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ble차트는 주식, 업종, 선물옵션, 해외, 환율유가, 상품, 경제지표, 산업지표 등의 일, 주, 월, 년, 분, 초, 틱차트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화

면분할 기능을 탑재하여 동시에 여러 종목의 차트를 조회하거나, 하나의 종목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종합 차트 입니다.

또한 매수/매도주문과 잔고, 체결내역의 조회를 화면 안에서 손쉽게 조회 및 접근할 수 있도록 매매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및 종목 선택/변경

[0600] H-able차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좌측의 종목/지표 선택 영역을 펼치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의 상단의 2열 메뉴를 펼치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주식, 업종, 선물옵션, 해외, 환율유가, 상품, 경제지표, 산업지표 등의 종목, 업종, 지표 차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종목변경/차트추가/종목추가/종목중첩 등의 종목추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목변경 : 차트를 조회할 종목을 변경합니다.



차트추가 : 차트화면이 좌우로 분할되며 종목이 조회됩니다.

종목추가 : 차트 하단에 영역이 추가되며 종목이 조회됩니다.



종목중첩 : 현재 조회 종목의 차트 영역에 추가로 다른 종목의 차트가 중첩되어 표시됩니다.

종목선택 영역

주식, 업종, 선물옵션, 해외, 환율유가, 상품, 경제지표, 산업지표 등의 종목, 업종, 지표 차트 선택란에서 선택한 종목, 업종, 지표영

역에 따라 종목선택 영역이 변경됩니다.

주식
종목선택 기능 상세보기

업종

선물옵션
선물옵션 종목선택 기능 상세보기

해외

환율유가

상품

경제지표

산업지표

차트기간 영역 

차트 상단의 기능영역에서는 조회종목군과 종목의 선택, 차트 주식선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 조회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분/초/틱 주기를 선택했을 경우 활성화되며,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거나 콤보박스에서 값을 선택하여 차트의

주기 세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분/초/틱 조회주기 버튼 설정 : 주기 버튼 수를 최대 8개 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주기의 조회주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주기를 v 체크한 후 키보드로 수치를 입력)

주기순서 변경 : v 체크하여 일/주/월/분/틱/년 주기 버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버튼을

이용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v 체크하면 일자를 변경한 상태에서 분 주기 차트를 조회시, 해당 날짜 분봉이 조회됩니

다. (단, 미니차트, 현재가 화면 차트 탭에서는 사용불가)

 버튼을 클릭하면 주기 설정이 초기 기본값으로 초기화 됩니다.

 주기 선택 버튼으로 일/분/초/틱 주기 선택 시 활성화 되며, 버튼 클릭으로 차트의 주기값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회/조회가능 데이터 개수가 표시됩니다.

 : 조회 데이터(봉) 개수를 표시하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조회가능 데이터 개수가 표시되며, 최대 9999개까지 한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아이콘을 클릭하면 조회가능 데이터가 증가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차트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 놓은 차트 설정은 버튼 클릭 시 하단의 저장 목록을 클릭하여 바로 차트에 적용됩니다. 



 을 클릭하면 시세바 설정창이 팝업되며, 표시 항목을 v 체크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트 설정 영역

차트 상단의 기능영역에서는 조회종목군과 종목의 선택, 차트 주식선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를 선택하면 선택한 날짜의 봉을 최근봉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관심종목설정창”이 팝업되어, 조회 종목을 관심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차트 화면의 분할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분할된 화면을 하나의 화면으로 복원하는 기능입니다.

차트 화면 분할 시 활성화되어 분할된 각 차트의 종목, 주기, 기간, 지표를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할된 차트 전체의 조회 종목을 선택한 차트의 종목으로 일괄변경 합니다.

분할된 차트 전체의 조회 주기를 선택한 차트의 주기로 일괄변경 합니다.



분할된 차트 전체의 조회 기간을 선택한 차트의 기간으로 일괄변경 합니다.

분할된 차트 전체의 조회 지표를 선택한 차트의 지표로 일괄변경 합니다.

 : 클릭 시, 차트화면에 십자선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Y축 스케일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Y축 스케일을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Y축 스케일을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 단위로 표시합니다.

