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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이 문서는 와이소프트 코리아가 만든 ㈜유안타증권/이베스트증권/NH증권용 자동매매 어플리케이션의 

설명 문서입니다. 

본 문서를 와이소프트 코리아 동의없이 무단전제, 복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History 

Rev. Date Author Details Version 

0.1 2019-01-26 김야일 모든 화면 스크린 샷 및 설명 (Initial release.) 0.1 

0.2 2019-01-30 김야일 키움증권 내용 병합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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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안타증권/이베스트증권 OPEN-API 신청 

 

유안타증권 OpenAPI 모듈 사용 신청 

유안타증권 홈페이지에서 OPEN API 사용 신청을 하시고, 이베스트/유안타증권/NH 증권은 OPEN API 

모듈을 설치 탑재하여 배포되기 때문에, 사용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유안타증권 OpenAPI 신청하기 

 

유안타(https://www.myasset.com)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트레이딩] ->[서비스안내]->[OPENAPI]-

>[API 신청/해지] 메뉴로 진입한다. 

https://www.myasset.com/myasset/bank/trading/apiSvc/BA_1201012_P1.cmd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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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OpenAPI 신청 결과 

신청을 하게되면, 아래처럼 화면이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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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증권 OpenAPI 모듈 사용 신청 

이베스트증권 홈페이지에서 OPEN API 사용 신청을 하시고, 이베스트용은 OPEN API 모듈을 설치 

탑재하여 배포되기 때문에, 사용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이베스트증권 OpenAPI 신청하기 

이베스트증권(http://www.ebestsec.co.kr/)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센터] ->[API]->[사용등록/해지] 

메뉴로 진입한다. 

 

 

이베스트증권 OpenAPI  사용등록/해지 

 

  

http://stockgate.net/ysoft/index.php


 

유안타증권/이베스트 자동매매 어플리케이션 Author 최초: 2019-01-26 

StockGate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가이드 김야일 수정: 2019-01-30 

 

8 / 52 

이베스트증권 xingAPI 신청 결과 

신청을 하게되면, 아래처럼 화면에 상태가 [등록]이라고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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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OpenAPI 모듈 사용 신청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OPEN API 사용신청을 하시고, OPEN API 모듈을 설치해 주셔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아래처럼 신청 및 모듈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https://www.kiwoom.com/nkw.template.do?m=m1408000000 사이트에 접속해서, OpenAPI 사용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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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증권사용 OPEN-API 모듈 설치 

유안타증권/이베스트증권/NH투자증권용 OPEN-API 모듈 탑재 

이베스트증권, 유안타증권, NH증권용 스탁게이트 자동매매 앱은 OPEN-API 모듈을 프로그램에 탑재하

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최초 접속시 혹은 업그레이드 시에, 어플을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권사 HTS 프로그램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움증권 OpenAPI 모듈 설치 

키움증권은 OpenAPI 모듈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키움 OpenAPI+ 모듈 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모듈을 다운로드 합니다. 

OpenAPISetup.exe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한다. 기본적으로 C:\OpenAPI 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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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ock-Gate 자동매매 앱 설치 및 실행 

Stock-Gate 주식 자동매매 앱은 ㈜유안타증권/이베스트증권/NH증권 모듈을 사용하여 동작합니다. 

1장에서 Open API를 신청만 하셨으면, 스탁게이트 홈페이지(http://stockgate.net)에서 해당 증권사에 

맞는 스탁게이트 자동매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  

이미 스탁게이트는 1년이상 500명, 10만건 이상의 자동매매 내역으로 검증이 되어서, 안정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주의하실 점은 자동매매 앱은 증권사의 시세를 모니터링하고, 증권사 

HTS의 조건검색식을 활용하여 동작하므로, 네트워크 오류와 증권사 서버 오류, 잘못된 시세 등으로 

인한 손실 혹은 이익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다. 손절 설정을 하지 않으면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증권사 모듈로부터 실시간 시세가 잘못된 가격으로 전달된다면, 손실이 가져올 수는 있다. 하지만, 

1년이상 10만건의 거래내역으로 검증한바, 증권사 시세의 오류 및 스탁게이트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충분히 검증 및 테스트 했다고 하더라도, 각 고객분들은 1달의 무료 기간동안 모의투자로 먼저 충분히 

검증하고 앱을 사용하길 권장한다. 

