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나치 분석법 소개

인기 차트분석 도구인 피보나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위험 경고: CFD는 복잡한 구조의 거래상품으로서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이 급속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ickmill UK Ltd 및 Tickmill Europe Ltd에서 CFD를 거래하는 소매 투자자 계좌 중 73%와 70%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CFD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높은 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오로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투자자문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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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피보나치 되돌림이 낯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만큼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e북에서는 피보나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피보나치가 무엇이고 실전 매매에서 시장 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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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나치: 인물, 신화, 전설

피보나치의 기초 사용법에 들어가기 전에 피보나치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간단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오나르도 피사노
(Leonardo de Pisano)는 117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인 굴리엘모 보나치(Guglielmo Bonacci, 피보나치는 ‘보나치’
의 아들(Fi)이라는 뜻)는 현재 알제리 베자이아(Bejaia)에 해당하는 중세 항구도시 부지아(Bugia)의 피사 집정관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부지아에서 아랍인 교사를 통해 수학을 배웠고 시리아, 그리스, 이집트로 여행하며 기수학과 수리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섭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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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나치는 1202년 발간한 본인의 저서 ‘Liber Abaci’를 통해 피보나치 수를 
알리고, 서양 세계에 ‘황금 비율’을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이 수는 6세기에 인도 수학자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인도 아라비아 수가 대중화되었으며, 중세 수학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2. 황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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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나치 수

피보나치는 자신의 저서에서 2006년 블록버스터 영화 ‘다빈치 코드’로 큰 화제가 된 자연의 비밀 코드 또는 ‘황금 비율’로 불리는 신비스러운 
수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0과 1 이후의 항은 이전 항의 합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0,1,1,2,3,5,8,13,21,34,55,89,144,233,377,610,987

보다시피 수열에서 1+1=2, 1+2=3이고 55는 21과 34의 합입니다. 이제 피보나치가 누구이고 피보나치 수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며, 마지막으로 수열에서 각 항은 이전 항의 1.618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앞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세계에서 중요한 수이며 ‘황금 사각형’으로 불리는 건축물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황금비율로 만든 형상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느낌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꽃의 구조 및 자가복제 방식에서 화석, 조개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tickmill.com/ko

데모 계좌 계좌 만들기 

https://www.tickmill.com/ko/accounts/demo-account/?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https://secure.tickmill.com/users/register?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https://www.tickmill.com/ko/accounts/demo-account/?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https://www.tickmill.com/ko/?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_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피보나치 분석법 소개

| 7 |

이제 비율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이 피보나치 
수열의 한 항을 바로 뒤 항으로 나누면 얻어집니다. 

5를 8로 나누어 얻는 비율 0.625 
13을 21로 나누어 얻는 비율 0.619 
89를 144로 나누어 얻는 비율 0.618

4. 피보나치 수 및 비율

위 수열에서 마지막 비율이 가장 중요하며 ‘황금 비율’의 기초가 되지만, 다음과 
같이 수열의 한 항을 두 칸 뒤의 항으로 나누어 얻는 비율도 중요합니다.

8을 21로 나누어 얻는 비율 0.382

그 다음 동일 항을 세 칸 뒤의 항으로 나누면,

8을 34로 나누어 얻는 비율 0.236

이로써 피보나치 수의 핵심 비율인 23.6%, 38.2%, 61.8%를 유도했습니다. 
트레이더는 이 비율을 사용해서 도달 가능성이 높은 가격인 되돌림 레벨을 구합니다. 
그 외에도 트레이더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3.6%, 38.2%, 50%, 61.8%,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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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나치에서 50% 레벨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되돌림 중에 중간에 해당하고, 
이전 파동의 절반까지 조정을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트레이더는 이 
레벨을 신경 씁니다.

피보나치 수에 대해 이해했고 피보나치 수에서 비율을 구해 되돌림 레벨을 계산해 봤으므로, 
본격적으로 이 비율을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분석법이 차트 분석 전문가가 많이 사용하고 상당한 인정을 받는 도구지만, 
차트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주고 단숨에 수익을 벌어다 주는 요술봉 쯤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피보나치 분석은 정확히 사용할 경우 시장 대응에 조금 도움이 되는 트레이딩 
도구로 봐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포지션 진입 및 이익실현 목표가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지선 및 저항선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5. 50% 레벨 이론

NZD / USD 1-hour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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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보나치 되돌림

첫 절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되돌림 레벨(23.6%, 38.2%, 50%, 61.8% & 78.6%)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중요 선을 실제 차트에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일직선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한 방향으로 움직인 후 
추세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받거나 새로운 추세로 전환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조정 끝에 이전 
추세로 돌아가는 시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차트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리려면 먼저 
해당 구간의 고점과 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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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 사용법

