영역 더블클릭시 [3260] 화면이 팝업됩니다.
- 잔고 및 듀레이션은 TO 날짜를 기준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역더블클릭시 [3267] 화면이 팝업됩니다.
- 잔고는 순매도는 제외한 정보입니다.
4 - 기간별 국채선물 계약수 및 금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상단의 라디오버튼과는 독립적으로 별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 영역 더블클릭시 [4242] 화면이 팝업됩니다.
5 - 금감원 발표 외국인 채권 거래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영역 더블클릭시 [3219] 화면이 팝업됩니다.
6 - 선택한 기간동안의 투자자별 채권순매량 및 누적순투자량을 차트로 표시함
- 채권순매수는 선차트로, 누적순투자량은 막대차트로 표시함
- 누적순투자량은 순매도 제외 데이터입니다.

특이 사항
- 금융투자협회에 신고된 장외시장 체결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장내시장 불포함)
- 데이터는 전일자기준입니다.
단, 국채선물 투자자 및 채권종류별 순매수수량은 당일 데이터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 잔고는 누적순매수에서 만기상환을 차감한 누적순투자 정보로, 추정치 입니다.
* 투자자별 채권보유 잔고는 발행일부터 종목별 누적순매수에 만기상환을 반영합니다.
* 종목별 투자자 데이터는 전일기준의 장외시장 데이터만 공개되어, 음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213 채권 > 장외(15분체결) > (장외)투자자별 종목체결 기간합산
3265 - 투자자 > (장외)종목/투자자 잔고상위
3781 채권 > 유통통계 > 종합
3260 - 투자자 > (장외)종류/투자자 종합
4242 선물 > 투자자(FICC) > 일별순매수
3219 채권 > 투자자 > 금감원 외국인 채권 거래추이(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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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 투자자 > (장외)투자자별 잔고비중
화면 개요
투자자의 잔고를 구성하는 종목의 잔고 및 비교일 대비 증감분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잔고를 비교하고자 하는 일자를 설정하고, 화면에서 대비 값 및 비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비중: 대비(A-B) / 상장액 * 100
3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3266화면이 팝업되어, 해당 종목의 일별 잔고 추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 금융투자협회에 신고된 장외시장 체결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장내시장 불포함)
- 데이터는 전일자기준입니다.
- 잔고는 누적순매수에서 만기상환을 차감한 누적순투자 정보로, 추정치 입니다.
* 투자자별 채권보유 잔고는 발행일부터 종목별 누적순매수에 만기상환을 반영합니다.
* 종목별 투자자 데이터는 전일기준의 장외시장 데이터만 공개되어, 음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261 채권> 투자자> (장외)종류/투자자 추이1
3263 채권> 투자자> (장외)종류/투자자 추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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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채권> 투자자> (장외)종목/투자자 잔고추이

3278 - 투자자 > (장외)국고채권 투자자별 매물대 | 569

3278 - 투자자 > (장외)국고채권 투자자별 매물대
화면 개요
투자자의 잔고를 구성하는 종목의 잔고 및 비교일 대비 증감분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조회하고자 하는 매물대 구간을 0.1/0.5/1~10 BP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 전체의 매물대와 함께 조회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증권/은행/보험기금/투신/사모/선물/종금금고/외국인/국가/기타법인/개인
3 선택한 투자자가 조회한 기간 동안 매수/매도/총거래의 수익률/거래량/거래대금 추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장외시장의 투자자별 매물대는 일별로 집계된 수익률 정보를 기초로 산출됩니다.
(건별 체결 정보는 미공개 정보이므로 일별 집계 정보로 산출함.)

관련 화면
3718 채권> 유통종합> 국고채권 매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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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 투자자 > (장외)통계구성종목
화면 개요
투자자의 잔고를 구성하는 종목의 잔고 및 비교일 대비 증감분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당일 데이터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순투자 및 상환은 거래량만 제공됩니다.
상환 : 만기일 전일의 누적순매수(>0) 값을 상환으로 추정
3 순투자 및 상환 선택시 순매도종목합산/순매도종목제외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제외)누적순매도<0인 경우 0으로 처리 / (합산)음수도 함께 포함해서 처리

특이 사항
- 금융투자협회에 신고된 장외시장 체결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장내시장 불포함)

관련 화면
3261 채권> 투자자> (장외)종류/투자자 추이1
3263 채권> 투자자> (장외)종류/투자자 추이2

3282 - 장외(FB호가) > 시세추이2 | 571

3282 - 장외(FB호가) > 시세추이2
화면 개요
●

금융투자협회 K-Bond 메신저 및 대화방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장외 채권 실시간 거래 내역이 제공됩니다.

화면 설명

1 채권종류 및 종목을 선택합니다.
2 국채, 통안채, 특수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화면 레이아웃을 수익률+가격, 수익률, 가격 중에서 선택합니다.
(호가가 수익률로 발생하는 경우, 가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체 : 매도(R), 매수(R), 체결(R), 매도(P), 매수(P), 체결(P) 표시
- 수익률 : 매도, 매수, 체결 수익률 표시
- 가격 : 매도, 매수, 체결 가격 표시
4 민평3사, 민평4사 정보 및 스프레드를 제공합니다.
5 시간, 종목명, 만기일, 매도(수익률, 호가), 매수(수익률, 호가), 체결(수익률, 호가), 수량, 민평,
민평대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 더블클릭시 3283 장외호가 현재가 화면이 팝업됩니다.
6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발행정보 3002
단가계산 3471
주요시세 3705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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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3295
3281
3283
3284
3285
3286
3287
3288
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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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Matrix 종합
화면 개요
시가평가사에서 채권그룹별, 만기별로 일별 평가하는 시가평가 수익률 Matrix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별로 채권그룹별, 만기별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선택시에는 주말일(금요일), 월선택시에는 월말일의 수익률이 조회됩니다.
2 시가평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민평(3사), 민평(4사),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한국자산평가, FN자산평가, 금융투자협회(민평)
3 시가평가기관별 비교가 가능하며, 체크시 아래와 같이 레이아웃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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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그룹별, 만기별로 평가한 시가평가기관을 색상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5 조회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기본 : 평가사별 제공 시가평가 수익률 Matrix
• 비교일(SP) : 조회 기준일 - 비교일 간 수익률 차이를 조회
• 그룹/만기/셀(SP) : 그룹명, 만기, 셀 더블클릭으로 Matrix의 스프레드를 산출
(아래와 같이 스프레드 크기 별로 +- 5단계 색상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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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값 : 조회된 수익률 Matrix - 입력값 간 수익률 차이를 조회
6 하단 [채권종목] ~ [기간구조]탭 보이기/숨기기 버튼
7 그룹명, 만기, 셀 헤더 더블클릭시 [채권종목]에 상세내역 조회 가능
[채권종목], [추이], [추이(차트)], [스프레드], [기간구조]탭 조회시에 상단의 수익률 Matrix에서
Ctrl + 클릭으로 10개까지 선택해서 복수 지표를 조회할 수 있음
8 시가평가 수익률 Matrix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조회 가능
• 채권종목 : 상단에서 선택된 그룹, 만기, 셀의 상세 종목 정보가 조회

• 추이 : 상단에서 Ctrl + 클릭으로 선택된 지표의 시계열 추이를 조회

• 추이(차트) : 상단에서 Ctrl + 클릭으로 선택된 지표의 시계열 추이에 대한 차트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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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추이 : 상단에서 더블클릭한 그룹의 만기전체 추이를 조회, Ctrl + 클릭으로 선택시에는
마지막으로 클릭된 그룹의 만기전체 추이가 조회

• 스프레드 : 상단에서 Ctrl + 클릭으로 선택된 지표간 시계열 추이의 스프레드 및 통계 산출 가능
콤보박스에서 선택된 지표 변경 가능

• 기간구조 : 상단에서 Ctrl + 클릭으로 선택된 지표간 기간구조에 대한 스프레드 산출 가능
콤보박스에서 선택된 지표 변경 가능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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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영업일 오후 5시 ~ 6시경 수신되는 정보이며, 이벤트 알람을 통해 평가사별 실시간 수신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431 시가평가 > 채권그룹 > 일별추이
3432 시가평가 > 채권그룹 > 스프레드
3884 시가평가 > 채권그룹 > 그룹별 시가평가
3227 시가평가 > 채권그룹 > Matrix(KOFIA)
3735 시가평가 > 채권그룹 > Forward Rate
3737 시가평가 > 채권그룹 > Spot Rate
3741 시가평가 > 채권그룹 > Term Structure 기업별
3435 시가평가 > 채권종목 > 일별추이
3521 차트 > 복수종목 비교1
3527 차트 > 복수종목 비교2
3527 차트 > 복수종목 비교3
3773 차트 > Yield Spread(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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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일별추이
화면 개요
●

채권 그룹별 만기별 시가평가수익률에 대한 일별추이 및 스프레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주평균/월평균 주기를 선택합니다.
2 제공기관 및 그룹 종류를 선택합니다.
- 제공기관 : 민평(3사), 민평(4사), KIS, NICE, 한국, FN, 협회(민평)
- 그룹종류 :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AAA, 무보증사채AAA 등 채권종류에 대한 그룹
3 상단에서 선택된 기간, 제공기관, 그룹 종류에 대한 수익률 시계열 추이가 제공됩니다.
그리드 헤더의 체크박스를 클릭한 만기에 대해서 하단의 차트에서 시계열 추이 및 스프레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3 번에서 체크로 선택된 만기의 시계열 차트가 조회됩니다.

5

3 번에서 체크로 선택된 만기간 스프레드 차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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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 Yield SP 3773
- Yield SP 추이 3774
7 하단의 차트를 보이기/숨기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430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Matrix 종합
3432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스프레드
3521
3524
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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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스프레드
화면 개요
●

●

채권 그룹별 만기별 수익률 간 스프레드 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평(3사), 민평(4사), 협회(민평), 최종호가수익률, 장외대표수익률, 한회채권수익률, KIS, NICE, 한국, FN 기준의 그룹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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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주/월 주기를 선택합니다. [주]인 경우 금요일, [월]인 경우 월요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 4개의 지표를 선택 가능하며, A 지표를 기준으로 3개의 스프레드가 계산됩니다.
3 선택된 A, B, C, D 지표의 시계열과 스프레드 B-A, C-A, D-A 가 제공됩니다.
4 A, B, C, D 지표의 차트가 제공됩니다.
5 B-A, C-A, D-A 스프레드의 차트가 제공됩니다.

관련 화면
3430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Matrix 종합
3432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스프레드
3521
3524
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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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 시가평가 > 채권종목 > 일별추이
화면 개요
●

채권평가사 4개사(KAP, KIS, NICE, FN)에서 제공하는 채권 종목별 시가평가 일별추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별추이의 To 날짜를 조회합니다. 화면오픈시 당일날짜로 표시됩니다.
2 종목코드를 선택합니다.
3 익일기준/당일기준 구분값을 선택합니다.
• 익일기준 : 당일 오후 6시이후 제공되는 T+1일 기준의 시가정보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당일기준 : 당일 오후 6시 이후 제공되는 당일 기준의 시가정보입니다. 영업일만 제공됩니다.
4 하단 그리드의 평균 산출 기준을 선택합니다.
• 민평3사(KAP,KIS,NICE), 민평4사, 4개사 중 3개사 조합, 3개사 중 2개사 조합의 평균
5 선택한 종목의 종목명 및 만기일을 표시합니다.
6 당일 오후 6시 이후 평가사별 데이터 수신 현황을 표시합니다.
• 수신중/수신완료
7 일자를 조회하며 토일포함/포일제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상단 4 번 콤보에서 조회한 평균값, KIS, NICE, KAP, FN에서 수신한 시가평가 수익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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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KAP와 FN의 클린프라이스를 제공합니다.
9 Mac. Duration, Mod. Duration, PPC100의 일별 추이를 제공합니다.
10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 매트릭스 3430 채권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Matrix 종합
- 시가분포 3441 채권 > 시가평가 > 채권종목 > 종목별 분포 현황
- 발행정보 3002 채권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요약
- 유통정보 3703 채권 > 유통종합 > 건벌 체결

관련 화면
3430 - 시가평가 Matrix 종합
3441
3002
3703 - 유통종합 > 건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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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 단가계산 > 발행종목
화면 개요
●

채권 종목에 대한 민평기준 +-5개 수익률 범위의 단가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단가계산을 할 종목코드를 입력합니다.
2 단가계산에 필요한 주요 발행정보를 표시합니다.
- 발행일, 만기일, 선매출일, 표면금리, 할인율, 만기상환율, 이자계산주기,
이자계산기준일(만기일일자, 만기일말일, 발행일일자, 발행일말일), 선매출이자 지급,
소수미만 원리금(10000원 기준 계산시, 발행액 기준 계산시가 아님), 보증기관,
상장구분, 이자지급방법, 거치기간, 분할상환횟수, 표면금리차차후(FRN의 경우에만 활성화),
직전/직후이자지급일, Mod Duration, 은행 휴무일 이자/원금 지급 구분
3 종목명을 표시합니다. 더블클릭시 3904 종목요약정보 화면이 팝업됩니다.
4 화면 오픈시 9 번 영역의 가운데 수익률은 11번 영역에서 선택된 민평 수익률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 수익률이나 가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이 영역에 입력한 후 5 번 버튼을 클릭하면
9번 영역의 가운데 입력한 수익률/가격이 세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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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번에서 입력한 수익률/가격이 9 번 영역의 가운데 세팅됩니다.
수익률, 가격 중에 하나만 입력해야 하며, 두개다 입력하는 경우 수익률이 우선 반영됩니다.

6

9 번 영역의 가운데 수익률(가격)에 11번 영역에서 선택된 민평 수익률(가격)을
기준 수익률(가격)으로 설정합니다.

7

9 번 영역의 결제일을 T+N일 기준으로 일괄 변경합니다.

8 계산실행을 클릭하면 9 번 영역에 설정된 결제일, 수익률 기준으로 단가를 계산합니다.
Clear를 클릭하면 9번 영역의 수익률 및 단가 부분이 Clear 됩니다.
9 결제일에 따른 수익률 → 단가, 단가 → 수익률이 계산됩니다.
11개의 행은 모두 독립적으로 이용가능한 계산기입니다.
- 결제일은 개별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7 번을 통해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 수익률이 입력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Enter 키나 화면의 계산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수익률 → 단가 계산이 실행됩니다.
- 수익률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단가를 입력하고 키보드의 Enter 키나 화면의 계산실행 버튼
을 클릭하면 단가 → 수익률이 계산됩니다.
- 모두 입력되어있는 경우라면 수익률 → 단가 계산이 우선입니다,
- 화면 초기 오픈시 가운데 수익률은 11번에서 설정된 수익률 기준으로 표시되며,
위아래로 1bp씩 증감된 수익률에 따른 단가계산 결과가 조회됩니다.
- 단가는 0.1원 혹은 0.01원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며, 헤더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물가연동국채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 매매단가 : 물가연동국채의 표면금리 기준으로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계산한 단가
- 결제단가 : 물가연동국채의 매매단가를 원미만 절사하여 계산하는 결제일의 물가계수를 곱한
결과를 소수점 이하 여섯째자리까지 표시
11 계산의 기준이 되는 민평수익률을 설정합니다.

- 민평(선택) : 체크박스를 통해 채권평가사 4개사의 조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민평(3사) : KIS, NICE, 한국의 평균값
- 민평(4사) : KIS, NICE, 한국, FN의 평균값
12 조회한 종목의 최근 신용등급을 표시합니다.

기관최근 등급은 동일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선순위 채권들 중 최근 종목의 등급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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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에서 모든 채권회차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참고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3 11번 영역에서 선택된 민평 수익률/단가에 대한 계산기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계산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민평 수익률 → 단가, 민평 단가 → 수익률 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평 단가는 민평 수익률로 산출된 단가가 아니라, 채권 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단가들의
산술평균이므로 민평 수익률로 계산한 단가의 결과가 민평 단가와 다를 수가 있어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14 채권 보유기간에 따른 경과이자 및 그에 따른 세금을 계산합니다.
15 물가연동국채의 계산을 위한 물가연동계수와 현재물가지수, 발행일물가지수를 조회합니다.

16 관련화면 링크를 표시합니다.
직전종목 3954
현금흐름 3005
FRN 3003
고급 3905
발행정보 3000
단가범위 3473
물가 3076
주관/인수 3055

17 화면을 인쇄합니다.

