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보스 트레이더 개념잡기 

-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1.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1)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2) 시스템 트레이딩은 이런 순서대로 

 

2. 사이보스 트레이더가 왜 우수한가? 

 

3.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시작하자 

1)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사용하려면  

–  권장 사양 및 신청방법 

2) 설치는 이렇게 

3) 실행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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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CybosTrader Language 소개 

 

1. Introduction 

 

2001 년 6 월 Ver 0.9 를 통해 처음 선보인 CybosTrader(이후 CT)는 사용자의 매매 아이

디어를 프로그래밍하여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CT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 

CybosTrader Language(이후 CTL)를 제공합니다. CT 에서 적용되는 전략이나 지표, 신호 

등은 모두 CTL 로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CTL 은 Basic Script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Basic 에서의 예약어를 대개 그대로 사

용하고, 시스템트레이딩 전략 작성이 보다 용이하도록 CT 개발팀이 특별히 고안한 언어와 

함수를 추가한 것입니다. 

 

평소에 Basic 이나 Excel 에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예

약어나 함수들에 대해서는 문법적으로는 특별히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CT 가 

별도로 제공하는 함수와 주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숙지한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다고 해서 배우기가 어려

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험이 있는 경우 접근이 좀 더 수월하다는것 뿐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이나 예약어 외에 개발팀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함수들은 CT 프로그램이나 웹

사이트에 도움말이 제공되므로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면 됩니다. 또 CybosTrader 웹사이트

(www.cybostrader.co.kr) Q&A 에서 전산개발팀 및 전략개발팀원들이 사용자가 보다 빠른 

시간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의문사항이나 요구사항에 성심껏 답변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

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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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1)  무한대의 전략 작성이 가능한 개방형 언어 구조 

개발자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전략만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투자 시스템인 패쇄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대의 전략을 개발하여 실전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라는 전략만을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이 패쇄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략이라면 CTL 에서는 ‘ 주가

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의 고점을 주가가 상향 돌파하면 매수, 주가가 이동평균선

을 하향 돌파할 때의 저점을 주가가 하향 돌파하면 매도’ 나 ‘ 주가가 이동평균선 보다 큰 

상태에서 3 일 연속 하락하면 매수, 주가가 이동평균선 보다 적은 상태에서 3 일 연속 상승

하면 매도’  등과 같이 무한대로 자신의 투자 패턴에 맞거나 확률이 높은 전략으로의 변형

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구조는 사용자가 모든 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

문에 언어 작성법을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간단한 기본 구조만 이해하게 되면 무한

대의 전략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강력하고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 시간대 복합(Multi Time Frame), 

위험관리, 포지션 관리, 자산관리 등이 가능 
함수 구분 설     명 

사용자 함수 자기만의 함수를 만들 수 있음 

지표 함수 MACD 등 기술적 지표에 관한 함수 제공 

분석 함수 HHV(몇일 동안의 최고값) 등과 같이 주가 분석에 필요한 함수 제공 

출력 함수 작성된 언어를 챠트에 표시하는 다양한 함수 제공 

데이타 배열 

Close(종가), CloseD(일간 종가) 등과 같이 데이터에 관련된 함수 제공 

특히, CloseD(일간 종가) 등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대 복합(Multi 

Time Frame)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데이터 상수 색깔, 굵기, 이동평균선의 종류 등과 같이 주로 인자로 사용되는 함수 제공

연산자 +, - 등과 같은 연산 함수 제공 

전략 함수 
Position(현재 포지션), EntryDate(진입 날짜) 등과 같은 함수로서 전문적인

전략을 작성하거나 전략 제어에 필요한 함수 제공 

제어 함수 If, Do While 등과 같은 제어 함수 제공 

주문 함수 Buy(매수), Sell(매도) 등과 같은 주문 관련 함수 제공 

수학 함수 Power(승수), ABS(절대값) 등과 같은 수학 관련 함수 제공 

날짜 함수 
CurrentDate(현재 날짜), TWeek(주간 표시) 등과 같이 시간 관련 제어 함

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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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 복합 

5 분 챠트와 60 분 챠트의 전략을 결합하여 매매속임수를 줄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

다. 

 

- 위험관리 

다양한 스톱로스 적용, 매매 건수 제어, 매매 시간대 지정 등과 같이 실전매매와 유사한 전

략을 구사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기 자신의 투자자본에 맞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예) 진입가 대비 5% 손절매 주문 

Call ExitLong(“ 손절매” , AtStop, EntryPrice * 0.95) 

 

- 자산관리 

한번매매에 투입되는 효율적인 자본금 계산, 자산 관리 전략 등과 같이 효율적이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자본금에 맞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밀한 주문함수를 제공 

4 개의 주문함수(Buy, Sell, ExitLong, ExitShort)와 4 개의 주문유형(OnClose, AtMarket, 

AtLimit, AtStop)의 제공으로 큰 범위로 구분해도 16 개의 주문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

기에 추가로 주수, 주문가격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면서

도 실전적인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봉이 현재 봉 고가 이상일 때 100 주 신규 매수 진입 

Call Buy(“ 매수” , AtStop, 100, High) 

 

- 기타 

그 외에도 자신만의 전략을 무한대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어 어

떠한 전략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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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가지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의한 Visual Investment 

CTL 은 총 6 개로 나누어진 영역(사용자 함수, 사용자 지표, 신호, 강조, 추세, 전략)에서 

각 영역 특성에 맞는 수식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의 특성에 맞게 구현됨으로서 보다 다양하고 일목요연한 시각적 구현(Visual 

Investment)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 개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각 영역마다 작성하는 CTL 의 문법이 다른 것

은 아닙니다. 어느 영역에서나 동일한 CTL 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이 각 영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함수는 구분되어 있습니

다.  

 

사용자 함수

사용자 함수

사용자 지표

신호

강조

추세

전략

챠트

사용 적용

 

[그림 1-1] 

 

 

(4) 수정과 적용 과정이 빠른 Basic Script 엔진 기반 

CTL 은 Basic 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Basic 은 인터프리터(Interpreter) 방식이기 때문

에 수식을 작성한 후 챠트에 적용할 때 문장 단위로 즉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수식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적용할 때 전체 소스를 기계어로 바꾸는 내

부 과정 없이 즉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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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사용법 

 

CTL 을 이용하여 문서를 새로 만들어 수식을 작성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설명하겠

습니다. 여기서는 6 개의 영역 중 전략 영역 작성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 개의 

영역에서도 예로 든 전략 작성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편집창 실행 

CTL 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CTL 편집창을 열어야 합니다. 

 

 시스템트레이딩 메뉴  시스템트레이딩 편집 Ctrl+F 클릭 

※ 단축키 사용(Ctrl+F) :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F 키를 누릅니다. 

 아이콘 메뉴  편집창 아이콘 클릭 

 

 

[그림 1-2] 

 

열린 편집창 화면을 보면 먼저 좌우 두 개의 창(View)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왼쪽창은 다시 

위아래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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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왼쪽창의 위쪽창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CTL 의 6 개의 영역이 탭형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샘플로 제공되거나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서들의 목록이 나옵니

다. 사용자는 작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목록에 문서를 열어 편집하거나 새로운 문

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창에서 아래쪽창은 목록에서 선택한 문서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창입니다. 선택한 문

서에 대해 간단하게 미리 보기를 함으로써 어떤 내용인지 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

다. 

  

문서를 열려면 목록 중에서 선택한 문서를 마우스로 두번 클릭하면 되고, 메뉴중에서 ‘ 파

일  열기’ 를 선택하여 문서를 열면 됩니다. 

 

 

(2) 새로 만들기 

새로운 문서를 만들려면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누르거나 메뉴 중에서 ‘ 파일  새로 작

성’  또는 만들고자 하는 영역 탭을 선택한 후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 새문

서 작성’ 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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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들기 화면이 열리면 만들 영역을 선택한 후 새로 만들 문서명을 입력하고 작성 버튼

을 누릅니다. 

 

[그림 1-4] 

 

 

이름란에 ‘ 전략 1’ 이라는 명칭으로 입력하고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

은’ 전략 1’ 이란 명칭의 새로운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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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열린 창을 보면 다시 위아래 화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창을 보면 CTL 에서 제공하는 모든 함수와 예약어가 범주별로 구분되어 목록으로 나타

납니다. 각 목록을 선택하면 설명과 사용 예, 확장식을 보여줌으로서 수식 작성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CTL 에 아무리 익숙한 사용자라 할지라도 제공하는 모든 함수에 대해 그 의미와 구문 작성

법 같은 것을 전부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

인 로직과 구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수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여러 

가지 제공되는 함수들은 도움말이나 이 창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참조하며 작성하는 것이 보

통입니다. 

 

아래쪽창은 실제 로직을 작성하는 창입니다. 문서를 새로 만들면 기본으로 프로그램에서 제

공하는 주석문이 나타납니다. 작성한 날짜와, CybosTrader 웹 주소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 문서를 열어보았을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정보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주석문에 대해 사용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워도 무방합니다. 

실제 수식은 이 주석문 아래에서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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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편집) 

실제로 적용하고자 하는 수식을 CTL 문법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CT 에서 제공하는 함수

나 예약어, 주석문 등은 다른 색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사용자가 만든 변수나 함수 같

은 것들과 구분되어 알아보기가 용이합니다. 

 

여기서는 종가가 14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진입, 하향 돌파하면 매수 청산을 하

는 간단한 전략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림 1-6] 

 

작성이 끝난 후 유효성 검증을 하면 챠트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문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성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유효성 검증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없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챠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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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사, 삭제 

새로 문서를 만들어 작성하는 경우 외에 기존에 있는 문서를 다른 이름의 문서로 복사하여 

편집하거나 기존의 문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복사하려면 해당 영역의 목록에서 대상 문서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복사를 선택합니다. 복사할 문서명을 다른 이름으로 입력하면 그 이름으로 복사됩

니다. 

 

 

 

[그림 1-7] 

 

같은 영역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문서가 존재할 수 없지만 영역이 다른 경우는 문서 이름이 

같더라도 다른 문서로 인식합니다. 즉, A 라는 문서가 전략 영역에 존재할 경우 같은 전략 

영역에는 A 라는 이름의 문서가 중복으로 존재할 수 없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A 라는 이

름의 문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를 선택한 다음 복사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

러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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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효성 검증 

유효성 검증이란 작성한 문장이 CTL 문법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법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CTL 이 인식해야만 챠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편집창 왼쪽창에 문서 목록을 보면 문서명 옆에 체크 표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체크 표시

가 되어 있는 것은 유효성 검증이 되었다는 의미로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체

크되지 않은 문서는 유효성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서가 되겠습니

다. 

 

[그림 1-8] 

 

 

유효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 F5’ 를 누르거나 편집창 검증 메뉴의 ‘ 유효성 검

증’  또는 편집창 아이콘 메뉴의 유효성 검증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그림 1-9] 

 

주의할 점은 유효성 검증이 되어 있는 문서를 열어 편집을 한다면 작업이 끝난 후 다시 유

효성 검증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유효성 검증이 되어 있었던 문서라 할지라

도 내용이 바뀌면 그 순간부터 그 문서는 다시 유효성검증을 해주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체크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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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의 문서를 열어 편집했다면 작업이 끝난 후 가장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6) 적용 

사용자 함수 외에 나머지 5 개 영역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챠트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

니다. 사용자 함수 영역의 성격은 챠트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역별 특성에 대해서는 ‘ 3 장 CybosTrader Language 영역’ 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

겠습니다. 

 

적용할 대상 챠트 윈도우에서 단축키 ‘ Ctrl+Q’ 를 누르거나, 챠트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 시스템트레이딩  적용’ 을 선택하여 각 영역별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 1-10] 

 

지금까지 전략 영역에서 ‘ 전략 1’ 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만들어 적용하는 과정을 예를 들

어 순서대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른 영역(사용자 함수 영역 제외)에서의 문서 작성과 적

용 방법도 위의 과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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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 

각 영역별로 챠트에 적용을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영역별 문서에 대해 설정사항

을 변경하거나 적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 Ctrl+K’ 를 누르거나 챠트 상에서 마우스 오

른쪽 버튼을 눌러 ‘ 시스템트레이딩  관리’ 를 선택하여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문서 목록

을 선택하여 삭제하거나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1] 

 

 

(8) 내보내기/가져오기 

위의 ‘ 전략 1’ 을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서 옮겨 적용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다른 전략을 

받아서 사이보스트레이더가 설치된 본인의 컴퓨터로 옮기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합니다. 

 

[그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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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작성한 전략을 다른 시스템으로 내보낼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가져오

기/내보내기’ 를 클릭하면 마법사가 실행됩니다. 

 

[그림 1-13] 

 

이때 ‘시스템 내보내기’ 선택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 후 시스템 목록에서 전략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작성한 전략의 목록이 왼쪽 창에 나타나게 되며 전략 중 전략 1 을 선택하여 오른

쪽을 옮긴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14] 

 

이후 마법사를 따라 파일의 이름을 “연습 1”이라고 정하면 지정된 폴더에 “연습 1.CTS”파일

이 생겨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CTS 파일을 디스켓에 복사하여 배포하거나 서버에 업로드하여 여러 사용자

가 다운로드 하면 각자의 PC 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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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전략을 디스켓이나 서버에서 다운로드 하여 내 컴퓨터의 임의의 폴더

에 복사한 후 ‘파일’-‘가져오기/내보내기’를 클릭한 후 ‘시스템 가져오기’-‘다음’버튼을 클릭

한 후 ‘찾아보기’를 클릭하면 가져올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져올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한 후 왼쪽의 시스템 목록에서 전략을 선택하여 가져

오기 할 시스템 목록으로 이동시킨 후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의 사이보스 트레이더 

시스템의 전략영역에 새로운 전략인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15] 

 

 
[그림 1-16] 



1.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해결방안] 시스템 트레이딩을 권해 드립니다. 

 

1) 시스템 트레이딩 이란? 

시스템 트레이딩은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전략에 따라 기계(컴퓨터)가 자동으로 매수,매

도를 시행하는 투자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투자 방법은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선호되고 있습

니다. 

그 이유는 루머 나 뉴스와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에 의한 비 합리적인 투자 방법보다는, 

성과에 대한 예측을 여러가지 평가항목의 수치로 미리 확인해 본 후 수익이 예상되는 

전략을 채택하여 매매에 그대로 적용하는 과학적인 투자 형태가 더 안정되고 합리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선물 자산 운용사(CTA)의 80% 이상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으며, 수익도 주관적인 매매 형태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시장에도 선물시장 및 옵션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추가 종목선물, 옵션도 도입

되는 등 선진 투자 상품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및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제 한국시장에서도 시스템 트레이딩 기법 및 소트프웨어가 소개되는 등 " 시스템 

트레이딩 시대" 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증권의 Cybos Trader 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나불안 고객은 루머나 뉴스에 혹해서 처음 맘먹은대로 매매를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은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건데 , 자신이 처음

에 세운 전략대로 꾸준히 매매를 했다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

을수 있었을텐데 하고 후회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내가 세운 전략대로 

충실히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Tip!! 

[Q] 시스템 트레이딩 Tool 에는 CybosTrader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시스템 트레이딩 Tool 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① 블랙박스형 시스템 : 매매신호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세부로직등은 

볼 수 없다. 

 : ~ 매매신호, ~ 시그널 등의 이름을 가졌으며, 대부분 유료로 판매됨 

② 그레이(Gray) 시스템 : 몇번의 클릭으로 주어진 샘플 조건식을 조합하여  

매도/매수식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샘플 조건식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있 

느냐가 관건이다. 

   : Cybos2004 의 7400 파워차트에서 “ 전략”  기능과 같이 증권사 HTS 프 

로그램 내에 한 기능으로서 제공 

③ 오픈 툴박스형 시스템: 사용자가 직접 전략식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공되는 언어

를 통해 전략을 작성해야 하는 시스템으로서, 블랙박스형이나 그레이 시스템에 

비하면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전략을 구사하는데 제한이 없다. 

: 대신증권의 사이보스 트레이더, 제일투신의 예스 트레이더, 외산제품인 트레이

드 스테이션  

 

 

 

Tip!! 

[Q] 시스템 트레이딩의 장단점은 무엇입니니까? 

[A]  

시스템 트레이딩의 장·단점 

장점 단점 

1. 인간의 감정을 배제 1. 대부분의 시스템이 추세추종형이다 

2. 강력한 원칙하에 매매 2. 추세추종형 시스템에서 수익은 주요 

추세에 의존한다.  3. 일관성있게 매매 

4. 추세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거래 가

능 

3.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한다. 

5. 수익이 지속 4. 시장이 장기간에 걸쳐 추세를 형성하

지 못하는 경우 추세추종형의 접근이 적

합하지 않을 수 있다 

6. 손실 최소화 

 



2) 시스템 트레이딩은 이런 순서대로 

 

 

 

 

 

 

 

 

 

 

 

 

 

 

 

 

 

 



2. 사이보스 트레이더가 왜 우수한가? 

[해결방안] 

1) 한국실정에 가장 적합하며, 어떠한 전략이라도 작성하여 실전매매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Open Tool Box)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는 어떠한 매매아이디어도 사용자가 손쉽게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CTLanguage 라는 전략구사를 위한 별도 언어를 제공합니다. 의미있는 영어단어로 된 

몇가지 규칙을 가지는 CTLanguage 를 익혀서 자유자재로 전략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면, 내부 로직도 모르는 매매신호를 구입한다거나, 전략식을 몇가지 조합하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가 오픈 툴박스형의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이

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매매형태를 바꿔보기로 마음 먹은 나불안 고객은, 대신증권의 

사이보스 트레이더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보스 트레이더가 

다른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들과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은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한 건지 몰라서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보스 트레이

더의 강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2) 시스템 트레이딩을 손쉽게 개발하고 분석하며, 매매의 연속성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강력한 “ 워크그룹”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개별 종목 단위로 만들어지는 차트를 여러 개 묶어놓고서 만들어지는 워크그룹은 

분석을 위해 작성해 놓은 추세선이나, 실제 매매가 실행되는 전략등이 그 환경 그대로 

저장되어 재사용됩니다. 특정 종목에 전략과 함께 자동/반자동 주문을 설정한뒤, 이에 

따라 매매를 수행하고, 다음날 저장된 워크그룹을 불러내어 매매를 연속적으로 이어나

갑니다.  

 

3) 전략에 의한 매도매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신호,추세,강조,지표를 통해 눈으

로 확인할 수 있어서 Visual Investment 가 가능합니다. 

 

 

 



4) 추세선 자동화 및 지표변수 최적화 

 

 총 6 가지 종류의 추세선을 장기/중기/단기/초단기까지 자동으로 그려주어 추세판단에 

유용합니다. 

 

각종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여 전략을 작성할 때, 전체 전략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술적 지표에 어떠한 값을 쓰는 것이 수익을 내는데 유용한지, 다양한 평가항

목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5) 최적의 전략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리포트 및 다양한 결과 챠트 제공 

 

전략에 대한 종합보고서에서는 다양한 평가항목들을 가지고 전략의 성능을 분석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전략을 실전매매에 사용할것인지, 아니면 특정 평가항목들

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전략에 수정을 가하여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거칠것인

지, 또는 해당 전략을 버릴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고서 외에도 다양한 각도로 전략을 평가해 볼수 있도록 누적수익곡선 차트를 포

함한 다양한 차트를 제공합니다. 



6) 홈페이지를 통한 전략제공 및 전략 코딩 컨설팅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는 기본적인 전략에서부터 최신의 매매경향이 반영된 유용한 전

략까지 사이보스 트레이더 홈페이지(http://www.cybostrader.co.kr) 및 프로그램에 내장

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 아이디어를 전략으로 코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매매아이디어만 남

겨주시면 CTLanguage 로 작성해서 바로 사용하 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http://www.cybostrader.co.kr/


3.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시작하자 

[해결방안] 

1)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사용하려면  

– 사이보스 트레이더는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서, 실제 매매시 자신이 세운 

전략등에 따라서 매도매수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의 매매형태입니다. 따라서, 

금감원에서 이에 대한 위험을 숙지하도록 하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

만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모든 위험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고객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고객이 직접 신청하여 바로 사

용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Cybos2004 에서 (시스템 트레이딩 이용신청 : 화면번호 1846) 

사이보스 트레이더 홈페이지 (http://www.cybostrader.co.kr) 

    -  사이보스 트레이더는 당사 상설 교육장에서 초급,중급 1, 2 - 세가지의 교육반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전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일정 및  

강의 개설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YBOS2004 에서 (수강신청 화면번호 : 6027)  

대신증권 홈페이지 (www.daishin.co.kr)  

대신증권 고객지원센터(1588-4488) 

- PC 권장 사양  

-  컴퓨터 : CPU PentiumIII 450Mhz 이상 

- 운영체제 : Window2000 

- 메모리 : 128M 이상 

- 하드디스크: 1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공간과 작업한 워크그룹을 저장할 

수 있는 여유공간 

- VGA : 16Bit Color 이상, 해상도 1024 * 768 이상 

-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뎀환경(고속모뎀 권장) 

 

     

 

시스템 트레이딩 툴로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나불안 고객님,  

그런데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막상 쓰려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 또 막상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교육을 받으려면 서울

로 올라가야 하는데 꼭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건지 난감합니다. 

또한, 사이보스 트레이더는 굉장히 PC 사양이 좋아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새로 최고급 

사양의 PC 도 구입해야 할까요? 

http://www.cybostrader.co.kr/


2) 설치는 이렇게 

사이보스 트레이더 홈페이지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이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사이보스 트레이더가 PC 에 설치 됩니다. 

 

단, Cybos Trader 를 단순 분석용이 아닌 , 실시간 분틱데이타를 받거나 계좌로 주문을 

내는 등의 온라인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CYBOS2004 가 먼저 PC 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Cybos Trader 를 설치한 후에 CYBOS2004 를 설치하는 경우, CYBOS2004 에 외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플러그인 메뉴에 Cybos Trader 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 Cybos 2004 에서 Cybos Trader 로 보내주는 실시간 분틱데이타나 Cybos 

2004 에 연결된 HTS 계좌를 통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Tip!! 

[Q] CybosTrader 에서 오프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의 차이점은 무엇입니니까? 

[A] CybosTrader 에서의 온라인의 개념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CYBOS2004 를 통해 HTS 계좌 로그인을 한 후, CybosTrader 를 플러그 인으로 실행

시키는 것으로서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인 주문, 계좌정보조

회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Cybos2004 에 플러그 인 되어 있으므로, 실시간 시세를 제

공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 HTS 고객임이 확인되므로 전략 백테스트를 위

한 보다 확대된 선물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모드 접속수, "설정->모드변환"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드 변경시, 확장된 

선물분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ybosTrader 만을 단독으로 실행시킨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실행시킨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과거 데이타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실행시킨 경우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보실 수 없고, 과거 테이

터만 보실 수 있습니다. 

 



3) 실행은 이렇게  

① 오프라인(Offline) 실행 방법    

바탕 화면의 Cybos Trader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속할 때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없이 확인버튼만 클릭하면 됩니다. 

계좌가 없더라도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uest 로 접속하도록 하였습니

다. (아이디 입력란의 guest 는 편집 불가)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있어서 온

라인과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데이터 내려받기 창이 나타납니다.    

    자료를 수신받고자 하면 "내려받기"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선택합니다.  

단,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내려받기가 불가능합니다. 



② 온라인(Online) 실행 방법     

       

CYBOS2004 를 실행시킨 후 설정>Cybos 플러그인>6900 Cybos Trader 를 선택합니다.    

    이때 Cybos Trader 를 실행 중이라면 실행을 종료하고 접속해야 합니다. 

데이터 내려받기 창이 나타납니다. "기존 레코드 겹쳐쓰기"는 내려받는 데이터양이 많 

으므로 "없는 날짜 데이터만"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Cybos Trader 가 온라인 상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Cybos Trader 를 실행하게 되면 주문이나 계좌정보 및 분, 틱의 Data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 사용법 

- 사이보스 트레이더 화면 구성 및 기능 1 

 

 

 

1. 메인 화면 소개 

2. 메인 메뉴 소개 

1) 파일 

2) 보기 

3) 설정 

4) 자동화 

5) 시스템 트레이딩 

6) 주문 

7) 도구 

8) 창 

3. 아이콘 메뉴바의 주요기능 

1) 아이콘 메뉴 

2) 스크롤 메뉴 

3) 자료 내려받기/ 도움말/ 

관심종목 조회/ 시스템 트레이딩 

 

 

 

 

 



1. 사이보스 트레이더 메인 화면 소개 

 

 

 

 

 

  

[해결방안]  

사이보스 트레이더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CYBOS2004 와는 용도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시

스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만을 담았으며, 따라서 CYBOS2004 에서 제공되는 

화면들은 여기에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략 개발/분석과 매매를 위한 별도의 작업환경인 “ 워크그룹” 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고 개

선시켜나야 합니다. 

처음에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실행시키면 나오는 아래와 같은 텅빈 화면에 여러가지 형태의 

워크그룹을 만들어서 넣고 저장해서 다시 쓰고 하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수행해야 합니다. 

 

 

 

 

김황당 고객님은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쓰던  Cybos 2004 와는 너무나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화면만 나와

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황이나 종합주가지수 같은 것도 없고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감하네요 



 사이보스 트레이더 메인 화면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① 메인 메뉴 : 사이보스 트레이더의 주요 메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② 아이콘 메뉴바 :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자주 쓰는 기능을 별도 아이콘으로 모아 놓았습

니다. 

 

 

 

 

 

 

 

① 메인 메뉴 

② 아이콘 메뉴바 

⑥ 상태 표시줄 

③ 모니터링 

윈도우 

④ 차트 윈도우 

⑤ 추세선 아이콘 



  

④ 차트 윈도우 : 종목 단위로 만들어지며 사이보스 트레이더 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차트

를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차트 윈도우 안에 표현되는 주가 데이타와 전략에 따라서 매수/매

도 신호가 표시되고 실제 시스템 트레이딩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③ 모니터링 윈도우 : 사용중인 워크그룹 내의 종목들에 대해서 시스

템 트레이딩 진행 상황 을 한눈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 줍니

다.  

 

 

 
Tip!!  

[Q] 모니터링 윈도우를 사라지거나 다시 화면에 보여지게 하려면? 

[A] 메인 메뉴에서 보기 > 도구모음 > 모니터 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 합니다. 

 



                                                                                      

 

⑥ 상태 표시줄 : 현재 열려있는 워크그룹들을 엑셀의 시트처럼 탭형태로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열려있는 차트 윈도우의 색상/형태/굵기 의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⑤ 추세선 아이콘 : 차트 윈도우 위에 추세선 작성시 필요한 도구들을 모아 놓

았습니다. 작성된 추세선은 그 상태 그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Tip!!  

추세선 아이콘을 이용해서 직접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 외에도 자동으로 추세선

을 그려주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자동화 > 추세선 자동화 메뉴를 이용합니다. 추세선, 지지저항선, 

채널, 타임클러스터, 프라이스클러스터,역배열 등 여러가지 다양한 추세선을 자

동으로 간편하게 그려줍니다. 

 



2. 사이보스 트레이더 메인 메뉴 소개 

 

1) 파일 

사이보스 트레이더의 작업 단위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워크그룹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고 

삭제하는 등에 관한 메뉴입니다. 

 

① 새로 만들기- 새로운 워크그룹을 생성합니다.     

② 워크그룹에 차트 추가 - 사용중인 워크그룹에 새로운 차트를 추가합니다.     

③ 워크그룹 열기 - 저장된 워크그룹을 불러옵니다.     

④ 워크그룹 저장 - 작성한 워크그룹을 저장 보관합니다.     

⑤ 워크그룹 닫기 - 사용하고 있는 워크그룹을 닫습니다. 만약, 저장하지 않고 종료할 경우

에는 저장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⑥ 워크그룹 삭제-사용하고 있는 워크그룹을 삭제합니다.    

⑦ 다른 이름으로 워크그룹 저장 - 한번 저장했던 워크그룹을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저장

합니다.     

⑧ 워크그룹 모두 저장 - 현재 사용중인 모든 워크그룹을 저장합니다.     

⑨ 워크그룹 모두 닫기 - 현재 사용중인 모든 워크그룹을 닫습니다. 만약, 저장하지 않고 

종료할 경우에는 저장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⑩ 인쇄 설정 - 인쇄를 위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⑪ 종료 - 작업중인 모든 워크그룹을 닫아주고 Cybos Trader 를 종료합니다.     

⑫ 최근 작업한 워크그룹 목록 -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워크그룹 목록을 최대 5 개까지 저

장하여 보여줍니다. 

 



2) 보기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각종 보기 관련 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① 데이터 윈도우 –  차트 윈도우의 특정 주가에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해당 봉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별도창에서 보여줍니다. 마우스가 이동함에 따라 데이터 윈도우 안의 값들이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② 상태 표시줄 

 

 

주가에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대면 해당 지점의 

자세한 수치를 데이터 윈도우에서 보여줍니다. 



③ 도구 모음 - Cybos Trader 에서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도구 메뉴들을 나타내거나 사라지

도록 설정합니다. V 표시가 된 경우 해당 기능이 화면에서 나타납니다. 

 

④ 확대/축소 –  현재 보여지는 차트를 확대 ,축소, 원래 크기대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차

트 윈도우 우측 하단의 - , + , 1:1 버튼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⑤ 주문표시 정보 삭제 –  각 워크그룹의 개별 종목들에서 발생한 주문/체결 상황 등이 모

니터링 윈도우의 메시지 정보탭 안에 순차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들이 너무 많은 경우, 

“ 주문표시 정보 삭제”  를 통해 윈도우 내에 정보들을 지워서(clear)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

록 합니다.  



3) 설정 

Cybos Trader 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설정을 정하고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4) 자동화 

여러 종류의 추세선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5) 시스템 트레이딩 

사용자함수/지표/신호/강조/추세/전략 등을 시스템 트레이딩을 편집창에서 작성하고, 특정종

목 차트에 대해서 적용하고, 적용된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6) 주문 

주문, 체결, 잔고조회 및 평가와 관련된 각종 화면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7) 도구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능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① 데이터 관리 - 사용자가 필요한 Data 를 다운로드 받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② 이미지 작성 - 현재 사용중인 차트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③ 전체 자동조회 –  현재 사용중인 차트윈도우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종목군대로 자동으로 

하나씩 변경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차트윈도우에 적용된 각종 설정, 신호/지표 등의 시스

템 트레이딩 등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④ 관심 종목조회(Stock-Watcher) - 관심 종목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종목검색 

후에 추출된 종목들을 저장하거나, 자동조회시 대상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데이타 최적화 –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일단위로 내려받아 임시파일에 저장되는 주가 

데이터를 데이터 최적화 메뉴를 통해서 최적화하여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8) 창 

여러 차트 윈도우를 띄웠을 때 어떻게 배열하여 볼 것인지 등을 정하는 기능입니다. 

 

 

 

 

 



① 계단식 - 사용중인 전체 윈도우를 계단식으로 배열합니다. 

  

② 바둑판식 가로 –  사용중인 전체 윈도우를 바둑판식 가로로 배열합니다. 

 

③ 바둑판식 세로 - 사용중인 전체 윈도우를 바둑판식 세로로 배열합니다. 

 

  

 



④ 아이콘 정렬 –  여러 개의 차트 원도우를 최소 크기로 아이콘화 하였을 때 정렬해 주는 

기능입니다 

   

⑤ 차트 닫기 / ⑥ 차트 모두 닫기  

–  현재 활성화된 차트 윈도우 혹은 현재 사용중인 모든 차트 윈도우를 닫습니다. 

⑦ 기본 지표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트 윈도우에 지표창을 추가합니다. 

⑧ 투자 정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트 윈도우에 현재가/호가 등의 투자정보창을 추가합

니다. 

 

 

 

 

 

 

 

 

 

 

 

 

 

 

 

 

 

 

 

 



3. 사이보스 트레이더 아이콘 메뉴바의 기능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만 따로 모아서 배치하였습니다. 

해당 메뉴로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아이콘 메뉴 

①  신규 –  새 워크그룹을 만듭니다. 

②  차트추가 –  현재 사용중인 워크그룹에 새로운 차트를 추가합니다.     

③  열기 - 저장된 워크그룹을 불러옵니다.     

④  저장 –  현재 사용중인 워크그룹을 저장합니다.     

⑤  모두 저장 - 불러온 워크그룹을 모두 저장합니다.     

⑥  닫기 –  현재 사용중인 워크그룹을 닫습니다.     



⑦  모두 닫기 - 불러온 워크그룹을 모두 닫습니다.     

⑦  데이터 조회창 –  차트 윈도우 위에서 마우스가 이동하는 곳의 주가 세부 내역을 

별도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⑧  확대 윈도우- 마우스가 이동하는 곳을 따라가면서 별도창에서 확대하여 보여줍니다.  

 

 

⑨  지역 확대 - 차트중의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지역확대 버튼 

클릭 후, 확대하려는 부분을 일정 범위를 잡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확대하려는 부분의 영역을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해당 영역의 차트가 확대되었습니다. 



⑩  자동화 기능 - 추세선 자동화 기능을 시작하는 아이콘 입니다. 클릭하면 7 가지 종

류의 추세선을 자동으로 그릴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각 버튼에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대

면 추세선의 이름이  툴팁으로 보여지므로 적당한 추세선 버튼을 선택하여 차트에 적용합니

다. 

  

⑪  출력 –  현재 사용중인 차트를 인쇄합니다.    

⑫  이미지 저장 - 현재 사용중인 차트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2) 스크롤 메뉴           

①  지표 차트 스크롤 메뉴 –  차트 윈도우에 추가할 수 있는 지표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추가하고자 지표를 선택하여 드래그 한후, 원하는 위치의 타이틀바에 놓으면 해당 지표가 

추가됩니다. 

②  투자정보 차트 스크롤 메뉴 - Drag & Drop 기능을 통해서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 안에 투자정보 패드를 생성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 

지표추가 



   

 

3) 자료 내려받기 / 도움말 / 관심종목 조회 / 시스템 트레이딩 

①  자료 내려받기 –  “ 데이터 관리창” 을 여는 아이콘입니다. 

②  도움말 - Cybos Trader 사용중에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은 도움말을 통해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관심종목 조회 - 관심종목 조회창입니다. 

④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 아이콘 - 시스템 트레이딩을 편집/적용/관리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드래그앤 드롭 투자 정보 - 현재가 추가 



사이보스 트레이더 사용법 

- 사이보스 트레이더 화면 구성 및 기능 2 

 

 

 

1. 추세선 아이콘 

2. 상태 표시줄 

3. 속성창 설정 

1) 어플리케이션 속성 

2) 차트 윈도우 속성  

3) 차트 패드 속성 

4) 지표/투자정보 항목 속성 

5) X 축 / Y 축 인덱스 속성 

6) 모드 변환 

 

 

 

 

 

 

 

 

 

 

 



1. 추세선 아이콘 

 

 

 

 

 

[해결방안] 

화면 우측의 추세선 아이콘바를 이용하면 각종 추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추세선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추세선 자동화 메뉴가 제공되어 추세 

분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는 차트를 기본으로 하여 그 안에서 각종 분석 및 전략 적용, 주문까지 

연계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 분석을 위한 각종 편리한 도구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차트 분석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을 

위해서 작성해 놓은 추세선 등은 차트 단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이보스 2004 의 7400 Power Chart 를 애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가 차트 분석에 매우 탁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 프로그램이 

달라서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트분석을 위한 추세선은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추세를  

별도의 창처럼 마우스로 끌어서 위나 아래, 좌측/

우측의 원하는 위치에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 아이콘바를 감추기 하려면 메인 메뉴의 보기

 도구 모음  추세선 에서 V 표시를 없앱니다. 

 

작성해 놓은 추세선은 차트를 저장해 놓고 

다시 불러오면 그대로 보여집니다. 

추세선 아이콘바 



 
  Trend Line –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등을 연결하여 지지선이나 저항선과 같은 추

세선 작성시 이용합니다. 

 
  수평선 –  수평선은 가격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수직선 –  수직선은 기간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Fibonacci Fan, Speed Line -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확히 3 개로 균등 분할하여 나눈 

선으로, 피보나치 팬라인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두 가지 다 시간과 가격의 함수로 되어 있

으며 추세가 진행될수록 진폭이 커지는 주가 특성을 이용하였습니다. 

   Arc Line  - 고점과 저점 또는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여 선을 그리면, 이 선을 중심선

으로 피보나치 비율인 38.2%, 50%, 61.8%의 되돌림 타원이 그려집니다. 되돌림 타원이 중

요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Time Zone - 피보나치 시간대는 수직선의 연속을 보여 줍니다. 이 직선은 피보나치 간

격 공간인 1, 2, 3, 5, 8, 13, 21, 34... 등으로 그려지는데, (일간이면 1 일, 2 일, 3 일, … 144

일…, 주간이면 1 주, 2 주, … 144 주… 간) 해석 방법은 이 시간대에서 주가는 저점이나 고

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ycle Zone - 주가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추세 형성 기

간을 등간격 주기로 표시합니다. 저점-저점 / 고점-고점 / 저점-고점 등 의미 있는 주기는 

그 다음 변화시점 형성에 영향을 주어 동일 기간이 경과된 뒤에 새로운 추세가 형성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ibonacci Retracement -저점과 고점을 중심선으로 23.6%, 38.2%, 50%, 61.8%, 

100% 되돌림 수평선으로 표시한 것이며 더 나아가 100% 이상 수준인 161.8%, 261.8% 선

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Vertical Retracement  - 일정 기간을 1 로 설정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내를 피보나치 

수열로(38.2%, 61.8% 등)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161.8%, 261.8% 등 일정기간 시간 밖의 시

간대도 표시해주는 기간 분석 방법입니다. 

   Andrew's Pitchfork - 앨렌 앤드류스(Dr. Alan Andrews)가 개발한 쇠스랑(Pitchfork)이

란 의미의 채널 기법입니다. 이 채널 기법은 3 개의 극점을 이용하여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



들어집니다.  

● 상승추세의 경우(저점 2 개, 고점 1 개) : 최근에 형성된 가장 저점 선택 이후 형성된     

최고점  이후 형성된 (맨처음 선택한 저점보다 높은 두번째) 저점 

● 하락추세의 경우(고점 2 개, 저점 1 개): 최근에 형성된 가장 고점 선택  이후 형성된         

저점   이후 형성된 (두번째에서 정한 저점 이후 형성된) 고점  

 Gann Fan - 고점이나 저점에서 시간과 가격의 1 대 1 대응(영업일수 기준)으로 고점이

나 저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은 45 도 대각선이다. 즉, 저점이나 

고점에서 45 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Gann Line)이 중심선 역할을 하며 중심선에 일정             

비율(8 등분)의 대각선(부채꼴 모양)을 그려나가는 방법이 갠팬(Gann Fan) 입니다. 

 
  Gann Line - Gan Fan 하나의 Line 을 작성합니다. 

 
  Raff Regression Channel - 일정 기간 동안의 선형회귀선을 중심선으로 상,하한선과 

함께 3 개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상,하한선은 선형회귀선을 그린 기간 동안의 고점, 저점 중 

최대값과 선형회귀선의 거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그립니다. 

 
  Standard Error Channel - 일정 기간 동안의 선형회귀선을 중심선으로 상,하한선과 함

께 3 개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상,하한선은 선형회귀선을 그린 기간 동안의 표준오차 값과 

선형회귀선의 거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그립니다. 

   Standard Deviation Channel - 일정 기간 동안의 선형회귀선을 중심선으로 상,하한선

과 함께 3 개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상,하한선은 선형회귀선을 그린 기간 동안의 표준편차

(기본적으로 2 표준편차) 값과 선형회귀선의 거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그립니다. 

 Show Retacement - 원하는 세점을 클릭하면 먼저 찍힌 두 점의 데이터 차에 대한 세

번째 점의 위치 비율과 각 비율들에 대한 데이터 값을 대화 상자에서 확인합니다. 

 
  Text - 차트 그래프안에 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 도구판 –  그림 도구판을 이용하여 차트 안에 간단한 기호, 숫자, 화살표 등을 

( ) 표시할 수 있습니다. 

 
  Value Indicator - 차트 안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 주가를 Y 축 가격 인덱

스에 표시합니다. 



 
  십자선 - 십자선을 사용하여 차트 윈도우안의 한 지점의 정확한 X 축 / Y 축 인덱스 

값을 확인합니다. 

 차트이동 - 차트안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드래그 하여 기간을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역작도 - 차트 분석시 차트 내의 특정 영역을 타원/사각/삼각형( )으로 표

시해 둘 수 있습니다.  

 

 

 

2. 상태 표시줄 

 

 

 

 

[해결방안]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현재 활성화된 워크그룹과 열려있는 워크그룹들은 화면 하단의 액셀

의 시트와 같은 탭목록을 통해서도 한눈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 상태 표시줄” 이라 

부르며 이 시트 형태의 탭을 클릭하면 해당 워크그룹으로 바로 갈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

다. 

 

상태표시줄을 통해서 워크그룹을 파악하는 방법 외에도, 화면 좌측의 모니터링 창을 통해서  

열려있는 워크그룹 목록, 워크그룹에 들어있는 차트윈도우, 그리고 해당 차트윈도우에서 발

생하는 시스템 신호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윈도우의 워크그룹 목록에서 바로가기 하는 방법 외에 “상태 

표시줄”의 각 탭을 클릭하면 해당 워크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탭이 현재 보여지는 차트윈도우가 속해있는 워크그룹입니다. 

사이보스 2004 에는 없는 워크그룹이라는 개념 때문에 워크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

용하다보면 현재 보고있는 차트는 어떤 워크그룹의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됩니다. 

한눈에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열려있는 차트 윈도우의 색상 / 형태  

/ 굵기 의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 속성 창 설정 

 

1) 어플리케이션 속성 

Cybos Trader 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설정, 차트 종류, 지표나 투자정보 등의 전체적인  

적용을 위한 설정시에 사용되는 기능들입니다. 설정 완료 이후에 만드는 워크그룹에서부터 

적용됩니다. 

 

 

메인 메뉴 중 “ 설정” (①) 메뉴나  단축키” Ctrl+A” (②) , 또는 모니터링창과 차트 윈도

우 창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에서 “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시” (③)에 “ 어플리케이션 

속성”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① ② 

③ 

모든 종류의 개체(지표, 추세선, 시스템 트레이딩 

등)를 삭제할 때 보여지는 경고 창의 설정입니다.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메인윈도우 하단의 상태 표시줄을 나타내거나 사라

지게 설정합니다. 

 
모든 차트 패드의 타이틀바를 나타내거나 사라지게 

설정합니다. 

 
수정주가로 차트를 볼 때 배당락/권리락 등으로 인

하여 수정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워크그룹이 열린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

우, 확인 대화상자에서 저장하기를 선택하고 나면, 

프로그램 재 실행 시 최종적으로 사용했던 워크그

룹이 함께 열립니다. 

 



 

 

<지표 색상/형태>  

 

     

 

 

수정주가 신호 표시 여부에 체크(V) 시, 

권리락,배당락 등으로 인해 주가가 수정

된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차트를 처음 작성할 때 나타나는 지표의 

기본 색상과 형태를 설정합니다. 



<주가 색상/형태> 

        

<차트 툴팁> 

  

 

 

 

 

 

 

주가 그래프 형태와 굵기, 상승

/하락시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차트의 특정지점에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댔을 때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하

는 차트툴팁의 설정값을 지정합니다. 

 



2) 차트 윈도우 속성 

메인 메뉴 중 “ 설정” (①) 메뉴나  단축키” Ctrl+P” (②) , 또는 차트 윈도우 안에서 

“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시” (③)에 “ 차트 윈도우 속성”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사용중인 차트 윈도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① ② 

③ 

현재 활성화된 차트 패드의 타이틀바를 나타나게 할 지 설정합니다. 

 

왼쪽/오른쪽 Y 축 인덱스와 날짜가 표시되는 X 축 인덱스를 나타나게 할 지 설정합니다. 

차트윈도우에 현재가 창을 보여줄지 선택합니다. 

 

마지막 주가 데이터와 Y 축 사이에 설정한 픽셀 값 만큼 

여백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값을 새롭게 생성되는 윈도우에도 적용합니다. 

 



<타이틀> 

 

 

 

 3) 차트패드 속성 

현재 활성화되어 사용중인 차트 패드의 속성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차트 패드란 지표나 주가, 거래량,현재가 등의 차트윈도우를 구성하게 되는 작은 정보창들

을 말합니다. 

차트 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패드 속성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윈도우 상단의 타이틀바에 

해당 종목에 대한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설정합니다. 

 



 

<배경색> 

  

<타이틀바> 

 

차트패드 

차트패드 

차트패드 

차트 배경색과 인덱스(X 축,Y 축) 

색깔을 설정합니다. 

차트 패드 상단에 있는 타이틀바를  

보여줄지 설정합니다. 



4) 지표/투자정보 항목 속성 

 

 

[해결방안] 메인메뉴의 설정 지표/투자정보 항목 속성 메뉴에서 해당 지표를 목록에서 보

는 것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지표/투자정보 항목 속성” 에서 선택된 지표나 투자정보만이 사이보스 트레이더 프로그램 

상단의 드래그앤 드롭을 할 수 있는 목록에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 모두 선택” 으로 하여 목록에 모든 항목들이 나오도록 설정하시는 것이 유용

합니다. 

 

 

 

차트의 주가그래프에 드래그앤 드롭 방식으로 이동평균선을 끌어와서 같이 보려고 하는

데, 얼마전까지도 사용했던 Moving Average 지표가 화면 상단의 지표 목록에서 사라져서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표차트 스크롤과 투자정보 차트 스크롤에 선택된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화면 상단의 드래그앤 드롭으로 

지표등을 추가하는 스크롤 메뉴에 

표시할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5) X 축 / Y 축 인덱스 속성 

 

[해결방안]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는 차트분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을 만

들어 놓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X 축이나, Y 축에 관한 다양한 속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X 축-기간과 관련된 설정은 차트 하단의 X 축 눈금에서, Y 축-가격이나 지표값과 관련

된 설정은 차트 좌우측의 Y 축 눈금에서 더블클릭하여 손쉽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의 설정메뉴(①)나, 단축키 Ctrl+G(②), X 축 이나 Y 축 눈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

튼을 클릭(③)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차트윈도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는 2 개 이상의 종목의 주가나 지표를 끌어와서 한 화면안에서 비

교해서 본다거나, 한 종목에 대해서 2 개 이상의 지표를 끌어와서 한화면 안에서 비교한

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지표들을 끌어와서 보는 경우, 비슷한 값을 가지는 지표는 한화면에

서 보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구간값을 가지는 지표들은 어떻게 Y 축을 선택해서 보

여줄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X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③ Y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X 축 속성> 

 

 

그리드 보이기를 선택하면, X 축 

그리드(눈금선)가 차트에 함께 표

시됩니다. 

 

실제로 차트그래프에 불러올 기간 범위를 정합니

다. 시뮬레이션 레포트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

는 전략 평가 수치들은 불러온 기간에 영향을 받

게 됩니다. 

차트윈도우에서 한번에 보여줄 기간범위를 정

합니다. 차트 하단의 스크롤바를 이동시키면

서 불러온 기간 전체에 대한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확대 비율 : 확대(+)나 축소(-)버튼을 

클릭할 때 한번에 확대/축소되는 비율을 

정합니다. 

- 전경색 : X 축 눈금의 색상을 설정합니

다. 

- 배경색 : 바탕색을 지정합니다. 

- 글꼴 : 글꼴을 선택합니다. 



 

 

<Y 축 속성> 

 

 

6)  모드 변환 

    

 

 

 

  

 

 

 

-일/주/월/년/분/틱 차트 주기를 

선택합니다. 

- 분/틱의 주기 : 최소 1 분/1 틱 

단위부터 120 분/120 틱까지 주

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최저값/최고값 : Y 축에 보여질 최저,최

고값을 설정합니다. 

- Semi-log 눈금자 : 로그차트(대수차트)

로 변경하여 보여줍니다.   

 

현재 온라인 모드로 연결하여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주문을 실행중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을 하려는데, 이때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여서, 온

라인 보다는 오프라인 모드로 사이보스 트레이더만 단독으로 실행시키는 것이 좋더라구요. 

온라인 모드에서 오프라인 모드로 변경하려면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시

켜야 하는데 좀 번거로운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번에 오프라인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방법] 

모드 변환 메뉴를 이용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실행 시킨 후에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프로그램을 종료 후 재실행 

시키지 않고도 간단히 오프라인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인메뉴의 “ 설정” ” 모드변환”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Tip!!!   

Q :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간을 더 늘려서 볼 수는 없을까요? 

A :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세운 전략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히 긴 데이타가 필요합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는 온라인 모드시와 오프라인 모드시 두가지로 구분하여 데이터 

제공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설정메뉴의 모드변환을 통해서 오프라인 모드로 변경하면 보다 긴 기간의 데이터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모드변환 메뉴를 통해서 오프라인모드로 변경하는 경우에

만 확장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 기간은 현재 2 년치 선물 분데이타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조금씩 늘

려나갈 계획입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 사용법 

- 사이보스 트레이더 활용하기 1 

 

 

 

4. 워크 그룹 

1) 워크 그룹 이란? 

2) 워크 그룹 만들기 / 저장하기 

3) 워크 그룹 열기 / 닫기 / 삭제하기 

4) 다중 워크 그룹 활용하기 

5. 차트 윈도우 

1) 차트 윈도우 구성 

2) 수정주가 사용 

3) 추세선 자동 저장 

4) 자동 조회  

 

 

 

 

 

 

 

 

 

 

 

 

 

 



1. 워크 그룹 

 

 

 

 

 

 

 

 

 

 

[해결방법] 

사이보스 트레이더의 워크 그룹을 사용하십시오. 

사이보스 트레이더의 워크 그룹은 차트를 작성하고 분석한후, 그대로 저장하면 매번 번거롭

게 차트분석을 위한 환경을 꾸밀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워크 그룹은 *.wgd 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따로따로 PC 에 저장되므로 다른 

PC 에서 사용하시거나, 차트 분석 자료를 공유하실 때 매우 편리합니다. 

 

(1) 워크 그룹 이란? 

워크 그룹은 차트 윈도우가 작성되는 공간이며, 작성된 차트 윈도우들을 중심으로 모든 작

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차트 고객은 CYBOS2004 의 7400 파워차트를 사용해서 차트 분석을 하고 매매시점을 

잡습니다. 차트를 보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차트분석을 할때는 선호하는 

몇가지 보조지표를 추가해서 보고 , 추세선도 그려보면서 차트안에 자신만의 분석환경을 

꾸며 놓습니다. 그런데, 종목이나 상황에 따라서 분석환경을 조금씩 바꾸어 놓고 보다가 

다시 이전의 분석환경으로 돌아가려니, 처음부터 다시 환경을 꾸며놓아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습니다. 

추세선, 지표, 시스템 신호, 특정 영역에 대한 표시나 각종 메모 등의 차트 분석을, 적용

해 놓은 종목마다 그대로 저장해 놓고 다시 불러내서 쓸 수는 없을까요? 

분석해 놓은 차트를 저장해서 다시 불러올 수 없을까요? 

 

 



① 차트 윈도우 자체로는 저장하거나 재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워크 그룹에 포함된 상

태로는 저장 및 불러오기가 가능해져서, 작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 워크 그룹은 시스템 사양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한대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③ 여러 가지 워크 그룹을 만들어 놓고, 한 종목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나 기간별 복합         

분석, 시장 대 시장 분석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④ 워크 그룹은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직관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워크 그룹 만들기 / 저장하기 

 

Cybos Trader 를 처음 실행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워크 그룹을 만드는 것입

니다. 새 워크그룹을 만드는 과정은 Step By Step 으로 이루어지며, 이 워크그룹이 저장될 

위치, 워크그룹 명칭, 불러낼 종목, 추가할 지표, 기간, 그 외 각종 속성 등 차트 작성을 위

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정하면서 진행됩니다. 

 

<메뉴 불러내기 단계> 

 

새 워크그룹 만들기 메뉴는 다음의 3 가지가 있습니다. 

① 메인 메뉴 중 “ 파일”   “ 새로 만들기”  

② 단축키 ” Ctrl+N”  

③ 단축 아이콘 “ ”   

① ② 

③ 



<워크그룹 구성 단계> 

 

새 워크그룹 명과 저장할 위치 등을 정한 후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트 마법사 단계> 

 

차트 마법사에서 종목, 지표, 차트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한 후, “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새

로운 워크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왼쪽부터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자세히 보기 
현재 열려있는 워크그룹에  

종목을 추가하여 새 워크그룹

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새로 만들 워크그룹의 이름을 

적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용

도에 맞게 지정해 주면 다시 

불러들여 사용하기에 편리합니

다. 

새 워크그룹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합니다. 워크그룹은 *.wgd 

확장자를 가지고 저장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종목선택 : 종목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종목찾기( )버튼에서 검색하여 종목을 추가합

니다.  

- 추가(F2) : 선택한 종목코드를 선택창으로 불러 옵니다. 최대 4 개의 종목을 동시에 추

가할 수 있으며 워크그룹 내에서 각각의 다른 차트 윈도우에 선택한 종목들이 보여집

니다. 

- 삭제(F3) : 불러들여온 종목을 선택하여 하나씩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 전체삭제(F3) : 불러들여온 종목 전체를 삭제합니다. 

② 템플릿 적용 : 템플릿(Template)이란, 지표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자주 사용하거나 

유용한 차트윈도우를 템플릿이라는 일종의 서식에 저장해두었다가, 차트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차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 템플릿 적용하기 : 차트 마법사에서 새로 종목을 선택하여 차트윈도우를 만들 때, “ 템

플릿 적용”  메뉴에서 원하는 템플릿 목록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템플릿 새로 만들기 : 현재 사용중인 차트 윈도우에 적용된 지표나 시스템을 템플릿으

로 만들고자 할 때는, 차트 윈도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 템플릿 저장”  메뉴

를 이용합니다. 

   



③ 지표 및 투자정보 : 해당 종목의 차트 윈도우에 선택해 놓은 지표나 투자정보(현재가,호

가 등)를 함께 보여줍니다. 

 

④ 읽어들일 데이터 범위 

     

⑤ 데이터 개수 설정 

- 읽어들일 개수 : 읽어들일 Data 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1000 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일간이라면, 1000 일간의 차트를 불러옵니다. 

- 보여줄 개수 : “ 읽어들일 개수” 중에서, 차트윈도우 한 화면에서 보여줄 데이터의 개

수를 정해줍니다. 

- 기본값으로 저장 : 기본값으로 값을 설정하면 새로운 차트를 생성할 때 언제나 같은 

값이 적용됩니다. 만약 읽어들일 개수가 보여줄 개수보다 작을 경우는 “ 읽어들일 개

수” 를 기준으로 기본값을 결정합니다. 

⑥ 주가 정보 : 차트 주기나 기본/수정주가 등의 주가유형을 선택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클릭하여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추가됩니다. 주가(Price)와 거래량

(Volume)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화면에 추가

되어 있으며, 최대 5 개 까지  가능합니다. 

선택한 종목의 지표데이터를 불러들이는 

시작일자와 마지막 일자입니다. 

일/주/월/년/분/틱 등 차트 주기를 선택합니다. 

단, 분/틱은 온라인 모드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주가 또는 수정주가로 

주가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워크 그룹 저장 단계> 

워크그룹 저장, 다른 이름으로 워크그룹 저장, 워크 그룹 모두 저장 3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워크그룹만 저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은 3 가지가 있습니다. 

①메인 메뉴 중 “ 파일”   “ 워크그룹 저장”  

②단축키 ” Ctrl+S”  

③단축 아이콘 “ ”   

 

① ② 

③ 

워크 그룹 

저장 

다른 이름으로 

워크 그룹 저장 

워크그룹 

모두 저장 

기존에 저장했던 워크그룹을 불러들여 변경한 후 

저장할 때 기존 워크그룹은 그대로 두고 다른 워크

그룹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경우, “ 다른 이름으로 

워크그룹 저장” 기능을 사용합니다. 

 

현재 열려있는 모든 워크그룹을 한번에 저장합니다. 



(3) 워크 그룹 열기 / 닫기 / 삭제하기 

<워크 그룹 열기> 

 

<워크 그룹 닫기> 

 

<워크 그룹 삭제하기> 

 

현재 사용중인 워크그룹을 닫아 줍니다. 

워크그룹을 닫기 전에 저장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열려있는 모든 워크그룹을 한번에 닫아 줍니다. 

워크그룹을 닫기 전에 각각의 저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저장해 둔 워크그룹을 엽니다.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워크그룹을 삭제합니다.  

저장된 워크그룹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워크그룹을 선택합니다. 

단, 현재 열려있는 워크그룹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4) 다중 워크 그룹 활용하기 

 

 화면 하단에 있는 액셀 시트 모양의 워크그룹 명을 클릭하면, 해당 워크그룹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모니터링 윈도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차트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윈도우 

다중 워크 그룸 

다중 워크그룹은 의미 있는 분석 단위인 워크그룹을 여러 개 불러들여 하나의 스크린 

상에서 동시에 관리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각각의 워크그룹은 불러낸 순서대로 메인 화면 왼쪽 하단에 액셀의 시트 형태처럼 차례

대로 표시됩니다. 또한, 메인 화면 왼쪽의 모니터링 윈도우를 이용하면 다중 워크그룹에

서 발생하는 실시간 신호 및 주문상황과 같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워크그룹 및 차트로 바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장간 분석>  

 서로 다른 시장의 흐름을 분석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일 종목 분석>  

동일종목에 다른 주기의 차트로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매도/매수 시기를 보다 더 정확히 파

악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윈도우에 MFI(14) 지표 적용 

 

종합주가지수 차트윈도우에 MFI(14) 지표 적용 

코스닥지수와 종합주가지수에 동일하게 적용한 MFI 지표를 비교

해보고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약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 일간차트와 주간차트에 

stochastic(slow) (14.3.3) 지표를 각각 적용 

 



<다중 분석>  

 두 가지 이상의 종목을 상호 비교하여 종목분석이 가능합니다. 

 

 

        

        

<선물/옵션 비교 분석> 

      

 

한국전력과 대신증권 두 차트 윈도우에 

각각 이동평균선 200 일 적용 

 

동일한 선물 종목을 각기 다른 차트주기로 보면 

시간대별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멀티 시스템 분석> 

멀티차트에 시스템 트레이딩을 각각 적용하여 주가흐름의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각각의 차트에 강조와 추세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확한 시장상황 판단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대신증권 일간차트에 시스템 트레이딩 중 “ 강조” 와 “ 추세” 를 적용하였습니다. 

추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추세를 적용한 오른쪽 일간차트에 50 일 이동평균선을 적용하였습니다. 



2. 차트 윈도우 

 

 

 

 

<문제해결> 

 

(1) 차트 윈도우 구성 

개별 종목에 해당하는 차트 윈도우는 주가,거래량,지표,투자정보 등이 표현되는 차트 패드 

들로 구성됩니다. 

        

 

 

 

 

 

Y 축 인덱스 

X 축 인덱스 

차트패드 

차트윈도우 타이틀바 

아이콘메뉴 

① 

② 

③ 

④ 

⑤ 

투자정보 차트패드 

⑥ 



① 차트 윈도우 타이틀 바 

해당종목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② X 축 인덱스 

X 축에 기간을 표시하기 위한 눈금입니다. X 축 인덱스에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대고 더블

클릭하면 X 축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③ Y 축 인덱스 

 Y 축에 주가/지수/거래량/지표 등을 나타내기 위한 눈금입니다. 설정에 따라서 오른쪽 혹

은 왼쪽에 위치합니다. Y 축 인덱스에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대고 더블클릭하면 Y 축 속성

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④ 아이콘 메뉴 

 

 

 

 

 

 

   

 

 

 

 

 

 

~Tip!!! 