아래 차트에서 구간 고점과 저점이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점이 확인되었으면 차트 소프트웨어에서 
피보나치 도구를 선택합니다. 피보나치 도구는 MT4 등 거의 모든 차트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자주 사용되는 되돌림 레벨은 
이미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차트 패키지는 
TradingVie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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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락추세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도구를 구간 고점과 저점에 적용하면 되는데, 이 때 정확한 
수치를 얻으려면 캔들 절대 저점과 절대 고점에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구간 저점에서 이상적 되돌림 대인 50/61.8%
까지 급반등한 후 이전 추세로 복귀해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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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승추세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이제 상승추세에서의 되돌림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것을 상승 추세로 정의한다면 아래 차트에 표시된 것처럼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인하여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 호주달러 일봉 차트에서 구간 저점과 고점은 파란색 화살표로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간 고점에서 조정이 시작되어 50% 되돌림 레벨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이전 고점을 돌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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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단한 피보나치 트레이딩 전략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그리는 위치와 방법을 알아봤으니 이제 분석 결과로부터 간단한 원칙을 
통해 매매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확률이 높은 레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차트 분석 시 50/61.8% 레벨을 
주로 사용하지만, 다른 레벨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6% 선과 38.2% 선은 추세가 오래 
지속될 때 중요해집니다. 78.6% 레벨은 되돌림 레벨에서 이탈하여 되돌림이 아닌 추세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때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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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0% 진입, 78.6% 손절, 0% 청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가 도달 시 매매에 진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50% 레벨에서 첫 포지션에 진입하고 
61.8% 되돌림 레벨에 도달하면 둘째 포지션에 진입하되 
78.6% 레벨에 손절을 설정하고 이전 구간 고점 또는 저점에 
다시 도달할 경우 청산하게 됩니다.

매도 포지션 매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50% 되돌림 레벨에서만 주문이 발송되는 
데, 차트는 횡보 후 다시 하락추세가 시작되어 이익실현 
목표가까지 하락해 193핍의 수익을 내고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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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매수 포지션 매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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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보나치를 이용한 추세 매매
이 매매 예에서는 50% 되돌림 레벨에서만 주문이 발생됩니다. 차트는 50% 
레벨까지 급락 후 강한 매수세를 만나 다시 상승추세가 시작되고 이익실현 
목표가까지 상승해 831핍의 수익을 내고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전 고점을 돌파한 후 또 다른 되돌림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되돌림을 반영하여 직전에 포지션에 진입했던 현재 구간 저점에서 새로운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먼저 50% 선 .9006에서 첫 매수 주문을 내고 61.8% 선 
.8890에서 둘째 주문을 내되, 78.6% 선 .8723의 1핍 밑에 손절을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50% 레벨까지 되돌림이 발생해 매수 주문이 체결됩니다.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이전 고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익실현 목표가인 .9498에서 
포지션을 청산해 492핍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차트는 계속 상승하여 
신고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마지막 매수 주문을 설정한 이전 구간 
저점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그립니다. 50%와 61.8% 선에 다시 매수 
주문을 설정합니다. 이후 되돌림에서 두 매수 주문은 발생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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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점에서 다시 되돌림이 발생해 50% 레벨 직전까지 오지만 
실제 진입 가격에 도달하지 않은 채 신고점까지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간 저점에서 새로운 구간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다시 그리고 50%와 61.8% 레벨에 매수 주문을 
설정하되 78.6% 레벨의 1핍 밑에 손절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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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는 50% 선까지 하락하여 첫 주문이 체결된 후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이전 구간 고점에서 이익실현 주문이 체결되어 
162핍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존 추세가 
재개되어 또 다시 고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전 진입 지점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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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50% 및 61.8% 까지 밀려나 매수 주문이 체결된 후 손절 
선인 95.51까지 바로 하락해 총 169핍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상승추세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시 정리해 보면, 총 6곳에 매매 설정을 
했는데 6개 중  4개가 실제 체결되었고, 그 중 3개는 1485핍의 수익이 났고, 
1개는 169핍의 손실이 발생하여 총 1316핍의 순 수익을 거뒀습니다. 또한 
추세가 확장됨에 따라 구간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로 추세 매매할 때 대부분의 수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법을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할 때 이 도구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보나치는 

‘절대적’인 트레이딩 도구가 아니며 여러 도구와 함께 사용할 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과 함께 사용하여 
추가 확인 및 피보나치 레벨과의 교차점을 제공하는 다른 분석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ww.tickmill.com/ko

