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장애 시
대처방법 및 보상기준 안내

주문장애란

‘주문장애’라 함은 카카오페이증권의 주문관련 시스템 장애로 인하
여 MTS주문 및 콜센터를 통한 비상주문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
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문장애가 아닙니다
KOSCOM, 한국거래소 등 국내·외 유관기관 장애, 당사와 접속을 위한 통신망의 장애, 개인PC 및
통신장애, 단순 시세지연이나 체결지연은 주문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 시

당사 시스템 상의 장애 시 추후 원활한 보상신청을 위하여 가급적

대응방법

장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거나 화면 캡쳐 등의 필요
한 사전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고객센터 (1600-8515) 로 비상주문을 요청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상기준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1. 장애발생 당일 손실액 확정 후 보상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수방법] 이메일(voc@kakaopaysec.com)로 보상신청서 접수
또는 고객센터(1600-8515)로 유선 접수
[보상신청서] 첨부 참조
2. 당사 시스템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신청
건만 인정합니다.
3. 전화기록 또는 로그기록 등 기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명방법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주문 건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4. 보상처리가 가능한 손실은 비상주문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손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제외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1.

당사 전화기록 또는 주문로그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은 주문 건

2.

비상주문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3.

전화기록 또는 로그기록 등을 남긴 고객의 주문가격이 주문시점
으로부터 장애 복구 시까지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이나 거래량일
경우

4.

신규 매수주문 등에 따른 기회비용

5.

장애로 인한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
는 범위 외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발생한 특별손실 및 위자료 등

6.

고객이 장애확인 중 발생한 주가 변동 및「비상주문」 시도 중 발생
한 주가 변동

7.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
는 제외

8.

고객 부주의 등으로 인한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도용으로 인
한 경우

9.

증권전산, 증권거래소 등 유관기관이나, 회사와 접속을 위한 통신
망의 장애, 개인단말기 및 통신장애

< 보상금액 산정기준 >
(MIN(매도희망가격, 장애시간 중 고가) - 실제 매도체결가격) X MIN(매도희망수량, 실제체결수량,
장애시점 보유수량) ± 제세금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 1600-8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