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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스트레이더 신기능 특징 

2. 주문 기능 강화 
 
     -호가클릭주문과 차트주문이 결합된 ‘호가클릭차트주문’ 화면을 제공하여 주문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선옵호가클릭종합주문, 선옵 복수계좌 스피드 주문, 선옵 슬림주문, 선옵 동시주문 화면을 추가하였습니다. 

3. 자유로운 데이터 관리 
     
     - Data Manager기능을 이용하여 DDE데이터나 사용자 고유의 Text데이터를 차트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차트 기능 업그레이드 
 
     -스윙차트, 카기차트, 렌코차트, 이큐볼륨, 역시계곡선, 꺽은선차트 등 다양한 종류의 차트형태를 추가하였습니다. 
     -틱차트의 시뮬레이션 기능 및 틱차트의 타주기 참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차트 자동 스크롤 기능과 스크롤 버튼을 이용한 차트 간격 확대/축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추세선/텍스트/잔고 함수 추가를 추가하여 차트분석의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4. 시스템트레이딩과 알고리즘트레이딩을 통합한 예스스팟 트레이딩 
 
    -스크립트 랭귀지로 시스템트레이딩과 알고리즘트레이딩을 통합한 신개념 트레이딩 툴을 제공합니다. 
    -API를 이용하여 작성하던 전략을 쉽고 편리하게 작성해서 매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y API) 
    -여러 종목에 대한 매매신호를 참고한 전략,  복수종목에 대한 주문 실행, 자동정정주문과 자동취소주문 등  
      기존 시스템트레이딩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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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HTS와 같은 방식으로 화면을 배치해서 사용하거나, 도킹/플로팅 상태로 전환해서 화면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2. 인터페이스                         2.1) 화면구성 

일반적인 HTS와 동일한 방식으로  
화면연동, 화면배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트레이딩 에 편리한 도킹/플로팅  
방식으로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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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면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설정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자 최적의 환경을 설정해 놓고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2. 인터페이스                         2.2) 환경설정 

 가상화면 

 종합환경설정 

기본환경 
장운영정보 
메뉴구성 
툴바설정 
도구모음 
티커바설정 
테마설정 
화면구성 
단축키설정 
설정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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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유형 중, Swing, Kagi, Renco, CandleVolume, EquiVolume, Flow차트, 분산형차트, 꺾은선차트가 추가되었습니다. 

3. 차트                                  3.1) 특수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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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툴바의 Point Tracking 버튼을 클릭하여 분할되어 있는 차트의 동일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트                                  3.2) 동일 시점 수평선 



- 7- - 7 - ⓒ2012 YesStock Inc 

연결선물지수에 대한 1틱~1000틱까지의 틱차트에 대한 매매 전략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3. 차트                                  3.3) 틱차트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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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차트와 틱차트, 초차트와 틱차트, 틱차트와 틱차트의 참조가  가능해 졌습니다. 

3. 차트                                  3.4) 틱차트 참조 

시스템 전략 작성시 분차트나 초차트 참조 
이외에 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틱차트를 참조해서 전략을 작성할 수 있는 
틱차트 참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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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 개수를 기준으로 조회하던 방법 이외에 최근 봉을 기준으로 N일, N주, N월, N년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3. 차트                                  3.5) 데이터 조회 

데이터의 조회건수를 ‘바’ 로 설정하면 봉갯수를 
기준으로 조회하고, ‘일, 주, 월, 년’으로 선택 
하면 마지막 봉을 기준으로 해당 ‘일, 주, 월, 
년’ 만큼의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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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자동스크롤 기능과 스크롤바를 이용한 화면 확대 축소 기능 이 추가되었습니다. 