Y축 스케일을 $ 단위로 표시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 환경 설정창”이 팝업됩니다.

차트 환경 설정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제 차트의 환경이 초기화 됩니다.

분/초/틱 주기에 활성화되며, v 체크하면 당일의 분/초/틱 차트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능 및 연결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 조회 영역에 종목의 일자별 주가 및 거래량 추이가 표시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화면이 팝업되어 조회 종목에 대한 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 : [8949] 주식 미니주문 화면이 팝업됩니다.

선물옵션 : [1501] 선물옵션 미니주문 화면이 팝업됩니다.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주문 실행할 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고 : v 체크하면 잔고 보유 종목의 보유가격이 차트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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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 v 체크하면 조회 종목의 체결 가격이 차트에 표시됩니다.

종목/지표

탭을 이용하여 조회할 종목/지표를 변경/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목탭 : 관심그룹, 주식, 업종, 선물옵션, 해외 등, 각 영역에 속한 종목과 빠른종목검색, 사용자조건검색을 이용하여 검색된

종목을 차트에 변경/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관심종목설정창이 팝업되며, v 체크한 종목을 관심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종목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종목리스트가 좌측영역 전체로 펼쳐집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여 종목리스트에서 종목을 이전/이후로 이동하면서 종목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 돌려보기 버튼으로 설정한 시간을 주기로 종목 차트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반복 : v 체크하면 종목리스트의 마지막 종목까지 돌려본 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여 돌려볼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종목 탭에서 조회할 종목군을 v 체크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표탭 : 차트유형, 보조지표, 매수/매도 신호, 강세약세 표시 등을 선택하여 차트에 표시할 수 있는 탭입니다. 

 입력한 지표명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지표검색 결과 창을 보여주거나 숨기는 기능입니다.



차트 : 적용할 차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심지표/기술적 지표 : 차트에 보조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호검색 : 차트에 선택한 신호가 표시됩니다.

강세약세 : 차트에 강세영역과 약세영역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지표/신호/강약 : [0631]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에서 편집한 사용자 지표/신호/강약 표시를 선택하여 차트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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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지표를 즐겨찾기에 등록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지표를 즐겨찾기에서 삭제합니다.

차트 영역 

선택한 종목의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세바 : 종목의 시세를 표시하는 영역으로 차트 상단에서 조회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지표명

 :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 시켜 차트 영역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 적용된 차트유형과 보조지표명이 표시됩니다.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보조지표에 대한 설정

과 적용 기능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 차트유형/보조지표의 설정창이 팝업됩니다. 



용어설명 : 차트유혀/보조지표에 대한 용어 설명이 팝업됩니다. 

지표 뒤집기 : 선택한 차트유형/보조지표를 뒤집어(Reverse) 차트에 표시합니다.

지표 숨기기 : 선택한 차트유형/보조지표의 숨기기를 실행합니다.

지표 그룹 숨기기 : 선택한 차트유형/보조지표 그룹 전체에 대하여 숨기기를 실행합니다.

지표 값 보기 : 차트의 우측 Y축에 선택한 지표의 값이 표시됩니다.

삭제 : 선택한 지표를 삭제 하는 기능입니다.

순서 : 지표가 겹쳐있을 때, 지표가 그려지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가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종목의 호가가 표시됩니다. 

 : 영역의 우측 상단에 위치하며, 해당 영역의 확대/축소 기능 및 블록을 삭제 하는 기능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초기화 : 차트 설정을 초기값으로 default 시킵니다.

환경설정 : “차트 환경설정창”이 팝업되어, 차트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사용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트 환경 설정 자세히 보기

지표설정 : “차트 환경 설정창”의 “차트/지표” 탭화면이 팝업되어, 지표의 추가/삭제 및 각 지표에 대한 세부설정이 가능

합니다.

차트유형 : 차트 영역에 적용할 차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표추가 : 차트 영역에 적용할 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 최고/최저가 선택

가격차트상의 최고/최저가 : 조회 중인 가격 전체 영역에서의 최고/최저가를 표시합니다.