관련 화면
3478 - 단가계산 > 발행종목(3결제일)
3905 - 단가계산 > 단가분석
3906 - 단가계산 > 국고채 스트립 계산기
3903
3825 - 단가계산 > 1원당 수익률표
3826 - 단가계산 > 1bp당 단가표
3473 -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6종목)
3474
3477 -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5단가)
3476
3479
3475
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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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3472
3955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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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6종목)
화면 개요
●

6개 채권 종목에 대한 민평기준 +-15개 수익률/가격 범위의 단가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결제일을 선택합니다. 영업일기준 T, T+1, T+2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번을 통해 선택한 결제일은 하단의 6개 결제일에 일괄 적용되며,
2 번의 개별적인 캘린더를 통해 결제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각각의 해당 종목에 대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일을 설정합니다.
1 번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일괄 설정할 수도 있고, 캘린더에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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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목을 선택합니다. 6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선택한 종목의 발행일, 만기일, 표면금리가 제공됩니다.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3904 종목 요약정보 화면이 팝업됩니다.
5 FRN 종목 조회시 차차기 금리 에디트 박스가 활성화되며, 차차기 금리에 원하는 수익률을
입력하면, 해당 수익률을 반영한 현금흐름으로 단가계산이 됩니다.

6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 및 단가를 입력합니다.
10번 영역에서 수익률(1bp), 수익률(0.1bp)가 선택되어있는 경우 수익률을
단가입력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단가를 입력합니다.
7 수익률 → 단가, 단가 → 수익률의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 10번 영역에서 수익률(1bp), 수익률(0.1bp)가 선택되어있는 경우
수익률 → 단가 계산
- 10번 영역에서 단가입력이 선택되어있는 경우
단가 → 수익률 계산
- 계산 결과에 대해서 직전대비, 기준값대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6 번 영역의 에디트박에 입력된 수익률/단가를 7번 영역의 기준 값으로 설정합니다.

9 12번에서 선택된 민평 수익률/단가를 7번 영역의 기준 값으로 설정합니다.
10 7 번 계산 결과 영역의 맨 왼쪽 열에 표시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11 10번 영역에서 수익률(1bp), 수익률(0.1bp)가 선택되어있는 경우 활성화되며
수익률 → 단가 계산 결과 표시시 단가의 단위를 선택합니다. 1원, 0.1원, 0.01원
12 화면 최초 오픈시, 민평입력 버튼 클릭시에 민평(3사), 민평(4사) 중에 선택합니다.
13 7 번 영역의 대비값을 직전대비, 민평대비 중에 선택합니다.
14 해당 화면을 인쇄합니다.
15 6개 종목의 계산결과를 한개의 엑셀 시트로 보냅니다.
16 해당 화면을 N*M 개로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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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3471 - 단가계산 > 발행종목
3478 - 단가계산 > 발행종목(3결제일)
3905 - 단가계산 > 단가분석
3906 - 단가계산 > 국고채 스트립 계산기
3903
3825 - 단가계산 > 1원당 수익률표
3826 - 단가계산 > 1bp당 단가표
3474
3477 -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5단가)
3476
3479
3475
3470
3907
3472
3955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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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5단가)
화면 개요
●

6개 채권 종목에 대한 민평 수익률 기준 0.5bp 단위의 단가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결제일을 선택합니다. 영업일기준 T, T+1, T+2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번을 통해 선택한 결제일은 하단의 6개 결제일에 일괄 적용되며,
2 번의 개별적인 캘린더를 통해 결제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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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해당 종목에 대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일을 설정합니다.
1 번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일괄 설정할 수도 있고, 캘린더에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종목을 선택합니다. 6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선택한 종목의 발행일, 만기일, 표면금리가 제공됩니다.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3904 종목 요약정보 화면이 팝업됩니다.
5 FRN 종목 조회시 차차기 금리 에디트 박스가 활성화되며, 차차기 금리에 원하는 수익률을
입력하면, 해당 수익률을 반영한 현금흐름으로 단가계산이 됩니다.

6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입력합니다.

7

6 번에 입력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단의 단가표가 계산됩니다.

8 수익률에 따른 단가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화면 오픈시 가운데 행에는 10번에서 설정한 민평이 기준으로 설정되며
위 아래로 0.5bp 단위씩 수익률이 증감합니다.
9 하단 6개의 계산 영역을 입력된 기준수익률 기준으로 한꺼번에 재계산합니다.
10 수익률 기준을 민평(3사), 민평(4사) 중에 선택합니다.
11 가운데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0.01단위 0.001단위 중에서 선택합니다.
(민평을 소수 둘째자리까지 사용, 소수 셋짜자리까지 사용)
12 8 번 영역의 대비값을 직전대비, 민평대비 중에 선택합니다.
13 8 번 영역의 가운데 표시되는 민평수익률에 따른 단가의 자리수를 0.1원단위, 원단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 해당 화면을 인쇄합니다.
15 6개 종목의 계산결과를 한개의 엑셀 시트로 보냅니다.
16 해당 화면을 N*M 개로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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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수익률 소수점 셋째자리가 5(0.5bp)인 경우의 단가는 단가계산기를 통한 수익률 → 단가 계산결과가
아니라, 위아래 1bp 단위 기준 수익률에 대한 단가의 산술평균 값입니다.
- 예를 들어 수익률 1.915의 단가계산 결과는 수익률 1.91의 단가계산 결과와 1.92의 단가계산 결과의
평균 값입니다.

관련 화면
3471 - 단가계산 > 발행종목
3478 - 단가계산 > 발행종목(3결제일)
3905 - 단가계산 > 단가분석
3906 - 단가계산 > 국고채 스트립 계산기
3903
3825 - 단가계산 > 1원당 수익률표
3826 - 단가계산 > 1bp당 단가표
34743476
3479
3475
3470
3907
3472
3955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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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 단가계산 > 발행종목(3결제일)
화면 개요
●

채권 종목에 대한 3결제일, 민평 기준 +-10개 범위의 단가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종목코드를 입력합니다.
2 단가계산에 필요한 발행정보를 제공합니다.
- 발행일, 만기일, 선매출일, 발행액, 표면금리, 할인률, 만기상환율, 이자계산주기, 이자계산기준일,
선매출이자지급, 소수미만원리금(만원기준), 이자지급방법, 거치기간/조건, 분할상환횟수,
직전/직후이자지급일, 주식옵션, Call/Put 구분, Mod. Dur, PPC100, CHECK신용그룹,
은행휴무일 원금 및 이자지급기준
3 계산의 기준이 되는 민평수익률을 설정합니다.
민평은 체크박스에 체크한 기관들의 평균 값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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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률 입력 → 단가 계산, 단가 입력 → 수익률 계산 중에 선택합니다.
5 15번 영역에 표시되는 대비 기준을 선택합니다. (직전 대비, 민평 대비)
6 15번 영역에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단가를 입력합니다.

7

6 번에서 입력한 수익률/단가를 기준 값으로 설정합니다.

8

3 번에서 설정된 민평을 기준 값으로 설정합니다.

9 15번 영역에 대한 계산을 실행합니다.
10 15번 영역의 데이터를 Clear합니다.
11 FRN 종목 조회시 차차기 금리 에디트 박스가 활성화되며, 차차기 금리에 원하는 수익률을
입력하면, 해당 수익률을 반영한 현금흐름으로 단가계산이 됩니다.
12 4 번의 설정이 수익률인 경우 활성화되며, 수익률 → 단가계산시 단가의 소수점 표시를
선택합니다. (0.1원, 0.01원)
13 결제일을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은 T, T+1, T+2일 입니다.
각 결제일의 요일이 하단에 표시됩니다.
14 차기 지준일 정보를 표시합니다.
15 단가계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수익률 입력 → 단가 계산, 단가 입력 → 수익률 계산이 가능하며
수익률 입력시에는 수익률 증감 기준을 1bp, 0.1bp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471 - 단가계산 > 발행종목
3905 - 단가계산 > 단가분석
3906 - 단가계산 > 국고채 스트립 계산기
3903
3825 - 단가계산 > 1원당 수익률표
3826 - 단가계산 > 1bp당 단가표
3474
3477 -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5단가)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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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3475
3470
3907
3472
3955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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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 시장종합 > 투자분석리포트
화면 개요
●

증권사, 선물사, 평가사 등에서 제공하는 투자분석리포트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본은 1주일전 ~ 당일입니다.
2 투자분석리포트 대분류를 선택합니다.
- 전체, 기업, 산업, 경제, 채권, 외환, 시황전망, 해외증시, 선물옵션, 상품, 펀드, 영문, 기타
3 제목, 기관, 작성자를 키워드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시에는 공백없이 단일 키워드만 입력)
4 조회된 리포트 갯수가 표시됩니다.
5 투자분석리포트 제공 기관별 카테고리 및 해당 리포트 갯수가 표시됩니다.
6 투자분석리포트 제공 분류별 카테고리 및 해당 리포트 갯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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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포트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대분류, 중분류, 기관, 작성자 헤더 클릭시 정렬이 가능합니다.
제목이나 첨부파일 아이콘 클릭시 리포트가 조회됩니다.
8 관심리포트를 즐겨찾기 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한 리포트는 왼쪽 기관별 트리영역의
관심리포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스크롤을 내릴때마다 추가 리포트가 조회됩니다.
10 화면을 가로로 2분할하여 리스트에서 제목 클릭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 기업리포트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GICS 분류 체계를 따릅니다.
가정/개인용품
건강관리장비/서비스
내구소비재/의류
다양한금융
미디어
반도체/반도체장비
보험
부동산
상업/전문서비스
소매
소비자서비스
소재
소프트웨어/IT서비스
식품/기본식료품소매
에너지
운송
유틸리티
은행
음식료/담배
자동차/부품
자본재
제약/생명과학
통신서비스
하드웨어/IT장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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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리포트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GICS 분류에 준하는 CHECK 고유 분류 체계를 따릅니다.
가정/개인용품
건강관리장비/서비스
금융/부동산
내구소비재/의류
미디어
상업/전문서비스
소매/유통
소비자서비스
소재/물질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에너지/화학
운송/기계
유틸리티
자동차/부품
자본재
정보통신/서비스
필수소비재
하드웨어/IT장비
기타

관련 화면
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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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 차트 > 복수금리 비교2
화면 개요
●

채권 시가평가수익률, 국채선물금리, 해외금리 등 다양한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분기/년 주기 및 기간을 설정합니다. 기본설정은 1년전 ~ 당일입니다.
2 금리를 조회할 지표를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 체크로 선택)
- 시가그룹, 시가종목 : 민평(3사), 민평(4사), KIS, NICE, 한국, FN
- 최종호가 : 국고(1Y, 3Y, 5Y, 10Y, 20Y, 30Y, 50Y), 국주1종, 통안(91D, 1Y, 2Y), 한전 3Y, 산금 1Y,
회사(AA-, BBB-), CD 91D, CP 91D
- 국채선물 : 3Y, 5Y, 10Y 수익률(선물, 현물, 이론)
- IRS(MID), CRS(MID)
- 해외금리 : 해외 주요 30여개국의 만기별 수익률
- 한화채권 : 국고(1Y, 3Y, 5Y, 10Y, 20Y), 국주1종, 예보, 서울도철, 한전 3Y, 통안(1Y, 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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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금(1Y, 2Y, 3Y), 회사(AA-, BBB-), CALL1D, CD 91D, CP 91D
- CALL금리 :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KIDB자금중개 익일물, 전체일물
3 조회한 지표간 스프레드를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 체크로 선택)
4 선택한 지표의 차트가 조회됩니다.
5 선택한 스프레드의 차트가 조회됩니다.
6 차트 ↔ 데이터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조회시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7 하단의 차트 조회시 지표만 보거나, 지표하단에 스프레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지표만 : 지표만 조회
- 지표+SP : 지표와 스프레드를 조회
8 클릭시 2 , 3 의 지표 및 스프레드 선택 영역이 숨겨지고 차트만 표시됩니다.

관련 화면
3430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Matrix 종합
3435 - 시가평가 > 채권종목 > 일별추이
3223 - 주요금리 > 최종호가수익률(추이)
4052
3913
3931 - 해외금리 > 해외국채 국가별
3251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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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 발행정보 > 주요 > 일별 발행종목
화면 개요
●

일별/기간별 채권 발행종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을 선택하거나, From 날짜에 체크하여 From - To 기간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장구분(전체/상장/비상장), 공모구분(전체/공모/사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종류(국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및 발행액 금액 단위(천, 백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ELB(ELS), DLB(DLS) 제외/포함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선택한 날짜/기간 동안의 발행종목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만기요일, 잔존일, 이자유형, 표면금리, 발행액, 신용등급,
공사모구분, 상장구분, 표준코드, 투자설명서 링크([공시] 열의 ▤ 표시 더블클릭)
6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3000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상세
3002
3020
3022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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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 신용등급 > 등급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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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 유통종합 > 건별 체결
화면 개요
●

전체 채권 시장(장내+장외, 장내국채, 장내소액, 장내주식, 장내일반, 장외(15분))에 대한 실시간 건별 체결 내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시장을 선택합니다.
- 전체시장, 장내국채, 장내소액, 장내주식, 장내일반, 장외(15분)
2 체결내역을 조회할 채권종류, 신용그룹, 발행기관, 표준산업분류, 그룹사 등 및 개별종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0000 입력시 전체 내역이 조회됩니다.
3 대표적인 채권종류를 드랍다운 버튼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고 : 국고채, 국고(스트립)
- 통안
- 예보
- 국주 : 국주1종, 2종, 3종
- 지방 : 지역개발채, 서울도시철도, 지방도시철도, 공모지방채, 기타지방채
- 공사 : 특수채, 토지주택채, 대한주택공사채, 토지개발채, 한국전력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한국수자원공사채, 한국장학재단채, 한국가스공사채,
한국철도시설공단채, 한국철도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한국산업단지공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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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채, 농금채, 주택금융공사채
- 은행 : 은행채, 산업, 기업, 수협, 수출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외환으로 합병되었으나 이전 발행기관 코드의 채권 만기가 남아있어 기관명 유지),
외환,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카드 : 카드채, 롯데, 삼성, 신한, 하나, 우리, KB국민, 현대
- 기타금융 : 리스, 종합금융, 할부금융, 증권금융, 기타금융
- 회사 : 회사채, 보증, 무보증, 무보증AAA, 무보증AA+, 무보증AA0, 무보증AA-, 무보증A+
무보증A0, 무보증A-, 무보증BBB+, 무보증BBB0, 무보증BBB-, ABS, ABS AAA, ABS AA+,
ABS AA-, ABS A+, ABS A0, ABS A-, ABS BBB+, ABS BBB0, ABS BBB4 실시간 업데이트 여부를 설정합니다.
5 조회 기간을 설정합니다. 기본은 당일 ~ 당일입니다.

6 선택된 채권종류, 신용그룹, 발행기관, 종목명 등이 표시됩니다.
7 거래량 조건으로 체결내역 필터가 가능합니다.
8 거래량/대금의 조회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천, 백만, 억, 십억)

9 데이터 건수가 건을 넘는 경우 활성화되고, 다음 데이터를 추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체결 시간으로 필터가 가능합니다.