3. 차트                                  3.6) 스크롤 기능 확대 

차트 자동스크롤 버튼을 이용하여 1배속~ 
128배속까지 자동스크롤 속도를 설정 
할 수 있으며, 설정 후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스크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좌우스크롤 영역에는 주가의 움직임을  
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이동할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크롤의 끝  
부분을 드래그하여 차트 간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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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의 X축 시간을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차트                                  3.7) X축 설정 

•메뉴 > 환경설정> 기본환경 

-시작시간 기준일 경우 09:00 

차트의 X축 시간을 다양한 국가의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차트의 봉시간을 시작시간 또는  
끝시간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2- - 12 - ⓒ2012 YesStock Inc 

텍스트 함수 / 추세선 함수 /  잔고 함수 추가 

3. 차트                                  3.8) 함수 추가 

TEXT 함수  

추세선 함수  

잔고 함수  

랭귀지로 작성하여 차트에 텍스트, 기호 등을 그릴  
수 있는 Text 함수가 추가 되었습니다.  
Ex) Text_New(Date, Time, high, "★★★★★"); 

랭귀지로 작성하여 차트에 추세선, 수평선, 수직선을  
그릴 수 있는 추세선 관련 함수가 추가 되었습니다. 
Ex) TL_GetValue( RLTLRef , Date , Time ) 

잔고 내용을 조회하여 시스템 전략식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함수가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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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클릭주문화면과 차트화면이 결합되어 주문의 편리성을 높인 호가클릭 차트주문  

4. 주문화면                            4.1) 호가클릭차트주문 

호가화면에서 실행한 주문의 미체결, 예약주문 
내역이 차트에 나타나며, 보유종목의 평균단가를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체결과 예약주문은 해당 선을 드래그하여  
차트에서 직접 정정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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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클릭 종합주문 / 복수계좌스피드주문 / 슬림주문 / 옵션 동시주문 화면이 추가 되었습니다. 

4. 주문화면                            4.2) 기타 주문화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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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보유 종목에 대한 평가손익, 합성 민감도와 손익차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5. 시세분석                            5.1) 옵션포지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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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ger는 개인 PC에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이 데이터를 차트에 적용하여 매매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6. 데이터매니져                      6.1) Data Manager화면구성 

 
Data Manager는 임의로 보관하고 있는 Text데이터를 불러와서 
차트에 참조종목으로 적용해서 분석해보거나,  
DDE데이터를 Data Manager에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쌓고  
이 데이터를 차트에 참조종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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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 데이터와 TEXT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Data Manager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6. 데이터매니져                      6.2) 데이터 등록 

 
DDE 데이터는 ‘종목추가’로 종목을 먼저 만들어준 이후에 
DDE 데이터의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추가하면 
Data Manager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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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ager의 종목을 참조차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데이터매니져                      6.3) 데이터 차트 적용 

Data Manager에 저장한 데이터는 차트에 참조종목으로 
적용해서 분석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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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스스팟 트레이딩               7.1) 예스스팟이란? 

예스랭귀지를 이용한 기존 시스템트레이딩 전략 -> 차트기반의 전략 

차트 기반의 전략 :  
봉 차트의 가격이나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예스랭귀지로  
매매전략을 만들고 이 전략을 특정 종목의 차트에 적용시켜  
매매신호를 발생시키고 해당 종목에 주문을 실행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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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옵션데이터 

취소주문 

정정주문 

주문응
답 

체결확인 

7. 예스스팟 트레이딩               7.1) 예스스팟이란? 

예스스팟 전략-> 차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전략을 구현 

타종목주
문 

잔고상황 

종목시세 ETC. 

복수종목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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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스스팟 트레이딩               7.1) 예스스팟이란? 

다양한 전략 구현의 예시 

- 여러 개의 차트에서 나온 신호를 활용하여 자동주문을 실행  
- 차트의 신호를 이용하여 다른 종목에 주문을 내거나 복수종목에 주문 실행 
- 다른 주기의 차트 정보를 이용 
- 복수계좌 주문  
- 주문 후 정정주문이나 취소주문을 실행 
- 주문수량을 분산하여 주문 실행 
- 진입 후 손절이나 목표수익 등 특정가격에 미리 주문을 실행 
- 미완성 신호가 발생될 때 신호를 참조하여 주문 
- 계좌평가손익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 일괄로 청산 주문을 실행 
- 주식포트폴리오 매매나 페어 트레이딩(Fairs Trading) 전략을 만들고 주문을 실행.  
- 합성선물이나 그릭스를 이용한 옵션 합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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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스스팟 트레이딩               7.2) 예스스팟 스튜디오 

예스스팟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전략목록 

디버깅 

객체정보 

오류보고 찾기결과 

객체설정 전략작성 객체속성 

사용자정의 모듈 작성 

사용자정의 모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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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스스팟 트레이딩               7.3) 예스스팟 

예스스팟전략 실행화면에서 자동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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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