 

각 증권사용 자동매매 프로그램(StockGate) 설치  

 

 

1. http://stockgate.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증권사에 맞는 [PC앱 정식]버전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2.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설치폴더는 키움증권(C:\Stock-Gate), 이베스트증권(C:\Stock-Gate2), 

유안타증권(C:\Stock-Gate3) 에 설치된다. 

3. 설치시, [Windows의 PC 보호]라는 화면이 표출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Verisign인증을 

하지 않아서 뜨는 메시지 이므로,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와이소프트코리아 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임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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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막힐 경우, [숨김버튼]을 표시한 후, [실행]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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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게이트 설치 (언어 선택 및 설치 경로 등 확인) 

언어 선택화면이 뜬다면, 한글로 선택한 후, 증권사 및 앱 버전을 확인합니다 

 

 

 

스탁게이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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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매매 앱 구동시,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확인 창 

㈜유안타증권 자동매매 앱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여,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 확인 창이 뜰

수 있으며, 인증서 확인창이 뜹니다. 이때, [예]를 눌러서, 권한을 허용해야 자동 매매가 가능합니다. 

 

Kings Information & Network 실행 확인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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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매매 앱 실행 및 증권사 계정 로그인 

CT-Stock.exe를 실행하면, 스탁게이트가 실행되며, 각 증권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Stock-

Gate의 자동 매매 어플은 각 증권사 OpenAPI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증권사 계좌 보유 고객만 사

용 가능합니다. 각 증권 계좌로 로그인 하시면, 자동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메인 어플이 구동됩니다. 

 

유안타증권/이베스트/NH투자증권 로그인 

유안타증권/이베스트증권/NH투자증권은 앱 자체 로그인창을 통해서 로그인된다. 

 

 

증권사에 따라서, 로그인을 했지만, 모듈이 업데이트 되면, “모듈이 업데이트/초기화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창이 다시 뜰 수 있다. 다시 로그인 하시거나, 오류 발생시 앱을 재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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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계정 로그인 

키움증권 로그인은 창은 키움증권 OpenAPI 모듈에서 실행하며, 어플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키움증권 

계좌로 로그인 하시면, 자동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메인 어플이 구동됩니다. 

 

로그인 화면 키움증권 업데이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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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선택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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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프로그램 메인 화면 

스탁게이트는 미려한 UI 프로그램으로 재무관리 탭에 주식매매 화면이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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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그인 및 비밀번호 저장 

증권사 계좌 비밀번호 입력 

 

 

툴바중에 [A/S] 툴바를 누른후, [증권사 계좌 비밀번호 입력] 버튼을 누르거나, [주식 주문(Order)]창의 

열쇠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계좌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을 띄울 수 있다.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자동매수, 자동매매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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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이베스트증권/NH투자증권 계좌 비밀번호 저장 

자동로그인을 체크하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저장하도록 하면,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

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된다. 공용PC에서는 절대 자동로그인을 체크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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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계좌 비밀번호 저장 설정 

키움증권은 각 계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후, [등록]버튼을 눌러야 한다. 혼자만 사용하시는 PC라면, 

비밀번호 입력후, [등록]을 누르신후, [AUTO]라는 체크 박스를 체크하시면 편리합니다. AUTO를 

체크하시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묻지 않아, 편리하지만, 다른 사람과 PC를 함께 사용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UTO를 체크하지 않으면, 아래의 경고창이 몇번 뜰 수 있습니다. 코드는 44, 99등이 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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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권사 로그인 성공시 화면 

계좌 비밀번호를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주식주문창에 계좌번호가 노출되며, 예수금/출금가능액과 

보유종목이 표시된다. 계좌번호가 표시되지 않고, 예수금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로그인을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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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뉴 및 툴바 설정 

계단식 스탑로스/분할 매매 설정 

스탑로스의 설정은 매우 간단하다. 메인화면의 상단에 자동매도 설정을 모두 포함해서, 초보자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잔고편입 손절 

잔고편입시 손절기준치를 입력하며, 기본적으로 손절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급등주, 단기투자 종

목을 스마트폰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손절을 -5%, 혹은 -10%를 설정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최저이익 설정 

최저이익은 스탑로스를 시작하는 기준치이며, 최저보장이익이 아니다. 또한 수수료, 세금을 포함한 수치

이기 때문에, HTS이익치와 다르다. 즉, 최저이익을 3%로 하면, 실제 이익은 2%~2.9%정도가 될 수 있

다. 최저이익치는 기본적으로 5%로 설정되어 있다. 