11 잔존기간 조건에 맞는 종목만 필터가 가능합니다.
12 상세 체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자, 시간, 종목명, 만기, 시장, 수익률, 가격, 민평(3사/4사), 스프레드, 결제구분, 거래량,
거래대금, 잔존일, 발행일, 만기일, Mod. Dur, 신용그룹
-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3904 종목 요약정보 화면이 팝업됩니다.
13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관심건별 3812
유통검색 3722

관련 화면
3704 - 유통종합 > 종목별 체결
3717 - 유통종합 > 기간별 거래순위
3725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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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2
3727 - 유통종합 > 거래급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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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 유통종합 > 종목별 체결
화면 개요
●

전체 채권 시장(장내+장외(통합, 시장별), 장내국채, 장내소액, 장내주식, 장내일반, 장외(15분))에 대한 종목별 체결 집계
내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시장을 선택합니다.
- 전체시장(통합), 전체시장(시장별), 장내국채, 장내소액, 장내주식, 장내일반, 장외(15분)
- 전체시장(통합) : 시장전체, 결제일전체로 통합해서 집계
- 전체시장(시장별) : 시장별 구분, 결제일별 구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집계
2 체결내역을 조회할 채권종류, 신용그룹, 발행기관, 표준산업분류, 그룹사 등 및 개별종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0000 입력시 전체 내역이 조회됩니다.
3 대표적인 채권종류를 드랍다운 버튼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고 : 국고채, 국고(스트립)
- 통안
- 예보
- 국주 : 국주1종, 2종, 3종
- 지방 : 지역개발채, 서울도시철도, 지방도시철도, 공모지방채, 기타지방채
- 공사 : 특수채, 토지주택채, 대한주택공사채, 토지개발채, 한국전력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한국수자원공사채, 한국장학재단채, 한국가스공사채,
한국철도시설공단채, 한국철도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한국산업단지공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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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채, 농금채, 주택금융공사채
- 은행 : 은행채, 산업, 기업, 수협, 수출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외환으로 합병되었으나 이전 발행기관 코드의 채권 만기가 남아있어 기관명 유지),
외환,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카드 : 카드채, 롯데, 삼성, 신한, 하나, 우리, KB국민, 현대
- 기타금융 : 리스, 종합금융, 할부금융, 증권금융, 기타금융
- 회사 : 회사채, 보증, 무보증, 무보증AAA, 무보증AA+, 무보증AA0, 무보증AA-, 무보증A+
무보증A0, 무보증A-, 무보증BBB+, 무보증BBB0, 무보증BBB-, ABS, ABS AAA, ABS AA+,
ABS AA-, ABS A+, ABS A0, ABS A-, ABS BBB+, ABS BBB0, ABS BBB4 기존에 등록된 관심채권에 대한 체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한 결과를
새로운 관심채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조회 기간을 설정합니다. 기본은 당일 ~ 당일입니다.
6 선택된 채권종류, 신용그룹, 발행기관, 종목명 등이 표시됩니다.
7 거래량 조건으로 체결내역 필터가 가능하며, 거래량/대금의 조회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실시간 업데이트 여부를 설정합니다.
9 종목별 상세 체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자, 종목명, 만기, 최종 체결시간, 수익률, 가격, 수익률(시, 고, 저, 평균), 가격(시, 고, 저, 평균),
민평(3사, 4사) 수익률 및 가격, 민평대비 체결수익률 스프레드, 거래량, 거래대금, 체결건수,
잔존일, 발행일, 만기일, Mod. Dur, 신용그룹
- 종목명을 더블클릭하면 3904 종목 요약정보 화면이 팝업됩니다.
8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유통검색 3722
유통순위 3717
관심채권 3813

관련 화면
3703 - 유통종합 > 건별 체결
3717 - 유통종합 > 기간별 거래순위
3725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1
3726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2
3727 - 유통종합 > 거래급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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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 유통종합 > 주요채권 시세표
화면 개요
●

국채선물 최근월물, 통안1년 최근 발행물, 통안2년(통당, 구통, 구구통), 국고채 종목에 대한 실시간 시세 및 스프레드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시장을 선택합니다.
- 장내국채, 장외호가(K-Bond 호가), 전체시장(장내+장외호가)
2 종목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장중 당일 채권 발행정보 수신 등의 사유로) 종목 재조회 버튼을 통해
종목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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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채선물(3년물, 10년물) 최근월물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4 국채선물(3년물, 10년물) 최근월물의 이론가 및 괴리도(현재가-이론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5 통안채 1년 최근 발행물, 통안채 2년(통당, 구통, 구구통) 종목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6 주요 국고채 종목을 만기별로 제공합니다. 국고채 회차 앞의 * 표시 종목이 지표물입니다.
7 국채선물 구성 Basket 대상 종목은 O로 표시합니다.
8 국고채 및 통안채 만기별 스프레드(상단의 시세에 대한)를 제공합니다.
9 최종호가수익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이 사항
- 현물(국고채, 통안채) 시세에 대한 대비는 민평3사 기준 대비이며, 단위는 bp(Basis Point) 입니다.

관련 화면
3083 - 장내국채 > 시세표
3282 - 장외(FB호가) > 시세추이2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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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유통종합 > 기간별 거래순위
화면 개요
설정한 일자 및 기간 동안의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건수, 민평대비 스프레드의 순위별 현황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채권 유통시장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장전체, 장내국채, 장내소액, 장내주식, 장내일반, 장외(15분)
2 일자 및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자 : 캘린더에서 특정한 한개 날짜를 선택, 오른쪽에 기분일 표시

• 기간 : From ~ To 기간 설정 가능

3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건수, 민평3사 수익률 대비 스프레드, 민평4사 수익률 대비 스프레드
큰 순위로 정렬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유통정보 3703 (건별 체결) 화면 연결
유통검색 3722 (유통정보 검색) 화면 연결
5 채권종류별 드롭다운 버튼으로 종류별 선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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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국고채) : 국고채, 국고채 스트립
• 통안채, 예보채
• 국주(국민주택채) : 국민주택1종, 국민주택2종, 국민주택3종
• 지방(지방채) : 지역개발채, 서울도시철도채, 지방도시철도채, 공모지방채, 기타지방채
• 특수(특수채) : 특수채, 토지주택채, 대한주택공사채, 토지개발채, 한국전력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한국수자원공사채, 한국장학재단채, 한국가스공사채, 한국철도시설공단채,
한국철도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한국산업단지공사채, 한국지역난방공사채, 농금채
• 은행(은행채) : 은행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중앙회,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카드(카드채) : 카드채,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 기/금(기타금융채) : 리스채, 종합금융채, 할부금융채, 증권금융채, 기타금융채
• 회사(회사채) : 회사채,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무보증AAA, 무보증AA+, 무보증AA0, 무보증AA-,
무보증A+, 무보증A0, 무보증A-, 무보증BBB+, 무보증BBB0, 무보증BBB-, ABS, ABS AAA, ABS AA+,
ABS AA0, ABS AA-, ABS A+, ABS A0, ABS A-, ABS BBB+, ABS BBB0, ABS BBB6 사용자가 등록한 관심채권의 거래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채권종류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8 거래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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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거래량, 대금, 건수, 민평대비 중 선택한 정보에 대한 순위),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건수, 수익률(최고/최저/가중평균), 민평3사 수익률 스프레드,
민평4사 수익률 스프레드, 가격(최고/최저/가중평균)

특이 사항
종목명 더블클릭시 종목 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703 - 유통종합 > 건별 체결
3704 - 유통종합 > 종목별 체결
3722 유통종합 > 유통정보 검색
3725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1
3726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2
3727 - 유통종합 > 거래급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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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1
화면 개요
당일 채권시장(장내, 장외)에서 거래된 종목들 중 저가(수익률)대비 급등, 고가(수익률)대비 급락, 민평가격(수익률)대비 급등,
민평가격(수익률)대비 급락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채권 유통시장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장전체, 장내국채, 장내소액, 장내주식, 장내주식, 장외(15분), 장외(FB)
2 채권 종류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종류전체,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3 사용자가 등록한 관심채권의 시세 급변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당일 저가대비 급등, 고가대비 급락, 민평대비 급등, 민평대비 급락 현황을 제공합니다.
5 가격/수익률 선택이 가능합니다.
6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설정한 초단위마다 자동으로 재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크가 해제되면 조회시점 기준의 현황이 제공됩니다.
7 시세 급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목명, 최근체결시간, 수익률, 가격, 거래량, 거래시장, 고가(수익률), 저가(수익률), 민평가격(수익률),
변동폭(최근체결시세 - 기준시세), 변동률((최근체결시세 - 기준시세)/기준시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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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종목명 더블클릭시 종목 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726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2
3727 - 유통종합 > 거래급변종목
3703 - 유통종합 > 건별 체결
3717 - 유통종합 > 기간별 거래순위
내부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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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2
화면 개요
당일 채권시장(장내, 장외)에서 거래된 종목들 중 기준시간 대비 비교시간의 시세 급등, 급락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채권 유통시장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장전체, 장내국채, 장내소액, 장내주식, 장내일반, 장외(15분), 장외(FB)
2 채권 종류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종류전체,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3 사용자가 등록한 관심채권의 시세 급변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당일 기준시간대비 비교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급등/급락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급등 : 기준시간 대비 비교시간의 가격 상승률이 큰 순으로 정렬
• 급락 : 기준시간 대비 비교시간의 가격 하락률이 큰 순으로 정렬
6 가격/수익률 선택이 가능합니다.
7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설정한 초단위, 간격(분, 시간)마다 자동으로 재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크가 해제되면 조회시점 기준의 현황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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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세 급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목명, 기준가격(수익률), 기준가격(수익률) 체결시간, 비교가격(수익률),
비교가격(수익률) 체결시간, 거래시장, 변동폭(최근체결시세 - 기준시세),
변동률((최근체결시세 - 기준시세)/기준시세 * 100), 현재가격,
민평가격(수익률), 민평대비가격(수익률), 현재거래량

특이 사항
종목명 더블클릭시 종목 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725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1
3727 - 유통종합 > 거래급변종목
3703 - 유통종합 > 건별 체결
3717 - 유통종합 > 기간별 거래순위
내부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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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 유통종합 > 거래급변종목
화면 개요
당일 채권시장(장내, 장외)에서 거래된 종목들 중 기준시간 대비 비교시간의 거래량 변동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채권 유통시장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장전체, 장내국채, 장내소액, 장내주식, 장내일반, 장외(15분)
2 채권 종류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종류전체,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3 당일 기준시간대비 비교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기준거래량하한을 지정하여 일정 거래량이상 종목들의 거래량 변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설정한 초단위, 간격(분, 시간)마다 자동으로 재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크가 해제되면 조회시점 기준의 현황이 제공됩니다.
6 대비/변동률 선택이 가능합니다.
7 거래량 급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목명, 기준수익률, 비교수익률, 기준가격, 비교가격, 거래시장, 기준거래량, 기준시간, 비교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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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간, 대비(비교거래량 - 기준거래량), 변동률((비교거래량 - 기준거래량)/기준거래량)

특이 사항
종목명 더블클릭시 종목 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725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1
3726 - 유통종합 > 수익률급변종목2
3703 - 유통종합 > 건별 체결
3717 - 유통종합 > 기간별 거래순위
내부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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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기업별 Term Structure
화면 개요
채권 발행 기업에 대한 시가평가 수익률 Term Structure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당일의 데이터는 오후 6시~7시경 업데이트 됩니다.
2 발행기관 코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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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가평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민평(3사), 민평(4사),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한국자산평가, FN자산평가
4 조회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기본 : 평가사별 제공 시가평가 수익률 Matrix
• 비교일(SP) : 조회 기준일 - 비교일 간 수익률 차이를 조회
• 그룹/만기/셀(SP) : 그룹명, 만기, 셀 더블클릭으로 Matrix의 스프레드를 산출
• 입력값 : 조회된 수익률 Matrix - 입력값 간 수익률 차이를 조회
5 시가평가기관별 비교가 가능하며, 체크시 아래와 같이 레이아웃이 변경됩니다.

6 채권그룹별, 만기별로 평가한 시가평가기관을 색상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7 발행기관을 채권그룹별로 분류하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룹명, 평가사 숫자를 더블클릭하면 우측의 Matrix에 해당 정보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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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룹명, 만기, 셀 헤더 더블클릭시 [채권종목]에 상세내역 조회 가능
[채권종목], [추이], [추이(차트)], [스프레드], [기간구조]탭 조회시에 상단의 수익률 Matrix에서
Ctrl + 클릭으로 10개까지 선택해서 복수 지표를 조회할 수 있음
9 시가평가 수익률 Matrix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조회 가능
• 채권종목 : 상단에서 선택된 그룹, 만기, 셀의 상세 종목 정보가 조회

• 추이 : 상단에서 Ctrl + 클릭으로 선택된 지표의 시계열 추이를 조회

• 추이(차트) : 상단에서 Ctrl + 클릭으로 선택된 지표의 시계열 추이에 대한 차트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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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추이 : 상단에서 더블클릭한 그룹의 만기전체 추이를 조회, Ctrl + 클릭으로 선택시에는
마지막으로 클릭된 그룹의 만기전체 추이가 조회

• 스프레드 : 상단에서 Ctrl + 클릭으로 선택된 지표간 시계열 추이의 스프레드 및 통계 산출 가능
콤보박스에서 선택된 지표 변경 가능

• 기간구조 : 상단에서 Ctrl + 클릭으로 선택된 지표간 기간구조에 대한 스프레드 산출 가능
콤보박스에서 선택된 지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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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발행기관에 대한 채권분류 기준 : 1년 3개월이내 수신한 발행기관의 등급 우선, 발행기관 등급 없을 시
가장 최근(1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채권 종목에 대한 등급으로 분류

관련 화면
3773 차트 > Yield Spread
3774 차트 > Yield Spread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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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 시가평가 > CD/CP > CD/CP 등급별 수익률
화면 개요
●

시가평가사에서 산출하는 CD/CP 등급별/만기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날짜를 선택합니다.
2 평가기관을 선택합니다. 민평(3사), 민평(4사), KIS, 한국, NICE, FN
3 기본 : 수익률 정보가 조회됩니다.
비교일(SP) : 조회일 - 비교일 값이 조회됩니다.
그룹/만기/셀(SP) : 버튼 클릭 후 만기 헤더나 등급 헤더, 셀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만기/등급/셀
기준으로 스프레드가 산출됩니다.
4 전체 평가사의 수익률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민평(3사) 선택시에는 2개사 이하가 평가했을 경우, 민평(4사) 선택시에는 3개사 이하가 평가했을
경우 평가사 색상에 맞게 표시됩니다.
6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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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3747 - 시가평가 > CD/CP > CD/CP 개별기업별 수익률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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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 시가평가 > CD/CP > CD/CP 등급별 수익률 추이
화면 개요
●

시가평가사에서 산출하는 CD/CP 등급별/만기별 수익률 추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기간을 설정합니다. 기본설정은 3개월전 ~ 당일입니다.
2 채권평가사를 선택합니다. 민평(3사), 민평(4사), KIS, NICE, 한국, FN
3 CD, CP 등급 구분을 선택합니다.
- CD : AAA, AA+, AA0, AA-, A+, A0, A-, BBB
- CP : A1, A2+, A2, A2-, A3+, A3, A34 만기별 시계열 추이를 조회합니다. 그리드 헤더에 체크한 지표에 대해서 하단 6 번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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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상단에서 조회한 만기별 시계열 추이의 통계 정보(최대값, 최소값, 평균값)를 제공합니다.

6

4 번에서 체크한 지표들의 추이를 조회합니다.

관련 화면
3743 - 시가평가 > CD/CP > CD/CP 등급별 수익률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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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 시가평가 > CD/CP > CD/CP 개별기업별 수익률
화면 개요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기업어음(CP) 발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날짜를 선택합니다.
2 평가기관을 선택합니다. 민평(3사), 민평(4사), KIS, 한국, NICE, FN
3 수익률, 기준등급대비 중에서 조회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4 CD, CP 등급별 채권평가사별로 평가하는 개별기업의 갯수를 표시합니다.
등급 더블클릭시 민평3사 평균 수익률이 조회되며, 각 평가사별 기업의 개수 클릭시
해당 평가사의 수익률이 조회됩니다.
5 선택된 등급 소속 상세 기업에 대한 수익률이 제공됩니다.
6 우측상단에서 더블클릭한 기업에 대한 수익률의 시계열 추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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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헤더의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우측 차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6 번 그리드에서 체크한 만기의 시계열이 차트로 그려집니다.

관련 화면
3743
3744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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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 차트 > Yield Spread(추이)
화면 개요
• 채권평가사의 시가그룹 Matrix, 기업별 Term Structure, 스왑(IRS, CRS), 해외국채의 Yield Curve에 대한
스프레드 추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 주기 및 날짜를 선택합니다.

2

7 번 영역에 조회되는 데이터를 기준금리, 비교금리, 스프레드(비교금리-기준금리) 중에서
선택합니다.

3

8 번 9 번 영역에 시계열 차트를 표시할 만기를 선택합니다.

4 평균스프레드에 체크하여 9 번 차트 영역에 전체만기에 대한 평균스프레드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기준금리를 선택합니다.
- 시가그룹(YTM, SPOT), 기업별 Term Structure, IRS(MID), CRS(MID), 해외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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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금리를 선택합니다.
- 시가그룹(YTM, SPOT), 기업별 Term Structure, IRS(MID), CRS(MID), 해외금리
7 기준금리, 비교금리, 스프레드 중에 선택된 정보가 조회됩니다.

8

3 번에서 선택한 만기의 기준금리와 비교금리의 시계열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3 번에서 선택한 만기의 스프레드(기준금리-비교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스왑 소수점 처리 및 스프레드 선택시 표시되는 색상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셀배경색
스프레드 > 평균스프레드 => 분홍색
스프레드 < 평균스프레드 => 하늘색
- 글자색
스프레드 양수 => 빨간색
스프레드 음수 => 파란색
- 스왑자리수 : 소수 셋째자리 절사
11 데이터가 재조회됩니다.