<수정주가란?> 

- 수정주가는 유상 · 무상증자 · 배당 · 액면 분할이 있을 때 주가 폭이 거래량에               

관계없이 단시간에 급격히 변화하여 그래프상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단절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여 완만한 연결을 지어 그래프를 산출해 줍니다. 이러한 수

정주가 기능은 사용자의 혼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종목명,종목코드,차트 주기

등 종목에 관한 기본정보

를 표시합니다. 

차트 윈도우 속성에서 설정한 대로 중간 위치와 오른쪽 위치에 

차트 기간, 기간 중 마지막 값 등이 표시됩니다. 

기간을 앞뒤로 이동하면서 

보고자 할 때 스크롤과 화살

표를 이용합니다. 

일/주/월/분/틱 등의 

차트 주기를 선택합

니다. 

수정주가/기본주가를 

선택합니다. 

차트화면을  

축소/확대/원래 

크기로 합니다. 

자동조회 기능 : 설정한 종목군

내에서 자동으로 종목을 변경하

면서 차트를 보여줍니다. 

종목선택 

이전종목/다음종목 

종목코드 직접 입력창 

종목검색버튼 



< 워크그룹을 저장하는데 차트윈도우가 없어서 저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

게 해야할까요?> 

- 차트윈도우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차트윈도우를 닫다 보면, 워크그룹만 남아 있고 그 

안에 차트윈도우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워크그룹을 

저장하면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에는 “ 워크그룹 닫기”  후에 워크그룹을 다시 

만들거나, 다시 불러내거나 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차트윈도우닫기 

차트윈도우를 닫기 버튼으로 모두 닫아 

버리는 경우, 좌측 모니터링 윈도우에 워

크그룹 이름만 있고 차트윈도우 목록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윈도우가 한 개도 없는 워크그룹은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 워크그룹 닫기” 를 하고 다시 

불러내거나 새로운 워크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⑤ 차트패드 

 종목 코드 단위인 차트 윈도우는 주가/거래량/지표/투자정보 등의 “ 차트패드” 들이 추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차트패드 속성은 차트 윈도우 생성시 입력되는 지표/지수 데이

터 설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Tip!!! 

<주가와 거래량 두개의 차트패드가 들어 있는 차트 윈도우에서, 잘못하다가 주가 차트패드

를 화면 닫기 버튼( )으로 닫아버려서 거래량 차트만 남아버렸습니다. 다시 주가차트를 보

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차트 패드창의 닫기 버튼은 해당 차트 패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므로, 클릭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닫기를 한후에 다시 그 차트패드를 보려면 새롭게 차트패드

를 추가해야 합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 상단의 지표 스크롤 메뉴에서 지표를 선택하

종목 코드나  

지표명, 지표값이 

표시됩니다. 

자동화 MIN/MAX 표시: 추세선 자동화 적용

시, 이 버튼을 함께 사용하면, 차트 기간중 

최고점(MAX)과 최저점(MIN)이 표시됩니다. 

자동화 갱신: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

는 데이터 변화에 따라서, 현재 적용된 자동화 

추세선을 다시 적용시켜 줍니다. 

화면축소확대 

도움말 버튼 

화면 닫기 



여 드래그앤 드롭 방식으로 차트 윈도우에 차트패드를 추가합니다 

      

 

 

 

 

 

 

주가 차트패드 닫기 

대신증권 차트윈도우에 주가 

차트패드가 삭제되었습니다. 

지표 스크롤에서 Price 를 선택하여 

차트윈도우의 원하는 취치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주가 차트패드를 추가

합니다. 



⑥ 투자정보 패드 

  현재가, 호가, 특징주 포착 3 가지의 투자정보가 지원됩니다. 

  다른 차트 패드와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롭 으로 추가하거나 위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주가 사용 

    

 

 

차트 선택 : 현재 사용중인 투자정보 패드에 

현재가, 호가, 특징주 포착 중 한가지로 선택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등을 통해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을 짜서 매매시점을 파악할 때에는, 기본주가

가 아닌 수정주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정주가는 유상/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이 있을 때 주가 등락폭이 시장수급과 관계없이         

급격히 변화하여 그래프상 단절된 부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단절 없는 그래프로 산출해

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정주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술적 지표 적용시 발생하는 오류가 

수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수정주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는 수정주가를 일/주/월에 동시 적용할 수 있어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본주가 적용시, 액면분할이 발생한 시점에 

Trix(17)지표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시점에서 수정주가 적용시, Trix(17)지표는 

매도신호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추세선 자동 저장 

 

             

 

 

 

 

~Tip !!! 

추세선 외에 메모, 도형표시 등 사이보스 트레이더 우측의 추세선 아이콘바로 작성된 것들

은 모두 종목마다 자동저장이 되어 종목을 다시 불러낼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목에 적용된 추세선은 기본으로 저장됩니다. 

작성한 추세선은 종목 변경후 , 처음 추세선을 작성했던 종목을 다시 불러들이면 사라지

지 않고 함께 나타납니다. 

 

동일한 차트윈도우에서 

종목코드만 변경합니다. 

대신증권 차트 윈도우로 다시 종목코드를 

변경하면 , 처음 작성한 추세선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 차트윈도우에서 

추세선을 긋습니다. 



(4) 자동조회 

 

<자동조회 실행하기> 

  

 

 

 

 

 

<자동조회 대상그룹 만들기> 

 

 

각종  추세선이나 지표, 시스템 트레이딩 등이 적용된 차트 윈도우를 몇 개의 의미있는 

종목으로 종목코드를 변경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미리 자동 조회 그룹을 설정해 놓으면, 일정 주기 마다 자동 조회 그룹에 있는 종목으

로 차트 윈도우를 바꾸어 보여주는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차트윈도우 우측하단의 자동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② 

③ 

자동조회 할 종목그룹, 종목 변경 주기, 자동조회 종료후 다시 시작할것인지 순환 여부, 

적용대상 등을 설정하고 하단의 “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조회가 시작됩니다. 

적용대상 버튼을 클릭하면 일/주/월/년간 

차트 중 선택하여 자동조회시 함께 보여 

주도록 합니다. 

④ 

 : 자동 조회를 시작합니다. 

 : 자동 조회 설정창을 띄웁니다. 

    : 자동조회 그룹 목록중 이전/다음 종목을 선택합니다.  

 

① 자동조회창에서 자동조회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조회 설정창을 띄웁니다. 

자동 조회 그룹은 자동조회 

창 좌측에서 확인하여 선택

합니다. 



 

 

 

 

 

  

 ▷자동 조회 시작 버튼....  

         종목명에 선택된 종목의 자동 조회를 시작합니다 

 

 

 

 

 

 

 

 

   

     

 

 

 

 

 

 

 

 

 

 

 

 

 

 

 

 

 

 

② 

자동조회 설정창에서, 원하는 자동

조회 대상종목을 선택합니다. 종목

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는“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하여 그룹 

명을 입력하고, 종목들을 선택해서 

새로운 자동조회 그룹을 만듭니다.  

기존에 있던 자동조회 그룹에 대해서 

복사/이름바꾸기/삭제도 가능합니다. 

 

“ 확인” 버튼 클릭후, 자동조회 창에서 

보면 새로 만든 자동 조회 그룹이 추

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사이보스 트레이더 사용법 

- 사이보스 트레이더 활용하기 2 

 

 

 

1. 모니터링 기능 

i. 그룹별 정보 

ii. 메시지 정보 

2. 드래그 앤 드롭 (Drag & Drop) 기능 

i. 차트패드안에 지표 추가하기 

ii. 새 차트패드로 지표 추가/위치 이동하기 

iii. 지표 병합하기 

iv. 복합 활용 

 

 

 

 

 

 

 

 

 

 

 

 

 

 

 

 

 



1. 모니터링 기능 

 

 

 

 

 

 

[해결방안] 모니터링 창을 이용하십시오.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창은 다

수의 종목에 시스템을 적용시켰을 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그룹별 정보 

 

 

 

 

 

 

 

 

Cybos Trader 에서 여러 종목 차트를 띄워놓고, 각각에 대해서 자동매매가 되도록 전략을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띄운 차트에 가려져서 뒤쪽에 있는 다른 종

목들은 어떻게 매도매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적용시켜 놓은 모든 종목들에서 어떤 신호나 주문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 화면에서 바

로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목명: 사용중인 워크그룹의 이름을 보여주며, 각 이름을 더블클릭

하면 워크그룹에 속한 차트의 종목과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내용: 일/주/월간 등의 차트주기 및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 사항

과 신호 발생 여부를 표시합니다. 

차트 바로가기 : 모니터링 윈도우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차트 윈도우 

종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 바로가기” 를 선택합니다. 



2) 메시지 정보 

 

 

모니터링 윈도우는 별도의 윈도우로 분리되어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이동시켜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윈도우를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로 모니터링 윈도

우를 끌어당기거나 줄여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문#: 현재 사용중인 워크그룹 들에서 나온 주

문에 대한‘ 주문번호’ 를 표시합니다. 

메세지: 매수/매도 등의 주문유형, 종목명, 수량, 

가격, 접수/체결 상황에 대해서 표시합니다. 

 

Tip!!! 

실시간으로 주문,체결 상황이 계속 기록되면 열이 너무 길어져서 바로 알아보기 불편할 경

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인 메뉴의 보기 >주문표시 정보삭제 를 통해서 지금 표기

된 메세지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드래그 앤 드롭 (Drag & Drop) 기능 

  

 

 

  

 

[해결방법] 

사이보스 트레이더만의 탁월한 기능인 Drag & Drop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Drag & Drop 기능은 메뉴 적용이나 차트 선택, 차트 이동 등을 할 때 마우스로 끌어다 원

하는 위치에 놓기만 하면 되는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주가간 비교 

분석, 기술적 지표간 비교 분석이 쉽게 이루어져 한 단계 높은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하나

의 차트에 다른 차트를 Drag & Drop 하여, 다중 복합 차트를 만들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

고, 만들어진 다중 복합 차트는 Workgroup 단위로 저장되어 다음에도 같은 화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차트 패드 안에 지표 추가하기 - 주가와 거래량에 이동평균선 추가 

 

 

 

 

 

    

 

 

 

 

 

Cybos Trader 에서 워크그룹을 만들고 나서 차트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Cybos2004 에서 사용했던 7400 파워차트 화면과는 다르게 이동평균선이 없습니다. 

Cybos Trader 에서도 주가와 거래량에 몇 개의 이동평균선을 그려서 함께 보고 싶은데요 ,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① 
② 

② 

③ 

Drag&Drop 

Drag&Drop 

지표속성설정 : 주가와 거래량에 

각각 5,20,75 일 이동평균선 적용 

④ 

지표스크롤에서 이동평균 지표인 Moving Average 를 선택하여(①), 

주가 및 거래량 차트패드안에 끌어놓습니다.(②)  

이동평균선 기간이나 색깔 등의 속성을 정하면서(③)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동평균선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④) 



 

 

 

 

 

 

 

 

 

2) 새 차트패드로 지표 추가/위치 이동하기  

 

 

 

 

     

 

 

지표와 투자정보 스크롤에서 MACD 와 현재가를 선택하여(①), 

원하는 위치의 차트패드 타이틀바-상단의 회색띠에 끌어다 놓습니다.(②)  

MACD 지표의 속성을 정하고 나면(③), MACD 와 현재가가 새로운 차트패드로 추가됩니다.(④)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동평균선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④) 

 

① 

① 

② ② 

지표속성설정 

③ 

④ 

현재가 

MACD 

Tip!!! 

Q : 주가나 거래량에 함께 표시된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A : 삭제하고자 하는 지표-이동평균선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택한후, Delete 버튼을 누르거

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 삭제”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 마우스로 삭제할 지표를 선택할 때는 정확하게 클릭해야 합니다. 주가나 거래량으로 잘

못 선택해서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주가나 거래량도 일종의 

지표나 마찬가지 이므로 지표스크롤에서 주가는 Price, 거래량은 Volume 을 선택하여 원래 

차트패드에 드래그앤 드롭 하면 됩니다. 

 



 

 

 

 

 

        

 

3) 지표 병합하기 

유사한 지표끼리 함께 놓고서 비교해 보고자 할 경우에 한 차트패드안에 드래그앤 드롭으로 

이동시켜서 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Drag&Drop 

차트패드 위치 이동 

Drag&Drop 

MFI 지표의 라인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택하고(①), 

RSI 지표가 있는 차트패드 안에 끌어다 놓으면,(②) 

MFI 가 RSI 와 같은 차트패드에서 함께 그려집니다. (③) 

RSI 에 MFI 지표 병합 

① 

② 

③ 

Tip!!!   

주가, 거래량, 지표, 투자정보 차트패드는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습니

다. 이동하고자 하는 차트패드의 타이틀바를 선택하여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앤 드롭 방식

으로 끌어서 놓습니다. 

 



Tip!!! 

Q : 드래그앤 드롭으로 지표를 이동시켜서 한 차트패드안에 병합해서 보는 경우, 이동시킨 

지표가 있던 차트패드는 하얗게 빈 차트로 남습니다. 지표를 이동시킬 때, 기존 지표는 그

냥 두면서 이동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 드래그를 할 때 Ctrl 키를 함께 사용하면(①), 지표를 복사하여 이동(②)시키는 것이 되어

서, 이동후에도 기존 차트패드에는 지표가 그대로 남습니다.(③) 

 

 

 

 

 

 

 

 

           

 

 

 

 

 

 

 

 

 

 

 

 

 

 

 

 

Ctrl 버튼과 함께 드래그하여 지표선택 

① 

② 

③ 

이동 

MFI 지표 복사 이동완료 

Tip!!! 

Drag & Drop 기능으로 지표나 투자정보를 추가/이동 할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Drag & 

Drop 상태임을 나타내는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① 
 

 : 새로운 지표를 선택하여 차트패드 생성시 ( 
 

 : Ctrl 버튼과 함께 드래그시 )  

② 
 

 : 차트패드에 지표를 이동하여 병합할 때 ( 
 

 : Ctrl 버튼과 함께 드래그시 ) 

③ 
 

 : 새로운 투자정보를 선택하여 차트패드 생성시 ( 
 

 : Ctrl 버튼과 함께 드래그시) 

④ 
 

 : 차트 패드 또는 그래프 병합시에 Drag & Drop 이 지원되지 않을 때 

 



4) 복합 활용 

다음은 드래그앤 드롭기능을 이용한 삼성전자 주가와 종합주가지수와의 비교예입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삼성전자 주가

차트에 Drag&Drop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주가 

① 

드래그앤 드롭으로 이동시켜온 종합주가지수를 기준

으로 놓고, 종목코드를 변경시키면 다른 종목들의 주

가와 종합주가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와 종합주가지수를 함께 보

면서 주가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③ 

종목코드변경시, 드래그시킨 종합

주가지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Tip!!! 

Q : Drag & Drop 하여 지표를 병합할 때에, 새눈금자 옵션창이 나오는데 무엇인가요? 

A : Drag & Drop 을 통해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그래프가 하나의 차트 패드 안에 병합되어 

그려지는 경우, 두개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지표는 각기 기준치나 범위가 어떤 값을 가지는

지에 따라서 Y 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차트패드 안에서 두개의 지표를 그릴때, 어떤 형태로 Y 축을 나타낼지를 설정해주는 옵션

으로서, Drag & Drop 적용시에 나타납니다. 

 

 

 

 

 

 

 

 

 

 

       

 

 

 

 

 

 

 

 

 

 

 

 

 

 

 

 

 

 

 

 

차트패드 왼쪽/오른쪽에 새 눈금자를 만들고 

Drag & Drop 으로 이동해온 새로운 그래프는 

이 눈금자에 맞추어서 표시됩니다. 

범위,기준점 등이 유사하며 비슷한 성격의 지

표들끼리 Drag & Drop 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두 지표의 최저값과 최고값을 동시에 포함하

는 Y 축 범위를 잡고 왼쪽/오른쪽에 새로운 

눈금자를 표시합니다. 눈금자를 통한 값의 비교 없이 단순히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만 비교할 경우에 눈금을 보이지 않게 하는 설정입니다.  

기존의 Y 축 눈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 사용법 

- 사이보스 트레이더 활용하기 3 

 

 

 

1. 추세선 자동화 사용법 

2. Auto TrendLine (추세선) 

3. Auto Resistance (지지저항선) 

4. Auto Channel (채널) 

5. Auto Pitchfork (앤드류스 피치포크) 

6. Time Clusters (타임 클러스터) 

7. Price Clusters (프라이스 클러스터) 

8. Divergence (역배열) 

9. 복합활용 

                       

 

 

 

 

 

 

 

 

 

 

 

 

 

 



1. 추세선 자동화 사용법  

 

 

 

 

 

1) 실행하기 

 

 

 

 

추세선 자동화(Auto Trend)란?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제공하는 추세선 자동화 기능은 , 장기에서 초단기 추세까지 자

동(automatic)으로 추세선을 작성해 줍니다. 총 7 가지 종류의 추세선이 제공되며, 일, 

주, 월 차트에 모두 적용 가능하여 복합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① ① 

② 

③ 

④ 

추세선 자동화 단축 아이콘 

7 가지 추세선 자동화 버튼중에 

원하는 버튼을 클릭하면(②) 

마우스 포인터가 마법봉( )형

태로 나타납니다(③) 

마법봉 이동시 자동화 추세선을 

그리려는 그래프가 진분홍으로 변

경될 때, 마우스를 다시 한번 클

릭하면 자동화 기능 적용에 따른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④) 

 

메인 메뉴의 자동화 ” 추세선 

자동화” 를 선택하거나 단축아이

콘( )을 클릭하여 추세선 자동

화 메뉴를 실행합니다.(①) 

⑤ 

자동화 추세선 설정을 모두 마치면, 

자동화 추세선이 그려집니다.(⑤) 



Tip!!! 

추세선 자동화 메뉴 고정시키기 

추세선 자동화 메뉴는 위치를 고정시켜서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삭제하기 

삭제하려는 자동화 추세선을 마우스 포인터로 선택해 줍니다. 정확히 선택된 경우 추세선의  

좌우 끝에 네모난 표시점이 생겨납니다. 키보드의 Delete Key 를 눌러 자동화 추세선을 삭

제합니다. 

 

 

 

 

 

 

 

 

단, 추세선 선택을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추세선이 아닌 주가 그래프등이 선택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Delete Key 를 누르면 차트상의 그래프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선

택점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드래그하여 이곳에 놓습니다. 

차트윈도우 상단에 고정됩니다. 

 
Delete 키 



2. Auto-Trend Line (자동화 추세선) 

 

 

① RH/RLStren : 추세선을 작성할 때 필요한 Swing Point(고점과 저점)는 해당 Swing 

Point 에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야 그 점이 Swing Point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따라서 Swing Point 결정시 앞뒤 몇 개까지의 봉을 확인하고 고점,저점을 정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설정값이 5 인 경우, 그래프상에서 좌우 5 개의 봉을 비교하여 

Swing Point 를 결정합니다. 

② History : Yes 인 경우는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모든 Data 를 적용하여 Trend Line 을 

작성하고, No 인 경우는 최근의 Data 를 기준으로 하나의 Trend Line 을 작성합니다. 

③ Auto 간격 : 장/중/단/초단기 설정에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인 RH/RLStren 값을 잡

고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Auto 간격 선택시, RH/RLStren 은 설정 불가) 

④ 매수/매도 표시 : 자동화 추세선 적용시, 추세선이 주가를 돌파하는 시점을 파악하

여 매수/매도 신호를 표시합니다. 

 

         

Auto - 중기(M) 적용 

상승추세선 

하락추세선 

Auto Trend-Line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화 추세선 속성값을 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수/매도 표시(↑ ,↓ ) 적용 

History –  Yes 적용 

 



3. Auto-Resistance(자동화 지지저항선) 

 

 

① RH/RLStren : 추세선을 작성할 때 필요한 Swing Point(고점과 저점)는 해당 Swing 

Point 에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야 그 점이 Swing Point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따라서 Swing Point 결정시 앞뒤 몇 개까지의 봉을 확인하고 고점,저점을 정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설정값이 5 인 경우, 그래프상에서 좌우 5 개의 봉을 비교하여 

Swing Point 를 결정합니다. 

② Auto 간격 : 장/중/단/초단기 설정에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인 RH/RLStren 값을 잡

고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Auto 간격 선택시, RH/RLStren 은 설정 불가) 

③ 비율/포인트 : 지지저항선 작성시, 어느정도 범위까지 벗어난 고저점들까지는 같은 

지지저항선 상에 있다고 허용하여 지지 저항선의 폭을 설정합니다. Gap 포인트 방

식보다는 Gap 비율이 일률적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Gap 비율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④ Gap 개수 : 지지저항선을 작성할 때 두개의 Swing Point 사이에 생기는 공간을 

1Gap 으로 간주하여, 최소의 Swing Point 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Gap 비율이 낮고 

Gap 개수가 클수록 강한 지지저항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Auto-Resistance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화 지지저항선 속성값을 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지저항선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까이 대면 해당 지지저항선이 

몇개의 Gap 으로 이루어진 것

인지를 보여줍니다. 

Gap 비율 3%, Gap 개수=2 일때 

3 개 이상의 Swing Point(고점과 

저점)가 3%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지저항선을 작성합니다. 



4. Auto-Channel(자동화 채널) 

 

 

① RH/RLStren : 추세선을 작성할 때 필요한 Swing Point(고점과 저점)는 해당 Swing 

Point 에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야 그 점이 Swing Point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따라서 Swing Point 결정시 앞뒤 몇 개까지의 봉을 확인하고 고점,저점을 정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설정값이 5 인 경우, 그래프상에서 좌우 5 개의 봉을 비교하여 

Swing Point 를 결정합니다. 

② Auto 간격 : 장/중/단/초단기 설정에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인 RH/RLStren 값을 잡

고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Auto 간격 선택시, RH/RLStren 은 설정 불가) 

③ 채널 선택 : Raff Regression(래프 선형 회기 채널), Standard Error(표준 오차 채널), 

Standard Deviation(표준 편차 채널) , Price Channel(가격 채널)의 4 가지 형식의 채

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CybosTrader 우측에 위치하는 추세선 아이콘바 중  

(Raff Regression),    (Standard Error),    (Standard Deviation)를 자동화로 구현

하였습니다. 

 

Auto-Channel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화 채널 속성값을 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Raff Regression 

중기 적용 



5. Auto-Andrews’ Pitchfork(자동화 앤드류 피치포크) 

CybosTrader 우측에 위치하는 추세선 아이콘바 중     (Andrews’  Pitchfork)를 자동화로 

구현한 것입니다. 

 

 

① RH/RLStren : 추세선을 작성할 때 필요한 Swing Point(고점과 저점)는 해당 Swing 

Point 에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야 그 점이 Swing Point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따라서 Swing Point 결정시 앞뒤 몇 개까지의 봉을 확인하고 고점,저점을 정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설정값이 5 인 경우, 그래프상에서 좌우 5 개의 봉을 비교하여 

Swing Point 를 결정합니다. 

② Auto 간격 : 장/중/단/초단기 설정에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인 RH/RLStren 값을 잡

고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Auto 간격 선택시, RH/RLStren 은 설정 불가) 

 

 

Auto-Pitchfork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화 피치포크 속성값을 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Auto-Time Cluster(자동화 타임 클러스터) 

자동화 타임 클러스터는 추세와 시간의 상관 관계를 토대로 분석하여 주가의 움직임이 전환

되는 시점을 자동으로 포착해줍니다. 추세 전환의 고점과 저점을 봉우리 형태로 보여주며, 

전환시점의 강도와 미래치를 부가적으로 차트의 하단에 보여줌으로써 투자 판단을 지원합니

다.  CybosTrader 우측에 위치하는 추세선 아이콘바 중     (Vertical Retracement)를 자동

화로 구현하였습니다.  

  

  

 

 

 

 

 

① RH/RLStren : 추세선을 작성할 때 필요한 Swing Point(고점과 저점)는 해당 Swing 

Point 에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야 그 점이 Swing Point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따라서 Swing Point 결정시 앞뒤 몇 개까지의 봉을 확인하고 고점,저점을 정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설정값이 5 인 경우, 그래프상에서 좌우 5 개의 봉을 비교하여 

Swing Point 를 결정합니다. 

② Auto 간격 : 장/중/단/초단기 설정에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인 RH/RLStren 값을 잡

고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Auto 간격 선택시, RH/RLStren 은 설정 불가) 

③ 연결방향 : 추세 클러스터의 연결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여 추세 클러스터의 높이변화를 체크하거나, 고점

과 저점을 연결하여 그 기울기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④ 비율/관심도 : 두개의 의미있는 스윙포인트 사이의 경과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Ratio) 만큼 기간을 산출하여 전환시점을 파악합니다. 비율(Ratio)은 주로 피보나치 

Auto-Time Cluster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화 타임 클러스터의 속성값을 

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열 등을 사용합니다. 또한 설정해놓은 비율(Ratio)은 각각 일정한 가중치(관심

도,weight)를 주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타임 클러스터 

Auto 단기 적용 

미래치 예측 : 앞으로 다가올 6 번째 봉은 

설정해 놓은 비율에 일치하는 전환시점이 

되며, 그 강도는 25 이다 

 



7. Auto-Price Cluster(자동화 프라이스 클러스터) 

자동화 프라이스 클러스터는 추세와 가격과의 상관 관계를 토대로 분석하여 전환점이 되는 

가격대를 자동으로 포착해줍니다. CybosTrader 우측에 위치하는 추세선 아이콘바 중      

(Fibonacci Retracement)를 자동화로 구현한 것입니다. 

  

 

 

 

 

 

 

 

 

 

  

 

 

 

 

 

① RH/RLStren : 추세선을 작성할 때 필요한 Swing Point(고점과 저점)는 해당 Swing 

Point 에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야 그 점이 Swing Point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따라서 Swing Point 결정시 앞뒤 몇 개까지의 봉을 확인하고 고점,저점을 정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설정값이 5 인 경우, 그래프상에서 좌우 5 개의 봉을 비교하여 

Swing Point 를 결정합니다. 

② Auto 간격 : 장/중/단/초단기 설정에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인 RH/RLStren 값을 잡

고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Auto 간격 선택시, RH/RLStren 은 설정 불가) 

③ 계산방향 : 저점고점의 상승방향과, 고점저점의 하락방향을 선택합니다. 

④ 가격범위(%) : 저점/고점의 스윙 포인트를 잡을 때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여기

서 설정한 가격범위 내에서 위치하면 해당점을 고점/저점으로 인정하여 계산합니다. 

⑤ 유효봉 : 가장 최근 봉에서 유효봉수까지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⑥ 되돌림 값 : 저점에서 고점을 연결한 상승방향 혹은 고점에서 저점을 연결한 하락

방향에서 가격 변화를 1 로 잡고, 설정해 놓은 일정 비율만큼 되돌림이 발생한다고 

보고, 상승방향에서는 저점-고점을 기준으로 고점에서 일정비율 만큼, 하락방향에

Auto-Price Cluster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화 프라이스 클러스터의 속성값

을 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는 저점-고점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만큼의 가격대에 표시하여 줍니다. 각 고점,

저점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환 가격대들이 여러 번 중첩되어 Y 축(가격축)에 프라

이스 클러스터가 두텁게 나타날수록 강한 전환 가격대라고 할 수 입니다. (되돌림이

므로 비율이 1 보다 작음) 

⑦ 극값 대비 확장 : 상승방향이나 하락방향에서 잡은 고점/저점(극값)에서 되돌림이 

아닌 확장이 발생한다고 보고, 상승방향에서는 저점-고점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만

큼, 하락방향에서는 저점-고점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만큼의 가격대에 표시하여 줍

니다. (확장이므로 비율이 1 보다 큼) 

⑧ 되돌림 대비 확장 : 상승방향이나 하락방향에서 잡은 고점/저점(극값)에서 되돌림이 

발생하는 경우 이 되돌림점에서 일정 비율만큼(상승추세에서 되돌림이 발생하는 경

우, 저점에서 되돌림점까지의 가격을 1 로 잡음) 확장하여 전환 가격대를 표시해줍

니다. (확장이므로 비율이 1 보다 큼) 

⑨ 비율 : 되돌림값, 극값대비 확장,되돌림 대비에서 사용할 비율 수치를 적습니다. 주

로 피보나치 비율을 많이 사용합니다. 

⑩ 크기 : 각 비율에 대한 가중치(weight)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프라이스 클러스터에  Auto 중기, 되돌

림값 ,극값대비 확장, 되돌림 대비 확장 적용 



8. Auto-Divergence(자동화 역배열) 

기술적 분석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역배열(Divergence)을 자동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상승형 역배열(Bull)과 하락형 역배열(Bear)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역배열의 개념상, 주가(price)외에 지표가 포함된 차트패드가 한 개 이상 있어야 하고, 자동

화 추세선 적용시 사용하는 마법봉(    )은 주가가 아닌, 해당 지표에 대해서 적용해야 합

니다. 

  

 

 

   

 

 

Auto-Divergence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화 역배열의 속성값을 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화 역배열을

MACD 지표에 적용 

  

 



9. 복합 활용 

한 차트 윈도우에 장기부터 초단기 추세까지 한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차트 윈도우에 자동화 추세선/ 자동화 지지저항선/ 자동화 채널을 한번에 적용할 수 

있어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동화 추세선 중기 적용 : 지수가  

중기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한 상태 

자동화 지지 저항선 중기추세 Gap 비

율 3%, Gap 개수 2 적용 : 일차 지지

선 590 Point,  일차 저항선 700 Point 

자동화 앤드류 피치포크 중기 적용: 

우상향 상승 추세, 중심선이 저항선 

장기추세선 적용 

중기추세선 적용 



사이보스 트레이더 언어 활용법 

-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 사용법 및 CTL 문법 1 

 

 

 

10.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 

11. 기본규칙 

12. 제어문 

13. 연산자 

                       

 

 

 

 

 

 

 

 

 

 

 

 

 

 

 

 

 

 

 

 

 

 



1.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  

 

 

 

 

[해결방안]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를 이용하십시오 

사이보스 트레이더는 오픈툴박스 형의 시스템 트레이딩 툴로서, 어떠한 전략식도 제한없이 

만들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1) 실행하기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를 불러낼때는 메인메뉴의 시스템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편

집” 을 실행하거나, 단축키 Ctrl+F, 단축 아이콘     을 사용합니다. 

 

 

 

① 문서 목록창 : 샘플로 제공되거나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목록이 시스템 트

레이딩의 6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각 탭에서 보여집니다. 사용자함수,지표,신호,강

조,추세,전략 중 한가지 탭을 선택하여 원하는 시스템 목록을 열거나,삭제/편집하거

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편집기 상단의 메뉴중‘ 파일’ 메뉴를 통해

전략을 작성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는 시스템 전략식을 작성하고 종목에 적용시킬 때, 어떤 메뉴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메인메뉴의 시스템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 

단축 아이콘 

①  

② 

③ 

④ 

⑤ 



서도 가능합니다. 

② 문서 미리보기창 : 목록에서 선택한 시스템의 내용을 미리 보여줍니다. 

③ 기본 함수창 : 시스템 작성시 사용되는 각종 함수와, 그 사용법을 찾을 수 있는 창

입니다. 

④ 문서 편집창 : 시스템을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창입니다. 

⑤ 작업 표시줄 : 현재 열려있는 시스템 목록들이 탭형태로 쭉 나열되어서 보여집니다. 

 

       

 

 

 

     

 

 

2) 새로 만들기 

새로운 시스템 문서를 만들려면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 메뉴 중 파일  “ 새로작성” 을 

실행하거나, 단축키 Alt+N, 단축아이콘     , 또는 만들고자 하는 영역 탭을 선택한 후 목록

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 새문서 작성” 을 실행합니다.(①) 

사용자 함수~전략 의 6 가지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작성하려는 시스템 

문서 이름, 간단한 설명을 입력한 후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②) 

 

 

Tip!!!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를 사용하다가  

이전에 보던 차트 화면으로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Ctrl+Tab”  키를 이용하면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와 차트 두개의 화면을 왔다갔다 하면

서 편리하게 볼수 있습니다. 

① 

① 

① 

② 

작성하려는 시스템 문서에 맞게 

6 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정해 놓은 이름을 가진 새 시스템 문서창이 열리면, 시스템 식을 작성합니다.(③) 

 

 

3) 작성하기(편집)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창에서 원하는 시스템 식을 CTL 문법에 따라 작성합니다.(①) 

작성을 다 마친 시스템 문서는, 반드시 유효성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②) 

 

입력한 시스템 이름을 가진 

새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시스템  

식을 작성합니다 

③ 

② 

CTL 문법에서 미리 정의하여 제공되는 단어

(예약어)는 다른 색상으로 나타나므로, 알아보

기 쉽고, 문법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① 



 

 

 

 

 

 

 

 

 

 

 

 

 

 

4) 복사하기/삭제하기 

만들어 놓은 시스템 문서를 복사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시스템 목록에서 대상 문

서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 복사” 메뉴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시스템 명을 

정해주면 해당 이름을 가진 시스템 문서로 복사됩니다. 

단, 새로 시스템 명을 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과 중복되면 안되지만, 다른 시스템 트레이

딩 영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명은 다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영역에서 Gapup 이라는 시스템 문서가 있을 때, Gapup 이라는 이름으로 

신호 영역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수는 없으나, 강조 영역에서 Gapup 이라는 시스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스템 문서를 삭제할때는, 시스템 목록창에서 삭제할 문서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

튼을 눌러서 “ 삭제” 를 선택합니다. 

Tip!!! 

유효성 검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창에 작성해 놓은 시스템 식이, 사이보스 트레이더 문법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일차적으로 검증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단 유효성 검증을 완료한 경우에만 시스템 식을 특정 종목에 적용하여 매매할 수 있으

며, 유효성 검증 완료와 동시에 작성한 식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시스템 목록창에서 시스템 문서명 옆에 표기된 V 표시 유무로 유효성 검증이 된 문서인지

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성 검증이 완료된 경우라도, 이후에 조금이라도 수정을 했다면 다시 유효성 검증

을 해주어야 변경된 부분이 반영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축키 F5,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창의 메뉴중 검증 “ 유효성 검증”  이나 단축아이콘

을 사용하여 유효성 검증 기능을 실행합니다. 

 

시스템 목록창에서 복사할 시스템 문서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원하는 시스템 명 입력 후 

“ 확인”  버튼 클릭 



5) 유효성 검증 

유효성 검증이란 작성한 문장이 CTL 문법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유효성 

검증 과정을 거친 시스템 문서만, 챠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목록창에서 문서명 옆의 체크표시(V )로 유효성 검증이 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 F5’ 를 누르거나 편집창 검증 메뉴의 ‘ 유효성 검

증’  또는 편집창 아이콘 메뉴의 유효성 검증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6)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 

유효성 검증을 마친 시스템 문서를 차트에 적용합니다. 하나의 차트 윈도우에는 최대 4 개까

지 시스템 트레이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챠트 윈도우에서 단축키 ‘ Ctrl+Q’ 를 사용하거나, 챠트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클릭하여 ‘ 시스템트레이딩  적용’  메뉴를 선택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창에서 원하는 시스템 목록을 선택하고, “ 차트에 적용” 을 클릭합니

다. 

유효성 검증이 

안 된 문서 

유효성 검증이 

된 문서 



  

 

 

 

 

 

 

 

 

 

 

 

 

 

 

 

7) 시스템 트레이딩 관리 

 차트 윈도우에 적용된 시스템 트레이딩은 “ 시스템 트레이딩 관리” 창에서 삭제하거나, 속

성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 윈도우에서 단축키 ‘ Ctrl+K’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 시스템 트레이

딩  관리’  메뉴를 이용합니다. 

 

 

차트 윈도우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8) 시스템 문서 가져오기/내보내기 

자신이 만든 시스템 문서를 옮겨서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전략을 받아서 사이보스트레이더가 설치된 본인의 컴퓨터로 옮기고자 할 떄는 “ 파일  

가져오기/내보내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 시스템 내보내기 > 

사용중인 사이보스 트레이더에 있는 시스템 문서를 다른 컴퓨터로 옮기고자 할때는 “ 시스

템 내보내기” , “ 시스템 내보내기(비밀번호저장)”  메뉴를 사용합니다 

 

‘ 가져오기/내보내기’  마법사에서 ‘ 시스템 내보내기’  선택 후 ‘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

다. 

 

 

시스템 목록 중 내보내기 할 문서가 들어있는 영역을 선택하면(①), 왼쪽창에 문서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문서 목록을 선택해서 화살표 버튼(②)을 이용하여 오른쪽 창

(③)으로 옮깁니다. 모두 옮겨졌으면 ‘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④) 



 

 

내보내기 할 파일의 이름을 정하고(①), 해당 파일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②) 

“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③) 지정된 폴더에 해당이름을 가진 CTS 파일이 생깁니다. 

 

 

새로 만들어진 CTS 파일을 디스켓에 복사하여 배포하거나 서버에 업로드하여 여러 사용자가 

다운로드 하면 각자의 PC 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다른 PC 에서 작성된 시스템 문서를 가져와서 사용중인 사이보스 트레이더에 옮길때는 

“ 시스템 가져오기”  메뉴를 사용합니다. 

 

‘ 가져오기/내보내기’  마법사에서 ‘ 시스템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한후, “ 다음” 을 클릭

합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 찾아보기’ 를 클릭하여 가져올 파일을 선택한후, “ 다음” 을 클릭합니다. 

 

 

왼쪽의 시스템 목록(①)에서 가져오기 할 시스템을 선택하여 우향 화살표 버튼(②)으로 오른

쪽 창(③)으로 이동시킨 후, ‘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기의 목록창

에 가져오기한 시스템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2. 기본 규칙 

 

사이보스 트레이더 랭귀지(CTL)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1)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CTL 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보기 편한 것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 IF CROSSUP(CLOSE, MA) THEN   ----- ⓐ 

if crossup(close, ma) then         ----- ⓑ 

 ⓐ와 ⓑ 문장은 동일합니다. 

 

2) 하나의 구문이 끝나기 전에는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If CrossUp(Close, MA) Then 이라는 문장은 ‘ 종가(Close)가 MA 를 상향 돌파(CrossUp)한

다면(If, then)’  이라는 문장으로서 ‘ 만일~ 한다면’  에 해당하는 If~Then 은 하나의 구문

이므로 한 줄에 입력해야 합니다.  

단, 한 구문이지만 구문 길이가 너무 길어 줄바꿈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

우에는 줄 끝에 언더바(_)를 입력한 후 줄바꿈을 하면 위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 If CrossUp(Close, MA) Then    

----- (O) 맞는 구문 

 

   If CrossUp(Close, MA) 

Then 

----- (X) 틀린 구문 

 

If CrossUp(Close, MA) _ 

Then 

----- (O) 맞는 구문 

 

3) 띄어쓰기는 자유롭지만, 한 단어 내에서의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어와 동일하게, 한 단어내에서는 꼭 붙여쓰기를 해야 합니다. 

 

예) Mov(  Close, 14,  S) ----- (O) 맞는 구문 

M  ov(Clo  se, 14, S)  

----- (X) 틀린 구문 , Mov 는 이동평균, Close 는 종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임 

  

 

 

 

 

 

 

 



3. 제어문  

 

 

1) If 문 

사이보스 트레이더 랭귀지(CTL)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어문으로, 조건과 그 조건을 만족

했을 때 실행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If 문은 기본적으로 “ 만일” 에 해당하는 If, “ ~한다면” 에 해당하는 Then,  그리고 If 문의 

끝을 알려주는 End If 이렇게 3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구문을 이루는 구성

요소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CTL 문법상 오류가 생기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① If 조건 Then 실행문 End If 

If  조건  Then   

 

실행문 

 

End if 

조건을 판단하여 맞으면 실행문을 수행합니다. 

‘ ~라면 ~해라’ 는 식의 제어문입니다. 

 

시스템 문서를 작성하다보면, 매도/매수 조건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산해야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종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라는 조건식을 보면 현재 차

트상에 나타난 가장 마지막 봉에 대해서 종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는지 검사하

고,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봉이 새로 만들어지면 새로 만들어진 봉에 대해서도 또 검

사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무한정 반복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제어해주는 구문의 사용이 필

요합니다. 이런 구문을 “ 제어문” 이라고 하며, CTL 에서는 여러가지 제어문을 제공합니

다. 

 



 

 

② If 조건 Then 실행문 1  Else 실행문 2  End If 

If     조건    Then   

 

실행문 1 

 

Else 

 

실행문 2 

 

End if 

조건을 판단하여 맞으면 실행문 1 을 수행하고,  맞지 않으면 실행문 2 를 수행합니다. 

‘ ~라면 ~하고 아니면 ~해라’ 는 식의 제어문입니다. 

 



 

 

③ If 조건 1 Then 실행문 1 Elseif 조건 2 Then 실행문 2 [Else 실행문 3] End If 

If   조건 1   Then 

   

실행문 1 

 

Elseif   조건 2   Then 

 

실행문 2 

 

 

End if 

조건 1 이 맞으면 실행문 1 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고 조건 2 가 맞으면 실행문 2 를 수행합니

다. 여기서 Elseif 뒤에 조건은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라면 ~하고 , 그렇지 않고 ~라면 ~해라” 는 식의 제어문입니다. 

 



 

 

2) 반복(Loop)문 

일정 조건하에서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제어문을 Loop 문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For 

Loop 와 While Loop 를 사용합니다. 

For Loop 는 미리 몇 회 반복할지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만큼만 반복수행하며, While Loop

는 반복횟수 대신에 종료 조건을 정해 두고 일단 먼저 수행하고 나서 종료조건에 맞는지 확

인하면서 반복수행합니다. 

  

① For ~ To ~ Next 

For 변수 = 초기값 To 최종값 [Step 증감값] 

 

실행문 

 

[Exit For] 

 

 

Next 

※ [ ]안의 구문은 필요시에만 사용하며, 사용치 않아도 문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변수가 초기값일때부터 최종값일때까지 증감값 만큼씩 늘리면서 실행문을 반복적으로 수행

합니다. 

증감값이 생략되었을때는 기본적으로 1 만큼 씩 늘어납니다. 

중간에 Exit For 예약어를 만나게 되면 다음번의 반복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For Loop 를 

빠져 나갑니다. For Loop 다음에 적혀 있는 문장들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종가를 기준으로 4 일간 고가를 구해서 차트에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예입니다. 

 

4 일간 종가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려면 현재 봉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3 개의 봉에 대해서 

각각의 종가를 비교해보아야 하며, 이 비교 과정은 3 회의 반복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반

복문 For Loop 를 사용합니다. 

 

특정봉에서 4 일간 고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 봉에서의 4 일간 고가는 그 봉에서의 종

가와 이전 봉에서 정했던 4 일간 고가와 비교를 해서 큰값으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교

를 위해 If 제어문을 사용합니다. 

 

 

 

기준봉 

좌측 그림에서 보면 기준봉에서 봤을 때 현재의 종

가는 Close(0), 1 일전 종가는 Close(1), 2 일전 종가

는 Close(2)… 이렇게 표기합니다. 각 봉의 종가들

을 대상으로 해서 4 일간 고가를 구하려면 , 우선 현

재의 종가 Close(0)를 임시적으로 4 일간 고가라고 

하고(MaxPrice=Close(0)), 여기서 나온 MaxPrice 값

과 1 일전 종가와 비교 해서 새로운 MaxPrice 를 결

정합니다. 비교 반복시, 이전 회에서 결정된 

MaxPrice 와 2 일전 종가, 3 일전 종가까지 반복해서 

크기를 비교해보고 다시 MaxPrice 를 정합니다. 



 

 

② Do While  ~  Loop  ,   Do Until  ~  Loop 

Do  While 조건문 

 

실행문 

 

[Exit Do] 

 

Loop 

조건문의 결과가 맞는 동안에만 실행하는 제어문입니다. 

따라서 조건문은 반복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조건문 = Do Loop 지속조건 

 

Do  Until 조건문 

 

실행문 

 

[Exit Do] 

 

Loop 

조건문의 결과가 맞을 때까지만 실행하는 제어문입니다. 

따라서 조건문은 반복수행을 멈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조건문 = Do Loop 중지조건 

 

 

 



두 종류의 Do Loop 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o While 인 경우> 

1. 조건문 참,거짓 여부 체크 

2. 만족하면 실행문 수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 나감 

3. 실행문 수행 

4. Exit Do 를 만나면 빠져 나감  

5. Loop 를 만나면 다시 1 번 과정부터 반복 

<Do Until 인 경우> 

1. 조건문 참,거짓 여부 체크 

2.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문 수행하고 만족하면 빠져나감 

3. 실행문 수행 

4. Exit Do 를 만나면 빠져 나감 

5. Loop 를 만나면 다시 1 번 과정부터 반복 

 



 

 

③ Do ~ Loop [[While / Until] ~ ] 

Do 

 

실행문 

 

[Exit Do] 

 

Loop  While  조건문 

 

Do 

 

실행문 

 

[Exit Do] 

 

Loop  Until  조건문 

Do 다음의 실행문을 일단 실행 한후, 조건문을 보고서 Do Loop 를 계속 반복할지 아니면 

빠져 나갈지를 판단하는 제어문입니다. 

앞의 Do Loop 가 조건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실행문을 수행했다면, 이 Do Loop 는  

1 회 먼저 실행문을 수행해보고 나서 조건문을 판단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앞의 Do Loop 

와 다르게 조건문이 맞지 않더라도 최소 1 회는 실행문이 수행됩니다. 

 

흐름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o Loop While 인 경우 

1. 실행문 수행 



2. Exit Do 를 만나면 제어문을 빠져 나감 

3. 조건문 참, 거짓 여부 체크 

4. 만족하면 다시 1 번 과정부터 반복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제어문을 빠져 나감 

<Do Loop Until 인 경우> 

1. 실행문 수행 

2. Exit Do 를 만나면 제어문을 빠져 나감 

3. 조건문 참, 거짓 여부 체크 

4.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1 번 과정부터 반복하고 만족하면 제어문을 빠져 나감 

 

아래는 Do ~  Loop Until 을 사용해서 19 일 고가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위의 예와 결과는 

같습니다. 

 



 

 

4. 연산자 

 

1)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연산자 의 미 결   과 

+ 더하기 High + Low (고가와 저가의 합) 

- 빼기 High –  Low (고가와 저가의 차) 

* 곱하기 Close * 2 (종가를 2 배함) 

/ 나누기 (High + Low)/ 2 (고가와 저가의 평균) 

^ 제곱 Close –  Close(1)) ^ 2 (종가와 전 봉 종가의 차를 제곱 

Mod 나머지 Close Mod 100 (종가를 100 으로 나눈 나머지 값 할당) 

※ 산술 연산자간의 우선순위는 ^,  *,  /,  Mod,  +,  - 순입니다. 

 

2) 관계 연산자 

두개의 값이나 수식 결과값의 대소 또는 같음을 비교하는 것으로 비교 후 결과값은 



True(참), False(거짓) 두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연산자 의미 결과 

= 같다 
10 = 9  False 

10 = 10  True 

<> 같지 않다 
10 <> 9  True 

10 <> 10  False 

< 보다 작다 
10 < 9  False 

9 < 10  True 

> 보다 크다 
10 > 9  True 

9 > 10  False 

<= 작거나 같다 
10 <= 9  False 

9 <= 10  True 

>= 크거나 같다 
10 >= 9  True 

9 >= 10  False 

 

관계 연산자는 주로 조건의 참, 거짓 여부을 판단하는 제어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 예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현재 봉 저가가 전 봉 저가보다 작다면 

If Low < Low(1) Then 

 

현재 봉 종가와 전 봉 종가가 같지 않다면 

If Close <> Close(1) Then 

 

현재 봉 고가가 전 봉 고가에 1000 을 더한 값보다 크다면 

If High > High(1) + 1000 Then 

 

CTL 함수 중에 이러한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 CrossUp, CrossDn 함수가 있습니다. 구문은 

CrossUp(Price1, Price2), CrossDn(Price1, Price2) 형식입니다. 

 

CrossUp 은 전 봉의 Price1 이 전 봉의 Price2 보다 같거나 작고, 현재 봉의 Price1 이 현재 

봉의 Price2 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관계 연산자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

니다. 

 

전 봉 Price1 <= 전 봉 Price2  And 현재 봉 Price1 > 현재 봉 Price2 

 

CrossDn 은 전 봉의 Price1 이 전 봉의 Price2 보다 크거나 같고, 현재 봉의 Price1 이 현재 

봉의 Price2 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관계 연산자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

습니다. 

 

전 봉 Price1 >= 전 봉 Price2 And 현재 봉 Price1 < 현재 봉 Price2 



 

앞에서 예로 든 전략에서 ‘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하향) 돌파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바로 이 CrossUp, CrossDn 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논리 연산자 

몇 개의 조건식을 묶어서 하나의 조건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조건 1   And    조건 2 

 

조건 1   Or     조건 2 

우선 조건 1 과 조건 2 가 각각 True(참), False(거짓)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 조건문들이 And 나 Or 로 묶여 하나로 완성되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And 를 사용하느냐, Or 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참/거짓 판단이 바뀝니다. 

연산자 설명 

Or 조건 1,2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참) 

And 조건 1,2 모두 만족해야 True(참) 

단, And , Or 를 동시에 사용하는 문장에서는 And 가 들어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If CrossUp(Close, Mov(Close,14,s) Then  ‘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값을 상향 돌파 한

다면 

If CrossDn (Close, Mov(Close,14)) Then  ‘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값을 하향 돌파 한

다면 

 

Tip!!! 

괄호를 사용하면 문장의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한 조건문 안에서 And, Or 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작성하고자 하는 조건문의 의도

를 정확히 반영하고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식에서 

 조건 1 And 조건 2  Or 조건 3    ------①  

 And 의 우선순위가 Or 보다 높으므로, 실제적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1 And 조건 2)  Or 조건 3   -------②  

같은 조건식이지만  ①보다는 ②가 어느 조건식을 먼저 계산하는지 파악하기 쉬우므

로, ②번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4) 할당 연산자 

CTL 에서의 등호(=)는 좌측과 우측이“ 같다”  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의 변수에 “ 할당”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변수란 특정 값이나 수식에 의한 결과값을 저장하고 있는 하나의 방을 말하며, 이 

방에는 언제든지 다른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즉, 변수는 고정된 값이 아니며, 언제든 

변경가능한 값입니다.  

 

예 )  Var1 = High + Low 

 

변수 Var1 

 

 

 

 

 

 

 

 각 봉마다 High,Low 가 있으므로 하나하나의 봉에 대해서 새로운 High, Low 값을 가지고 

var1 에 새로운 값을 할당시켜줍니다.  

 

관계 연산자에서의 ‘ =’ 는 왼쪽값과 오른쪽값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참, 거짓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서는 이와 같은 할당의 의미가 됩니다. 

 

보기 쉽도록 적절히 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 =  값      ‘ 우측의 값을 왼쪽 변수에 할당합니다.         

변수 =  식      ‘ 우측의 식을 계산한 값을 왼쪽 변수에 할당합니다. 

 

High 

Low 

High 

+ 

Low 



예) “ =” 이 관계 연산자인 경우 

변수 Var1 의 값과 종가의 같이 같다면 

If Var1 = Close Then 

 

예) “ =” 이 할당 연산자의 경우 

변수 Var1 에 Close 값을 할당 

Var1 = Close 

 

사용자 변수 MA(0)에 14 일 이동평균값 할당 

MA(0) = Mov(Close, 14, S) 

 

 

5) 연산자 우선 순위 

CTL 에서 수식을 작성하다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종류의 연산자를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다음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연산자 우선 순위 따라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산자간의 우선 순위>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And,Or) 

 

 

 

 

 

 

 

Tip!!!     

괄호, 들여쓰기, 줄맞춤 등은 문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연산자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종류의 연산자를 사용하고, 조건식이 

길어져서 복잡한 경우에는 문서 작성시 실수하거나, 쉽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를 사용해주면 문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장 중간중간에 의미있는 단위끼리 줄맞춤이나, 들여쓰기등을 하면 문서 전

체를 쉽게 파악하고 문서오류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 언어 활용법 

- CTL 문법 2 

 

 

 

1. 변수 

2. 데이터 

3. 기타함수 

4. 기본구조 

 

 

 

 

 

 

 

 

 

 

 

 



1. 변수 

 

변수는 값을 넣어두는 저장장소입니다. 정해져 있는 특정한값을 넣어두거나, 복잡한 계산식, 

조건의 참/거짓을 정하는 논리식 까지 넣어 둘 수 있습니다.  

시스템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복잡한 계산식을 변수에 미리 넣어두면 해당 계산식이 필요

한 곳에서는 변수만 적어주면 되므로, 매번 복잡한 계산식을 다시 써줘야 하는 번거로움 없

이 간단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수를 사용하면 매번 번거롭게 반복되는 계

산 작업이 간편해지므로, 실제로 시스템 트레이딩 수행시,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로 사용할 단어가 “ 변수” 라는 것을 CTL 에 인식

시키기 위해 문장 처음 부분에서 “ 선언” 을 해야 합니다.  변수는 크게, 입력 변수, 사용자 

변수, 예약 변수, 이렇게 3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 선언”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1) 입력 변수 

 

 

 

 

 

 

 

 

[해결방안] 입력변수를 사용하십시오. 

 

시스템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자주 사용되는 설정값으로서 중간중간에 값을 바꿔보면서 적

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케스틱 지표를 사용하는 전략인 경우, 스토케스틱 지표의 기간값을 필요시마

다 바꿔서 사용해야 할 때,  그때마다 시스템 문서를 다시 열고, 기간값 숫자를 바꿔준 후 

다시 유효성 검증을 하고..또 다시 종목에 적용해보고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작성시 스토케스틱 기간값을 입력변수로 선언하여 사용하면, 간편하게 

수치만 바꿔서 바로 변경된 기간값으로 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전략을 작성했습니다. 

이동평균 기간값을 14 일로 정해서 사용중인데요, 동일한 전략을 이동평균 기간값을 여러가

지로 바꿔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매번, 전략식을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창에서 열어서 , 전략식 안에 있는 이동평균 기간값이 

사용된 곳을 다 고치고, 다시 유효성검증하고 또다시 차트에 적용해보고 하면서… 

번거로운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한군데서만 고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력변수를 쓰지 않고 스토케스틱 지표값 

5,3,3 을 그대로 표현한 예입니다. 

입력변수 

선언부 

입력변수 선언부에서 미리 len1,len2,len3 를 정의하고 

스토케스틱 지표값을 len1,len2,len3 로 표현한 예입니다. 



 

Tip !!!   

“ 입력 변수 선언부” 에서 입력변수를 추가하고,변경하고,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입력 변수 선언부에서 입력변수 추가/삭제> 

 

① 입력명 : 입력변수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 적힌 이름으로 시스템 문서내에서 사용됩

니다. 

② 입력타입 : 상수,배열,논리값 중에서 선택합니다. 

③ 표현식(값) : 따로 변경하지 않으면 여기 적힌 값을 기본값으로 하여 사용합니다. 

④ 입력추가/입력삭제 : “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변수를 또 선언할 수 있는 새로

운 줄이 만들어지며,  “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줄이 삭제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시 입력 변수 변경> 

기본값으로 정해 놓은 입력변수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입력변수 선언부에서 기본값 자

체를 바꾸는 외에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시,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변경해 줍니다. 

 

① ② ③ ④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시 속성창에서 

입력 변수값을 바꿀수 있습니다. 

바꾸려는 입력변수 값에 마우스

를  갖다 대고 더블클릭합니다. 

원하는 변수값으로 적어준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사용자 변수 

입력 변수 선언부가 아닌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창의 문서작성란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

값을 할당하면, 시스템 트레이딩 문서 내에서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력 변수와 구별하여 “ 사용자 변수” 라고 부르며, 상수 형태와 배열 형태 두가지 종

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 형태의 사용자 변수> 

 

len1, len2, len3 를 선언하고 각각에 초기값을 할당합니다. 이후부터 문서 내에서 len1, len2, 

len3 는 5,3,3 의 상수값으로 사용됩니다.  Call Ploti1(“ SlowD” ,SlowD(5,3,3)) 과 동일 

숫자를 변경하면서 사용하려면 문서 전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이 되서 번거롭다는 것 외에는 

len1, len2, len3 를 입력변수 선언부에 사용하는 것과 그 의미는 같습니다.  

Tip !!! 

      입력변수에서 사용되는 입력 타입 - 배열,상수,논리값 은 어떤 것인가요? 

① 배열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이 챠트에 불리워지는 봉의 수만큼 변수가 선언되는 

변수 형태입니다. 배열로 입력변수를 정하는 경우 , 봉의 개수만큼 값이 할당되기 때문이 

괄호( )를 이용하면 특정봉을 기준으로 몇봉전..과 같은 과거 주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예) Close(1) : 1 봉전 종가, Close(2) : 2 봉전 종가 ….Close(n) :n 봉전 종가  

 

② 상수 

상수는 모든 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특정값을 말합니다. 배열과 같이 봉의 수만

큼 할당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괄호 ( )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단일변수로 하나의 방

만 할당된 형태가 됩니다. 

 

③ 논리값 

논리값은 TRUE(참), FALSE(거짓)을 나타내는 값을 말합니다. 



<배열 형태의 사용자 변수> 

 

(A)  Set 은 배열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을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

며, 그 배열 변수 MA 의 각 방에는 초기값으로 0 을 할당해줍니다. 

MA(n) … MA(2) MA(1) MA(0) 

0 … 0 0 0 

단, 단일변수인 상수를 선언하는 경우라면 Set Len1 = Var(“ Len1” , 5) 과 같은 Set 을 사

용하는 선언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B)  현재 봉의 위치를 0 으로 간주하므로 , 현재 기준봉인 MA(0)에 14 일 이동평균값을 할

당합니다.   

MA(0) : 현재 봉의 MA 변수 값 

MA(1) : 1 봉전 MA 변수 값 

MA(2) : 2 봉전 MA 변수 값 

MA(3) : 3 봉전 MA 변수 값 

... 

 

3) 예약 변수 

사이보스 트레이더 랭귀지(CTL)에는 CT 자체에서 미리 선언되어 있는 배열 형태의 변수가 

있으면 이를 “ 예약 변수”  라고 합니다. 

 

미리 선언해 놓은 변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언문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약 변수에는 배열 형태의 Var 계열 변수와 참/거짓값을 가지는 논리 배열 형태의 Cond 

계열 변수가 있습니다. 

 

< 미리 예약되어 선언되어 있는 변수 > 

변수명 유형 초기값 

Cond1 ~ Cond50 논리값(TRUE, FALSE) 배열 FALSE 

Var1 ~ Var50 데이터 배열 0 

 

위의 예약 변수들을 이용하여 기존의 전략을 수정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데이터 

사이보스 트레이더는 거래소로부터 하나하나의 실시간 주가 데이터를 전송 받아 챠트를 그

리게 되는데 이를 봉(Bar)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진 하나의 봉에는 시가, 저가, 고

가, 종가, 거래량 등의 시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 차트를 불러내면 , 해당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봉을 그립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이나 신호,강조,추세,지표 등을 차트에 구현할 때는 각 

봉이 갖고 있는 이러한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 봉의 위치 또는 날짜, 시

간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수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는 주가 데이터와 그와 연관된 날짜, 시간 데이터 등을 다음의 미리 

약속된 단어(예약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예약어 설명 

Open 봉의 시가 

High 봉의 고가 

Low 봉의 저가 

Close 봉의 종가 

Volume 봉의 거래량 

OpenD 일간 봉의 시가 (분, 틱봉에서만 사용 가능) 

HighD 일간 봉의 고가 (분, 틱봉에서만 사용 가능) 

LowD 일간 봉의 저가 (분, 틱봉에서만 사용 가능) 

CloseD 일간 봉의 종가 (분, 틱봉에서만 사용 가능) 

OpenW 주간 봉의 시가 (분, 틱, 일봉에서만 사용 가능) 

HighW 주간 봉의 고가 (분, 틱, 일봉에서만 사용 가능) 

LowW 주간 봉의 저가 (분, 틱, 일봉에서만 사용 가능) 

CloseW 주간 봉의 종가 (분, 틱, 일봉에서만 사용 가능) 

OpenM 월간 봉의 시가 (분, 틱, 일, 주봉에서만 사용 가능) 



HighM 월간 봉의 고가 (분, 틱, 일, 주봉에서만 사용 가능) 

LowM 월간 봉의 저가 (분, 틱, 일, 주봉에서만 사용 가능) 

CloseM 월간 봉의 종가 (분, 틱, 일, 주봉에서만 사용 가능) 

OpenY 연간 봉의 시가 (분, 틱, 일, 주, 월봉에서만 사용 가능) 

HighY 연간 봉의 고가 (분, 틱, 일, 주, 월봉에서만 사용 가능) 

LowY 연간 봉의 저가 (분, 틱, 일, 주, 월봉에서만 사용 가능) 

CloseY 연간 봉의 종가 (분, 틱, 일, 주, 월봉에서만 사용 가능) 

Median 봉의 중간값 = (고가 + 저가) / 2 

Typical 봉의 대표값 = (고가 + 저가 + 종가) / 3 

 

주가 데이터는 현재 열려있는 차트 윈도우의 주기를 기준으로 불러들여집니다. 