구간체크 간격 

시세감시를 위한 최저이익부터의 수익률 간격이다. 기본은 2%이며, 많은 회원들은 1.5%~2%를 설정하

고 있다. 

주문 시간 간격 

분할 매도, 분할매수를 위한 시간 간격을 설정하며, 기본적으로 20초 간격이다. 

분할 주문 가격 

분할 매도를 위한 1회 주문 금액을 설정한다. 기본값을 50만원이며, 최대 300만원이다. 300만원 이상은

분할 매도 된다. 

 

편의 기능 설정 

잔고편입시, 스탑로스 자동 설정 

단타 매매 혹은 급등주를 따라 잡는 경우, 잔고편입시, 스탑로스를 설정하시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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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종목 WEB-싱크 설정 

체크하길 권장한다. 

매수/매도 체결시, 팝업 표출 

체크하길 권장한다.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매수/매도 체결시, 음성 알림 

체크하길 권장한다.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http://stockgate.net/ysoft/index.php


 

유안타증권/이베스트 자동매매 어플리케이션 Author 최초: 2019-01-26 

StockGate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가이드 김야일 수정: 2019-01-30 

 

25 / 52 

 

사용료 결제/자동매매 현황 조회 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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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용료 결제 

2019년 초 현재, 앱 사용료는 자동매매(자동매수, 자동매도)에 한해서 부가된다. 현재 스탁게이트 앱은 

1개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후 사용료는 사용자가 원할 때 NHN KCP P/F사를 통한 온라인 신용

카드, 계좌이체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투명하며, 실시간으로 거래를 확인 할 수 있다. 앱 사용료는

유안타 증권용 스탁게이트는 평생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 방법은 부록을 확인하기 바란다) 

모든 증권사에서 현재는 “스탁론”사용한 계좌는 OpenAPI를 막았기 때문에, “스탁론”사용 계좌는 자동매

매는 불가능하므로 결제를 지양해 주길 바란다. 

스탁게이트는 자동매매 시점을 SMS로 알려주기 때문에, SMS로 알림만 받기를 원한다면, 사용료를 

SMS요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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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결제내역 / 전회원 결제내역 조회 

스탁게이트는 2018.7월 이후, 무료1개월 후, 자동매매에 한해 유료 결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

월말까지 총 유/무료 포함 331건이 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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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매매 배틀 현황 조회 

스탁게이트 앱 사용자의 자동매매 현황에 한해서, 수익률 순위가 매겨져서 노출된다. 이것은 앱 설치 및 

사용시 동의한 것이며, 허위 정보가 아닌 실제 주문 내역으로만 통계를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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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매매내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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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매도 설정 

종목별 매도비중, 트레일링스탑(스탑로스) 설정 

 

자동매도 설정 탭을 선택하면, 보유종목이 표시되며, 자동매도 비중, 손절기준, 최저이익 등을 설정한다. 

자동매도 비중은 기본이 전량매도 이지만, 50%만 매도를 할 수 있다. 단, 50%매도는 앱이 종료후 재시

작되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을 100%로 계산하기 때문에, 앱 재구동을 하면, 75%이상 매도 될 수 있다. 

이유는 처음에는 50%매도 된 후, 다시 앱을 재시작하면 50%남겨진 상태에서 다시 50%를 매도하기 때

문에 75%이상 매도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손절, 최저이익은 수익률 기준이며, 가격 및 등락률 기준이 아니다. 꼭 유념해야 한다. 또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손실 발생시, 앱 개발사가 보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꼭 주의를 요하며, 모의투자로 충분히 기능을 

검증한 후 사용하길 바라며, 또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금액을 늘려가길 바란다. 

손절 기준값은 기본적으로 -100%이며, 이것은 손절 안함을 의미한다. 