관련 화면
3430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Matrix 종합
3737
3741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기업별 Term Structure
3913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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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 단가계산 > 1원당 수익률표
화면 개요
국고채, 통안채 및 관심채권 등 선택한 채권그룹에 속한 복수개 종목 리스트에 대한 가격 변화(+-10단계)에 따른 수익률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수익률표를 계산할 결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 T+1, T+2일 및 사용자 지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준수익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평3사 수익률, 민평4사 수익률을 기준으로 증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단가 → 수익률 계산범위표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단가 구간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1원 단위이며 소수 둘째자리까지 사용자가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4 하단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률의 소수점이하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 둘째자리(0.01), 소수 셋째자리(0.001)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5 하단 화면에 조회되는 정보의 표시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단가 → 수익률로 계산된 수익률이 표시되며, 직전대비는 이전 수익률과의 차이, 민평대비는
민평수익률과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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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종류별 드롭다운 버튼으로 종류별 선택이 용이합니다.
• 국고(국고채) : 국고채, 국고채 스트립
• 통안채, 예보채
• 국주(국민주택채) : 국민주택1종, 국민주택2종, 국민주택3종
• 지방(지방채) : 지역개발채, 서울도시철도채, 지방도시철도채, 공모지방채, 기타지방채
• 특수(특수채) : 특수채, 토지주택채, 대한주택공사채, 토지개발채, 한국전력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한국수자원공사채, 한국장학재단채, 한국가스공사채, 한국철도시설공단채,
한국철도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한국산업단지공사채, 한국지역난방공사채, 농금채
• 은행(은행채) : 은행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중앙회,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카드(카드채) : 카드채,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 기/금(기타금융채) : 리스채, 종합금융채, 할부금융채, 증권금융채, 기타금융채
• 회사(회사채) : 회사채,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무보증AAA, 무보증AA+, 무보증AA0, 무보증AA-,
무보증A+, 무보증A0, 무보증A-, 무보증BBB+, 무보증BBB0, 무보증BBB-, ABS, ABS AAA, ABS AA+,
ABS AA0, ABS AA-, ABS A+, ABS A0, ABS A-, ABS BBB+, ABS BBB0, ABS BBB7 사용자가 등록한 관심채권의 수익률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화면 하단에 조회되는 채권종류 및 관심채권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9 채권종류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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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면 상단( 1 ~ 9 )의 조건으로 조회된 종목 리스트의 단가-수익률표가 제공됩니다.
종목명, 만기일, 만기일 요일, 표면금리, 민평 수익률(3사, 4사)이 표시됩니다.
2 에서 기준수익률에 증감이 있더라도 이 영역에는 민평 3사 혹은 4사가 표시됩니다.
11 민평 수익률로 계산된 단가가 표시됩니다. 2 에서 입력한 기준에 따른 단가가 계산됩니다.
셀마다 수입력으로 단가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후 엔터키를 치면 대응하는 수익률이 재계산됩니다.
12 11의 단가로 역산한 수익률이 표시됩니다.
13 11의 단가에서 3 에 지정된 단가 단위만큼씩 증가시킨 단가에 해당하는 수익률 결과를
10단계까지 표시합니다.
(ex) 3에 지정된 단가단위가 1원이고, 11의 단가가 10100원이라면
10101원, 10102원, 10103원 ~ 10110원
14 11의 단가에서 3 에 지정된 단가 단위만큼씩 감소시킨 단가에 해당하는 수익률 결과를
10단계까지 표시합니다.
(ex) 3에 지정된 단가단위가 1원이고, 11의 단가가 10100원이라면
10099원, 10098원, 10091원 ~ 10090원

특이 사항
• 선택한 그룹내 200개 종목씩 한번에 계산이 가능하며, 200개 초과시에는 넥스트 버튼을 통해 다음 200
개 종목의 계산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잔존만기가 남아있는 종목만 계산되며, 만기일 순서로 정렬됩니다.
• 민평수익률이 없는 종목의 경우는 종목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종목명 더블클릭시 종목 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471 - 단가계산 > 발행종목
3478 - 단가계산 > 발행종목(3결제일)
3905 - 단가계산 > 단가분석
3906 - 단가계산 > 국고채 스트립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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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3826 - 단가계산 > 1bp당 단가표
3474
3477 -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5단가)3476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4종목)
3479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N종목/2결제)
3475 단가계산 > 한국은행 입찰단가
3907 단가계산 > 물가연동국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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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 단가계산 > 1bp당 단가표
화면 개요
국고채, 통안채 및 관심채권 등 선택한 채권그룹에 속한 복수개 종목 리스트에 대한 수익률 변화(+-10단계)에 따른 단가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단가표를 계산할 결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 T+1, T+2일 및 사용자 지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준수익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평3사 수익률, 민평4사 수익률을 기준으로 증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수익률 → 단가 계산범위표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 구간의 단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1bp 단위이며 소수 둘째자리까지 사용자가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 0.5bp, 0.25bp입력시에도 1bp기준으로 계산된 단가의 평균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0.5bp, 0.25bp 단위 수익률로 직접 단가를 계산했을 때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4 하단 화면에 표시되는 단가의 자릿수(원단위, 0.1원단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하단 화면에 조회되는 정보의 표시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수익률 → 단가로 계산된 단가가 표시되며, 직전대비는 이전 단가와의 차이, 민평대비는
민평단가와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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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종류별 드롭다운 버튼으로 종류별 선택이 용이합니다.
• 국고(국고채) : 국고채, 국고채 스트립
• 통안채, 예보채
• 국주(국민주택채) : 국민주택1종, 국민주택2종, 국민주택3종
• 지방(지방채) : 지역개발채, 서울도시철도채, 지방도시철도채, 공모지방채, 기타지방채
• 특수(특수채) : 특수채, 토지주택채, 대한주택공사채, 토지개발채, 한국전력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한국수자원공사채, 한국장학재단채, 한국가스공사채, 한국철도시설공단채,
한국철도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한국산업단지공사채, 한국지역난방공사채, 농금채
• 은행(은행채) : 은행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중앙회,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카드(카드채) : 카드채,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 기/금(기타금융채) : 리스채, 종합금융채, 할부금융채, 증권금융채, 기타금융채
• 회사(회사채) : 회사채,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무보증AAA, 무보증AA+, 무보증AA0, 무보증AA-,
무보증A+, 무보증A0, 무보증A-, 무보증BBB+, 무보증BBB0, 무보증BBB-, ABS, ABS AAA, ABS AA+,
ABS AA0, ABS AA-, ABS A+, ABS A0, ABS A-, ABS BBB+, ABS BBB0, ABS BBB7 사용자가 등록한 관심채권의 단가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화면 하단에 조회되는 채권종류 및 관심채권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9 채권종류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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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면 상단( 1 ~ 9 )의 조건으로 조회된 종목 리스트의 수익률-단가표가 제공됩니다.
종목명, 만기일, 만기일 요일, 표면금리, 민평 수익률(3사, 4사)이 표시됩니다.
2 에서 기준수익률에 증감이 있더라도 이 영역에는 민평 3사 혹은 4사가 표시됩니다.
11 민평 수익률로 계산된 단가가 표시됩니다. 2 에서 입력한 기준에 따른 단가가 계산됩니다.
12 11의 단가로 역산한 수익률이 표시됩니다.
셀마다 수입력으로 수익률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후 엔터키를 치면 대응하는 단가로
13, 14 영역이 재계산됩니다.
※ 11의 단가는 12셀의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1 → 12로 계산이 되기 때문
13 12의 수익률(소수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함)에서 3 에 지정된 수익률 단위만큼씩 증가시킨
수익률에 해당하는 단가계산 결과를 10단계까지 표시합니다.
(ex) 3에 지정된 단가단위가 0.1bp이고, 12의 수익률이 1.50%라면
1.51%, 1.52%, 1.53% ~ 1.60%
14 12의 수익률(소수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함)에서 3 에 지정된 수익률 단위만큼씩 감소시킨
수익류에 해당하는 단가계산 결과를 10단계까지 표시합니다.
(ex) 3에 지정된 단가단위가 0.1bp이고, 12의 수익률이 1.50%라면
1.49%, 1.48%, 1.47% ~ 1.40%

특이 사항
• 선택한 그룹내 200개 종목씩 한번에 계산이 가능하며, 200개 초과시에는 넥스트 버튼을 통해 다음 200
개 종목의 계산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잔존만기가 남아있는 종목만 계산되며, 만기일 순서로 정렬됩니다.
• 민평수익률이 없는 종목의 경우는 종목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종목명 더블클릭시 종목 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825 - 단가계산 > 1원당 수익률표
3471 - 단가계산 > 발행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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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 단가계산 > 발행종목(3결제일)
3905 - 단가계산 > 단가분석
3473 -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6종목)
3474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25/.75 단가)
3477 -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5단가)
3476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4종목)
3479 단가계산 > 단가 범위표(N종목/2결제)
3475 단가계산 > 한국은행 입찰단가
3907 단가계산 > 물가연동국채 시뮬레이션

3805 - 관심채권 > 기본정보 > 시가평가 | 641

3805 - 관심채권 > 기본정보 > 시가평가
화면 개요
관심채권 및 채권종류별 소속종목에 대한 시가평가사의 시가평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시가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익일기준(T+1일) 단가와 당일기준(T일) 단가를 제공합니다.
2 평가사별 평균산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민평(3사), 민평(4사), KAP_KIS, KAP_NICE, KAP_FN, KIS_NICE, KIS_FN, NICE_FN, KAP_NICE_FN,
KAP_KIS_FN, KIS_NICE_FN
3 발행일, 만기일, 잔존일별 종목 검색이 가능합니다.

4 과거 평가일과의 대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시 조회영역이 아래와 같이 일자별
비교를 위한 레이아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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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모드의 경우 수익률대비가 큰 순서로 정렬합니다.
6 체크시 잔존종목만 조회, 해제시 잔존만기 지난 모든 종목을 조회합니다.
7 체크시 시가평가사에서 받은 수익률이나 가격이 있는 종목만 조회, 해제시 시가평가 정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목을 조회합니다.
8 채권종류별 드롭다운 버튼으로 종류별 선택이 용이합니다.
• 국고(국고채) : 국고채, 국고채 스트립
• 통안채, 예보채
• 국주(국민주택채) : 국민주택1종, 국민주택2종, 국민주택3종
• 지방(지방채) : 지역개발채, 서울도시철도채, 지방도시철도채, 공모지방채, 기타지방채
• 특수(특수채) : 특수채, 토지주택채, 대한주택공사채, 토지개발채, 한국전력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한국수자원공사채, 한국장학재단채, 한국가스공사채, 한국철도시설공단채,
한국철도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한국산업단지공사채, 한국지역난방공사채, 농금채
• 은행(은행채) : 은행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중앙회,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카드(카드채) : 카드채,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 기/금(기타금융채) : 리스채, 종합금융채, 할부금융채, 증권금융채, 기타금융채
• 회사(회사채) : 회사채,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무보증AAA, 무보증AA+, 무보증AA0, 무보증AA-,
무보증A+, 무보증A0, 무보증A-, 무보증BBB+, 무보증BBB0, 무보증BBB-, ABS, ABS AAA, ABS AA+,
ABS AA0, ABS AA-, ABS A+, ABS A0, ABS A-, ABS BBB+, ABS BBB0, ABS BBB9 사용자가 등록한 관심채권의 시가평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화면 하단에 조회되는 채권종류 및 관심채권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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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권종류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12 체크시 13의 평가사별 입수현황 영역을 숨김, 해제시 보이기 합니다.
13 시가평가기관별 당일 오후 시가평가정보 수신현황을 표시합니다.
1 의 익일기준, 당일기준 버튼 클릭시 현재 현황으로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14 시가평가기관별 종목별 평가 현황을 제공합니다.
• 종목명, 시가평가 가격, 시가평가 가격 전영업일 대비, 시가평가 수익률,
시가평가 수익률 전영업일 대비, KIS채권평가 가격/수익률, NICE피앤아이 가격/수익률/클린프라이스,
한국자산평가 가격/수익률/클린 프라이스, FN자산평가 가격/수익률, 종목코드, 발행일, 만기일,
잔존일, 만기, 이자유형, 주기, 금리, 발행액, 상장잔액
15 포트폴리오 단순평균 : 상단에 표시되는 정보의 단순 산술평균을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 관심채권 조회시에만 제공되는 정보로, 관심채권 등록시 사용자가 등록한
매매수량으로 가중평균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이 사항
• 기존의 3808화면과 3805화면을 통합하였습니다.
• 관심채권메뉴 하위의 화면이지만 관심채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류별 현황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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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1,000개 종목씩 조회 가능하며 버튼을 이용하여 다음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목명 더블클릭시 종목 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3435 - 시가평가 > 채권종목 > 일별추이
3430 - 시가평가 > 채권그룹 > Matrix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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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 시장종합 > 종합뉴스
화면 개요
●

언론사별 종합뉴스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일을 선택합니다. 기본설정은 당일입니다.
2 뉴스분야를 선택합니다.
- 전체, 공시, 주식/시황, 산업기업, 경제/금융, 채권, 외환, 해외경제, 해외일반, 로이터영문,
부동산, 정치, 사회, 인사/동정, 기타
3 뉴스원을 선택합니다.
- 전체, 로이터, 파이낸셜 채권, 파이낸셜,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서울경제, 인포스탁, 뉴스핌, 뉴스토마토, 컨슈머타임즈, 전자신문, 뉴시스, 델톤 등
4 뉴스를 재조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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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스분야 및 뉴스원 영역을 숨기고 뉴스제목 리스트만 보이게 합니다.
6 뉴스원 설정 변경시(체크박스로 선택/해제) 조회 옵션을 선택합니다.
: 8 번의 뉴스리스트에 바로 조회
: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해야 조회
7 종목 및 단어감시가 가능한 뉴스감시창을 띄웁니다.

8 뉴스원별 뉴스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뉴스 제목을 더블클릭하면 본문 내용이 팝업되며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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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면을 인쇄합니다.

10 클릭시 신규 뉴스 수신시에도 스크롤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합니다.

관련 화면
6106
6107
6108
6122
6123
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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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 시장종합 > 종목요약
화면 개요
●

채권종목의 발행, 유통 요약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종목을 선택합니다.
2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표면금리 등 요약 발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가평가 정보는 민평3사, 민평4사 중
에 선택 가능합니다.
3 선택한 종목의 일중/일별 체결추이 및 스프레드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특이 사항
다른 화면에서 종목명 더블클릭시 대표적으로 팝업되는 화면입니다.

관련 화면
3000 - 발행정보 > 주요 > 종목상세
3703 - 유통종합 > 건별 체결
3704 - 유통종합 > 종목별 체결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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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 단가계산 > 단가분석
화면 개요
●

채권 종목에 대한 단가계산 및 현금흐름별 할인 결과, 듀레이션, PPC 등 지표계산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채권 종목코드를 입력합니다.
2 단가계산과 관련된 주요 발행정보를 조회합니다.
- 발행일, 만기일, 이자유형, 계산주기, 표면금리, 발행률, 만기상환율, 선매출일, 선매출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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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분할상환횟수, 단가구분, 이자계산기준일, 단수일이자
3 해당 화면을 인쇄합니다.
4 종목명을 조회합니다.
5 조회한 채권 종목의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하며, 현금흐름을 수정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6 CALL옵션이 있는 채권의 경우 해당 캘린더가 활성화됩니다.
조기상환이 예상되는 경우 캘린더 날짜를 설정하고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5 번 영역의 현금흐름에 조기상환 내역이 반영되며, 단가계산 결과도 해당 현금흐름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7 조회한 종목의 시가평가정보가 조회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된 민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8 조회한 종목의 평가사별 신용등급 및 평가일 정보가 표시됩니다.
9 수익률을 입력하고 자동 입력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10번 계산 영역의 기준 수익률로
입력한 수익률이 반영됩니다. (기준 수익률은 맨 가운데 행의 수익률입니다.)
10 5번 영역의 현금흐름으로 계산된 단가계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 계산영역 : 일괄적으로 결제일 변경이 가능하며, 수익률은 1bp단위, 0.1bp단위로 제공합니다.

- 물가연동국채관련 정보 영역 : 물가계수 및 매매단가와 결제단가를 선택합니다.