즉, 시가를 나타내는 Open 이라는 예약어는 일차트에서는 일간에서의 시가, 분차트에서는 

분간에서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차트 윈도우의 주기와는 상관없이, OpenD 는 분/틱 차트에서 해당 

분과 틱이 속한 날의 시가를 의미하므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주가 데이터를 나타내는 예약어는 현재 기준시점을 0 으로 보고 그전의 시

점을 가르킬 때 1,2,3 과 같은 숫자로 나타냅니다. 

현재 기준 봉 종가 : Close(0) 

하루전, 즉 1 봉전 종가 : Close(1) 

2 봉전 종가 : Close(2) 

3 봉전 종가 : Close(3) 

… 

 

 

 



 

 

3. 기타 함수 

1) 지표함수 

어떤 기술적 지표도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제공하는 시/고/저/종가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

면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는 미리 “ 지표함수” 라는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바

로 인식할 수 있는 있는 예약어로 제공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창 상단의 함수목록창에서 범주 “ 지표함수” 를 찾아보면, 사이보스 

트레이더 랭귀지에서 어떤 지표들이 함수로 제공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MACD 지표함수를 사용하여 시스템 트레이딩 지표 영역에 문서를 작성한 예입니다.  

지표함수의 범주에 속하는 기본함수들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지표를 찾아내고, 설명/사용

예/확장식을 참고하여 지표를 작성합니다. 



 

① “ 찾기” 란에서 찾고자 하는 지표함수인 macd 를 적습니다. 

② “ 설명” 란에서 찾아진 지표함수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 

③ “ 사용 예” 란에서 아래 확장식과 비교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④ “ 확장식” 란에서 지표함수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요소들의 명칭은 의미있는 영어단어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MACD 지표 함수 사용시에는, Price-가격데이타, ShortTerm-단기기간값, LongTerm-장

기기간값, [Optional]Pos-위치기준이 되는 포지션 … 이렇게 네가지 항목을 사용해야 합니

다. 또한, [Optional]은 필요시에만 사용하면 되는 옵션항목이라는 뜻입니다. 

 

 

 

① 

② 

③ 

④ 



 

 

2) 분석함수 

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함수입니다. 

 

로직을 작성하다 보면 각각의 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조건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

습니다. CTL 에서는 이러한 비교, 분석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석 함

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을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 

전략식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이보스 트레이더 랭귀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함수에 

대하여 사용법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 몇가지만 이해하고 있다면, 특정 기능을 하는 함수

가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마다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창 상단의 함수목록창에서 검색하여 

함수 사용법과 활용 등을 보면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분석함수의 범주에 속하는 기본함수들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를 찾아내고, 설명/사용예/확장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 대표적인 분석함수로 HHV - 특정 기간 중의 지정한 값 중 최고값을 찾는 함수

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석함수를 사이보스 트레이더 랭귀지에서 미리 제공하지 않는다

면 사용자는 기간별로 봉에 대한 값을 일일이 비교하는 수식을 작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러나 HHV 를 사용하면 단 한줄로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략함수 hhv 에는 다음의 항목들을 적어줍니다. 

Nth : 몇번째로 가장 큰 값을 찾을것인지  

Data Field : 각 봉이 가지고 있는 시/고/저/종 등의 데이터 중에 어떤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할 것인지  

Length : 몇일동안의 가장 놓은값을 찾을것인지 

[Optional]Pos : 위치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옵션이므로 사용치 않으면 현재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 출력함수 

챠트에 시각적으로 표시를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 중 사용자 지표, 신호, 강조, 추세 

에서 각 특성에 따라 챠트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총 4 개의 출력함수가 있으며, 각 출력함수는 해당 영역에서 작성된 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otI 지표(Indicator)영역에서만 사용 

PlotS 신호(Signal)영역에서만 사용 

PlotH 강조(Highlight)영역에서만 사용 

PlotT 추세(Trend)영역에서만 사용 

 

 

 

 

 

 

 

 

4)) 전략함수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자 할 때 함께 사용하면 유용한 함수들입니다. 

전략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레포트는 여러가지 평가요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전

략이 유용한 전략인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평가 요소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위 데

이터 들이 전략함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략 작성시에 적절히 사용하면 기존 전략식을 수

익은 높이고 손실은 줄이는 쪽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출력함수의 범주에 속하는 기본함수들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를 찾아내고, 설명/사용

예/확장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출력함수 PlotH1 에는 다음의 항목들을 적어줍니다. 

PlotH1 Name : PlotH1 의 이름을 적어주고  

[Opt]BarColor : 강조할때의 봉의 색깔을 정합니다. 

(옵션이므로 사용치 않으면 기본색깔로 표현됩니다.) 

 

 



4. 기본 구조 

지금까지 설명된 CT 랭귀지 문법을 바탕으로 시스템 트레이딩 문서를 작성하면 크게 다음 

4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식도 아래 4 가지 단계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선언부 : 수식에 사용될 변수를 선언 

할당부 : 선언된 변수에 값을 할당 

제어부 : If 나 For Loop(반복) 구문을 제어 

실행부 : 제어에 의한 실행 

 



사이보스 트레이더 언어 활용법 

- 사이보스 트레이더 언어 영역 

 

 

 

1. 사용자 함수 

2. 사용자 지표 

3. 신호 

4. 강조 

5. 추세 

6. 전략 

7. 종목검색 

 

 

 

 

 

 

 

 

 

 



 

 

 

 

 

 

 

 

[해결방안] 

사이보스 트레이더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비쥬얼 인베스트먼트(Visual Investment)를 사용하십

시오. 

비쥬얼 인베스트먼트(Visual Investment)란 매수/매도 등을 실행하는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

인 전략의 보조적인 판단 수단으로서, 봉의 특정 가격대에 신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색깔을 

칠하는 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해당 전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거나 

전략을 수정하고, 보다 정교하게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비쥬얼 인베스트먼트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작성되는 시스템 

문서들은 차트에 표현되는 방식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자 함수, 사용자 지표, 신호, 강조, 추

세, 전략 - 6 개의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문서를 새로 작성하고, 이를 차트에 적용하거나, 적용된 시스템 문서들을 관

리하려면 각 영역별로 분류되어진 문서목록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창의 좌측 함수목록창에 보면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별로 탭이 정해져 

있고, 각 탭마다 영역에 맞는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입가 대비 5%이상 하락하면 청산한다는 조건을 넣어서 전략을 작성하고 차트에 적용

하였습니다. 

매수가 실행되면 그에 따라서 진입가 대비 5% 이하인 곳의 위치를 직접 쭉 그려보면서 

계속 눈짐작으로 매수청산 시기를 예상해 보고 있자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봉이 계속 만들어져도 그에 맞춰서 계속계속 전략과 관련된 특정 가격대

나, 신호를 함께 표현해주었으면 매우 편리할 것 같은데요,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영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함수가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어떤 영역이던간에 CTL 문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lotI 사용자 지표(Indicator)에서만 사용되는 함수 

PlotS 신호(Signal)에서만 사용되는 함수 

PlotH 강조(Highlight)에서만 사용되는 함수 

PlotT 추세(Trend)에서만 사용되는 함수 

Buy/Sell/ExitLong/ExitShort (주문함수) 및 

Find(종목검색함수) 
전략에서만 사용되는 함수 

※ 예를 들어, 신호 탭에서 새문서를 작성할 때 PlotH 같은 강조 영역의 문서에서만 사용되

는 함수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함수    : 지표       : 신호  

 : 강조           : 추세       : 전략 

 



1. 사용자 함수(User Function) 

 

시스템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문서 내에서 반복하여 동일한 문장이나 수식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부분만 떼어내서 “ 사용자함수” 라는 영역에 특정 

이름을 정해주고 시스템 문서로 작성해 두면, 그외의 영역인 지표, 신호, 강조, 추세, 전략

에서는 이 이름만 적고 간단하게 갖다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함수를 사용하면, 동

일한 문장을 반복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차후 문장을 다시 볼 때 이해하기 편합니다. 

 

 사용자 함수는 다른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내의 일부 구성요소

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현되지도 않으며 따라서 사용자 함수를 작성할 

때에만 고유하게 사용되는 함수도 없습니다. 

 다만, 미리 만들어 놓은 사용자 함수를 다른 시스템 문서에서 불러서 사용할 때 “ 이부분

은 사용자 함수로서 다른곳에서 만들어진 것을 불러서 사용한다” 라는 표식을 달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표식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CloseCheck 라는 지표영역의 문서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만든 지표 CloseCheck 는 “ CloseCheck” 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함수 영역

에 따로 만들어 두고, 나중에 지표영역 문서에서 이 “ CloseCheck” 라는 사용자 함수를 불

러들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ml(“ 사용자함수명” , [입력변수 1], [입력변수 2], … , [입력변수 N]) 

 

- 사용자함수명 : 불러낼 사용자 함수 이름 

- 입력변수 1, 입력변수 2, … , 입력변수 N : 사용자 함수에 사용될 입력변수들 

 

※ [  ] : 생략가능 



 ① 우선 “ 사용자 함수”  영역에서 “ CloseCheck”  라는 사용자 함수 문서를 만듭니다. 

 

 

② 사용자 지표 영역에서 지표 문서를 작성합니다. 단, 이 지표 문서내에 위에서 만든 사용

자 함수 CloseCheck 를 불러내는 부분을 추가합니다. 

 

 

 

 

 

 

 

 

 

 

 



 

 

 

 

 

 

 

 

사용자 함수 CloseCheck 를 불러내는 부분입니다. 

만들어 놓은 지표를 차트에 

적용한 예입니다. 

함수 목록창에서 사용자 함수 

CloseCheck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지표(Indicator)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는 드래그앤 드롭 기능으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나, 

MACD, 스토케스틱 과 같은 보조지표 외에, 사이보스 트레이더 랭귀지를 이용하여 사용자

가 직접 원하는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 중 “ 사용자 지표” 에서 문서를 만들고, 지표 영역의 고유 함수인 

PlotI 를 사용하여 차트에 표현합니다. 

 

보조지표 중 MACD 와 같은 지표는 MACD 선, Signal 선, 오실레이터 선… 총 3 개의 하위지

표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MACD 라는 지표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표에서도 하

나의 지표 문서 안에 여러 개의 하위 지표를 두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영역에의 고유 함수 PlotI 를 사용할 때는 각각의 하위 지표를 구분해서 표기해

줘야하므로, PlotI1, PlotI2, PlotI3, PlotI4, PlotI5 와 같이 Plot 뒤에 숫자를 사용해서 작성합

니다. 단, 하위지표는 최대 5 개까지 가능합니다. 

 

PlotIN(“ 사용자 지표명” , 구현값) 

- N : 1~ 5 사이의 숫자 (PlotI1, PlotI2, PlotI3, PlotI4, PlotI5) 

- 사용자 지표명 : 챠트에 구현될 지표의 사용자 임의의 명칭 

- 구현값 : 챠트에 사용자 지표로 구현될 데이터 값이나 함수 

 

다음은 고가,저가,중간값 세개 하위지표로가 하나의 사용자 지표를 나타내는 예입니다. 

 

사용자 지표영역에서 새로 만들기로 

시스템 문서를 작성합니다.  



 

 

 

 

 

 

 

 

 

지표영역의 고유 함수 

PlotI 를 사용합니다. 

함수목록창에서 PlotI 를 검색

하여 사용법을 참고합니다. 

사용자 지표를 차트에 적용한 예입니다. 



3. 신호(Signal) 

 

주가 챠트상에 특정 가격대를 표시하거나 글자를 삽입하려 할 때 작성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목표 가격대, 손절매 가격을 표시하거나, 갭발생과 같은 의미 있는 봉에 대해 언급하

고자 할 때 효과적입니다. 

 

신호 영역에서 쓰이는 고유 함수는 PlotS 입니다. 

 

신호 영역의 고유 함수 PlotS 를 사용하여 PlotS1 부터 PlotS5 까지 최대 5 개까지의 신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PlotSN(“ 신호명” , 구현값, [” 문자” , 모양, 색깔, 크기]) 

 

- N : 1 에서 5 까지의 숫자 (PlotS1, PlotS2, PlotS3, PlotS4, PlotS5) 

- 신호명 : 챠트에 구현될 신호의 사용자 임의의 명칭 

- 구현값 : 챠트에 신호로 구현될 데이터 값이나 함수 

- 문자 : 신호와 함께 표현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생략가능) 

- 모양 : 챠트에 표시할 심볼(모양) 정의 (생략가능) 

화살표 ArrLeft, ArrUp, ArrDown, ArrRight  

번호 Num1, Num2,…,Num9  

그 밖의 심볼 Gain, Lose , BullMark, Daishin  

- 색깔 : 챠트에 표시될 심볼(모양)의 색상 정의 (생략가능) 

(Red, Blue, Cyan, Magenta, Black, White) 

- 크기 : 챠트에 표시될 모양(심볼)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생략가능) 

(Large, Middle, Small) 

 

※ [  ] : 생략가능 

 

 

 

 



다음은 차트상에 손절매 가격대를 신호로 표시하는 예입니다. 

전략 적용시 함께 사용하면 손절매 시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전략영역의 손절매(%)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신호영역의 고유함수 PlotS 를 사용합니다. 

함수목록창에서 PlotS 를 검색

하여 사용법을 참고합니다 

매수포지션이 있을 때, 매수가 대비 SL(=3) 

퍼센트의 손절매 가격대를 신호영역에서 점

으로 찍어줍니다. 



다음은 상승갭과 하락갭이 나타났을 때 표시하도록 신호영역에서 작성한 문서와 그 신호가 

표현된 차트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보스 트레이더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 중 신호를 사용하

면, 봉패턴을 인식해서 특정 패턴이 나타난 곳에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강조(Highlight) 

 

강조 영역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경우, 봉에 특정한 색깔을 칠해줌으로써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영역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봉 색깔은 주어진 조건식에 맞춰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하게 지정해주

지 않는 경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색깔로 표현됩니다. 

 

신호 영역에서 쓰이는 고유 함수는 PlotH 으로서, PlotH1 부터 PlotH5 까지 사용 가능합니

다. 따라서, 최대 5 가지 색깔을 가지고 특정 조건에 맞는 경우 봉에 색깔을 칠해줄 수 있습

니다. 

 

PlotHN(“ 사용자명” , [색깔]) 

 

- N : 1 에서 5 까지의 숫자(PlotH1, PlotH2, PlotH3, PlotH4, PlotH5) 

- 강조명 : 챠트에 구현될 강조의 사용자 임의의 명칭 

- 색깔 : 강조 표시에 사용될 봉의 색깔(생략가능) 

   (Red, Blue, Cyan, Magenta, Black, White) 

 

* [  ] : 생략가능 

 

다음은 스토케스틱 SlowK 지표가 과매수, 과매도 , 중립 구간일 때 각각 봉에 색깔을 칠해

주는 예입니다.  



 

함수목록창에서 PlotH 를 검색

하여 사용법을 참고합니다. 

강조영역의 고유함수 PlotH 를 사용합니다. 

봉의 색깔변화를 SlowK 차트패드의 

구간값과 비교하여 확인해 봅니다. 

신호영역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Stochastic(Slow)차트패드를 차트

윈도우 상단에 Drag&Drop 으로 추가합니다. 



5. 추세(Trend) 

 

조건에 따라 강세(Bull), 약세(Bear), 중립(Neutral) 3 가지 추세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표시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각 추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명확히 표시해서 시장상황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추세 영역만의 고유 함수는 PlotT 함수를 사용합니다.  

단, 다른 영역의 고유함수들과 다르게, PlotT 함수는 PlotI, PlotS, PlotH 와 같이 함수 끝에 

1~5 까지 붙여져 사용되지 않고 PlotT 한가지만 사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PlotT(“ 추세명” , 종류) 

- 사용자명 : 챠트에 구현될 추세의 사용자 임의의 명칭 

- 종류 : 추세의 종류 

(Bull : 상승추세, Bear : 하락추세, Neutral : 중립) 

 

함수목록창에서 PlotT 를 검

색하여 사용법을 참고합니다. 

강조영역의 고유함수 PlotT 를 사용합니다. 



 

 

 

 

 

 

 

 

 

 

추세영역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Moving Average 차트패드를 차트

윈도우 상단에 Drag&Drop 으로 추가합니다. 

60 일 

5 일 

20 일 

3 종류로 나뉜 각 추세구간과 

장중단기 이동평균선의 배열상

태를  비교하여 확인해 봅니다. 



6. 전략(Strategy) 

 

시뮬레이션 매매나 혹은 반자동/자동매매 같은 실전매매에 대한 전략 및 종목검색식을 작성

할 때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전략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고유 함수에는 매매함수인 Buy(매수), Sell(매도), ExitLong(매수

청산), ExitShort(매도청산)과 종목검색 함수인 Find(종목검색)가 있습니다. 

  

Call 주문함수(“ 주문명” , 주문유형, 주수, 주문가격) 

 

- 주문함수 : 주문함수 또는 검색함수(Buy, Sell, ExitLong, ExitShort, Find) 

- 주문명 : 주문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이름 

- 주문유형 : 주문유형(생략가능) 

OnClose(종가주문), AtMarket(시장가주문), AtStop(스톱주문),  

AtLimit(리밋주문) 

- 주수 : 주문수량 (생략 가능) 

- 주문가격 : 주문이 실행되는 가격 (생략가능) 

AtLimit 나 AtStop 과 같은 주문유형에서 필요, 

 OnClose 나 AtMarket 에서는 불필요생략 가능 

 

다음은 전략영역의 고유함수인 Buy(매수), ExitLong(매수청산)을 사용하여 전략을 작성한 예

입니다. 



 

 

전략이 정확히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 Moving Average(14 일)을 차트윈도우 

상단에 Drag&Drop 으로 추가합니다. 

전략영역의 고유함수 Buy,ExitLong 을 사용합니다. 

 

함수목록창에서 Buy,ExitLong 을 검색하여 사용법을 참고합니다. 



다음은 전략 영역의 고유함수로서 종목검색시에 사용되는 Find(종목검색) 함수를 사용한 예

입니다.  

종목 검색을 위한 조건 부분은  다른 전략식을 작성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건문을 사용

해서 작성합니다. 종목을 “ 찾아내라” 는 수행문 부분만 Call 이후에 find()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7. 종목 검색(Quick-Finder) 

 

사이보스 트레이더 내에서도 Cybos2004 와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을 찾아

내는 종목검색 기능이 제공됩니다. 

종목검색식은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 중 전략 영역에서 작성되며, 전략 영역에서 작성하는 

다른 문서들처럼 조건문, 제어문 등을 이용합니다. 

단, Buy 나 Sell 대신 종목검색을 위한 고유함수인 Find()를 사용해야 합니다. 

 

If     종목검색조건     Then              ‘ 종목검색조건 에 만족한다면 

 

Call Find()                             ‘ 찾아내라 

 

End If 

 

 

 

전략영역에서 종목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고유함수 “ Find()” 를 사용합니다. 

 

함수목록창에서 Find 를 검색

하여 사용법을 참고합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의 종목검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 “ 현재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종목들을 검색” 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순서로 종목검색식을 작성합니다. 

 

① 시스템 트레이딩 편집창을 열고, 전략 영역에서 종목검색을 위한 새문서를 작성합니다. 

 

 

종목 검색식 작성 종목 검색식 적용 

 

종목 검색 실행 

종목검색 조건에 맞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단, 수행문에서는 call 

이후에 종목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find() 함수를 사용합니다. 

새로 만들기 



② 검색식을 다 작성하고 유효성 검증까지 마쳤으면 챠트에 적용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차트 윈도우에서 종목검색을 실행합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챠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

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검색

을 하기 위한 식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검색 버튼

을 클릭합니다 



     

 

 

 

 

 

“ 대상 그룹”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종목검색

을 시작합니다. 종목 검색 실행창에

서는 현재 진행상황을 보여줍니다. 

 

검색된 종목들은 관심종목에 등록시켜 

이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관심종목에 등록시키려면 하단에 있는 

관심종목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관심종목 등록 그룹명을 입력하고 확

인을 누르면 종목검색으로 찾아낸 종

목들이 관심종목창에 등록이 됩니다.  



 

 

 

 

 

 

 

 

 

 

 

 

 

 

 

 

 

 

 

 

 

 

 

 

 

 

 

 

 

관심심종목창에서 종목명을 더블

클릭하면 현재 열려있는 챠트윈도

우가 해당 종목으로 변경됩니다. 



사이보스 트레이더 언어 활용법 

- 주문 함수 사용하기 

 

 

 

1. 주문 함수 문법 구조 

2. 주문 함수 종류 

3. 주문 유형 

4. 주수/계약수, 주문 가격대 

 

 

 

 

 

 

 

 

 

 

 

 



1. 주문 함수 문법 구조 

 

사이보스 트레이더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주문함수는 다음과 같은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포지션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규 매수, 신규 매도)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 청산, 매도 청산) 

 

신규 포지션을 얻을때나 기존 포지션을 청산할 때 모두, 주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같습

니다.  다만 기존 포지션을 청산 하는 경우에는 기존 포지션에 대한 주수 정보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몇주를 청산할 것인지는 생략됩니다. 

 

아래는 주문함수 Buy 의 주문명칭으로  “ 매수 1” ,” 매수 2” 를 사용하고, 주문함수 

ExitLong 의 주문명칭으로 “ 매수청산” 을 사용한 예입니다. 

Call 주문함수(“ 주문명칭” , 주문유형, 주수, 주문가격대) 

 

주문 함수는 신규 매수시에는 Buy, 신규 매도시에는 Sell 사용 

 

예) 다음 봉 가격이 현재봉 고가 이상인 시점에 100 주 시장가 매수 진입 

Call Buy(“ 매수” , AtStop, 100, High) 

 

 

Call 주문함수(“ 주문명칭” , 주문유형, 주문가격대) 

 

주문 함수는 매수청산시에는 ExitLong , 매도청산시에는 ExitShort 사용 

 

예) 다음 봉 가격이 현재봉 종가 이상인 시점에 기존 매수포지션 모두 시장가 청산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Limit, Close) 

Tip !!!                   

주문 명칭 

Call 주문함수(“ 주문명칭” , 주문유형, 주수, 주문가격대) 

전략을 작성할 때 A 라는 조건이면 … 방법으로 매수하고, 그게 아니고 B 라는 조건이

면 …방법으로 매수하고 하는 등 전략 안에 여러 개의 매수, 매도 주문 함수를 사용하

게 됩니다.  따라서 각 주문간에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주문함수를 사용할 때는 해당 

주문에 대해서 고유한 “ 주문명칭” 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주문함수 Buy 에 대한 이름을 적습니다 

주문명칭이 차트에 

함께 표기됩니다. 



 

 

2. 주문함수 종류 

 

CTL 에서는 4 가지의 주문함수가 사용됩니다. 전략을 적용시키는 종목이 주식인지, 선물인

지에 따라서 4 가지 함수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Call 주문함수(“ 주문명칭” , 주문유형, 주수, 주문가격대) 

주문함수 주식 

Buy 매수 

ExitLong  매수청산 

※ 주식에서는 Buy(매수), Sell(매도)이 아니라, Buy(매수), ExitLong(매수청산) 주문함수를 

가지고 사고파는 주문을 실행합니다. 

 

 

 주문함수 선물 

Buy 기존의 모든 매도포지션을 청산하고 신규매수 진입(매수포지션 보유) 

ExitLong  기존의 모든 매수포지션을 청산 

Sell 기존의 모든 매수포지션을 청산하고 신규매도 진입(매도포지션 보유) 

ExitShort 기존의 모든 매도포지션을 청산 

※ 선물에서 Buy 이후에 사용되는 함수가 Sell 인 경우 , Buy 로 인해 매수포지션을 보유하

“시뮬레이션 레포트”의 “거래내역”에서 보면,

주문명칭이 진입명/퇴출명으로 사용됩니다. 



고 있으므로, Sell 을 만나면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다시 신규 매수로 들어가게 됩

니다. 

※ 추가 매수나 매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에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Buy 를 만나면 Buy 함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주문함수 Sell 도 동일합니다. 

 

 

3. 주문유형 

주문함수에서 사용되는 “ 주문 유형” 은 Cybos 2004 의 주문창에서 사용되는 보통주문,시장

가 주문,조건부 지정가 주문 등과 같은 매매구분과 흡사합니다.  

주문을 실행하기 위한 가격조건을 결정하며, 아래와 같은 4 가지의 주문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ll 주문함수(“ 주문명칭” , 주문유형, 주수, 주문가격대) 

주문유형 설명 

OnClose 현재 봉 종가에 주문 실행 

AtMarket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주문 실행 

AtStop 다음 봉 가격 범위가 지정한 가격 이상(이하)일 때 주문 실행 

AtLimit 다음 봉 가격 범위가 지정한 가격 이하(이상)일 때 주문 실행 

 

 

Tip !!!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조건 판단은 완성된 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If Close > Close(1) Then   ‘ 현재 봉 종가가 전 봉 종가보다 크다면  

위의 조건문에서 현재봉 종가인 “ Close” 는 5 분이라는 주기가 채워져 봉이 완성된 그 

시점에서의 종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 분차트를 띄우고, 장 중에 실시간 데이터를 받으면서 보고 있는 경우라고 가

정하면 현재 봉에서는 5 분 주기가 끝나서 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종가가 결정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현재 봉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면 현재 봉의 종가인 현재가가 조건식을 만

족한 상태라 할지라도 매매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봉이 완성되고 종가가 결정

된 후에, 종가가 조건을 만족해야 조건식을 참이라고 판단하여 매매를 실행합니다. 



(1) OnClose 

 

OnClose 는 “ 종가” 에 주문이 실행되는 주문유형입니다. 

“ 종가” 는 봉이 완성되야만 결정되므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고, 과거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을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만일, 장중에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OnClose 주문을 실행하는 경우, 조

건식이 만족되면 해당 봉의 종가에 매수/매도 신호는 표시되지만, 아직 종가가 결정되지 않

았기 때문에, 종가가 확인되고 주문 실행이 가능한 시점- 즉, 그 다음 봉에서 첫 데이터가 

들어와서 시가가 결정되는 시점에 주문이 나갑니다. 이런 경우, 현재봉의 종가와 그 다음 

봉의 시가 사이에 호가차가 생겨서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도 있으므로, OnClose 는 모의

매매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봉이 14 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시, 현재 봉의 종가에서 매수 



(2) AtMarket 

AtMarket 은 현재봉에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현재봉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한 뒤, 다음 봉 

시가 첫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점에, 시장가로 주문을 실행하는 주문 유형입니다. 

시뮬레이션용과 실전 적용 모두에서 사용되는 주문 유형입니다. 

 

 

 

 

 

(3) AtStop, AtLimit 

AtStop 과 AtLimit 주문 유형은 조건이 만족했을 경우, 현재봉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다

음 봉에서, 특정 가격대 이상이나 이하일 때 시장가로 주문을 실행합니다. 

OnClose 나 AtMarket 과는 다르게,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특정 가격을 정해서 주문을 할수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tStop 과 AtLimit 주문은 서로 상반되는 지정가 주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Buy, ExitLong, 

Sell, ExitShort 주문함수 중 어떤것과 함께 쓰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주문유형 주문함수 종류 주문 실행 시점 

AtStop 
Buy, ExitShort 다음 봉이 특정 가격 이상일 때 시장가 주문 

Sell, ExitLong 다음 봉이 특정 가격 이하일 때 시장가 주문 

AtLimit 
Buy, ExitShort 다음 봉이 특정 가격 이하일 때 시장가 주문 

Sell, ExitLong 다음 봉이 특정 가격 이상일 때 시장가 주문 

현재봉이 14 일 이동평균선 상

향돌파시, 다음봉의 시가가 들

어오는 시점에 시장가로 매수 



 

매도(Sell)와 매도청산(ExitShort)의 경우는 이와 반대입니다. 

예) 기본 전략식에 AtStop 주문유형 적용시 

A : Call Buy(“ 매수” , AtStop, 100, High) ‘ AtStop 방식으로 현재 봉 고가에 100 주 

매수 진입 

B :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Stop, Low) ‘ AtStop 방식으로 현재 봉 저가에 매

수 청산 

 

 

 

현재봉에서 조건식을 만족하면(14 일 이동

평균선 상향돌파), 다음봉에서 주가가 현

재봉의 고가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의 

시장가 ,즉 현재봉의 고가에 100 주 매수 

AtStop 주문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봉에서 조건

이 만족되고 나서 그 다음봉에서 내가 정해놓은 

가격(5,000 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때 그

때의 시장가에 Buy(매수)주문을 실행합니다. 

현재봉에서 조건이 만족되고, 그 다음봉에서 내

가 정해놓은 가격(4,000 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

갔을 때, 그때의 시장가에 ExitLong(매수청산)주

문을 실행합니다. 

AtLimit 주문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봉에서 조건

이 만족되고 나서 그 다음봉에서 내가 정해놓은 

가격(5,000 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갔을때 그때

의 시장가에 Buy(매수)주문을 실행합니다. 

현재봉에서 조건이 만족되고, 그다음봉에서 내가 

정해놓은 가격(4,000 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

갔을 때, 그때의 시장가에 ExitLong(매수청산)주

문을 실행합니다. 



매도(Sell)와 매도청산(ExitShort)의 경우는 이와 반대입니다. 

예) 기본 전략식에 AtLimit 주문유형 적용 시 

A : Call Buy(“ 매수” , AtLimit, 100, Close) ‘ AtLimit 방식으로 현재 봉 종가에 100

주 매수 진입 

B :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Limit, Close) ‘ AtLimit 방식으로 현재 봉 종가에 매

수 청산 

 

 

 

4. 주수/계약수, 가격대 

(1) 주수/계약수 

주문을 할때는, 몇 주를 살것인지 혹은 몇 계약을 거래할지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전략문서 내에서 주문함수 사용시 직접 CT 랭귀지로 설정하는 방법과, 

전략문서 내에서는 주수나 계약수를 적지 않고, 전략을 실제로 차트에 적용할 때, 전략 속

성에서 주수나 계약수를 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전략식내에서 주수/계약수를 설정하는 경우 

 

Call 주문함수(“ 주문명칭” , 주문유형, 주수/계약수 , 주문가격대) 

※ 단, 주문함수가 Buy 나 Sell 일때만 주수/계약수 설정 

 

현재봉에서 조건식을 만족하면(14 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 다음봉에서 주가가 현재봉의 종가 이하로 내려

가는 시점의 시장가 ,즉 현재봉의 종가에 100 주 매수 



Buy(매수)에서 몇주를 살것인지 결정해주면, 그 이후에 나오는 ExitLong(매수청산)에서는 

별도로 주수를 설정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존에 매수한 주식수 만큼 매수청산해줍니다. 

선물에서 사용되는 Sell(매도)과 그 이후에 나오는 ExitShort(매도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전략 속성창에서 주수나 계약수를 정하는 방법 

 

Buy 주문함수 사용시 10 주로 설정해주면, ExitLong 

주문함수에서는 별도로 주수를 표기해주지 않아도 

기존에 주문한 수량만큼 매수청산이 이루어집니다. 



Buy 와 같은 주문함수에서 사용되는 주수/계약수 항목은 Optional 로서, 적지 않아도 CT 언

어 문법상 오류는 없습니다. 단, 주수/계약수를 같이 표기해주지 않으면 전략 속성창의 

“ 기본설정”   “ 매매 주수” 에 따라서 주문이 실행됩니다. 

주문 수량을  자꾸 바꿔 가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략 속성창에서 직접 주수를 입력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전략식을 직접 고치고 다시 유효성 검증을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 

없이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략 속성창에서 기본 설정 주수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문서의 주문함수안에 

사용자가 주수를 설정해 놓았다면, 기본설정 주수가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한 주수대로 주문

이 이루어집니다. 

 

(2) 주문가격대 

어느 가격에서 주문이 실행되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OnClose, AtMarket 주문유형은 이미 주문 가격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문 가격

대에 대한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주문 유형 적용 주가 주문 가격대 

OnClose 
과거 주가에 적용시 현재봉 종가(Close)에 주문 

실시간 주가에 적용시 다음 봉 시가에 주문 

AtMarket  다음 봉 시가에 주문 

 

단, AtStop, AtLimit 주문유형은 특정 가격대 이상이나 이하에서 주문이 실행되는 형태이므

로 반드시 주문가격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문함수 사용시 별도로 주수를 

적어주지 않는 경우, 위의 전략속

성창에서 설정한 주수 20 주 만큼 

매수와 매수청산이 이루어집니다.   



 

 

 

OnClose 나 AtMarket 은 현재봉에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반드시 주문이 실행되지만, 

AtStop, AtLimit 주문유형은 현재봉에서 조건이 만족했다 하더라도, 다음 봉에서 설정해 놓

은 주문가격대에 주가가 형성되지 않으면 주문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AtStop, AtLimit 주문유형과 함께 특정 주문 가격대를 설정해주면 보다 더 정교한 주문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봉의 고가(high) 이상 되는 시점에 

시장가, 즉 현재봉의 고가에 매수 100 주 

주문유형(OrderType)이 Atmarket 이나, 

OnClose 일 때는 적지 않고, AtStop 이나 

AtLimit 일때는 주문가격대를 적어야 합니다. 



 Buy(“ 매수” , AtStop,100, High )  주문함수 수행시, 아래의 경우처럼 그 다음 주가의 봉

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에 따라서 주문 수행이 결정됩니다. 

 

①  다음봉 시가가 현재봉 고가이상에서 형성될 때 : 다음봉 시가에 매수진입 

 

② 다음봉 시가가 현재봉 고가 미만에서 형성되서 현재봉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 매수주문 실행되지 않음 

 

③ 다음봉 시가가 현재봉 고가 미만에서 시작하여 장중에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봉 고가를 

돌파하는 경우 : 현재봉 고가 돌파시점에서 매수주문 실행 

 

 

 

 

 

 

 



사이보스 트레이더 언어 활용법 

- 전략 적용하기 

 

 

 

14. 입력 변수 

15. 전략 

16. 비용 

17. 퇴출 

18. 기본 설정 

 

 

 

 

 

 

 

 

 

 

 

 

 

 

 

 

 

 

 

 

 

 



1. 입력변수 

 

동일한 전략식에서 특정값만 자주 바꿔서 전략을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경우, 입력변수를 사

용하면 매번 전략식을 고치고 유효성을 검증하고 하는 등의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시스템 문서를 작성할 때 입력변수를 사용했다면, 전략 적용시 속성창의 “ 입력변수” 탭에

서 입력변수를 확인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 

입력 변수 Len 을 10 으로 바꾸면 위의 전략

은 10 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전략속성창의 입력변수탭에서 입력변

수를 확인하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전략 문서에서 입력변수 Len 사용 



2. 전략 

전략 속성중 “ 전략” 탭에서는 주문함수(Buy, Sell, ExitLong, ExitShort)에 따른 신호 형태를 

설정해주고, 주문 가격대나 주문 명칭, 주수 등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전략구분 

Buy, Sell, ExitLong, ExitShort 총 4 가지 중 어떤 주문함수에 대해서 설정할지 선택합니다. 

② 신호설정 

전략구분에서 선택한 주문함수가 차트에서 구현될 때, 어떤 매매신호를 사용할지 종류 및 

색상이나 크기를 설정합니다. 옆에 미리보기 창을 통해서 차트에 표현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글꼴 

매수,매도 등과 같은 주문명칭이나 주수등을 차트에 표시할 때 사용될 글꼴을 정합니다. 

④ 봉에 진입/퇴출 신호 표시 

주문이 어느 가격에서 나갔는지 봉옆에 해당 가격대의 위치를 표기해주는 옵션입니다. 

⑤ 신호에 전략명 표시 

매수, 매도 등과 같은 주문 명칭 이나 주수를 표시할 지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 봉에 진입/퇴출 신호 표시”  선택전          “ 봉에 진입/퇴출 신호 표시”  선택후 

 

                

“ 신호에 전략명 표시”  선택전               “ 신호에 전략명 표시”  선택후 

 

 

 

 

 



3. 비용 

전략 속성중 “ 비용” 탭에서는 , 수수료나 자본금과 같은 전략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에 관해서 설정합니다. 

자신이 만든 전략에 대해서 과거 주가를 가지고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평가를 하려면 

“ 비용” 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① 수수료(%) 설정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전략을 적용하는 경우, 매수매도시 자동으로 수수료가 반영되어 시뮬

레이션 상의 거래내역을 작성해줍니다.  

- 기본 선택시 : 대신증권 HTS 인 Cybos2004 의 수수료 체계로 자동 반영됩니다. 

- 사용자 정의 선택시 : 사용자가 임의로 수수료 체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슬리피지(Slippage)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는 과거 주가 데이터에 전략을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 원하는 가격에 

100 프로 체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원하는 가격에 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러한 시뮬레

이션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전략을 평가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상황을 정확히 예

측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전략 적용시, “ 슬리피지” 라는 옵션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체

결가격을 조정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① 

② 

③ 



호가 공백이 생기거나 주문 실행 시점이 늦어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된 경우 발생되는 가격차이를 “ 슬리피지” 라고 하며, %와 최소변동(틱)단위로 

구분하여 전략 적용시 설정해줍니다. 

- % : %방식으로 주문가격에 슬리피지 설정  예) 슬리피지 3%, 전략식에서의 매수 가

격이 1,000 원인 경우, 1,000 원에 3%가 더해진 1,030 원에 매수 

- 최소변동(틱)단위 : 가격 변동 단위나 틱 단위로 슬리피지를 설정  예) 슬리피지 2

틱, 선물 종목에 대해서 전략식에서의 매수 가격이 83.65 인 경우, 선물에서 1 틱은 

0.05 이므로 83.75 에 매수 

③ 초기 자본금 

 처음에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전략을 시행할지를 설정합니다.  

 

4. 퇴출(Stop)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 제공되는 CT 랭귀지를 사용하면 다양한 방법의 손익 관리 전략식들

을 시스템 문서 내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손절매, 목표수익, 최대보유 Bar 수 의 세 가지 손익 관리 기능은 CT 랭귀지로 작성

하지 않아도, 전략 속성의 퇴출 탭에서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두가지 방

식을 중복 사용하여 퇴출설정을 했다면, CT 랭귀지로 작성한 것보다는, 전략 속성의 퇴출탭

에서 설정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① 

② 

③ 

④ 



 

 

① 손절매(Stop Loss) 

진입가 대비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면 청산할지를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진입가 대비 몇 % 손실이 나면 청산할 것인지의 “ 퍼센트 방식” 이나, 얼마 손실이 나면 

청산할 것인지의 “ 금액 방식” 으로 단위를 결정합니다. 

CT 랭귀지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에서 StopLoss %만큼 떨어

지면 청산하여 손실을 줄이는 전략 

진입가를 의미하는 EntryPrice 함수 사용 



② 목표수익(Profit Target)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청산 시기를 놓쳐 결국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 “ 목표 수익” 을 정해 놓고 이 목표수익이 달성되면 바로 청산하여 수

익을 확보합니다.  계산 방식은 진입가 대비 % 방식과 금액(원)단위 산정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CT 랭귀지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최대보유 Bar 수 

매수 조건에 따라서 매수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매수청산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서 계

속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최대보유 Bar 수”  를 설정하면 강제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CT 랭귀지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에서 ProfitTarget %만큼 가격이 

오르면 청산하여 이익을 보존하는 전략 

매수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매수청산 신호가 

안 나와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청산     

매수이후 경과한 봉의 수를 나타내

는 BarNumSinceEntry 함수 사용 



④ 계산방식 

손절매, 목표수익 등을 정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 포지션 : 주문 주수(계약수) 매수/매도시 금액을 기준으로 손절매나 목표수익을 잡습니다.  

         예) 10,000 원에 1,000 주 매수시, 포지션 방식으로 손절매 500,000 원인 경우 

 총 포지션 금액 10,000,000 (= 10,000 원 * 1,000 주)이 9,500,000 원 

(= 10,000,000 원-500,000 원)이 될때의 ,1 주당 가격 9,500 원에 손절매 

(= 9,500,000 원/1,000 주) 

- 1 주(계약) : 1 주(1 계약) 매수/매도시 금액을 기준으로 손절매나 목표수익을 잡습니다.  

예) 10,000 원에 1,000 주 매수시, 1 주(계약) 방식으로 손절매 1,000 원인 경우 

 1 주당 금액 10,000 원, 청산 가격 : 9,000 원 (= 10,000 원– 1,000 원) 

 

5. 기본설정 

기본 설정탭에서는 매매주수나 금액 투자 방식과 같은 “ 자금관리 전략” , 알람 설정과 자

동/반자동 주문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최소변동 설정 

전략을 적용한 종목의 주가 데이터 변동폭-“ 최소변동단위(Tick Point)” 와 그에 대한 가격

-“ 최소변동단위가격(Tick Value)” 을 정합니다. 

“ 기본” 을 선택하는 경우, 대상 종목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②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Bar 수 

“ 14 일 이동평균선 상향돌파시 매수” 와 전략은 14 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기준이 사용되었

기 때문에, 최소 14 개의 봉은 있어야 전략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4 이상

으로 정해줘야하는 이 값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할 Bar 수” 라고 하며, 따라서, 차트 윈도

우의 첫 봉부터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할 Bar 수 까지는 어떠한 매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③ 매매 주수/금액 기본 설정 

몇주를 살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할지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전략식 작성시, 주문함수 내에 주수/계약수를 별도로 적지 않으면, 여기서의 설정대로 매매

주수 등을 반영합니다.  

- 고정주수 : 매 주문마다 여기서 설정한 주문수량 만큼씩 주문이 나갑니다. 

- 고정금액 : 매 주문마다 여기서 설정한 금액만큼씩 주문이 나갑니다. (주문가격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주문수량이 결정됩니다.) 

- 누적금액 : 초기자본금과 매 주문마다 발생하는 손익을 합한 전체금액을 모두 투자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누적금액과 현재의 주문가격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주문

수량이 결정됩니다.) 

- 최소 주수(계약수) 단위 : 고정금액 이나 누적금액 방식에서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매 주문마다 투자금액에 맞춰서 주문수량을 계산하는 경우, 156 주와 같은 주문수량

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0 주단위로 옵션을 정해주면 주문수량을 이 단위

에 맞춰서 조정하여 150 주가 주문이 나갑니다.  

 

④ 알람 설정 

 

- 미청산 포지션 알람 : 현재 매수(Buy)나 매도(Sell) 상태인 경우, 알람창을 띄워줍니다. 

 

- 매매신호 발생시 알람 설정 : 현재봉에서 주문신호가 발생한 경우 알람창을 띄워줍니다. 

 

“ 주문” 버튼을 클릭하면, 종

목명,주문수량,가격등이 입력된 

주문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주문 설정  

 

ⓐ 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의 주문설정은 다음과 같이 3 종류가 있습니다. 

- 시험적용 : 실제 주문은 나가지 않으며, 전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용합니

다. 

- 반자동 주문 : 전략을 적용한 시점부터, 실제 계좌에서 주문이 나갑니다. 단, 매매

신호발생시, 주문 창에서 다시 한번 사용자가 “ 확인” 을 클릭하는 과정을 거칩니

다. 

- 자동주문 : 전략을 적용한 시점부터, 실제 계좌에서 사용자의 확인없이 자동으로 주

문이 나갑니다. 

ⓑ 자동/반자동 주문을 사용할때는, 신규적용/연속적용 옵션을 함께 사용합니다. 

- 신규 적용 : 기존에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여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하더

라도, 다시 전략을 적용시키는 시점부터는, 새로이 매수/매도 전략을 시작합니다. 

- 연속 적용 : 기존에 전략을 구사하여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PC 를 껐

다가 다시 켠다거나 혹은 장중에 전략을 다시 적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전략을 

연계해서 수행합니다.  

ⓒ 시스템 트레이딩은 반드시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전략식을 통해 설정해 놓은 

주문 가격대에 체결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주문함

수에 따라 주문단가에 여유를 두는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 매수/매도청산 : 매수(Buy)나 매도청산(ExitShort) 주문함수 수행시, 매도 1 호가~5

호가까지 주문 가격대에서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 매도/매수청산 : 매도(Sell)나 매수청산(ExitLong) 주문함수 수행시, 매수 1 호가~5

호가까지 주문 가격대에서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 당일 청산 : 데이트레이딩(DayTrading)용으로 , 분/틱챠트에서만 유용한 설정입니다. 

1 분 챠트에서 전략 적용시, 당일청산을 15:04 분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시간의 체결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에 기존 매수청산이나 매도청산이 이루어집니다. 당일청산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동시호가 이전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은 14:50 까지, 선물/옵션은 15:05 까지) 

ⓔ 당일진입금지 : 설정 시간 이후에는 매매신호가 발생해도 Buy 나 Sell 의 신규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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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전략을 적용한 이후에는 , 전략 평가 및 개선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레포트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메인 메뉴의 “ 시스템 트레이딩”  ” 시뮬레이션 보고서” 메뉴를 사용합니다.  

 

 



1. 종합 보고서 

시뮬레이션 레포트 중, “ 종합보고서” 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전략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해

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 데이타 복사 기능 : 종합보고서에 나온 각종 수치들은 마우스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Drag)해서 선택한 후, 복사  붙이기 할 수 있습니다. 액셀 파일 등에 붙이기 하여 전략 

별로 혹은 지표 변수별로 함께 저장하여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항목설정 : 종합보고서의  여러가지 평가 항목중에 보고 싶은 항목만 설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보고서 탭 클릭 

전체/ 매수포지션/ 매도 포지션 의 3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 평가항목을 보여줍니다. 

전체 : 최종적인 손익 결과 

매수 : 현물,선물에서 매수시 손익 결과 

매도 : 선물에서 매도시 손익결과    

  



      

-  데이타 갱신 : 온라인으로 전략 적용시 시뮬레이션 레포트를 불러들인 시점 이후에 

진행되는 주가 데이터와 그에 따라 발생한 매매는 시뮬레이션 레포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갱신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하여 레포트를 보여줍니다. 

 

(1) 총손익 (총손익 = 총이익금 –  총손실금)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최종 손익 금액입니다. 총손익이 높을수록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전략 개선을 통해 총손익을 높게 만듭니다. 

 

(2) 미청산 손익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 마지막 봉 종가를 기준으로 미청산된 포지션의 손

익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수수료만 반영하고 Slippage 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미청산 손익이 

클수록 좋습니다. 

 

(3) 보유수익률 

처음으로 나온 매수신호에 매수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마지막 청산 신호에 매수청산했

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4) 연평균수익률 

시뮬레이션 상으로 1 년간 몇 프로의 수익을 거두는지 알려줍니다.  

 

(5) 총이익 

시뮬레이션 기간동안 얻은 모든 이익금액으로서, 총이익이 클수록 좋습니다. 



(6) 총손실 

시뮬레이션 기간동안 얻은 모든 손실금액으로서, 총손실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7) 평균손익 (= 총 손익 / 총 매매수 ) 

한번 매매할 때,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손익금액으로서, 클수록 좋습니다. 

  

(8) 평균이익(= 총이익 / 총이익 매매수) 

이익이 나는 매매에 있어서, 한번 매매할 때,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금액으로, 클수

록 좋습니다. 그러나 평균이익이 높다고 해서 꼭 바람직한 전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이익은 높지만 승률은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익 보다는 손실로 끝나는 매

매가 많고, 몇번의 이익이 나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지 못하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9) 평균손실 (= 총손실 / 총손실 매매수) 

손해가 나는 매매에 있어서, 한번 매매할 때,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손실금액으로서, 작

을수록 좋습니다. 평균 이익과 마찬가지로, 평균손실 하나만 가지고 전략을 평가하기 보다

는 평균 이익, 승률등과 함께 판단하여야 합니다. 

 

(10) 최대이익 

가장 큰 이익을 낸 매매의 이익금을 말합니다. (미청산 포지션은 제외)  단, 최대이익이 총

손익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최대이익이 난 한번의 매매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의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 최대손실 

가장 큰 손실을 낸 매매의 손실금을 말합니다. (미청산 포지션은 제외) 

손절매 등을 추가하여 전략을 개선할 때, 설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총매매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매매가 일어난 건수입니다. 

비록 다른 평가항목들에서 전략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매매 건수가 충분

히 많지 않으면, 그 평가항목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13) 총이익 매매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한 매매 건수입니다. 

총매매수와 마찬가지로 다른 평가항목들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총이익 매매수가 충분히 많아

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균 이익(=총 이익/총 이익매매수)이 크게 나왔다고 해도 총이익 매



매수가 많지 않으면 몇번 발생하지 않은 이익매매에서  크게 수익을 낸것이므로, 이익이 높

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14) 총손실 매매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매매 건수입니다. 

총 이익매매수와 마찬가지로 다른 평가항목들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총손실 매매수가 충분히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균 손실(=총 손실 / 총 손실 매매수)이 작게 나왔다고 해도 총

손실 매매수가 적은 경우라면 , 몇번 발생하지 않은 손실 매매에서 손실이 적게 난 것이므

로,  손실이 적은 전략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습니다. 

 

(15) 최대 연속 이익 매매수 

최대 몇번까지 계속 이익이 나는지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16) 최대 연속 손실 매매수 

최대 몇번까지 계속 손실이 나는지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17) 총 Bar 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차트상의 봉 개수를 말합니다. 차트 주기에 따라서 봉이 달라지므로, 

총 Bar 수와 차트 기간과는 구별됩니다. 

총 Bar 수 내에 총 매매수가 포함되므로, 총 매매수와 같이 종합보고서의 각 평가항목들에 

신뢰를 가지려면, 총 Bar 수가 충분히 많이 있어야 합니다. 

  

(18) 총 이익 Bar 수 

이익으로 끝난 매매들에 대해서, 각각 진입 후 청산까지 경과된 봉의 개수들을 합한 것입니

다. 

 

(19) 총 손실 Bar 수 

손실로 끝난 매매들에 대해서 , 각각 진입 후 청산까지 경과된 봉의 개수들을 합한 것입니

다. 

(20) 평균 이익 Bar 수 ( = 총이익 Bar 수 / 총이익 매매수 ) 

이익이 나는 경우, 평균 몇 개의 봉 동안 보유하는지 알려줍니다. 

 

(21) 평균 손실 Bar 수 (= 총손실 Bar 수 / 총손실 매매수 ) 

손실이 나는 경우, 평균 몇 개의 봉 동안 보유하는지 알려줍니다. 

 

 (22) 승률(%) ( = 총이익 매매수 / 총 매매수 *100 ) 



한번 매매시에 수익을 낼 확률입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어떤 종목에 적용했는지에 따라서, 승률을 가지고 전략의 유용성

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추세추종형 전략은 적은 수익을 여러 번 내서 총손익을 이루지만, 추세 추종

형 전략은 추세가 형성되야만 매매가 수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매매횟수로 한번에 큰 수

익을 냅니다. 따라서, 반추세 추종형 전략은 승률이 60~70%, 추세 추종형 전략은  

40~50% 정도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3) 손익비 (= 총이익 / 총손실) 

총손실 대비 총이익 비율입니다. 손익비가 1 이상이어야 총손실보다 총이익이 더 많습니다. 

3 이상일 때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 평균 손익비 (= 평균이익 / 평균손실) 

평균손실 대비 평균이익 비율입니다. 평균 손익비가 1 이상이어야  평균손실금보다 평균이

익금이 더 많습니다. 2 이상일 때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 보상비율 (= 총손익 / 최대자본인하액) 

매매기간 중 발생하는 위험대비 보상비율을 산출한 것으로서 보상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위

험이 크고 보상은 적은 매우 좋지 않은 전략 시스템이라 판단 할 수 있으며 보상비율이 클

수록 위험에 대한 보상률이 크며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 최대 자본 인하액( Maximum Draw-Down ) 

누적 손익이 가장 커졌을 때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누적 손익이 최대로 얼마만큼 줄어들었

는지를 보여줍니다. 단, 최고 누적 손익은 청산 기준이지만 최대 하락 누적 손익은 미실현 

손실액 까지 포함하여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를 찾아서 산정합니다. 

매매 순번 손 익 누적손익 최대 인하액 

1 10,000 10,000 0 

2 10,000 20,000 0 

3 -5,000 15,000 -5,000 

4 3,000 18,000 -5,000 

5 -5,000 13,000 -7,000 

5 번째 매매의 예를 들어보면, 5 번째 매매에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저가가 후에 

나오게 될 청산가보다 더 낮아져서 8,000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그때의 

손익(8,000 원)으로 보고 누적손익(10,000 원)을 계산하여 최대 인하액은 10,000 원이 됩니

다. 최대 자본 인하액은 이처럼 비관적인 관점에서 계산하여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안전하게 대비하도록 합니다. 

최대 자본 인하액은 처음에 얼마를 갖고 있어야 매매에서 견뎌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항목이며, 보통 최대 자본 인하액의 3 배 정도의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자산을 모두 잃는, 선물에서는 마진콜과 같은) 대비 안전한 초기 자본금입니

다. 

 

2. 매매내역 

시뮬레이션 기간동안 일어난 각각의 매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손실인 경우 색깔은 파랗게 되며 음수(-)로 표시됩니다. 

 

 

(1) 매매 순번 

과거부터 최근까지 시간순으로 발생한 매매의 순번을 나타냅니다. 

 

(2) 진입 유형  

신규 매수를 뜻하는 주문함수 Buy 를 사용하여 매매한 경우 진입유형은 “ 매수” 이며, 신규 

매도를 뜻하는 주문함수 Sell 을 사용하여 매매한 경우 진입유형은 “ 매도” 가 됩니다. 

 

(3) 진입명 / 퇴출명 

Call Buy("매수",AtMarket) 

Call ExitLong("매수청산",AtMarket) 

 



주문함수 Buy, Sell, ExitLong, ExitShort 은 시스템 식에서 작성시에 해당 주문을 구분하기 

위한 주문 명칭을 필수적으로 적어줘야 합니다. 위의 예에서 Buy 주문함수와 함께 사용된 

“ 매수” 는 진입명이며 , ExitLong 주문함수와 사용된 ” 매수청산” 은 퇴출명이 됩니다. 

 

(4) 진입 날짜(시간) / 퇴출 날짜(시간) 

주문이 발생하게 된 봉의 날짜나 시간을 나타냅니다. 

 

(5) 진입 가격 / 퇴출 가격 

주문이 발생한 정확한 가격을 나타냅니다. 주문 설정시 슬리피지를 설정했다면, 슬리피지가 

반영된 가격으로 나타냅니다. 

 

(6)  진입시점 / 퇴출시점 

해당 매매에서 크게 3 가지로 진입/퇴출 시점을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O : 봉의 시가(Open)가 형성되는 시점에 진입 

 I : 봉이 형성되는 중간(Intermediate)에 진입, 일봉차트라면 장중에 진입 

 C : 봉의 종가(Close)가 형성되는 시점에 진입 

 

(7) 주문 유형 

해당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주문함수는 어떤 주문 유형을 사용했는지 알려줍니다. 

위의 예에서는 매수나 매수청산 모두, AtMarket 주문유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문함수와 함께 사용되는 주문 유형에는 아래와 같은 4 가지가 있습니다. 

 C : 종가 주문 (Onclose) 

 M : 시가 시장가 주문 (AtMarket) 

 L : Limit 주문 (AtLimit) 

 S : Stop 주문 (AtStop) 

 

(8) 주수 

매매 주수(계약수)를 나타냅니다. 퇴출 주수(계약수)는 진입 주수(계약수)와 동일하므로, 진

입에 대해서만 주수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9) 수익률 

해당 매매에 있어서 진입가 대비 수익금의 비를 계산하여 수익률을 구합니다. 

 매수 포지션인 경우 : 100 * (퇴출가 –  진입가) / 진입가 

 매도 포지션인 경우 : 100 * (진입가 - 퇴출가) / 진입가 

Call Buy("매수",AtMarket) 

Call ExitLong("매수청산",AtMarket) 

 



 

(10) 손익 

해당 매매를 하여 실질적으로 나오는 손익입니다. Slippage, 주수, 수수료 등이 모두 감안된 

금액입니다. 

 매수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퇴출가 –  진입가) 

 매도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진입가 - 퇴출가) 

 

(11) 누적 손익 

첫 매매부터 해당 매매까지 손익을 누적한 금액입니다. 각각 매매당 누적손익을 연결한 챠

트가 바로 누적 수익 곡선(Equity Curve)입니다. 

 

(12) 최대 인상액 

실제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매매에 진입해서, 가장 최고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 인상액을 통해서, 현재 매매에서 실현된 손익이 얼마나 수익을 놓치고 있는

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Slippage 는 진입가에만 반영하고, 최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수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진입가) 

 매도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진입가 –  해당 매매 기간 중의 최저가) 

 

(13) 최대 인하액 

실제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매매에 진입해서, 가장 최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 인하액을 통해서, 현재 매매에서 실현된 손익이 얼마나 손실 위험에 노출되

어 있었는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인상액과 마찬가지로, Slippage 는 진입가에는 반영하고, 최대 손실을 낼 수 있는 시점

의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수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  진입가) 

 매도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진입가 –  해당 매매 기간 중의 최고가) 

(14) 진입 효율 / 퇴출 효율 

진입/퇴출가가 해당 매매 기간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 사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즉 얼마나 싸게 사고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를 가능한 가

격범위에서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수치가 100 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인 진입을 나타냅니다. 

<진입 효율> 

 매수 진입인 경우 : 100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진입가) / (해당 매매기간 중 

의 최고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매도 진입인 경우 : 100 * (진입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퇴출 효율> 

 매수청산인 경우 : 100 * (청산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매도청산인 경우 : 100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청산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15) Bar 수 

해당 매매가 진입하여 청산하는 동안 경과한 봉의 수입니다. 얼마동안 해당 포지션을 보유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 총 효율 

해당 매매의 진입효율과 퇴출효율을 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입퇴출했는지 매매에 대한 

최적도를 나타내주는 항목입니다. 