최저이익은 트레일링 스탑(스탑로스)의 최저 매도 기준치를 의미하며, 최저보장이익이 아니다. 또한, 매

도 주문을 내는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체결가는 약간 낮거나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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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목 자동 매도 설정 

 

 

전종목 자동 매도 설정된 화면 

자동매도가 설정되면 각 종목의 자동매도 체크박스가 빨강색으로 표시된다. 꼭 자동매도 설정여부를 확

인하길 바라며, 멈추길 원한다면,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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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공지능형 자동 매수 

자동매수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된 조건검색식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일명 인공지능형 종목검색이다. 이

것은 조건검색식을 만들수 있는 전문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기능이다.  

하지만, 조건검색식을 공부한 사용자는 활용해 보면 좋은 기능이다. 단, 자동매수시에는 종목이 매우 많

아질수 있기 때문에, 종목당 5만원, 1일 20만원 이내에서 매수를 설정하기를 권장한다. 

 

조건검색식 만들기 (이베스트 증권용) 

조건검색식은 증권사 서버에서 전종목을 검색하여, 조건에 맞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검색해주는 것으로, 

인공지능형 종목검색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혹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도 나만의 조건검색식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주식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 

종목검색식 만들기 

[나의 전략] 트리에, [30분거래량갱신]조건식을 추가한 후, [전략저장]을 하면, PC에 조건식이 저장된다. 

조건 검색식을 만들면, [검색]버튼을 눌러서, 검색된 종목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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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검색식 서버 저장하기 

로컬PC에 만든 조건식을 증권사 서버에 저장해야 조건검색식을 스탁게이트 앱이 연동된다. 이베스트증

권의 경우는 종목검색식을 서버에 저장한 후, 적용까지 약 1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HTS 1892 e종목검색 화면에서 좌측상단의 [전략관리] 버튼을 눌러, PC에 있는 조건식을 서버에 저장한

다.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의 우측의 [저장전략(서버)] 화면 하단에 [새그룹]을 눌러, 그

룹을 생성한다. 

 

증권사 서버에 [나의전략] 그룹을 먼저 만든 후, 왼쪽의 PC상의 조건검색식 중, 서버상에 저장할 조건

식을 선택한 후, [▶] 버튼을 눌러,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 저장이 끝나면, 닫기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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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매수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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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매매 ON 

자동매매 ON을 체크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다시한번 표출된다. 반드시 설정한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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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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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정보 및 차트 조회하기 

각 종목이름 옆에 [정보]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시세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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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이익 일괄 설정 

익절, 손절을 전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타 및 스윙종목의 경우 최저이익은 3~5%정도를 권장하지

만, 이미 10%이상 수익이 발생한 종목은 최저이익을 10%보다 높게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8%정도로 

낮추기를 권장한다. 낮추는 이유는 8%이익을 반드시 챙기겠다는 의미이다. 현재 수익이 10%이지만, 8%

로 하더라도 간격을 2%로 하면, 8%, 10%, 12% 처럼 감시가 시작되지만, 12%로 하면, 시세감시를 시작

하지 않기 때문에, 12%를 터치하지 않는다면, 8%도 수익을 챙기지 못하게 된다. 

 

 

장 후반 일괄매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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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안타증권용 평생무료 스탁게이트 계좌 개설 

유안타증권과 스탁게이트는 2018년 12월 제휴를 체결하여, 스탁게이트 앱 사용료를 무료로 사용하게하

였다. 일각에서는 수수료가 비쌀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안타 HTS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별도

로 추가되는 수수료는 없다. 오히려 스탁게이트는 PC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모바일 거래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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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베스트증권용 평생무료 스탁게이트 계좌 개설 

이베스트증권과 스탁게이트는 2019년 1월 첫 미팅후, 제휴를 협의하고 있으며, 유안타증권처럼 앱 사용

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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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록 

밴드 접속하여 질문하기 

스탁게이트는 2017년 하반기부터 밴드(https://band.us/@stockgate/ )를 개설하여, 고객과 소통하고 있

다.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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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시간에만 자동실행 허용 

스탁게이트는 컴퓨터를 켜면 자동실행되며, 주식시장이 개장할 때만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V] 주간 시간에만 자동실행 허용”을 체크하면 편리하다. 

 

탭/뷰 싱크맞추기 

[재무관리], [쇼핑몰] 탭을 클릭할 때, 화면이 바로 바뀌게 하는 기능으로, 체크하길 권장한다. 

