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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다른 수준으로 끌어 올리세요

고급 거래 툴킷은 MT4 및 MT5의 레벨을 높이고 다른 거래 애호가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하면서 
시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13개의 고급 기능과 15개의 지표를 통해 Tickmill 고객은 이제 Forex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분석 및 공유 서
비스 중 하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

고급 거래 도구를 다운로드하려면 고객 영역을 클릭하세요. 1.

거래 플랫폼을 클릭하고 고급 거래 도구: 
a.  Windows 아래에 있는 두 개의 폴더를 다운로드합니다. 툴킷 소프트웨어는 Windows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b.  사용자 매뉴얼: 사용 가능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목록입니다.

2.

다운로드 후 MT4/MT5를 엽니다.3.

고급 거래 도구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  지표: 추가된 지표에는 지표 이름 앞에 'Tickmill'이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b.  Expert Advisors: 추가된 기능은 도구 이름 앞에 'Tickmill' 접두사가 있습니다. 

4.

https://www.tickmill.co.uk/
https://secure.tickmill.co.uk/users/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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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거래 툴킷
기능

실행 관리: 

거래 터미널 

정밀 거래, 자동 스케일링, 템플릿 및 오픈 주문 포지션 분석.  

미니 터미널 

MT4 및 MT5에 맞게 조정되어 특정 거래 차트의 맥락에 따라 실행을 관리합니다. 

주의사항: 

알람 매니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화된 명령을 완료하고 시장 이벤트에 대해 여러분 및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 친구에게 알
리는 개인 거래 도우미. 

엑셀-RTD 

실시간 계정, 티켓 및 가격 데이터를 간단한 수식으로 엑셀에 배치합니다. 
매크로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없습니다.

뉴스 및 시장 데이터:

연결 

풍부한 교육 자료 등에 액세스하면서 여러분의 뉴스 피드와 경제 지표 캘린더를 조정하세요.  

심리 거래 

실시간 장단기 포지셔닝 데이터, 과거 심리, 다양한 상품 심리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를 통해 시장이 어떻게 반
응하는지 확인하세요. 

세션 맵 

세계 주요 시장, 미래 이벤트 및 각 세션의 가격 변동 개요가 포함된 짧고 빠른 시장 개요와 거래일 동안의 "세
션"과 관련하여 현재 현지 시간도 표시합니다. 

https://www.tickmill.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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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거래:

시장 관리자 

관심 기호 목록과 모든 계정 주문 활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편리한 작은 창.

상관 관계 매트릭스 

더 나은 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간 척도에 대한 귀중한 시장 정보. 구성 가능한 시간 프레임과 막대 수(예: 
마지막 100 H1 막대)에 대한 기호 간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낮은 상관 관계와 높은 상관 관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상관 관계 트레이더 

구성 가능한 시간 프레임(예: 최근 H1 막대)에 대한 기호 간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두 기호를 비교하
고 최근 가격 활동 및 계정 정보와 새로운 차이점을 식별합니다.

주문:

틱 차트 트레이더 

한 번의 클릭으로 기존의 눈금별, 선 차트, 시간별 눈금 차트 및 원활하고 빠른 주문 입력을 용이하게 합니다. 

스텔스 주문 

다른 시장 참가자로부터 지정가 주문을 숨기고 원하는 가격에 도달할 때 들어가세요. 스텔스 손절매 및 이익실
현 사용 가능. 

지표
패키지

막대 변경 지표

지표가 실행 중인 차트의 수정된 버전을 포함하는 
MT4/MT5에 오프라인 차트를 생성합니다.  

던키안 지표

던키안 채널을 표시하여 이전 N 막대의 고점과 저점을 
표시합니다.  

캔들 카운트다운

현재 막대에 남은 시간을 표시하고 막대가 끝나려고 
할 때 알려줍니다.  

차트 인 차트

보조 기호에 대한 기본 차트 기호의 가격 조치를 막대
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차트 그룹화

한 차트에서 기호를 변경하면 연결된 다른 차트가 자
동으로 변경되도록 차트를 연결합니다.

프리핸드 드로잉 지표

차트에 이벤트를 표시하거나 강조 표시하기 위해 차트
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비티 지표

이전 가격 행동을 기반으로 가능한 지지 및 저항 영역
을 표시하고 시장 활동이 더 강하고 약해지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하이 - 로우 

모든 시간대와 막대 수를 기반으로 차트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켈트너 지표 

ATR에 따라 채널 크기가 달라지는 켈트너 채널을 표시
합니다.

선형 회귀 지표  

마지막 N 막대의 선형 회귀를 해당 종가를 통한 최적
선으로 표시합니다. 

https://www.tickmill.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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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차트 지표  

크기 조정 가능한 하위 창에 차트를 표시하여 다른 차
트 간에 전환하지 않고도 다른 상품 또는 기간에 대한 
가격 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지표  

차트에 과거 거래를 그려서 시가 및 종가와 시간, 시
장에 들어오고 나갈 때를 나타내는 밴드를 보여줍니
다.  

기간 변환기 

M3 또는 H6과 같은 다른 시간대를 구축하여 MT4에서 
오프라인 차트를 생성합니다.

피벗 지표 

과거 가격 조치를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인 피벗 계산
을 보여줍니다. 중앙 피벗 가격, 양쪽에 3개의 지지 
및 저항 수준이 있습니다.  

렌코 막대 지표 

일반 MT4/MT5 시간 기반 차트에 렌코 블록을 그립니
다.  

기호 정보 지표 

가격 변화, 최근 고점 및 저점과의 거리를 보여주므로 
상태 개요를 생성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상승 및 하락 
신호 매트릭스를 제공합니다.

시각적 학습자라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교육 동영상을 통해 고급 거래 도구의 모든 기능을 탐색할 수 있습
니다.

위험 경고: CFD는 복잡한 상품이며 레버리지로 인해 빠르게 손실을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개
인 투자자 계정의 71%와 61%는 각각 Tickmill UK Ltd 및 Tickmill Europe Ltd에서 CFD를 
거래할 때 손실을 봅니다. CFD 또는 기타 당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와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https://www.tickmill.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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