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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시스템 주문 설정 
 

시스템주문 설정 화면 안내 

 

 

[STage 시스템 주문] 은 STage 에서 발생한 싞호대로 자동매매를 수행할 뿐맊 아니라, 미체결 주문에 

대해서는 자동 주문 정정을 통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STage 와 STage 시스템 주문을 통해 실제 

주문이 수행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STage 시스템 주문]의 [시스템 주문 설정] 화면에서는 위의 싞규주문과 미체결 시 정정주문 발생에 

대하여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싞규주문이 미체결 될 경우 체결 대기시갂, 최대 정정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체결 시 알림 메시지나 소리발생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싞규주문과 정정주문에 대해 어떤 

가격으로 주문을 수행시킬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주문 설정]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Tage 차트 

 

STage 시스템 주문 

 

증권사 
매매싞호 

싞규주문 

정정주문 

 

1. [STage 차트]에서 매매신호 발생 

2. [STage 시스템 주문]에서 매매신호를 포착 

3. [STage 시스템 주문]에서 연결된 계좌에 신규주문을 발생 

4. 시세급변 등으로 신규주문이 미체결 시, (체결 대기시간) 후 정정주문을 발생 

5. 반복하여 주문 미체결 시, (최대 정정횟수)맊큼 정정주문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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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 주문 자동 정정에 대한 설정은 [STage 시스템 주문]의 메뉴 중 [설정]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시스템 주문 설정]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시스템 주문 설정]의 [설정]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탭은 [주문가격], [미체결 주문 처리], [강제 청산], [알림],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1-06-23 

 

3 | P a g e  

 

1. 주문가격 

 

[주문가격] 에서는 신규주문, 정정주문1, 마지막 정정주문에 대하여 어떤 가격으로 주문을 수행할 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에는 현재가, 호가 1, 호가 2, 호가 3, 호가 4, 호가 5, 반대호가 1, 반대호가 2, 반대호가 3, 시장가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는 싞규주문을 수행할 때, 어떤 호가가격으로 주문을 내보낼 지에 관한 설정입니다. 

 

시장 상황이 위와 같을 때, STage 시스템 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문을 수행합니다. 

주문가격 설정 
STage매매신호 

매수싞호 일 경우 매도싞호 일 경우 

신규 = 현재가 현재가     7.80 에 매수주문실행 현재가     7.80 에 매도주문실행 

신규 = 호가 1 매도호가 1  7.85 에 매수주문실행 매수호가 1  7.75 에 매도주문실행 

신규 = 호가 2 매도호가 2  7.90 에 매수주문실행 매수호가 2  7.70 에 매도주문실행 

신규 = 반대호가 1 매수호가 1  7.75 에 매수주문실행 매도호가 1  7.85 에 매도주문실행 

신규 = 시장가 시장가로 매수주문실행 시장가로 매도주문실행 

 

                                           

1 (중요) 여기서 신규주문이란, 미결제약정이 늘어나는 주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STage 의 매매싞호를 

받아 STage 시스템 주문에서 최초로 수행되는 주문을 의미합니다. 정정주문은 맊약 최초주문(싞규주문)이 

시세급변 등으로 인해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수행되는 주문입니다. 

매도호가 

매수호가 

현재가 

호가4 
호가3 
호가2 
호가1 

호가1 
호가2 
호가3 
호가4 



 2011-06-23 

 

4 | P a g e  

 

 

아래와 같이 호가가 넓게 벌어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주문이 실행됩니다. 

주문가격 설정 
STage매매신호 

매수싞호 일 경우 매도싞호 일 경우 

신규 = 현재가 현재가    12.25 에 매수주문실행 현재가    12.25 에 매도주문실행 

신규 = 호가 1 매도호가 1 12.35 에 매수주문실행 매수호가 1 12.15 에 매도주문실행 

신규 = 호가 2 매도호가 2 12.40 에 매수주문실행 매수호가 2 12.10 에 매도주문실행 

신규 = 반대호가 1 매수호가 1 12.15 에 매수주문실행 매도호가 1 12.35 에 매도주문실행 

신규 = 시장가 시장가로 매수주문실행 시장가로 매도주문실행 

 

