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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1. 로그인- (1) 주주버튼 클릭 

1-(1)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홈페이지(http://evote.ksd.or.kr) 
        에서 ‘주주’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evote.ksd.or.kr/


1. 로그인- (2) 공인인증서 로그인 

1-(2) 범용 또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이용불가) 
        ※ 공인인증서 용도 확인방법 : 1. www.signkorea.com 접속 2. 인증서관리 클릭  

               3. 인증서내용보기 클릭 4. 범용(개인),범용(법인),전용(증권)에 해당해야 적합 

          ※ 이미 등록이 된 주주는 2-(1)로 이동 

http://www.signkorea.com/


1. 로그인- (3) 공인인증서 등록 

1-(3) 전자투표를 처음 이용하는 주주는 공인인증서등록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로그인- (4) 개인정보 등록 

1-(4)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개인정보 등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email주소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시작 및 종료 알림 등 정보전달수단으로 활용 
            됩니다. 



1. 로그인- (5) 이용약관 등에 대한 동의 

1-(5)  팝업창이 뜨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1. 로그인- (6) 재로그인 

1-(6)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넘어가서 ‘주주’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한 번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2. 전자투표 행사 



2. 전자투표행사- (1) 전자투표 행사 페이지  

2-(1) 로그인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자투표 행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혹은 ‘전자투표행사’메뉴에서 ‘전자투표행사’  
        항목을 선택합니다. (전자투표 행사시에는 철회·변경이 불가능 
          하지만, 전자위임장 수여시에는 철회·변경이 가능합니다.) 
 

             ※ 해당 주주총회에 대하여 이미 전자위임장을 수여한 경우, 전자투표를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투표행사’ 페이지에 해당 주주총회가 표시되지 않으며, ‘전자위임장 
                 수여내역’에서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자투표행사- (2) 의결권상세내역 조회  

2-(2) 빨간 네모칸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의결권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내역이 있는 경우, 의결권 제한내역 ‘보기’ 
          버튼이 활성화되며, 이를 클릭하여 제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1 



2. 전자투표행사- (3) 전자투표 행사 버튼 클릭  

2-(3) 의결권 상세내역을 확인하였으면, ‘전자투표행사’ 버튼 
        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1 

1 
1 

1 1 1 



2. 전자투표행사- (4) 찬/반 투표행사  

2-(4) 의안에 따라 찬/반을 선택한 후, 투표행사버튼을 누릅니다.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세부내역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자료 확인 가능 

1 1 

1 1 

김철수 

박영수 



3. 전자투표 행사내역 조회 



3. 전자투표 행사내역 조회- (1) 행사내역 조회버튼 클릭 

3-(1) ‘전자투표행사’ 메뉴에서 ‘전자투표 행사내역 조회’ 항목 
        을 클릭합니다. 



3. 전자투표 행사내역 조회- (2) 행사내역 확인 

3-(2)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파일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자투표행사확인서’ 버튼을 클릭하면 행사확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 결과 조회 



4. 주주총회 결과 조회- (1) 주주총회 결과 조회 버튼 클릭 

4-(1) ‘주주총회결과’ 메뉴에서 ‘주주총회 결과조회’ 항목을 선택 
         합니다. 

0 



4. 주주총회 결과 조회- (2) 회사 선택 

4-(2) ①주주총회 결과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여 돋보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②팝업창이 뜨면, 회사명에 찾고자 하는 회사명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③조회된 회사를 클릭하여  
        선택한 뒤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4. 주주총회 결과 조회- (3) 주주총회일 선택 

4-(3) ‘주주총회일’ 콤보박스를 클릭하여 주주총회일을 선택 
        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4. 주주총회 결과 조회- (4) 주주총회 결과 확인 

4-(4) 해당 주주총회의 결과가 조회되며, 의안의 통과여부,  
        의결권행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회사가 주주총회 결과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