종료시 숨김 

종료시 숨김을 체크하면, 앱이 종료되지 않고 숨겨진다. 장점이 있지만, 초보자들은 절대 체크하지 않도

록 한다. 

종료시 확인메시지 확인 

[X] 버튼을 눌러서 앱을 종료할 때, 종료 확인 창을 표출한다.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숨김상태로 실행  

숨김상태로 실행하면, 직장에서 컴퓨터 켤 때 자동실행되지만, 화면이 표출되지 않아서, 편리하다. 

 

창 숨기기/보이기 

스탁게이트는 트레이아이콘에 애니메이션으로 표출된다. 해당 증권사용 스탁게이트 아이콘을 오른쪽 클

릭을 하면, 창 보이기/창 숨기기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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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게이트 자동실행 해제 

Stock-Gate는 설치시 자동으로 시작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자동 실행됩니다. 이것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지만, 회사원들의 경우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이것은 [작업관리자]를 실행 후, [시작프로그램]탭을 선택하여, [Stock-Gate]를 선택 후, 

[사용안함]을 클릭하면, Stock-Gate가 자동실행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윈도우 화면배율 100% 설정 

스탁게이트는 VC++로 개발되었으며, UI도 미려하게 구현되었다. 하지만, 화면배율을 100%가 아닌, 

150%처럼 크게 하면, 화면의 글자가 크게 표시되어 사용에 조금 불편하다. [설정] ->[디스플레이] -> 

[화면 배율 및 레이아웃]을 100%로 맞추시고, 재부팅 하시면 정상적인 화면으로 표시된다. 재부팅 해

야 화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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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OpenAPI 모듈 업데이트 완료시, 주의사항 

키움증권은 최초 실행시, 혹은 업데이트가 많이 된 경우는 스탁게이트 메인어플을 재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창이 뜨면, 아래 메시지의 [확인]을 누르기 전에, 먼저 메인 

어플(StockGate)을 [X]를 눌러서, 종료해 주세요. 

이후에  

 

 

 

키움증권 OpenAPI 오류 발생시, 해결 방법 

1. 키움증권 OpenAPI를 삭제한 후, 반드시 컴퓨터를 재부팅한다. 재부팅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수정되지 않으므로, 꼭 재부팅해야 한다. 

2. 이후, 키움증권 OpenAPI를 재설치 하면 된다. 

3. 필요에 따라서 스탁게이트도 최신버전으로 재설치 해도 된다. 

 

 

nProtect 등 보안 인증 프로그램에서의 제한 

CT-Stock 프로그램은 ㈜유안타증권 서버와 통신을 통해서 주식 자동매매 등을 해주는 유익한 무료 프

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셔도 되며, 허용하셔야 잔고조회, 주식 자동매매 등이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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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로그램 제거 

프로그램 제거 

 

 

㈜유안타증권 자동매매 앱 제거 팝업 

㈜유안타증권 자동매매 앱 제거 팝업이 뜨면, [예]를 누르면, 프로그램은 안전하게 제거 됩니다. 

 

 

 

  

http://stockgate.net/ysoft/index.php


 

유안타증권/이베스트 자동매매 어플리케이션 Author 최초: 2019-01-26 

StockGate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가이드 김야일 수정: 2019-01-30 

 

49 / 52 

14. 실제 거래내역 비교/검증 

자동매매 이용회원들의 실적 평균 현황 

꾸준히 매일매일 15~25명정도 매매를 하시고 있으며, 2018~2019.1월까지 평균 10명정도 자동매매로

수익을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05-09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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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매매 실적 복기(1) – 대창솔루션 (2019.01.24) 

매매 일시 (대창솔루션/096350, 2019.01.25 10:19:12) 

 

분봉 시세 검증 (대창솔루션/096350, 2019.01.25 09:09~10:50) 

10:11분에 1,015원(수익률 15.7%, 15.8% 미돌파) 찍고, 하락하여, 10:19:12초에 1,000원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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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매매 실적 복기(2) – 모헨즈 (2018.02.20) 

매매 일시 (모헨즈/006920, 2018.02.20 13:26:36~1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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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봉 시세 검증 (모헨즈/006920, 2018.02.20 13:00~13:35) 

최저이익 5%(갭 1.5%)로 설정했지만, 13:26:36~13:27:51 사이 20% 가까운 수익으로 3회 분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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