화면상의 최고/최저가 : 조회 중인 가격 차트 중 표시되는 화면에서의 최고/최저가를 표시합니다.

추세선 그리기 : 차트 상에 추세선을 작도합니다.

추세선 지우기 : 작도된 추세선을 삭제합니다.

커서 자석 기능 : 마우스 커서가 지정한 pixel 안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캔들이나 지표 근처)

분석도구 종가 따라가기 : 차트의 분석도구(예:추세선) 작도 시 종가를 따라갑니다.

주기별 지표저장 : 조회 주기별로 각각 적용 지표를 저장합니다.

엑셀로 보내기 : 조회한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합니다.

이미지 저장 : 조회 중인 차트를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인쇄하기 : 조회 중인 차트를 인쇄합니다.

일목균형표 구간 표시 : 일목균형표 적용 시 구간이 표시됩니다.

가격차트 거꾸로 보기 : 가격차트가 반전되어서 보여집니다.



연결화면 등록 : 마우스 우클릭 팝업 메뉴에 등록할 화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X축 환경설정 : X축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X축의 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Y축 환경설정 : Y축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Y 축의 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Y축 scale 환경설정 : Y축의 표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X축 scale 보이기 : X축이 표시되지 않은 영역에 X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단툴바 영역 

 스크롤바

바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양끝의 좌우 버튼을 클릭하여 차트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조회축 좌우로 움직여 화면상에 표시되는 캔들봉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기 및 스크롤

 전체보기

조회 가능한 개수의 모든 봉을 한번에 화면에 모두 표시합니다.

 축소/확대

차트 조회기간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스크롤 

조회할 종목을 선택한 후 각 버튼을 클릭하여 차트를 종목들의 차트를 자동 스크롤 시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기타기능

 엑셀로 저장

조회 중인 차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보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저장

조회 중인 차트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치조회창

차트에 수치조회창이 표시되며, 마우스가 위치한 구간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자료조회

차트 하단에 일자별 데이터 조회영역이 표시됩니다.



분석도구 영역

도구바 보이기/숨기기

 버튼을 클릭하여 우측의 도구바 영역을 보이기/숨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구바 선택

사용자 툴

사용자가 구성한 그리기/기능 툴 모음입니다.

그리기 툴

차트 상에 분석 툴을 그리는 툴 모음입니다.

기능 툴 

차트 상에 분석 데이터를 표시하는 툴 모음입니다.

사용자 툴 설정

을 클릭하면, “차트툴 편집창”이 팝업되어 그리기/기능 툴에서 사용자 툴로 등록할 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도구, 부가기능 중 편집할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메뉴의 항목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툴로 등록할 툴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선택한 항목을 사용자 툴로 등록됩니다.

 기 등록된 사용자 툴을 삭제합니다.

 기 등록된 사용자 툴 전체를 삭제합니다.

 선택한 메뉴의 툴 전체를 사용자 툴로 등록합니다.

사용자 툴 리스트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위치가 위로 옮겨집니다.

사용자 툴 리스트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위치가 아래로 옮겨집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툴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등록된 사용자 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그리기 툴

기본 툴

그리기 모음 : “Symbol창”이 팝업되어 트 상에 Symbol을 선택하여 넣을 수 있습니다.

차트에 십자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수평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수직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추세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각도 추세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연필추세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차트에 네모를 작도합니다.

차트에 원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삼각형을 작도합니다.

분석 툴

차트에 엔드류 추세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피보나치 조정대를 작도합니다.

차트에 Fan 추세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피보나치 수열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피보나치 시간대를 작도합니다.

차트에 활추세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FIBO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목표치 추정대를 작도합니다.

차트에 상향 갠팬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하향 갠팬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작도된 추세선을 지웁니다.

차트에 작도된 추세선을 모두 지웁니다.(텍스트는 제외)

차트에 작도된 추세선을 모두 지웁니다.(텍스트 포함)

차트에 Gan 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갠앵글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가속저항호를 작도합니다.

차트에 가속저항팬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이등분석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삼등분석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사등분석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사이클 구간을 작도합니다.