- 경과이자 및 세금관련 영역 : 보유기간에 대한 경과이자 및 세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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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금흐름별로 계산된 상세 할인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론적 : 1년 단위로 할인, 1년 미만의 구간은 복리로 할인
- 관행적 : 현재 CHECK의 단가계산 방식, 이표채의 경우 이자지급주기로 할인,
이자지급주기미만은 단리로 할인
- 혼합 : 1년 단위로 할인, 1년 미만의 구간은 단리로 할인
12 듀레이션, 컨벡서티, PPC 등 수익률에 따른 분석지표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기준 bp를 입력해서 PPC N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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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PPC N 은 수익률 상승, 하락시 가격의 변화율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듀레이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Nbp씩 증감한 수익률로 단가계산을 한 후,
상승시 수익률에 따른 가격의 변화율과 하락시 수익률에 따른 가격의 변화율을 평균 낸 지표입니다.
- 듀레이션과 PPC100이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화면
3471
3478
3906
3903
3825
3826
3473
3474
3477
3476
3479
3475
3470
3907
3472
3955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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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 단가계산 > 국고채 스트립 계산기
화면 개요
국고채 종목과 관련 스트립종목(이자+원금) 간의 단가계산 차액을 산출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국고채 원본 스트립 종목이 존재하는 국고채 종목만 대상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영역 클릭으로 관련 국고채 종목의 리스트에서 바로 종목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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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한 국고채 종목의 기본 발행정보를 조회합니다.
• 발행일, 만기일, 잔존일, 표면금리, 이자유형, 이자주기, 대차금일(대자당일 - 대차상환), 대차잔량,
발행액, 상장잔액, 스트립미분리잔액
3 수익률 평균을 산출하여 반영할 채권평가사를 체크박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체크된 평가사의 민평이 기준값이 되며, 해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적용버튼 클릭 필요)
화면 최초 조회시, 신규 종목 조회시에는 항상 0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5 계산할 투자금액을 억원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화면종료시 마지막 설정금액으로 저장됩니다.

6

• 결제일 : 국고채 단가와 스트립 단가를 계산할 기준 결제일을 지정합니다.
• 국고수익률 : 선택한 국고채 종목의 최근 민평 수익률을 소수 셋째자리까지 표시합니다.
• 국고단가 : 왼쪽의 국고수익률에 입력된 수익률로 계산된 단가를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수익률 입력 후 엔터 실행할 경우 수익률 -> 단가 계산이 되고
단가 입력후 엔터 실행할 경우 단가 -> 수익률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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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최초 오픈시 기본 설정은 국고수익률 -> 국고단가 순서의 계산입니다.
7 투자금액이 반영된 국고채금액과 스트립금액이 계산됩니다.
차액은 스트립금액 - 국고채금액입니다.
스트립금액은 8 에서 조회된 이자+원금 스트립 종목에 대한 금액의 합산입니다.
8 결제일 후를 만기로 갖는 스트립 종목들의 리스트를 만기일 순서대로 조회합니다.
• 현금흐름(이자) : 표면금리/이자지급수*투자금액
• 현금흐름(원금) : 투자금액과 동일 현금흐름
스트립 종목은 모두 할인채이므로 위와 같은 현금흐름이 만기에 1번 발생합니다.
• 수익률 : 화면 상단 3

4 에서 설정된 기준 수익률이 조회됩니다.

• 단가 : 수익률로 계산된 단가가 조회됩니다.
• 금액 : 현금흐름 * 단가 / 10000원

특이 사항
• 국고채 원금 스트립 종목이 존재하는 국고채만 대상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 결제일을 과거로 변경시, 결제일 시점에서는 만기가 남아있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만기가 경과되어
민평이 0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면에서 제공되는 민평은 결제일과 상관없이 최근 기준입니다.

관련 화면
3075 - 발행정보 > 기타 > 국채 S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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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 해외금리 > 미국/일본 국채금리
화면 개요
●

미국과 일본의 만기별 국채금리 및 국내 최종호가수익률, IRS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From To 기간을 지정합니다.
2 미국채, 일본국채, 국내 최종호가수익률, IRS 수익률 추이를 제공합니다.
그리드 헤더 체크로 하단의 추이 차트 및 요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국채 : 3M, 6M, 2Y, 3Y, 5Y, 10Y, 30Y
- 일국채 : 2Y, 5Y, 10Y, 30Y
- 최종호가수익률 : CD 91일, 통안 2Y, 국고 3, 5, 10, 20, 30, 50Y
- IRS : 2Y, 5Y, 10Y
3 그리드에서 체크한 지표의 시계열 추이가 최대/최소값과 함께 조회됩니다.
4 그리드에서 체크한 지표의 요약정보(지표명, 최대값, 최대날짜, 최소값, 최소날짜)가 표시됩니다.
5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3920 - 해외금리 > 미국/일본 국채금리 | 657
3924 - 해외금리 > 해외국채 Matrix
3926
3930
3931 - 해외금리 > 해외국채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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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 해외금리 > LIBOR/EURIBOR/TIBOR
화면 개요
●

LIBOR(ICE 제공) 및 EURIBOR, TIBOR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데이터 조회 영역의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 종합 : 지정한 날짜의 만기별 통화별 금리
- 통화 : 지정한 만기의 일별 통화별 금리
- 만기 : 지정한 통화의 일별 만기별 금리
●

통화 조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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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조회시

2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캘린더 기본 설정은 당일이며, 데이터는 전일, 전전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전일 : ICE에 고객사 명단 제출하는 경우
- 전전일 : 기본 설정
3 LIBOR 및 EURIBOR, TIBOR 금리를 선택한 레이아웃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LIBOR
· 통화 : USD, EUR(360), GBP, JPY, CHF
· 만기 : O/N, 1W, 1M, 2M, 3M, 6M, 12M
- EURIBOR : 1W, 2W,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 TIBOR
· 통화 : JPY, EURO
· 만기 : 1W, 1M, 2M, 3M, 6M, 12M
CAD, AUD LIBOR의 경우 2013.05.31까지, DKK, SEK LIBOR의 경우 2013.03.28까지 제공됩니다.
LIBOR 모든 통화의 2W, 4M, 5M, 7M, 8M, 9M, 10M, 11M 만기의 경우 2013.05.31까지 제공됩니다.

특이 사항
- 2014.7.1부터 LIBOR 사용권한 정책 변경에 따라 제공일 기준이 변경(전전일 기준 제공) 되었습니다.
- 기본은 전전일 기준이며, 전일 기준의 정보에 대한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 고객사 명단이 ICE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 ICE : https://www.theice.com/iba

관련 화면
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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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 해외금리 > 해외국채 Matrix
화면 개요
●

해외 30여개 주요국의 국채금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당일입니다.
2 하단에서 조회할 시세표의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 MID/대비 : MID 및 대비를 표시합니다.
- BID/ASK : BID와 ASK를 표시합니다.
3 국가별 만기별 실시간 시세를 제공합니다.
- 제공국가
· 아시아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 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터키, 남아공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4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CDS 3940
시장동향 3104
금융지도 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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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 5516

특이 사항
데이터 제공처 : Tullet Prebon

관련 화면
3926
3930
3931 - 해외금리 > 해외국채 국가별

662 | 채권

3931 - 해외금리 > 해외국채 국가별
화면 개요
●

해외 주요국의 국채금리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선택한 특정국가의 만기별 시세표 및 일중, 일별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
니다.

화면 설명

1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당일입니다.
2 국가를 선택합니다.
- 제공국가
· 아시아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 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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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터키, 남아공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3 선택한 국가의 만기별 실시간 시세표를 제공합니다.
- 만기, 한국시간/GMT시간, BID, ASK, MID, MID대비, 시가, 고가, 저가
4 기준일의 일중추이를 제공합니다. (과거 5일전 포함)
5 기준일 이전까지의 일별추이를 제공합니다.
6 왼쪽의 4

5 에서 조회한 데이터에 대한 차트를 표시합니다. BID, ASK, MI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데이터 제공처 : Tullet Prebon

관련 화면
3924 - 해외금리 > 해외국채 Matrix
3926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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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 해외금리 > Markit CDS
화면 개요
●

글로벌 공신력을 갖춘 CDS 제공기관인 Markit의 CDS 프리미엄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준일을 지정합니다. 기본설정은 당일입니다.
2 CDS 프리미엄 조회 화면의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 5Y만기 : 5Y만기 기준으로 기간별 최저, 최고, 평균, 종가 데이터를 이용한 미니차트가 함께 제공
- 전체만기 : 6M, 1Y, 2Y, 3Y, 4Y, 5Y, 7Y, 10Y, 15Y, 20Y, 30Y 만기별 데이터가 제공
3 Time Zone에 따른 시간대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Sameday Japan : (당일 데이터) 당일 16시 30분에 산출
- Sameday Asia : (당일 데이터) 당일 18시 30분에 산출
- End of Day

: (당일 데이터) 익일 16시 30분에 산출

4 5Y만기 레이아웃 조회시 최저, 최고, 평균 산출 기준을 선택합니다.
- 3개월, 6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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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륙 및 섹터를 더블클릭으로 선택합니다.
- 대륙 : All, America, Asia, Europe, Africa/Middle East, Oceania
- 섹터 : All, Country, Government, Financials, Utilities, Etc
6 선택한 카테고리(대륙, 섹터)내의 개별 CDS 프리미엄 정보를 제공합니다.
- CDS Name, 통화(USD, EUR, JPY), Tier(순위), 만기별 CDS 프리미엄, 전일대비, 최저, 최고, 평균
등급, 회수율, 섹터, 국가
Name을 더블클릭하면 하단의 추이와 차트에 시계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CDS 프리미엄, 대비, 등락률, 등급에 대한 일별 시계열 추이가 제공됩니다.
8 관련 차트가 제공됩니다.

특이 사항
- 해당 정보는 제공처인 Markit의 정책에 따라 View Only로 제공되며 다운로드를 원하실 경우 Markit과
라이센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관련 화면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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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 대차거래 > 종합
화면 개요
●

채권 종목별 대차거래 현황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당일입니다.
2 조회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 종목별 : 종목별 대차잔량 및 거래, 상환 정보를 표시합니다.
- 참여자별 : 대차 종목에 대한 대여자 및 차입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3 대차정보를 표시합니다.
- 종목별 : 종목명, 종목구분(지표, 경과), 선물바스켓 종목 편입 여부, 전일잔량, 금일거래, 금일상환,
금일잔량, 거래유형
- 참여자별 : 종목명, 종목구분(지표, 경과), 선물바스켓 종목 편입 여부, 만기일, 체결수량,
대여자, 차입자, 채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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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를 변경합니다. (백만, 억)

특이 사항
- 금융투자협회 수신 정보이며, 오후 8시경 당일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관련 화면
3961
3962
3963

10. 외환
5100 - 달러-원>종합화면
화면 개요
국내 외환시장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달러-원 정보, 일별추이, 해외환율, 외환뉴스 등>

화면 설명

1 달러-원 실시간 체결
화면 상단 좌측 콤보를 통해 달러-원 SPOT과 FXSWAP 데이터를 선택하여 체결추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전체/서울외환/한국자금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중개사를 선택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할 경우 서울외환과 한국자금 데이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 상단 매수/매도 호가창 보는 방법
- 실시간 매수/매도 호가를 스크린형식의 큰 글씨로 제공됩니다.
- 직전매수/매도 호가 대비 상승일 경우 : 배경 및 글씨가 빨간색으로 변경
- 직전매수/매도 호가 대비 상승일 경우 : 배경 및 글씨가 파란색으로 변경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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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매수/매도 호가 대비 유지일 경우 : 직전 글씨색은 유지, 배경은 흰색으로 변경
- 이와같은 호가창 색상 변화로 순간의 상승/하락 기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정보 탭
일물별(FX스왑), 일별추이, 시간대별정보, 지표종합(일물별 분석정보), 해외환율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3 차트
선택된 지표의 Tick, 1분, 일봉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ck 차트의 경우 전일종가를 기준선으로 선택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뉴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외환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델톤 제공의 외환뉴스만을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3500화면(투자분석리포트) 에서 제공되는 리포트 중 '외환' 관련 리포트에 대해서 제공됩니다.

참고 사항
각 중개사의 회원사(딜러)일 경우 실시간 체결데이터가 제공됩니다.
비회원사(비딜러)일 경우 30분에 한번씩 체결 데이터가 제공되며,
그 외 시간에는 매수/매도의 중간값으로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각 외환중개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5101 - 달러-원>현재가
5102 - 달러-원>현/선물환 종합
5103 - 달러-원>일별추이
5104 - 달러-원>시간대별
5106 - 달러-원>Tick차트
5107 - 달러-원>1분차트
5108 - 달러-원>일봉차트
5109 - 달러-원>지표종합
5501 - 해외SPOT>현재가(주요)

정보 사이트
서울외국환중개 : http://www.smbs.biz/
한국자금중개 : http://www.km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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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 달러-원>현재가
화면 개요
달러-원 환율의 현재가를 제공사별/조회방식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화면설명

1 중개사 선택
전체 또는 중개사별 데이터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선택 시 각 중개사의 데이터를 동시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조회방식 선택
혼합 / 체결 / 호가 / 체결+호가 총 네가지 방식의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합 - 기존에 제공되는 방식으로 체결가와 매수/매도 데이터가 같이 보여집니다.
체결 - 체결 데이터만 조회됩니다.
호가 - 호가 데이터만 조회됩니다.
체결+호가 - 체결 및 호가데이터가 각각 발생시마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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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XT 버튼
NEXT 버튼을 이용하여 장 초반 데이터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NEXT 버튼을 여러번 눌러야 했으나, CHECKExpert+ 에서는 한번만 눌러도 모든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4 화면 접기/펼치기 버튼
화면 접기/펼치기 버튼을 이용하여 차트를 생략하거나, 실시간 데이터 영역만 보여지도록 화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해외환율 조회
Tenfore 에서 제공하는 해외환율을 조회하여 달러-원 시세와 실시간으로 비교 가능합니다.
환율명을 클릭하면 주요통화목록이 DropDown 됩니다.
6 실시간 매매기준율 조회
실시간 체결가를 이용하여 장중 실시간 매매기준율(추정치)을 제공합니다.
중개사 선택버튼을 "서울" 혹은 "한국" 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차트로 표현됩니다.
관련화면 : 5711 (실시간 MAR 일중/일별 추이)

참고 사항
각 중개사의 회원사(딜러)일 경우 실시간 체결데이터가 제공됩니다.
비회원사(비딜러)일 경우 30분에 한번씩 체결 데이터가 제공되며,
그 외 시간에는 매수/매도의 중간값으로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각 외환중개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5100 - 달러-원>종합화면
5102 - 달러-원>현/선물환 종합
5103 - 달러-원>일별추이
5104 - 달러-원>시간대별
5106 - 달러-원>Tick차트
5107 - 달러-원>1분차트
5108 - 달러-원>일봉차트
5109 - 달러-원>지표종합

정보 사이트
서울외국환중개 : http://www.smbs.biz/
한국자금중개 : http://www.km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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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 달러-원>현/선물환 종합
화면 개요
달러-원 SPOT 데이터와 Swap Point, 그리고 Forward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데이터 유형 선택
Swap Point :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선물환 거래의 기본 단위
Forward : 선물환율로 현물환율과 Swap Point를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 Forward 계산식 O/N Forward : SPOT - (O/N Swap Point + T/N Swap Point)
T/N Forward : SPOT - T/N Swap Point
그외 만기 : SPOT + Swap Point
2 조회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DAYS)와 DAYS의 전일대비(DIFF)를 제공합니다.
예) 조회일 : 2015/09/15 , 결제일 : 2015/10/19
→ DAYS : 34일

5102 - 달러-원>현/선물환 종합 | 673

참고 사항
Forward의 경우 Swap Point 값이 갱신되는 시점의 SPOT을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관련 화면
5201 - 달러-원 FX스왑>현재가(종합)
5203 - 달러-원 FX스왑>일별추이

정보 사이트
서울외국환중개 : http://www.smbs.biz/
한국자금중개 : http://www.km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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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 달러-원>일별추이
화면 개요
달러-원 SPOT 환율의 중개사별 일별추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일/주/월별 단위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차트/데이터 버튼으로 일별차트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거래량 단위 : 백만 달러(USD)

5103 - 달러-원>일별추이 | 675

관련 화면
5101 - 달러-원>현재가

정보 사이트
서울외국환중개 : http://www.smbs.biz/
한국자금중개 : http://www.km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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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 달러-원>시간대별
화면 개요
달러-원 SPOT환율의 시간대별 고가,저가 및 거래량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당일 및 전일 시간대별 데이터 제공
당일 및 전일의 시간대별(30분단위) 고가/저가/거래량을 제공합니다.
2 고가/저가/거래량의 전일대비 제공
전일대비 값을 통해 시간대별로 전일대비 등락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일대비 거래량 변화를 통해 전일보다 거래가 집중된 시간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당일 거래량의 경우, 장 마감 후(약 15:30 경) 업데이트 됩니다.