-100 에서 100 사이의 값들을 갖게 되며 값이 클수록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용한 기본 전략을 예로 들어 보면, 해당 매매 기간 중의 최저가에 진입해서 최고가에 청

산했다면 최상의 진입과 청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수치는 100 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총 효율 = (진입 효율 + 퇴출 효율) –  100 

 

3. 그래프 

 

(1) Maximum Adverse Excursion(%)(MAE) 

MAE 는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전략에 의해서 발생한 각각의 매매를 하나의 점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점은 수익을 본 매매이며, 빨간점은 손실을 본 매매입니다. 각 점의 Y 값

은 해당 매매가 얼마나 수익/손실을 냈는지 알려줍니다. X 값은 해당 매매를 마치기 전, 도

중에 얼마나 가격 하락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는 파란색 점(매매)은 살리고, 손실을 내는 빨간색 

점(매매)는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MAE 그래프를 통해서 손절매 비율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Maximum Favorable Excursion(%)(이후 MFE) 

MFE 는 전략이 적용되어 발생한 각 각의 매매에 대한 수익 혹은 손실을 Run-Up 과 함께 

표시하는 그래프로서, Run-Up 이라 하면 신규진입(매수의 경우) 후 어느 정도나 올랐었는지

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아래 예에서 화살표가 지시하는 매매의 경우 신규 진입 후 45%까지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청산했을 때 약 22%의 이익으로 끝이 난 매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Maximun Favorable Excursion 은 이것을 금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X 축으로 보면, 신규진입 후 진입가 대비 약 6%까지 가격이 하락했으나, Y 축으

로 보면 결국 약 9%의 이익을 보고 청산된 거래입니다. 

굵은 수직선으로 표시된 6.5% 이후의 점들을 보면, 도중에 가격이 하락한 후 

오르기를 기다려도 결국은 빨간점인 손실로 매매가 끝나게 됩니다. 즉 6.5% 이

상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리 기다려도 해당 매매는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가 손절매 기준이 됩니다. 



 

 

MFE 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투자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그림[5-5]

에서 대각선은 기울기가 1 인 직선입니다. 수익이 발생한 매매들이 이 대각선 상에서 발생

했다는 것은 신규진입하여 Run-Up 된 만큼 실제로 수익을 내고 매매가 종료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잠재수익을 다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

로 효율적인 시스템은 수익을 내고 끝난 매매들이 기울기가 1 인 직선과 가까운 거리에 있

으면서 우상향하게 분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약 16%대에서 수직선이 있는데 

이 수직선의 오른쪽은 1 번의 매매를 제외하고 모두 수익으로 끝난 매매임을 알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현재 10 주(계약)으로 신규진입 한 후 16%의 Run-Up 이 발생하면 

주(계약)수를 추가하여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순이익만을 고려하여 계

약수를 대량으로 증가시킨다거나 추가 진입시점이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경우 수익이 향상되

지 못하거나 Draw-Down 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추가진입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3) Frequency Distribution 

총매매를 일정한 간격의 손익폭으로 나누어 각 범위별로 몇 번이나 매매가 발생했는지를 알

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아래 예를 보면 매매기간 중 163,000~0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매매



횟수가 20 회로 가장 빈도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Equity Curve 

누적손익곡선은 매매기간 중 발생한 누적 손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적용된 전략시

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가장 흔히 활용되는 그래프 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누적손익곡선은 우상향하면서 곡선의 출렁임(굴곡)이 적은 형태입니

다. 우상향곡선은 매매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누적수익이 함께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트 윈도우 하단에 누적 수익률 곡선을 

추가하려면 시스템에서 미리 제공되는 “ 지

표” 영역의 Strategy Equity 를 적용합니다. 



 

 



현재 적용된 전략의 누적손익곡선으로서 초기투자자본금 10,000,000 원을 제외한 결과 입니

다. 현재 수익이 발생한 상태이지만 과거의 추이를 보면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

고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간에서 손실을 보고 있고 Draw-Down

의 깊이도 상당하여 위험이 많이 수반되어 실전매매에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전략 시스

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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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osTrader Ver. 1.5 에서 추가된 기능 

 

1. 자동주문 
(1) 자동주문 실행방법 

[전략속성] [기본설정]탭에서 [자동주문]을 클릭하고 업무키를 입력하면 자동주문기

능을 이용하여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림 1] 

 

(2) 신규적용과 연속적용 

사이보스 트레이더는 사이보스 2004 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사이보스 2004 가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다운되는 새벽 7 시경에는 같이 다운됩

니다. 따라서, 전략을 연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새벽 7 시 이후에 전략을 

미리 적용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처음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신규적용을 체크

하면 되지만, 어제에 이어 연속적으로 전략이 작동하기를 원할 때 연속적용을 체크

하여 적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 1 계약을 매수, 매도하는 전략이 있다고 가정하면 신규 적용을 했을 

경우 처음 매수신호에서 1 계약만 매수가 일어나지만, 연속적용을 선택했다면 기존

에 매도 포지션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매도청산 1 계약과 신규매수 1 계약 도합 2 계

약이 최초 거래시에 발생되게 됩니다. 

 

(3) 매수/매도청산과 매도/매수청산 

시스템트레이딩에서의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체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문발생시 시장가로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 시

장가로 매매를 할 경우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준으로 증거금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

에 과도하게 많은 증거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가 주문을 대신해 지정가 

주문이 나가게 하되 반드시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수/매도청

산의 경우에는 매도 1 호가~5 호가까지를, 매도/매수청산의 경우는 매수 1 호가~5 호

가까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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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테스트(Back-Test)용 선물 분 데이터 제공 
2002 년 11 월, 선물 분 데이터를 1 년치 확장해서 제공한 이후 충분한 Back-Test 를 

위해서 데이터 제공 기간을 2 년치까지 확장 제공합니다. 

※ 2 년치 선물 분데이터 활용대상 및 방법 

- 대상 : 당사 HTS 고객(모의투자 ID 포함) 

- 방법 : 온라인 모드(Cybos2004 에 당사 HTS ID 로 접속 후 플러그인으로 

Cybos Trader 를 실행)로 접속 후 Cybos Trader 내의 “ 모드변환” (설정  모

드변환  오프라인모드) 메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전환한 후 [설정]-[수평

(X 축) 인덱스 속성]을 클릭하면 데이터의 기간을 조절하여 최대 2 년치의 분

간 선물데이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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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최적화 변수조합건수 2,000 개로 확장 
- 작성한 전략의 변수들 간의 조합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예 : 아래의 그림처럼 변수가 3 개이고, 각 변수를 1 씩 증가 시키며 각 

변수를 조합하여 최적화할 경우 각각의 변수에서 10 개씩의 조합이 발생하면 

총 1,000 개의 조합이 생기며 이것을 자동으로 최적화 해주고 이를 보고서로 

출력해주어 보다 정밀한 전략의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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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 Atstop, Atlimit 주문가능 
예) call buy("매수", atstop,def, hhv(1,high,20)) 

call buy("매수 1 ",atstop,def, mov(close,20,s)) 

위와 같은 주문식의 경우 이전 버전에서는 "매수 1" 만 실행되어 각각의 주문을 

if 구문으로 제어 해야했으나, 현재는 위의 식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건을 만족하

는 매수식이 실행되므로서 전략의 구성상 로직이 간단해지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시뮬레이션 관련 제보고서의 Excel 파일변환기능 추가 
적용된 전략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Excel 파일로 저장하여 향후 비교분석에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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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수추가 : 분석, 수학 전략함수 등 
 Iff 

- 형식 : IFF(Condition, TrueValue, FalseValue) 

- 설명 : 조건(Condition)이 참일때 TrueValue 값 반환, 거짓일때 FalseValue 값 반

환 

- 사용예 : IFF(Close > Open, Close, Open)  현재 종가가 시가보다 크면 종가를 

리턴하고 아니며 오픈을 리턴하라 

 ValueWhen 

- 형식 : ValueWhen(Occur, Condition, DataField, Length) 

- 설명 : Length 동안 Occur 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DataField 값 

반환 

- 사용예 : ValueWhen(1, Close > Open, Mov(Close, 10, S), 10)  10 일동안에 가장 

최근에 종가가 시가보다 큰시점의 10 일 단순 이동평균값을 리턴하라 

 ValueWhenAll 

- 형식 : ValueWhenAll(Occur, Condition, DataField) 

- 설명 : Occur 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DataField 값 반환 

- 사용예 : ValueWhen(1, Close > Open, Mov(Close, 10, S), 10)  현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종가가 시가보다 큰시점의 10 일 단순 이동평균값을 리턴하라. 

 BarWhen 

- 형식 : BarWhen(Occur, Condition, Length) 

- 설명 : Length 동안 Occur 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Bar 반환 

- 사용예 : BarWhen(1, Close > Open, 10)  10 일동안에 가장 최근에 종가가 시가

보다 큰시점의 바넘버를  리턴하라 

 BarWhenAll 

- 형식 : BarWhenAll(Occur, Condition) 

- 설명 : Occur 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Bar 반환 

- 사용예 : BarWhen(1, Close > Open)  현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종가가 시가보

다 큰시점의 바넘버를  리턴하라 

 

 

7. 이전 버전의 오류 수정 
- 시뮬레이션 보고서의 Equity Curve 출력시 오류 수정 

- VTS 의 시가데이터 로딩에러 수정 

- 차트윈도우 출력 시 신호표시기호 미출력 오류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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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CybosTrader Language 소개 

 

1. Introduction 

 

2001 년 6 월 Ver 0.9 를 통해 처음 선보인 CybosTrader(이후 CT)는 사용자의 매매 아이

디어를 프로그래밍하여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CT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 

CybosTrader Language(이후 CTL)를 제공합니다. CT 에서 적용되는 전략이나 지표, 신호 

등은 모두 CTL 로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CTL 은 Basic Script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Basic 에서의 예약어를 대개 그대로 사

용하고, 시스템트레이딩 전략 작성이 보다 용이하도록 CT 개발팀이 특별히 고안한 언어와 

함수를 추가한 것입니다. 

 

평소에 Basic 이나 Excel 에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예

약어나 함수들에 대해서는 문법적으로는 특별히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CT 가 

별도로 제공하는 함수와 주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숙지한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다고 해서 배우기가 어려

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험이 있는 경우 접근이 좀 더 수월하다는것 뿐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이나 예약어 외에 개발팀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함수들은 CT 프로그램이나 웹

사이트에 도움말이 제공되므로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면 됩니다. 또 CybosTrader 웹사이트

(www.cybostrader.co.kr) Q&A 에서 전산개발팀 및 전략개발팀원들이 사용자가 보다 빠른 

시간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의문사항이나 요구사항에 성심껏 답변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

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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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1)  무한대의 전략 작성이 가능한 개방형 언어 구조 

개발자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전략만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투자 시스템인 패쇄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대의 전략을 개발하여 실전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라는 전략만을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이 패쇄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략이라면 CTL 에서는 ‘ 주가

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의 고점을 주가가 상향 돌파하면 매수, 주가가 이동평균선

을 하향 돌파할 때의 저점을 주가가 하향 돌파하면 매도’ 나 ‘ 주가가 이동평균선 보다 큰 

상태에서 3 일 연속 하락하면 매수, 주가가 이동평균선 보다 적은 상태에서 3 일 연속 상승

하면 매도’  등과 같이 무한대로 자신의 투자 패턴에 맞거나 확률이 높은 전략으로의 변형

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구조는 사용자가 모든 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

문에 언어 작성법을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간단한 기본 구조만 이해하게 되면 무한

대의 전략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강력하고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 시간대 복합(Multi Time Frame), 

위험관리, 포지션 관리, 자산관리 등이 가능 
함수 구분 설     명 

사용자 함수 자기만의 함수를 만들 수 있음 

지표 함수 MACD 등 기술적 지표에 관한 함수 제공 

분석 함수 HHV(몇일 동안의 최고값) 등과 같이 주가 분석에 필요한 함수 제공 

출력 함수 작성된 언어를 챠트에 표시하는 다양한 함수 제공 

데이타 배열 

Close(종가), CloseD(일간 종가) 등과 같이 데이터에 관련된 함수 제공 

특히, CloseD(일간 종가) 등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대 복합(Multi 

Time Frame)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데이터 상수 색깔, 굵기, 이동평균선의 종류 등과 같이 주로 인자로 사용되는 함수 제공

연산자 +, - 등과 같은 연산 함수 제공 

전략 함수 
Position(현재 포지션), EntryDate(진입 날짜) 등과 같은 함수로서 전문적인

전략을 작성하거나 전략 제어에 필요한 함수 제공 

제어 함수 If, Do While 등과 같은 제어 함수 제공 

주문 함수 Buy(매수), Sell(매도) 등과 같은 주문 관련 함수 제공 

수학 함수 Power(승수), ABS(절대값) 등과 같은 수학 관련 함수 제공 

날짜 함수 
CurrentDate(현재 날짜), TWeek(주간 표시) 등과 같이 시간 관련 제어 함

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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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 복합 

5 분 챠트와 60 분 챠트의 전략을 결합하여 매매속임수를 줄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

다. 

 

- 위험관리 

다양한 스톱로스 적용, 매매 건수 제어, 매매 시간대 지정 등과 같이 실전매매와 유사한 전

략을 구사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기 자신의 투자자본에 맞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예) 진입가 대비 5% 손절매 주문 

Call ExitLong(“ 손절매” , AtStop, EntryPrice * 0.95) 

 

- 자산관리 

한번매매에 투입되는 효율적인 자본금 계산, 자산 관리 전략 등과 같이 효율적이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자본금에 맞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밀한 주문함수를 제공 

4 개의 주문함수(Buy, Sell, ExitLong, ExitShort)와 4 개의 주문유형(OnClose, AtMarket, 

AtLimit, AtStop)의 제공으로 큰 범위로 구분해도 16 개의 주문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

기에 추가로 주수, 주문가격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면서

도 실전적인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봉이 현재 봉 고가 이상일 때 100 주 신규 매수 진입 

Call Buy(“ 매수” , AtStop, 100, High) 

 

- 기타 

그 외에도 자신만의 전략을 무한대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어 어

떠한 전략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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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가지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의한 Visual Investment 

CTL 은 총 6 개로 나누어진 영역(사용자 함수, 사용자 지표, 신호, 강조, 추세, 전략)에서 

각 영역 특성에 맞는 수식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의 특성에 맞게 구현됨으로서 보다 다양하고 일목요연한 시각적 구현(Visual 

Investment)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 개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각 영역마다 작성하는 CTL 의 문법이 다른 것

은 아닙니다. 어느 영역에서나 동일한 CTL 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이 각 영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함수는 구분되어 있습니

다.  

 

사용자 함수

사용자 함수

사용자 지표

신호

강조

추세

전략

챠트

사용 적용

 

[그림 1-1] 

 

 

(4) 수정과 적용 과정이 빠른 Basic Script 엔진 기반 

CTL 은 Basic 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Basic 은 인터프리터(Interpreter) 방식이기 때문

에 수식을 작성한 후 챠트에 적용할 때 문장 단위로 즉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수식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적용할 때 전체 소스를 기계어로 바꾸는 내

부 과정 없이 즉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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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사용법 

 

CTL 을 이용하여 문서를 새로 만들어 수식을 작성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설명하겠

습니다. 여기서는 6 개의 영역 중 전략 영역 작성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 개의 

영역에서도 예로 든 전략 작성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편집창 실행 

CTL 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CTL 편집창을 열어야 합니다. 

 

 시스템트레이딩 메뉴  시스템트레이딩 편집 Ctrl+F 클릭 

※ 단축키 사용(Ctrl+F) :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F 키를 누릅니다. 

 아이콘 메뉴  편집창 아이콘 클릭 

 

 

[그림 1-2] 

 

열린 편집창 화면을 보면 먼저 좌우 두 개의 창(View)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왼쪽창은 다시 

위아래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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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왼쪽창의 위쪽창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CTL 의 6 개의 영역이 탭형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샘플로 제공되거나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서들의 목록이 나옵니

다. 사용자는 작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목록에 문서를 열어 편집하거나 새로운 문

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창에서 아래쪽창은 목록에서 선택한 문서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창입니다. 선택한 문

서에 대해 간단하게 미리 보기를 함으로써 어떤 내용인지 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

다. 

  

문서를 열려면 목록 중에서 선택한 문서를 마우스로 두번 클릭하면 되고, 메뉴중에서 ‘ 파

일  열기’ 를 선택하여 문서를 열면 됩니다. 

 

 

(2) 새로 만들기 

새로운 문서를 만들려면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누르거나 메뉴 중에서 ‘ 파일  새로 작

성’  또는 만들고자 하는 영역 탭을 선택한 후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 새문

서 작성’ 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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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들기 화면이 열리면 만들 영역을 선택한 후 새로 만들 문서명을 입력하고 작성 버튼

을 누릅니다. 

 

[그림 1-4] 

 

 

이름란에 ‘ 전략 1’ 이라는 명칭으로 입력하고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

은’ 전략 1’ 이란 명칭의 새로운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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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열린 창을 보면 다시 위아래 화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창을 보면 CTL 에서 제공하는 모든 함수와 예약어가 범주별로 구분되어 목록으로 나타

납니다. 각 목록을 선택하면 설명과 사용 예, 확장식을 보여줌으로서 수식 작성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CTL 에 아무리 익숙한 사용자라 할지라도 제공하는 모든 함수에 대해 그 의미와 구문 작성

법 같은 것을 전부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

인 로직과 구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수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여러 

가지 제공되는 함수들은 도움말이나 이 창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참조하며 작성하는 것이 보

통입니다. 

 

아래쪽창은 실제 로직을 작성하는 창입니다. 문서를 새로 만들면 기본으로 프로그램에서 제

공하는 주석문이 나타납니다. 작성한 날짜와, CybosTrader 웹 주소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 문서를 열어보았을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정보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주석문에 대해 사용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워도 무방합니다. 

실제 수식은 이 주석문 아래에서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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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편집) 

실제로 적용하고자 하는 수식을 CTL 문법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CT 에서 제공하는 함수

나 예약어, 주석문 등은 다른 색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사용자가 만든 변수나 함수 같

은 것들과 구분되어 알아보기가 용이합니다. 

 

여기서는 종가가 14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진입, 하향 돌파하면 매수 청산을 하

는 간단한 전략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림 1-6] 

 

작성이 끝난 후 유효성 검증을 하면 챠트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문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성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유효성 검증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없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챠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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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사, 삭제 

새로 문서를 만들어 작성하는 경우 외에 기존에 있는 문서를 다른 이름의 문서로 복사하여 

편집하거나 기존의 문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복사하려면 해당 영역의 목록에서 대상 문서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복사를 선택합니다. 복사할 문서명을 다른 이름으로 입력하면 그 이름으로 복사됩

니다. 

 

 

 

[그림 1-7] 

 

같은 영역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문서가 존재할 수 없지만 영역이 다른 경우는 문서 이름이 

같더라도 다른 문서로 인식합니다. 즉, A 라는 문서가 전략 영역에 존재할 경우 같은 전략 

영역에는 A 라는 이름의 문서가 중복으로 존재할 수 없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A 라는 이

름의 문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를 선택한 다음 복사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

러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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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효성 검증 

유효성 검증이란 작성한 문장이 CTL 문법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법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CTL 이 인식해야만 챠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편집창 왼쪽창에 문서 목록을 보면 문서명 옆에 체크 표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체크 표시

가 되어 있는 것은 유효성 검증이 되었다는 의미로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체

크되지 않은 문서는 유효성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서가 되겠습니

다. 

 

[그림 1-8] 

 

 

유효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 F5’ 를 누르거나 편집창 검증 메뉴의 ‘ 유효성 검

증’  또는 편집창 아이콘 메뉴의 유효성 검증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그림 1-9] 

 

주의할 점은 유효성 검증이 되어 있는 문서를 열어 편집을 한다면 작업이 끝난 후 다시 유

효성 검증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유효성 검증이 되어 있었던 문서라 할지라

도 내용이 바뀌면 그 순간부터 그 문서는 다시 유효성검증을 해주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체크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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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의 문서를 열어 편집했다면 작업이 끝난 후 가장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6) 적용 

사용자 함수 외에 나머지 5 개 영역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챠트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

니다. 사용자 함수 영역의 성격은 챠트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역별 특성에 대해서는 ‘ 3 장 CybosTrader Language 영역’ 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

겠습니다. 

 

적용할 대상 챠트 윈도우에서 단축키 ‘ Ctrl+Q’ 를 누르거나, 챠트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 시스템트레이딩  적용’ 을 선택하여 각 영역별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 1-10] 

 

지금까지 전략 영역에서 ‘ 전략 1’ 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만들어 적용하는 과정을 예를 들

어 순서대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른 영역(사용자 함수 영역 제외)에서의 문서 작성과 적

용 방법도 위의 과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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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 

각 영역별로 챠트에 적용을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영역별 문서에 대해 설정사항

을 변경하거나 적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 Ctrl+K’ 를 누르거나 챠트 상에서 마우스 오

른쪽 버튼을 눌러 ‘ 시스템트레이딩  관리’ 를 선택하여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문서 목록

을 선택하여 삭제하거나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1] 

 

 

(8) 내보내기/가져오기 

위의 ‘ 전략 1’ 을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서 옮겨 적용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다른 전략을 

받아서 사이보스트레이더가 설치된 본인의 컴퓨터로 옮기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합니다. 

 

[그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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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작성한 전략을 다른 시스템으로 내보낼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가져오

기/내보내기’ 를 클릭하면 마법사가 실행됩니다. 

 

[그림 1-13] 

 

이때 ‘시스템 내보내기’ 선택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 후 시스템 목록에서 전략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작성한 전략의 목록이 왼쪽 창에 나타나게 되며 전략 중 전략 1 을 선택하여 오른

쪽을 옮긴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14] 

 

이후 마법사를 따라 파일의 이름을 “연습 1”이라고 정하면 지정된 폴더에 “연습 1.CTS”파일

이 생겨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CTS 파일을 디스켓에 복사하여 배포하거나 서버에 업로드하여 여러 사용자

가 다운로드 하면 각자의 PC 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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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전략을 디스켓이나 서버에서 다운로드 하여 내 컴퓨터의 임의의 폴더

에 복사한 후 ‘파일’-‘가져오기/내보내기’를 클릭한 후 ‘시스템 가져오기’-‘다음’버튼을 클릭

한 후 ‘찾아보기’를 클릭하면 가져올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져올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한 후 왼쪽의 시스템 목록에서 전략을 선택하여 가져

오기 할 시스템 목록으로 이동시킨 후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의 사이보스 트레이더 

시스템의 전략영역에 새로운 전략인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15] 

 

 
[그림 1-16] 



 

 

 

 

 

 

 

제 2 장 CybosTrader Language 문법 

1. 기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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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산자 

4. 변수 

5. 데이터 

6. 그밖의 함수 

7.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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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CybosTrader Language 문법 

 

CTL 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문장 단위로 해석하여 실행하는 인터프리터(Interpreter) 방식

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이 여러 줄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

의 순서대로 실행되는 순차 형식의 해석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직 작성 과정에서 계산을 한다거나 변수를 선언하여 특정 값을 할당할 때 위에서부터 순

차적으로 적용된다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미리 위에서 할당하지도 

않은 변수를 사용한다거나 계산 순서가 바뀐다면 결과는 전혀 엉뚱한 값으로 도출되게 되며 

이를 그대로 챠트에 적용한다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구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된 문장이 챠트에 적용되어 실행되면 각각의 봉에 대해서 작성된 문장의 로직

대로 실행하는 과정을 과거부터 최근 봉까지 순차적으로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문장을 작성할 때는 하나의 봉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와 저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사용자 지표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

용자 지표 영역에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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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 고려할 것은 위와 같이 단지 하나의 봉, 즉, 기준 봉에 대한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문장은 하나의 봉에 대한 계산, 단 한 줄이지만 실제 챠트에 구현된 

것을 보면 전체의 봉에 대해서 값을 계산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최근 봉까지 각각

의 봉에 대해 위의 수식을 반복하여 실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영역에서도 문장을 작성할 때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CTL 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전략을 설정하여 그 전략 수식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진입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청산 

 

이와 같은 전략을 CTL 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예약어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일단 위의 전략에 대한 예약어를 각 단어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어 설  명 예약어 설  명 

Close 종가 Mov 이동평균 

Crossup 상향 돌파 Crossdn 하향 돌파 

Call buy 매수 Call exitlong 매수청산 

If A then B A 하면 B 하라 End if If 문 종료 

 

Mov 함수는 Mov(Close, 14, S)와 같이 사용합니다. 종가(Close)를 14 단순(S) 이동평균한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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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Up 함수는 CrossUp(A, B)와 같이 사용합니다. A 가 B 를 상향 돌파 한다는 뜻입니다. 

CrossDn 역시 CrossUp 과 구문 작성법은 같습니다. 

 

If A Then B End if 는 A 라면 B 를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정리하여 위의 전략을 CTL 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전략> 

 

Set MA = Var(“ MA” , 0)  ‘ MA 라는 사용자 데이터 배열 변수 선언 

 

MA(0) = Mov(Close, 14, S)  ‘ MA 에 14 이동평균값 할당 

 

If CrossUp(Close, MA) Then  ‘ 종가가 MA 변수값(14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 한다면 

    Call Buy(“ 매수” , AtMarket)  ‘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매수 진입 

End if 

 

If CrossDn(Close, MA) Then  ‘ 종가가 MA 변수값(14 이동평균)을 하향 돌파 한다면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Market)  ‘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매수 청산 

End if 

 

제시한 전략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위와 같이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

용자마다 여러 형태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위의 전략식은 단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기 바랍니다. 

 

각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TL 의 예약어를 설명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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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규칙 

 

CTL 에는 작성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규칙들

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CTL 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작성했던 문서를 나중에 분석할 때 읽기에 보

다 편하게 사용자 취향에 맞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 IF CROSSUP(CLOSE, MA) THEN = if crossup(close, ma) then 

 두 문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 

 

 하나의 구문이 끝나기 전에는 줄바꿈을 해서는 안됩니다. 

함수나 예약어의 구문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는 줄바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f 

CrossUp(Close, MA) Then 이라는 문장은 ‘ 종가가 MA 변수에 할당된 값을 상향 돌파한

다’ 면 이라는 조건 제어문입니다. If 제어문은 Then 까지의 단어까지는 한 줄에 입력해야 

하는 구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구문이 완성되기 전에 중간에 줄바꿈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 If CrossUp(Close, MA) 

Then 

 불가 

 

그러나 줄바꿈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에 입력되는 구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 줄바꿈을 하는 것이 보기에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줄 끝에 언

더바(_)를 입력한 후 줄바꿈을 하면 됩니다. 

 

예) If CrossUp(Close, MA) _ 

Then 

 허용 

 

 띄어쓰기는 자유로우나 한 단어 내에서의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어 내어서의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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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Close, 14, S)는 14 일 이동평균 함수 구문입니다. 구문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Mov, (, Close, 14, S,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단어간의 띄어쓰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러나, Mov 를 ‘ M  ov’ , Close 를 ‘ Cl  ose’ 와 같이 한 단어를 띄어 쓰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Mov(  Close, 14,  S)  허용 

M ov(Clo  se, 14, S)  불가 

 

우선 위에서 설명한 정도의 규칙을 염두에 두고 작성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들은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그 때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어문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특정 조건에 대한 만족 여부확인이나 반복되는 계산식을 사용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 판단이나 수식을 제어하는 구문들을 제어문이라 합니다. 

 

(1) If 문 

CTL 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어문으로 조건에 만족하면 수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거나 다른 실행문을 수행하는 방식의 흐름을 제어하는 구문입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할 예약어는 If, Then, End If 이렇게 3 개이며, 이 예약어중 하나라도 생략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If~Then 까지는 한 줄에 작성해야 하며 줄바꿈을 하고자 할 때는 언더바(_)를 기입해야 합

니다. 조건에 만족한 경우 실행할 구문에는 Call Plot 계열의 출력함수나 Call Buy 계열의 매

매함수 등이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라는 조건문을 If 제어문의 예

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If CrossUp(Close, MA) Then ‘ 종가가 MA 변수값(14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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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f 조건 Then 실행문 End If 

If 와 Then 예약어 사이의 조건을 판단하여 True(참)이면 실행문을 수행하는 ‘ ~라면 ~해

라’ 는 식의 조건문입니다. 

 

If CrossUp(Close, MA) Then  ‘ 종가가 MA 변수값(14 일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한다면 

    Call Buy(“ 매수” , AtMarket)  ‘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매수 진입 

End if 

 

If CrossDn(Close, MA) Then  ‘ 종가가 MA 변수값(14 일 이동평균)을 하향 돌파한다면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Market)  ‘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매수 청산 

End if 

 

② If 조건 Then 실행문 1 Else 실행문 2 End If 

If 와 Then 예약어 사이의 조건을 판단하여 True(참)이면 실행문 1 을 수행하고, 조건이 

False(거짓)이면 실행문 2 를 수행하는 ‘ ~라면 ~하고 아니라면 ~해라’ 는 식의 조건문입

니다. 

 

예) 종가가 14 일 단순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매수진입하고, 

아니면 다음 봉 가격이 현재 봉 저가 이하일 때 매수 청산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Buy(“ 매수” , AtMarket) 

Else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Stop, Low) 

End if 

 

③ If 조건 1 Then 실행문 1 Elseif 조건 2 Then 실행문 2 [Else 실행문 3] End If 

If 와 Then 예약어 사이의 조건 1 을 판단하여 Treue(참)이면 실행문 1 을 수행하고, 조건 1

이 False(거짓)이면 조건 2 를 판단하여 True(참)이면 실행문 2 를 수행하고, 조건 2 가 

False(거짓)이면 실행문 3 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Elseif 조건은 로직에 따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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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종가가 14 단순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매수 진입 

상향 돌파가 아닌 경우 하향 돌파인지 판단하여 참이면 다음 봉 시가에 매도 진입 

상향, 하향 돌파 모두 아니면 다음 봉 가격이 현재 봉 저가 이하일 때 매수 청산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Buy(“ 매수” , AtMarket) 

Elseif CrossDn(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Sell(“ SE” , AtMarket) 

Else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Stop, Low) 

End If 

 

(2) 반복(Loop)문 

반복되는 계산이나 구문을 처리하는 제어문은 크게 For Loop 와 While Loop 로 나뉘어집니

다. 

 

For Loop 문은 반복횟수를 지정하기 때문에 결과값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While Loop 문은 특정 조건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실행되는 형태이기 때문

에 종료되는 시점이나 결과값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① For ~ To ~ Next 

 

For 변수 = 초기값 To 최종값 [Step 증감값] 

실행문 

[Exit For] 

Next 

 

변수에 초기값을 할당하고 증감값만큼 증감(Step 이하를 생략하면 기본 증감값은 +1)하여 

최종값 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실행문을 수행하는 제어문입니다. Exit For 예약어를 만나

면 제어문을 빠져 나갑니다. 

 

제어 흐름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수에 초기값 할당 

2. 변수와 최종값을 비교하여 변수가 최종값보다 같거나 작으면 실행문 수행하고 크면 

제어문 빠져 나감 

3. Exit For 구문을 만나면 For 제어문 빠져나감 

4. Next 를 만나면 증감값 만큼 변수에 가감 (Step 이하가 생략되면 기본 증감값은 

+1) 

5. 가감된 변수와 최종값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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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수가 최종값보다 작으면 다시 2 번 과정부터 반복하고 크면 제어문 빠져 나감 

 

예) 현재 봉부터 과거 3 개 봉까지 최저 종가를 찾아 지표로 구현하는 사용자 지표 

 

For i = 0 To 3 

 If i = 0 Then 

  MinPrice = Close(i) 

 Else 

  If MinPrice > Close(i) Then 

   MinPrice = Close(i) 

  End If 

 End If 

Next 

Call PlotI1("최저종가", MinPrice) 

 

② Do [While / Until] ~ Loop 

 

Do {While | Until} 조건문 

실행문 

[Exit Do] 

Loop 

 

조건문의 결과에 따라 Loop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어문입니다. 

 

Do 예약어 다음 While 이면 조건문이 만족할 경우 실행문을 수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Do 

Loop 구문을 빠져 나갑니다. 

 

Do 예약어 다음이 While 이 아니라 Until 이라면 조건문이 만족할 때까지 실행문을 수행하

고 만족하면 Do Loop 구문을 빠져 나갑니다. 

 

공통적으로 Exit Do 예약어를 만나면 제어문을 빠져 나갑니다. 

 

제어 흐름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o While 인 경우 : 

1. 조건문 참,거짓 여부 체크 

2. 만족하면 실행문 수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 나감 

3. 실행문 수행 

4. Exit Do 를 만나면 빠져 나감  

5. Loop 를 만나면 다시 1 번 과정부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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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Until 인 경우 

1. 조건문 참,거짓 여부 체크 

2.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문 수행하고 만족하면 빠져나감 

3. 실행문 수행 

4. Exit Do 를 만나면 빠져 나감 

5. Loop 를 만나면 다시 1 번 과정부터 반복 

 

예) 현재 봉부터 과거 19 개 봉까지 최고 고가를 신호로 구현하는 경우  

 

i=0 

Do While i < 19 

If I =0 Then 

   maxhigh = high(i) 

 Else 

  If maxhigh < high(i) Then 

End if 

End if 

i = i + 1 

Loop 

Call plots1(“ 최고고가” , maxhigh) 

  

 

 

 

③ Do ~ Loop [[While / Until] ~ ] 

 

Do 

실행문 

[Exit Do] 

Loop {While | Until} 조건문 

 

Loop 내의 실행문을 먼저 실행하고 조건문의 결과값에 따라 Loop 내의 실행문을 계속 실행

할지 아니면 빠져 나갈지를 결정하는 제어문입니다. 

 

일단 무조건 실행문을 수행하고 나서 Loop 예약어 다음 While 이면 조건문이 만족하는 경

우 실행문을 수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제어문을 빠져 나갑니다. Loop 예약어 다음에 Until

이면 조건문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실행문을 수행하고 만족하면 제어문을 빠져 나갑니다. 

 

공통적으로 Exit Do 예약어를 만나면 제어문을 빠져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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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흐름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oop While 인 경우 

1. 실행문 수행 

2. Exit Do 를 만나면 제어문을 빠져 나감 

3. 조건문 참, 거짓 여부 체크 

4. 만족하면 다시 1 번 과정부터 반복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제어문을 빠져 나감 

 Loop Until 인 경우 

1. 실행문 수행 

2. Exit Do 를 만나면 제어문을 빠져 나감 

3. 조건문 참, 거짓 여부 체크 

4.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1 번 과정부터 반복하고 만족하면 제어문을 빠져 나감 

 

예) 현재 봉부터 과거 19 개 봉까지 최고고가를 신호로 구현하는 경우 

i = 0 

Do 

 If i = 0 Then 

  maxprice = high(i) 

 Else 

  If maxprice < high(i) Then 

   maxprice = high(i) 

  End If 

 End If 

 i = i + 1 

Loop until i = 20 

Call plots1("최고고가", max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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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산자 

 

(1) 산술 연산자 

사칙연산(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과 같은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연산자 의 미 결   과 

+ 더하기 Var1 = High + Low (고가와 저가의 합을 변수 Var1 에 할당) 

- 빼기 Var1 = High –  Low (고가와 저가의 차를 변수 Var1 에 할당) 

* 곱하기 Var1 = Close * 2 (종가를 2 배수하여 변수 var1 에 할당) 

/ 나누기 Var1 = (High + Low) / 2 (고가와 저가의 평균을 변수 Var1 에 할당) 

^ 제곱 
Var1 = (Close –  Close(1)) ^ 2 (종가와 전 봉 종가의 차를 제곱하여 변수 

Var1 에 할당 

Mod 나머지 
Var1 = Close Mod 100 (종가를 100 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변수 Var1 에 

할당) 

※ 산술 연산자간의 우선순위는 ^, *, /, Mod, +, - 순입니다. 

 

(2) 관계 연산자 

두개의 값이나 수식 결과값의 대소 또는 같음을 비교하는 것으로 비교 후 결과값은 

True(참), False(거짓) 두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연산자 의미 결과 

= 같다 
10 = 9  False 

10 = 10  True 

<> 같지 않다 
10 <> 9  True 

10 <> 10  False 

< 보다 작다 
10 < 9  False 

9 < 10  True 

> 보다 크다 
10 > 9  True 

9 > 10  False 

<= 작거나 같다 
10 <= 9  False 

9 <= 10  True 

>= 크거나 같다 
10 >= 9  True 

9 >= 10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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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연산자는 주로 조건의 참, 거짓 여부을 판단하는 제어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 예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현재 봉 저가가 전 봉 저가보다 작다면 

If Low < Low(1) Then 

 

현재 봉 종가와 전 봉 종가가 같지 않다면 

If Close <> Close(1) Then 

 

현재 봉 고가가 전 봉 고가에 1000 을 더한 값보다 크다면 

If High > High(1) + 1000 Then 

 

CTL 함수 중에 이러한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 CrossUp, CrossDn 함수가 있습니다. 구문은 

CrossUp(Price1, Price2), CrossDn(Price1, Price2) 형식입니다. 

 

CrossUp 은 전 봉의 Price1 이 전 봉의 Price2 보다 같거나 작고, 현재 봉의 Price1 이 현

재 봉의 Price2 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관계 연산자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봉 Price1 <= 전 봉 Price2 And 현재 봉 Price1 > 현재 봉 Price2 

 

CrossDn 은 전 봉의 Price1 이 전 봉의 Price2 보다 크거나 같고, 현재 봉의 Price1 이 현

재 봉의 Price2 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관계 연산자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봉 Price1 >= 전 봉 Price2 And 현재 봉 Price1 < 현재 봉 Price2 

 

앞에서 예로든 전략에서 ‘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하향) 돌파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바로 이 CrossUp, CrossDn 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If CrossUp(Close, MA) Then  ‘ 종가가 MA 변수값(14 일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 한다면 

If CrossDn(Close, MA) Then  ‘ 종가가 MA 변수값(14 일 이동평균)을 하향 돌파 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CrossUp, CrossDn 함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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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리 연산자 

주어진 명제(조건)들을 조합하여 Truse(참), False(거짓)을 판단하는 연산자입니다. 결과는 

주어진 명제에 만족하면 True 값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값을 갖게 됩니다. 전략 작성시 

주어진 조건의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매매를 결정할 경우에 사용 됩니다. 

 

연산자 설명 

Or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True(참) 

And 둘 모두 만족해야만 True(참) 

※ 우선 순위는 And, Or 순서입니다. 

 

논리 연산자를 이용한 결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연산자 조건 결과 

True(참) And True(참) True(참) 

True(참) And False(거짓) False(거짓) 

False(거짓) And True(참) False(거짓) 

False(거짓) And False(거짓) False(거짓) 

True(참) Or True(참) True(참) 

True(참) Or False(거짓) True(참) 

False(거짓) Or True(참) True(참) 

False(거짓) Or False(거짓) False(거짓) 

 

조건문에서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조건을 결합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인 고려 상황에서 논리 연산자가 사용됩니다. 

 

[ 참고 ]-------------------------------------------------- 

 

And, Or 의 중복 사용의 경우 의도하는 적절한 순서로 참, 거짓 여부를 판단해야만 원하는 

조건에서 실행문이 수행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 )’ 괄호로 조건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

하여 조건 조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 1 And 조건 2 Or 조건 3 

 

이렇게만 해놓으면 작성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치 않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되

어 있다면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 조건 1 And 조건 2 를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값과 조건 3 

과의 Or 를 수행하겠지만 사용자가 그러한 의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건 2 Or 조건 3 의 

결과값과 조건 1 과의 And 를 수행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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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And 조건 2) Or 조건 3 

조건 1 And (조건 2 Or 조건 3)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의도가 보다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 저가가 전 봉 고가 보다 크면서 종가가 14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거나 

아니면 과거 10 개 봉 중 현재 봉 종가가 최고가를 경신했다면 

 

If (Low > High(1) And CrossUp(Close, Mov(Close, 14, S))) Or Close > HHV(1, 

High, 10, 1) Then 

 

저가가 전 봉 고가 보다 크고 종가가 14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거나 과거 10 개

봉 중 현재 봉 종가가 최고가를 경신했다면 

 

If Low > High(1) And (CrossUp(Close, Mov(Close, 14, S)) Or Close > HHV(1, 

High, 10, 1)) Then 

 

 

(4) 할당 연산자 

CTL 에서의 등호(=)의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변수로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변수란 특정 값이나 수식에 의한 결과값을 저장하고 있는 하나의 방을 뜻합니다. 곧, 

변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Var1 = High + Low 

 

관계 연산자에서의 ‘ =’ 는 왼쪽값과 오른쪽값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참, 거짓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서는 이와 같은 할당의 의미가 됩니다. 

 

예) 관계 연산자의 경우 

변수 Var1 의 값과 종가의 같이 같다면 

If Var1 = Close Then 

 

예) 할당 연산자의 겨우 

변수 Var1 에 Close 값을 할당 

Var1 = Close 

 

사용자 변수 MA(0)에 14 이동평균 값 할당 

MA(0) = Mov(Close, 1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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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산자 우선 순위 

CTL 에서 수식을 작성하다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종류의 연산자를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다음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각각

의 연산자 우선 순위 따라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산자간의 우선 순위 :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 참고 ]-------------------------------------------------- 

연산자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연산자가 몇 개씩 중첩되어 사용되다 보면  

작성할 때나 나중에 문장을 볼 때 잘못 이해하게 되고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의 논리 연산자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작성할 때 ‘ ( )’  괄

호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수식의 의도가 보다 명확해지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

다. 

 그 밖의 기호 

기호 명칭 설명 

, 쉼표(Comma) 

함수내에서 사용되는 인수를 구분하고자 할 경우 사용

됩니다. 

예) 5 일 이동평균 함수 

Mov(Close, 5, S) 

“  “  인용 부호 

문자열 변수나 사용자 선언문이나 출력, 매매 함수에 있

어서 CTL 이 구분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할 때 사용됩니

다. 

예) VarName 이라는 사용자 배열 변수 선언 

Set VarName = Var(“ VarName” , 0) 

 

“ 매수” 라는 명칭으로 매수 진입 

Call Buy(“ 매수” ) 

( ) 괄호 

함수에서의 인수 설정에서 사용되거나 연산자간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 전 봉의 종가 

Close(1) 

 

고가와 저가를 먼저 더하고 그 값을 2 로 나눔 

(High + Low) / 2 

‘  Apostrophe 

이후의 문장을 주석문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

다. 

예) 고가와 저가의 차를 Var1 변수에 할당하고 이것이

봉의 범위라는 주석문을 수식 옆에 입력 

Var1 = (High –  Low)  ‘ 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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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 

 

변수는 데이터 배열이나 상수, 논리값(True, False)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장소로서의 역할

을 합니다. 

 

일정한 값을 얻는 계산식이나 값, 데이터 배열, 조건의 참, 거짓을 결정하는 논리식이나 값 

등을 변수에 할당하게 되면 후에 나오는 문장에서 이 결과값을 사용하려 할 때 똑같은 공식

이나 문장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없이 해당 변수를 사용하면 그 결과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반복 작성으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고, 특히 계산 작

업에 대한 부하를 줄이고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값을 

얻기 위해 작성된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다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로 사용할 단어가 변수라는 것을 CTL 에 인식시키기 

위해 문장 처음 부분에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선언을 하는 유형에 있어서 변수는 입력 변수, 사용자 변수, 예약 변수, 이렇게 3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 입력 변수 

언어 작성시 구문에서 사용되는 설정값을 매개변수로 하여 적용할 때마다 변경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변수 선언입니다. 설정값을 자주 바꾸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경우 변수를 입

력변수로 선언하면 효과적입니다. 

 

Stochastic(기간값 5, 3, 3)을 구현하는 사용자 지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Stochastic 에 기

간을 입력 변수로 선언하여 적용시마다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작성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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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변수 유형(타입)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집니다. 

 

① 배열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이 챠트에 불리워지는 봉의 수만큼 선언되는 변수형태

를 말합니다. 입력변수를 이 유형을 설정하면 봉의 개수만큼 할당이 되기 때문에 괄호( )를 

이용한 과거치 참조가 가능합니다. 

 

② 상수 

상수는 모든 봉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특정값을 말합니다. 배열 유형과 같이 봉의 수만

큼 할당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괄호 ( )에 의한 과거치 참조는 불가능합니다. 즉 단일변

수로 하나의 방만 할당된 형태가 됩니다. 

 

③ 논리값 

논리값은 TRUE(참), FALSE(거짓)을 나타내는 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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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변수 

변수명을 정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작성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

운 것으로 명명하는 것이 후에 다시 로직을 분석할 때에 보다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기준 봉의 중간값(고가와 저가의 평균)을 계산하여 변수에 할당할 경우 “ aaa”

라고 임의로 주는 것보다 “ MidPrice” 와 같이 주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더 낫

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변수명 작성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255 자를 넘을 수 없다. 

 띄어쓰기를 할 수 없다. 

 첫 글자는 숫자가 올 수 없다. 

 예약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 

 특수문자(: ; ’  , ”  % ^ 등등)를 사용할 수 없다.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는다. 

 

기본 전략에서의 사용자 변수는 14 일 이동평균 값을 할당하기 위한 MA 라는 변수를 선언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Set MA = Var(“ MA” , 0)  ‘ MA 라는 사용자 데이터 배열 변수 선언 --- A 

MA(0) = Mov(Close, 14, S)  ‘ MA 사용자 변수에 14 이동평균값 할당 --- B 

If CrossUp(Close, MA(0)) Then  ‘ 종가가 MA 변수값(14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 하면 

--- C 

 

A 와 같이 선언을 하면 CTL 은 MA 라는 단어를 배열 형태의 변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MA 변수값은 모두 0 으로 초기화 됩니다. 

 

배열 형태의 변수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챠트에 로딩(loading)되는 봉의 수만큼 선언되

는 변수형태를 말합니다. 즉, 과거치를 참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과거치는 괄호(  )를 사용하여 참조합니다. 

MA(0) : 현재 봉의 MA 변수 값 

MA(1) : 전 봉의 MA 변수 값 

MA(2) : 두번째 과거 봉의 MA 변수 값 

MA(3) : 세번째 과거 봉의 MA 변수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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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문장에서 B 의 문장과 같이 계산값을 이 변수에 할당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14 일 

이동평균 값을 할당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할당문에서 사용자 배열 변수를 사용할 때에 변수명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되고 현재 봉의 변수라는 의미인 (0)을 넣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를 들면, MA 와 MA(0)은 다른 변수라는 것입니다. 즉, MA = Mov(Close, 14, S) 와 

MA(0) = Mov(Close, 14, S)는 다른 의미입니다. 

 

배열형태로 변수를 선언했다면 MA(0), MA(1), MA(2), ..., MA(n)과 같은 변수가 메모리에 

할당됩니다. 즉, MA 라는 변수는 다른 변수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당문이 아닌 배열 형태로 선언된 변수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C 의 문장에서

와 같이 MA 는 위에서 선언한 배열 형태의 사용자 변수인 MA 로 인식합니다. 

 

입력 변수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변수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① 배열 형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이 챠트에 불리워지는 봉의 수만큼 선언되는 변수형태

를 말합니다. 

 

앞의 예에서 나오는 MA 와 같은 변수가 배열 형태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배열 형태이기 때

문에 MA(1), MA(2)... 와 같이 괄호()를 이용한 과거치 참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열 형태의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Set MA = Var(“ MA” , 

0) 과 같은 선언문이 필요합니다. 

 

② 상수 형태(단일변수) 

모든 봉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특정값 형태를 말하며 단일변수라고도 말합니다. 

 

배열 유형과 같이 봉의 수만큼 할당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MA(1), MA(2)... 와 같이 괄

호에 의한 과거치 참조는 불가능합니다. 즉 단일변수로 하나의 방만 할당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단일 변수로 사용자 변수를 사용한다면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것과 같은 선언문 없

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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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단일 변수에 기간값을 상수로 할당, 그 변수를 ADX 함수 인자로 사용하여 지표를

구현 

Len = 14 

Call PlotI1(“ ADX” , ADX(Len)) 

 

위의 예는 Len 이라는 단일변수에 지표 기간값을 할당하여 그 변수를 함수의 인자로 사용

한 예입니다. 여기서 Len 은 앞의 예에서의 MA 와 같이 배열 형태의 변수가 아니라 14 일 

라는 상수값만 할당되는 단일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Len 과 같은 단일 변수 사용 시에는 Set Len = Var(“ Len” , 0) 과 같

은 선언문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3) 예약 변수 

CTL 에는 CT 자체에서 미리 선언되어 있는 배열 형태의 변수가 있습니다. 

 

미리 선언해 놓은 변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언문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약 변수에는 데이터 배열 형태의 Var 계열 변수와 논리 배열 형태의 Cond 계열 변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약되어 선언되어 있는 변수 

변수명 데이터 유형 초기값 

Cond1 ~ Cond50 논리값(TRUE, FALSE) 배열 FALSE 

Var1 ~ Var50 데이터 배열 0 

 

위의 예약 변수들을 이용하여 기존의 전략을 수정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 Var1 에 14 이동평균값 할당 

Var1 = Mov(Close, 14, S) 

‘ Cond1 에 종가가 Var1 변수값(14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한다는 논리 결과값을 할당 

Cond1 = CrossUp(Close, Var1) 

‘ Cond2 에 종가가 Var1 변수값(14 이동평균)을 하향 돌파한다는 논리 결과값을 할당 

Cond2 = CrossDn(Close, Var1) 

 

If Cond1 Then  ‘ Cond1 논리값(종가가 14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이 참이라면 

    Call Buy(“ 매수” , AtMarket)  ‘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매수 진입 

End if 

 

If Cond2 Then  ‘ Cond2 논리값(종가가 14 이동평균을 하향 돌파)이 참이라면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Market)  ‘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매수 청산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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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CT 에서는 거래소로부터 실시간 주가 데이터를 전송 받아 막대를 챠트에 그리게 되는데 이

를 봉(Bar)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진 하나의 봉에는 일정 시간 간격 동안의 시가, 

저가, 고가, 종가, 거래량 등의 시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챠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주기를 선택하면 해당 주기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봉을 그립

니다. 모든 전략이나 지표 등의 구현은 각 봉이 갖고 있는 이러한 주가 데이터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참조하고자 하는 봉의 위치 또는 날짜, 시간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정

확한 수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주가 데이터와 그와 연관된 날짜, 시간 데이터에 관련된 예약어(함수)입니다. 

 

예약어(함수명) 설명 

Open 봉의 시가 

High 봉의 고가 

Low 봉의 저가 

Close 봉의 종가 

Volume 봉의 거래량 

OpenD 일간 봉의 시가 (분, 틱봉에서만 사용 가능) 

HighD 일간 봉의 고가 (분, 틱봉에서만 사용 가능) 

LowD 일간 봉의 저가 (분, 틱봉에서만 사용 가능) 

CloseD 일간 봉의 종가 (분, 틱봉에서만 사용 가능) 

OpenW 주간 봉의 시가 (분, 틱, 일봉에서만 사용 가능) 

HighW 주간 봉의 고가 (분, 틱, 일봉에서만 사용 가능) 

LowW 주간 봉의 저가 (분, 틱, 일봉에서만 사용 가능) 

CloseW 주간 봉의 종가 (분, 틱, 일봉에서만 사용 가능) 

OpenM 월간 봉의 시가 (분, 틱, 일, 주봉에서만 사용 가능) 

HighM 월간 봉의 고가 (분, 틱, 일, 주봉에서만 사용 가능) 

LowM 월간 봉의 저가 (분, 틱, 일, 주봉에서만 사용 가능) 

CloseM 월간 봉의 종가 (분, 틱, 일, 주봉에서만 사용 가능) 

OpenY 연간 봉의 시가 (분, 틱, 일, 주, 월봉에서만 사용 가능) 

HighY 연간 봉의 고가 (분, 틱, 일, 주, 월봉에서만 사용 가능) 

LowY 연간 봉의 저가 (분, 틱, 일, 주, 월봉에서만 사용 가능) 

CloseY 연간 봉의 종가 (분, 틱, 일, 주, 월봉에서만 사용 가능) 

Median 봉의 중간값 = (고가 + 저가) / 2 

Typical 봉의 대표값 = (고가 + 저가 + 종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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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주가 데이터의 참조 기준은 봉 기준입니다. 적용되어 있는 봉의 주기에 따라 참조데이터의 

주기도 동일하게 됩니다. 단, 일, 주, 월, 년봉 데이터 계열(OpenD, OpenW, OpenM, OpenY 

등)은 현재의 봉 주기와는 관계없이 고정된 봉 주기 기준값을 가져 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예약어는 앞의 사용자 변수에서도 설명했듯이 각 봉마다 값을 갖고 있는 

배열 형태입니다. 

 

이러한 각 봉마다 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과거 값에 대한 참조를 하는 표현 방법은 

( ) 괄호 안에 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괄호 안의 수는 기준 봉에서부터 몇 번째 

과거 봉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 봉 종가 : Close(0) 

전 봉 종가 : Close(1) 

두번째 과거 봉 종가 : Close(2) 

세번째 과거 봉 종가 : Close(3) 

 

예 1) 

Var1 = Mov(Close, 14, S)  ‘ Var1 변수에 14 이동평균 값을 할당 

If Close > Var1(5) Then  ‘ 종가가 5 번째 과거의 14 이동평균 보다 크면 

 

If Close > Close(3) Then  ‘ 종가가 3 번째 과거 종가보가 크면 

 

‘ 거래량이 과거 2 번째 봉부터 현재까지 연속 상승했다면 

If Volume(0) > Volume(1) And Volume(1) > Volume(2) Then 

 

예 2) 현재봉에 전봉 종가를 표시하는 신호 예제 

Call PlotS1(“ 전봉종가” , Clo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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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참고 ]-------------------------------------------------- 

 

함수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참조하는 데 있어서는 함수 인자에서 과거 인덱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함수가 이러한 인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

함수나 지표함수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평균 함수인 Mov(Close, 14, S)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봉 14 이동평균값 : Mov(Close, 14, S) 

전 봉 14 이동평균값 : Mov(Close, 14, S, 1) 

두번째 과거 봉 14 이동평균값 : Mov(Close, 14, S, 2) 

세번째 과거 봉 14 이동평균값 : Mov(Close, 14, S, 3) 

... 

 

즉, 값에 대한 과거치 참조 방법은 위와 같이 인자 형태로 하는 방법과 데이터 배열 변수에 

할당하여 변수에 대한 과거치 참조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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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함수 

지금까지 CTL 로 문장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과 작성 예를 알아보았습니

다. 그 밖의 CTL 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각 함수의 구문대로 

작성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제공 함수들의 구문 작성법 규칙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규칙과 동일합니다. 함수의 

특성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표함수 

어떤 기술적 지표도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구현할 수 있지만 CTL 에서는 일반적으로 알

려져 있는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는 함수로 제공함으로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MACD 지표함수를 챠트에 출력하는 예제 

Call PlotI1("MACD", MACD(Close, 12, 26))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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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함수 

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함수입니다. 

 

로직을 작성하다 보면 각각의 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조건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

습니다. CTL 에서는 이러한 비교, 분석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석 함

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표적인 분석함수로 HHV 함수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 중의 지정한 값 중 최고값을 찾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석함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기간별로 봉에 대한 값을 일일이 비교하는 수식을 작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HHV 가 제공됨으로서 한 줄에서 목적으로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

다. 

 

예) 현재봉을 포함하여 5개 봉 중 최고가를 찾아 현재봉에 표시하는 신호 예제 

Call PlotS1("5봉 최고가", HHV(1, High, 5))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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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함수 

챠트에 시각적으로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사용자 지표, 신호, 강조, 추세 영역에서 각 특성에 따라 챠트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이며 영역별 고유함수가 되겠습니다. PlotI, PlotS, PlotH, PlotT 와 같은 함수들입니다. 

 

(4) 전략함수 

전략 작성에서의 주문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 함수입니다. 

 

매수나 매도와 같은 주문(Buy, Sell, ExitLong, ExitShort), 진입가(EntryPrice)등을 나타내 

주는 함수들입니다. 

 

 

7. 기본 구조 

 

지금까지 설명해 온 문법들을 조합하여 CTL 로 작성해 보면 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선언부 : 수식에 사용되는 변수를 사용자가 선언하는 부분 

 할당부 : 선언된 변수에 특정값이나 계산값을 넣는 부분 

 제어부 : 조건의 진위여부, 반복구문실행의 흐름 등을 제어하는 부분 

 실행부 : 수식이 최종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구문이면이 있는 부분 

 

아무리 복잡한 내용의 문서라도 4 개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로직의 흐름을 보

면 변수 선언(선언부)  변수에 값 할당(할당부)  수행 부분 제어(제어부)  제어에 의한 

실행(실행부), 이러한 순서로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예제로 다루었던 기본 전략을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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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종가가 14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진입 

종가가 14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청산 

 

Set MA = var("MA", 0)  'MA 라는 사용자 배열 변수 선언부 

MA(0) = Mov(close, 14, s) 'MA 변수의 첫번째 주소에 14 기간 단순이동평균 값을 할

당 하는 할당부 

 

If Crossup(Close, MA) Then '종가의 14 기간 이평선 상향 돌파 여부를 판단하는 조

건 제어부 

 Call buy("매수", Atmarket) '다음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진입하는 실행부 

End If  

If Crossdn(close, MA) Then '종가의 14 기간 이평선 하향 돌파 여부를 판단하는 조

건 제어부 

 Call exitlong("매수청산", Atmarket) '다음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청산하는 실행부

End If 

 

이와 같이 어떤 로직의 문장이라도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는 4 개의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

습니다. 앞으로도 로직을 작성할 때는 이와 같이 4 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염

두에 두고 있다면 훨씬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 2-7] 

 



 

 

 

 

 

 

 

제 3 장 CybosTrader Language 영역 

1. 사용자함수(User Function) 

2. 사용자지표(User Indicator) 

3. 신호(Signal) 

4. 강조(Highlight) 

5. 추세(Trend) 

6. 전략(Strategy) 

7.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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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ybosTrader Language 영역 

 

CTL 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라 6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작성되고 적용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6 개의 영역은 사용자 함수, 사용자 지표, 신호, 강조, 추세, 전략 입니다. 

 

이렇게 영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으로서 챠트에 적용할 때 구현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그 

의도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고, 문서의 분류 및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6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각 영역별로 작성할 때 적용되는 CTL 문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함수는 해당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함수 영역에서의 최종 실행

문은 함수가 아니라 계산값을 할당하는 형태입니다. 

 

각 영역별 최종 고유함수를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함수 : 사용자 함수명에 계산값 할당 

 사용자 지표 : Call PlotI 계열 출력 함수 

 신호 : Call PlotS 계열 출력 함수 

 강조 : Call PlotH 계열 출력 함수 

 추세 : Call PlotT 출력 함수 

 전략 : Call 전략함수(Buy, Sell, ExitLong, ExitShort) 및 검색함수(Find) 

 

예를 들어 신호 영역의 고유 함수인 Call PlotS1 을 사용자 지표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그럼, 각 영역별 특징과 고유함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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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함수(User Function) 

 

반복되어 사용되는 문장이나 수식을 사용자 임의의 함수로 만들어 다른 수식 작성에서도 재

사용할 수 있게 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만들어진 함수는 지표, 신호, 강조, 추세, 전략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함수로 만들어 놓고 호출하여 사용하면 구문의 반복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

하고 차후 문장을 다시 볼 때 이해하기에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지나친 

사용자 함수의 사용은 프로그램에 부하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적절히 사용할 

경우에는 매우 효율적인 문서 작성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함수 영역은 최종적으로 챠트에 적용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영역

이 아닙니다. 다른 영역에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수식이나 문장을 작성하는 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 사용자 함수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고유 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유한 함수는 없지만 다른 영역과의 차이는 최종값을 사용자 함수명에 할당하는 문장을 추

가한다는 것입니다. 

 

예) 현재 봉 종가가 전 봉 종가보다 3% 이상 상승하면 1, 아니면 – 1 을 갖는 사용자 함

수를 CloseCheck 라는 이름으로 작성하는 예 

 

If Close >= Close(1) * 1.03 Then 

        CloseCheck = 1 

Else 

        CloseCheck = -1 

End If 

 

위의 예를 보면 사용자 함수 문장명이 CloseCheck 입니다. 목적으로 하는 값을 계산하여 

최종으로 사용자 함수명인 CloseCheck 로 할당하는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작성한 사용자 함수 CloseCheck 를 사용자 지표영역에서 호출하여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CloseCheck 함수를 사용자 지표영역에서 호출하여 사용하는 예 

 

Call PlotI1(“ User1” , Fml(“ Close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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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와 같이 사용자 함수를 다른 문장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호출하는 방식은 일반 

제공되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과는 달리 다음과 같습니다. 