이와 같이 주문가격의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뿐맊 아니라 미체결 시 실행되는 [정정]과 

[마지막 정정]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FilledOrders 의 Fill Price 사용”의 체크 상황 에 대해서는 본 문서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도호가 

매수호가 

현재가 

호가3 
호가2 
호가1 

 
호가1 
호가2 
호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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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가격 과 미체결 주문 처리 

 

STage 차트에서 매매싞호가 발생하여 최초로 주문이 수행될 

때는 [신규]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주문이 실행됩니다. 이 때 

맊약 주문이 체결이 되지 않으며 [미체결 주문 처리]의 설정에 

따라 [정정]주문을 [최대 정정횟수]맊큼 발생시킵니다. 

 

[미체결 주문 처리]의 [체결 대기시간]은 주문이 미체결 되었을 

경우 얼마 동안 대기한 후에 정정주문을 발생시킬 것인가를 

설정합니다. 

 

[최대 정정횟수]는 미체결 주문을 최대 몇 회까지 정정주문을 

낼 것인가에 관한 설정이며, 최대 정정횟수에 해당하는 정정 

주문은 [주문 가격]의 [마지막 정정]의 가격으로 주문이 

실행됩니다. 

 

 

3. 강제청산 

STage 시스템 주문에서는 보유 포지션에 대한 

당일 청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알림 및 기타 

 

[알림]에서는 주문 체결 알림 메시지와 사운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TS 강제 재접속 시갂은, 맊약 STage 차트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 일정 시갂 갂격으로 

재접속을 시도하게 하는 설정입니다. 30 초, 60 초, 180 초, 360 초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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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문가격 – FilledOrders 의 Fill Price 사용 체크설정 시 

 

 

 

[FilledOrders 의 Fill Price 사용] 체크설정하게 되면 [싞규], [정정], 

[마지막 정정]의 설정항목이 변경되게 됩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Fill Price(현재가), Fill Price 1 틱, Fill Price 2 틱, Fill Price 3 틱, 

Fill Price 4 틱, Fill Price 5 틱, Fill Price -1 틱, Fill Price -2 틱, 

Fill Price -3 틱, Fill Price(시장가) 

 

 

 

대부분의 시장상황에서 [FilledOrders 의 Fill Price 사용]의 여부에 따른 주문가격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맊 유동성이 적어 호가 갂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이나,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주문 체결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Fill Price 란 STage 차트의 매매싞호에서 STage 시스템 주문으로 전달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STage 에서는 at Market, at Stop, at Limit 의 주문이 가능하며 시장가(현재가) 또는 특정가격으로 

매매싞호를 발생시킵니다. 이 때의 가격정보는 STage 시스템 주문의 Fill Price 로 전달되게 됩니다. 

 

 

 

 

 

 

 

 

 

 

Fill Price 1 틱 ~ 5 틱과 Fill Price -1 틱 ~ -3 틱은 Fill Price 로부터 해당 틱 맊큼 떨어진 가격을 의미하며, 

주문 가격을 이 가격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Fill Price 사용법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STage 차트 

 

STage 시스템 주문 

매매싞호 가격 

= Fill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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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200 선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STage 차트에서 “Buy 1 Contract Next Bar at 270.00 Stop” 이라는 명령에 의해 매수 주문이 실행되었을 

때 (종목 : KOSPI200 선물, 1 틱 : 0.05) 

Fill Price 270.00   

Fill Price 1 틱 270.05 Fill Price -1 틱 269.95 

Fill Price 2 틱 270.10 Fill Price -2 틱 269.90 

Fill Price 3 틱 270.15 Fill Price -3 틱 269.85 

Fill Price 4 틱 270.20 Fill Price(현재가) 시장의 현재가격 

Fill Price 5 틱 270.25 Fill Price(시장가) 시장가 주문 지정 

 

STage 차트에서 “Sell 1 Contract Next Bar at 270.00 Stop” 이라는 명령에 의해 매도 주문이 실행되었을 

때 (종목 : KOSPI200 선물, 1 틱 : 0.05) 

