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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Miracle Trader
Miracle Trader의 개요

Order Monitoring

FIX Protocol을 이용한 대외 기관투자자 주문관리를 위한 System으로 국제, 법인, 파생 부서의 영업경쟁력 강화와 대 기관 고객 서비스

•Order Monitor에 실시간으로 시세, VWAP, VSOT(VWAP Since Order Time) 정보 Push

제고 및 업무 생산상 향상과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여러 건의 FIX Single 주문을 묶어서 한번에 접수 처리하는 Multi Ack 처리 지원
•편리하고 신속한 FIX 정정. 취소 주문 처리

Miracle Trader의 특징

•거래소로 나간 여러 건의 주문을 동시에 일괄 정정.취소 처리
•편리하고 정확한 FIX 체결보고 (ER : Execution Report) 처리

•단순하면서 Powerful한 Order Monitor 화면을 제공하여 한 곳에서 다양한 UI 조작이 가능하도록 지원

•Non FIX 주문에 대해서도 실시간 체결보고 지원

•실시간 Push 기술을 이용하여 트레이더별로 구별하여 실시간 Data를 제공하는 주문.체결 화면제공

•다양한 주문유형 지원 (Single, CD, Multi, Basket, Program 등)

•직원간 주문 전달.접수, 주문 권한획득.승인 처리 Workflow 지원

•List 단위로도 자동주문 설정 및 수행

•현업 사용자는 FIX주문과 수작업 주문(전화, FAX, Email)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조작방식으로 처리함

•Drag / Drop 조작으로 주문 Grouping / Ungrouping 지원

•주문의 Risk 관리 (CD Limit, Volume Limit, 주문수량한도, 가격범위 등)

•FIX List 주문에 대한 사전분할 지원

•FIX고객의 접속정보를 DATA로 관리하여 접속기관별로 다르게 접속지원이 가능함 (FIX Version, 언어, Hub 등)

•List Header 분류를 위해 List Folder 체계 지원

•Client UI Application이 Server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 PC에서 수행되므로 빠른 UI 응답속도를 보장함

•실시간으로 List Header 단위로 주문. 체결 합계 계산 지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동주문, 다양한 자동주문 조건 지정 가능하며 자동 주문정정 기능 제공
•비동기 통신과 최적화된 분산처리로 빠른 주문속도를 보장함 (Asynchronous, Event driven 통신)
•시스템 분산, 기능분산 등 시스템 확장에 유연한 시스템
•편리한 시스템 운영 Monitoring Tool 제공 (장애 징후까지 감지, 음성 안내)

System Software 구성도
Miracle Trader 구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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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Miracle Trader
차익 매매 & Pair 주문 지원

PART 2. Intelli Algo
Intelli Algo 개요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주문 지원 [ Pair 주문, 현선 차익 베이시스 주문, 선물/옵션 전략 주문, 선물/옵션 자동 주문 ]

세계적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주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복잡해진 금융환경에 따라 고객들은 주문처리에 대해 다양한 매매

•실시간 매매지표 계산 [ 매도, 매수 Basis, 주문 Basis, 정정 Basis ]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Sellside 의 주문 시스템 보완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본 시스템은 Broker 가 Buyside 로부터 접수한 주문

•빠르고 정확한 실시간 시세 연동 주문 실행 기능 지원 [ 신규, 정정 ]

에 대해 다양한 알고리즘 매매 전략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Pair 입력 Basis 에 따른 자동 실행 지원
•Pair 자동 주문 Basis 조건에 맞게 실시간 자동 정정 지원
•Pair 매도금액 만큼 매수 자동 실행 기능 지원

Intelli Algo 시스템 구성
Clients

Miracle Trader / Intelli Algo 구축범위

Koscom
STP HUB

Miracle Trader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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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FIX
고객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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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Intelli Algo
Intelli Algo 특징
•일관성 및 효율성
- 알고리즘 매매전략을 통해 많은 주문을 처리하고, 주문체결 결과의 일관성 제공
•사용자 편의성

PART 3. Fast DMA
Fast DMA 개요
기관투자자 시장에서 영업을 선도하기 위해 Bypass 전용의 Fast FIX DMA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보다 빠른 처리속도를 요구하는
고객에 대한 FIX 주문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다른 주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빠른 응답속도를 보장함으로써 기관영업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설정 작업을 최소화
- Miracle Trader와 동일 UI로 기존 Miracle Trader사용자들에게 편의성 제공

해외 FIX 고객의 빠른 응답속도 요구

FAST DMA

시스템 장애 영향 분산

•테스트 편의성
- 알고리즘 매매전략 테스트 지원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 제공
- Historical Market Data Supplier : 과거 일자와 전송속도를 지정 특정일자의 Market Data를 전송

시스템 부하분산

- Exchange Simulator : Back-Testing용도의 가상주문접수/체결처리
•유연성
- 고객요구에 맞는 다양한 알고리즘 매매 전략 개발이 용이함

