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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Average(이동평균)

- 이동평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장 오래된 변수를 빼고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구한 평균이다.

- 전체 변수의 숫자가 변하지 않으므로 분모는 일정하고 분자는 계속 최근 숫자로 교체되기 때문에

변수들의 움직임을 시계열로 나타낸다.

- 이동평균은 변수들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추세를 알기 쉬운 지표로 전환시켜 준다.

- 이동편균은 대상 변수의 움직임보다 완만하게 움직인다.

- 이동평균 기간이 길수록 변동성은 작아진다.

- 이동평균은 구하는 방법에 따라 단순, 가중, 기하, 지수 이동평균으로 나누어 진다.

1. 계산방법

① 단순이동평균 : 일정기간 동안의 종가를 모두 더한 다음 그 기간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동평균은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고가나 저가, 거래량 등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Mt = ( Pt+Pt-1+Pt-2+···+Pt-n+1) / n

※ Mt 는 이동평균, n은 이동평균기간, Pt는 t시점의 시장가격

② 가중이동평균 : 가중 이동평균(weighted moving average)은 구하고자 하는 기간의 최근일의

가격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어 최근의 시장가격 움직임을 평균에 많이 반영한다.

MWn = (W1*P1 + W2*P2 + ···· + Wn*Pn) / (W1+W2+W3+····+Wn)

③ 지수식 이동평균 : 가장 최근의 값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오래 된 값에는 적은 가중치를

부여하되, 비록 오래 된 값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고 적게나마

반영시키는 계산방법이다.

EMA(지수이동평균) = 전일지수이동평균 +{c×(금일종가지수-전일지수이동평균)}

※ 단, 0 < c < 1 ( 9일의 경우 0.2, 12일의 경우 0.15, 26일의 경우엔 가중치 0.075 사용 )

c = 2 /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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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방법

① 그랜빌의 8법칙

○ 매수신호

㉮ 이동평균선이 하락세에서 벗어나 횡보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동평균선

주가

㉯ 주가가 상승세인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이동평균선

주가

㉰ 이동평균선을 향해 하락하던 주가가 하향돌파를 하지 않고 다시 오르는 때

이동평균선

주가

㉱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주가가 급속히 하락한 후 이동평균선으로 접근할 때

이동평균선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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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신호

㉮ 이동평균선이 상승한 후 횡보하거나 상승추세가 완만해질 경우 주가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할 때

이동평균선

주가

㉯ 하강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아래에서 위로 상향돌파하여 상승했을 때

이동평균선

주가

㉰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아랫쪽에서 이동평균선을 향하여 상승했으나, 평균선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 직전에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동평균선

주가

㉱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가가 이동평규선으로부터 이격이 큰 경우

이동평균선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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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골든 크로스(golden cross)와 데드 크로스(dead cross)

- 골든 크로스 : 단기 이동평균이 중기(또는 장기) 이동평균을 밑에서 위로 돌파하면 주가상승의

확률이 높다고 해서 골든 크로스라고 부른다

- 데드 크로스 : 단기 이동평균이 중장기 이동평균을 위에서 밑으로 뚫고 내려오면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데드 크로스라고 한다.

③ 이격도

- 이격도는 가격이 이동평균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는 괴리율을 말한다.

- 100 이상이면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상태, 100 이하이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상태

- 기준값 이하이면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매입해도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

기준값 이상이면 시장이 과열되어 있어 매도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 이격도를 차트상에 표시해 일정수준 이하의 변곡점이나 기준값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입하고, 변곡점이나 기준값을 하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격도 = ( 가격(종가) / 이동평균 ) * 100

3. 유의사항

- 이동평균을 계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간값이며, 사용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지만 수많은 속임수를 발생시킨다.

- 기간이 길면 속임수 발생이 적은 대신에 너무나 큰 시차(time lag) 때문에 매매 타이밍의 포착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 따라서 시장특성과 매매유형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이동평균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