관련 화면

5104 - 달러-원>시간대별 | 677
5101 - 달러-원>현재가
5103 - 달러-원>일별추이
5109 - 달러-원>지표종합

정보 사이트
서울외국환중개 : http://www.smbs.biz/
한국자금중개 : http://www.km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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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 달러-원>주요환율비교
화면 개요
달러-원 환율과 해외환율을 비교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설명

1 해외환율 선택
콤보를 눌러 해외환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환율은 달러-원환율과 차트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2 비교차트 선택기능 제공
상단에 조회된 환율에 대해서 원하는 조합으로 비교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화면

5105 - 달러-원>주요환율비교 | 679
5100 - 달러-원>종합화면
5101 - 달러-원>현재가
5103 - 달러-원>일별추이
5106 - 달러-원>Tick차트
5107 - 달러-원>1분차트
5108 - 달러-원>일봉차트
5109 - 달러-원>지표종합
5501 - 해외SPOT>현재가(주요)

정보 사이트
서울외국환중개 : http://www.smbs.biz/
한국자금중개 : http://www.km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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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 달러-원>종합화면2
화면 개요
국내 외환시장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달러-원 정보, 외인보유현황, CDS, 외환뉴스 등>

화면 설명

1 달러-원 현재가 호가 및 차트 제공
2 5566(해외환율 미니현재가)화면 형식의 해외환율 호가창 및 미니차트 제공
3 외인보유주식 / 외인보유채권 / CDS 화면 제공
4 체크에서 제공하는 뉴스 및 리포트 제공
- 리포트의 경우, 3500(투자분석리포트) 화면의 '외환' 분야 제공

관련 화면

5140 - 달러-원>종합화면2 | 681
5100 - 달러-원>종합화면
5720 - 환율분석>Risk On
5721 - 환율분석>Risk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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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달러인덱스
화면 개요
주요 통화에 대한 미국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인덱스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달러인덱스 현재가 제공
달러인덱스 현재가를 스크린형식의 큰 글씨로 제공합니다.
※ 달러인덱스 산출기준은 각 환율별 매수호가로 계산됩니다.
2 개별 환율 연동

5200 - 달러인덱스 | 683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환율들의 현재시세를 보여줍니다.
환율명 더블클릭 시 일중/일별에 따라 5502, 5506 화면이 조회됩니다.
환율명을 원클릭 시 하단 차트에 연동됩니다.
3 사용자 가중치 입력
사용자가 원하는 가중치 값을 입력하여 산출되는 달러인덱스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버튼을 통해 ICE기준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개별환율, 달러인덱스, 사용자편집 달러인덱스를 하나의 차트에서 비교 할 수 있습니다.

4 달러인덱스 선물
달러인덱스 선물(미국달러지수 선물)의 만기별 전일종가 값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달러인덱스 산출식 :
50.1435×EUR^(0.576)×JPY^(0.136)×GBP^(0.119)×CAD^(0.091)×SEK^(0.042)×CHF^(0.036)

관련 화면
정보 사이트
ICE 달러인덱스 : https://www.theice.com/products/194/US-Dollar-Index-Futures
MarketWatch 달러인덱스 조회 : http://www.marketwatch.com/investing/index/d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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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 달러-원 FX스왑>현재가(종합)
화면 개요
달러-원 Swap Point, 그리고 Forward 데이터의 현재가 및 추이를 보여줍니다.

화면 설명

1 Swap Point / Forward 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Forward의 경우 Swap Point가 발생하는 시점의 SPOT환율과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5201 - 달러-원 FX스왑>현재가(종합) | 685
- Forward 계산식 O/N Forward : SPOT - (O/N Swap Point + T/N Swap Point)
T/N Forward : SPOT - T/N Swap Point
그외 만기 : SPOT + Swap Point
2 FX Swap/Forward의 일물 및 BID/MID/ASK를 선택하여 추이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Swap Point/Forward 값과 비교할 수 있도록 SPOT환율의 종가 및 시가, 기준율을 일중/일별로 제공합니다.
* 일중의 경우, 실제 계산된 시점의 SPOT환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Forward의 경우 Swap Point 값이 갱신되는 시점의 SPOT을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관련 화면
5100 - 달러-원>종합화면
5101 - 달러-원>현재가
5102 - 달러-원>현/선물환 종합
5202 - 달러-원 FX스왑>현재가
5203 - 달러-원 FX스왑>일별추이

정보 사이트
서울외국환중개 : http://www.smbs.biz/
한국자금중개 : http://www.km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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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 달러-원 FX스왑>일별추이
화면 개요
달러-원 FX스왑의 일별추이 데이터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단위 : BP)

화면 설명

1 만기, 조회기간 선택
원하는 만기에 대해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조회기간에 대해 From~To 를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2 데이터/차트/혼합 선택 기능
데이터만 보여주는 화면, 차트만 보여주는 화면, 데이터와 차트를 동시에 보여주는 화면을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3 결제일

5203 - 달러-원 FX스왑>일별추이 | 687
선택된 만기유형에 따라 결제일이 일별로 제공됩니다.
SPOT(현재가) = T+2
O/N(Over Night) = T+1
T/N(Tomorrow Next) = T+1 시점에서 T+2일까지
1W(Week) = T+2(SPOT) + 7
1M(Month) = T+2(SPOT) + 30
Y(Year) = T+2(SPOT) + 365

관련 화면
5201 - 달러-원 FX스왑>현재가(종합)
5100 - 달러-원>종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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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 이종통화>종합화면
화면 개요
이종통화 실시간시세 및 비교차트, 시간대별 호가, 일별데이터 등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제공하는 이종통화의 모든 정보를 한 화면 안에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이종통화 실시간 데이터 제공

5221 - 이종통화>종합화면 | 689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제공하는 이종통화의 매수/매도/전일비 등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전일종가 및 당일종가(중간값)를 제공하고, 해외환율과의 Spread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2 해외환율 실시간 데이터 제공
거래하는 시장이 다른 세계 각국에서 거래되는 해외환율(이종통화) 데이터를
서울외국환에서 제공하는 이종통화와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3 비교차트 제공
서울외국환 이종통화 및 해외환율의 비교차트를 제공합니다.
상단 이종통화부분의 종목명을 더블클릭 시 순차적으로 종목이 선택됩니다.
4 차트유형선택 및 시간대별 조회버튼
일중/일별 차트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버튼을 클릭하여 시간대별 체결범위 데이터와 일별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시간대별 체결범위 및 거래량
당일 장마감 후 (오후 7시 이후) 당일의 시간대별 체결범위와 체결량을 제공합니다.
장마감 전에는 전일 데이터 조회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캘린더를 이용하여 과거 특정날짜의 시간대별 체결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제공하는 원화 이외의 통화에 대한 정보는 "이종통화"로
해외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환율 정보는 "해외환율"로 표현합니다.

관련 화면
5222 - 이종통화>현재가
5223 - 이종통화>일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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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 이종통화>현재가
화면 개요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제공하는 이종통화의 현재가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통화 선택 및 NEXT 버튼
조회하고자 하는 통화를 선택합니다.
USD-JPY, EUR-USD, GBP-USD, USD-CAD, USD-CHF, AUD-USD, EUR-JPY, NZD-USD
NEXT 버튼을 클릭하면 장초반 데이터까지 모두 조회됩니다.
2 해외 환율
해외 실시간 환율 버튼을 클릭하면 해외환율 현재가 화면으로 연동되며,
현재 조회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제공합니다.

5222 - 이종통화>현재가 | 691

참고 사항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제공하는 원화 이외의 통화에 대한 정보는 "이종통화"로
해외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환율 정보는 "해외환율"로 표현합니다.

관련 화면
5221 - 이종통화>종합화면
5223 - 이종통화>일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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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 고시환율>고시환율 일중추이(외환은행)
화면 개요
실시간 고시환율을 제공합니다.
출처 : 외환은행

화면 설명

1 통화별/회차별 선택
통화별 뿐 아니라 개별 통화에 대한 회차별 일중 히스토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선택 시 통화별로 1차고시부터 현재까지 고시된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차 선택

5301 - 고시환율>고시환율 일중추이(외환은행) | 693
1회차부터 마지막회차까지 회차별로 고시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은행별 환율
버튼을 누르면 각 은행의 고시환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연동됩니다.
4 기타 정보들
- 통화
각국의 통화에 대한 고시환율을 제공합니다.
유로화 통합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핀란드는
2002년 3월 2일부터 거래되지 않습니다.
- 전신환매매율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입니다.
- 매매기준율
한 나라가 자국통화와 각국 통화간의 환율을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해 먼저 결정되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말합니다. 본 화면의 경우 원화기준의 매매기준율을 제공합니다.
매매기준율 결정 주체 : 서울외국환중개
- Cross Rate
일국 통화에 대한 제3국 통화의 환율을 구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율의 대상이 되는 통화와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말합니다.

참고 사항
"통화별" 조회화면에서 환율 종목을 더블클릭하면 고시환율 일별추이 화면이 열립니다.
조회시 선택한 환율 종목이 연동되어 조회됩니다.

관련 화면
5302 - 고시환율>고시환율 일별추이(외환은행)
5303 - 고시환율>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

정보 사이트
외환은행 고시환율 사이트
기업은행 고시환율 사이트
국민은행 고시환율 사이트
신한은행 고시환율 사이트
하나은행 고시환율 사이트
우리은행 고시환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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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합병이 되었으나, 은행 홈페이지는 기존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302 - 고시환율>고시환율 일별추이(외환은행) | 695

5302 - 고시환율>고시환율 일별추이(외환은행)
화면 개요
외환은행에 고시되는 고시환율의 일별추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외환은행에서 고시하는 모든 환율에 대해 제공합니다.
2 특정기간 조회가 가능하며, 일중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환율의 일중추이화면이 열립니다.
3 목적에 따라 최초매매기준율 / 최종매매기준율을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고시환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301 - 고시환율>고시환율 일중추이(외환은행)의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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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 고시환율>고시환율 일중추이(외환은행)
5303 - 고시환율>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

5303 - 고시환율>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
화면 개요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제공하는 매매기준율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서울외국환중개에서 발표하는 통화별 매매기준율을 제공합니다.
2 기준일에 해당하는 매매기준율 데이터가 오전 8시 50분 이전에 업데이트 됩니다.
3 통화명
AED : Arab Emirates Dirham
ARS : Argentine Peso
AUD : Australiam Dollar
BDT : Bangladesh T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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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D : Bahraun Dinar
BND : Brunei Dollar
BRL : Brazilian Real
CAD : Canada Dollar
CHF : Confoederatio Helvetia Franc
CNH : Hongkong Yuan
CNY : China Yuan
CZK : Czech Koruna
DKK : Denmark Krona
EGP : Egyptian Pound
EUR : EURO
GBP : Great British Pound
HKD : Hong Kong Dollar
HUF : Hungarian Forint
IDR : Indonesia Rupiah
ILS : Israeli Shekel
INR : Indian Rupee
JOD : Jordanian Dinar
JPY : Japanese Yen
KWD : Kuwait Dinar
KZT : Kazakhstani Tenge
MNT : Mongolian Togrog
MXN : Mexican Peso
MYR : Malaysia Ringgit
NOK : Norway Krona
NZD : New Zealand Dollar
PHP : Philippine Peso
PKR : Pakistani Rupee
PLN : Polish Zioty
QAR : Qatari Riyal
RUB : Russian Ruble
SAD : Saudi Arabia Riyals
SEK : Sweden Krona
SGD : Singapore Dollar
THB : Tai Baht
TRY : Turkish Lira
TWD : Taiwan Dollar
USD : United States Dollar
VND : Vietnamese Dong
ZAR : South African Rand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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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4일 이후 CNY통화에 대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TR1000 공지사항 551번 게시글 참고)

관련 화면
5301 - 고시환율>고시환율 일중추이(외환은행)
5302 - 고시환율>고시환율 일별추이(외환은행)
5513 - 고시환율>재정환율 일중추이

5304 - 매매기준율 추이(서울외국환) | 699

5304 - 매매기준율 추이(서울외국환)
화면 개요
서울외국환에서 제공하는 매매기준율(재정환율) 일별추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만기, 조회기간 선택
원하는 만기에 대해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조회기간에 대해 From~To 를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2 통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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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의 통화를 선택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제공하는 종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303화면 참고)
* 2016년 1월 4일 이후부터 CNY종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전날짜 조회시 조회가능)
* CNY종목 제공불가 관련하여 1000번 공지사항 744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비교방식 선택
A/B : 두 통화간의 비율 계산 (매매기준율을 통해 두통화간 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B : 두 통화간의 단순 차이 계산 (원화대비 환율들간의 스프레드 계산이 가능합니다.)

관련 화면
5303 - 고시환율>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

정보 사이트
서울외국환중개 : http://www.smb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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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 해외SPOT>종합화면
화면 개요
해외환율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USD-KRW 및 주요환율 실시간 시세 제공
- 서울외환 달러-원 환율을 해외환율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주요환율의 각 종목을 원클릭하면 하단의 차트와 우측의 현재가영역에 해당 종목이 연동됩니다.
2 우측 상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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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종목의 일중추이 및 기타 정보들을 보여주는 '현재가' 화면입니다.

선택된 종목의 일별추이를 보여줍니다. 기준일 변경 시 기준일이전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각 통화들 간의 재정된 환율을 실시간으로 산출합니다. 좌측에 나열된 통화가 기준통화가 됩니다.

주요환율의 Swap Point를 제공합니다.

5500 - 해외SPOT>종합화면 | 703

관심환율로 등록된 환율의 현재가를 제공합니다. 관심환율은 "관심환율 등록"버튼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관심환율의 일별추이를 제공합니다. 1열은 기본적으로 USD-KRW(서울외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 차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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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을 선택하여 Tick, 1분, 일별 차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Tick, 1분차트의 경우 당일/전일포함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별차트의 경우 상단에서 원클릭으로 선택된 3종목에 대해 비교차트 형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종목만 조회 할 경우에는 체크박스 이용
4 뉴스 영역

외환뉴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자나 제공처를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버튼 : 우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뉴스 목록이 인쇄됩니다.
스크롤 고정 : 스크롤 고정을 선택하시면 화면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여도 뉴스 목록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 델톤뉴스 : 외환전문뉴스업체인 델톤의 뉴스만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5501 - 해외SPOT>현재가(주요)
5502 - 해외 SPOT>현재가(개별)
5505 - 해외 SPOT>일별추이(주요)
5506 - 해외 SPOT>일별추이(개별)
5508 - 해외 SPOT>시간대별
5521 - 해외 SPOT>해외관심환율
5510 - 해외 SPOT>Tick차트
5511 - 해외 SPOT>1분차트
5512 - 해외 SPOT>일봉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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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 해외SPOT>현재가(주요)
화면 개요
해외 주요 환율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주요환율 선택기능
사용자가 원하는 환율종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 제공중이었던 JPY, EUR, GBP, CHF, CAD 등 주요환율 이외에도 USD기준의 모든 환율종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주요환율 아래에는 상대통화의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련 화면
5500 - 해외SPOT>종합화면
5502 - 해외SPOT>현재가(개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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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 - 환율분석>Risk On
화면 개요
Risk On (High Yield - Risky Asset)
: 리스크를 지향, 고수익 추구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종합화면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달러-원 현재가 호가 및 차트 제공
2 5566(해외환율 미니현재가)화면 형식의 해외환율 호가창 및 미니차트 제공
3 외인보유주식 / 외인보유채권 / CDS 화면 제공
4 체크에서 제공하는 뉴스 및 리포트 제공
- 리포트의 경우, 3500(투자분석리포트) 화면의 '외환' 분야 제공

5720 - 환율분석>Risk On | 707

관련 화면
5721 - 환율분석>Risk Off
5500 - 해외SPOT>종합화면
5140 - 달러-원>종합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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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 - 환율분석>Risk Off
화면 개요
Risk Off (Safe Assets)
: 국내외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리스크 회피 환경에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종합화면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Emerging Market CCY NDF 제공
2 국채선물, 외국인 보유 채권잔고, CDS 프리미엄 제공
3 한국/미국 국채금리 비교 제공 (만기 원클릭시 차트 연동)