Intelli Algo 전략
•Benchmark-driven
- TWAP : 지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시간간격, 수량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전략
- VWAP : 지정한 시간대에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에 가깝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Impact-driven
- Volume Inline : 지정한 입력 비율 만큼 Market Volume에 참여하는 전략

Fast DMA 특징
•DBMS를 사용하지 않고 Shared Memory (SHM) 상에 있는 Table에 주문업무 DATA 관리
•DB Table 대신 Memory로 업무 처리하여 초고속 처리 보장
•FIX Engine에서 사용하여 검증된 File Persister를 이용하여 Recovery DATA 관리
•RDB나 CISAM 없이 시스템 구현
•Optimized Table : Table 통합.분리 및 경합 최소화 설계
•Optimized PGM
•Minimized IPC communication
•Data Copy 최소화
•Asynchronous and Parallel Processing 을 Thread 이용해 구현
•Asynchronous LOG WriteW
•HFT를 위해 개발된 Messaging M/W인 Fast IPC 를 이용하여 구현
•Client의 Local DB를 이용하여 각종 화면.보고서 UI 제공
•Client에서 실시간 Data 관리
- FORMULA Hub를 이용하여 Client로 실시간 Data Push
- Client의 Local DB를 이용하여 Monitoring UI 개발 (Server에 DBMS가 필요없음 : 비용 및 부하 절감)
- Fast Table Recovery를 위해 File Write할 때 Client로 Asynchronous Data Push하여 주문 속도에 영향 없음
- Server로 조회.보고서 관련 UI Transaction이 발생하지 않음

Fast DMA 시스템 구성도
Fast OMS Process 1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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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Low Latency

PART 4. FORMULA FIX Engine

nano Platform
nano Queue

FORMULA FIX Engine 개요
Unix C/C++로 구현되어 있는 FORMULA FIX는 국내 최초 개발된 FIX(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Engine입니다. 따라서 국내 전산

•Process간 또는 Thread간 초고속 통신 제공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성 및 도구를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기반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용자

•Shared Memory를 이용한 Zero Copy통신

의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Locking 최소화 기법을 적용하여 병렬성을 높여 전송속도 극대화
•1 : 1, N : 1, M : N Message Queue
구분

통신속도(nano sec/msg)

Inter-Process

200nsec(500만/sec)(1024 bytes)

Inter-Thread

160nsec(620만/sec)(1024 bytes)

FORMULA FIX Engine 구성도
Test 환경
CPU : Intel i7, 3.4 GHz 4 Cores, 16 GB
OS : Redhat Enterprise Linux 5.4

Counter
Parties

Order NetFIX
kernel Libraries

nano Table
•DBMS를 사용하지 않고 Shared Memory를 이용하여 – Shared Memory Table에 직접 Data 관리
•DBMS 대신 Shared Memory Table을 사용하여 초고속 처리 – nano second 처리속도
•지원 Table Type

Order NetFIX G/W

•Clustered Table, Hash Table, Index Table

nano FEP

FML Adapter

Custom

개요
주문처리속도를 micro-second 단위로 처리하여 신속한 주문을 지원하는 DMA FEP

특징

FORMULA HUB

•Linux OS의 스케쥴에 최적화된 분배기능을 이용하여 빠른 메시지 전송
•공유 메모리와 LockFree 알고리즘을 이용한 빠른 IPC구현
•빠른 메모리 Table을 이용한 주문 관리
•FEP프로세스 상태 및 제어를 위한 모니터링
•Active-Standby를 기반으로 하는 빠른 장애 복구
•비상주문처리 장애시 잔량 일괄취소 지원

구성도

FORMULA FIX Engine 장점
•효율성 - SDM(Self Describe Message)를 채택하여 쉽고 편리한 Programming 지원
- 자사 Messaging Middleware인 FORMULA HUB를 사용한 쉬운 IPC제공
- Window UI의 “FORMULA IMC”을 이용한 편리하고 쉬운 Session관리
•유연성 - 다양하고 복잡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연한 Architecture 구성
- 사용자가 선택 조합 가능한 Interface Components 지원
- 자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성 지원
•신속성 - Multi-Thread 사용으로 Performance향상
- Index File Persister를 사용한 빠른 Recovery지원
- 효율적인 Session Recovery(소실된 Message만 Recovery)
•다양성 - Multi-Session, Multi-Version(Version 4.0, 4.1, 4.2, 4.3, 5.0, 5.0-SP1, 5.0-SP2) 지원
•확장성 - Front Office 주문 관리 시스템(OMS)으로부터 Back Office System까지 결합되는 종합적인 STP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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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FORMULA Hub

PART 4. FORMULA IMC

FORMULA Hub 개요

FORMULA IMC 개요

FORMULA HUB는 편리하면서도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Inter-Process Communication(IPC)을 지원할 수 있는 Messaging 기반의

FORMULA IMC는 FORMULA FIX Session 및 OMS Process를 Monitoring하고 관리하는 통합 콘솔입니다. 편리한 UI를 제공하는