데모 계좌 계좌 만들기 

https://www.tickmill.com/ko/accounts/demo-account/?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https://secure.tickmill.com/users/register?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https://www.tickmill.com/ko/accounts/demo-account/?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https://www.tickmill.com/ko/?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_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피보나치 분석법 소개

| 21 |

13. 피보나치와 추세선 교차점

위 차트 예를 보면 하락추세 채널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와 추세선을 함께 사용하면 높은 확률로 하락추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 표시된 것처럼 피보나치 50% 및 61.8% 
되돌림 레벨과 추세선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차점이 발생하면 
추가로 확인되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매매 금액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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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보나치 및 이동평균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경우도 좋은 매매 기회가 
됩니다. 어떤 이동평균선이냐 하면, 주로 50, 100, 200 주기 이평선입니다. 
이러한 이평선 위 또는 아래에 계속 머무는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이평선을 
테스트하러 간다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평선과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연결할 수 있다면 아래 차트에서와 같이 새로 출현한 추세나 
기존 추세를 이용할 좋은 진입 지점이 생깁니다.  

차트를 보면 50주기 이평선을 돌파하여 새로운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 후, 50주기 이평선까지 밀려나 다시 지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평선 교차 전의 구간 저점과 이후 구간 고점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그릴 수 있으며, 이 경우 50% 레벨이 이평선과 일치하고 
있는데 50% 레벨에 도달한 후 계속 상승하여 장기 상승 추세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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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론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과 다른 차트분석법을 병행하면 보다 확신을 갖고 피보나치 레벨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모든 차트분석 도구가 그렇지만, 다른 도구와 수렴하거나 교차할 경우 수익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보나치 분석법을 이용하는 최상의 방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트 등락 구간 구별하고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작성하는 법을 
익혀서 직감적으로 해당 구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피보나치 레벨을 확신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지지선과 저항선, 추세선 
또는 이동평균선과의 교차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연습하면 숙달된다’는 옛 격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www.tickmill.com/ko

데모 계좌 계좌 만들기 

https://www.tickmill.com/ko/accounts/demo-account/?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https://secure.tickmill.com/users/register?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https://www.tickmill.com/ko/accounts/demo-account/?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https://www.tickmill.com/ko/?utm_source=ebook&utm_medium=fibonacci_analysis_&utm_campaign=ebook_links


피보나치 분석법 소개

| 24 |

6000여 게시글

지금 액세스하기

7개 언어

15여명의 전문가

일일 차트 및 펀더멘털 분석 

공식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일일 시황분석이 제공됩니다!
이 e북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공식 블로그에 글로벌 시장 분석 및 
트레이딩 관련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니 한 번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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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용어사전

웹세미나

FAQ블로그정보 그래픽

피보나치 분석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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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계정

탁월한 거래 조건

다야한 포트올리오
외환, 주식 지수, 상품, 채권,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6가지 자산 클라스를
포함한 수천개의 금융 상품에 액세스하세요.

MT4 플랫폼
고급적인 기술 분석, 50개 이상의 지표 및 알맟춤 차트… 39개의 언어 지원.

데모 계정

탁월한 거래 조건
실 시간으로 거래를 연습하고 툴과 전략 테스트로 거래 리스크 없는
환경에서 체험해보세요.

4개 자산 클래스에 대한 80개 이상의 거래 품종
가장 낮은 스프레드로 외환, 주식 지수, 상품 및 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서 거래 체험을 해보세요.

완벽한 거래 플랫폼
MT4 플랫폼이 거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사용자 
정의 도구 및 기능 모음을 살펴보세요.

주요 특징

타이트한 스프레드와 업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커미션.

주요 특징

계좌 개설 데모 계정

피보나치 분석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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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주가지수. 원자재. 채권. 
인허가 및 규제 기관: FSA SC | FCA UK | CySEC

문의처

위험 경고: CFD는 복잡한 구조의 거래상품으로서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이 급속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ickmill UK Ltd 및 Tickmill Europe Ltd에서 CFD를 
거래하는 소매 투자자 계좌 중 73%와 70%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CFD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높은 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고지 사항: 본 e북의 내용은 오로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투자 자문 또는 리서치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표현된 내용은 오로지 작성자의 견해, 정보 
또는 의견으로서 Tickmill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통 채널 

www.tickmill.com/ko

영국 

Fore Street, London EC2Y 9DT,  
United Kingdom 

+44 (0)20 3608 2100

support@tickmill.co.uk

키프로스 

Kedron 9, Mesa Geitonia, 
Limassol 4004, Cyprus 

+357 25247650

support@tickmill.eu

세이셸

3, F28-F29 Eden Plaza, Eden Island, 
Mahe, Seychelles 

+248 434 7072

support@tickm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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