관련 화면

5721 - 환율분석>Risk Off | 709
5720 - 환율분석>Risk On
5500 - 해외SPOT>종합화면
5140 - 달러-원>종합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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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2 - 계산기>달러-원 FX SWAP 계산기
화면 개요
USD-KRW FX Swap 데이터에 대해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기간물 고시방법 선택 기능
- Start Value를 Spot Value로 선택하는 방법 : 표준물, 5102제공 데이터와 동일
- Start Value를 Today Value로 선택하는 방법 :
Spot Value 네고 및 결제를 당일물(Today Value)로 처리하는 경우의 가격 산출 방법
- 고시 빈도수가 적은 O/N(Over Night), T/N(Tomorrow Next) 입력 가능
2 비표준물 계산 기능
- Start Date와 Maturity Date를 입력
(Start Date를 SPOT 이후 날짜로 선택하여 FWD/FWD 계산 가능)
- Start Date를 입력한 후 Days를 입력
(원하는 일수에 맞는 Swap Point 및 Maturity Date 산출 가능)
- 각 날짜들은 자동으로 한국 및 미국 휴장일 적용
(미국 휴장일은 관행에 따라 Maturity Date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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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물 가격 계산하는 2가지 방법 제공
- FX와 CCS 시장의 유동성과 수급의 차이로 가격이 벌어질 때 원하는 형식으로 선택 가능
- FX : 고시되는 데이터 / CCS : IRS 및 CCS를 이용하여 이론가 계산
2 Spread를 이용한 Two-Way Quotate 기능
- Spread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서울외환/한국자금 호가를 제공
- Spread 버튼이 활성화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Spread에 따라 사용자만의 Bid/Offer 호가 제공

참고 사항
예시) Start Date가 SPOT Value가 아닐 경우

1 Start Date가 Today일 경우 :
- Swap Point 계산 : SPOT 기준의 Swap Point + O/N Swap Point + T/N Swap Point
2 Start Date가 Tomorrow일 경우 :
- Swap Point 계산 : SPOT 기준의 Swap Point + T/N Swap Point
3 Start Date 가 SPOT 이후일 경우 :
- SPOT부터 Start Date까지의 Swap Point : A
- SPOT부터 Maturity Date까지의 Swap Point : B
- 결과값 :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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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5102 - 달러-원>현/선물환 종합

5723 - 계산기>이종통화 선물환 계산기 | 713

5723 - 계산기>이종통화 선물환 계산기
화면 개요
KRW외 이종통화간 FX Swap 데이터에 대해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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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목 선택

※ 추후 통화 추가 예정
2 Outright Forward 산출
- 시장에 고시되는 Spot 환율 및 Swap Point를 이용하여 Outright Forward 제공
3 시작일 선택 기능 제공
- TODAY / TOM / SPOT 선택가능
- 표준물 계산을 TODAY나 TOM시작으로 바꿔서 산출 가능
4 기물 입력기능 및 결제일 입력 기능 제공
- 기물형식(D, M, Y)으로 원하는 기물에 대해 입력 가능 (1Y6M은 18M으로 입력)
- 특정 결제일을 입력하여 원하는 날짜에 대한 계산 가능
- 해당 날짜는 선택된 통화의 휴장일을 고려하여 휴장일일 경우, 익일로 계산됨

관련 화면
5722 - 계산기>달러-원 FX SWAP 계산기
5601 - 해외 Forward>실시간 현재가

11. 해외
1002- 세계지수종합
화면개요
전 세계 주요 지수 및 다양한 시장 지표들을 종합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대륙별 버튼 선택
좌측 상단에서 '아시아' or '미국+유럽' 을 선택하여 시장지표와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주요지수' 선택 시, 시장지표 없이 세계 주요 지수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셀 바탕색으로 정보성격 분류
동일 대륙 또는 동일 성격의 시장지표끼리는 셀 바탕색이 동일합니다.
3 데이터 제공 주기 표시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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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뒤에 'D(지연시세)', 'E(종가시세)' 표시를 통해 제공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는 실시간 시세)
4 장 상태 구분 표시
현재 해당 지수의 장 상태를 대표 영문자로 표기하여 제공합니다.
"P" (Prepare), "O" (Open), "C" (Close), "H" (Holiday) 로 각각 구분합니다.

참고 사항

1002- 세계지수종합 | 717

관련 화면
6350- 아시아 지수종합(Tick)
6300- 미국지수종합
6342- 대륙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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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참고지표
화면개요
전 세계 다양한 참고지표들을 종합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http://helpcheck.koscom.co.kr/r/viewer/book/5857dbece4fe8db1
1 특정일 조회
좌측 상단 캘린더에서 원하는 날짜의 참고지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일/주/월별 데이터 조회

참고 사항
※ BDI 지수(Baltic Dry Index) 란?
- Baltic Dry Index(BDI)는 발틱해운거래소가 1999년 11월 1일부터 발표하고 있는 지수로서 과거
건화물시황 운임지수로 사용해 온 BFI(Baltic Freight Index)를 대체한 종합운임지수임.
- 주로 건화물을 운반하는 벌크선 운임지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DI지수 상승시 벌크선 비중이 높
은 해운업종시황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음.
(해운업체 호황은 곧 조선업종 및 철강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VIX 지수(Volatility Index) 란?
-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S&P500 지수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증시지수와
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지수라고도 함
-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로, 예를 들면 VIX 30(%) 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달 간 주
가가 30%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 지수가 높
아지면 주식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높아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VIX지수는 보통 20~30 정도가 평균수준으로 40~50 에 근접하면 바닥권 진입 징조로 주가 반등이 이
루어짐
※ VSTOXX 지수 란?
- EURO STOXX 50 지수 옵션의 내재변동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기대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 유럽 시장의 변동성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수단으로 VIX와 비교하여 유럽시장 관련 사건들에 대해 서
로 다른 규모로 반응하게 됨

6380- 참고지표 | 719
※ CRB 지수(Commodity Reserch Bureau Index ) 란?
-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rch Be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
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 원자재 선물가격을 평
균 내서 상품지수로 만든 것으로, 원자재가격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이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는 인플레 지수로 일컬어지기도 함.

720 | 해외

6342- 대륙별지수
화면개요
해외지수를 대륙별(아시아/아메리카/유럽)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대륙별 탭 선택
대륙별(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종합)로 원하는 지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제공 주기 표시
종목명 뒤에 'D(지연시세)', 'E(종가시세)' 표시를 통해 제공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는 실시간 시세)
3 장 상태 구분 표시

6342- 대륙별지수 | 721
현재 해당 지수의 장 상태를 대표 영문자로 표기하여 제공합니다.
"P" (Prepare), "O" (Open), "C" (Close), "H" (Holiday) 로 각각 구분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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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지수시세표
화면개요
미국 전체 지수 및 지수산출회사별 지수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회사 그룹은 "Dow Jones, NASDAQ, S&P, AMEX, 필라델피아(PHLX),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메릴린치,
CBOE, RUSSEL" 등이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산출회사별 그룹 조회
산출회사별(또는 거래소별) 그룹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우존스, 모건스탠리 등의 소속그룹별 시세를 제공합니다.
2 '상승- 보합- 하락' 종목 수 제공
상승(빨강) - 보합(녹색) - 하락(파랑) 을 나타내는 색상 바(Bar)와 종목 수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세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상승률 - 하락률 순위 순 제공

6305- 지수시세표 | 723
금일 시세의 상승률 or 하락률 순위 순서대로 제공됩니다.

관련 화면
6300- 미국지수종합
6303- 미국지수구성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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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지수등락률차트
화면개요
아시아 지수에 대한 등락률 차트를 제공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의 주요 지수의 등락률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원하는 지수로 차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국가별 지수 조회
종합,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을 선택하여 해당 국가별 지수 등락률 차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지수명순 or 등락률순 선택 조회
지수명 또는 등락률 순서로 선택하여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바차트, 선차트 제공(선차트 선택 시, 업종 편집 가능)
바차트 와 선차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차트 조회 시에는 업종 지수를 선택하여 편집이 가능합니다.(단, 최대 5개까지 가능)
http://helpcheck.koscom.co.kr/r/viewer/book/0fc4e0e2777a656f
4 업종 선택
선차트 선택 시, 업종 선택 버튼이 활성화 되어 업종 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갯수는 최대 5개 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화면

6301- 지수등락률차트 | 725
6300- 미국지수종합
6305- 지수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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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세계경제지표
화면개요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지표를 제공합니다.
총 13개국의 주요 경제지표 예측치, 발표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일자/기간 선택
특정일 혹은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선택
미국, 영국, 일본, 중국, EU 등 총 13개국의 경제지표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Q : 분기, P : 잠정치, F : 확정치

관련 화면
1011- 금융캘린더

6300- 미국지수종합 | 727

6300- 미국지수종합
화면개요
미국 전체 지수 및 지수산출회사별 지수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회사 그룹은 "Dow Jones, NASDAQ, S&P, AMEX, 필라델피아(PHLX),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메릴린치,
CBOE, RUSSEL" 등이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산출회사별 그룹 조회
산출회사별(또는 거래소별) 그룹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우존스, 모건스탠리 등의 소속그룹별 시세를 제공합니다.
2 한국시간 or 현지시간 설정
일중 시세에 대해 한국시간 또는 현지시간으로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시황 제공
간밤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시황을 매일 오전 7시 30분~8시 사이에 제공합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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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지수시세표
6301- 지수등락률차트
6303- 미국지수구성종목

6303- 미국지수구성종목 | 729

6303- 미국지수구성종목
화면개요
미국 업종 지수 중 대표 지수인 '다우산업', '나스닥100', 'S&P500'의 지수 구성 종목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미국 대표 지수(3종) 구성종목 선택 조회
미국 대표지수인 다우산업, 나스닥100, S&P500 지수의 구성종목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거래량, 상승률, 하락률 순 Sorting 기능
원하는 항목 순 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3 상승- 보합- 하락' 종목 수 제공
상승(빨강) - 보합(녹색) - 하락(파랑) 을 나타내는 색상 바(Bar)와 종목 수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세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일중 시세 및 일/주/월/년별 데이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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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6300- 미국지수종합
6305- 지수시세표

6350- 아시아 지수종합(Tick) | 731

6350- 아시아 지수종합(Tick)
화면개요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홍콩, 대만, 중국)의 실시간 시세 및 일별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아시아 5개 국가 중 선택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상해, 심천의 주요 지수의 실시간 시세를 제공합니다.
2 실시간/지연 시세 표시
지연시세 권한인 경우, 해당 네모박스 안에 '지연'(Delay)을 뜻하는 'D'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국, 일본, 대만을 제외한
홍콩, 상해, 심천의 경우 실시간 시세를 조회하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유료))
3 일중/일 선택 조회
4 일본/대만 시황 제공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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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지수시세표
6355- 등락률비교차트

6358 - 상해홍콩 동시상장종목 | 733

6358 - 상해홍콩 동시상장종목
화면개요
후강퉁(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제도 도입에 따라, 상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종
목리스트 및 프리미엄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과거 특정일 조회 가능
2 환산기준 환율 선택
기준이 되는 지수의 환율이 환산기준 환율입니다.
3 당일 프리미엄 상위 순 정렬
4 환산가 제공
상대 지수를 환산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입니다.
5 홍콩 H주 <-> 상해 A주 프리미엄 제공
●

프리미엄 = (현재가-환산가)/환산가 × 100

1주, 1개월, 3개월 프리미엄은 (당일 현재가 - 과거환산가) 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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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6359 - 후강퉁 프리미엄추이
6357 - 종목시세표

6359 - 후강퉁 프리미엄추이 | 735

6359 - 후강퉁 프리미엄추이
화면개요
후강퉁(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제도 도입에 따라, 상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특
정 종목의 일별프리미엄 추이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736 | 해외
1 조회기간 설정
기본 조회는 '3개월 전 ~ 당일' 로 되어있으며, 원하시는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2 상해/홍콩 대표지수 & 프리미엄 비교추이 제공
상해/홍콩 대표지수와 함께 프리미엄 추이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막대그래프가 프리미엄)

관련 화면
6358 - 상해홍콩 동시상장종목
6357 - 종목시세표

6440 - 글로벌재무분석>종합
화면개요
전세계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FactSet 社 의 글로벌 금융데이터를 제공합니다. FactSet 글로벌 프라이싱,
펀더멘탈, 추정치 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이 가능합니다.

화면 설명

6440 - 글로벌재무분석>종합 | 737
1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홍콩, 대만(6개국)에 상장된 글로벌 종목 선택 가능

2 검색 Tip

3 전세계 주요기관 컨센서스 제공
●

Mean Rating(투자의견) : 기관들의 1(적극매수)~3(적극매도)까지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아래 [Mean Recommendatio
n Conversation Table] 을 참고하여 투자의견을 정의합니다. 위 종목의 경우, 1.32의 값으로 'Overweight(비중확대)' 으
로 예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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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Ratings(평가기관 수) :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의견을 제출한 평가기관의 수를 나타냅니다.

●

Target Price(목표주가) : 향후 6개월 후 해당 종목의 예상 목표 주가를 나타냅니다.

4 주요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 항목
투자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기본 재무항목 과 재무비율을 제공합니다. Yearly/Quarterly 선택 가능하며, 항목명 앞에 Trend 차
트를 통해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3개년 수익예상치 제공
주요 지표에 대한 각 기관의 향후 3개년 수익예상 컨센서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기업의 향후 수익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6 Key Company(Peer 경쟁기업) 제공
첫줄은 해당 기업 정보가 제공되고, 하단에는 동종업계 Peer 기업(경쟁기업)을 USD 환산 매출액 순서대로 제공함으로써 동종
산업 내 글로벌 경쟁기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MV (Market Value : 시장가치)

관련 화면
6441 - 기본정보
6442 - 재무제표
6443 - 재무비율
6444 - 종목별 컨센서스
6445 - 업종별 컨센서스
6446 - 동종업종분석
6447 - 비교분석
6448 - 글로벌재무분석>업종별구성종목

6444 글로벌재무분석 > 종목별컨센서스
화면개요
특정 종목에 대한 글로벌 기관들의 투자의견 및 평가기관수, 목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 매출액, EPS 등의 예측
치 값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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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기관 들의 투자의견 및 목표가
글로벌 기업분석 전문기업인 FactSet에서 수집한 각 종목별 해외 리서치 기관들의 투자의견 제공, 평가기관수와 같이 제공하며
목표가 예측치 제공
2 실제주가와 목표주가 비교 차트
실제주가와 목표주가의 과거 히스토리 차트를 제공하여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하여 볼 수 있음
3 주요 재무정보 예측치
최근 3년의 예상 매출액, EPS 등의 주요 재무정보 예측치 제공

6445 글로벌재무분석 > 업종별컨센서스
화면개요
국가별/Sector별/업종별로 소속된 종목을 조회할 수 있고 각 종목별 목표가와 현재가, 발표기관들의 투자의견을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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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선택
총 6개국(중국, 홍콩,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의 상장주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복수거래소
에 상장된 주식 또한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Sector 선택
FactSet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Sector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dustry 선택
선택된 Sector 내에서 상세 Industry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종목 조회

선택한 국가, 섹터, 업종에 따른 종목들이 조회됩니다. 특정 국가내 동일 섹터나 동일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의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종목들의 종가 및 목표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 더블 클릭 시 하단에서 종가와 목표가의 움직임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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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 - 글로벌재무분석>업종별구성종목
화면개요
FactSet 社 분류 기준의 Sector & Industry 및 소속 구성종목을 제공합니다. 각 섹터 내 상승, 하락종목 count 를 통
해 업종 트렌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국가 선택
총 6개국(중국, 홍콩,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의 상장주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복수거래소
에 상장된 주식 또한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소 선택
상해/홍콩 대표지수와 함께 프리미엄 추이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막대그래프가 프리미엄)
3 선택된 Sector or Industry 초기화
직전 조회했던 Sector or Industry 를 초기화하여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조회된 카테고리 내 상승 - 보합 - 하락 종목 수 표시
빨간색(상승 종목 수) - 흰색(보합 종목 수) - 파란색(하락 종목 수)으로 종목 수를 표시하여 한 눈에 해당 섹터 내 상승하락 트렌
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현재 선택되어 있는 섹터명 표시
6 Sector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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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Sector는 연두색 으로 표시됩니다.
7 Industry 선택
Industry 는 Sector 내 하위 분류로서, 선택하지 않으면 Sector 내 소속종목만 나오게 됩니다. Sector 선택 후 해당 소속 Indus
try를 선택하면 더욱 세분화된 분류 내 소속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종목 더블클릭시 6440 종합화면 연결

관련 화면
6440 - 글로벌재무분석>종합

6430 - MSCI/FTSE>MSCI 종합 | 743

6430 - MSCI/FTSE>MSCI 종합
화면개요
지역별/국가별 MSCI 지수를 조회할 수 있고 Price/Gross/Net 기준에 따른 조회, 통화 종류에 따른 조회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지역별/국가별 선택한 분류에 따른 조회
"지역" 선택시 "주요/DM/EM" 선택된 조건에 따라 주요 지역, Developed Market 지역, Emerging Market 지역별 MSCI 지
수가 조회됩니다.
"국가" 선택시 "주요/DB/EM" 선택된 조건에 따라 주요 국가, Developed Market 소속 국가, Emerging Market 소속 국가별
MSCI 지수가 조회됩니다.
2 가격 산정 기준에 따른 조회
Price : 배당의 재투자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Price Retur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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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 Price Return에 현금배당의 재투자수익을 더한 Total Return 개념의 Index
Net : Price Return에 세금을 제외한 현금배당의 재투자수익을 더한 Net Return 개념의 Index
3 통화 단위 선택
MSCI에서는 USD 및 Local 통화 단위의 값을 제공하고, KRW는 CHECK 단말에서 자체적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제공하는 값입
니다.
4 상세 조건 선택
지역별 상세한 분류, 국가별 상세한 분류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Size(Large cap, Middle cap, Small cap 등) 선택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5 표준/가치/성장 조건 구분
6 조회일/기간말 구분
조회일 기준 : 기준일로부터 1주일전, 1개월전, 1분기전, 1년전 대비 등락률
기간말 기준 : 기준일 이전 주말, 월말, 분기말, 년말 대비 등락률
7 상단에서 선택된 종목의 일별추이를 기간설정하여 조회

참고 사항
※ MSCI 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란?
-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
의 국제 벤치마크. 전 세계를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지수를 비롯하여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스
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제공함
- MSCI의 산출기준은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유동주식(free floating) 이기에 정부 보유 및 계열사 보유 지분 등시장에서 유통
되기 어려운 주식을 제외한 실제 유동주식을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함
- 외국투자기관들은 해외투자시 각국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MSCI지수에서 특정 국가의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됨
- MSCI는 각국별 지수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MSCI한국지수임. 주가의 등락 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이 반영되는 달
러환산 주가지수이므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원화가치가 크게떨어졌다면 지수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음

관련 화면
관련 화면
6430 - MSCI/FTSE>MSCI 종합
6430 - MSCI/FTSE>MSCI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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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 MSCI/FTSE>MSCI 비교
화면개요
MSCI 지수를 지역별/국가별/섹터별/업종별 분류에 따라 조회하고 여러개의 지수를 차트로 비교하여 조회할 수 있습
니다.