Middleware 입니다. IPC를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래밍 로직을 구현할 필요 없이 FORMULA는 개별 Process들이 Formula Hub에

Window Client 화면에 의해 FIX Session, OMS Process의 장애 발생을 즉시 감지할 수 있으며, Session 등록 및 제어, Process 제어를

접속만 하면 접속된 모든 Process들과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용상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FORMULA Hub 구성도

IMC - FORMULA FIX Manage

OMS
Server

FIX
G/W

FORMULA
Hub

FORMULA
Hub

Host
G/W
•Session 등록/수정/삭제
•Session Schedule 등록
•FIX Message 조회
•FIX Seq, No Reset
•Session Manager(Connect/Disconnect)

OMS
Client

•FIX Session Error감지(Session Disconnect)

IMC - FORMULA Process Manager
FORMULA Hub 장점
•효율성 - IPC의 구현 없이 Formula HUB를 통한 프로세스간 통신 처리 가능
- 개별 프로세스간의 통신이 아닌 Formula Hub를 통한 Inter-Process Communication
- Message Push 방법을 이용하여 Workflow Control 지원 처리 가능
- 1 : N관계의 Message Broadcasting 기능 지원(Message Push)
•유연성 - R/R(Request & Reply), Push(Broadcasting), GMD의 다양한 형태 Message 전송 지원
- 1 : 1, 1 : N, N : 1관계의 Message Passing & Delivery
- 프로세스 안에서 별도의 수정 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N개의 시스템으로 구성 가능
- 다른 장비간의 Formula HUB 연결 가능, 다른 기종 간의 FORMULA HUB 연결 가능
•신뢰성 - GMD(Guaranteed Message Delivery)에 의한 Message 전달 보장
(Network 또는 Application의 장애에 의한 자료 유실 시 Recovery 보장)
•신속성 - Multi-thread와 Asynchronous Full Duplex 전송 방식을 통해 Performance 향상
- index File Persister를 사용한 빠른 Recovery 지원

•Process Managing(Kill, Execute)
•전체 Process Managing
(Auto Execute All OMS Process)
•Process별 Subject별 In/Out/Processed
•Message Seq.No 조회
•In/Out Message 내역 조회
•Process Error 감지(Process Down, Application
Level Error, 수신 Message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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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SettleNet
SettleNet 개요

팩스 기능

증권회사에서 매매 및 결제 보고서를 생성하고 고객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한 시스템입니다.

• 한번 수신처 등록 후 전송사유(매매,예탁금변동)발생시 전송대상 조회됨
• 다양한 조건 필터링 및 정렬
• Cover page, Tabular, Composite, Free Form 등 맞춤형 보고서

SettleNet 업무범위

• 미리보기, 인쇄 및 파일로 저장

주식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주식 매매 보고서
주식 잔고 보고서
IPO등 권리보고서
대차중개보고서

채권 매매 보고서

주식
(국내주식, 해외주식)

• 보고서 Header, 로고, 인장, 메모 입력, 보고서 편집

선물옵션 매매 및 정산보고서
입출금 보고서
대용 잔고 보고서
시세보고서, 구간이론가
현·선물 합성 보고서

• 전송시간, 진행Page, 전송결과 등 전송상태모니터링

• Single, Multi, 일괄 전송

• 전송완료시까지 자동재전송 및 전송취소
• 사용량에 따라 4,8,16개 팩스 동시 전송

이메일 기능
주요 Process 및 기대효과

• 제목, 본문, 주소, 첨부파일종류 등 한번 수신처 등록하면
자동으로 메일 작성

자료입력

보고서생성

보고서 전송

아카이빙

• 제목, 본문에 매매일, 결제일등 자동으로 작성
• 메일 및 첨부파일 미리보기 및 편집, 기타파일 임의 첨부

•매매등 원장 자료 수신

•Fax 보고서

•1 Click 일괄/동시 전송

•전송자료 파일 보관

• txt, xls, csv, pdf 등 대부분 파일형식 지원

•수신처 등록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Email 보고서

•통화중 자동 재전송

•조건별 검색

• 하나의 메일에 여러 파일형식에 대한 생성 및 묶음 전송

(txt, csv, xls, pdf, zip)

•전송상태 모니터링

• 첨부파일 읽기/쓰기암호, SSL/TLS 연결지원 등 보안 강화
• Single, Multi, 일괄 전송
• 전송시간, 전송결과 등 전송상태모니터링

성공적인 결제 처리 및 비용 절감

•고객의 다양한 보고서 요구에 신속, 지속 지원
•수작업 처리 최소화로 결제 오류 감소
•전송 매체에 얽매이지 않는 자동화로 신속, 정확 전달
•전산 직원의 보고서 개발 부담 및 비용 경감

시스템 구성도
INTERNET
HOST

SMTP

SettleNet
E-mail

FAX
FAX
Modem

MS SQL
Server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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