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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 Relative Strength Index )

- 가격의 상승압력과 하락압력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ROC와 Stochastics 등이 과거데이타에 의해 지표가 왜곡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RSI는 이를 개선한 지표이다.

- RSI는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가격 변동분 중 상승분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RSI가 "0"에 가깝다는 것은 그 일정기간 중 하락 강도가 강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RSI가 "100"에 가깝다는 것은 일정기간 중 상승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 계산방법

① 1단계

- 현재의 가격이 어제의 가격보다 상승하였을 경우는 U(up)표시와 함께 값을 표시하고,

- 현재의 가격이 어제의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는 D(down)표시와 함께 값을 표시한다.

- 만약 어제에 비해서 오늘 가격이 같다면 즉 보합이라면 "0"으로 표시한다.

② 2단계 : 1단계에서 나온 U값과 D값을 일정기간 동안 평균한 것을 AU(average ups)와

AD(average downs)라 한다.

- AU는 일정기간 동안의 상승폭의 평균, AD는 일정기간 동안의 하락 폭의 평균을 의미한다.

- AU와 AD를 구할 때는 단순이동평균과 지수이동평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지수이동 평균 사용이 적절함)

- 통상 위의 일정기간은 9, 14일 등을 사용하며 25~28일 등도 이용한다.

③ 3단계 : AU(average ups)와 AD(average downs)를 이용하여 RS(relative strength)를 도출

- RS = AU / AD

- RS값이 크다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하락한 폭보다 상승한 폭이 크다는 것 의미

④ 4단계 : RSI 산출

- RSI = 100 - ｛100 / (1+RS)｝

2. 사용방법

① 과매수, 과매도 이용방법

- Welles Wilder는 30이하를 초과매도 국면, 70이상을 초과 매수 국면으로 규정

- RSI가 70을 넘어서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30을 하회하면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

- 이 경우 많은 Oscillator형 지표가 그렇듯이 초과매수, 초과매도권에서 지표가 상당기간

머물면서 추세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실의 확률이 높아진다.

- 따라서 보완을 하는 기법으로 RSI가 70을 넘어서 초과 수준을 다시 하향 이탈하면 매도,

RSI가 30을 하회한 뒤 초과매도 수준을 다시 상향 이탈하면 매수를 취한다.

② "50" Line 이용방법

- RSI가 50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 RSI가 50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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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ailure Swing 이용방법

- Failure Swing은 RSI가 70이상 혹은 30이하에서 발생한다.

- Failure Swing은 " Top Failure Swing "과 " Bottom Failure Swing "으로 구분된다.

- Top Failure Swing은 RSI가 70 이상에서 고점을 형성한 뒤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시점은 직전 고점 형성 이후의 최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시점

- Bottom Failure Swing은 RSI가 30 이하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이 저점을 다시 하회하지

않고 상승반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시점은 직전저점 형성 이후의 최고점을 상향돌파 시점

- RSI에서 이 Failure Swing이 자주 인용되는 것은 Failure Swing이 기존 추세의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Failure Swing "이 나타날 때는 가격의 전환시점으로 인식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④ Divergence 이용방법

- RSI 활용에서 divergence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다.

- 다른 지표에 비해서 RSI의 divergence는 속임수도 적으며, 비교적 강력한 매매신호를 주기

때문에 가격의 전환 시점을 포착하는데 유효하다.

- divergence는 항상 Failure Swing을 동반하는데 divergence와 같이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Top Failure Swing과 함께 divergence가 나타나면 Downward divergence,

Bottom Failure Swing과 함께 divergence가 나타나면 Upward divergence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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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① RSI의 적용기간을 줄이면 진입, 청산의 신호는 빨라질 수 있으나 손실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

- RSI의 과매도권은 20~30, 과매수권은 70~80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장기간의 RSI는 Divergence 판단에 유효하다.

- RSI는 계산식의 특이점 때문에 상승추세나 하락추세시 과매수와 과매도 신호를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가지 신호만 인정하는 것이 손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즉, 상승추세에서는 과매수권 진입이 자주 나타나므로 과매도권 진입시만 매도시점으로 활용,

반면 하락추세에서는 과매도권 진입이 자주 나타나므로 과매수권 진입시만 매수시점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