3개의 가격지점에 대한 조정백분율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 앨리어트 파동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직선회귀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직선회귀채널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봉중심선을 작도합니다.

차트에 가상봉을 작도합니다.



 기능툴

차트 설정 환경이 기본차트로 초기화 됩니다

“차트 환경 설저창”이 팝업됩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 설정창이 팝업됩니다.

거래량 이동 평균선 설정창이 팝업됩니다.

Y축 설정창이 팝업됩니다.

수치조회창이 열립니다.

마우스가 위치한 곳의 요약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텍스트 윈도우가 팝업되어 전체 데이터를 수치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수치조회 영역이 생성됩니다.

일목균형표의 기간용약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추세선이 작도됩니다.

추세패턴이 표시됩니다.

캔들패턴이 표시됩니다.

차트의 추세/캔들 패턴분석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패턴설정창이 팝업되어, “작도법/자동추세선/추세패턴/캔들패턴”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설정창”이 팝업되어 차트 상에 기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 차트의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X축, Y축일 숨기기/보이기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스크롤 영역을 보이기/숨기기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종목의 일/주/월/분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트 상단 영역을 숨기기/보이기 할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이전 차트로 전환됩니다.

이후 차트로 전환됩니다.

돋보기 기능입니다.



종목선택 기능 상세보기

 History 기능

사용자가 최근 조회한 종목 목록이 제공됩니다.

 : 종목이 히스토리 목록에 저장됩니다.

 : 개별 종목 히스토리가 삭제됩니다.

 : 전체 히스토리 목록이 삭제됩니다.

 종목검색 기능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주식 종목 안내창이 팝업되며, 종목 안내창에 종목을 더 손쉽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Tab 영역을 추가 탑

재하였습니다.

종목검색을 할 TAB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검색을 원하는 종목을 입력합니다.

조회할 종목의 초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시장 및 업종, 상품의 그룹의 리스트를 선택하여 조회 종목을 검색합니다.

 : 종목을 선택해도 종목 안내창을 팝업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 종목을 입력하여 조회 시 중간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즐겨찾기 기능

사용자가 즐겨찾는 종목을 관심종목 그룹으로 등록하여 이용합니다.

관심종목 그룹 설정 화면이 팝업되며 관심종목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등록한 관심종목 그룹에 조회한 종목이 등록됩니다.



관심종목 그룹의 맨 위로 조회 종목이 등록됩니다.

관심종목 그룹의 맨 아래로 조회 종목이 등록됩니다.

 신호상태 기능

신호수신 상태를 제공합니다.

 돌려보기 기능

신호수신 및 돌려보기 모드 전환을 합니다.

돌려보기 대상종목 설정이 가능하며, 돌려보기를 수동/자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신호수신 모드로 전환됩니다.

돌려보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돌려보기 할 대상을 설정하는 팝업이 제공됩니다.

돌려보기를 수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버튼이 전환됩니다.

정순으로 자동 돌려보기를 실행합니다.

역순으로 자동 돌려보기를 실행합니다.

3초 마다 종목 자동 돌려보기를 실행합니다.

자동 돌려보기를 사용자가 설정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돌려보기를 시작합니다.

종목정보

종목의 정보를 제공하며, 각 영역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는 선택한 종목의 증거금율과 신용비율을 나타냅니다.

는 종목정보분류표가 제공됩니다. 분류표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분류표의 툴팁이 표시됩니다.



는 종목의 일봉을 보여줍니다. 마우스를 오버하면 '시가,고가,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면 '종목정보/메모, 기업개요, 섹터정보,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는 사용

자가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선물옵션종목선택 기능 상세보기

 History 기능

사용자가 최근 조회한 종목 목록이 제공됩니다.

 종목이 히스토리 목록에 저장됩니다.

 개별 종목 히스토리가 삭제됩니다.

 전체 히스토리 목록이 삭제됩니다.