 

Fml(“ 사용자명” , [입력변수 1], [입력변수 2], … , [입력변수 N]) 

- 사용자명 : 호출할 사용자 함수의 명칭 

- 입력변수 1, 입력변수 2, … , 입렵변수 N : 사용자 함수에 사용될 입력변수들(호출할 사

용자 함수에 입력변수가 없다면 생략) 

※ [  ] : 생략가능 

 

 

2. 사용자 지표(Indicator) 

 

사용자 임의의 지표를 만들어 챠트에 직접 구현하고자 할 때 작성되는 영역입니다. 

 

CTL 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Mov, MACD, SlowK 등과 같은 지표함수 외에 사용자가 직접 

지표를 만들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표 영역에서 고유함수는 PlotI 계열 함수입니다. 

 

PlotI 계열이란 PlotI1, PlotI2, PlotI3, PlotI4, PlotI5 의 5 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용자 

지표 문장에서 최대 5 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문장에서는 6 개 이상의 지표

값을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PlotIN(“ 사용자명” , 구현값) 

- N : 1 에서 5 까지의 숫자(PlotI1, PlotI2, PlotI3, PlotI4, PlotI5) 

- 사용자명 : 챠트에 구현될 지표의 사용자 임의의 명칭 

- 구현값 : 챠트에 사용자 지표로 구현될 데이터 값이나 함수 

 

 

예) 기존의 MACD 지표 함수를 이용하여 MACD 지표를 구현하는 사용자 지표 작성 예 

 

Call PlotI1(“ MACD” , MACD(Close, 12, 26)) 

Call PlotI2(“ Signal” , MACDSignal(Close, 12, 26, 9)) 

Call PlotI3(“ BAS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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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3. 신호(Signal) 

 

주가 챠트상에 특정 가격대를 표시하거나 글자를 삽입하려 할 때 작성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목표 가격대나 손절매 가격을 표시하거나 의미 있는 봉에 대해 언급하고자 할 때 효

과적입니다. 

 

이를 구현하는 신호 영역만의 고유 함수는 PlotS 계열 함수입니다. 

 

PlotS 계열이란 PlotI 와 마찬가지로 PlotS 다음에 1~5 까지 붙여진 것으로 하나의 신호 문

장에서 최대 5 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신호 문장에서는 6 개 이상의 신호값

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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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SN(“ 사용자명” , 구현값, [” 문자” , 모양, 색깔, 크기]) 

- N : 1 에서 5 까지의 숫자(PlotS1, PlotS2, PlotS3, PlotS4, PlotS5) 

- 사용자명 : 챠트에 구현될 신호의 사용자 임의의 명칭 

- 구현값 : 챠트에 신호로 구현될 데이터 값이나 함수 

- 문자 : 신호와 함께 표현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선택사항) 

- 모양 : 챠트에 표시할 심볼(모양) 정의 (선택사항) 

(ArrUp = 위쪽 방향 화살표, ArrDown = 아래쪽 방향 화살표, ArrLeft = 왼쪽 방향 화

살표, ArrRight = 오른 족 방향 화살표, 그 밖의 심볼(BullMark, Daishin, Earn, Lose, 

Num1, Num2,…,Num9)) 

- 색깔 : 챠트에 표시될 심볼(모양)의 색상 정의 (선택사항) 

(Red, Blue, Cyan, Magenta, Black, White) 

- 크기 : 챠트에 표시될 모양(심볼)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선택사항) 

(Large, Middle, Small) 

※ [  ] : 생략가능 

 

예) 상승 갭(저가가 전 봉 고가보다 큼)이 발생한 봉 저가에 상승갭 이라는 글씨와 중간

크기의 위쪽 방향 화살표를 빨간 색으로 표시 

하락 갭(고가가 전 봉 저가보다 작음)이 발생한 봉 고가에 하락갭 이라는 글씨와 중

간 크기의 아래쪽 방향 화살표를 푸른 색으로 표시 

 

If Low > High(1) Then 

    Call PlotS1(“ 상승갭신호” , Low, “ 상승갭” , ArrUp, Red, Middle) 

End If 

 

If High < Low(1) Then 

    Call PlotS2(“ 하락갭신호” , High, “ 하락갭” , ArrDown, Blue, Middle)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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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4. 강조(Highlight) 

 

봉의 색깔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바꾸고자할 때 작성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봉 색깔은 기본 설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성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색

깔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구현하는 강조 영역만의 고유 함수는 PlotH 계열 함수입니다. 

 

PlotH 계열이란 PlotI, PlotS 와 마찬가지로 PlotH 다음에 1~5 까지 붙여진 것으로 하나의 

강조 문장에서 최대 5 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강조 문장에서는 6 개 이상의 

강조 표시(봉의 색깔 변경)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8

PlotHN(“ 사용자명” , [색깔]) 

- N : 1 에서 5 까지의 숫자(PlotH1, PlotH2, PlotH3, PlotH4, PlotH5) 

- 사용자명 : 챠트에 구현될 강조의 사용자 임의의 명칭 

- 색깔 : 챠트에 구현될 강조 표시(봉의 색깔)의 사용자 임의의 명칭 

          (Red, Blue, Cyan, Magenta, Black, White) 

* [  ] : 생략가능 

 

예) 기간 10, 5 의 Stochastic SlowK 값의 범위에 따라 봉의 색깔을 다르게 표시 

(SlowK 가 20 이하이면 Blue, 80 이상이면 Red, 그 외에는 Cyan 으로 봉 색깔 표시)

 

Var1 = Slowk(10, 5) 

 

If Var1 <= 20 then 

Call PlotH1(“ 과매도” , Blue) 

Elseif Var1 >= 80 Then 

Call PlotH2(“ 과매수” , Red) 

Else 

Call PlotH3(“ 중간” , Cyan) 

End If 

 

 

[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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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세(Trend) 

 

조건에 따라 강세 구간(Bull), 약세 구간(Bear), 중립 구간(Neutral) 3 가지로 영역을 나누어 

구분하고자 할 때 작성되는 영역입니다. 

 

강세 구간, 약세 구간, 중립 구간에 대한 판단을 로직으로 작성하여 각 조건에 맞게 구분하

여 표시한다면 보다 일목요연하게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추세 영역만의 고유 함수는 PlotT 함수입니다. 

PlotT 함수는 PlotI, PlotS, PlotH 와 같이 함수 끝에 1~5 까지 붙여져 사용되는 계열 함수

가 아니라, PlotT 단일 함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추세 문장에서 

PlotT 사용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PlotT 함수가 표현하는 종류가 강세, 약세, 중립 이렇게 

3 가지 국면 뿐이기 때문에 세 개 이상 사용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PlotT(“ 사용자명” , 종류) 

- 사용자명 : 챠트에 구현될 추세의 사용자 임의의 명칭 

- 종류 : 추세의 종류(Bull : 상승추세, Bear : 하락추세, Neutral : 중립) 

 

예)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 보다 크면 강세 국면,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 보다 작으면 약세 국면으로 추세 구현 

 

Set MA = Var("MA", 0) 

MA(0) = Mov(Close, 14, s) 

 

If close > MA(0) Then 

Call PlotT("강세", Bull) 

End If 

If close < MA(0) Then 

Call PlotT("약세", Bear)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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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6. 전략(Strategy) 

 

매매 전략 및 종목검색 기능을 적용시키고자 할 때 작성되는 영역입니다. 

 

이를 구현하는 전략 영역만의 고유 함수는 Buy(매수), Sell(매도), ExitLong(매수청산), 

ExitShort(매도청산), Find(종목검색)과 같은 고유한 전략 함수가 있습니다. 

 

Call 주문함수(“ 사용자명” , 주문유형, 주수, 주문가격) 

- 주문함수 : 주문함수 또는 검색함수(Buy, Sell, ExitLOng, ExitShort, Find) 

- 사용자명 : 주문함수에 대한 사용자명 

- 주문유형 : 주문이 실행되는 주문유형(OnClose, AtMarket, AtStop, AtLimit) 

- 주수 : 주문이 실행되는 주수 (기본설정 주수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DEF) 

- 주문가격 : 주문이 실행되는 가격(AtLimit 나 AtStop 과 같은 주문유형에서 필요한 주

문 실행 가격, OnClose 나 AtMarket 에서는 불필요하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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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종가가 14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진입, 

종가가 14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청산 

 

Set MA = Var("MA", 0) 

MA(0) = Mov(Close, 14, s) 

 

If CrossUp(close, MA(0)) Then 

Call Buy("매수", Atmarket) 

End If 

 

If Crossdn(close, MA(0)) Then 

Call ExitLong("매수청산", Atmarket) 

End If 

 

 

[그림 3-5] 

 

예 2) 종가가 14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검색 

 

Set MA = Var(“ MA” , 0) 

MA(0) = Mov(Close, 14, S) 

 

If Crossup(Close, MA(0)) Then 

    Call Find()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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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용 

 

지금까지 CTL 이 작성되고 있는 6 개의 영역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각 영역에서 작성된 문서를 챠트에 적용시킬 때는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시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개 복합 적용에 의한 시각적 구현(Visual Investment)을 통하여 전략 개발에 활용

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으로 CTL 의 특성을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만든 전략을 적용시켰다면 그 전략에 연관되는 지표나 포지션 흐름에 

따른 주가 데이터 변화, 손익 관련 가격대 변화 및 그 밖의 기타 정보 등을 시각적으로 구

현해 봄으로서 보다 확실하고 일목요연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식으로 복합 적용하여 활용하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략은 지금까지 예로 들어 왔던 기본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예)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기본설정 주수 매수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청산 

매수 포지션 기간 동안의 진입가를 신호로 표시 

적용된 전략에 대한 수익관련 지표를 적용 

 

[전략영역]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Buy(“ 매수” , AtMarket) 

End if 

If CrossDn(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market) 

End if 

 

[신호영역] 

If I_Position = 1 Then 

    Call PlotS1(“ 진입가” , I_EntryPrice) 

End If 

 

[지표영역] 

Call PlotI1(“ NetProfit” , I_NetProfit) 

Call plotI2(“ OpenEquity” , I_CloseEquity) 

Call PlotI3(“ Zero”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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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적용시킨 화면 

 

[그림 3-6] 

 

매수 포지션 기간 동안의 진입가를 신호로 표시 

 

[그림 3-7] 

 

여기에다가 추가로 적용된 전략에 대한 수익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전략이 적용된 챠트에 손익의 흐름을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손익관리 전략을 추가하거나 개

선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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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전략, 신호, 지표 영역에서 작성된 각각의 수식을 하나의 챠트에 적용시킨 화면은 위와 같

습니다. 적용된 전략식은 14 일 이동평균선에 의해 매수와 매도 신호를 발생시키며 신호식

은 매수 포지션 기간 동안 진입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현재 가격이 진입가 

대비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익관련 지표들을 동시에 적용하므로써 매매시 손익관리 전략을 추가하거나 개

선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 영역에서 서로 연관된 사항들을 복수로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쉽고 일목요연하게 

Visual Investment 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CT 의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Cybos Trader Language 활용 

1. 고급 전략함수 

2. 전략 적용하기 

3. 종목검색 

4. 복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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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ybos Trader Language 활용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CTL 작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수식을 챠트에 적용시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CT 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을 위주로 설명 하겠습니다. 

 

CT 는 전략 적용에 있어서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능과 설정을 제공합니다. 어

떤 설정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전략이라 할지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적용된 전략을 수정하고 관리하는 활용법 역시 보다 나은 전략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CT 는 적용된 전략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하여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보고서 분석에 대한 사항은 제 5 장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도

록 하고, 4 장에서는 사용자가 만족할만한 보고서가 나오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전략을 적

용하는 방법과 활용법을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하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전략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

는 전략 함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급 전략함수 

 

CTL 에서는 매매 전략을 작성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전략함수를 제공합니다. 특정 주문에 

대한 조건이 만족했을 경우 단순하게 표시만 해주는 개념을 넘어 주문이 들어가는 시점 및 

가격대, 몇 주(계약)를 매매할 것인지… 등과 같은 매우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주문 관련 

함수, 시스템 전체의 투자실적에 대한 손익 정보에 대한 손익 관련 함수, 매매 시점에 대한 

시간 정보 함수, 포지션 상태를 나타내는 포지션 관련 함수 등이 그것입니다. 

 

적용하는 기간이 과거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다양한 전략 함수에 의한 제어로 실제 

매매와 거의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먼저, 주문함수를 보겠습니다. 

주문함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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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Call 주문함수(“ 주문명칭” , 주문유형, 주수, 주문가격대) 

(신규 포지션을 보유하는 주문함수는 Buy, Sell 이 있습니다.) 

 

 기존포지션을 청산하는 경우 

Call 주문함수(“ 주문명칭” , 주문유형, 주문가격대)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는 주문함수는 ExitLong, ExitShort 이 있습니다.) 

 

두 경우의 주문함수 구문을 비교해 보면 신규포지션 보유인 경우에는 주수 설정이 있고, 기

존포지션 청산인 경우에는 주수 설정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지션 청산인 경우 기

존 포지션을 모두 청산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주수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위의 구문 구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봉 가격이 현재 봉 고가 이상인 시점에 100 주 시장가 매수 진입 

Call Buy(“ 매수” , AtStop, 100, High) 

 

다음 봉 가격이 현재 봉 종가 이상인 시점에 기존 매수 포지션 모두 시장가 청산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Limit, Close) 

 

위 예의 구문을 다시 주문함수 구문 구조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호출 예약어 : Call 

 주문함수 : Buy, ExitLong 

 주문명칭 : “ 매수” , “ 매수청산”  

 주문유형 : AtStop, AtLimit 

 주수(계약수) : 100 

 주문가격대 : High, Close 

 

각 부분의 설명과 해당 부분에서 제공되는 예약어(함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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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수호출 예약어 

주문 함수와 Plot 계열함수를 호출하려면 Call 예약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 

‘ Mov 는 이동평균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Call 호출 예약어 생략 

Mov(Close, 5, S) 

 

‘ 사용자 함수 역시 값을 갖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Call 호출 예약어 생략 

Fml(“ StopLoss_Percent” , 5) 

 

‘ Buy 는 주문함수이므로 Call 호출 예약어 사용 

Call Buy(“ 매수” ) 

 

‘ PlotI 는 Plot 계열 함수이므로 Call 호출 예약어 사용 

Call PlotI1(“ MACD” , Macd(Close, 12, 26)) 

 

(2) 주문함수 

주문함수는 주문 종류에 관한 함수입니다. 

 

처음에 예로 들었던 대로 신규로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와 보유하고 있는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주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4 가지를 제공합니다. 

주문함수 설   명 

Buy 기존의 모든 매도포지션을 청산하고 신규매수 진입(매수포지션 보유) 

Sell 기존의 모든 매수포지션을 청산하고 신규매도 진입(매도포지션 보유) 

ExitLong 기존의 모든 매수포지션을 청산 

ExitShort 기존의 모든 매도포지션을 청산 

 

주의할 점은 CTL 에서의 Sell 은 선물에서의 신규 매도 진입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청산은 

ExitShort 이 됩니다. 현물에서 사고 판다라는 개념은 Buy, Sell 이 아니라 Buy, ExitLong 이 

됩니다. 

 

신규 포지션을 갖게 되는 Buy 와 Sell 함수는 기존의 반대 포지션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 포

지션을 취한다는 것이고, 기존에 포지션이 없었다면 신규로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 포지션이 있었다면 이때는 주문함수가 무시됩니다. 즉, 신규 매수 포지션을 취하

는 Buy 가 실행될 때 기존에 매수 포지션이 있었다면 추가 매수는 아직 제공되지 않으므로 

Buy 함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Sell 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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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존 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하고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100 주 매수 진입 

Call Buy(“ 매수” , AtMarket, 100)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모두 청산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Market) 

 

기존 매수 포지션을 모두 청산하고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100 계약 신규 매도 진입 

Call Sell(“ 매도” , AtMarket, 100)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모두 청산 

Call ExitShort(“ 매도청산” , AtMarket) 

 

(3) 주문명칭 

전략식을 작성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 성격의 주문함수(Buy 와 ExitLong 또는 Buy 와 Sell 

등)를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주문함수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

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전략식에서는 여러 가지 주문함수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CTL 은 주문

함수에 있는 주문명칭으로 각각의 주문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함수 작성시 하나의 전략식에서 각 주문간의 주문 명칭은 중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주문명칭은 CTL 자체가 각각의 주문을 구별하는데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챠트에 표시되는 매매신호나 매매내역에 나타나는 각각의 매매의 정보 분석에 있어 어떤 조

건에 있는 주문함수가 실행되었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칭을 설정할 때에는 쌍따옴표로 구분하며 영자, 숫자는 물론 한글 사용도 가능합니다. 글

자수 제한은 255 자입니다. [그림 4-1, 그림 4-2]는 고유한 주문명칭으로 이루어진 전략을 

적용한 후 챠트와 매매내역 보고서에 나타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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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진입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청산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크고, 저가도 전일 저가보다 크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Set MA = Var(“ MA” , 0) 

MA(0) = Mov(close, 14, S) 

 

If CrossUp(close, MA(0)) Then 

    Call Buy(“ 매수 1” , AtMarket) 

End if 

If Close(0) > Close(1) And Low(0) > Low(1) Then 

    Call Buy(“ 매수 2” , AtMarket) 

End If 

If CrossDn(Close, MA(0)) Then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Market) 

End if 

 

 

[그림 4-1] 

 



 7

 

[그림 4-2] 

 

(4) 주문유형 

주문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를 결정하는 주문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4 가

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주문유형 설명 

OnClose 현재 봉 종가에 주문 실행 

AtMarket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주문 실행 

AtStop 다음 봉 가격 범위가 지정한 가격 이상(이하)일 때 주문 실행 

AtLimit 다음 봉 가격 범위가 지정한 가격 이하(이상)일 때 주문 실행 

 

주문 실행 시점에 대해서 공통되게 적용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CT 에서 각 영역 수식

의 조건 판단은 완성된 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If Close > Close(1) Then   ‘ 현재 봉 종가가 전 봉 종가보다 크다면 

 

위의 예에서 종가라는 것은 현재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봉이 완성된 후의 종가를 뜻합니

다  

 

현재 챠트가 5 분 주기이고 장 중에 실시간 데이터를 받으면서 보고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

면 현재 봉은 5 분이라는 주기의 봉이 완성되기 전에는 계속 현재가에 따라 봉의 종가가 변



 8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챠트에 위의 예로 든 조건이 적용되었을 경우 예시한 종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아직 

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가에 의해 변동되는 종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 분이라

는 주기가 채워져 하나의 봉이 완성된 그 시점에서의 종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봉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면 현재 봉의 종가가 위의 조건을 만족한 상

태라 할지라도 매매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봉이 완성된 후의 종가가 조건을 만

족한 경우에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전제를 유념하면서 위에서 보여준 주문유형을 이해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히 주문 유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 조건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각의 주문 

유형에 따라 어떻게 적용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예)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100 주 매수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수 청산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100 주 매수> -------------------------- A 

End if 

 

If CrossDn(Close, Mov(Close, 14, S)) then 

    <매수 청산> ---------------------------- B 

End if 

 

[그림 4-3]은 OnClose 주문유형이 적용된 그림으로서 OnClose 주문 유형은 현재 봉이 완

성된 후 종가에 주문이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이 주문유형은 과거 데이터에 전략을 적용할 

경우에 적절한 주문 유형입니다. 실시간에서 OnClose 주문유형을 적용한다면 신호는 종가

에 표시되지만 실제 주문이 실행되는 시점은 AtMarket 주문유형과 동일하게 다음 봉 시가

가 될 것이고 그 만큼의 Slippage(호가공백이 생기거나 주문 실행 시점이 늦어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된 경우 발생하는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봉이 완성된 시점에서 주문이 나간다면 이미 봉은 완성된 다음이기 때문에 실시간

에서의 주문은 다음 봉 시가 시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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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본 전략식에 OnClose 주문유형 적용 시 

A : Call Buy(“ 매수” , OnClose, 100) ‘ OnClose 방식으로 100 주 매수 진입 

B : Call ExitLong(“ 매수청산” , OnClose) ‘ OnClose 방식으로 매수 청산 

 

 

[그림 4-3] 

 

AtMarket 주문 유형은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주문이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가장 현실적

인 주문 유형이며 과거 데이터 적용에서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적용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주문 유형일 것입니다. [그림 4-4] 과 같이 현재 봉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

음 봉 시가 첫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점에 시장가로 주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예) 기본 전략식에 AtMarket 주문유형 적용 시 

A : Call Buy(“ 매수” , AtMarket, 100) ‘  AtMarket 방식으로 100 주 매수 진입 

B :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Market) ‘  AtMarket 방식으로 매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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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tStop 과 AtLimit 주문 유형은 조건이 만족했을 경우 다음 봉이 특정 가격대 이상이나 이

하일 때 시장가로 주문이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두개의 유형은 서로 상반되는 지정가 주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주문함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림 4-5]는 AtStop, [그림 4-6]은 AtLimit 주문방식이 적용된 그림입니다. 

 

주문유형 주문함수 종류 주문 실행 시점 

Buy, ExitShort 다음 봉이 특정 가격 이상일 때 시장가 주문 
AtStop 

Sell, ExitLong 다음 봉이 특정 가격 이하일 때 시장가 주문 

Buy, ExitShort 다음 봉이 특정 가격 이하일 때 시장가 주문 
AtLimit 

Sell, ExitLong 다음 봉이 특정 가격 이상일 때 시장가 주문 

 

예) 기본 전략식에 AtStop 주문유형 적용 시 

A : Call Buy(“ 매수” , AtStop, 100, High) ‘ AtStop 방식으로 현재 봉 고가에 100

주 매수 진입 

B :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Stop, Low) ‘ AtStop 방식으로 현재 봉 저가에

매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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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예) 기본 전략식에 AtLimit 주문유형 적용 시 

A : Call Buy(“ 매수” , AtLimit, 100, Close) ‘ AtLimit 방식으로 현재 봉 종가에 100

주 매수 진입 

B :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Limit, Close) ‘ AtLimit 방식으로 현재 봉 종가에

매수 청산 

 

 

[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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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수(계약수) 

신규 매수 진입(Buy)이거나 신규 매도 진입(Sell)인 경우에 몇 주(계약)로 거래할지 설정하

는 부분입니다. 

 

CTL 에서는 매매 시 몇 주를 거래할지 사용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 

100 과 같이 숫자를 직접 넣어도 되고, 특정 변수나 함수를 사용하여 주수를 변경하도록 사

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 적용 시 설정하도록 하는 ‘ 기본설정’ 의 매매 주수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DEF(Default 의 약자)라는 예약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주수 설정 인자 부분에 DEF 라는 예

약어를 입력하면 ‘ 기본 설정’ 에서 설정된 주수대로 매매하게 됩니다. 

 

만약 주수를 기본설정 주수(DEF)가 아니라 특정 값 이나 변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설

정했다면 기본설정 주수보다는 사용자가 설정한 주수가 우선시 됩니다. 

 

청산(ExitLong, ExitShort)일 경우는 기존에 취하고 있던 포지션 전부를 청산하기 때문에 

주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값을 할당한 MA 변수를 상향 돌파 하면 

1,000 만원을 기준으로 종가로 나누어 10 주 단위로 주수를 계산하여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매수 진입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값을 할당한 MA 변수를 하향 돌파 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매수 청산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Contracts = int((10000000 / Close) / 10) * 10 

Call Buy("매수", AtMarket, Contracts) 

End If 

 

If CrossDn(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ExitLong("매수청산", AtMarket)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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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적용한 챠트 화면> [그림 4-7] 

 

위의 예에서 Call Buy 함수에서 Contracts 를 100 으로 수정하면 다음과 같이 매수 시 마다 

100 주가 매매됩니다. 

 

예) Call Buy(“ 매수” , AtMarket, 100) 

 

 

[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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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문가격대 

어느 가격에서 주문이 실행되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OnClose, AtMarket 주문유형은 이미 가격대가 정해져 (OnClose 는 과거 데이터인 경우 현

재 봉 종가, 실시간 데이터인 경우 다음 봉 시가, AtMarket 은 다음 봉 시가)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문 가격대에 대한 설정이 필요 없으나, AtStop AtLimit 주문유형은 특정 가격대 

이상이나 이하에서 주문이 실행되는 형태이므로 반드시 주문이 실행되는 가격대를 설정해야

만 합니다. 

 

예)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값을 할당한 MA 변수를 상향 돌파 하면 

다음 봉 가격이 현재 봉 고가이상이 되는 시점에 100 주를 시장가로 매수 진입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값을 할당한 MA 변수를 하향 돌파 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로 매수 청산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Buy("매수", AtStop, 100, High) 

End If 

 

If CrossDn(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ExitLong("매수청산", AtMarket) 

End If 

 

 

[그림 4-9] 

 

이렇게 주문 실행 가격대를 설정해야 하는 AtStop, AtLimit 주문유형은 조건이 만족했다 하

더라도 다음 봉의 가격 범위에 따라 주문이 실행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봉 가격 범위 형성에 따라 주문이 실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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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경우처럼 다음 봉 가격이 완성될 때까지 현재 봉 고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주문은 실

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음 봉이 지정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여 주문이 무시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 주문은 무효가 됩니다. 즉, 조건이 만족한 봉의 그 다음 봉에만 해당이 된다

는 뜻입니다. 이후 봉의 가격이 어떤 범위에 있건 이 주문은 다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매수 진입 조건이 만족한다면 그 시점부터 다음 봉에 대해서 위의 경우의 

수와 같이 주문은 다시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1. 다음봉 시가가 현재봉 고가이상에서 형성될 때 

: 다음봉 시가에 매수진입 

2. 다음봉 시가가 현재봉 고가 미만에서 형성될 때 

    : 매수주문 실행되지 않음 

현재봉

다음봉 

현재봉

다음봉 

3. 다음봉 시가가 현재봉 고가 미만에서 시작하여

장중에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봉 고가를 돌파하는

경우 

    : 현재봉 돌파시점에서 매수주문 실행 

현재봉

다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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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전략함수의 활용 

전략함수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주문함수 외에도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

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가 있습니다. 각 함수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장을 참조하시

면 됩니다. 

 

예약어(함수명) 설    명 

Buy 신규 매수 진입 

Sell 신규 매도 진입 

ExitLong 매수(Long) 포지션 청산 

ExitShort 매도(Short) 포지션 청산 

Position 현재 포지션 보유 여부(1:매수, -1:매도, 0:포지션 없음) 

I_Position 기준 Bar 의 포지션 상태(1:매수, -1:매도, 0:포지션 없음) 

EntryPrice 현재 포지션을 취하게 된 진입 가격 

I_EntryPrice 기준 Bar 에서 포지션을 취하게 된 최초 진입 가격(원) 

CurrentContracts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 계약수 

I_Contract 기준 Bar 의 포지션을 취하게 된 주수(계약수) 

NetProfit 청산된 총 손익 

I_NetProfit 기준 Bar 의 청산된 누적 손익금(원) 

ExitPrice 최근 완전 청산된 가격 

BarNumSinceEntry 포지션 진입 후 경과된 Bar 수 

BarNumSinceExit 포지션 청산 후 경과된 Bar 수 

EntryDate 현재 포지션을 취하게 된 진입일 

ExitDate 최근 완전 청산된 날짜 

EntryTime 현재 포지션을 취하게 된 진입 시간 

ExitTime 최근 완전 청산된 시간 

GrossWinMon 청산된 이익의 총합 

GrossLossMon 청산된 손실의 총합 

GrossWinTradeNum 청산된 총 이익 거래수 

GrossLossTradeNum 청산된 총 손실 거래수 

GrossTradeNum 청산된 총 거래수 

PctWin 청산된 승률 

TickPoint 최소 틱 단위 

TickValue 최소 틱 단위값 

CurrentEntryNum 현재까지의 시장 진입 횟수(오픈 포지션까지 포함) 

MaxWinMon 청산된 손익 중 최대 이익액 

MaxLossMon 청산된 손익 중 최대 손실액 

GrossWinBarNum 청산된 거래에서 이익 거래의 총 Bar 수 

GrossLossBarNum 청산된 거래에서 손실 거래의 총 Bar 수 

GrossBarNum 청산된 거래의 총 Bar 수 

AvgWinBarNum 청산된 거래가 보유한 이익 거래 Bar 의 평균 

AvgLossBarNum 청산된 거래가 보유한 손실 거래 Bar 의 평균 

MaxConsecWinTradeNum 청산된 최대 연속 이익 거래수 

MaxConsecLossTradeNum 청산된 최대 연속 손실 거래수 

NeedfulBars 최소한의 보유해야할 Bar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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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예로든 14 일 이동평균 교차 시점 매매 전략에서 매수 청산 부분에 대해서만 위의 

전략함수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 현재 매수 포지션 보유 상태라면 진입가에서 3,000 원 상승한 가격에 청산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Buy("매수", AtStop, 100, High) 

End If 

 

If Position = 1 Then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Limit, EntryPrice + 3000) 

End if 

 

 

[그림 4-10] 

 

예 2) 포지션 진입 시점에서 20 개 봉이 경과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청산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Buy("매수", AtStop, 100, High) 

End If 

 

If Position = 1 And BarNumSinceEntry >= 20 Then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Market)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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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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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적용하기 

 

1 장의 기본 사용법에서 언급을 했듯이 CTL 로 작성한 문서를 챠트에 적용할 때 대상 챠트 

윈도우에서 단축키 ‘ Ctrl+Q’ 를 누르거나, 챠트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 을 선택하면 각 영역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2] 

적용하고자 하는 영역의 문서를 두 번 클릭하거나 ‘ 챠트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챠트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챠트에 적용이 되기 전 기본 설정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적용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와 같은 관리를 하려면 단축키

‘ Ctrl+K’ 를 누르거나, 챠트 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 시스템 트레이딩 

 관리’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적용된 문서 목록이 나타나고 그 중 선택하여 ‘ 삭

제’  혹은 ’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적용 시 나타나는 기본설정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 화면에서 수정하

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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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적용’ 이나 ‘ 수정’  수행 시 실행되는 이 기본 설정 화면은 전략 외에 사용자 지표나, 

신호, 강조, 추세에서도 사용되며 내용이 간단하고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입력 변수

가 있다면 입력 변수에 대한 설정과 구현될 지표나 심볼, 영역의 색상이나 유형과 같은 것

을 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전략의 경우는 다른 영역보다 그 기본 설정 사항이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전략을 설

정할 때 나타나는 기본설정 화면별로 각각의 기능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 전략을 설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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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기본 설정 화면은 위의 예의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력변수 

전략 외에 지표, 신호, 강조, 추세 등 다른 영역에서의 기본 설정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항목입니다. 

 

문서에 입력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면 이 화면에서 확인해 보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2 장의 

변수에서 설명했지만 입력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동일한 로직에서 특정값만 자주 변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용합니다. 

 

여기서는 Len 이라는 이름의 입력변수에 기본값을 14 로 주었습니다. 변경하려면 해당 부분

을 두 번 클릭하면 편집 화면이 나타나고, 그 화면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예) 이동평균선 기간을 나타내는 Len 이라는 입력변수(기본값 14)를 선언하고, 종가가

Len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기본 설정된 주수로 매수 진입, 하

향 돌파하면 매수 청산하는 전략 

 

입력변수 : Len(14) 

 

If CrossUp(Close, Mov(Close, Len, S)) Then 

Call Buy("매수", AtMarket) 

End If 

 

If CrossDn(Close, Mov(Close, Len, S)) Then 

    Call ExitLong("매수청산", AtMarket)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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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이 입력 변수를 10 으로 주면 전략은 14 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10 일 이동평균선을 기준

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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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전략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주문(Buy, Sell, ExitLong, ExitShort)에 대한 신호 형태 설정, 

진입 가격 / 주문 명칭 / 주수 등의  표시 여부 등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그림 4-15]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구분 

전략은 Buy, Sell, ExitLong, ExitShort 총 4 가지로 구성되며 선택된 전략함수가 실제 챠트

에 적용되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들 들어, Buy 를 선택했다면 Buy 신

호에 대한 설정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한 Buy 는 적용할 전략 문서에 있는 

각각의 Buy 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Buy 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각

각의 Buy 함수에 대한 설정이 아니라 적용되는 전략에 있는 모든 Buy 함수에 대해 공통으

로 적용되는 설정 사항이 됩니다. 

 

 신호설정 

전략구분에서 선택한 주문함수에 대한 매매 신호 화살표 형태와 색깔 설정 부분입니다. 글

꼴은 주문명칭과 주수 표시를 위한 글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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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설정 

‘ 봉에 진입/퇴출 신호 표시’ 는 주문이 봉의 어느 가격대에서 실행되었는지 위치를 나타내

주는 표시를 나타낼 것인지 나타내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체크 창입니다. 

 

 

[그림 4-16]<봉에’ 진입/퇴출 신호 표시’ 를 체크 한 경우> 

 

 

[그림 4-17]<’ 봉에 진입/퇴출 신호 표시’ 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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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에 전략명 표시’ 는 주문 명칭 이나 주수의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체크 창입니다. 

 

[그림 4-18]<’ 신호에 전략명 표시’ 를 체크 한 경우>  

 

 

[그림 4-19]<’ 신호에 전략명 표시’ 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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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적용될 전략에 대한 비용 설정 부분입니다. 

 

비용이라면 수수료와 Slippage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략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함에 있어서 비용 부분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적용 사항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략 

적용이 단순한 매매 시점의 포착을 떠나서 실전 매매와 가장 유사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

해서는 비용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림 4-20] 

 

 수수료(%) 

전략 적용 시 현재 대신증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방식으로 매매에 적용되도록 설정되

어 있습니다. 

 

기본을 선택하면 적용하고자 하는 종목이 어느 시장에 있는 종목인지를 체크해서 대신증권 

HTS 인 Cybos2004 의 수수료 기준으로 자동 할당해 줍니다.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면 Cybos2004 수수료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

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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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슬리피지(Slippage)란 호가 공백이 생기거나 주문 실행 시점이 늦어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

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된 경우 발생되는 가격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 원에 매수하고자 했는데 위와 같은 경우로 1,100 원에 매수가 되었다면 

100 원만큼의 슬리피지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적용했을 경우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일률적인 수치를 슬리피지로 설정하여 매매 

시마다 적용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전략식과의 주문이 체결되는 가격 

괴리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이 설정 부분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슬리피지를 적용하는 방식은 %와 최소변동(틱)단위로 구분됩니다. 

 

% 를 선택하면 주문 가격에서 %방식으로 슬리피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 로 설정

했을 경우, 전략식에서의 매수 가격이 1,000 원이라면 1,030 원에 매수가 되는 것으로 적용

합니다. 

 

최소변동(틱)단위로 선택하면 주문 가격에서 기본설정에 설정되어 있는 틱 만큼 슬리피지를 

가감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 대상이 선물이고 2 틱으로 설정했을 경우, 전략식에

서의 매수 가격이 83.65 이라면 83.75 에 매수가 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선물의 Tick 단

위는 0.05 이므로 2Tick 이라면 0.1 이 되는 것입니다. 

 

이 Tick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기본설정 화면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자본금은 전략을 적용할 때 처음에 얼마의 자금으로 매매하는가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

다. 기본설정에 있는 누적금액 방식을 선택하면 여기에 설정된 값을 초기자본금으로 가정하

여 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에 체크하면 현재 설정된 내용이 기본값으로 저장되어 일관성 있게 비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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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출(Stop) 

전략 적용 시 목표이익이나 손절매 가격 등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전략 적용 시 손익 관리 전략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CTL 로 직접 작성하여 손익 관련 전략을 구현할 수도 있지만 전략을 작성하지 않아도 이 

적용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익관리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서는 손절매, 목표수익, 최대보유 Bar 수 등 세가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손익 전략을 만들고 싶다면 CTL 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CTL 로 손익 전략을 작

성하고, 여기서도 설정을 하여 적용하면 동일한 조건의 손익 전략에 있어서는 이곳에서 설

정한 내용이 우선시 됩니다. 

 

 

[그림 4-21] 

 

 손절매(Stop Loss) 

손절매란 포지션을 보유한 상황에서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불리하게 움직일 경우 손실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설정한 손절매 가격이 되면 청산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의 손절매는 진입가 대비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청산할 것인지를 설정

하는 항목입니다. 

계산 방식은 진입가 대비 % 방식과 금액(원)단위 산정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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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수익(Profit Target) 

목표수익은 포지션을 보유한 상황에서 목표로 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청산하게 하는 전략입

니다.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청산 시기를 놓쳐 결국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

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목표 수익을 정해 놓고 달성되면 청산하여 일단 수익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목표수익 설정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계산 방식은 진입가 대비 % 방식과 금액(원)단위 산정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보유 Bar 수 

최대보유 Bar 수는 포지션을 취한 후 수익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설정된 봉이 경과하면 무

조건 청산하는 전략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설정은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항목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지션을 보유하는 최대 허용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 청산하여 다른 매매시점을 포착하

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손익 관리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방식 

포지션과 1 주(계약)의 두 가지 방식이 제공됩니다. 여기서의 설정은 위의 손익 설정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설정 사항입니다. 

 

- 손절매 500,000 원, 10,000 원에 1,000 주를 매수한 상태에서 포지션에 체크된 경우  

총 포지션 금액 : 10,000,000 = 10,000*1,000 

손절매 적용된 포지션 금액 : 9,500,000 = 10,000,000-500,000 

청산가격 : 9500 = 9,500,000/10,000 

 

- 손절매 1,000 원, 10,000 원에 1,000 주를 매수한 상태에서 1 주(계약)에 체크된 경우 

1 주당 금액 : 10,000 

손절매 적용된 1 주당 금액 : 9000 = 10,000-1,000 

청산가격 :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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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략에서 다음과 같은 퇴출(Stop) 설정을 한 경우의 화면입니다. 각각의 주문 명칭을 

보면 손절매는 손절매, 목표수익은 목표수익, 최대보유 Bar 수는 최대보유기간으로 나타납

니다. 

 

 

[그림 4-22] 

 

 

 

 

 

 

 

 

 

 

 

 

 

 

 

 

 

예) 계산방식은 포지션, 손절매는 3%, 목표수익은 15%, 최대보유 Bar 수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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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설정 및 자동주문 

적용할 종목에 대한 가격 정보나 매매 주수를 설정하는 자금관리전략(Money Management), 

알람에 대한 설정 등을 정의하는 화면입니다. 

 

[그림 4-23] 

 

 최소변동 설정 

적용될 대상 종목에 대한 주가 데이터 변동폭 기본정보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최소변동단위(Tick Point)는 적용하고자 하는 종목 주가 데이터의 최소 변동폭을 의미하고, 

최소변동단위가격(Tick Value)은 최소 변동폭에 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Kospi200 선물 지수를 예로 들어 보면 최소 변동폭은 0.05, 최소 변동폭인 0.05 당 적용되

는 최소 변동 단위 가격은 25,000 이 됩니다. (1.00 포인트가 500,000 원이므로...)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최소 변동폭은 실제 현물에서 말하는 최소 호가 단위와는 개념

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선물에 있어서는 위의 예와 같이 최소 호가 단위와 맞아 떨어지

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 수정주가를 적용할 경우 10,000 원 이상의 주가라도 1 원 단위로 

챠트 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Tick Point 는 1, Tick Value 도 1 이 되는 것입니다. 현물에서 

1 원의 가치는 1 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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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을 선택하면 이러한 설정을 대상 종목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설정해 주고, 

‘ 사용자 정의’ 를 선택하면 이러한 설정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Bar 수 

전략을 적용할 경우 사용되는 식이나 지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식이나 지표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있는데 ‘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Bar 수’ 는 이러한 기간 설정 중 최대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전략을 적용하면 챠트에 불리워진 첫 봉부터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값만큼의 봉 까지는 어

떤 매매도 발생하지 않고 분석 보고서 통계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용하게 된 기본 전략은 14 일 이동평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일 이동평균은 반

드시 14 개의 봉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챠트에 불리워진 

첫 봉부터 13 개의 봉까지는 14 일 이동 평균선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따라서 이 기간에 

매매가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값 설정은 14 이상으로 해 주어야 제대로 전략 적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

다. 

 

 매매 주수/금액 기본 설정 

매매 시마다 적용되는 주수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자금관리전략(Money Management)이라고도 하는데 CTL 문서의 주문 함수에서 주수

를 기본 설정 주수(DEF)로 하면 바로 여기서의 설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고정주수 : 주문 실행 시마다 여기에 설정된 주수로 매매가 적용됩니다. 

- 고정금액 : 주문 실행 시 이 곳에 설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수를 산정하여 매매에 적용

됩니다. 

- 누적금액 : 주문 실행 시 처음 초기자본금으로부터 누적된 손익  금액을 기준으로 주수를 

산정하여 매매에 적용됩니다. 

- 최소 주수(계약수) 단위 : 주수 산정에서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매매할 주수가 

155 주로 계산되었고, ‘ 최소 주수 단위’  설정은 10 으로 되었다면 150 주가 매매에 적

용됩니다.  

 

여기서의 설정은 고정금액 방식이나 누적금액 방식을 적용했을 때만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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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산 포지션 알람 

이 체크 창을 선택하면 전략을 적용하여 현재 봉이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 알

람 창을 띄워 정보를 보여 줍니다. 

 

 

[그림 4-24] 

 

 매매신호 발생시 알람 설정 

이 체크 창을 선택하면 전략 조건이 만족하여 주문 신호가 현재 봉에서 발생하였을 때 알람 

창을 띄워서 알려 줍니다. 

 

 
[그림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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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설정 

주문설정은 크게 시험적용, 반 자동 주문, 자동 주문의 3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림 4-26] 

 

‘ 시험적용’ 은 매매신호만 발생되고 실제의 주문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작성한 전략식의 정상 작동 여부, 정해진 조건에 정확하게 매수/매도신호를 발생

시키는지 여부, 전략의 과거 수익률산출 등의 back-test 와 매매신호만을 보고자 할 때 적

용하는 것입니다. 

 

‘ 반자동주문’ 은 전략 적용되어 매매신호가 발생하면 이와 동시에 주문 창이 실행되며 사

용자의 확인클릭을 통해 실제 주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자동주문’ 은 반자동 주문과 흡사하나 사용자의 확인클릭 없이 전략식에서 발생하는 신호

대로 시스템이 주문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 자동주문’ 이나 ‘ 반자동주문’ 의 하위 옵션으로 신규적용과 연속적용이 있습니다. 자동/

반자동 주문처럼 실제 주문과 관련되면서부터는 사용자의 절대적인 주의를 요합니다. 자동/

반자동 주문은 실제 고객의 계좌의 잔고와 상관없이 전략식에서 설정된 주수 만큼 주문이 

발생하므로 전략적용 후 처음 매매할 때 주문의 종류에 따라 본인의 의도와 맞지 않는 주문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적용’ 을 선택한 경우 최초주문에서 Buy, Sell 은 전략식대로 주문이 발생하지만 

Exitlong, Exitshort 주문은 발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합니다. 

그러나 ‘ 신규적용’ 을 통해 전략을 적용시킨 상태에서 PC 를 끄고 다음날이 되어서 다시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미 전략식에 의해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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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연계하여 이미 적용된 전략식대로 매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후부터는 

‘ 연속적용’ 을 선택하고 전략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은 반드시 체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문발생시 시장가로 발생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 시장가로 매매를 할 경우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준으로 증거금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증거금이 필요하게 됩니

다. 따라서 시장가 주문을 대신해 지정가 주문이 나가게 하되 반드시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 매수/매도청산’ 의 경우에는 매도 1 호가~5 호가까지를, ‘ 매도/매수

청산’ 의 경우는 매수 1 호가~5 호가까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1 계약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매수 2 호가 , 매도 2 호가 정도가 적당합니다. 

 

‘ 당일 청산’ 은 데이트레이딩(day-trading)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가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

었으며 분간과 틱챠트에서만 작동하는 일중함수(Intraday)입니다. 1 분봉 챠트상 당일청산을 

15:04 분으로 설정하였다면 체결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당시간의 체결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

간 현재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선 동시호가로 진입하는 시간

보다 약간 이전의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당일진입금지’ 는 설정하는 시간 이

후에는 매매신호가 발생해도 신규진입을 못하게 제어하는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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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목검색(Quick-Finder) 

 

CT 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종목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조건은 사용자가 CTL 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궁무진

한 종목검색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검색 결과는 관심종목 창에 저장하여 그룹별로 관

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의 검색 결과들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검색 수식은 현재 전략 영역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CT 가 업그레이드 되

면서 이 종목검색에 대한 화면과 작성법은 보다 전문화되어 별도의 화면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략 영역에서 작성하여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목 검색 함수는 Call Find() 입니다. 

전략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함수인 Buy, Sell, ExitLong, ExitShort 과 같이 Find 함수도 전

략에서만 통용됩니다. 

 

먼저, 예제 검색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들

을 검색한다는 가정 하에서 종목검색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종목들을 검색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Find() 

End if 

 

(1) 종목 검색식 작성 

전략 영역에서 작성할 문서를 만들고 위의 예제 수식을 작성합니다. 

종목검색의 기본 틀은 ~에 만족하는 종목들을 검색하라 입니다. 즉, 다음의 문장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If 조건 then   ‘ 조건 이 만족하다면 

  Call Find() ‘ 검색하여 추출하라 

End if 

 

그렇기 때문에 종목 검색에서 중요한 것은 검색하는 과정이나 방법, 검색 함수에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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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조건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성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2) 검색식 적용 

검색식을 다 작성하고 유효성 검증까지 마쳤으면 챠트에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다른 영역의 문서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앞

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챠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

로는 검색을 하기 위한 식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종목 검색 실행 작업 

챠트에 적용까지 끝났으면 종목 검색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종목 검색을 실행하는 버튼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챠트 윈도우 우측 하단의  종목코드 

입력 창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림 4-27] 

 



 38

종목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 종목검색 대상 설정 창’ 이 뜹니다. 검색하고자 하

는 대상을 지정하기 위하여 대상그룹 버튼을 누릅니다. 나타나는 그룹 목록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 예에서는 KOSPI200 편입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28] 

 

 

그리고 ‘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종목 검색식에 맞는 종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림 4-29] 

 

검색 진행 화면을 보면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검색식 명

과 현재 검색 진행중인 종목, 지금까지 조건에 만족된 종목 수와 만족하지 않은 종목수 등

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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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명 : 챠트에 적용된 검색식 문서명 

 종목명 : 종목 검색식에 만족하는지 현재 검사 진행중인 종목명 

 만족종목 : 검색된 종목 중에 만족된 종목의 개수  

 진행된 종목 : 검색 대상 종목들 중에서 조건 검색이 완료된 종목의 개수 

 조건만족(%) : 검색 대상 종목들 중에서 조건이 만족하는 종목들의 비율(100 * 만족종목 

/ 전체종목) 

 전체종목 : 검색 대상 종목의 총 수 

 비만족 종목수 :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종목수 (검색 대상 종목수 –  만족 종목수) 

 남은 종목수 : 앞으로 검색되어져야 할 종목수 (검색 대상 종목수 –  진행된 종목수) 

 시작시간 : 검색을 시작한 시간(HH-MM-SS) 

 종료시간 : 검색을 종료한 시간(HH-MM-SS) 

 

검색이 완료되면 조건에 만족한 종목에 대한 종목과 그에 대한 종목명, 현재가, 전일대비, 

거래량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림 4-30] 

 

검색된 종목들은 관심종목에 등록시켜 이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관심종목에 등

록시키려면 하단에 있는 관심종목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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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관심종목 등록 그룹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관심종목창에 다음과 같이 등록이 됩니다. 

이후, 종목명을 두 번 클릭면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챠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림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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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 적용 

 

CT 에서 전략을 적용하여 분석할 때 하나의 워크그룹에서의 화면 구성은 사용자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각자의 취향이겠지만 CT 가 제공하는 다양한 장점을 살려 

보다 일목요연하고 효과적인 화면 구성을 한다면 전략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장에서 설명했듯이 챠트 화면은 단일 적용보다는 복합 적용을 권장합니다. 각 영역별 복

합적용을 하는 것이  CT 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서 전략 개

발 중 생길 수 있는 오류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 <전략영역> 

‘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기본설정 주수

매수 진입 

‘ 종가가 14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 청산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Buy(“ 매수” , AtMarket) 

End if 

 

If CrossDn(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ExitLong(“ 매수청산” , AtMarket) 

End if 

 

<신호영역> 

‘ 매수 포지션 기간 동안 진입가 표시 

 

If I_Position = 1 Then 

Call PlotS1("진입가", I_EntryPrice) 

End If 

 

<지표영역> 

‘ 적용된 전략에 대한 수익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Call PlotI1("NetProfit", I_NetProfit) 

Call PlotI2("OpenEquity", I_CloseEquity) 

Call PlotI3("Zer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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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신호,지표를 복합 적용한 챠트 화면> [그림 4-33] 

 

여기에 추가로 앞의 종목검색 결과로 저장된 관심종목 화면을 실행하여 장 중에 보다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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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여기에 적용된 전략식을 수정하거나 기존의 식을 토대로 다른 문서 작성이나 복사를 수월하

게 할 수 있도록 편집창을 추가로 실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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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그리고 적용된 전략에 대한 결과 보고서 창을 실행하여 전략이 수정되거나 바뀌게 되었을 

경우 보다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보고서 화면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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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위에서 예로 든 화면구성에서, 관심종목의 특정 종목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면, 복합 적용

된 챠트 화면, 시뮬레이션 보고서 등이 한번에 바뀌게 됩니다. 적용된 전략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열려있는 편집창에서 수정하여 유효성 검증 후 챠트에서 다시 적용하면 바뀌어진 

전략 식에 맞는 복합적용 챠트 화면과 시뮬레이션 보고서로 한번에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화면을 추가하여 사용자 취향에 맞는 워크그룹을 구성하거나 다른 화

면 구성의 워크그룹 창을 복수로 열어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시뮬레이션 보고서 

1. 종합보고서 

2. 매매내역 

3. 그래프 

4.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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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뮬레이션 보고서 

 

CT 에서는 전략 적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만든 전략을 과거 주가에 적용한 결과 발생한 손익과 그 밖의 분석 항목들을 보여

줌으로서 적용된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는 기존 전략을 보다 나

은 전략으로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토대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모든 종목과 모든 시장 상황에서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은 각각 따로 있게 마련이고 사용자의 매매 취향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면 됩니다. 

 

작성한 전략이 적용하고자 하는 현 시장상황에 적합할 것인가를 평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서는 시뮬레이션 통계치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은 시스템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

야 하는 것입니다. 

 

CT 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종합보고서와 매매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기본 예제 전략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의 항목들을 설명하도록 하

겠습니다. 

 

예) 

종가가 30 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기본 설정 주수 시장가 매수

진입 

종가가 30 일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하면 다음 봉 시가에 시장가 매수청산 

적용대상종목 : 삼성전자(05930) 

적용기간 : 1999 년 1 월 3 일 ~ 2003 년 1 월 3 일 

비용 : Slippage 0.15%, 수수료(진입 : 0.15%, 퇴출 : 0.15%, 거래세 : 0.3%)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Bar 수 : 14 

매매방식 : 10,000,000 원 고정금액 방식 

최소주수(계약)단위 : 10 

 

If crossup(close, mov(close, 30, s)) Then 

Call buy("매수", Atmarket) 

End If 

 

If crossdn(close, mov(close, 30, s)) Then 

Call exitlong("매수청산", Atmarket)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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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1. 종합보고서 

 

위의 예제 전략을 적용시킨 후 “ 시스템트레이딩  시뮬레이션보고서” 를 클릭하면 시뮬레

이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고서는 시뮬레이션 기간의 매매 결과의 요약 명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전

체, 매수 포지션이었을 경우, 매도 포지션이었을 경우, 이렇게 3 가지의 경우로 통계 내역을 

보여줍니다. 결국 최종적인 손익결과는 전체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에서의 항목을 따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이유는 선물인 경우 매수

와 매도, 두 경우의 손익을 비교하여 주로 어떤 포지션 위주의 전략이 유용한 것인가를 쉽

게 가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물과 같이 매도 포지션에 대한 전략이 없는 경우

는 이 항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각 항목은 미청산 포지션 손익과 최대자본인하액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산 기준으로 나온 결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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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나타나는 금액 단위는 1,000 원이고 소숫점 2 자리까지 표현했습니다. 1,000 원 단

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에서는 반올림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

기 바랍니다. 즉, 5,357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표시는 5.36 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손

실인 경우 색깔은 파랗게 되며 음수(-)로 표시했습니다. 

 

-1,000 과 – 600 을 음수까지 고려하여 비교한다면 – 600 이 더 큰 값입니다. 그러나 여기

서는 1,000 의 손실이 발생했다, 600 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큰 손실 

금액이라 함은 – 1,000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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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손익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최종 손익 금액입니다. 결국 모든 전략 개발의 목적은 이 총

손익 항목을 되도록 크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손익 = 총이익금 - 총손실금 

 

(2) 미청산 손익 

시뮬레이션 기간 중 마지막 봉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경우 마지막 봉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손익 금액입니다. 이때 종가에는 시뮬레이션 적용시 설정한 수수료가 반영

되지만 Slippage 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 손익 결과를 판단할 때는 앞의 총손익 항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 미청산 포지션 

항목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총손익과 마찬가지로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을 것

입니다. 

 

 매수 포지션인 경우 : (마지막 봉 종가 –  진입가) * 주수 

 매도 포지션인 경우 : (진입가 –  마지막 봉 종가) * 주수 

 

(3) 보유수익률 

전체 기간 중 최초의 매수가격으로 매수하여 중간에 청산하지 않고 마지막 청산가격을 단 

1 회만 매매 했을 경우의 수익률로서 본 매매거래내역서상 1999 년 3 월 9 일 85,148 원에 

매수하여 2002 년 12 월 16 일 352,470 원에 매수청산했을 때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보유수익률 = (최종청산가격 –  최초진입가격)/최초진입가격 * 100 

 

(4) 연평균수익률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총수익률을 기간으로 나누어 연단위로 환산한 수익률입니다. 

 

 연평균수익률 = ((총이익/투자원금)*100 / 영업일수)*365 

 

(5) 총이익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익 매매 금액의 합계입니다. 이익이 발생한 매매 금액

만을 합한 것으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6) 총손실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 매매 금액의 합계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매매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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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합한 것으로 금액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결국 총손익은 총이익 금액에서 총손실 절대 금액을 뺀 값이기 때문에 두 항목의 값의 차이

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7) 평균손익 

매매당 평균 손익금입니다. 수수료나 그 밖의 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미래에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매매당 평균 손익금은 중요한 분석 항목입니다. 

 

 평균 손익 = 총 손익 / 총 매매수 

 

즉, 해당 전략에서 각 한번의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 금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8) 평균이익 

이익 매매당 평균이익금입니다. 

 

 평균이익 = 총이익 / 총이익 매매수 

 

이익이 발생한 매매의 각 매매당 평균이익 금액입니다. 이익이 발생한 매매라면 한번의 매

매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측정해 보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이 항목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평균손실과 승률 등 다른 항목들과 연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평균이익 금액이 크다는 것은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한번의 매매에서 수익이 크게 발

생한다는 뜻이 되겠지만 평균손실에 비해 크면 클수록 승률은 좋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9) 평균손실 

손실 매매당 평균손실금입니다. 

 

 평균손실 = 총손실 / 총손실 매매수 

 

손실이 발생한 매매의 각 매매당 평균손실 금액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매매라면 한번의 매

매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측정해 보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익과 마찬가지로 이 항목 역시 절대치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다른 항목들과 연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반드시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평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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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금액이 작다는 것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번의 매매에서 손실이 적게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지만, 반대로 평균이익에 비해 평균손실이 크다면 승률은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10) 최대이익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매매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청산된 매매들 중에서의 금액으로 미청산 포지션 손익금은 제외됩니다. 이 항목의 값은 자

체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총손익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최대이익 금액이 총손익과 비교하

여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손익이 100 만원인데 최대 이익이 90 만원이었다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 최대손실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 매매 금액 중 가장 큰 손실 금액입니다. 

 

역시 청산된 매매들 중에서의 금액으로 미청산 포지션 손익금은 제외됩니다. 이 항목 값이 

크면 클수록 전략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최대손실 금액은 Stop-Loss 와 같은 손익관리 전략을 추가할 때 설정 기준을 정하는데

에 있어서 중요한 측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12) 총매매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매매 총 횟수입니다. 

 

분석 항목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의 매매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른 분석 항목들의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다고 해도 매매수

가 너무 적다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총 매매수는 미래에 

이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13) 총이익 매매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매매 총횟수입니다. 

 

총매매수와 마찬가지로 분석 항목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매매 수가 되어야 합니다. 평균이익 금액이 크다 해도 총이익 매매수가 많

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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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총손실 매매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매매 총횟수입니다. 

 

역시 사용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매매수가 되어야 합니다. 평균손실 금액이 적다해도 

총손실 매매수가 많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5) 최대 연속 이익 매매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속된 이익 매매 횟수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물론, 값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연속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매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

용자의 심리는 안정될 것입니다. 즉, 전략에 대한 심리적 모멘텀 지표 항목이 될 수 있습니

다. 

 

(16) 최대 연속 손실 매매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속된 손실 매매 횟수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연속으로 손실 보는 매매수는 적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손실 매매가 연속으로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것입니다. 

 

최대 연속 이익 매매수와 마찬가지로 전략에 대한 심리적 모멘텀 지표 항목이 될 수 있습니

다. 

 

(17) 총 Bar 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챠트상에서 적용된 봉의 개수를 말합니다. 

 

전략이 적용된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챠트 주기는 일, 주, 월, 분, 틱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주기에 따라 같은 기간이라도 전략이 적용된 실제 봉의 개수

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수와 마찬가지로 결과로 나온 각 항목의 통계들이 유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과 봉의 수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기간 설정에 대해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18) 총이익 Bar 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한 매매에 해당하는 봉의 총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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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발생한 매매 기간 동안의 봉의 총개수입니다. 날짜 중심이 아니라 봉의 개수 중심이

기에 보다 객관적인 통계치에 대한 참고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19) 총손실 Bar 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매매에 해당하는 봉의 총합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매매 기간 동안의 봉의 총개수입니다. 날짜 중심이 아니라 봉의 개수 중심이

기에 보다 객관적인 통계치에 대한 참고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20) 평균이익 Bar 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한 매매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Bar 수를 말합

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손실 Bar 수보다는 커야 유용한 전략이 됩니다. 

 

 평균이익 Bar 수 = 총이익 Bar 수 / 총이익 매매수 

 

(21) 평균손실 Bar 수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매매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Bar 수를 말합

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이익 Bar 수보다는 작아야 유용한 전략이 됩니다. 

 

 평균손실 Bar 수 = 총손실 Bar 수 / 총손실 매매수 

 

(22) 승률(%)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총 매매 대비 이익이 발생한 매매의 비율(%)입니다. 

 

승률이 높아야만 반드시 좋은 전략은 아니며, 또 승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좋지 않은 전

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략의 성격과 대상 종목에 따라 각각 승률의 의미 부여는 달

라질 수 있지만 지나치게 큰 값이나 작은 값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 반추세 추종형 전략은 60~70% 정도, 추세 추종형 전략은 40~50% 정도면 양호한 승

률이라고 말합니다. 

