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N 자동매매 프로그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개 자료



TTN은 
키움증권 영웅문 조건검색에서 

실시간 편입 종목을  
빠르게 매수하고 

효율적으로 매도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좋은 조건식을 가지고 계시
거나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



뿐만아니라,  
TTN 은 관심종목 목록을 관리할 

수 있고 
매수/매도를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TTN 화면입니다.  ^^



TTN 은 크게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최대 4개의 조건검색식 매매 가능  
2. 매수조건식, 매도조건식, 검증조건식 3가지 타입 지원 
3. 시장가, 지정가 매매 지원 
4. 분할매수, 분할매도 지원 
5. 익절, 손절, 트레일링스탑, 이익보존, 보합청산, 시간청산 매도 
6. 전체수익률, 전체수익금 청산 지원 
7. 실시간 종목별 매매 현황 로그 보기, 전체 로그 보기 지원 
8. 주식차트 뷰 지원 
9. 관심종목 3개 그룹까지 지원 및 매수 매도 가능 
10. 잔고모니터링을 통한 기존 보유잔고 매도 가능  
11. 외출지원 모드 완전 자동매매 지원 
12. 조건검색 and 결합 가능 
13. 수동 매수, 매도, 청산 기능 제공



TTN 다운로드는 여기서 하세요  

http://www.todaytrading.net/download/download.aspx 

키움증권 api 도 설치를 하셔야해요.  

https://www3.kiwoom.com/nkw.templateFrameSet.do?
m=m1408000000 

http://www.todaytrading.net/download/download.aspx
https://www3.kiwoom.com/nkw.templateFrameSet.do?m=m1408000000
https://www3.kiwoom.com/nkw.templateFrameSet.do?m=m1408000000


키움 api 를 처음 사용하실 경우 처음에 설치가 약간 복잡합니다. 
어려우시면 “팀뷰어” 를 설치하신 후 전화주세요  
원격으로 설치 해드립니다.   

010 4901 3065  

https://www.teamviewer.com/ko/ 

https://www.teamviewer.com/ko/


자 ~ 다 설치가 되었나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접하시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다른건 천천히 익히시고 일단, 자신의 조건식을 선택하시고 
“빠른주문” 버튼을 클릭해봅니다.  

매수조건식,  
3종목만 매수 
종목당 10만원 
기본값을 사용해서  
테스트 합니다.  
물론 변경도 가능합니다. 



빠른 주문 버튼을 클릭하셨나요?  
조건식에 종목이 뜨면 
바로 거래현황판으로 올라가서 매수를 시작합니다.  

체험판일 경우 종목수 제한이 있어서 많은 종목이 매수가  
안될 수도 있어요 ^^ 



다음은 중요하고 중요한 매수/매도 설정을 살펴봅니다.  
시장가, 지정가, 가격범위, 익절, 손절, 트레일링스탑 등 
꼼꼼히 매뉴얼을 보며 학습하세요  
30분이면 되니 꼭 읽어보세요 ^^ 
http://www.todaytrading.net/download/download.aspx 



마지막으로 사용자 옵션에서  
오늘 매수금액 한도를 조절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매수를  
많이하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이 있습니다.  
모의 투자이시거나 프로그램에 숙달되신 경우 해제하셔도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기능 안내 메세지들도 숙달이 되시면 
해제하실 수 있어요. 



자 ~ 아주 간단하게나마  
티티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식 검색을 시작하고  
매수 매도 설정을 하고  
빠른 주문 버튼을 클릭한다 
고 기억해주세요 ~  

정 어려우시면 전화 주시면 간단히 조작방법  
설명을 드리오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