1 지역/국가/섹터/업종의 분류 선택
2 위의 1 에서 선택한 조건에 따라 대분류 및 중분류가 조회됩니다.
'지역/국가'의 경우는 상세 지역 분류, '섹터'의 경우는 11개의 GICS 섹터 분류, '업종'의 경우는 25개의 상세 업종 분류가 조회
됩니다.
3 비교차트 대상 지수 선택
대분류/중분류 소속 MSCI 지수 리스트 중에서 특정 선택한 지수만 "선택항목" 영역에 표시됩니다.
4 차트실행
"차트실행" 버튼을 누르면 복수개의 차트가 그려집니다. (최대 12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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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6430 - MSCI/FTSE>MSCI 종합
6430 - MSCI/FTSE>MSCI 종합
6430 - MSCI/FTSE>MSCI 종합

6432 - MSCI/FTSE>지역/국가
화면개요
MSCI 지수를 지역/국가별 트리 구조로 제공하여 전세계 지역별 지수에서 각 지역내 국가별 지수의 단계로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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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및 국가선택 트리구조
지역 및 국가를 3단계 트리구조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트리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는 전세계 내에서 선진시장/신흥시장으로 나
눠서 값을 비교할 수 있고 각각의 트리를 펼쳐 더 세부적인 지역 및 국가별 MSCI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탭에서 국가별 등락률 비교
상단에서 특정 지역을 원클릭하면 하단에 해당 지역내 국가리스트가 조회됩니다. 하단 탭 영역은 각 컬럼별 정렬 기능이 제공되
어 어떤 국가가 각 기간별 가장 많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추이" 탭 : 일별 추이 및 차트

상단에서 마우스 원클릭으로 선택한 지수에 대한 일별 추이 및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비교" 탭 : 지역별/국가별 등락률 비교

지역별/국가별 등락률을 막대차트로 제공하여 전주대비 어느 지역 or 국가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
니다.

6434 - MSCI>FTSE 종합
화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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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E 지수를 전세계/국가별/UK/China/Xinhua/Eurofirst/REIT/CNBC/채권지수와 같이 각각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FTSE 유형별 분류 조회
World/국가별/UK/China 등 FTSE 전체 지수들을 각각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2 조회일/기간말 선택
조회일 기준 : 기준일로부터 1주일전, 1개월전, 1분기전, 1년전 대비 등락률
기간말 기준 : 기준일 이전 주말, 월말, 분기말, 년말 대비 등락률
3 지수명 또는 블룸버그티커 로 검색 조회 가능
4 각 지수별 일중 추이 및 일별 추이 조회
FTSE 지수는 지연 주기로 제공되어 일중 추이 및 일별 추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6434 - MSCI>FTSE 종합 | 749

참고 사항
※ FTSE 지수(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dex)란?
- 영국의 Financial Times와 런던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에서 '99년부터 발표하는 글로벌 지수로 전 세계 8,000여개 주식
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유럽계 자금의 투자 기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주요 FTSE 지수
1) FTSE World
• .FTSE와 S&P가 투자적격이라고 판단하는 나라의 주식 주요 종목을 가중치를 두어 발표하는 지수
2) FTSE China
• 중국 본토 A주 상위 50개 대형주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
3) FTSE Xinhua
•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동성 높은 대형 레드칩과 H주식으로 구성된 주가지수
4) FTSE Eurofirst
•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주가지수
5) FTSE REIT
• FTSE와 European Public Real Estate Association(EPRA)와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NAREIT)가 공동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부동산 관련 종목을 대상으로 함
6) FTSE UK
• FTSE 100 :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시가총액 순서대로 100개 기업의 주가를 지수화
• FTSE 250 : 시가총액 101번째 기업부터 250번째까지의 기업의 주가를 지수화
• FTSE 350 : FTSE 100과 250을 합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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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개요
CME/SGX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종목들의 시세를 종합하여 보여줍니다.

화면 설명

화면 설명
1 상품별, 종목별 선택 조회 가능
상품별 : CME/SGX 상품별 분류 제공
종목별 : 종목검색창을 통해 CME or SGX 파생상품 종목 1개 선택 시, 관련 월물별 시세 확인 가능
2 상품별 선택 시, 종합/CME/SGX 중 선택하여 상품군별 분류 조회 가능
CME 선택시, CME 상품군별 분류(지수선물, 상품선물, 통화선물, 금리선물) 조회 가능
SGX 선택시, SGX 상품군별 분류(지수선물, 금리선물) 조회 가능
3 기본/시세/호가/상세 보기
종목별 : 종목검색창을 통해 CME or SGX 파생상품 종목 1개 선택 시, 관련 월물별 시세 확인 가능

참고 사항
※ CME 종목명 뒤 [G] 표시는 GLOBEX 야간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의미하며, 그 외 종목들은 RTH 주간시장에서 거래되
는 종목들입니다.
※ 제공주기 : 실시간/지연(단, 신청자에 한해 실시간 제공
※ CME-Full (CME E-Mini 종목들을 포함한 전체종목), CME E-Mini (E-Mini S&P500, E-Mini S&P 중형주 400, E-Mini 나
스닥종합, E-Mini 나스닥100, E-Mini 유로, E-Mini 일본엔) 각각 실시간 신청 가능

관련 화면
6371 - 주요선물
6372 - 선물 현재가

6316 경제지표 > (실시간)세계경제지표 | 751

6316 경제지표 > (실시간)세계경제지표
화면개요
전세계 약 66개국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발표치, 예상치, 이전치를 보여주고 히스토리 데이터도 차트와 함께 제공
합니다.

화면 설명

1 조회기간 선택 : 오늘/내일/어제, 이번주/다음주/지난주 를 선택하여 조회
2 키워드를 입력하여 특정 경제지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필터설정"을 눌러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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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지표명 또는 차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히스토리를 차트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예상치보다 발표치의 값이 큰 경우 상승기호 및 빨간색으로 표시, 반대의 경우 하락기호 및 파란색 으로 표시, 보합인 경우
는 녹색으로 표시 (예상치가 없이 발표치만 나오는 경우도 녹색 표시)함

6317 경제지표 > 오늘의 경제지표
화면개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 13개국 대상 당일의 경제지표만을 제공합니다.
알람설정 기능을 통해 다른 업무를 하다가도 경제지표가 발표된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6317 경제지표 > 오늘의 경제지표 | 753

화면 설명

1 실제치, 예상치, 이전치의 값을 보여줍니다. 실제치는 해당값이 발표되었을 때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상승한 경우는 빨간색, 하락한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2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지표별로 알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시간에 해당 지표 발표시 CHECK 단말 우축 하단 팝업창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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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별"로 선택하는 경우 화면에 선택한 지표가 표시됩니다.
4 경제지표명 클릭시 히스토리 데이터와 차트, 해당 경제지표와 관련된 뉴스를 바로 조회합니다.

6320 - WORLD/경제지표 > 글로벌 통화/중앙은행 | 755

6320 - WORLD/경제지표 > 글로벌 통화/중앙은행
화면 개요
●

전세계 170개국의 통화명 및 중앙은행 링크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대륙을 선택합니다.
- 전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 국가명 및 통화를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3 관련화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정책금리 3943
4 전세계 170개국의 통화 및 중앙은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가명(한글/영문), 통화(알파벳 3자리), 통화명, 대륙, 중앙은행명(한글/영문),
중앙은행 웹사이트 링크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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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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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 WORLD/경제지표 > FED DOT PLOT
화면 개요
●

미연준 점도표(FED DOT PLOT)를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FOMC 웹사이트 링크에 연결합니다.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calendars.htm

Meeting 일정 및 회의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월의 FED DOT PLOT이 오른쪽 3 번 영역에 제공됩니다.
PDF버튼을 클릭하면 FOMC 홈페이지에 회의 종료 후 게시된 PDF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FED DOT PLOT이 조회됩니다.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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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 WORLD/경제지표 > FED WATCH(C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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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 WORLD/경제지표 > FED WATCH(CME)
화면 개요
●

CME 제공 FED WATCH 및 DOT PLOT을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CME 제공 미래 FED Meeting의 Target Rate 확률을 제공합니다.
2 FED DOT PLOT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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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6321 - WORLD/경제지표 > FED DO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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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 글로벌ETF > 시세표
화면개요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폴, 인도 등 7개국에 상장된 글로벌 ETF를 한눈에 조회하며 국가별/유형별(주식,
채권,상품 등)/운용사별로 필터링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별 분류 : 7개국 전체 약 2500여 종목 제공, 각 국가별로 상장된 ETF 종목을 조회합니다.
2 총 10개의 유형 대분류를 제공하여 투자 목적에 따른 ETF종류를 필터링할 수 있고 각 국가별 대표적인 운용사순으로 소속
된 ETF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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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 글로벌ETF > 성과
화면개요
ETF의 기간별 수익률을 조회하고 전체 ETF중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6462 글로벌ETF > 종목별 수익률
화면개요
ETF 종목, 해당 ETF의 소속 유형,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을 기간별로 비교하여 조회합니다.

6463 글로벌ETF > 현재가 | 763

6463 글로벌ETF > 현재가
화면개요
ETF 종목별로 기본적인 시세 및 NAV(Net Asset Value), 순자산, 보수비율 등 종목정보 및 일별 차트, 누적수익률과
성과지표를 한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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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ETF의 현재가 : 지연 or 종가, 일본/홍콩/중국 : 지연, 대만/싱가폴/인도 : 종가
2 미국 ETF 종목은 라이센스 문제로 "배당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464 글로벌ETF > 구성종목
화면개요
ETF의 구성종목 정보를 Top10까지 제공하며 전체 구성종목수 및 전체 구성종목 수 대비 비중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종목은 주식종목과 채권종목만 제공하며 그 외의 자산 및 현금성 자산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Daily
6106 - 종합
화면 개요
실시간 뉴스 및 공시를 조회할 뿐만 아니라 한 화면에서 특정 키워드로 뉴스의 제목
및 제목과 본문을 모두 포함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뉴스 스크랩 기능, 특정 단어나 종목 뉴스 감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화면 설명
1) 분야별 뉴스
그림 12-1

6106_뉴스종합

1 뉴스 조회조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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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로 설정되어 있으면 선택된 뉴스원의 모든 뉴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 "종목" 선택시,

종목 뉴스만 조회합니다.

• "관심" 선택시, 관심종목의 뉴스를, "업종" 선택시 소속업종의 뉴스를 조회합니다.
2 키워드 입력
•

란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 뉴스만 조회합니다.

•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뉴스만 조회되고 실시간 뉴스도 관련 키워드 뉴스만 업데이트 됩니다.
3 결과내 검색
• "결과내 검색"에 체크하면 검색된 결과 내에서 다시 입력한 키워드로 재검색을 합니다.
4 검색범위
• 키워드 검색시 뉴스의 제목, 내용, 제목+내용으로 검색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상세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여 키워드 검색시 보다 상세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2개의 단어로 검색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검색 결과가 조회됩니다.
1) A | B : A or B 검색
2) A + B : A and B 검색
3) "A B " : A와 B가 순서대로 정확히 포함되도록 검색
4) A ! B :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대상 검색
6 기간 선택
• 디폴트 당일날짜가 조회되며 특정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 뉴스는 최대 10년까지 조회됩니다.
7 기타 기능
• 본문보이기
클릭시 상단은 뉴스 제목, 하단은 뉴스 본문이 보이는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본문감추기
클릭시 뉴스 제목만 보이고 제목을 마우스 더블클릭시 뉴스 본문이 팝업됩니다.
• 스크롤고정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지난 뉴스를 조회할 때 최신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조회하려고
했던 뉴스가 화면하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크롤고정" 버튼을 선택하면 최신 뉴스가 업데이트되 되어도스크롤이 위치한 부분에서 과거
시간대의 뉴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뉴스 스크랩
• 뉴스를 조회하다 관심뉴스로 저장해두길 원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합니다.

2) 스크랩 뉴스

6106 - 종합 | 767
●

스크랩해둔 관심뉴스만 조회합니다.

그림 12-2

6106_뉴스종합

1 스크랩 뉴스를 선택하여 스크랩한 과거 뉴스들을 한번에 조회합니다.
2 스크랩된 뉴스 중 선택 또는 전체 뉴스를 삭제합니다.

3) 감시된 뉴스
●

특정 종목 및 키워드를 등록하면 해당 뉴스만 필터링되어 수신됩니다.

768 | Daily

1 "감시설정" 버튼을 누르면 감시어를 입력하는 창이 팝업됩니다.
2 감시대상 종목을 추가하거 감시단어를 입력하면 선택된 종목 및 단어에 대해서만
"감시된 뉴스" 영역에서 조회되며 실시간 뉴스도 해당 관련 뉴스만 수신됩니다.

13. 기업
7000 - 기업종합
화면개요
유가/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회사개요, 주요재무정보, 투자지표, 기업가치, 배당관련 사항등 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
여 보여줍니다.

화면설명

1

회사개요, 재무정보 등 각 주요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분기/반기/결산기 별 추이는
각 항목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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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기업

7000번 화면에서 "주요재무정보"를 선택하면 재무제표상의 주요항목들을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7031 - 재무제표
화면개요
해당 기업이 분기/반기/결산기에 확정 발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상의 수치에 대한 추이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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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1

재무제표를 선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트 II. 문의전화

고객문의 안내
관련업무

담당자 및 안내번호

CHECK 문의전화

대표번호

영업

1577-7889
-신청, 가격 및 설치문의

박정주 차장
767-8537
신동우 차장
767-8652
김형균 차장
767-8527
이성훈 과장
767-8725
김아연 사원
767-8688

정보내용

주식, 선물, 옵션, ELW, 해외,

신수정 과장

기업, 뉴스공시

767-8642
맹희원 대리
767-8679
하지연 사원
767-8678
박송이 사원
767-8664

채권, 외환,

권정아 과장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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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
금리/통화/상품선물,
경제금융, 펀드

담당자 및 안내번호
767-8785
신윤정 대리
767-8691
김민경 사원
767-8674

PC 및 네트워크

차트, 엑셀, CHECK 기능

박송이 사원

(주식, 선물, 해외, 채권, 외환, 상품선물)

767-8664

CHECK PC장애

통신 장애

FAX

권주병 과장
767-8764
767-7070

783-9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