 

 승률(%) = 100 * 총이익 매매수 / 총 매매수 

 

(23) 손익비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총이익 대비 총손실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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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1 이상이면 손실금보다 이익금이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 클수록 좋겠지만 3 이상이면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익비 = 총이익 / 총손실 

 

(24) 평균 손익비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평균이익 대비 평균손실 비율입니다  

투자자는 매매시 발생하는 이익금이 손실금보다는 평균적으로 많기를 바랍니다. 값이 1 이

상이면 평균손실금보다 평균이익금이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 클수록 좋겠지만 2 이상이면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손익비 = 평균이익 / 평균손실 

 

(25) 보상비율 

매매기간 중 발생하는 위험대비 보상비율을 산출한 것으로서 보상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위

험이 크고 보상은 적은 매우 좋지 않은 전략 시스템이라 판단 할 수 있으며 보상비율이 클

수록 위험에 대한 보상률이 크며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비율 = 총손익 / 최대자본인하액 

 

(26) 최대 자본 인하액 

매매마다 발생한 손익을 누적 손익이 최고치를 경신한 금액으로부터 계산하여 가장 큰 폭으

로 손실이 기록된 누적손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매매에서 10,000 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두번째 매매에서도 10,000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세번째 매매에서는 5,000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네번째 매매에서는 

3,000 원의 이익이 발생, 다섯번째 매매에서 다시 5,000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자본 인하액은 7,000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매 순번 손 익 누적손익 최대 인하액 

1 10,000 10,000 0 

2 10,000 20,000 0 

3 -5,000 15,000 -5,000 

4 3,000 18,000 -5,000 

5 -5,000 13,000 -7,000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고 누적 손익은 청산기준이지만 대비 최대 하락 누적 손익은 청산기

준의 금액과 미실현 손실액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청산 기준으로만 산정한 것이지만 실제 계산은 매매 중에서 실현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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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지만 최대로 손실이 발생했던 금액을 산정합니다. 위 설명에서 5 번째 매매의 예를 

들어보면 확정된 손실은 5,000 원이지만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중간에 저가가 청산가보다 

더 낮아서 한때 8,000 원까지 손실이 났었다면 최대 인하액은 7,000 원이 아니라 10,000 원

이 되는 것입니다. 즉, 최대한 비관적으로 본 것이며 이 의도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해 안전하게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초기 자본금 설정과 선물 매매의 경우 증거금 산정 등 위험 대비 자본금 설정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매우 유용한 측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수치의 3 배 정도의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자산을 모두 잃는, 선물에서는 마진콜과 같은) 대비 안

전한 초기 자본금입니다. 

 

2. 매매내역 

 

[그림 5-3]은 시뮬레이션 기간동안 각각의 매매에 대한 내역으로 진입시점과 퇴출시점 등 

매매 당시의 자세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금액을 나타내는 방식은 종합보고서와 같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0 원이고 손실인 경우 색

깔은 파랗게 되며 음수(-)로 표시됩니다. 

 

(1) 매매 순번 

과거부터 최근까지 시간순으로 발생한 매매의 순번을 나타냅니다. 

 

(2) 진입 유형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매수, 매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도란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개념(현물에서 주

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매도 포지션을 갖게 되는 것(선물에서 신규매도)을 말합니다. 

적용한 기본 전략은 신규 매도는 없으므로 매수만 나타나게 됩니다. 

 

(3) 진입명 

 

신규로 포지션을 취한 주문함수에 사용되었던 주문 명칭입니다. 전략에는 조건에 따라 다양

한 종류의 매매 신호가 만들어 질수 있습니다. 그 각각을 구별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명칭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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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예로든 기본 전략에서는 신규로 포지션을 취한 것은 매수 하나 밖에 없으므로 진입 명칭은 

한 종류밖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4) 퇴출명 

기존의 포지션을 청산한 주문함수에 사용된 주문 명칭입니다. 진입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주문들을 구별해 주는 명칭입니다. 

 

예로든 기본 전략에서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주문함수는 하나 밖에 없으므로 청산 명칭은 한 

종류밖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5) 진입 날짜(시간) 

신규로 포지션을 취하게 주문이 발생하게 된 봉의 날짜나 시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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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여기서 나타나는 날짜나 시간은 주문 발생 시점의 PC 나 서버의 절대시간이 

아니라 각각의 봉이 갖고 있는 날짜나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재 시간이 10 시라도 주문이 들어간 봉의 시간 정보가 9 시 58 분이라면 여기서의 시

간은 9 시 58 분으로 나타납니다. 

 

(6) 퇴출 날짜(시간) 

기존 포지션을 청산한 주문이 발생하게 된 진입 날짜나 시간을 나타냅니다. 

 

진입 날짜(시간) 항목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타나는 날짜나 시간은 주문 발생 시점의 PC

나 서버의 절대시간이 아니라 각각의 봉이 갖고 있는 날짜나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진입 가격 

해당 매매에서 진입하게 된 정확한 가격을 말합니다. 

 

주문함수와 주문유형에 따라 진입시점은 봉의 시가일 수도, 중간일 수도, 종가일 수도 있습

니다. 정확히 어느 가격에서 진입하게 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항목입니다. 만약, Slippage 가 

설정되었다면 진입가에 Slippage 가 반영된 가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 대상 종목이 선물인 경우 신규매수 진입가가 80.00 이었는데 Slippage 를 

2Tick 으로 설정했다면 여기에서 진입가격은 80.10 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8) 퇴출 가격 

해당 매매에서 퇴출(청산)하게 된 정확한 가격을 말합니다. 

 

주문함수와 주문유형에 따라 청산 시점은 봉의 시가일 수도, 중간일 수도, 종가일 수도 있

습니다. 정확히 어느 가격에서 청산하게 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항목입니다. 만약, Slippage

가 설정되었다면 퇴출가에 Slippage 가 반영된 가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 대상 종목이 선물인 경우 매수청산가가 80.00 이었는데 Slippage 를 2Tick

으로 설정했다면 여기에서 진입가격은 79.90 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9) 진입시점 

해당 매매에서 진입하게된 시점의 유형을 말합니다. 

유형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O : 봉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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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봉의 중간 

 C : 봉의 종가 

 

이 유형의 기준은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유형과 전략 로직의 흐

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진입가는 시가와 동일하지만 실제 진입시점은 시초가 시점이 아니라 장중이었다면 I(봉

의 중간)로 표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진입 가격과 진입시점과는 그 유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 로직을 보아야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 퇴출시점 

해당 매매에서 퇴출하게된 시점의 유형을 말합니다. 내용은 진입시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11) 주문 유형 

해당 매매에서 진입(퇴출)의 주문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유형은 CTL 의 전략함수에서 제공하는 4 가지의 주문 유형입니다. 

 

 C : 종가 주문 (Onclose) 

 M : 시가 시장가 주문 (AtMarket) 

 L : Limit 주문 (AtLimit) 

 S : Stop 주문 (AtStop) 

 

각각의 의미는 4 장의 고급 전략함수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주수 

진입시점에서 취하게 된 매매 주수(계약수)를 나타냅니다. 

 

(13) 수익률 

해당 매매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진입가격 대비 퇴출가격으로만 산정하여 계산하여 수익률을 구합니다. 

 

 매수 포지션인 경우 : 100 * (퇴출가 –  진입가) / 진입가 

 매도 포지션인 경우 : 100 * (진입가 - 퇴출가) / 진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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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손익 

해당 매매 결과로 나온 손익금을 나타냅니다. 

매매를 하여 실질적으로 나오는 손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산정에는 Slippage 는 물론 주수, 

수수료 등이 모두 감안된 금액인 것입니다. 

 

 매수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퇴출가 –  진입가) 

 매도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진입가 - 퇴출가) 

 

(15) 누적 손익 

첫 매매부터 해당 매매까지 순차적으로 손익을 누적한 금액입니다. 

각각 매매당의 이 누적손익을 연결한 챠트가 바로 수익 곡선이 됩니다. 

 

(16) 최대 인상액 

해당 매매 기간 중 매수인 경우 최고가, 매도인 경우 최저가 대비 산정 이익금을 말합니다. 

 

즉, 해당 매매 기간동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고의 이익이 날 수 있었던 시점이 있

었을 것입니다. 최상의 전략은 바로 그 시점에 청산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

게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현 되지는 않았지만 그 최고 이익금을 산정해 봄으로서 실현된 손익이 어느 정도의 수익

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기 위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정에 있어서 Slippage 는 진입가에는 반영하지만 최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의 가격(최

고가 또는 최저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수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진입가) 

 매도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진입가 –  해당 매매 기간 중의 최저가) 

 

적용된 기본 전략을 본다면 최대 인상액은 진입가 대비 최고가에 대한 이익금이 될 것입니

다. 

 

(17) 최대 인하액 

해당 매매 기간 중 매수인 경우 최저가, 매도인 경우 최고가 대비 산정 손실금을 말합니다. 

 

즉, 해당 매매 기간동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대 손실이 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

을 것입니다. 최악의 전략은 바로 그 시점에 청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6

 

실현 되지는 않았지만 그 최대 손실금을 산정해 봄으로서 실현된 손익이 어느 정도의 손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기 위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정에 있어서는 최대 인상액과 마찬가지로, Slippage 는 진입가에는 반영하지만 최고 이익

을 낼 수 있는 시점의 가격(최고가 또는 최저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수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  진입가) 

 매도 포지션인 경우 : 주수 * (진입가 –  해당 매매 기간 중의 최고가) 

 

적용된 기본 전략을 본다면 최대 인하액은 진입가 대비 최저가에 대한 손실금이 될 것입니

다. 

 

(18) 진입 효율 

해당 매매 기간 중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에서 진입가격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비율

로 나타내주는 항목입니다. 

 

수치가 100 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인 진입을 나타냅니다. 

 

적용한 기본 전략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서는 매수 포지션 뿐이므로, 해당 매매 기간 중의 

최저가에서 진입하면 가장 좋은 진입시점이 될 것입니다. 즉, 해당 매매 기간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범위에서 진입가가 최저가에 가까울수록 100 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수치가 0 에 가까울수록 비효율적인 수치이며 이 의미는 최고가 근처에서 매수 진

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매도 포지션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매도 포지션의 경우도 100 에 가까울수록 효

율적인 진입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진입가격은 Slippage 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매수 진입인 경우 : 100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진입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매도 진입인 경우 : 100 * (진입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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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퇴출 효율 

해당 매매 기간 중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에서 퇴출(청산)가격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를 비율로 나타내주는 항목입니다. 

 

수치가 100 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인 청산을 나타냅니다. 

 

적용한 기본 전략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서는 매수청산 뿐이므로, 해당 매매 기간 중의 최고

가에서 청산하면 가장 좋은 청산시점이 될 것입니다. 즉, 해당 매매 기간 중 최고가와 최저

가의 범위에서 청산가가 최고가에 가까울수록 100 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

로 수치가 0 에 가까울수록 비효율적인 수치이며 이 의미는 최저가 근처에서 매수청산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매도청산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매도청산의 경우도 100 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인 

청산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청산가는 Slippage 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매수청산인 경우 : 100 * (청산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매도청산인 경우 : 100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청산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고가 –  해당 매매기간 중의 최저가) 

 

(20) Bar 수 

해당 매매 동안 속하는 봉의 총 개수를 말합니다. 

해당 매매가 얼마동안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측정치입니다. 

 

(21) 총 효율 

해당 매매의 진입효율과 퇴출효율을 합해서 매매 전체의 최적도를 나타내주는 항목입니다. 

100 과 – 100 사이의 값들을 갖게 되며 값이 클수록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용한 기본 전략을 예로 들어 보면, 해당 매매 기간 중의 최저가에 진입해서 최고가에 청

산했다면 최상의 진입과 청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수치는 100 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총 효율 = (진입 효율 + 퇴출 효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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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프 

 

(1) Maximum Adverse Excursion(%)(이후 MAE) 

MAE 는 전략이 적용되어 발생한 각각의 매매에 대한 수익 혹은 손실을 Draw-Down 과 함

께 표시하는 그래프로서 Draw-Down 이란 신규진입(매수의 경우) 후 어느 정도나 가격이 

하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그림[5-4]에서 화살표가 지시하는 매매의 경우 신규진

입 후 진입가격대비 약 6%까지 가격이 하락했으나 결국 약 9%의 이익을 보고 청산된 거래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굵은 수직선으로 표시된 6.5% 이후로는 Draw-Down 이 발생한 후에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려도 결국 손실로 매매를 종료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 줍니다. 즉 

6.5%는 이 전략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손절매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림 5-4] 

 

(2) Maximum Favorable Excursion(%)(이후 MFE) 

MFE 는 전략이 적용되어 발생한 각 각의 매매에 대한 수익 혹은 손실을 Run-Up 과 함께 

표시하는 그래프로서, Run-Up 이라 하면 신규진입(매수의 경우) 후 어느 정도나 올랐었는지

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그림[5-5]에서 화살표가 지시하는 매매의 경우 신규 진입 후 45%

까지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청산했을 때 약 22%의 이익으로 끝이 난 매매임을 알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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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Maximun Favorable Excursion 은 이것을 금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 5-5] 

 

MFE 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투자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그림[5-

5]에서 대각선은 기울기가 1 인 직선입니다. 수익이 발생한 매매들이 이 대각선 상에서 발

생했다는 것은 신규진입하여 Run-Up 된 만큼 실제로 수익을 내고 매매가 종료되었음을 의

미합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잠재수익을 다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

므로 효율적인 시스템은 수익을 내고 끝난 매매들이 기울기가 1 인 직선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우상향하게 분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약 16%대에서 수직선이 있는데 

이 수직선의 오른쪽은 1 번의 매매를 제외하고 모두 수익으로 끝난 매매임을 알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현재 10 주(계약)으로 신규진입 한 후 16%의 Run-Up 이 발생하면 

주(계약)수를 추가하여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순이익만을 고려하여 계

약수를 대량으로 증가시킨다거나 추가 진입시점이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경우 수익이 향상되

지 못하거나 Draw-Down 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추가진입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20

(3) Frequency Distribution 

총매매를 일정한 간격의 손익폭으로 나누어 각 범위별로 몇 번이나 매매가 발생했는지를 알

려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림 5-6]을 살펴보면 매매기간 중 163,000~0 원의 손실을 발생시

킨 매매횟수가 20 회로 가장 빈도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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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quity Curve 

누적손익곡선은 매매기간 중 발생한 누적 손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적용된 전략시

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가장 흔히 활용되는 그래프 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누적손익곡선은 우상향하면서 곡선의 출렁임(굴곡)이 적은 형태입니

다. 우상향곡선은 매매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누적수익이 함께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5-7] 

 

[그림 5-7]은 현재 적용된 전략의 누적손익곡선으로서 초기투자자본금 10,000,000 원을 제

외한 결과 입니다. 현재 수익이 발생한 상태이지만 과거의 추이를 보면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간에서 손실을 보고 있고 

Draw-Down 의 깊이도 상당하여 위험이 많이 수반되어 실전매매에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전략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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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 이익” 과 “ 손실(위험)” 을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또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공통된 목표는 수익이 손실보다는 커야 한다는 것입니

다. 

 

종합보고서에서 이익, 손실, 그리고 이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하는 항목을 분류하여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을 나타내는 항목 손실(위험)을 나타내는 항목 이익과 손실을 나타내는 항목 

총이익 

평균이익 

최대이익 

총이익 매매수 

최대연속 이익 매매수 

총이익 Bar 수 

평균이익 Bar 수 

총손실 

평균손실 

최대손실 

총손실 매매수 

최대연속 손실 매매수 

총손실 Bar 수 

평균손실 Bar 수 

최고손익대비최대인하액 

총손익 

평균손익 

승률 

손익비 

평균손익비 

 

그렇다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할지 접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우선 이익이 크고 손실이 적은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항목인 총손익과 평균손익 값이 크다면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값들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손실의 위험이 적은 전략일 것입니다. 

 

승률 항목 역시 높을수록 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클 것입니다.  

 

손익비와 평균손익비 항목은 최소한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2 이상이 되면 이익과 손실 비

율로서는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항목의 값 자체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만 각 항목의 연관성 고려도 중요시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총손익은 (+)값이지만 평균손익이 (-)값이라면 이는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승률은 50%이지만 손익비나 평균손익비가 1 이하라면 역시 미래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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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을 경우 이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전략일 것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한 이익과 손실을 반영하는 5 가지 항목(총손익, 평균손익, 승률, 손익비, 평

균손익비)은 적정 수준 이상의 값을 갖고 있는 동시에 상호 적절한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보고서나 매매 내역을 복사하여 Excel 과 같은 프로그램에 붙여넣어 매크로나 그 밖의 

함수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거나 전문적인 통계 자료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전략을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단순한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필터링 역할을 하는 전략을 추가

하여 계속 적용해 가면서 각각의 보고서를 비교 분석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필터링에 대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사용자 마다 고유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기본적인 손익 관리 전략을 추가하여 개

선되는 부분과 유의 깊게 봐야 할 항목, 또 각각의 항목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

해 간단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손익관리 전략 중 손절매(StopLoss)와 추적손익보전(TrailingStop) 전략

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절매를 적용한 후에 분석 항목들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예) 1 주(계약)당 6.5% 

 

 
[그림 5-8] 

 

[그림 5-8]은 위의 3-2 장에서 설명한 MAE 를 파악한 손절매 기준인 6.5%를 적용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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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그림 5-9], [그림 5-10]에서 처럼 총손익이 향상되고 누적손익곡선이 전체적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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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다음은 추적이익보전전략을 적용하겠습니다. 

예) 매수한 후 가격이 진입가격대비 30%가 된 시점부터 추적이익보존전략이 발동되어

Run-Up 대비 60%의 가격이 되면 청산 

 

If i_position = 1 Then  

 Var1 = entryprice*1.3 

 Var2 = hhv(1, high, barnumsinceentry+1) 

  If Var2 >= Var1 Then 

   Var3 = entryprice + (Var2-entryprice)*0.6 

   Call exitlong("trlstop", Atstop, Var3)  

  End If 

End If 

 

위의 로직이 대표적인 추적이익보전(TrailingStop) 전략의 로직입니다. 위의 수식을 기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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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수식 끝 문장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가지 손익전략을 추가하여 적용한 결과로 산출된 종합보고서와 누적 손익 곡선 입

니다. 

 

 

[그림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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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손익관리 전략이 추가된 후의 누적 수익 곡선을 보면 아직은 개선될 부분이 많은 모습입니

다. 큰 굴곡이 없는 전형적인 우상향 모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전략의 누적 

수익 곡선과 비교해서 보면 전체 누적 손익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꾸준히 이익 상태를 유

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보고서를 분석할 때 우선 유심히 비교해 볼 항목은 앞에서 설명한 이익과 손실을 나타

내는 5 개 항목(총손익, 평균손익, 승률, 손익비, 평균손익비)과 손실 항목인 최고손실, 최대

자본인하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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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본전략 개선된 전략 향상률(%) 

총손익 857,970 2,168,500 152 

평균손익 20,430 51,630 152 

최대손실 -539,800 -241,220 123 

승률 30.95 33.33 7.7 

손익비 1.22 1.61 31.9 

평균손익비 2.71 3.21 18.5 

최대자본인하액 -1,506,820 -1,379,160 9.3 

 

제시한 표는 기존 전략과 개선된 전략에 대해 위의 항목만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우선 최대손실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대 손실이 줄었다는 것은 한번의 매매에서 위험 부담

이 그 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총손익은 늘어났고 최대자본인하액은 줄었습니다. 기존 전략에서는 총손익보

다 최대자본인하액이 더 많아 손익에 대한 위험도가 컸지만 개선된 전략에서는 두 항목의 

증감으로 손익에 대한 위험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

균손익도 향상되었습니다. 

 

승률도 증가하여 이익 발생 후 손실로 전환되는 부분이 Trailing Stop 전략을 추가함으로서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익비와 평균손익비는 또한 큰폭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항목을 비교한 결과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손익관리 전략을 추가함으로서 기존 전

략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손익관리 전략

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는 데에 있어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평균손익은 투자한 금액(고정금액 천만원)에 비해 너무 낮고, 최대자본인하액 항목도 개선

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총손익에 비해 아직은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자본인하액은 

총손익에 비해 50% 이하의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전략 적용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를 통해 향후 개선할 부분을 인지하

는 방법 중 하나의 예이며, 사용자 매매패턴과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방법론은 다를 수 있어도 최소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와 같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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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록 

1. 예제 전략 및 Tip 

2. 함수 

3. 전체 Index 

4. 함수별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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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제 전략 및 Tip 
 

다양한 진입 방법과 퇴출 방법 및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매매 전략은 진입, 퇴출, 자산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언제 사느냐와 언제 파느냐 그

리고 몇 주(계약)를 사느냐가 매매 전략의 3 대 요소입니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방법론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형태의 전략이 아님

을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적화 과정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예제 전략은 수없이 많은 진입 

전략 중에서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예제 전략은 “개념위주”로서 과거 테스트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실전

매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이동평균선(moving average)을 활용한 진입 전략 

 

이동평균선을 주가에 적용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주가인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나 주가의 이동평균선 돌파 여부를 변화 시점으

로 인식하게 됩니다. 

 

추세 추종적인 시스템(trend following system)의 기본 진입 전략으로 자주 사용되며 일반

적으로 장기간 투자할 경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한 진입전략으로 간주됩니다. 

 

1) 이동평균선 계산 방법에 따른 분류 

다음 3 가지 이동평균선 계산방법은 자주 사용되는 계산 방법입니다. 

 

① 단순 이동평균선(simple moving average) : 단순 평균(s)을 계산합니다. 

예) 종가의 20일 이동평균선 : mov(close, 20, s) 

 

② 지수 이동평균선(exponential moving average) : 지수 평균(e)을 계산하며 기술적 지표

(macd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과거 주가보다 현재 주가를  좀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동

평균선 사용시 발생하는 시차(time lag)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예) 종가의 20일 지수 이동평균선 : mov(close,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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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중 이동평균선(weighted moving average) : 이동평균 계산시 가중치(w)를 주어 계산하

는 방법입니다. 주로 최근 값에 더 큰 가중치를 주어 시차(time lag)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

합니다. 

예) 종가의 20일 가중 이동평균선 : mov(close,20,w) 

 

2)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방법 

다양한 매매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1) 

종가가 len 일 단순이동평균선보다 크면 그 다음날 시장가에 매수, 종가가 len 일 단순이동

평균선보다 적으면 그 다음날 시장가에 매도 

 

 

 

[그림 6-1] 

 

②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2) 

len 일 단순 이동평균선이 증가하면(전일보다 금일값이 커지면) 그 다음날 시가에 매수, 감

소하면(전일값보다 금일값이 적어지면) 그 다음날 시가에 매도 

 



 4

 

 

[그림6-2] 

 

③ 단기 및 장기 이동평균선 교차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 보다 커지면 그 다음날 시가에 매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보다 적어지면 그 다음날 시가에 매도 

 

 

 

[그림6-3] 

 

④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배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 보다 크고 중기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 보다 크

면 (즉, 단기 MA > 중기 MA > 장기 MA) 그 다음날 시가에 매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보다 적고 중기는 장기 이동평균선 보다 적으면 (즉, 단기 MA < 중기 MA < 장기 MA) 그 

다음날 시가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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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⑤ 이동평균선 shift method  displaced moving average 

이동평균선을 우측으로 이동하여 매매 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mov(close, 20, s)를 10 일 우측으로 이동시킨 뒤 종가를 이용해서 매매 

 

 

 

[그림6-5] 

 

⑥ 다양한 변형 

기본적인 진입 전략에 대해서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전략과 여기에 

다른 전략을 결합하여 다양한 변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1) 이동평균선 돌파 + 주가 위치 비교 

20일 단순 이동평균선 보다 종가가 크고, 현재의 종가는 20일 전 종가보다 클 경우에 그 



 6

다음날 시가에 매수, 20일 단순 이동평균선 보다 종가가 적고, 현재의 종가는 20일 전 종가

보다 적을 경우에 그 다음날 시가에 매도 

 

 

 

[그림6-6] 

 

예2) 이동평균선 돌파 + 주가위치 비교 + 고가 돌파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 보다 크고 종가는 20일전 종가 보다 클 경우의 “고가”를  주가가 

상향 돌파하면 시장가 매수,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 보다 적고 종가는 20일전 종가 보다 

적을 경우의 “저가”를  주가가 하향 돌파하면 시장가 매도 

 

 

 

[그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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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널 돌파 시스템(Channel Breakout System) 

 

채널 돌파 시스템은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 일정 기간 동안의 최

저가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주된 시스템 진입 개념으로 합니다.  

 

즉, 신고가를 갱신하면 추격 매수하는 전략과 신저가를 갱신하면 추격 매도하는 추세 추종

적인 시스템(trend following system)입니다. 

 

“이동 평균선 시스템”과 함께 추세 추종적인 시스템의 대표적인 전략으로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유용한 진입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1) 단순 채널돌파 시스템 

len 기간동안의 최고가를 상향 돌파하면 시장가로 매수, len 기간 동안의 최저가를 하향 돌

파면 시장가로 매도 

 

 

[그림6-8] 

 

2) Moving Average Channel Breakout(= MAC) 

고가를 이용한 이동평균선 및 저가를 이용한 이동평균선을 상,하한 채널로 이용하는 전략입

니다. 

 

len 일간 고가를 이용한 지수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상향 돌파하면 매수, len 일간 저가를 이

용한 지수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하면 매도 

 



 8

 

[그림6-9] 

 

 

3. 기타 

 

1) 볼린져 밴드(Bollinger Band) 

종가가 20 일 볼린져 밴드 상한선 보다 크면 그 다음날 시장가로 매수, 종가가 20 일 볼린

져 밴드 하한선 보다 적으면 그 다음날 시장가로 매도 

 

현재 매수 포지션이고 종가가 20 일 볼린져 밴드 중심선보다 적어지면 그 다음날 시가로 매

수 청산, 현재 매도 포지션이고 종가가 20 일 볼린져 밴드 중심선보다 크면 그 다음날 시가

로 매도 청산 

 

 

[그림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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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매수 조건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전환선 돌파, 5 양봉 출현, 

주가가 기준선 돌파, 후행 스팬이 주가 돌파, 주가가 구름대 하한 진입(구름대 상승시), 주

가가 전환선, 기준선 지지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준선을 이용해서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전략에 대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림6-11] 

 

 

4. 스윙 트레이딩(Swing Trading) 

 

주가의 추세 전환 포인트를 스윙 포인트라 합니다. 이러한 스윙 포인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 앤 피겨 챠트(P&F 차트)를 이용해서 스윙 포인트

를 설정할 수도 있고 삼선 전환도를 이용한 스윙 포인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 swing high, low를 이용한 스윙 트레이딩 

swing high, low란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점이 일정 기간 이후의 최고점과 일치할 경우에 

swing high point로 설정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최저점이 일정기간 이후의 최저점과 일치할 

경우에는 swing low point로 설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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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wing high point 나 swing low point 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즉, 사후적으로 설정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설정된 포인트를 이용해서 진입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진입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일을 이용한 swing high point와 low point를 설정하고 

swing high point를 주가가 상향 돌파하면 시장가로 매수, swing low point를 주가가 하향돌

파하면 매도합니다. 

 

 

 

[그림6-12] 

 

2) 2 % rule 

주가가 일정기간 동안의 최고점을 2% 하향 이탈하면 매도 전략을 구사하고 주가가 일정기

간동안의 최저점을 2%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즉 최고, 최저 대비 2% 변화하면 이 가격을 swing point로 설정하고 변화가 진행되는 방향

으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최고/최저점은 5일 동안의 최고/최저점을 사용하며,  처음 방향은 5일전 종가 대비 현재 종

가의 위치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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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3] 

 

 

5. 패턴 분석 시스템(Pattern Recognition System) 

 

주가가 형성된 모양을 분석하여 매매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캔들스틱 패턴 분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캔들스틱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inside day, outside day, 

island top, bottom, 삼각수렴형, 헤드 앤 숄더 등이 있습니다. 

 

패턴의 지속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전략이 아닌 “신호”로 표시하는 사례를 사용하겠습니다. 

 

1) 캔들스틱 패턴 사례(Candlestick Pattern) 

우선 봉의 몸통과 윗그림자, 아래 그림자를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른 봉의 형태(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위치) 및 전일 봉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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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4] 

 

사례에 표시된 캔들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5일간 최저점을 형성한 뒤 상승전환형 패턴인 hammer, dragonfly doji, doji, inverted 

hammer을 표시하였고, 5일간 최고점 형성과 한께 하락 전환형인 hanging man, shooting 

star, doji, gravestone를 표시하였습니다. 

 

2) 이중 천정형(Double Top) 

이중 천정형은 swing high / low point 를 이용해서 설정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알고리즘도 CT 언어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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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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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동성 확대 시스템(Volatility Breakout System) 

 

주가 변동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일정 범위의 변동성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

락할 경우 진입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주로 단기 매매 전략에 자주 사용되며 앞서 설명한 패턴 분석시스템과 같은 종류로 분류되

기도 합니다. 

 

1) 변동성 확대 시스템 

변동성 판단은 ATR(Aaverage True Range)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 ATR 지표는 상승추세

나 하락추세와 관계 없이 한 방향으로 주가가 변화할 경우 그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예제는 고가에 일정기간의 ATR 의 62%를 더한 값을 주가가 상향 돌파하면 매수, 저

가에 일정기간의 ATR 의 62%를 뺀 값을 주가가 하향 이탈하면 매도 하는 진입 전략에 대

한 사례입니다. 

 

 

[그림6-16] 

 

 

7. 기간 복합 전략(Multi–Time Frame System) 

 

기간 복합 전략은 유용한 전략으로서 매매 속임수를 제어하거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

로 자주 거론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분 챠트로 매매하는 경우 60분 챠트의 매매신호와 결합하여 매매 전략을 작성

하면 5분 챠트에서 발생하는 속임수 매매를 제어할 수 있고 60분 챠트의 추세를 반영하게 

되어 좀더 유용한 전략을 개발할 수 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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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보스 트레이더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1) 한 단계 높은 시간대의 고저를 이용한 매매 

분, 틱 챠트에서는 일간 고가와 저가를, 일간 챠트에서는 주간 고가, 저가를, 주간 챠트에서

는 월간 고가, 저가를, 월간 챠트에서는 연간 고가, 저가를 이용해서 고가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 저가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예제입니다. 

 

 

 

[그림6-17] 

 

2) 피봇 포인트(Pivot Point) 이용 

가격흐름(시가, 고가, 저가, 종가)을 이용해서 주요 지지, 저항선을 작성하는 방법 중 피봇 

포인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분, 틱에서는 일간 피봇을, 일간에서는 주간 피봇을, 

주가에서는 월간 피봇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예제는 다양한 피봇 포인트를 이용한 전략 가운데 피봇 1차 지지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피봇 1차 저항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라는 진입조건을 사용한 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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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8] 

 

 

8. 기술적 지표(Technical Indicator)를 이용한 진입 전략 

 

roc, macd, cci 등과 같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진입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1) 역추세 추종적인 방법(anti-trend following method) 

주로 일정 구간을 반복하는 기술적 지표(스토케스틱, rsi, mfi, cci 등)들이 과매도 구간에 진

입할 때 매수, 과매수 구간에 진입할 때 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락하면서 스토케스틱 지표가 과매도 구간(20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수 

전략을 구사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스토케스틱 지표가 과매수 구간(80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도 전략을 구사합니다. 

1. 역추세 추종적인 방법(anti –trend following method) 

2.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 

3. 신호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 

4. 과매수 /과매도를 이용한 매매 방법 

5. 역배열(divergence)를 이용한 매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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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매 방법은 추세가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매매한다고 해서 역추세 추

종적인 방법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너무 빠른 시장 진입 및 추세를 놓치는 빠

른 퇴출이 발생할 수 있어 추세 추종적인 방법보다는 사용빈도가 낮습니다. 

 

역추세 추종적인 방법은 횡보 구간에서는 높은 수익과 승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indicator”,”overbought”,”oversold”라는 변수의 입력란에 해당 지표 및 과매

도/과매수 판단 기준값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지표의 과매수/과매도를 이용한 역추세 추종

적인 시스템을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즉, indicator(예 : slowk(14,5),cci(14))가 overbought(예 : slowk일 경우 80, CCI일 경우 

+100)보다 크면 그 다음날 시가에 매도, indicator가 oversold(예 : slowk일 경우 20, CCI

일 경우 -100)보다 적으면 그 다음날 시가에 매수하는 진입 전략 사례입니다. 

 

 

[그림6-19] 

 

2)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 

주로 macd, trix, roc 등 기준선을 작성할 수 있는 지표에 사용되며 추세 추종적인 진입 방

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란 기술적 지표의 추세전환 확인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표의 변수값이 클

수록 늦은 매매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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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제는 어떠한 기술적 지표도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된 예제입니다. 

 

indicator(예 : macd(close, 12,26), trix(7)) 가 기준선 값을 할당 받게 되는 입력 변수인 

stand(예 : macd, trix 경우 0선)를 상향 돌파하면 그 다음날 시가에 매수, 하향 돌파하면 

그 다음날 시가에 매도를 취하는 전략 사례입니다. 

 

 

[그림6-20] 

 

3) 신호선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 후행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빠른 매매 포인트를 

찾기 위해 기술적 지표와 기술적 지표의 일정기간의 이동평균선(신호선) 교차를 이용한 진

입 전략이 자주 사용됩니다. 

 

macd 의 경우에는 아예 신호선이 챠트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호선인 지표의 이동평균선은 주로 지수 이동평균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예제는 indicator가 indicator의 siglen 기간동안의 지수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그 다음날 시가에 매수, 하향 돌파하면 그 다음날 시가에 매도하는 진입 전략에 대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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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1] 

 

4) 과매수/과매도를 이용한 전략 

앞서 설명한 역추세 추종적인 방법과 달리 여기서 설명하는 진입방법은 추세 추종적인 방법

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확인 매매 방법과 분출 국면 매매 방법(pop)이 있습니

다. 

 

① 확인 매매 방법 

확인매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구간을 반복하는 지표가  과매도 구간 진입 이후 과

매도 구간을 상향 이탈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며 , 지표가 과매수 구간 진입 이후 재차 

과매수 구간을 하향 이탈하는 시점이 매도 시점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림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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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출 국면 매매 방법(pop) 

분출 국면 매매 방법은 pop method 라 하는데 이는 일정구간을 반복하는 지표가 과매수 

구간이 가장 매수 강도가 강한 구간이며 과매도 구간이 가장 매도 강도가 강한 구간으로서 

과매수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급락하는 경우가 발

생하는 특성을 이용한 진입 전략입니다. 

 

즉,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에

서는 매도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아래 예제는 이러한 진입 전략에 과매수 진입 이후 과매수 구간을 재차 하향 이탈하면 매수 

청산을 하고 과매도 구간 진입 이후 과매도 구간을 상향 이탈하면 매도 청산하는 전략을 표

시하였습니다. 

 

 

[그림6-23] 

 

5) 역배열(divergence) 를 이용한 전략 

역배열이란 기술적 지표의 모멘텀을 파악하는 주요 특성으로서 상승형 역배열과 하락형 역

배열로 구분됩니다. 

 

상승형 역배열(positive divergence)은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데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 것으

로서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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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형 역배열(negative divergence)은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데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 것으

로서 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역배열을 파악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래의 예제는 지표의 일정 기간동안의 최고점이나 

최저점과 주가의 일정기간 동안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활용해서 단기적인 역배열 진입 시

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작성된 예제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

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제는 지표가 len 기간 동안의 최저값 보다 큰데 주가는 len 기간동안의 최저값이라

면 상승형 역배열로 간주하고 매수 전략을 구사하며, 지표가 len 기간 동안의 최고값 보다 

적은데 주가는 len 기간동안의 최고값이라면 하락형 역배열로 간주하고 매도 전략을 구사하

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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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 

 

데이트레이딩은 일중에 매매포지션을 청산하는 형태의 매매 방법입니다. 즉, 장종료까지 포

지션이 있을 경우 수익 발생이든 손실 발생이든 종가 청산으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매매 형태가 널리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장중 변동성이 증가하여 수익

을 발생시킬 확률이 커졌다는 점과 오버나잇(Over-Night)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버나잇 리스크가 없다면 매매 전략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폭이 적어지게 되어 시스템의 리

스크 또한 감소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략은 돌파 전략으로서 전일 고저, 전일종가, 아침 시가 등과 

같은 지지, 저항선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매매하고 종가에는 청산하는 전략들입니다. 

 

1) 고정 시간 돌파 

장 시작 이후 일정 시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산출한 뒤 돌파하는 방향으로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 적용시 프로퍼티에서 종가 청산(15:04) 를 선택해야 종

가 청산이 가능합니다. 

 

Input: timee, 상수, 1000 

If Ttime = timee Then 

 Var1 = highd 

 Var2 = lowd 

End If 

If ttime >=timee And ttime<1504 Then  

Call sell("매도",Atstop,Def,Var2) 

   Call buy("매수",Atstop,Def,Var1)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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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출 전략(Exit Strategy) 

 

퇴출전략은 진입 전략보다 더 세심하게 구상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

용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이익을 최대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1) 손실 보존  

 

① 손절매(LOSSCUT,STOPLOSS) 

손절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전략 구성시 필히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 합니다. 손절매 방법은 절대 금액이나 % 기준을 많이 사용하는데 %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범용성 측면에서나 주가 가격 차를 극복하는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call exitlong(“손절매”,AtStop, EntryPrice*(1-0.02) ‘2% 손절매 적용 

 

② 브레이크 이븐 스탑 

주가가 매수가격에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일정 저항 레벨(floor level)을 상회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손절매(매수가격 이하)를 유지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손절매 포

인트는 매수가격 포인트로 이동시켜 손실폭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브레이크 이븐 스탑’이라 합니다.  

 

if floor< hhv(1,high,barnumsinceentry+1) then 

   call exitlong(“브레이크이븐 스탑”, AtStop, EntryPrice) 

end if 

 

2) 이익 보존 

 

① 목표 이익(PROFIT TARGET) 

매수 이후 일정 수익에 도달하면 청산하는 전략입니다. 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수익

을 제한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Call exitlong(“목표이익”,atlimit, entrprcie+1) ‘ 진입가격에서 1 포인트, 상승시 청산 

 

② 기간 스탑(INACTIVITY STOP)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익에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매매 포인트는 기간이 지난다고 해도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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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수가격대비 3% 가 10 봉 이내 상승하지 못하는 무조건 청산” 이라는 전략 

형태를 말합니다 

 

if barnumsinceentry+1<10 and entryprice*(1+ 

0.03)>hhv(1,high,barnumsinceentry+1) then 

    call exitlong(“기간 청산”,atmarket) 

end if 

 

③ 추적 스탑(TRAILING STOP) 

매수가격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고 난 뒤는 최고 수익대비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제어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그때부터 최고 수익대비 일정금액이

나 일정 % 이하로 수익이 감소하면 청산하는 전략입니다. 

 

if floor< hhv(1,high,barnumsinceentry+1) then 

   call exitlong(“추적 스탑”, atstop, hhv(1,high,barnumsinceentry+1)*(1-0.02)) 

end if 

 

추적 스탑은 상당히 변형된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all exitlong(“저가 스탑”,atstop,llv(1,low,5)) ‘ 5일 저가 하향 이탈 시 청산 

 

④ 빅 프로핏 스탑(BIG PROFIT STOP) 

수익이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주 짧은 청산 전략을 사용해서 이익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이후 50% 이상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가에 타이트한 

청산 전략을 사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if entryprice*(1+0.5) < hhv(1,high,barnumsinceentry+1) then 

   call exitlong(“bigprofitstop”,atstop, llv(1,low,2)) 

end if 

 

3) 재진입(Reentry) 

퇴출 전략으로 청산을 하였을 경우 추세가 재차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입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세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재진입 전략이 필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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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exitname(1)= ”청산 ”and position=0 then 

   call buy(“재진입”,atstop,def,shva(1,high,3,3,) ’3 일 스윙고가를 돌파하면 재진입 

end if 

 

4) 복수 사용 

퇴출전략은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복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합해

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call exitlong(“손절매”,atstop,entryprice*(1-0.02) 

if if floor< hhv(1,high,barnumsinceentry+1) then 

call exitlong(“추적 스탑”, atstop, hhv(1,high,barnumsinceentry+1)*(1-0.02)) 

call exitlong(“저가 스탑”, atstop,llv(1,low,5)) 

e  elseif entryprice*(1+0.5) < hhv(1,high,barnumsinceentry+1) then 

       call exitlong(“bigprofitstop”,atstop, llv(1,low,2)) 

e  elseif barnumsinceentry+1<10 and _ 

   entryprice*(1+ 0.1)>hhv(1,high,barnumsinceentry+1) then 

call exitlong(“기간 청산”,atmarket) 

end if 

 

 

11. 자산 관리 전략( Money Management ) 

 

자산 관리 전략은 진입과 퇴출 전략을 완성하고 난 뒤에 적용하게 됩니다. 초기자본금을 얼

마로 설정해야 하는지 몇 주(계약)을 사야 하는지를 전략에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은 자본+수익 전액을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금(마진 ; margin)만으

로 투자하는 방법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좋은 매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투자 가능 여부가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 결정시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우선, 초기자본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시뮬레이션 리포트’의  ’최대 자본 인하액’을 이용해서 

‘최대자본인하액 * 2 + 증거금(마진)’ 을 최소 필요 자본금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번 매매에서 투자하는 투자 금액(초기 자본금+수익)은  투자금액의 2% 

만 위험에 노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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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 RISK METHOD와 volatility METHOD 가 있습니다. 

 

① % RISK METHOD 

이 방법은 투자금액에서 한번 매매에 2% 위험을 질 경우 이 금액을 매매 위험 즉, 손절매 

금액으로 나누어 계약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 금액이 1,000,000 원, 예상 손절매 금액이 500,000 원이면 1,000,000 / 

500,000 = 2 계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② volatility METHOD 

이 방법도 역시 투자금액의 위험을 2% 라 할 경우 투자 위험을 변동성 지표인 atr(average 

true range) 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계약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2% 금액이 1,000,000 원, atr(20) 값이 200,000 원이면 1,000,000 / 200,000 = 

5 계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2% 는 0.1% ~ 5%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이하 보수적, 2% 이상 적극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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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sk method 

 

Capital = 10000000 

Equity = capital+I_closeequity(1) 

Fractal = Equity * f ‘f 는 0.02 

risk= close(1)*(1-0.02)* 500000 ‘ 2% 선물 , 2% 손절매 

If risk > 0 Then 

 trades= int(fractal/risk) 

 trades = iff(trades>0,trades,1) 

End If 

 

Call buy(“매수”,atstop,trades,…….) 

 

 

‘ volatility  method 

 

Capital = 10000000 

Equity = capital+I_closeequity(1) 

Fractal = Equity * f ‘f 는 0.02 

risk= atr(20,1) * 500000 ‘선물일 경우 금액으로 계산 

If risk > 0 Then 

 trades= int(fractal/risk) 

 trades = iff(trades>0,trades,1) 

End If 

 

Call buy(“매수”,atstop,trades,…….) 

 

12. Tip 

 

실제로 사이보스 트레이더를 이용해서 전략을 구사할 경우 다양한 제어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번 매매를 하라던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날은 매매를 중지하

라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제어가 매매 여건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문은 매매 전략의 기본 구조인 진입, 청산, 자산관리와는 다소 다른 성격으로서 

실전매매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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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제한 

 

① 하루에 한번만 매매 
If tdate <> entrydate(1) Then 

Var2 = mov(close, 5, s) 
If crossup(close, Var2) Then 
Call buy("buy", Atmarket) 

Elseif crossdn(close, Var2) Then 
Call sell("sell", Atmarket) 

End If 
End If 

 
② 당일 매매횟수 3회 이하로 제한 

If tdate(1) <> tdate Then 
Var1 = currententrynum 

End If 
 
Var2 = mov(close, 5, s) 
 
If currententrynum < Var1 + 3 Then 

If crossup(close, Var2) Then 
Call buy("buy", Atmarket) 

Elseif crossdn(close, Var2) Then 
Call sell("sell", Atmarket) 

End If 
End If 

 
③ 손절매 발생시 당일 매매 중단 

Cond1 = exitname(1) = "손절매" And tdate = exitdate(1) 
 
Var1 = mov(close, 5, s) 
Var2 = mov(close, 20, s) 
 
If Cond1 = False Then 
If crossup(Var1, Var2) Then 

Call buy("buy", Atmarket) 
Elseif crossdn(Var1, Var2) Then 

Call sell("sell", Atmarket) 
End If 

End If 

 

2) 시간, 날짜, 요일제어 

 

① 하루 중 매매시간 제어 
Var1 = opend*1.001 
Var2 = opend*0.999 
 
If ttime > 0900 And ttime < 1500 Then 

Call buy("buy", Atstop, Def, Var1) 
Call sell("sell", Atstop, Def, Var2)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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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일(휴가 등)을 제외한 매매 : 2003년 8월 1일 , 2일이 휴가인 경우 
Var1 = mov(close, 5, s) 
Var2 = mov(close, 20, s) 
 
If tdate <> 20030801 And tdate <> 20030802 Then 

If crossup(Var1, Var2) Then 
Call buy("buy", Atmarket) 

Elseif crossdn(Var1, Var2) Then 
Call sell("sell", Atmarket) 

End If 
End If 
 

③ 요일별 전략적용(1:월요일, 2:화요일, 3:수요일, 4:목요일, 5:금요일) 
Var1 = tdate 
Var2 = tweek(Var1) 
 
If Var2 = 1 Then 

'전략1 
Elseif Var2 = 2 Then 

'전략2 
Elseif Var2 = 3 Then 

'전략3 
Elseif Var2 = 4 Then 

'전략4 
Elseif Var2 = 5 Then 

'전략5 
End If 

 

3) 기타 

① 갭보정 가격 및 스토케스틱 
If tdate<>tdate(1) Then 

aa = open - close(1) 
Var1 = Var1 + aa    '갭의 합 

End If 
 
Var2 = open - Var1    ‘갭보정 시가 
Var3 = high - Var1    ‘갭보정 고가 
Var4 = low - Var1    ‘갭보정 저가 
Var5 = close - Var1    ‘갭보정 종가 
Var6 = hhv(1, Var3, 10)  ‘갭보정 10일 최고가 
Var7 = llv(1, Var4, 10)  ‘갭보정 10일 최저가 
 
If Var6 <> Var7 Then 
Var8 = (Var5 - Var7)*100 / (Var6-var7) 'fastk(10) 

End If 
 
Var9 = mov(Var8, 6, s)   'slowk(10, 6) 

 
 
 
 
 

② 미래값 참조(ope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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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실전매매에서 일봉상의 금일저가보다 내일시가가 100원 떨어져서 시작하면 

매수하라는 예 

Setbarback 
 
If low >= open(-1) + 100 Then 

Call buy("매수", Atmarket) 
End If 
 

③ 지표의 상승/하락 각도 산출 
Var1 = slowk(10, 6) 
slv1 = slowk(10, 6) 
slv2 = Var1(1) 
 
If slv2 <> 0 Then 

trend = slv1 - slv2   ‘상승/하락폭 
radian = (((slv1 - slv2)/slv2)*100) ‘상승/하락비율의 기울기 

End If 
 
Var2  = int(atn(radian)*180/pi)  ‘아크탄젠트를 통한 각도 

 
④ 일중매매시 누적손익곡선을 통한 일간손익곡선 표현 

If tdate(1) <> tdate Then 
Var1 = i_closeequity      ‘전일까지의 누적손익 

End If 
 
Var2 = i_closeequity - Var1 ‘금일까지의 누적손익-전일까지의 누적손익 
Call PlotI1("Daily", Var2)      ‘지표로 당일손익표현 

 
⑤ 선물매매시 최소변동단위로 선물호가 조정 

Call buy("buy", Atstop, 1, 100.03) 
Call sell("sell", Atstop, 1, 100.03) 

 

위와 같이 주문함수를 작성할 경우 시뮬레이션상에서는 100.03에 체결된 것으로 결

과 보고서는 작성되지만 선물의 최소변동단위는 0.05이므로 실제에는 존재할 수 없

는 체결가격 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여 실전매매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선물호가를 조정하여 주문함수를 실행시키는 예 

 

Call buy("buy", Atstop, 1, ceiling(100.03*20)/20) 
Call sell("sell", Atstop, 1, fix(100.03*20)/20) 

 



2. 함수 
 

1. 분석함수 

 

 Accum 

[설명] 전체 기간 동안 DataField를 누적한 합을 리턴하는 함수 

[구문] Accum(DataField)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사용예] 전일 종가와 금일 종가와의 가격 차이의 누적 합계 

Val1 = Close – Close(1) 

Call PlotI1(“accum”, Accum(Val1)) 

 

 BarInterval 

[설명] 챠트상에 그려진 분, 틱의 주기를 리턴하는 함수 

챠트상에 그려진 데이터가 시간단위로 Intra-Day(일중챠트)일 경우 

즉, DataCompression함수가 1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외의 경우는 None

을 리턴합니다. 

[구문] BarInterval() 

데이터의 시간단위에 따라 Bar와 Bar 사이의 시간간격을 리턴합니다. 

[사용예] 현재 챠트가 몇분봉(몇틱챠트)인지를 리턴 

If DataCompression <= 1 Then  ‘분챠트나 틱챠트일 경우 

Call PlotI1(“시간간격”, BarInterval) 

End If 

 

 BarNum 

[설명] 현재 챠트의 Bar 번호를 리턴하는 함수 

BarNum함수는 CurrentBar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CurrentBar는 금일 Bar의 번

호만을 구해주는데 반해 BarNum은 모든 Bar의 번호를 포함해서 아무런 언급없

이 BarNum이라고 주어진 경우 금일 Bar의 번호를 구해주고, 특정한 조건을 만

족하는 Bar의 번호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랭귀지 문장 안에서 조건을 만족

하는 Bar의 번호값을 구합니다. 예를들어, 직전 5개 이전의 Bar의 번호값을 구

하기 위해서는 BarNum(5)라고 사용하면 되지만, CurrentBar(5)는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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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CurrentBar – 5’라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BarNum([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사용예] 초기 5개의 Bar는 출력하지 못하게 하는 구문 

If BarNum > 5 Then 

Call PlotI1(“5MA”, Mov(Close, 5, S)) 

End If 

 

 BarWhen 

[설명] Length동안 Occur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Bar를 리턴하는 함수 

[구문] BarWhen(Occur, Condition, Length) 

- Occur : 

- Condition : 

- Length :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양의 정수 

[사용예] 10기간동안 가장 최근에 종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가 발생한 시점 

BarWhen(1, Close > Open, 10) 

 

 BarWhenAll 

[설명] Occur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Bar를 리턴하는 함수 

[구문] BarWhenAll(Occur, Condition) 

- Occur : 

- Condition : 

- Length :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양의 정수 

[사용예] 전체 기간동안 가장 최근에 종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가 발생한 시점 

BarWhenAll(1, Close > Open) 

 

 Correl 

[설명] 일정 기간 동안에 두 변수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두 변수

가 얼마나 독립적인지 또는 상호 의존적인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함수 

상관계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과 –1사이로 제한되며, 함수값이 +1

인 경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1인 경우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나타냅니다. 

[구문] Correl(DataField1, DataField2, Length, [Optional]Pos) 

- DataField1,2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

형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

자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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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gth :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양의 정수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사용예] 주가와 MACD와의 상관관계 

Val1 = Close 

Val2 = MACD(Close, 12, 26) 

Call PlotI1(“correl”, Correl(Val1, Val2, 14)) 

 

 Cum 

[설명] Length 기간만큼 DataField를 누적한 합을 리턴하는 함수 

[구문] Cum(DataField, Length,[Optional]Pos)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ength :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양의 정수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사용예] 3일 동안의 최고값과 최저값 차이의 10일간 누적합 

Val1 = HHV(1, High, 3) – LLV(1, Low, 3) 

Call PlotI1(“cum”, Cum(Val1, 10)) 

 

 CurrentBar 

[설명] 현재 시점의 Bar 번호를 리턴하는 함수 

CurrentBar(5)와 같이 과거치를 참조하지는 못하지만 연산은 가능합니다. 

[구문] CurrentBar() 

[사용예] If Cond1 Then 

Val1 = CurrentBar  ‘조건이 맞을 경우 현시점의 BarNumber 저장 

End If 

 

If CurrentBar() > 10 Then 

Val1 = CurrentBar() – 10  ‘연산가능 

End If 

 

 DataCompression 

[설명] 현재 적용되어 있는 챠트상의 주기를 리턴하는 함수 

챠트상의 그려진 데이터를 시간단위로 분류하면 Intra-Day(일중챠트), Daily(일

간챠트), Weekly(주간챠트), Monthly(월간챠트), Yearly(연간챠트)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DataCompression함수는 이들 각각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번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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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서 현재 챠트상에 그려진 유형에 관한 번호를 구합니다. 

[구문] DataCompression() 

데이터의 시간단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값을 리턴합니다. 

0 TickBar 

1 Intra-day 

2 Daily 

3 Weekly 

4 Monthly 

5 Yearly 

[사용예] If DataCompression <= 1 Then 

Call PlotI1(“high”, HighD(1))  ‘HighD : 분, 틱간에서 일간의 고가 리턴 

Call PlotI2(“low”, LowD(1)) 

ElseIf DataCompression() = 2 Then 

Call PlotI1(“high”, HighW(1))  ‘HighW : 분, 틱, 일간에서 주간의 고가 리턴 

Call PlotI2(“low”, LowW(1)) 

End If 

챠트 시간단위가 Intra-Day 즉, 분간일때는 전일의 고가와 저가를 지지저항대

로 표시하고, 일간일때는 전주의 고가와 저가를 지지저항대로 표시하고, 주간

일때는 전달의 고가와 저가를 지지저항대로 표시하는 CTL 구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Find 

[설명] QuickFinder를 이용한 전략검색에서의 상태를 검색하는 함수 

Find함수는 전략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영역에서 수식을 작성하고, 

유효성까지 마치면 챠트에 적용합니다. 챠트 적용 후 챠트 하단의 검색을 실행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종목검색창이 나타나고 대상그룹을 지정하여 검색합니다. 

[구문] Find() 

[사용예] 20일 이평선이 10일 이평선보다 큰 종목 검색 

If Mov(Close, 10, S) < Mov(Close, 20, S) Then 

Call Find() 

End If 

 

 Fml 

[설명] 사용자 함수로 작성된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사용자 함수(User Function)란 반복되어 사용되는 문장이나 수식을 사용자가 임

의로 함수를 만들어 다른 수식 작성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함수를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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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사용자 함수는 지표, 신호, 강조, 추세, 전략 영역에서 Fml이란 함수로 호

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Fml(“UserFuncName”, [Optional]Argument1, [Optional]Argument2, …) 

[사용예] Fml("HHV", Price, Length) 

 

 HHB (Highest High Bar) 

[설명] 매개변수 DataField와 Length로 지정된 기간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이 나타났을 

때가 현재의 Bar를 기점으로 해서 몇 개 이전를 리턴합니다. 또한, 두번째로 또

는 세번째로 큰 값을 갖는 Bar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매개변수 Nth을 이용

하여 두번째, 세번째 높은 값의 Bar를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된 함수입니다. 

[구문] HHB(Nth, DataField, Length,[Optional]Pos) 

- Nth : 찾고자 하는 가격 데이터의 서열의 순위, 기간안에 가장 높은 값을 찾

을려면 1이고, 두번째가 2입니다.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ength : Highest High Bar를 찾고자 하는 대상일수 즉, 기간을 지정합니다. 

[사용예] HHB(1, High, 5) 

총 5개의 Bar동안 가장 높은 가격의 Bar를 구하고자 하면 매개변수 Nth의 자

리에 1을 대입합니다. Highest High Bar의 현재 Bar와의 거리(Bar개수) 값을 

리턴합니다. 

 

 HHV (Highest High Value) 

[설명] 매개변수 DataField와 Length로 지정된 기간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또한 두번째 또는 세번쨰로 큰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NthHighest은 이와 같이 두번째, 세번째 높은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함수입니다. 

[구문] HHV(Nth, DataField, Length, [Optional]Pos) 

- Nth : 찾고자 하는 가격 데이터의 서열 순위(1 : 첫번째, 2 : 두번째)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HHB(1, High, 5 )  3 

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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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ength :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양의 정수. 

[사용예] HHV(1, High, 5)  ‘ 최근 5일간의 주가중 1번째로 큰 고가 

 

 IFF 

[설명] 조건(Condition)이 참일때 TrueValue값 리턴, 거짓일때 FalseValue값 리턴 

[구문] IFF(Condition, TrueValue, FalseValue) 

[사용예] 종가가 시가보다 크면 Close값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Open값을 리턴 

IFF(Close > Open, Close, Open) 

 

 LLB (Lowest Low Bar) 

[설명] 매개변수 DataField와 Length로 지정된 기간동안에 가장 낮은 가격이 나타났을 

때가 현재의 Bar를 기점으로 몇개 이전인지를 리턴합니다. 또한, 때로는 두번째

로 또는 세번째로 작은 값을 갖는 Bar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매개변수 Nth을 

이용하여 두번째, 세번째 작은 값의 Bar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구문] LLB(Nth, DataField, Length, [Optional]Pos) 

- Nth : 찾고자 하는 가격 데이터의 서열의 순위, 기간안에 가장 낮은 값을 찾

으면 1이고, 두번째가 2입니다.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ength : Lowest Low Bar를 찾고자 하는 대상일수 즉, 기간을 지정합니다. 

[사용예] LLB(1, Low, 5) 

총 5개의 Bar동안 가장 낮은 가격의 Bar를 구하고자 하면 매개변수 Nth의 자

리에 1을 대입합니다. Lowest Low Bar의 현재 Bar와의 거리(Bar개수) 값을 

리턴합니다. 

HHV(1, High, 5 )  1,500원 

현시점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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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V (Lowest Low Value) 

[설명] 매개변수 DataField와 Length로 지정된 기간동안에 가장 낮은 가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또한, 두번째 또는 세번쨰로 작은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NthLowest는 이와 같이 두번째, 세번째 작은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함

수입니다. 

[구문] LLV(Nth, DataField, Length, [Optional]Pos) 

- Nth : 찾고자 하는 가격 데이터의 서열 순위(1 : 첫번째, 2 : 두번째)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ength :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양의 정수 

[사용예] LLV(1, Low, 5)  ‘최근 5일간의 주가 중 1번째로 낮은 저가 

 

 SHB (Swing High Bar) 

[설명] 매개변수값으로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Swing High Bar가 나타났을 때 현재의 

Bar를 기점으로 해서 Bar 몇 개 이전에서 Swing High Bar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Bar의 개수를 리턴합니다. Swing High Bar란 일정기간동안의 최고점을 일

컫는 말로서 Strength에서 주어진 기간만큼 좌우의 기간의 가격보다 높은 봉을 

말합니다. 

LLB(1, Low, 5)  3 

현시점 

LLV(1, Low, 5)  1,000원 

현시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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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High Bar가 형성된 경우는 Swing High 시점에서의 거리(Bar 수) 값을 

가지게 되며 Swing High Bar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none 값 즉, 아무런 값

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문] SHB(Occur, DataField, LStrength, RStrength, Length, [Optional]Pos) 

- Occur : Swing High Bar가 형성된 경우 형성된 Swing High Bar중 구하고자 

하는 Swing High Bar의 번호를 금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1, 두번째로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2를 적용하면 됩니다.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Strength : Swing High Bar의 왼쪽으로 Swing High Bar보다 값이 작은 Bar

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Left Strength) 

- RStrength : Swing High Bar의 오른쪽으로 Swing High Bar보다 값이 작은 

Bar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Right Strength) 

- Length : Swing High Bar를 찾고자 하는 대상일수 즉, 기간을 지정합니다. 

