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미FX】 자동매매 프로그램 

10년치 백테스트 결과  분석 데이터 

EA 



개꼬리 EA （Dog Tail） 개요 

◉ 테스트 기간 : 2010년 1월1일 – 2019년  11월 5일 

◉ 적용 차트 : 달러-엔 (USD-JPY)  15분 봉  

◉ 최대 손실폭 : 36.24% （MDD) 

  

 

◉ 투자원금 :  10,000 달러 

◉ 순수익 : 5,3134.42 달러 

◉ 연 수익률 : 54.02% 

  

 



기본 로직과 연도별 실적 

◉ RSI, 볼린저밴드, 피벗 (Pivot), 수평선 (전저점 및 전고점) 중, 복수의 조건 충족시 진입.  

◉ 손절매는 시세가 꼬리보다 5핍-10핍 하락 또는 상승 시 발동. 익절매는 손절폭의 10배–30배 범위. 

대부분의 수동거래 트레이더들이 장기적인 수익창출에 실패하고 외환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유는,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꼬리 EA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세 반전을 암시하는  

'꼬리형 캔들'이 출현했을 때만 진입하는 로직을 아래와 같은 보조지표와 함께 구

현했다.  이로써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시키는 '대탐소실' 기법을 실현.  



월별 수익 금액 

◉ 1년 중 수익성이 가장 좋은 달은 11월과 2월. 

  (유동성이 부족한 연말연시를 지나, 시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 때문)  

◉ 9월은 평균 손익이 -1,000달러로 유일하게 수익창출에 실패. 



요일별 수익 금액 

◉ 수익성이 가장 높은 요일은, 경제지표가 비교적 적게 발표되는 수요일. 

◉ 목요일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수익창출 실패. 

   이러한 시기에는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고 프로그램 일시정지 등의 대책 강구. 



날짜별 수익 금액 

◉ 월말에 가까워 질수록 수익률 향상. 

◉ 손절을 당하지 않는 한 포지션을 며칠 동안 보유하는 탓에 무수익 구간 발생. 

◉ 31일 중, 손실보다 수익이 많은 날은 총 17일. 



시간대별 수익 금액 

◉ 수익성이 가장 좋은 시간대는 MT4 서버시간 오전 4시. (한국시각 11시)  

◉ 혼조세가  일어나기 쉬운 서버시간 오후 6시와 9시는 손실이 눈에 띄게 증가. 

   이러한 시기에는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고 프로그램 일시정지 등의 대책 강구. 



보유 시간별 수익 금액 

◉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포지션 보유시간은  진입 후 4시간이  경과한 시점. 

◉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포지션 보유시간은  진입 후 4일-8일이 경과한 시점. 

◉ 대분분 30분-8시간 사이에 손실이 청산되므로, '오버나잇 리스크' 대응 가능. 



매수 매도 비율과 매매 승률 

◉ '대탐소실' 기법을 구현한 탓에 총 매매승률은 13%수준.  

◉  손절폭이 크게 설정된 '소탐대실' 로직으로 만들어진 EA 중에는 승률이 90%를  

   넘는 EA도 많지만,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3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비급 프로그램. 

  

◉ 롱, 숏 진입 비율은 57대 43으로 롱 (매수) 포지션이 우세. 



그 외 참고 데이터 

◉ 월별 손익금 비율 ◉ 일별 손익금 비율 

◉ 연도별 거래 횟수 ◉ 일별 거래 횟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