Fill Price 270.00   

Fill Price 1 틱 269.95 Fill Price -1 틱 270.05 

Fill Price 2 틱 269.90 Fill Price -2 틱 270.10 

Fill Price 3 틱 269.85 Fill Price -3 틱 270.15 

Fill Price 4 틱 269.80 Fill Price(현재가) 시장의 현재가격 

Fill Price 5 틱 269.75 Fill Price(시장가) 시장가 주문 지정 

 

 

아래 KOSPI200 옵션의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좌측의 시장상황에서 다음이 실행된다면 

“Buy 1 Contract Next Bar at 7.80 Stop” 

Fill Price 7.80 (STage 신호 가격) 

Fill Price 1 틱 7.85 

Fill Price 2 틱 7.90 

Fill Price 3 틱 7.95 

Fill Price 4 틱 8.00 

Fill Price 5 틱 8.05 

Fill Price -1 틱 7.75 

Fill Price -2 틱 7.70 

Fill Price -3 틱 7.65 

Fill Price(현재가) 7.80 (시장의 현재가) 

Fill Price(시장가) 시장가 주문 

Fill Price 5틱 
Fill Price 4틱 
Fill Price 3틱 
Fill Price 2틱 
Fill Price 1틱 

Fill Price -1틱 
Fill Price -2틱 
Fill Price -3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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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의 시장상황에서 다음이 실행된다면 

“Sell 1 Contract Next Bar at 7.80 Stop” 

Fill Price 7.80 (STage 신호 가격) 

Fill Price 1 틱 7.75 

Fill Price 2 틱 7.70 

Fill Price 3 틱 7.65 

Fill Price 4 틱 7.60 

Fill Price 5 틱 7.55 

Fill Price -1 틱 7.85 

Fill Price -2 틱 7.90 

Fill Price -3 틱 7.95 

Fill Price(현재가) 7.80 (시장의 현재가) 

Fill Price(시장가) 시장가 주문 

 

위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STage 차트에서 발생한 싞호가격이 Fill Price 가 되며, 그 위아래로 주문의 

종류에 따라 1 틱 ~ 5 틱, -1 틱 ~ -5 틱 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KOSPI200 옵션의 경우, 호가공백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의 시장상황에서 다음이 실행된다면 

“Buy 1 Contract Next Bar at 12.25 Stop” 

Fill Price 12.25 (STage 신호 가격) 

Fill Price 1 틱 12.30 

Fill Price 2 틱 12.35 

Fill Price 3 틱 12.40 

Fill Price 4 틱 12.45 

Fill Price 5 틱 12.50 

Fill Price -1 틱 12.20 

Fill Price -2 틱 12.15 

Fill Price -3 틱 12.10 

Fill Price(현재가) 12.25 (시장의 현재가) 

Fill Price(시장가) 시장가 주문 

Fill Price -1틱 
Fill Price -2틱 
Fill Price -3틱 

Fill Price 5틱 
Fill Price 4틱 
Fill Price 3틱 
Fill Price 2틱 
Fill Price 1틱 

Fill Price 1틱 
Fill Price 2틱 
Fill Price 3틱 
Fill Price 4틱 
Fill Price 5틱 

Fill Price -3틱 
Fill Price -2틱 
Fill Price -1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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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의 시장상황에서 다음이 실행된다면 

“Sell 1 Contract Next Bar at 12.25 Stop” 

Fill Price 12.25 (STage 신호 가격) 

Fill Price 1 틱 12.20 

Fill Price 2 틱 12.15 

Fill Price 3 틱 12.10 

Fill Price 4 틱 12.05 

Fill Price 5 틱 12.00 

Fill Price -1 틱 12.30 

Fill Price -2 틱 12.35 

Fill Price -3 틱 12.40 

Fill Price(현재가) 12.25 (시장의 현재가) 

Fill Price(시장가) 시장가 주문 

 

 

 

* Fill Price 사용 시 주의사항 - STage 차트에서 복수종목 참조 시, 사용 금지 

 

Fill Price 사용을 하게 되면, STage 차트로부터 가격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맊약 STage 차트에서 복수종목 

참조와 주문을 사용하게 되면 잘못된 가격 정보를 가져와 자동주문에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Fill Price 1틱 
Fill Price 2틱 
Fill Price 3틱 
Fill Price 4틱 
Fill Price 5틱 

Fill Price -3틱 
Fill Price -2틱 
Fill Price -1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