[사용예] SHB(1, High, 3, 3, 10) 

총 10개의 Bar동안 좌측 3개의 Bar와 우측 3개의 Bar를 통한 Swing High 

Bar가 완성되었을때 

 

 SHBA (Swing High Bar All) 

[설명] 매개변수값으로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Swing High Bar가 나타났을 때 현재의 

Bar를 기점으로 해서 몇 개 이전에서 Swing High Bar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Swing High(최고가) 

Strength (기간) 

현시점 

SHB(1, High, 3, 3, 10)  7 

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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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의 개수를 리턴합니다. SHB와 다른 점은 Length가 없어서 Load Data 전구

간의 Swing High Bar를 대상으로 합니다. Swing High Bar란 일정기간동안의 최

고점을 일컫는 말로서 Strength에서 주거진 기간만큼 좌우의 기간의 가격보다 

높은 봉을 말합니다. 

Swing High Bar가 형성된 경우는 Swing High 시점에서의 거리(Bar수)를 가지

게 되나 Swing High Bar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none 값 즉, 아무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문] SHBA(Occur, DataField, LStrength, Rstrength, [Optional]Pos) 

- Occur : Swing High Bar가 형성된 경우 형성된 Swing High Bar중 구하고자 

하는 Swing High Bar의 번호를 금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1, 두번째로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2를 적용하면 됩니다.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Strength : Swing High Bar의 왼쪽으로 Swing High Bar보다 값이 작은 Bar

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Left Strength) 

- RStrength : Swing High Bar의 오른쪽으로 Swing High Bar보다 값이 작은 

Bar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Right Strength) 

[사용예] SHBA(1, High, 3, 3) 

총 Bar동안 좌측 3개의 Bar와 우측 3개의 Bar를 통한 Swing High Bar가 완

성되었을때 가장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면 매개변수 Nth의 자

리에 1을 대입합니다. Swing High Bar의 현재 Bar와의 거리(Bar개수)값을 리

턴합니다. 

Swing High( 최고가 ) 

Strength ( 기간 ) 

현시점 

SHBA(1, High, 3, 3)  6 

현시점

SHBA(1,High,2,2) = 3 (마지막 bar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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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V (Swing High Value) 

[설명] 매개변수값으로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Swing High Bar가 나타났을 때 Swing 

High Bar에서의 DataField의 값을 구합니다. Swing High Bar란 일정기간동안의 

최고점을 일컫는 말로서 Strength에서 주거진 기간만큼 좌우의 기간의 가격보다 

높은 봉을 말합니다. 

Swing High Bar가 형성된 경우는 Swing High 시점에서의 가격 또는 Swing 

High Bar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none 값 즉, 아무런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문] SHV(Occur, DataField, LStrength, RStrength, Length, [Optional]Pos) 

- Occur : Swing High Bar가 형성된 경우 형성된 Swing High Bar중 구하고자 

하는 Swing High Bar의 번호를 금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1, 두번째로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2를 적용하면 됩니다.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Strength : Swing High Bar의 왼쪽으로 Swing High Bar보다 값이 작은 Bar

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Left Strength) 

- RStrength : Swing High Bar의 오른쪽으로 Swing High Bar보다 값이 작은 

Bar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Right Strength) 

- Length : Swing High Bar를 찾고자 하는 대상일수 즉, 기간을 지정합니다. 

[사용예] SHV(1, High, 3, 3, 10) 

총 10개의 Bar동안 좌측 3개의 Bar와 우측 3개의 Bar를 통한 Swing High 

Bar가 완성되었을때 가장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면 매개변수 

Nth의 자리에 1을 대입합니다. Swing High Point의 DataField High 값을 리

턴합니다. 

Swing High(기간중 최고가) 

Strength (기간) 

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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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VA (Swing High Value All) 

[설명] 전체 기간중에서 매개변수값으로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Swing High Bar가 나

타났을 때 Swing High Bar에서의 DataField의 값을 구합니다. SHV와 다른 점

은 기간값이 없어서 Load Data 전구간의 Swing High Bar를 대상으로 합니다. 

Swing High Bar란 일정기간동안의 최고점을 일컫는 말로서 Strength에서 주어

진 기간만큼 좌우의 기간의 가격보다 높은 봉을 말합니다. 

Swing High Bar가 형성된 경우는 Swing High 시점에서의 가격을 가지게 되나 

Swing High Bar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none 값 즉, 아무런 값을 가지지 않습니

다.  

[구문] SHVA(Occur, DataField, LStrength, Rstrength, [Optional]Pos) 

- Occur : Swing High Bar가 형성된 경우 형성된 Swing High Bar중 구하고자 

하는 Swing High Bar의 번호를 금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1, 두번째로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2를 적용하면 됩니다.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Strength : Swing High Bar의 왼쪽으로 Swing High Bar보다 값이 작은 Bar

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Left Strength) 

- RStrength : Swing High Bar의 오른쪽으로 Swing High Bar보다 값이 작은 

Bar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Right Strength) 

[사용예] SHVA(1, High, 3, 3) 

SHV(1, High, 3, 3, 10)  1,500원 

현시점

1,500원 

 

Strength (기간) 

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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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Bar동안 좌측 3개의 Bar와 우측 3개의 Bar를 통한 Swing High Bar가 완

성되었을때 가장 최근의 Swing High Bar를 구하고자 하면 매개변수 Nth의 자

리에 1을 대입합니다. Swing High Bar의 High 값을 리턴합니다. 

 

 SLB (Swing Low Bar) 

[설명] 매개변수값으로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Swing Low Bar가 나타났을 때 현재의 

Bar를 기점으로 해서 몇 개 이전에서 Swing Low Bar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Bar의 개수를 리턴합니다. Swing Low Bar란 일정기간동안의 최저점을 일컫는 

말로서 Strength에서 주어진 기간만큼 좌우의 기간의 가격보다 낮은 봉을 말합

니다. 

Swing Low Bar가 형성된 경우는 Swing Low 시점에서의 거리(Bar수) 값을 가

지게 되나 Swing Low Bar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none 값 즉, 아무런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문] SLB(Occur, DataField, LStrength, RStrength, Length, [Optional]Pos) 

- Occur : Swing Low Bar가 형성된 경우 형성된 Swing Low Bar중 구하고자 

하는 Swing Low Bar의 번호를 금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Swing Low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1, 두번째로 최근의 

Swing Low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2를 적용하면 됩니다.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Strength : Swing Low Bar의 왼쪽으로 Swing Low Bar보다 값이 큰 Bar의 

SHVA(1, High, 3, 3)  1,000원 

현시점

1,000원 

Strength(기간)

Swing Low (기간중 최저가)

현시점 

SLB(1,Low,2,2,3) = 2 (마지막 bar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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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Left Strength) 

- RStrength : Swing Low Bar의 오른쪽으로 Swing Low Bar보다 값이 큰 Bar

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Right Strength) 

- Length : Swing Low Bar를 찾고자 하는 대상일수 즉, 기간을 지정합니다. 

[사용예] SLB(1, Low, 3, 3, 10) 

총 10개의 Bar동안 좌측 3개의 Bar와 우측 2개의 Bar를 통한 Swing Low 

Bar가 완성되었을때 

 

 SLBA (Swing Low Bar All) 

[설명] 매개변수값으로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Swing Low Bar가 나타났을 때 현재의 

Bar를 기점으로 해서 몇 개 이전에서 Swing Low Bar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Bar의 개수를 리턴합니다. SLV와 다른 점은 Length가 없어서 Load Data 전구

간의 Swing Low Bar를 대상으로 합니다. Swing Low Bar란 일정기간 동안의 

최저점을 일컫는 말로서 Strength에서 주어진 기간만큼 좌우의 가격보다 낮은 

봉을 말합니다. 

Swing Low Bar가 형성된 경우는 Swing Low 시점에서의 거리(Bar수)를 가지게 

되나 Swing Low Bar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none 값 즉, 아무값을 가지지 않습

니다.  

[구문] SLBA(Occur, DataField, LStrength, Rstrength, [Optional]Pos) 

- Occur : Swing Low Bar가 형성된 경우 형성된 Swing Low Bar중 구하고자 

하는 Swing Low Bar의 번호를 금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Swing Low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1, 두번째로 최근의 

SLB(1, Low, 3, 3, 10)  7 
현시점

Strength(기간)

Swing Low (기간중 최저가)

현시점 

SLBA(1,Low,2,2) = 2 (마지막 bar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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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Low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2를 적용하면 됩니다.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Strength : Swing Low Bar의 왼쪽으로 Swing Low Bar보다 값이 큰 Bar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Left Strength) 

- RStrength : Swing Low Bar의 오른쪽으로 Swing Low Bar보다 값이 큰 Bar

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Right Strength) 

[사용예] SLBA(1, Low, 3, 3) 

총 Bar동안 좌측 3개의 Bar와 우측 3개의 Bar를 통한 Swing Low Bar가 완

성되었을때 

 

 SLV (Swing Low Value) 

[설명] 매개변수값으로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Swing Low Bar가 나타났을 때 Swing 

Low Bar에서의 DataField의 값을 구합니다. Swing Low Bar란 일정기간동안의 

최저점을 일컫는 말로서 Strength에서 주거진 기간만큼 좌우의 기간의 가격보다 

낮은 봉를 말합니다. 

Swing Low Bar가 형성된 경우는 Swing Low 시점에서의 가격을 가지게 되나 

Swing Low Bar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none 값 즉, 아무런 값을 가지지 않습니

다. 

[구문] SLV(Occur, DataField, LStrength, RStrength, Length, [Optional]Pos) 

- Occur : Swing Low Bar가 형성된 경우 형성된 Swing Low Bar중 구하고자 

하는 Swing Low Bar의 번호를 금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Swing Low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1, 두번째로 최근의 

SLBA(1, Low, 3, 3)  7 
현시점

Strength(기간)

Swing Low (기간중 최저가)

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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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Low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2를 적용하면 됩니다.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Strength : Swing Low Bar의 왼쪽으로 Swing Low Bar보다 값이 큰 Bar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Left Strength) 

- RStrength : Swing Low Bar의 오른쪽으로 Swing Low Bar보다 값이 큰 Bar

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Right Strength) 

- Length : Swing Low Bar를 찾고자 하는 대상일수 즉, 기간을 지정합니다. 

[사용예] SLV(1, Low, 3, 3, 10) 

총 10개의 Bar동안 좌측 3개의 Bar와 우측 3개의 Bar를 통한 Swing Low 

Bar가 완성되었을때 가장 최근의 Swing Low Bar를 구하고자 하면 매개변수 

Nth의 자리에 1을 대입합니다. Swing Low Bar의 DataField Low 값을 리턴합

니다. 

 

 SLVA (Swing Low Value All) 

[설명] 전체 기간동안에 매개변수값으로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Swing Low Bar가 나

타났을 때 Swing Low Bar에서의 DataField의 값을 구합니다. SLV와 다른 점은 

Length가 없어서 Load Data 전구간의 Swing Low Bar를 대상으로 합니다. 

Swing Low Bar란 일정기간동안의 최저점을 일컫는 말로서 Strength에서 주어

진 기간만큼 좌우의 기간의 가격보다 낮은 봉를 말합니다. 

Swing Low Bar가 형성된 경우는 Swing Low 시점에서의 가격을 가지게 되나 

Strength(기간)

Swing Low (최저가) 

SLV(1, Low, 3, 3,10)  1500 
현시점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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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Low Bar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none 값 즉, 아무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문] SLVA(Occur, DataField, LStrength, Rstrength, [Optional]pos) 

- Occur : Swing Low Bar가 형성된 경우 형성된 Swing Low Bar중 구하고자 

하는 Swing Low Bar의 번호를 금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Swing Low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1, 두번째로 최근의 

Swing Low Bar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2를 적용하면 됩니다.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LStrength : Swing Low Bar의 왼쪽으로 Swing Low Bar보다 값이 큰 Bar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Left Strength) 

- RStrength : Swing Low Bar의 오른쪽으로 Swing Low Bar보다 값이 큰 Bar

의 연속된 개수를 지정합니다.(Right Strength) 

[사용예] SLVA(1, Low, 3, 3) 

총 Bar동안 좌측 3개의 Bar와 우측 3개의 Bar를 통한 Swing Low Bar가 완

성되었을때 가장 최근의 Swing Low Bar를 구하고자 하면 매개변수 Nth의 자

리에 1을 대입합니다. Swing Low Bar의 DataField의 값을 리턴합니다. 

 

 

 

 ValueWhen 

[설명] Length동안 Occur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DataField값 리턴 

[구문] ValueWhen(Occur, Condition, DataField, Length)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사용예] 10기간동안 가장 최근에 종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가 발생한 시점의 종가의 10 

이동평균값을 리턴 

ValueWhen(1, Close > Open, Mov(Close, 10, S), 10) 

 

 

SLVA(1, Low, 3, 3)  1500 
현시점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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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WhenAll 

[설명] Occur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DataField값 리턴 

[구문] ValueWhenAll(Occur, Condition, DataField) 

- DataField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사용예] 전체기간동안 가장 최근에 종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가 발생한 시점의 종가의  

10이동평균값을 리턴 

ValueWhenAll(1, Close > Open, Mov(Close, 1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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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함수 

 

 PlotHn(High Light) : 강조 

[설명] 주어진 조건에 따라 봉의 색깔을 바꾸고자 할 때 작성되는 강조영역만의 고유함

수로 하나의 문장에 6개 이상의 강조표시(봉의 색깔 변경)를 나타낼 수 없습니

다. 

[구문] PlotHn(“PlotHn Name”, [Optional]BarClolor) 

- n : 1~5까지의 숫자(PlotH1, PlotH2, PlotH3, PlotH4, PlotH5) 

- PlotHn Name : 챠트에 구현될 강조의 사용자 임의 명칭 

- BarClolor : 챠트에 표현될 봉의 색깔 

(Black, Blue, Cyan, Magenta, Red, White, Yellow) 

[사용예] Call PlotH1(“100이상”, Red) 

 

 

 PlotIn(User Indicator) : 사용자 지표 

[설명] 사용자 임의의 지표를 만들어 챠트에 직접 구현하고자 할 때 작성되는 지표영역

만의 고유함수로 하나의 문장에 6개 이상의 지표값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구문] PlotIn(“PlotIn Name”, Expression) 

- n : 1~5까지의 숫자(PlotI1, PlotI2, PlotI3, PlotI4, PlotI5) 

- PlotIn Name : 챠트에 구현될 지표의 사용자 임의 명칭 

- Expression : 챠트에 사용자 지표로 구현될 데이터값이나 함수 

[사용예] Call PlotI1(“20일 이평선”, Mov(Close, 20, S)) 

 

 PlotSn(Signal) : 신호 

[설명] 주가 챠트상에 특정 가격대를 표시하거나 글자를 삽입하려할 때 작성되는 신호

영역만의 고유함수로 특히, 목표 가격대나 손절매 가격을 표시하거나 의미 있는 

봉에 대해 언급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문장에 6개 

이상의 신호값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구문] PlotSn(“PlotSn Name”, Expression, [Optional]Text, [Optional]Symbol, 

[Optional]Color, [Optional]Size) 

- n : 1~5까지의 숫자(PlotS1, PlotS2, PlotS3, PlotS4, PlotS5) 

- PlotSn Name : 챠트에 구현될 신호의 사용자 임의 명칭 

- Expression : 챠트에 사용자 지표로 구현될 데이터값이나 함수 

- Text : 신호와 함께 표현할 텍스트를 입력 

- Symbol : 챠트에 표시할 심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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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Down, ArrLeft, ArrRight, ArrUp, BullMark, Daishin …) 

- Color : 챠트에 표현될 봉의 색깔 

(Black, Blue, Cyan, Magenta, Red, White, Yellow) 

- Size : 챠트에 표시될 모양(심볼)의 크기를 조정 

(Large, Middle, Small) 

[사용예] Call PlotS1("매수신호", Close, "Buy", ArrDown, Green, Large) 

 

 PlotT(Trend) : 추세 

[설명] 조건에 따라 강세구간(Bull), 약세구간(Bear), 중립구간(Neutral)의 3가지 영역으

로 작성되는 추세영역만의 고유함수로 각 구간에 대한 판단을 조건에 맞게끔 구

분하여 표시하면 보다 일목요연한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PlotT는 단일 

함수로 PlotIn, PlotSn, PlotHn과 같이 함수 끝에 1~5까지의 붙여 사용되는 계

열 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문] PlotT(“PlotT Name”, Kind) 

- Kind : 추세의 종류(Bull, Bear, Neutral) 

[사용예] Call PlotT("PlotT",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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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배열 

 

 Close 

[설명] 종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구문] Close([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재값을 참조합니다. 

[사용예] 현재봉종가 = Close, 직전봉종가 = Close(1) 

 

 High 

[설명] 고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구문] High([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재값을 참조합니다. 

[사용예] 현재봉고가 = High , 직전봉종가 = High(1) 

 

 Low 

[설명] 저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구문] Low([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재값을 참조합니다. 

[사용예] 현재봉저가 = Low, 직전봉저가 = Low(1) 

 

 Open 

[설명] 시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구문] Open([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재값을 참조합니다. 

[사용예] 현재봉의 시작가 = Open, 직전봉의 시작가 = Open(1) 

 

 Median 

[설명] 하나의 Bar내에서 고가와 저가를 합계하고 이 값을 평균한 값으로 현재 Bar의 

중간값을 계산해내며 전일값 참조 및 이동평균이 가능한 함수 

중간값 = (고가 + 저가) / 2 

[구문] Median([Optional]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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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이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

재값을 참조한다. 

[사용예] 시가나 종가가 중간값보다 작고, 종가가 시가보다 작은 경우 Bar에 신호 표시 

예1) If (Open < Median or Close < Median) and  Close < Open Then 

Call PlotS1(“Median”, High + 0.1) 

End If 

예2) Mov(Median,20,E)  중간값을 이용한 지수이동평균 

예3) Median(1)  중간값의 전일값 참조 

 

 

 Typical 

[설명] 하나의 Bar내에서 고가와 저가와 종가의 평균을 구한 값으로, 현재 Bar의 대표

값을 계산해내며 전일값 참조가 가능한 함수 

대표값 = (고가 + 저가 + 종가) / 3 

[구문] Typical ([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재값

을 참조한다. 

[사용예] 시가나 종가가 대표값보다 작고, 종가가 시가보다 작은 경우 Bar에 신호표시. 

예1) If (Open < Typical or Close < Typical) and  Close < Open Then 

Call PlotS1(“Typical”, High + 0.1) 

End If 

예2) Mov(Typical,20,E)  대표값을 이용한 지수이동평균 

예3) Typical(1)  대표값의 전일값 참조 

 

 Volume 

[설명] 거래량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구문] Volume([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재값을 참조합니다. 

[사용예] Volume = Volume() = Volume(0) 

 

 OpenD, HighD, LowD, CloseD, VomumeD : 일간 

[설명] DataCompression이 1이하인 Intraday에 유용한 함수로 분, 틱간에서 일간의 시

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을 참조하고자할 때 사용하는 함수 

전일값 참조가 가능하며, 만약 DataCompression이 2이상(일간 주기)인 곳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는 Open, High, Low, Close, Volume과 동일한 값을 리턴한다. 



 22

[구문] OpenD([Optional]Pos) 

HighD([Optional]Pos) 

LowD([Optional]Pos) 

CloseD([Optional]Pos) 

VolumeD([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재값을 참조한다. 

[사용예] 예1) If DataCompression <= 1 Then 

If CrossUp(Close, HighD(1)) Then 

Call Buy (“매수”) 

Elseif CrossDn(Close, LowD(1)) Then 

Call Sell(“매도”) 

End If 

End If 

 분봉(Intraday)에서 종가가 전일의 고가를 돌파할 경우 매수포지션을 취하

고 종가가 전일 저가보다 아래로 하향할 경우 매도 포지션을 취하라는 전

략 

예2) Mov(OpenD,20,E)  OpenD를 이용한 지수이동평균 

예3) OpenD(1)  OpenD의 전일값 참조 

 

 OpenW, HighW, LowW, CloseW, VoluemW : 주간 

[설명] DataCompression이 2이하인 시간단위(틱, 분간, 일간)에 유용한 함수로 분봉 또

는 일간 챠트에서 주간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을 참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전일값 참조가 가능하며 만약 DataCompression이 3이상

(주간 주기)인 곳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는 Open, High, Low, Close, Voluem과 

동일한 값을 리턴합니다. 

[구문] OpenW([Optional]Pos) 

HighW([Optional]Pos) 

LowW([Optional]Pos 

CloseW([Optional]Pos) 

VolumeW([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재값을 참조합니다. 

[사용예] 예1) If DataCompression <=2 then 

If CrossUp(Close, HighW(1)) Then  

Call Buy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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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If CrossDn(Close, LowW(1) Then 

Sell(매도) 

End If 

End if 

분봉이나 일간 챠트에서 종가가 전주의 고가를 돌파할 경우 매수포지션을 취

하고 종가가 전주 저가보다 아래로 하향할 경우 매도 포지션을 취하라는 전략 

예2) OpenW를 이용한 지수이동평균  Mov(OpenW,20,E) 

예3) OpenW의 전일값 참조  OpenW(1) 

 

 OpenM, HighM, LowM, CloseM, VolumeM : 월간 

[설명] DataCompression이 3이하인 시간단위(분간, 일간, 주간)에 유용한 함수로 분봉 

또는 일간, 주간 챠트에서 월간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을 참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전일값 참조가 가능하며 만약 DataCompression이 

4이상(월간 주기)인 곳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는 Open, High, Low, Close, 

Volume과 동일한 값을 리턴합니다. 

[구문] OpenM([Optional]Pos) 

HighM ([Optional]Pos) 

LowM ([Optional]Pos) 

CloseM ([Optional]Pos) 

VolumeM([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재값을 참조합니다. 

[사용예] 예1) If DataCompression <= 3 then  

If CrossUp(Close, HighM (1)) Then  

Call Buy (매수) 

ElseIf CrossDn(Close, LowM (1)) Then 

Call Sell(매도) 

End If 

End If 

분봉이나 일간, 주간 챠트에서 종가가 전월의 고가를 돌파할 경우 매수포지션

을 취하고 종가가 전월 저가보다 아래로 하향할 경우 매도 포지션을 취하라는 

전략 

예2) OpenM를 이용한 지수이동평균  Mov(OpenM,20,E)  

예3) OpenM의 전일값 참조  Open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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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Y, HighY, LowY, CloseY, VolumeY : 연간 

[설명] DataCompression이 4이하인 시간단위(분간, 일간, 주간, 월간)에 유용한 함수로

서 분봉 또는 일간, 주간, 월간 챠트에서 월간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을 참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 전일값 참조가 가능하며 만약 

DataCompression이 5이상(년간 주기)인 곳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는 Open, 

High, Low, Close, Volume과 동일한 값을 리턴합니다. 

[구문] OpenY([Optional]Pos) 

HighY([Optional]Pos) 

LowY([Optional]Pos) 

CloseY([Optional]Pos) 

VolumeY([Optional]Pos) 

- Pos : 전일값을 참조하기 위한 상수값 

1이면 전일값을 참조하고, 0이면 현재값을 참조합니다. 

[사용예] 예1) If DataCompression <= 4 then 

If CrossUp(Close, HighY(1)) Then  

Call Buy (매수) 

ElseIf CrossDn(Close, LowY(1)) Then 

Call Sell(매도) 

End if 

End If 

분봉이나 일간, 주간, 월간 챠트에서 종가가 전년의 고가를 돌파할 경우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종가가 전년 저가보다 아래로 하향할 경우 매도 포지션을 취

하라는 전략 

예2) OpenY를 이용한 지수이동평균  Mov(OpenY,20,E)  

예3) OpenY의 전일값 참조  Open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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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함수 

 

 AvgLossBarNum 

[설명] 현재 청산된 매매 중 손실 매매의 평균 보유 Bar수 

[구문] AvgLossBarNum() 

 

 AvgWinBarNum 

[설명] 현재 청산된 매매 중 이익 매매의 평균 보유 Bar수 

[구문] AvgWinBarNum() 

 

 BarNumSinceEntry 

[설명] 최근 포지션 진입 이후 경과된 Bar수 

[구문] BarNumSinceEntry([Optional]BarNum) 

- BarNum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현재 포지션이 있다면 BarNumSinceEntry는 현재 포지션을 갖게된 최초 진입 

Bar부터 경과된 Bar수 

현재 포지션이 없다면 BarNumSinceEntry는 0, BarNumSinceEntry(1)은 가

장 최근 매매시의 최초 진입 Bar로부터 경과된 현재 Bar까지의 Bar수 

[사용예] 현재 Bar가 매수 포지션 진입 후 10Bar 경과되었다면 종가 청산 

If Position = 1 And BarNumSinceEntry >= 10 Then 

Call ExitLong(매도, OnClose) 

End If 

 

 BarNumSinceExit 

[설명] 최근 청산 이후 경과된 Bar수 

[구문] BarNumSinceExit([Optional]BarNum) 

- BarNum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BarNumSinceExit는 0, BarNumSinceExit(1)은 최근 이후 경과된 현재 Bar까

지의 Bar수 

[사용예] 최근 청산된 Bar로부터 20Bar가 경과되었다면 시장가 매수 진입 

If BarNumSinceExit(1) >= 20 Then 

Call Buy(매수, AtMarket)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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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nEntry 

[설명] 현재 적용된 진입 수수료 리턴 

[구문] CmsnEntry() 

 

 CmsnExit 

[설명] 현재 적용된 퇴출 수수료 리턴 

[구문] CmsnExit() 

 

 CurrentContracts 

[설명] 현재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주수(계약수) 

[구문] CurrentConstracts() 

현재 포지션이 없다면 0 

[사용예] 현 보유하고 있는 매수포지션 10% 이익 단가를 산정 

Var1 = EntryPrice * CurrentContracts * (TickValue / TickPoint) * 1.1 

 

 CurrentEntryNum 

[설명] 현재 시장에 진입한 횟수(미청산 포지션 포함) 

[구문] CurrentEntryNum() 

 

 EntryDate 

[설명] 현재 포지션을 갖게 된 최초 진입 날짜 

[구문] EntryDate([Optional]Pos) 

- Pos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YYYYMMDD 형식 (2001년 10월 1일  20001001) 

현재 포지션이 있다면 EntryDate는 현재 포지션을 갖게 된 최초 진입 날짜 

현재 포지션이 없다면 EntryDate는 0. EntryDate(1)은 가장 최근 매매시의 최

초 진입 날짜 

[사용예] 챠트 주기가 일간인 경우 현재 Bar가 매수 포지션 보유 상태이고, 진입 날짜

가 현재 Bar로부터 20Bar 전인 경우 종가에 매수청산 

If Position = 1 And EntryDate <= Tdate(20) Then 

Call ExitLong(“매도”, OnClose) 

End If 

 

 EntryName 

[설명] 현재 포지션을 갖게된 최초 진입 주문의 명칭 

[구문] EntryName([Optional]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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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현재 포지션이 있다면 EntryName은 현재 포지션을 갖게된 최초 주문 함수의 

명칭 

현재 포지션이 없다면 EntryName은 공백, EntryName(1)은 최근 매매시 최초 

진입한 주문함수의 명칭 

 

 EntryPrice 

[설명] 현재 포지션을 취하게 된 최초 진입 가격(원) 

[구문] EntryPrice([Optional]Pos) 

- Pos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EntryPrice(1) : 현재부터 1번째 과거 매매시 진입가 

현재 포지션이 있다면 EntryPrice는 현재 포지션을 갖게 된 최초 진입가 

현재 포지션이 없다면 EntryPrice는 0, EntryPrice(1)은 최근 매매시 최초 진입가 

[사용예] 진입가에서 10, 000원 이상 가격 도달시 매수청산 

Call ExitLong(매도, AtLimit, EntryPrice + 10000) 

 

 EntryTime 

[설명] 현재 포지션을 갖게 된 최초 진입 시간 

[구문] EntryTime([Optional]Pos) 

- Pos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HHMM 형식 (오후 2시30분  1430) 

현재 포지션이 있다면 EntryTime은 현재 포지션을 갖게 된 최초 진입 시간 

현재 포지션이 없다면 EntryTime은 0. EntryTime(1)은 가장 최근 매매시의 최

초 진입 시간 

[사용예] 챠트 주기가 분간일 경우 현재 Bar가 매수 포지션 보유 상태에서 시간이 오후 

1시이고, 당일 진입 시간이 오전 10시 이전이라면 기준 Bar 종가에 매수청산 

If Position = 1 And EntryDate = Tdate And EntryTime < 1000 And Ttime 

>= 1300 Then 

Call ExitLong(“매도”, AtMarket) 

End If 

 

 ExitDate 

[설명] 현재 기준의 최근 청산 날짜 

[구문] ExitDate([Optional]Pos) 

- Pos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YYYYMMDD 형식 (2001년 10월 1일  20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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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Date는 0, ExitDate(1)은 최근 청산 날짜 

[사용예] 챠트 주기가 분간일 경우 현재 Bar 종가가 5일 단순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

고 당일 매매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만 시장가 매수 진입 

If ExitDate(1) <> TDate And CrossUp(Close, Mov(Close, 5, S)) Then 

Call Buy(매수, AtMarket) 

End If 

 

 ExitName 

[설명] 현재 포지션을 갖게된 최초 퇴출 주문의 명칭 

[구문] ExitName([Optional]Pos) 

- Pos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현재 포지션이 있다면 ExitName은 현재 포지션을 갖게된 최초 주문 함수의 명

칭 

현재 포지션이 없다면 ExitName은 공백, ExitName(1)은 최근 매매시 최초 퇴

출한 주문함수의 명칭 

 

 ExitPrice 

[설명] 현재 기준의 최근 청산가격 

[구문] ExitPrice([Optional]Pos) 

- Pos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ExitPrice는 0. ExitPrice(1)은 가장 최근 청산된 가격 

[사용예] 직전 청산 가격을 상향돌파하면 매수(Stop매수 주문) 

Call Buy(“매수”, AtStop, DEF, ExitPrice(1)) 

 

 ExitTime 

[설명] 현재 기준의 최근 청산 시간 

[구문] ExitTime([Optional]Pos) 

- Pos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HHMM 형식 (오후 2시30분  1430) 

ExitTime은 0. ExitTime(1)은 최근 청산 시간 

[사용예] 챠트 주기가 분간일 경우 현재 Bar 종가가 5이동평균을 상향돌파하면 매수 

진입하되, 당일 매매가 된 일이 있다면 최근 청산 시간이 오후 2시 이전인 경

우에만 시장가 매수 진입 

If CrossUp(Close, Mov(Close, 5, S)) Then 

If ExitDate(1) <> TDate Then 

Call Buy(“매수”, At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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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If ExitTime(1) < 1400 Then 

Call Buy(“매수”, AtMarket) 

End If 

End If 

 

 GrossBarNum 

[설명] 현재 청산된 매매의 총 보유 Bar수 

[구문] GrossBarNum() 

 

 GrossLossBarNum 

[설명] 현재 청산된 매매 중 손실 매매의 총 보유 Bar수 

[구문] GrossLossBarNum() 

 

 GrossLossMon 

[설명] 현재 기준의 청산된 총 손실금(원) 

[구문] GrossLossMon() 

음수로 리턴 (총손실금이 100, 000원이라면 –100000 리턴) 

[사용예] 현재 청산된 총 누적 손익금 산정 

Var1 = GrossWinMon + GrossLossMon 

 

 GrossLossTradeNum 

[설명] 현재 기준의 청산된 총 손실 매매수 

[구문] GrossLossTradeNum() 

[사용예] 현재 청산된 평균 손실 매매 금액 산정 

Var1 = GrossLossMon / GrossLossTradeNum 

 

 GrossTradeNum 

[설명] 현재 기준의 청산된 총 매매수 

[구문] GrossTradeNum() 

[사용예] 현재 청산된 매매 이익률(승률) 산정 

Var1 = 100 * GrossWinTradeNum / GrossTradeNum 

 

 GrossWinBarNum 

[설명] 현재 청산된 매매 중 이익 매매의 총 보유 Bar수 

[구문] GrossWinBar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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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ssWinMon 

[설명] 현재 기준의 청산된 총 이익금(원) 

[구문] GrossWinMon() 

[사용예] 현재 청산된 총 손실금 산정 

Var1 = GrossWinMon - NetProfit 

 

 GrossWinTradeNum 

[설명] 현재 기준의 청산된 총 이익 매매수 

[구문] GrossWinTradeNum() 

[사용예] 현재 청산된 평균 이익 매매 금액 산정 

Var1 = GrossWinMon / GrossWinTradeNum 

 

 I_CloseEquity 

[설명] 미청산 누적 손익금 

[구문] I_CloseEquity ([Optional]Pos) 

- Pos : 기준 Bar부터 과거로 산정한 Bar의 인덱스 

 

 I_Contract 

[설명] 기준 Bar의 포지션을 취하게 된 주수(계약수) , Bar마다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

음으로 과거값을 참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구문] I_Contract([Optional]Pos) 

- Pos : 기준 Bar부터 과거로 산정한 Bar의 인덱스 

I_Contract(1) : 기준 Bar부터 1번째 과거 Bar의 포지션 보유 여부에 따른 보유 

주수 

[사용예] 포지션 보유시 취한 주수(계약수)를 나타내는 지표 구현 

Call PlotI1(“Contracts”, I_Contract) 

 

 I_EntryPrice 

[설명] 기준 Bar에서 포지션을 취하게 된 최초 진입 가격(원) , Bar마다 해당 정보를 가

지고 있음으로 과거값을 참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구문] I_EntryPrice([Optional]Pos) 

- Pos : 기준 Bar부터 과거로 산정한 Bar의 인덱스 

I_EntryPrice(1)은 전 Bar의 포지션 보유 여부에 따른 최초 진입가 

기준 Bar가 포지션이 있다면 I_EntryPrice는 기준 Bar가 포지션을 갖게 된 최

초 진입가 

기준 Bar가 포지션이 없다면 I_EntryPrice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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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 각 Bar의 진입가 상태를 지표로 그린다. 

Call PlotI1(“EntryP”, I_EntryPrice) 

 

 I_NetProfit 

[설명] 기준 Bar의 청산된 누적 손익금(원) , Bar마다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과

거값을 참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구문] I_NetProfit([Optional]Pos) 

- Pos : 기준 Bar부터 과거로 산정한 Bar의 인덱스 

미청산 포지션은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예] 청산 누적 손익금을 나타내는 지표 

Call PlotI1(“NetProfit”, I_NetProfit) 

 

 I_Position 

[설명] 기준 Bar의 포지션 상태 (1: 매수, -1:매도, 0:포지션 없음) , Bar마다 해당 정보

를 가지고 있음으로 과거값을 참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구문] I_Position([Optional]Pos) 

- Pos : 기준 Bar부터 과거로 산정한 Bar의 인덱스.  

I_Position(1) : 기준 Bar부터 1번째 과거 Bar의 포지션 보유 상태 

[사용예] 기준 Bar가 포지션 보유 상태라면 최근 10일간 최고가, 최저가 표시 

If I_Position <> 0 Then 

Call PlotS1(“상단”, HHV(1, High, 10)) 

Call PlotS2(“하단”, LLV(1, Low, 10)) 

End If 

 

 MaxConsecLossTradeNum 

[설명] 현재 청산된 매매 연속 손실 매매 최대 횟수 

[구문] MaxConsecLossTradeNum() 

 

 MaxConsecWinTradeNum 

[설명] 현재 청산된 매매 연속 이익 매매 최대 횟수 

[구문] MaxConsecWinTradeNum() 

 

 MaxLossMon 

[설명] 현재 청산된 손실 중 최대 손실금(원) 

[구문] MaxLossMon() 

음수로 리턴 (최대 손실금이 100, 000원이라면 –100000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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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WinMon 

[설명] 현재 청산된 이익 중 최대 이익금(원) 

[구문] MaxWinMon() 

 

 NeedfulBars 

[설명]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Bar수 리턴 

[구문] NeedfulBars() 

전략 적용시 기본설정 창에 설정되어 있는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Bar수 리턴 

챠트상에 적용된 종목의 가장 처음 Bar부터 NeedfulBars가 리턴하는 수만큼은 

전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NetProfit 

[설명] 현재 청산된 누적 손익금(원), 전일참조가 되지 않고 현재기준의 손익을 나타내

는 함수 

[구문] NetProfit() 

미청산 포지션은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예] 초기자본금이 천만원이고 현재까지의 누적손익금을 모두 투자할 때, 진입하고

자 하는 종목 가격이 10,000원인 경우, 10주 단위로 주수를 산정 

Var1 = int(((10000000 + NetProfit) / 10000) / 10) * 10 

 

 PctWin 

[설명] 현재 기준의 청산된 이익률(승률) (%) 

[구문] PctWin() 

[사용예] 종가가 5일 단순 이동평균을 상향돌파할 때 매수 진입을 하되, 현재까지 청산 

매매수가 20 이상일 경우 승률이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매수진입을 하지 

않는다. 

If CrossUp(Close, Mov(Close, 5, S)) Then 

If GrossTradeNum >= 20 Then 

If PctWin >= 30 Then 

Call Buy(“매수”) 

End If 

Else 

Call Buy(“매수”) 

End If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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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on 

[설명] 현재 포지션 상태(1:매수, -1:매도, 0:포지션 없음) 

I_Position은 각 봉마다 값을 가지고 있어서 전일값 참조시 전봉의 Position상태

를 나타내는 반면, Position함수는 현재의 포지션 상태만을 가지고 있으며, 

Position(1)이란 봉하고는 상관없이 현재부터 1번째 과거 매매시 포지션의 상태

를 나타냅니다. 

[구문] Position([Optional]Pos) 

- Pos : 현재부터 과거로 산정한 포지션 인덱스 

Position(2) : 현재부터 2번째 과거 매매시 포지션 상태 

[사용예] 현재 매수 포지션이라면 진입가에서 1000원 이상인 경우 청산 

If Position = 1 Then  

Call ExitLong(“매수청산”, AtLimit, EntryPrice + 1000) 

End If 

 

 SetBarBack 

[설명] 실시간에서 현재 봉 시가를 이용해 현재 봉에 주문실행이 가능하도록 설정 

[구문] SetBarBack() 

 

 Tax 

[설명] 현재 적용된 거래세를 리턴 

[구문] Tax() 

 

 TickPoint 

[설명] 현재 적용 종목 가격의 최소 변동폭 

[구문] TickPoint() 

호가 단위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 계열의 최소 변동폭 

Kospi200 선물의 경우 최소 변동폭은 0.05 

수정주가를 적용한 주식인 경우 12,356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최

소 변동폭은 1 

지수의 최소 변동폭은 0.01 

 

 TickValue 

[설명] 현재 적용 종목 변동폭에 대한 가격 

[구문] TickValue() 

최소변동폭 단위당 실제 적용 데이터 가격 

Kospi200 선물의 경우 최소 변동폭(0.05) 가격은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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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주가를 적용한 주식인 경우 최소 변동폭이 1이면 최소 변동폭 가격은 1 

지수의 최소 변동폭(0.01) 가격은 0.01 

[사용예] 적용 종목의 1원(포인트)당 가격을 산정 

Var1 = TickValue / TickPoint 

현재 포지션 보유 상황일 경우 진입시 투자한 금액 산정 

Var1 = EntryPrice * CurrentContracts * (TickValue / TickPoint) 

 



 35

5. 제어함수 

 

 Call 

[설명] 사용자 지표, 신호, 강조, 추세 등의 출력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함수 

[구문] Call 

[사용예] Call PlotI1("20MA", Mov(Close, 10, S)) 

 

 CondN 

[설명] 자주 쓰는 조건문을 저장해 놓는 논리(True, False) 배열 형태로 미리 선언해 

놓는 변수로 미리 선언해 놓은 변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언문 없이 그대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CondN([Optional]Pos) 

- N : 1~50까지의 숫자 

[사용예] Var1 = Mov(Close, 14, S)  ‘Var1에 14일 이동평균값 할당 

Cond1 = CrossUp(Close, Var1)  ‘Cond1에 종가가 Var1 변수값을 상향돌파 

한다는 논리 결과값을 할당 

If Cond1 Then  ‘Cond1 논리값이 참이면 

 Call Buy(“매수”, AtMarket)  ‘다음봉 시강에 시장가로 매수 진입 

End If 

 

 CrossDn 

[설명] DataField1 이 DataField2 [Or] Data2를 하향돌파하는 함수로 전봉의 

DataField1이 전봉의 DataField2보다 같거나 작고, 현재봉의 DataField1이 현

재봉의 DataField2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관계연산자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습니다. 

전봉 DataField1 <= 전봉 DataField2 And 현재봉 DataField1 > 현재봉 DataField2 

[구문] CrossDn(DataField1, DataField2 [Or] Data2) 

[사용예] If CrossDn(Close, Mov(Close, 20, S)) Then 

 

 CrossUp 

[설명] DataField1 이 DataField2 [Or] Data2를 상향돌파하는 함수 함수로 전봉의 

DataField1이 전봉의 DataField2보다 크거나 같고, 현재봉의 DataField1이 현

재봉의 DataField2보다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관계연산자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습니다. 

전봉 DataField1 >= 전봉 DataField2 And 현재봉 DataField1 < 현재봉 DataFiel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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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CrossUp(DataField1, DataField2 [Or] Data2) 

[사용예] If CrossUp(Close, Mov(Close, 20, S)) Then 

 

 Dim 

[설명] 변수(배열)를 선언하고 저장 공간을 할당하는 함수입니다. 배열 변수의 차원으로 

60개까지의 차원을 선언(배열의 하한값은 0)할 수 있으며, 변수가 초기화되는 

경우 숫자 변수는 0값으로, 문자열은 길이가 0인 문자열("")로 초기화합니다. 

[구문] Dim 

[사용예] Dim entry(5,5) 

 

 For 

[설명] 반복되는 계산이나 구문을 처리하는 제어문으로 지정한 횟수만큼 명령문 그룹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구문] For 변수 = 시작 To 끝 [Step 증감치] 

실행문 

[Exit For] 

Next 

[사용예] 현재봉부터 과거 3개 봉까지 최저 종가를 찾아 지표로 구현하는 사용자 지표 

For i = 0 To 3 

If I = 0 Then 

MinPrice = Close(i) 

Else 

If MinPrice > Close(i) Then 

MinPrice = Close(i) 

End If 

End If 

Next 

Call PlotI1(“최저종가”, MinPrice) 

 

 IF 

[설명] 가장 대표적인 제어문으로 조건에 만족하면 실행문을 수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문을 수행하지 않거나 다른 실행문을 수행하는 방식의 흐름을 제어하는 함

수입니다. 

[구문] ① If 조건식 Then 

실행문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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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f 조건식 Then 

실행문1 

Else 

실행문2 

End If 

③ If 조건식 Then 

실행문1 

Elseif 조건 Then 

실행문2 

[Else 실행문3] 

End If 

[사용예] 종가가 14일 이동평균선 상향돌파시 다음봉 시가에 시장가로 매수진입 

If CrossUp(Close, Mov(Close, 14, S)) Then 

Call Buy(“매수”, AtMarket) 

End If 

 

 Rem 

[설명]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제공하는 주석을 포함시크는데 사용하는 함수로 Rem 대신 

" ' "도 사용 가능합니다. 

[구문] Rem 

[사용예] Rem 이 라인은 주석문입니다. 

'이 라인은 주석문입니다. 

 

 Select 

[설명] 식의 값에 따라 명령문의 여러 그룹 중 한 그룹을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구문] Select Case 수식(문자식) 

[사용예] Select Case range 

Case range > 0 And range <= 1 

Entry = 0.01 

Case range > 1 And range <= 2 

Entry = 0.0125 

Case Else 

Entry = 0.025 

End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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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설명] 데이터 배열를 생성하는데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구문] Var(“Var Name”, [Optional]InitValue) 

[사용예] Set VarArray = Var("VarName", 0) 

VarArray() = Mov(Close, 10, S) 

 

 VarN 

[설명] 미리 선언되어 있는 배열형태의 변수로 별도의 선언문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변수입니다. 

[구문] VarN([Optional]Pos) 

- N : 1~50까지의 숫자 

[사용예] Var1 = (Price(0) - Price(Length)) / Price(Length) * 100 

Call PlotI1("Var1", Mov(Var1, 10, S)) 

 

 While 

[설명] 주어진 조건문이 True로 있는 동안에만 일련의 명령문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구문] While 조건식 

[사용예] While i < 10 

i = i + 1 

W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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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문함수 

 

 Buy 

[설명] 신규 매수 진입, 기존에 매도(short) 포지션이 있었다면 포지션 청산과 동시에 

매수 진입하는 함수 

[구문] Buy(“Buy Name”, [Optional]OrderType, [Optional]Contracts, 

[Optional]Price) 

- Buy Name : 매수명칭. 하나의 전략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중복사용 불가 

- OrderType : 

 OnClose : 기준 Bar 종가에 매수(실전매매시 그 다음 봉 시가에 매수) 

 AtMarket : 다음 Bar 시가에 매수 

 AtLimit : 다음 Bar 범위가 지정 가격 이하일 때 시장가 매수 

 AtStop : 다음 Bar 범위가 지정 가격 이상일 때 시장가 매수 

- Contracts : 매수 주수(계약수). 주수를 명시하면 기본설정 주수보다 우선. 기

본설정 주수는 DEF(Default) 

- Price : AtLimit, AtStop일 때 매수 목표가. OnClose, AtMarket은 가격 무시 

[사용예] 

- Call Buy(“종가매수”)  Call Buy(“종가매수”, OnClose), Call Buy(“종가매

수”, OnClose, DEF)와 같음. 기준 종가에 기본설정 주수 매수 진입(실전매

매에서는 그 다음 봉 시가에 매수) 

- Call Buy(“시장가매수”, AtMarket, 100)  다음 Bar 시가에 100주 매수 진

입 

- Call Buy(“리미트매수”, AtLimit, DEF, Close)  다음 Bar 가격이 Close 이

하일 때 기본설정 주수 시장가 매수 진입 

- Call Buy(“스탑매수”, AtStop, 50, HHV(1, High, 5))  다음 Bar 가격이 최

근 5일간 최고가 이상일 때 50주 시장가 매수 진입 

 

 ExitLong 

[설명] 매수(long) 포지션 청산. 

[구문] Call ExitLong(“ExitLong Name”, [Optional]OrderType, [Optional]Price) 

- ExitLong Name : 매수청산 명칭. 하나의 전략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중복사용 

불가 

- OrderType : 

 OnClose : 기준 Bar 종가에 매수(실전매매시 그 다음 봉 시가에 매수) 

 AtMarket : 다음 Bar 시가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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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imit : 다음 Bar 범위가 지정 가격 이하일 때 시장가 매수 

 AtStop : 다음 Bar 범위가 지정 가격 이상일 때 시장가 매수 

- Price : AtLimit, AtStop일 때 매수 목표가. OnClose, AtMarket은 가격 무시 

 [사용예] 

- Call ExitLong(“종가매수청산”)  Call ExitLong(“매수청산”, OnClose)와 

같음. 기준 종가에  매수청산(실전매매에서는 그 다음 봉 시가에 매수청

산) 

- Call ExitLong(“시장가매수청산”, AtMarket)  다음 Bar 시가에 매수청산 

- Call ExitLong(“리미트매수청산”, AtLimit, Close)  다음 Bar 가격이 

Close 이상일 때 시장가 매수청산 

- Call ExitLong(“스탑매수청산”, AtStop, LLV(1, Low, 5))  다음 Bar 가

격이 최근 5일간 최저가 이하일 때 시장가 매수청산 

 

 ExitShort 

[설명] 매도(short) 포지션 청산. 

[구문] Call ExitShort(“ExitShort Name”, [Optional]OrderType, [Optional]Price) 

- ExitShort Name : 매도청산 명칭. 하나의 전략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중복사용 

불가 

- OrderType : 

 OnClose : 기준 Bar 종가에 매수(실전매매시 그 다음 봉 시가에 매수) 

 AtMarket : 다음 Bar 시가에 매수 

 AtLimit : 다음 Bar 범위가 지정 가격 이하일 때 시장가 매수 

 AtStop : 다음 Bar 범위가 지정 가격 이상일 때 시장가 매수 

- Price : AtLimit, AtStop일 때 매수 목표가. OnClose, AtMarket은 가격 무시 

 [사용예] 

- Call ExitShort(“매도청산”)  Call ExitShort(“매도청산”, OnClose)와 같

음. 기준 종가에  매도청산(실전매매에서는 그 다음 봉 시가에 매도청산) 

- Call ExitShort (“매도청산”, AtMarket)  다음 Bar 시가에 매도청산 

- Call ExitShort (“매도청산”, AtLimit, Close)  다음 Bar 가격이 Close 

이하일 때 시장가 매도청산 

- Call ExitShort (“매도청산”, AtStop, HHV(1, High, 5))  다음 Bar 가격

이 최근 5일간 최고가 이상일 때 시장가 매도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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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설명] 신규 매도 진입. 기존에 매수(long) 포지션이 있었다면 포지션 청산과 동시에 매

도 

[구문] Call Sell(“Sell Name”, [Optional]OrderType, Contracts, Price) 

- Sell Name : 매도명칭. 하나의 전략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중복사용 불가 

- OrderType : 

 OnClose : 기준 Bar 종가에 매수(실전매매시 그 다음 봉 시가에 매수) 

 AtMarket : 다음 Bar 시가에 매수 

 AtLimit : 다음 Bar 범위가 지정 가격 이하일 때 시장가 매수 

 AtStop : 다음 Bar 범위가 지정 가격 이상일 때 시장가 매수 

- Contracts : 매수 주수(계약수). 주수를 명시하면 기본설정 주수보다 우선. 기

본설정 주수는 DEF(Default) 

- Price : AtLimit, AtStop일 때 매수 목표가. OnClose, AtMarket은 가격 무시 

 [사용예] 

- Call Sell(“종가매도”)  Call Sell(“종가매도”, OnClose), Call Sell(“종가매

도”, OnClose, DEF)와 같음. 기준 종가에 기본설정 주수 매도 진입(실전매

매에서는 그 다음 봉 시가에 매도) 

- Call Sell(“시장가매도”, AtMarket, 100)  다음 Bar 시가에 100주 매도 

진입 

- Call Sell(“리미트매도”, AtLimit, DEF, Close)  다음 Bar 가격이 Close 

이상일 때 기본설정 주수 시장가 매도 진입 

- Call Sell(“스탑매도”, AtStop, 50, LLV(1, Low, 5))  다음 Bar 가격이 최

근 5일간 최저가 이하일 때 50주 시장가 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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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학함수 

 

 Abs 

[설명] Data의 절대값을 리턴하는 함수 

[구문] Abs(Data) 

- Data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지표함수나 수학함수, 분석함수, 연산

자, 사용자 함수 등 리턴값이 상수인 모든 함수가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예] Abs(-15)  +15 

 

 Atn 

[설명] Data(각도)의 Arc Tan값을 리턴하는 함수 

[구문] Atn(Data) 

- Data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참고] Atn(1) x 180/pi = 45(도) (pi = 3.141593…) 

Atn 함수는 직각 삼각형에 있는 두 변의 길이에 의한 비(수)를 사용하여 라디안 

단위의 동위각을 리턴합니다. 이 비는 해당 각의 맞은 쪽에 있는 변의 길이를 

이 각에 인접한 변의 길이로 나눈 것입니다. 

리턴되는 결과의 범위는 -pi/2 라디안에서 pi/2 라디안까지입니다. 도를 라디안

으로 변환하려면 도에 pi/180를 곱하고, 라디안을 도로 변환하려면 라디안에 

180/pi를 곱합니다. 

[주의] Atn 함수는 인수로 각을 사용하여 직각 삼각형의 두 변의 비를 리턴하는 Tan의 

역삼각함수입니다. Atn을 단순히 탄젠트의 역(1/탄젠트)인 코탄젠트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Ceiling 

[설명] Data의 소수부분을 올린 정수 부분을 리턴하는 함수 

[구문] Ceiling(Data) 

- Data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사용예] Ceiling(6.8)  7 (7 > 6.8 > 6) 

Ceiling(-12.4)  -12 (-12 > -12.4 > -13) 

 

 Cos 

[설명] Data(각도)의 Cos값을 리턴하는 함수 

[구문] Cos(Data) 

- Data : 인수는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시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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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os(45 x pi/180) = 0.7071 (pi = 3.141593…) 

Cos 함수는 각을 사용하여 직각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비를 리턴합니다. 결과 

값은 -1에서 1까지 입니다. 각을 라디안으로 변환하려면 각에 pi/180를 곱하고, 

라디안을 각으로 변환하려면 라디안에 180/pi를 곱합니다. 

 

 CoTan 

[설명] Data(각도)의 CoTan값을 리턴하는 함수 

[구문] CoTan(Data) 

- Data : 인수는 각을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참고] Cotan(45 x pi / 180) = 1 (pi = 3.141593…) 

CoTan 함수는 인수로 각을 사용하여 직각 삼각형에 있는 두 변의 길이에 의한 

비를 리턴합니다. 이 비는 해당 각의 맞은 쪽 변의 길이를 이 각에 인접한 변의 

길이로 나눈 비율의 역수입니다.(Tan의 역수) 각을 라디안으로 변환하려면 각에 

pi/180를 곱하고, 라디안을 각으로 변환하려면 라디안에 180/pi를 곱합니다 

 

 Exp 

[설명] 승수로 거듭 제곱하는 자연 로그의 밑인 e를 리턴하는 함수 

[구문] Exp(Data) 

- Data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참고] 수의 값이 709.782712893을 넘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수 e는 대략 

2.718282입니다. Exp 함수는 Log 함수와 보완 관계에 있으며 때로 역대수라고 

합니다 

[사용예] Exp(8)  2980.957987 

 

 Fix 

[설명] Data의 소수점 이하부분을 없앤 정수 부분을 리턴하는 함수(Int와 같음) 

단, 음수일 경우에는 수보다 크거나 같은 첫째 음의 정수를 리턴 

[구문] Fix(Data) 

- Data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수에 Null이 있으면 Null을 리턴합니

다.  

[참고] Int 함수와 Fix 함수는 모두 수의 소숫점 이하 부분을 없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수 값을 리턴합니다. Int 함수와 Fix 함수의 차이점은 수가 음수일 경우 Int 

함수는 수보다 작거나 같은 첫째 음의 정수를 리턴하지만, Fix 함수는 수보다 

크거나 같은 첫째 음의 정수를 리턴합니다. 예를 들어, Int 함수는 -8.4를 -9로, 

Fix 함수는 -8.4를 -8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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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c 

[설명] 정수가 아닌 분수나 수의 소수아래의 값을 구하는 함수 

[구문] Frac(Data) 

- Data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참고] Frac(4.56)  0.56 

 

 Int 

[설명] 숫자의 소수점 이하부분을 없앤 정수 부분을 리턴하는 함수(Fix와 같음) 

단, 음수일 경우에는 수보다 작거나 같은 첫째 음의 정수를 리턴합니다. 

[구문] Int(Data) 

- Data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수에 Null이 있으면 Null을 리턴합니

다. 

[참고] Int 함수와 Fix 함수는 모두 수의 소숫점 이하 부분을 없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수 값을 리턴합니다. Int 함수와 Fix 함수의 차이점은 수가 음수일 경우 Int 

함수는 수보다 작거나 같은 첫째 음의 정수를 리턴하지만, Fix 함수는 수보다 

크거나 같은 첫째 음의 정수를 리턴합니다. 예를 들어, Int 함수는 -8.4를 -9로, 

Fix 함수는 -8.4를 -8로 변환합니다. 

 

 Log 

[설명] 수의 자연 로그를 리턴하는 함수 

[구문] Log(Data) 

- Data : 인수는 0보다 큰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참고] Log10 = 1 

 

 Max 

[설명] 두개의 숫자 항목중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구문] Max(expression1, expression2) 

- expression1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 expression2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사용예] Max(10, 20)  20 

Max(-15, -5)  -5 

Max(HHV(1, Close, 3), Mov(High, 5, S)) 

 

 Min 

[설명] 두개의 숫자 항목중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구문] Min(expression1, express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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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ion1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 expression2 :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사용예] Min(10, 20)  10을 리턴합니다. 

Min(-15, -5)  -15를 리턴합니다. 

Max(LLV(1, Close, 3), Mov(Low, 5, S)) 

 

 Neg 

[설명] 숫자와 반대되는 부호의 값을 구하는 함수 

[구문] Neg(expression) 

- expression: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참조] Neg(12)  -12 

Neg(-5)  5 

 

 Power 

[설명] 숫자의 제곱한 값을 구하는 함수 

[구문] Power(expression, base) 

- expression: 인수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 Base : 승수 

[참조] Power(10, 3)  103  즉, 1000을 리턴합니다. 

 

 RND 

[설명] 난수를 리턴하는 함수 

Rnd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리턴합니다 

expression 값은 Rnd 함수에서 난수를 만드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의 값 Rnd 함수의 결과 

0보다 작을 경우 수를 시드로 하여 매번 같은 수 

0보다 클 경우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그 다음의 난수 

0과 같을 경우 가장 최근에 생성한 난수 

생략한 경우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그 다음의 난수 

주어진 임의의 초기 시드의 경우 Rnd 함수에 대한 매번의 연속적인 호출에서 

순차적인 다음 숫자를 위해 이전 숫자를 시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순차에 

따른 숫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 난수 발생 순차를 반복하려면 숫자 인수로 Randomize를 사용하기 Bar로 전에 

Rnd 함수를 음수 인수로 호출합니다. 같은 값의 수로 Randomize를 사용하면 

이전의 순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구문] Rnd[(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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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ion : 인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유효한 수식입니다. 

[참고] Rnd를 호출하기 전에 Randomize문을 사용하여 시스템 타이머에 기반한 시드로 

난수 발생기를 초기화합니다. 주어진 범위의 무작위 정수를 만들려면 아래 공식

을 사용합니다. 

Int((upperbound - lowerbound + 1) * Rnd + lowerbound) 

upperbound는 범위에서 가장 큰 수이고 lowerbound는 범위에서 가장 작은 수

입니다. 

Int((1000 – 500 + 1) * Rnd + 500)  500에서 1000사이의 난수발생 

 

 Round 

[설명]지정한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를 리턴하는 함수 

[구문] Round(expression [, precision]) 

Round 함수 구문은 아래 인수를 가집니다. 

인수 설명 

식 필수적인 인수로 반올림할 수식입니다. 

Precision 

선택적인 인수로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나타

내는 수입니다. 생략하면 Round 함수는 정수를

리턴합니다. 

[사용예] Round(10.58 , 1 ) = 10.6 

 

 Sin 

[설명] 각도의 사인 값을 리턴하는 함수 

[구문] Sin(expression)  

- expression: 인수는 각을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참고] Sin(45 x pi / 180) = 0.7071  

Sin 함수는 직각 삼각형의 동위각을 사용하여 두 변의 길이에 의한 비를 리턴합

니다. 이 비는 해당 각의 맞은 쪽 변의 길이를 직각 삼각형의 사변의 길이로 나

눈 비율입니다. 리턴되는 결과의 범위는 -1에서 1까지 입니다. 각을 라디안으로 

변환하려면 각에 pi/180를 곱하고, 라디안을 각으로 변환하려면 라디안에 

180/pi를 곱합니다. 

 

 Sqr 

[설명] 숫자의 제곱근을 리턴하는 함수 

[구문] Sqr(expression)  

- expression: 인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유효한 수식입니다.  

[참고] Sqr(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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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설명] 각도의 탄젠트 값을 리턴하는 함수 

[구문] Tan(expression) 

- expression: 인수는 각을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유효한 수식이면 됩니다.  