 종목검색 기능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선물옵션 종목안내창이 팝업되어 종목 안내창에 종목을 더 손쉽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종목검색을 할 TAB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물옵션 종목의 기초자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물 월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행사가에 따른 콜/풋 월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옵션의 월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 시 종목을 선택해도 종목 안내창을 팝업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옵션/미니옵션 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동일 월물/행사가의 미니선물옵션 종목으로 변경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동일 월물의 선물로 변경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동일 월물/행사가의 옵션으로 변경됩니다.

콜옵션/풋옵션 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동일 월물/행사가의 콜옵션 종목으로 변경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동일 월물/행사가의 풋옵션 종목으로 변경됩니다.

 종목정보를 제공합니다.

차트 환경설정

차트상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한 후 '환경설정'을 선택하거나,

차트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 환경 설정창'”이 팝업됩니다.



차트/지표탭

차트에 적용할 보조지표를 추가/삭제할 수 있으며, 적용되는 영역지정 및 각 지표와 차트의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표 리스트 : 차트에 적용 가능한 지표 리스트로 지표의 성격별로 카테고리와 되어 있습니다.

지표 리스트 : 차트에 적용 가능한 지표 리스트로 지표의 성격별로 카테고리와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지표목록에서 지표를 더블 클릭하면 지표가 추가됩니다.



지표 구성 영역 : 차트에서 사용자가 구성한 지표 영역이 표시되며, 하단의 버튼을 이용하여 영역의 추가/삭제, 지표의

추가/삭제, 지표의 위치 이동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차트 영역값은 가격차트가 “영역1”, 거래량 부분이 “영역2”에 해당 합니다.

지표 추가는 기존 영역1,2에 추가하거나 별도의 영역을 지정한 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차트 영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지표를 차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지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지표의 위치를 위로 이동시킵니다.

 선택한 지표의 위치를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지표 설정

설정탭 : 선택한 지표의 형태 및 변수, 색상 등의 설정을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탭 : 선택한 지표의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차트 영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차트/지표 설정이 완료됩니다.

 사용자 설정을 차트 초기값으로 일괄 초기화 시킵니다.

기본환경탭

차트 상의 표시되는 요소들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Y축 눈금표시

왼쪽 Y축 보이기 차트 왼쪽에 Y축 스케일을 표시합니다.

오른쪽 Y축 보이기 차트 오른쪽에 Y축 스케일을 표시합니다.

가격눈금 위의 현재가(등락률)표시 Y축 스케일에 표시되는 현재가 표시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주/월/년봉 일/주/월/년 차트의 표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초/틱봉 분/초/틱 차트의 표시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트여백

우측여백(픽셀) 입력한 픽셀값만큼 여백공간을 차트에 추가합니다.

봉간격일정 차트크기에서 봉 간격이 일정하게 표시될 수 있는 봉의 개수로만 차트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상하여백(%) 입력한 비율만큼 아래위로 여백을 추가합니다.

봉생성 기준

거래량이 있는 경우에만 그

리기
거래량이 없는 봉은 차트에 그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 입니다.

갭 보정(분/틱)
분/틱 주기에서 갭이 발생할 경우 갭 보정을 하여 차트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틱차트 장중 시세만 보기 장시작부터 장마감까지만 틱주기 데이터를 차트에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Resize시 봉 개수 유지 차트의 크기를 변경하더라도 봉의 개수가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지표이름표시

지표변수 차트화면 상단에 지표명의 지표변수를 표시합니다.

지표값 차트화면 상단에 지표명의 지표값을 표시합니다.



각종정보표시

거래량등락률표시 거래량 차트에 거래량과 전일대비 거래량등락률을 표시합니다.

고점저점표시 차트화면에 고점과 저점을 표시합니다.

권리락/배당락 표시 차트화면에 권리락/배당락을 표시합니다.

상/하한가 표시 과거 상/하한가가 발생한 봉을 표시합니다.

상/하한가 바 표시 과Y축 스케일에 조회된 종목의 상/하한가 Bar를 표시합니다.

수정주가적용
배당락/권리락 등이 발생하여 가격의 급등락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목에 대해 수정된 주

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세바표시 차트화면 시세바를 표시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최저값 표시 차트화면에 보여지는 데이터의 최고/최저 값을 표시합니다.