[참고] Tan(45 x pi / 180) = 1 (pi = 0.3141593…) 

Tan 함수는 인수로 각을 사용하여 직각 삼각형에 있는 두 변의 길이에 의한 비

를 리턴합니다. 이 비는 해당 각의 맞은 쪽 변의 길이를 이 각에 인접한 변의 

길이로 나눈 비율입니다. 각을 라디안으로 변환하려면 각에 pi/180를 곱하고, 라

디안을 각으로 변환하려면 라디안에 180/pi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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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날짜함수 

 

 CurrentDate 

[설명] 개인 컴퓨터의 현재 날짜를 YYYYMMDD형식으로 리턴하는 함수 

[구문] CurrentDate() 

[사용예] CurrentDate(현재 날짜 2001년 6월 1일)  20010601 

 

 CurrentTime 

[설명] 개인 컴퓨터의 현재 시간을 24시 기준 HHMM형식으로 리턴하는 함수 

[구문] CurrentTime() 

[사용예] CurrentTime(현재 시간 오후 1시 30분)  1330 

 

 TDate 

[설명] Bar의 종가 일자를 YYYYMMDD형식으로 리턴하는 함수 

[구문] TDate([Optional]Pos) 

[사용예] If TDate > 20010601 Then   ‘현재 Bar의 날짜가 2001년 6월 1일 이후면 ~

하라 

TDate(1)   ‘이전값 참조 가능 

TDate – TDate(5)  ‘일자의 연산 가능 

 

 TDay 

[설명] Bar의 일(day)을 DD형식으로 리턴하는 함수 

[구문] TDay(Date) 

[사용예] TDay(20010604)  04 

 

 TMonth 

[설명] Bar의 월(month)을 MM형식으로 리턴하는 함수 

[구문] TMonth(Date) 

[사용예] TMonth (20010601)  06 

 

 TTime 

[설명] Bar의 종가 시간을 24시 기준 HHMM형식으로 리턴하는 함수 

[구문] TTime([Optional]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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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 If TTime > 1000 Then   ‘현재 Bar가 오전 10시 이후면 ~ 하라 

TTime(1)   ‘이전값 참조 가능 

TTime – TTime(5)  ‘시간의 연산 가능 

 

 TWeek 

[설명] Date의 주(week)에 해당하는 순서를 리턴하는 함수 

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리턴값 0 1 2 3 4 5 6 

[구문] TWeek(Date) 

[사용예] TWeek(20010601)  5(금요일) 

 

 TWeekFirst 

[설명] 분, 틱, 일간에서 주간의 시작 Bar를 검사하여 시작 Bar일 경우 True, 아닐 경

우 False를 리턴하는 함수 

[구문] TWeekFirst([Optional]Pos) 

[사용예] If TweekFirst() = True Then 

 Call PlotS1(“첫날”, Close) 

End If 

 

 TYear 

[설명] Date의 년도(year)를 YYYY형식으로 리턴하는 함수 

[구문] TYear(Date) 

[사용예] TYear(200106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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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표함수 

 

 AD(Accumulation/Distribution Line) 

[설명] 가격과 거래량 변화에 따라 작성되는 모멘텀 지표로 가격변화에 거래량이 더욱

더 수반되면 될수록 가격의 움직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A/D는 막스채킨

(Marc Chaikin)에 의해 발표되었고, Chaikin A/D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문] AD([Optional]Pos) 

[사용예] ADX() 

[활용] 

① A/D Line 상승 : 매수 세력 강화  주가상승 예상 

② A/D Line 하락 : 매도 세력 강화  주가하락 예상 

 

 ADX(Average Directional Movement Index) 

[설명]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진행 방향이 강화되면 증가

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DI, -DI 지표와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구문] ADX(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ADX(14) 

[활용] 

① ADX 지표가 상승할 때 

상승 또는 하락의 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힘이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분명한 추세를 가지고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ADX가 급격히 상승할수록 

추세도 그만큼 강하게 움직인다고 보아야 합니다. 

② ADX 지표가 하락할 때 

현재의 추세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추세가 진행됨을 예고합니다. 즉 주가의 기존 

추세가 서서히 붕괴됨을 뜻하며, ADX가 급격히 하락할수록 주가의 기존 추세도 

그만큼 강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DXR(Average Directional Movement Index Rating) 

[설명] ADX 지표의 이동평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문] ADXR(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ADX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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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R(Average True Range) 

[설명] 주가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여러 지표들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합니

다. ATR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당일의 고가와 저가의 위치를 서로 비교해서 

당일의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수치로 표현하여 지표화한 

것입니다. 

[구문] ATR(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ATR(14) 

 

 BbandBot, BBandMid, BbandTop(Bollinger Bands) 

[설명] 주가의 변동(Volatility) 가능 범위를 나타내주는 기법 중 하나로서 중심선도 이

동평균선으로 사용하였으며, 상하 변동 가능 범위를 주가의 일정기간 동안의 표

준편차의 승수를 사용합니다. 즉, 주가가 횡보 국면을 보이면 주가의 표준편차 

값이 적어지게 되어 Bollinger Bands의 상하한 폭은 좁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반대로 주가가 추세를 분명히 갖고 움직이거나 급등락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표준편차 값이 커져 Bollinger Bands 상하폭이 확대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구문] BBandTop(Price, Length, Mult, MAKind, [Optional]Pos) 

BBandMid(Price, Length, Mult, MAKind, [Optional]Pos) 

BBandBot(Price, Length, Mult, MAKind,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을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 Multi : 승수 

- MAKind : 이동평균 계산방법 

(S : 단순 이동평균, E : 지수 이동평균, A : 누적 이동평균, W : 가중 이동평균) 

[사용예] BBandTop(Close, 12, 2, S) 

BBandMid(Close, 12, 2, S) 

BBandBot(Close, 12, 2, S) 

[활용] 

주가 움직임의 크기에 따라 Bands의 넓이가 결정되는 것이 Bollinger Bands의 특성

입니다. 주가의 추세가 강하고 변동폭이 클 때에는 밴드 폭이 넓어지고 추세가 보합, 

횡보 국면에서는 밴드의 폭이 좁아집니다. 주가가 볼린져밴드 중간선 위에 있을 때(상

승 추세) 상한선은 저항선, 중간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며 주가가 중간선 아래에 있을 

때(하락 추세) 중간선은 저항선, 하한선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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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I(Commodity Channel Index) 

[설명] CCI지표는 도날드 램버트(Donald Lambert)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이동평균으로

부터 주가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CCI지표의 고점은 해당 주가의 평

균 가격과 비교하여 현시점이 특히 높다는 설명이고, 지표의 저점은 해당 주가

의 평균 가격이 현시점에서 너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구문] CCI(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CCI(20)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CCI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100% 이상 : 과매수권으로 사용, -100% 이하 : 과매도권으로 사용) 

- 매수 : -100% 상향돌파시 매수, +100% 상향돌파시 매수 

- 매도 : -100% 하향돌파시 매도, +100% 하향돌파시 매도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

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

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 특히 과매수/과매도권에서 형성되는 역배열의 의미가 큼 

 

 CO(Chaikin Oscillator) 

[설명] CO는 막스채킨(Marc Chaikin)이 개발한 지표로 

A/D(Accumulation/Distribution) 지표를 기초로 하여 단기 A/D 지수 이동평균

에 장기 A/D 지수 이동평균을 차감하여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구문] CO(ShortTerm, LongTerm, [Optional]Pos)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CO(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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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CO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 일정 구간을 정할 수 없음 

- 과거의 추세에서 종목별로 임의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

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

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 특히 과매수/과매도권에서 형성되는 역배열의 의미가 큼 

 

 DEMA 

[설명] DEMA는 패트릭 몰리(Patrick Mulloy)에 의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이는 이중 지

수 이동평균이란 의미입니다. 한개의 지수 이동평균과 이중지수 이동평균의 조

합으로 두개의 이동평균 보다 짧은 타임 래그(시차)를 갖습니다. 

[구문] DEMA(Price, Length,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DEMA(Close, 21) 

[활용] 

DEMA를 해석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가의 이동평균과 주가 그 자체의 관계

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주가가 그 DEMA 위로 상승할때를 매수신호(GC : Golden 

Cross)로 보고 주가가 이동평균 아래로 하락할때 매도신호(DC : Dead Cross)로 봅니

다. 또는 두개의 Dema지표를 이용하여 단기, 장기 지표의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를 

이용합니다. 

 

 DEMAMACD, DEMAMACDSignal 

[설명] DEMA의 짧은 타임래그를 이용한 MACD지표입니다. 

[구문] DEMAMACD(ShortTerm, LongTerm, [Optional]Pos)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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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DEMAMACDSignal(ShortTerm, LongTerm, Signal, [Optional]Pos)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 Signal : 신호선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DEMAMACD(12, 26) 

DEMAMACDSignal(12, 26, 9)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DEMAMACD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 일정 구간을 정할 수 없음. 

- 과거의 추세에서 종목별로 임의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

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

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⑤ DEMAMACD Oscillator 활용(기준선 = 0) 

- DEMAMACD와 신호선의 차 값으로 보통 막대(BAR)형으로 표시함. 

- DEMAMACD와 신호선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DEMAMACD가 신호선을 상

향돌파(매수 시점)하면 Oscillator는 기준선을 상향돌파하며 DEMAMACD가 신

호선을 하향돌파(매도 시점)하면 Oscillator는 기준선을 하향돌파함. 

- 주로 단기 과열, 침체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며 역배열 현상이 자주 적용됨. 

 

 DIMinus, DIPlus(DMI : Directional Movement Index) 

[설명] 주식시장은 크게 추세시장과 비추세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강세시

장이든 약세시장이든 주가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며 진행되는 주가의 형태를 추세시장이라 하고 일

정한 방향이 없이 횡보하는 시장을 비추세시장이라 합니다. 시장이 이와 같을 

때 DMI를 이용하여 지금의 시장이 추세시장인지 아닌지, 또한 상승추세인지 하

락추세인지, 그리고 추세시장과 비추세시장의 전환을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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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DIMinus(Length, [Optional]Pos) 

DIPlus(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DIMinus(14) 

DIPlus(14)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 

- 기준선이란 의미있는 선은 없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ADXR) 

- +DI와 -DI와 교차를 매매 신호로 활용 

- ADX의 경우에는 변곡점(전환 시점)을 찾기 위해서 ADXR를 사용하여 ADX가 

ADXR을 상향돌파하면 ADX 상승 신호로, 하향돌파하면 하락 신호로 사용함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매도 구간을 설정하지 않음. 

단지 20 이하 구간을 방향성과 탄력성이 없는 구간으로 설정해서 사용함. 

- 20 이상 : 방향성과 탄력성이 있는 구간 

- 20 이하 : 방향성과 탄력성이 없는 구간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DI,-DI,ADX 각각 역배열 개념이 적용됨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슴.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⑤ 추가적인 활용 방법(실전매매 유용하게 ADX 결합 사용) 

- +D가 -DI를 상향돌파하는 날의 고가를 극값(Extreme Point) 으로 기준을 삼

고 주가가 이 극값을 상향돌파하기 전까지 매수를 유보함. 마찬가지로 -D가 

+DI는 상향돌파하는 날의 저가를 극값(Extreme Point)으로 기준을 삼고 주가

가 이 극값을 하향돌파 하기전까지 매수를 유보함. 

- +DI와 -DI의 차가 최대치를 형성한 이후 축소되면서 ADX가 주가와 반대 방

향으로 움직이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크다. 

- +DI가 -DI가 20이상 최대치로 상승한 뒤 하락전환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ADX를 하향돌파하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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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arity(이격도) 

[설명] 이격도란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

가와 이동평균선간의 벌어진 거리, 즉 이격율을 말합니다. 이격이 커진다는 것은 

주가와 이동평균선간의 간격이 넓어짐을 말하여, 이격이 작아진다는 것은 주가

와 이동평균선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격도가 100이상이라는 것

은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얘기고, 100이하라는 것은 주가가 이동평균

선 아래에 위치한다는 애기입니다. 

[구문] Disparity(DataField1 , DataField2, [Optional]Pos) 

- DataField1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 DataField2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 계열 유형

의 가격 변수 또는 Mov(RSI(Close, 14), 14, S)와 같은 Fml을 이용한 사용자 

함수 

[사용예] 종가와 20일 단순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율 

Disparity(Close, Mov(Close,20,S)) 

5일 단순이동평균선과 20일 단순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율 

Disparity(Mov(Close,5,S), Mov(Close,20,S))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중심선 = 50%) 

- 매수 : 지표가 중심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중심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Disparity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EnergyMinus , EnergyPlus 

[설명] 개별종목이나 시장의 매수 및 매도에너지의 크기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상승에너

지와 하락에너지를 평가하여 주가의 상승 및 하락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구문] EnergyMinus(Length, [Optional]Pos) 

EnergyPlus(Length, [Optional]Pos) 



 57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EnergyMinus(10) 

EnergyPlus(10) 

[활용] EnergyMinus와 EnergyPlus의 교차를 매매 신호로 활용 

 

 ExpRSI(Exponential RSI) 

[설명] 기존의 RSI의 변형된 형태로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RSI를 구하는 상승폭의 

이동평균과 하락폭의 이동평균의 방식을 지수이동평균(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구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RSI를 번역하면 상대강도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가격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얼마나 강력한 상승 추세

인지 혹은 하락 추세라면 얼마나 강한 하락추세인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ExpRSI는 가격의 추세 강도와 함께 추세 방향도 잘 표현해 줍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합하여 주가가 움직인 실제 범위를 구하고 이에 대해 

주가 상승분이 점유하는 비율을 구합니다. 따라서 ExpRSI는 0에서 100 사이를 

순환 진동하는 Oscillator입니다. 

[구문] ExpRSI(Price, Length,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ExpRSI(Close, 14)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중심선 = 50%) 

- 매수 : 지표가 중심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중심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ExpRSI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70% 이상 : 과매수권으로 사용, 30% 이상 : 과매도권으로 사용) 

- 매수 : 과매수 상향돌파, 과매도 상향돌파 

- 매도 : 과매수 하향돌파, 과매도 하향돌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역배열 특성이 여타 지표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지표임.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

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

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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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D, FastK, SlowD, SlowK(Stochastics Fast & Slow) 

[설명] Stochastics는 현재의 주가가 해당기간 동안의 주가 범위 중 어느 위치에 있느

냐를 분석하여 향후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기법으로 주가가 상승추세에 있을 때 

종가는 최고가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하락추세에 있을 때 종가는 최저

가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Stochastics의 근간

이고 최근의 주가 변동폭과 당일 종가의 관계를 통해 지표를 분석합니다. 

[구문] Stochastic(Fast) : Fast %K와 Fast %D 사용 

Fast %K : FastK(Length, [Optional]Pos) 

Fast %D : FastD(Length, Fast%D, [Optional]Pos) 

Stochastic(Slow) : Slow %K와 Slow %D 사용 

Slow %K : SlowK(Length, Slow%K, [Optional]Pos) 

Slow %D : SlowD(Length, Slow%K, Slow%D, [Optional]Pos) 

- Length : 최고/최저값을 이용하기 위한 기간 

- FastLen : Fast %K를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간 

- SlowLen : Fast %D를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간 

[사용예] FastK(10), FastD(10,5) 

SlowK(10,5), SlowD(10,5,5)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중심선 = 50%선) 

- 매수 : 지표가 중심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중심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기준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80% 이상 : 과매수권으로 사용, 20% 이하 : 과매도권으로 사용) 

- 매수전략 : 80% 상향돌파시 매수, 20% 상향돌파시 매수 

- 매도전략 : 80% 하향돌파시 매수, 20% 하향돌파시 매수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특히 과매수/과매도권에서 형성되는 역배열의 의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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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Buy, GPSell(Golden Power Buy & Sell) 

[설명] 일정 기간의 고가 및 저가에 대한 현주가의 위치(높낮이)를 나타내며, 후행성이 

없는 가운데 속임수의 상당 부분 제거한 지표입니다. 

[구문] GPBuy(Length, [Optional]Pos) 

GPSell(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GPBuy(20) 

GPSell(20) 

 

 LRI(Linear Regression Indicator) : 선형 회귀 지표 

[설명] LRI는 LRT(Linear Regression TrendLine)의 각각의 값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문] LRI(Price, Length)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LRI(Close, 10) 

[활용] 

LRI는 통계에 바탕을 둔 지표입니다. LRI의 활용법은 이동평균선과 흡사합니다. 하지

만, 이동평균처럼 후행성이 강하지 않으며 가격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LRS(Linear Regression Slope) : 선형회귀곡선 

[설명] 일정기간 선형 회귀선의 기울기 값을 연속해서 그린 지표입니다. 기준선인 "0"

선 아래위로 순환하는 진동지표입니다. 따라서 기준선인 "0"선을 상향돌파하면 

선형회귀 기울기가 (+)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져 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고, 

"0"선을 하향돌파하면 주가 하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문] LRS(Price, Length)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LRS(Close, 14)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LRS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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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구간을 정할 수 없음. 

- 과거 추세에서 종목별로 임의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MACD, MACDSignal(MACD : 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설명] 장단기 이동평균을 활용하며 주가의 추세(Trend Following Momentum 

Indicator)를 나타내주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단기 이동평균 및 장기 이동 평균

선의 상호 관계 중 중요한 특성인 확장(Divergence)과 수렴(Convergence)을 

반복하는 특성을 이용합니다. 또한 단순 이동평균선의 문제점인 시차(Time Lag)

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주가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지수이동평균 방법

(Exponential 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후행성을 극복한 지표입니

다. 

[구문] MACD(Price, ShortTerm, LongTerm,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MACDSignal(Price, ShortTerm, LongTerm, Signal,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 Signal : 신호선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MACD(Close, 12, 26) 

MACDSignal(Close, 12, 26, 9)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MACD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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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구간을 정할 수 없음. 

- 과거의 추세에서 종목별로 임의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⑤ MACD Oscillator 활용(기준선 = 0) 

- MACD와 신호선의 차 값으로 보통 막대(BAR)형으로 표시함. 

- MACD와 신호선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MACD가 신호선을 상향돌파(매수 

시점)하면 Oscillator는 기준선을 상향돌파하며 MACD가 신호선을 하향돌파

(매도 시점)하면 Oscillator는 기준선을 하향돌파함. 

- 주로 단기 과열, 침체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며 역배열 현상이 자주 적용됨. 

 

 MAO(Moving Average Oscillator) 

[설명] 장단기 이동평균을 활용하며 주가의 추세(Trend Following Momentum 

Indicator)를 나타내주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단기 이동평균 및 장기 이동평균선

의 상호 관계중 중요한 특성인 확장(Divergence)과 수렴(Convergence)을 반복

하는 특성을 이용하며, 단순차감 혹은 비율(%)로 표시합니다. 또한 이동평균선

의 문제점인 시차(Time Lag)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동평균의 방식이 가

능합니다. 

[구문] MAO(Price, ShortTerm, LongTerm, MAKind, Method,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 MaKind : 이동평균 계산방법 (S : 단순, E :지수, W: 가중 , A : 누적 ) 

- Method : (Diff : 차감 , Per : 비율) 

[사용예] MAO(Close, 10, 20, S, Per)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MAO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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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구간을 정할 수 없음. 

- 과거의 추세에서 종목별로 임의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MFI(Money Flow Index) 

[설명] MFI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얼마만큼 유입과 유출되고 있는지 그 힘의 강도를 측

정하는 모멘텀 지표로 RSI와 강도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RSI는 가격만을 사용하

는 지표임에 반해 MFI는 거래량도 포함한 지표입니다. 

[구문] MFI(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MFI(14)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5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MFI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70 이상 : 과매수권으로 사용, 30 이하 : 과매도권으로 사용) 

- 매수 : 70 상향돌파시 매수, 30 상향돌파시 매수 

- 매도 : 70 상향돌파시 매도, 30 상향돌파시 매도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 특히 과매수/과매도권에서 형성되는 역배열의 의미가 큼 

 

 Mo(Momentum) : 모멘텀 지표 

[설명] Momentum 지표는 가격을 이용한 가장 기초적인 기술적 지표로서 현재의 가격

과 일정기간 전의 가격을 비율로 비교해서 나타내는 추세지표 입니다. 즉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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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일정기간 전과 같다면 “100%” 균형 상태를 의미하며 일정기간 전보다 

높다는 의미인 (+)권은 현재주가가 상승추세에 있음을 나타내고 일정기간 전보

다 낮아졌다는 의미인 (-)권은 현재주가가 하락추세에 있음을 표시합니다. 

[구문] Mo(Price, Length, [Optional]Pos) 

- Price : 대상자산의 지정된 가격데이터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Mo(Close, 14)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10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MFI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 일정구간을 설정할 수 가 없음. 

- 종목별로 과거 등락속에서 일정 범위를 설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 역배열 특성이 여타 지표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지표임 

 

 Mov(Moving Average) : 이동평균선 

[설명] 이동평균은 전 기간에 걸쳐 주가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동평균이 계

산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가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값은 보통 

3가지 형태로 계산되는데 단순(Simple)이동평균, 지수(Exponential)이동평균 그

리고 가중(Weighted)이동평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동평균의 중요한 

차이점은 가장 최근 데이터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느냐의 차이로 단순이동평균은 

가격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 이동평균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수이동평균과 가중

이동평균은 최근 가격에 비중을 더 두어 계산을 합니다. 

[구문] Mov(DataField, Length, MAKind) 

- DataField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 MaKind : 이동평균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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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단순 이동평균, E : 지수 이동평균, A : 누적 이동평균, W : 가중 이동평균) 

[사용예] Mov(Close, 20, E) 

[활용] 

이동평균을 해석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가의 이동평균과 주가 그 자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주가가 그 이동평균 위로 상승할때를 매수신호(GC : 

Golden Cross)로 보고 주가가 이동평균 아래로 하락할때 매도신호(DC : Dead 

Cross)로 봅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은 정확한 바닥이나 고점에서의 매매는 어

려우나 바닥에서 약간 상회할 때 매수, 고점에서 약간 하회할 때 매도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단기 이동평균 기간은 5일∼25일로 잡고, 중기 이동평균은 26

일∼100일, 장기 이동평균은 100일∼200일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NetPower 

[설명] 매일의 주가 움직임에서 매수 강도와 매도 강도를 계산한후 순매수라는 힘의 크

기로 정량화한 지표입니다. 

[구문] NetPower(Length, [Optional]Pos) 

 

 OBV(On Balance Volume) 

[설명] OBV란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라는 전제하에 주가가 전일에 비해 상승한 

날의 거래량 합계에서 하락한 날의 거래량 합계를 차감하여 이를 매일 누적해서 

집계/도표화한 것입니다. 거액 투자자의 단계적 매집/분산 등과 같은 시장의 변

동 사항 파악에 유용한 지표입니다. 

[구문] OBV([Optional]Pos) 

[활용] 

① 매수 

- OBV선이 장기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도중에 D마크가 나타낼때 

- 진행중인 상승추세선 상에 최초로 D마크가 나타날때 

- D마크가 나타난 후 OBV선이 중요지지선 상에 있을때 

- OBV선이 하락추세선을 상향돌파하면서 한 두개의 U마크가 보일때 

② 매도 

- OBV선이 장기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도중에 U마크가 나타낼때 

- 진행중인 상승추세선 상에 최초로 U마크가 나타날때 

- U마크가 나타난 후 OBV선이 중요지지선 상에 있을 때 

- OBV선이 하락추세선을 상향돌파하면서 한 두개의 D마크가 보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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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B(Band %b) 

[설명] Band % 는 가격이 Bollinger Bands 에서 파생된 지표로 볼린져 밴드의 오실레

이터 역할을 합니다. Band % b는 가격이 밴드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오실레이터 값이 100일때가 가격이 상한밴드에 있다는 것이고, 오실레이

터 값이 0일때는 가격이 하한밴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실레이터 값이 

100이상이거나 0이하의 음수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100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격이 상한밴드를 돌파하여 상한밴드 위에 있음을 말하고, 0이하의 음수인 경

우는 가격이 하한밴드 아래로 떨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즉, 이 Band % b 오실레

이터는 가격이 과열과 침체국면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이며 Bollinger 

Bands와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통상 과열 값을 90으로 두며 침체 값은 10으로 

둡니다. 

[구문] PerB(Price, Length, Mult, MaKind,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 Mult : 승수 

- MaKind : 이동평균 계산방법 

(S : 단순 이동평균, E : 지수 이동평균, W : 가중 이동평균, A : 누적 이동평균) 

[사용예] PerB(Close, 12, 2, S) 

[활용] 

과열, 침체분석과 더불어 Band % b는 Bollinger Bands 폭이 축소되어 확산되는 시

점에 Band % b가 저점에서 상향하면 매수, 반대로 Bollinger Bands 폭이 확산되는 

시점에 Band % b가 고점에서 하향하면 매도의 시점으로 봅니다. 

 

 PivotH, PivotHH, PivotL, PivotLL, PivotP(Pivot Line) 

[설명] 피봇분석은 선물거래와 같이 일일매매가 빈번한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기적

인 가격흐름의 중심/저항/지지 분석입니다. 피봇분석은 당일의 가격변동폭이 클

수록 다음날 피봇의 지지와 저항수준이 넓혀지게 됩니다. 한편 피봇분석에 의해 

산출된 수치들은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수준으로 사용됩니다. 

[구문] PivotH([Optional]Pos), PivotHH([Optional]Pos), 

PivotL([Optional]Pos), PivotLL([Optional]Pos), PivotP([Optional]Pos) 

[사용예] PivotH(), PivotHH(), PivotL(), PivotLL() , PivotP() 

[활용] 

피봇라인의 상향돌파시 매수진입, 피봇라인의 하향돌파시 매도진입등의 채널 브레이

크아웃(Channel Break Out)의 시스템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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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ChHigh, PriceChLow(Price Channel High / Low) 

[설명] 일정기간동안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문] PriceChHigh(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PriceChLow(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PriceChHigh(10) 

PriceChLow(10) 

[활용] 

가격채널챠트를 이용한 매매방법은 주가가 하한선을 하향돌파하면 주가의 이상낙폭

으로 간주하여 매수하고, 상한선을 상향돌파하면 이상과열로 보아 매도를 고려합니

다. 즉, 하한선 근접시 매수, 상한선 근접시 매도를 고려하는 방법과 추세전환으로 

간주하여 상한돌파 매수, 하한돌파 매도의 전략을 시장 상황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

다. 

 

 PROC(Price Rate Of Change) 

[설명] ROC는 일정시점의 가격 변화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ROC는 0선을 기

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지표가 0선 위쪽에서 진행되면 주가는 상승추세에 있다

고 보며, ROC선이 0선 아래쪽에서 진행되면 주가가 하락추세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문] PROC(Price, Length, Method,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 Method : ROC 계산방법 

(Diff : 차감, Per : 비율) 

[사용예] PROC(Close, 14, Diff)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중심선 = 0) 

- 매수 : 지표가 중심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중심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RSI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 일정구간을 설정할 수 가 없음 

-  종목별로 과거 등락속에서 일정 범위를 설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 ④ 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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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Divergence) 활용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역배열 특성이 여타 지표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지표임.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매도 

 

 PSAR(Parabolic Stop & Reversal) 

[설명] Parabolic SAR는 주가가 추세를 형성하고 움직일 경우 초기에는 그 추세의 진행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도가 붙어 빠른 속도로 상승하

거나 하락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개발된 지표입니다. 즉 기존 추세 진행 가속력

이 둔화되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주가의 상

승률이 시간 경과도 불구하고 충분한 상승을 보이지 못해도 조만간 추세가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Parabolic SAR는 “주가와 

시간”과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문] PSAR(Step, Maximum, [Optional]Pos) 

- Step : 증가값 

- Maximum : 최대 증가값 

[사용예] PSAR(0.02, 0.2) 

[활용] 

주가가 Parabolic SAR보다 낮은 데에 위치하고 있다가 Parabolic SAR를 상향돌파

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며, 주가가 Parabolic SAR보다 높은 데에 위치하고 있

다가 Parabolic SAR를 하향돌파하는 시점이 매도 시점이 됩니다. 

 

 Psychol : 심리도 

[설명] 단기간의 시장심리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기간 동안의 주가변동폭의 누계에 대

해 주가상승폭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합니다. 

[구문] Psychol(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Psychol(10) 

 

 RSI(Relaive Strength Index) : 상대강도지수 

[설명] RSI를 번역하면 상대강도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가격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얼마나 강력한 상승 추세인지 혹은 하락 추세라면 얼마나 강한 하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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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RSI는 가격의 추세 강도와 함께 추세 방향도 잘 표

현해 줍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합하여 주가가 움직인 실제 

범위를 구하고 이에 대해 주가 상승분이 점유하는 비율을 구합니다. 따라서 RSI

는 0에서 100 사이를 순환 진동하는 Oscillator입니다. 

[구문] RSI(Price, Length,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RSI(Close, 14)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중심선 = 50%) 

- 매수 : 지표가 중심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중심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RSI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70% 이상 : 과매수권으로 사용, 30% 이상 : 과매도권으로 사용) 

- 매수 : 과매수 상향돌파, 과매도 상향돌파 

- 매도 : 과매수 하향돌파, 과매도 하향돌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역배열 특성이 여타 지표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지표임.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RSQR(R_Squared) 

[설명]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며, LRS(선형회귀곡선)나 Standard Error(표준오차)의 보조

지표로서 많이 활용됩니다. LRS의 선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며, 

0~+1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 R-Squared = 1 : 가격과 LRS가 "완전상관", LRS에 모든 가격에 일치 

- R-Squared = 0 : 가격과 LRS가 "상관관계가 없는 무작위적이다", LRS와 어

떤 가격도 일치하지 않음 

[구문] RSQR(DataField, Length, [Optional]Pos) 

- DataField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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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 RSQR(Close, 14) 

[활용] 

LRS(선형회귀곡선)나 Standard Error(표준오차)의 보조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활용

됩니다. 

① LRS(선형회귀곡선)의 보조지표로 활용시 

- R-Squared(결정계수)는 LRS(선형회귀곡선)의 상승 혹은 하락하는 방향성 과 

관계없이 강도만을 나타내줍니다 

- LRS(선형회귀곡선)의 상승 ,주가 상승은 R-Squared(결정계수)가 기준선을 상

향돌파하는 시점부터 강화되며 정점을 형성한 뒤에는 LRS(선형회귀곡선) 및 

주가가 하락 전환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 

② Standard Error(표준오차)의 보조지표로 활용시 

- 주가 추세의 변화는 높은 값을 형성하던 R-Squared(결정계수)가 하락하기 시

작하고 낮은 값을 형성하던 Standard Error(표준오차)가 상승하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낮은 값을 형성하던 R-Squared(결정계수)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높은 

값을 형성하던 Standard Error(표준오차)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주가 추세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SONAR 

[설명]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이동평균선의 한계 변화율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서 전환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 챠트의 핵심은 모멘텀인데, 모멘

텀이란 곡선의 한점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 기울기를 계산한 후 그 변화

를 선으로 그려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의 강도를 미리 알려고 하는 기술적 분석 

기법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을 지속하더라도 모멘템의 기울기가 둔화되면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지속하더라도 모멘텀의 기

울기가 상승하면 주가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문] SONAR(Price, MALength, Length, Method,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MALength : 이동평균하기 위한 기간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 Method : SONAR 계산방법 

(Diff : 차감, Per : 비율) 

[사용예] SONAR(Close, 20, 5, Per)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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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SONAR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 일정구간을 설정할 수 가 없음. 

- 종목별로 과거 등락속에서 일정 범위를 설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StdErr 

[설명] Price로 지정된 가격 데이터를 Length 기간동안의 선형회귀선을 중심으로 개별 

가격데이터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구문] StdErr(Price, Length, [Optional]Pos) 

- Price : 가격데이타(시,고,저,종,거래량)등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StdErr(Close, 20) 

[활용] 

만약, 금일 주가가 선형회귀선선의 값과 일치한다면 표준오차(STDERR)의 값은 0이 

됩니다. 값이 클수록 표준오차의 값이 커지는 것임으로 선형회귀곡선으로 회귀할 확

률이 높아진다. 주로 라프 회귀 채널(Raff Regression Channel)과 같은 통계적 채널 

분석에 활용됩니다. 

 

 StdDev 

[설명] DataField로 지정된 가격 데이터를 Length 기간동안 이동평균한 평균치를 중심

으로 개별 가격데이터가 얼마나 넓게 산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구문] StDev(DataField, Length, Mult, [Optional]Pos) 

- DataField : 가격데이타(시,고,저,종,거래량)등과 지표함수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 Multi : 승수 

[사용예] StDev(Close, 20, 1) 

볼린져 밴드도 주가에 Stdev의 이동평균값을 더하여 계산된다. 

[활용] 

높은 StDev값은 주가가 큰 폭으로 변화될 때 나타나고, 낮은 StDev값은 주가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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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의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낮은 값을 보일 때 나타나는데, StDev의 값이 작으면 조

만간 주가의 이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StochRSI, StochRSISignal(Stochastic RSI) 

[설명] 기존의 RSI의 변형된 형태로 RSI와 Stochastic을 합성하여 구합니다. 먼저, RSI

의 가격을 구하여 주가의 종,고,저가 대신에 RSI를 사용하여 스토케스틱의 공식

대로 만듭니다. StochRSI는 현재의 RSI를 이용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주가 범위 

중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분석하여 향후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기법으로 주가가 

상승추세에 있을 때 종가는 최고가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하락추세에 

있을 때 종가는 최저가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StochRSI의 근간이고 최근의 주가 변동폭과 당일 종가의 관계를 통해 지표를 

분석합니다. 

[구문] StochRSI(RSILength, StochLength, [Optional]Pos) 

StochRSISignal(RSILength, StochLength, Signal, [Optional]Pos) 

- RSILength : RSI 이동평균 기간 

- StochLength : Stochastic 이동평균 기간 

- MA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StochRSI(14, 14) 

StochRSISignal(14, 14, 14)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중심선 = 50%선) 

- 매수 : 지표가 중심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중심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기준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80% 이상 : 과매수권으로 사용, 20% 이하 : 과매도권으로 사용) 

- 매수전략 : 80% 상향돌파시 매수, 20% 상향돌파시 매수 

- 매도전략 : 80% 하향돌파시 매수, 20% 하향돌파시 매수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 특히 과매수/과매도권에서 형성되는 역배열의 의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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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A 

[설명] TEMA는 패트릭 몰리(Patrick Mulloy)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동평균은 이동

평균의 기간이 커지면서 후행성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TEMA는 Triple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이동평균의 이동평균이 아

니고, single exponential moving average과 double exponential moving 

average과 triple exponential moving average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며, 이 세가

지 중 어느 것보다 최소 후행성을 제공해 줍니다. 

[구문] TEMA(Price, Length,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TEMA(Close, 20) 

[활용] 

TEMA를 해석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가의 이동평균과 주가 그 자체의 관

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주가가 그 TEMA 위로 상승할때를 매수신호(GC : 

Golden Cross)로 보고 주가가 이동평균 아래로 하락할때 매도신호(DC : Dead 

Cross)로 봅니다. 또는 두개의 TEMA지표를 이용하여 단기,장기 지표의 골든크로스

나 데드크로스를 이용합니다. 

 

 TEMAMACD, TEMAMACDSignal 

[설명] TEMA의 짧은 타임래그를 이용한 MACD지표 입니다. 

[구문] TEMAMACD(ShortTerm, LongTerm, [Optional]Pos)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TEMAMACDSignal(ShortTerm, LongTerm, Signal, [Optional]Pos)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 Signal : 신호선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TEMAMACD(12, 26) 

TEMAMACDSignal(12, 26, 9)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TEMAMACD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73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 일정 구간을 정할 수 없음. 

- 과거의 추세에서 종목별로 임의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⑤ TEMAMACD Oscillator 활용(기준선 = 0) 

- TEMAMACD와 신호선의 차 값으로 보통 막대(BAR)형으로 표시함. 

- TEMAMACD와 신호선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TEMAMACD가 신호선을 

상향돌파(매수 시점)하면 Oscillator는 기준선을 상향돌파하며 TEMAMACD가 

신호선을 하향돌파(매도 시점)하면 Oscillator는 기준선을 하향돌파함. 

- 주로 단기 과열, 침체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며 역배열 현상이 자주 적용됨. 

 

 TPBuy, TPSell(Trend Power Buy/Sell) 

[설명] 단, 중, 장기 추세(방향) 및 추세상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구문] TPBuy(Length, [Optional]Pos) 

TPSell(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TPBuy(20) 

TPSell(20) 

 

 TRIX(Triple Exponentially Smoothed Moving Average : 트릭스) 

[설명] 이동평균선의 장점인 불필요한 주가 변화를 제거하고 후행성이라는 단점을 극복

하도록 고안된 지표입니다. TRIX는 이러한 한번의 이동평균으로는 속임수를 충

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가정하에서 일간 주가 데이타에 대해 지수이동평균을 3

번 취함으로써 더욱더 완만하게 반응하게끔 고안된 지표입니다. 따라서 기간값

을 길게 줄 경우에는 후행성이 강해집니다. 

[구문] TRIX(Price, Length,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TRIX(Close, 14)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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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TRIX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 일정 구간을 정할 수 없음. 

- 과거의 추세에서 종목별로 임의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TSF(Time Series Forecast) : 시계열 분석지표 

[설명] 이동평균선과 동일시하나 이동평균처럼 일정기간 데이터값을 평균화하여 지연시

키는것 없이 최근의 데이터를 적용시킴으로서 이동평균선 보다 훨씬 더 가격 변

화에 민감하며, 미래 가격 예측에 있어서 특정기간의 마지막 값에 기초를 두어 

예측하므로 추세가 지속되는 한 TSF의 값은 다음 기간 값을 미리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문] TSF(Price, Length,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TSF(Close, 10) 

[활용] 

여타 오실레이터와 같은 방법으로 오실레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단기와 

중기 TSF 값의 차이를 구해 0선을 기준으로 매매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TSF는 

현재의 주가를 일정 시점 앞서서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통상 기간 값은 20

일과 50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SI(True Strength Index) 

[설명] 윌리엄 블로우(William Blau)에 의해 개발된 TSI는 RSI와 유사합니다. 다만, 

RSI(Relative Strength Index)는 상승일 때와 하락일 때를 구분하여 계산하여 

상대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반면, TSI는 상승과 하락강도를 한번에 적용함으로 

보다 실질적인 변동폭을 알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입니다. 또한, 두번의 장단기 

지수이동평균으로 Smoothing 시키기 때문에 왜곡된 주가 흐름을 방지하는데 효

과적인 모멘텀 지표로써 시장의 추세와 강도, 방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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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TSI(Price, ShortTerm, LongTerm, MAKind,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 MAKind : 이동평균 계산방법 

(S : 단순 이동평균, E : 지수 이동평균, W : 가중 이동평균, A : 누적 이동평균) 

[사용예] TSI(Close, 10, 20, S)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TSI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VHF(Vertical Horizontal Filter) 

[설명] 아담 화이트(Adam White)에 의해 개발된 VHF지표는 n기간중 가장 큰 종가와 

가장 작은 종가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추세구간(Trending phase)과 횡보구간

(Trading range)을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MACD, 이동평균선 같은 지표는 추세

구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횡보구간일 경우는 RSI나 Stochastic같은 

Oscillator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와 같이 VHF지표는 추세에 따라 

어느 지표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 일간보다는 주간에서 추세를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구문] VHF(Price, Length, [Optional]Pos) 

- Price : 이동평균 하기 위한 기준 가격데이터(시가, 고가, 저가, 종가)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VHF(Close, 10) 

[활용] 

① VHF의 값을 이용 

추세구간과 횡보구간을 구분하며, VHF의 값이 높을수록 추세를 형성해 나간다

는 것이고, 이럴 경우 추세지표 (모멘텀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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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음. 

② VHF의 방향을 이용 

추세구간인지 횡보구간 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VHF가 상승중이라면 추세구

간, 하락중이라면 횡보구간으로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③ VHF의 현상을 반대로 해석 

시장을 미리 예측을 해 볼 수 있으며, 수렴과 확장을 반복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횡보구간일 경우는 향후 추세구간으로 또는 현재 추세구간일 경우 향후 횡보구

간으로 시장을 예측하는데 사용 할 수 있음. 

 

 VO(Volume Oscillator) 

[설명] 거래량의 단기이동평균에서 장기이동평균의 거리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MAO(Moving Average Oscillator)와 마찬가지로 주가 대신에 거래량 이동평균

선을 사용한 거래량 지표입니다 

[구문] VO(ShortTerm, LongTerm, Method,[Optional]Pos)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 Method : VO 계산법 

(Diff : 차감, Per : 비율) 

 [사용예] VO(10, 20, Per)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SONAR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VolMACD, VolMACDSignal 

[설명] 가격지표를 이용한 MACD와 계산방법은 동일하나, Volume 즉, 거래량을 가중해

서 MACD를 작성한 것입니다. 장단기 이동평균을 활용하며 주가의 추세(Trend 

Following Momentum Indicator)를 나타내주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단기 이동평



 77

균 및 장기 이동 평균선의 상호 관계 중 중요한 특성인 확장(Divergence)과 수

렴(Convergence)을 반복하는 특성을 이용합니다. 또한 단순 이동평균선의 문제

점인 시차(Time Lag)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주가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지

수이동평균 방법(Exponential Moving Average Method)을 이용하여 후행성을 

극복한 지표입니다. 

[구문] VolMACD(ShortTerm, LongTerm, [Optional]Pos) 

VolMACD(ShortTerm, LongTerm, Signal, [Optional]Pos) 

- ShortTerm : 단기 이동평균 기간 

- LongTerm : 장기 이동평균 기간 

- Signal : 신호선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VolMACD(12, 26) 

VolMACDSignal(12, 26, 9)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VOLMACD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 일정 구간을 정할 수 없음. 

- 과거의 추세에서 종목별로 임의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⑤ VOLMACD Oscillator 활용(기준선 = 0) 

- VOLMACD와 신호선의 차 값으로 보통 막대(BAR)형으로 표시함. 

- VOLMACD와 신호선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VOLMACD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매수 시점)하면 Oscillator는 기준선을 상향돌파하며 VOLMACD가 신호

선을 하향돌파(매도 시점)하면 Oscillator는 기준선을 하향돌파함. 

- 주로 단기 과열, 침체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며 역배열 현상이 자주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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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RSI 

[설명] VolRSI는 기존의 RSI의 공식에 Volume 즉 거래량을 가격변화에 가중하여 상대

강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현재의 가격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얼마나 

강력한 상승 추세인지 혹은 하락 추세라면 얼마나 강한 하락추세인지를 거래량

을 고려하여 나타내어 주는 특징이 있으며, 활용방법은 RSI와 동일합니다. 

[구문] VolRSI(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VolRSI(14)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중심선 = 50%) 

- 매수 : 지표가 중심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중심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RSI 지표의 이동평균선) 

- 매수 : 지표가 신호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신호선 하향돌파 

③ 과매수(Overbought)/과매도(Oversold) 활용 

(70% 이상 : 과매수권으로 사용, 30% 이상 : 과매도권으로 사용) 

- 매수 : 과매수 상향돌파, 과매도 상향돌파 

- 매도 : 과매수 하향돌파, 과매도 하향돌파 

④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역배열 특성이 여타 지표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지표임.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VR(Volume Ratio) : 등락 비율 

[설명] 거래량을 비율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정기간동안의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과 주

가 하락일의 거래량과의 비율을 백분비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OBV선은 시작일

에 따라 수치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절대수치 그 자체로서는 시세를 판단하거나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적차수

가 아닌 비율로 분석한 것이 VR입니다. 

[구문] VR(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VR(14)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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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R이 200% 라면 대체로 상승시 거래량이 주가 하락시 거래량의 2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VR 이 150% : 보통 수준 

- VR 이 350% 초과 : 단기 과열권 

- VR 이 70% 이하 : 바닥권 e 단기 매수 시점 

② 특히 바닥권의 수치는 꽤 신뢰도가 높은 매입시점입니다. 

③ VR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은 Divergence 분석입니다. 

 

 VROC(Volume ROC) 

[설명] 추세지표에서 설명한 Price ROC와 계산 방법은 같은데 주가 대신에 거래량의 

증감률을 계산한 지표입니다. 즉, 일정 기간 전 거래량에 비해 현재 거래량이 

몇 %증가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Volume ROC자체만을 사용할 경우 상당히 급

격한 진동지표 형태(Price ROC(%)보다 더 급격한 변동을 보임)를 나타내어 해

석하기가 어려워지므로 Volume ROC를 이동평균한 이동평균선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구문] VROC(Length, Method,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 Method : VROC 계산법 

(Diff : 차감, Per : 비율) 

[사용예] VROC(14, Diff) 

[활용] 

① 기준선(Equilibrium Line) 활용(기준선 = 0) 

- 매수 : 지표가 기준선 상향돌파 

- 매도 : 지표가 기준선 하향돌파 

② 신호선(Signal) 활용(신호선 = VROC 지표의 이동평균선) 

- 신호선을 Volume ROC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지표해석에 도움이 됨 

③ 역배열(Divergence) 활용 

- 상승형 역배열 :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데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주가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수 

- 하락형 역배열 :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주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빠른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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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PerR(Willanms %R) 

[설명] 과다 매수와 과다 매도 수준을 측정하는 운동량 지표입니다. 

[구문] WillPerR(Length, [Optional]Pos) 

- Length : 이동평균 기간 

[사용예] WillPerR(14) 

 



4. 함수별 Index

지표함수 설명 페이지 번호

AD Accumulation/Distribution Line 지표

ADX Average Directional Movement Index 지표

ADXR Average Directional Movement Index Rating 지표, ADX의 이동평균

ATR Average True Range 지표

BBandBot Bollinger Band Bottom 지표

BBandMid Bollinger Band Middle 지표

BBandTop Bollinger Band Top 지표

CCI Commodity Channel Index 지표

CO Chaikin Oscillator 지표

DEMA Double Exponential Moving Average 지표

DEMAMACD Double Exponential Moving Average MACD 지표

DEMAMACDSignal DEMAMACDSignal 지표, DEMAMACD의 이동평균

DIMinus -DI 지표

DIPlus +DI 지표

Disparity Disparity 지표

EnergyMinus EnergyMinus 지표

EnergyPlus EnergyPlus 지표

ExpRSI Exponential RSI 지표

FastD Stochastic Fast %D 지표

FastK Stochastic Fast %K 지표

GPBuy Golden Power Buy

GPSell Golden Power Sell

LRI Linear Regression Indicator 지표

LRS Linear Regression Slope 지표

MACD 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지표

MACDOscillator 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Oscillator 지표

MACDSignal 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Signal 지표

MAO Moving Average Oscillator 지표

MFI Money Flow Index 지표

Mo Momentum 지표

Mov 이동평균 지표

NetPower Net Power

OBV On Balance Volume 지표

PerB %B(Band %b) 지표

PivotH PivotH 지표

PivotHH PivotHH 지표

PivotL PivotL 지표

PivotLL PivotLL 지표

PivotP Pivot Point 지표

PriceChHigh Price Channel High 지표

PriceChLow Price Channel Low 지표

PROC Price Rate Of Change 지표

1



PSAR Parabolic Stop & Reversal 지표

Psychol 심리도

RSI Relative Strength Index 지표

RSQR R-Squared 지표

SlowD Stochastic Slow %D 지표

SlowK Stochastic Slow %K 지표

SONAR SONAR 지표

StdErr Standard Error 지표

StDev Standard Deviation 지표

StochRSI Stochastic RSI 지표

StochRSISignal Stochastic RSI Signal 지표

TEMA Triple Exponential Moving Average 지표

TEMAMACD Triple Exponential Moving Average MACD 지표

TEMAMACDSignal Triple Exponential Moving Average MACD Signal 지표

TPBuy Trend Power Buy

TPSell Trend Power Sell

TRIX Triple Exponentially Smoothed Moving Average 지표

TSF Time Series Forecast 지표

TSI True Strength Index 지표

VHF Vertical Horizontal Filter 지표

VO Volume Oscillator 지표

VolMACD Volume MACD 지표

VolMACDSignal Volume MACD Signal 지표

VolRSI Volume RSI 지표

VR Volume Ratio 지표

VROC Volume ROC 지표

WillPerR Willams %R

분석함수 설명 페이지번호

Accum 전체 기간 동안 DataField를 누적한 합을 반환

BarInterval 분, 틱의 주기 반환

BarNum 현재 차트의 Bar 번호 반환

BarWhen Length동안 Occur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Bar 반환

BarWhenAll Occur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Bar 반환

Correl DataField1과 DataField2의 상관계수 반환

Cum Length동안 DataField를 누적한 합을 반환

CurrentBar 현재 시점 차트의 Bar 번호 반환

DataCompression 현재 적용되어 있는 차트의 주기 반환

Find QuickFinder를 이용한 전략검색에서의 상태검색

Fml 사용자 함수로 작성된 함수를 호출

HHB Length동안 가장 높은 Bar 반환

HHV Length동안 가장 높은 값 반환

IFF 조건(Condition)이 참일때 TrueValue값 반환, 거짓일때 FalseValue값 반환

LLB Length동안 가장 낮은 Bar 반환

LLV Length동안 가장 낮은 값 반환

SHB Length동안 발생한 Swing High Bar 반환

2



SHBA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Swing High Bar 반환

SHV Length동안 발생한 Swing High Value 반환

SHVA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Swing High Value 반환

SLB Length동안 발생한 Swing Low Bar반환

SLBA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Swing Low Bar 반환

SLV Length동안 발생한 Swing Low Value반환

SLVA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Swing Lowh Value 반환

ValueWhen Length동안 Occur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DataField값 반환

ValueWhenAll Occur번째로 조건(Condition)이 참인 시점의 DataField값 반환

출력함수 설명 페이지번호

PlotH1 강조 1를 출력하는 함수

PlotH2 강조 2를 출력하는 함수

PlotH3 강조 3를 출력하는 함수

PlotH4 강조 4를 출력하는 함수

PlotH5 강조 5를 출력하는 함수

PlotI1 지표 1를 출력하는 함수

PlotI2 지표 2를 출력하는 함수

PlotI3 지표 3를 출력하는 함수

PlotI4 지표 4를 출력하는 함수

PlotI5 지표 5를 출력하는 함수

PlotS1 신호 1를 출력하는 함수

PlotS2 신호 2를 출력하는 함수

PlotS3 신호 3를 출력하는 함수

PlotS4 신호 4를 출력하는 함수

PlotS5 신호 5를 출력하는 함수

PlotT 추세(강세, 약세, 중립)를 출력하는 함수

데이터배열 설명 페이지번호

Close 종가(배열)

CloseD 분, 틱간에서 일간의 종가 반환

CloseM 분, 틱, 일, 주간에서 월간의 종가 반환

CloseW 분, 틱, 일간에서 주간의 종가 반환

CloseY 분, 틱, 일, 주, 월간에서 년간의 종가 반환

High 고가(배열)

HighD 분, 틱간에서 일간의 고가 반환

HighM 분, 틱, 일, 주간에서 월간의 고가 반환

HighW 분, 틱, 일간에서 주간의 고가 반환

HighY 분, 틱, 일, 주, 월간에서 년간의 고가 반환

Low 저가(배열)

LowD 분, 틱간에서 일간의 저가 반환

LowM 분, 틱, 일, 주간에서 월간의 저가 반환

LowW 분, 틱, 일간에서 주간의 저가 반환

LowY 분, 틱, 일, 주, 월간에서 년간의 저가 반환

Median 중간값 = (고가 + 저가) / 2

Open 시가(배열)

3



OpenD 분, 틱간에서 일간의 시가 반환

OpenM 분, 틱, 일, 주간에서 월간의 시가 반환

OpenW 분, 틱, 일간에서 주간의 시가 반환

OpenY 분, 틱, 일, 주, 월간에서 년간의 시가 반환

Typical 대표값 = (고가 + 저가 + 종가) / 3

Volume 거래량(배열)

VolumeD 분, 틱간에서 일간의 거래량 반환

VolumeM 분, 틱, 일, 주간에서 월간의 거래량 반환

VolumeW 분, 틱, 일간에서 주간의 거래량 반환

VolumeY 분, 틱, 일, 주, 월간에서 년간의 거래량 반환

데이터상수 설명 페이지번호

<색상>

Black 검정색

Blue 파랑색

Cyan 청록색

Magenta 심홍색

Red 빨강색

White 하얀색

Yellow 노랑색

<심볼>

ArrDown 화살표 아래로 심볼 표시

ArrLeft 왼쪽 화살표로 심볼 표시

ArrRight 오른쪽 화살표로 심볼 표시

ArrUp 화살표 위로 심볼 표시

BullMark 황소로 심볼 표시

Daishin 대신 마크로 심볼 표시

Earn 돈 버는 마크로 심볼 표시

Lose 돈 잃는 마크로 심볼 표시

MarkPoint Point로 심볼 표시

Num1 숫자 1로 심볼 표시

Num2 숫자 2로 심볼 표시

Num3 숫자 3로 심볼 표시

Num4 숫자 4로 심볼 표시

Num5 숫자 5로 심볼 표시

Num6 숫자 6로 심볼 표시

Num7 숫자 7로 심볼 표시

Num8 숫자 8로 심볼 표시

Num9 숫자 9로 심볼 표시

<원주율>

pi pi는 약 3.1415926535897932(원주율)에 해당하는 상수 반환

<이동평균종류>

A 누적 이동평균

E 지수 이동평균

G 기하 이동평균

S 단순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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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삼각가중 이동평균

W 가중 이동평균

<주문>

AtLimit 다음 Bar 범위가 지정 가격 이하일 때 시장가 진입

AtMarket 다음 Bar 시가에 진입

AtStop 다음 Bar 범위가 지정 가격 이상일 때 시장가 진입

DEF Buy, Sell 함수에서 Contracts(주수)를 기본으로 설정

OnClose 기준 Bar 종가에 진입

<차감/비율>

Diff 차감(MAO, PROC 등에서 사용되는 인자)

Per 비율(MAO, PROC 등에서 사용되는 인자)

<추세>

Bear 약세(추세, 리본)

Bull 강세(추세, 리본)

Neutral 중립(추세, 리본)

<크기>

Large 심벌의 크기(대)

Middle 심벌의 크기(중)

Small 심벌의 크기(소)

<NULL>

NONE NONE은 유효하지 않는 데이타를 포함하는 변수를 가리키는데 사용

연산자 설명 페이지번호

- 뺄셈

* 곱셈

/ 나눗셈

^ 지수

+ 덧셈

< 작다

<= 작거나 같다

<> 같지 않다

= 같다

> 크다

>= 크거나 같다

And 두 식의 논리적인 결합을 평가하는 데 사용

Mod 두 숫자를 나누어 그 나머지를 반환

Or 두 식의 논리적인 분리를 평가하는 데 사용

전략함수 설명 페이지번호

AvgLossBarNum 청산된 거래가 보유한 손실 거래 Bar의 평균

AvgWinBarNum 청산된 거래가 보유한 이익 거래 Bar의 평균

BarNumSinceEntry 포지션 진입 후 경과된 Bar수

BarNumSinceExit 포지션 청산 후 경과된 Bar수

CmsnEntry 현재 적용된 진입 수수료 반환

CmsnExit 현재 적용된 퇴출 수수료 반환

CurrentContracts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 계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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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EntryNum 현재까지의 시장 진입 횟수(오픈 포지션까지 포함)

EntryDate 현재 포지션을 취하게 된 진입일

EntryName 현재 포지션을 취하게 된 진입명

EntryPrice 현재 Bar를 기준으로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진입 가격(원)

EntryTime 현재 포지션을 취하게 된 진입 시간

ExitDate 최근 완전 청산된 날짜

ExitName 현재 포지션을 취하게 된 퇴출명

ExitPrice 최근 완전 청산된 가격

ExitTime 최근 완전 청산된 시간

GrossBarNum 청산된 거래의 총 Bar수

GrossLossBarNum 청산된 거래에서 손실 거래의 총 Bar수

GrossLossMon 청산된 손실의 총합

GrossLossTradeNum 청산된 총 손실 거래수

GrossTradeNum 청산된 총 거래수

GrossWinBarNum 청산된 거래에서 이익 거래의 총 Bar수

GrossWinMon 청산된 이익의 총합

GrossWinTradeNum 청산된 총 이익 거래수

I_CloseEquity 미청산 누적 손익금

I_Contract 현재 포지션을 취하게 된 주수(계약수)

I_EntryPrice 현재 Bar를 기준으로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진입 가격(원)

I_NetProfit 기준 Bar의 청산된 누적 손익금(원)

I_Position 기준 Bar의 포지션 상태 (1: 매수, -1:매도, 0:포지션 없음)

MaxConsecLossTradeNum 청산된 최대 연속 손실 거래수

MaxConsecWinTradeNum 청산된 최대 연속 이익 거래수

MaxLossMon 청산된 손익 중 최대 손실액

MaxWinMon 청산된 손익 중 최대 이익액

NeedfulBars 최소한의 보유해야할 Bar수

NetProfit 기준 Bar의 청산된 누적 손익금(원)

PctWin 청산된 승률

Position 기준 Bar의 포지션 상태 (1: 매수, -1:매도, 0:포지션 없음)

SetBarBack 실시간에서 현재 봉 시가를 이용해 현재 봉에 주문실행이 가능하도록 설정

Tax 현재 적용된 거래세율 반환

TickPoint 최소 틱 단위

TickValue 최소 틱 단위값

제어함수 설명 페이지번호

Call (출력, 지표, 분석 등)함수를 호출할때 사용

CondN 자주 쓰는 조건문 저장

CrossDn DataField1 이 DataField2 [Or] Data2를 하향돌파하는 함수

CrossUp DataField1 이 DataField2 [Or] Data2를 상향돌파하는 함수

Dim 변수(배열)를 선언하고 저장 공간을 할당

For 지정한 횟수만큼 명령문 그룹을 반복하여 실행

IF 식의 값에 따라 일단의 명령문을 조건부로 실행

Select 식의 값에 따라 명령문의 여러 그룹 중 한 그룹을 실행

Rem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제공하는 주석을 포함시키는 데 사용

Var 데이터 배열를 생성하는 데 사용

6



VarN 미리 정의 되어있는 사용자 변수

While 주어진 조건문이 True로 있는 동안에만 일련의 명령문 실행

주문함수 설명 페이지번호

Buy 신규 매수 진입

ExitLong 매수(Long) 포지션 청산

ExitShort 매도(Short) 포지션 청산

Sell 신규 매도 진입

수학함수 설명 페이지번호

Abs Data의 절대값 반환

Atn Data(각도)의 Arc Tan값 반환

Ceiling Data의 소수부분을 올린 정수 부분을 반환

Cos Data(각도)의 Cos값 반환

CoTan Data(각도)의 CoTan값 반환

Exp 승수로 거듭 제곱하는 자연 로그의 밑인 e를 반환

Fix Data의 소숫점 이하부분을 없앤 정수 부분을 반환(Int와 같음)

Frac Data의 소수 부분 반환

Int Data의 소숫점 이하부분을 없앤 정수 부분을 반환(Fix와 같음)

Log Data의 자연 로그 반환

Max Data1 과 Data2중 큰 수 반환

Min Data1 과 Data2중 작은 수 반환

Neg Data의 부호를 변환한 수 반환

Power Data를 Base 제곱한 수를 반환

RND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난수 반환

Round Data를 Num로 지정한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수 반환

Sin Data(각도)의 Sin값 반환

Sqr Data의 제곱근을 반환

Tan Data(각도)의 Tan값 반환

날짜함수 설명 페이지번호

CurrentDate 개인 컴퓨터의 현재 날짜를 YYYYMMDD형식으로 반환

CurrentTime 개인 컴퓨터의 현재 시간을 24시기준 HHMM형식으로 반환

TDate 차트바의 종가 일자를 반환

TDay Date의 일를 DD형식으로 반환

TMonth Date의 월를 MM형식으로 반환

TTime 차트바의 종가 시간을 24시기준 HHMM형식으로 반환

TWeek Date의 주에 해당하는 순서를 반환

TWeekFirst 분, 틱, 일간에서 주간의 시작Bar 검사

TYear Date의 년도를 YYYY형식으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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