Y축 일봉캔들 표시

(분/틱)

분/틱 주기일 때, Y축 스케일 상단에 당일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당일봉의 모양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치조회창 이평 등락

률 기준
수치조회차에서 조회 시 이동평균선의 등락률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보기

최저가대비 최고가등락률(LH) 차트화면 오른쪽에 LH 대비값을 표시합니다.

최고가대비 최저가등락률(HL) 차트화면 오른쪽에 HL 대비값을 표시합니다.

최저가대비 현재가등락률(LC) 차트화면 오른쪽에 LC 대비값을 표시합니다.

최고가대비 현재가등락률(HC) 차트화면 오른쪽에 HC 대비값을 표시합니다.



편리한기능

수치조회창 표시 차트화면에 수치조회창을 표시 합니다.

수치조회 독립 수치조회창을 독립창으로 띄우는 기능입니다.

수치툴팁표시 캔들봉에 마우스 오버시 툴팁 표시 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 툴팁의 투명도를 설정하여 툴팁뒤의 캔들봉을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구간유지 일목균형표 적용 후 스크롤 이동시 선행구간유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차트 중첩기능 특수차트를 일반차트처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차트클릭 시 차트 클릭 시 발생 액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십자선 항상보기 십자선이 계속 표시하도록 합니다.

보조지표 일괄삭제 보조지표 일괄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구분선

분/틱차트 일 구분선 분/틱 주기일때, 일 구분선을 표시합니다.

일차트 주 구분선 일 차트 일 때, 주 구분선을 표시합니다.

일차트 월 구분선 일 차트 일 때, 월 구분선을 표시합니다.

일차트 년 구분선 일 차트 일 때, 년 구분선을 표시합니다.

주차트 월 구분선 주 차트 일 때, 월 구분선을 표시합니다.

주차트 년 구분선 주 차트 일 때, 년 구분선을 표시합니다.

월차트 년 구분선 월 차트 일 때, 년 구분선을 표시합니다.

스타일탭

차트에 표시되는 각종 데이터 및 지표를 제외한 바탕 화면의 구성요소들을 설정하여, 고유의 스타일로 저장하여 사용자 스타



일의 차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저장

현재 설정된 내용으로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스타일을 항목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타일을 삭제 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스타일에 대한 초기값으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지표

가격과 거래량의 색상과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영역



바탕 스케일 영역의 바탕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스케일 영역 테두리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케일 영역에 표시되는 텍스트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구분선 가로 구분선에 대한 색상 및 선 굵기 선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로구분선 세로 구분선에 대한 색상 및 선 굵기, 선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구분선

일, 주, 월, 년 구분선의 색상 및 선의 굵기,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영역

바탕 그래프 영역의 바탕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그래프 영역 테두리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격자 격자선에 대한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치조회창 수치조회창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격자선의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글꼴

기본 적용되는 글꼴, 글자크기, 유형(굵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십자선 십자선의 색상, 굵기, 선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도구 분석도구의 색상, 굵기, 선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설정창으로 지정한 분석도구 스타

일 유지

v 체크하면 개별 설정창에서 설정한 분석도구의 스타일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선 설정

기본 차트의 Y축에 표시되는 가격 외에 특정 가격을 선택하여 차트에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툴의 “기준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준선 설정창”이 팝업됩니다.

적용 가능한 가격은 “전일가격 , 전주가격, 전월가격, 당일가격, 피봇(Pivot), 디마크(DeMark), 이동평균(단순)” 카테고리로 나

뉘어져 있으며, 각 카테고리에서 적용할 기준가격을 v 체크하여 선택합니다.

사용자 설정 가격 : 기본 제공 가격 이외에 특정 가격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설정 가격”에서 v 체크한 후 가격을 입

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사용자 설정 가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옵션 : 설정한 기준선의 표시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차트 적용 v 체크하면 설정한 기준선이 전체 차트에 적용되며, 체크 해제 시에는 개별차트에만 적용됩니다.

주기별 적용 v 체크하면 일/주/월/년/분/시/틱 주기 차트에 모두 적용됩니다.

기준선 표시 기준선의 이름과 값의 차트 표시 여부와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