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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존 머피(John Murphy) 가 제안한 StockCharts 기술 순위 (SCTRs) 를 활용하여 국내  

주가 시장에 적용한다. KOSPI, KOSDAQ, KRX 등 국내 시장 단위로 SCTRs를 프로그램화 하

여서 테이블로 나타내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종목별로 과거 데이터 들을 Graph 로 표현 하여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가격의 

추이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 보기 쉽도록 제공한다. 

SCTRs를 활용하여 단기 투자 기법(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등…)을 적용하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천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세계는 남녀노소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

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이는 사람도 있고, 경제 활동으로 인

해 자신이 살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에 투자를 하여 더욱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자신의 자산

에 투자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이다. 하지만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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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하여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큰 손해를 

보기 쉽다. 

 우리는 장기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전문가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쉽고 간

단한 주식 프로젝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기를 원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주식 정보를 PC와 Mobile로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도록 개발

을 추진 중이다. 

 

1.2.2 그 전 프로젝트와의 차별화 

 

1. 작년에 주식 추천 모델 이였던 VVIP의 프로젝트의 경우, MACD 와 Slow Stockcastic 단 

두 기법만 사용하여 장기적인 투자 종목 추천을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투자를 하였을 경

우 향후 5년~8년 정도가 지나야 수익 창출 여부를 확인이 가능 하다. 

이는 실직적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주식 투자자에게 실용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주식 시장에 발 맞추어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식 투자자들에게 

단기 투자 기법을 활용한 지표를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와 추천 종

목을 제공 하고자 한다. 

 

2. 작년 VVIP의 프로젝트의 경우, 실제 추천을 받을 시 추천을 하게 된 기준이나 계산법 

등을 제시해주지 않아,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모의투자를 실시하여, 최대 이익을 내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

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ropa 에서

는 이를 보완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3. VVIP 프로젝트의 경우 안드로이드, IOS 개발에 함에 있어 웹 뷰를 통하여 지표의 설명

과 Graph를 표현 하였다. 웹 페이지를 디바이스를 통해 나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표의 

설명 등이 육안으로 확인 하기에 불편할 정도였으며 사용자가 확대 등의 추가적인 불필요

한 동작을 하게 만들었다. 이번 Aropa 프로젝트에서는 하이브리드 앱을 사용하여, 웹 웹의 

형식에 Phonegap을 씌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불편한 사항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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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앱을 이용할 경우, 웹앱의 특성을 지닌 상태에서 Native 앱의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향후 개발에서 그 외의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얻고자 

한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예측하여 추천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추천해 준 종목에 대하여 매수 매도 타이밍을 선정하기 위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데이터의 추세를 보여주고 다양한 보조지표를 시각화하여서 사용자가 주식투

자를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방법은 존 머피(John murphy)가 제안한 StockCharts 

기술 순위(SCTRs)기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한 후 이를 패턴 분석하여 종목을 추천한다. 

SCTR란 주식종목에 대하여 종가 데이터를 가지고 6가지의 지표(장기지표2, 중기지표2, 단

기지표2)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수익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SCTR를 적용하여 주가정보를 계산할 때 상장된 모든 주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닌

KRX(한국거래소)에서 회사의 수익 및 역량을 판단하여 우량한 회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KOSPI200, KOSPI100, KOSDAQ100, KRX100의 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를 적용하여 

SCTR를 계산한다.  

이는 상장이 되었으나 금새 사라지는 회사이거나 외부나 내부의 요인에 의한 크고 작은 사

건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큰 부실한 회사에 대하여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에 대하여 StockCharts 기술 순위(SCTRs)를 테이블로 보여주고 종목을 추천하며 

각 종목에 대하여 보조지표를 시각화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smart phone application으로 

제작하는데 대표적인 O/S인 Android 와 ios 용으로 제작하여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설명이나 자세한 정보는 web site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latform마다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는 아래와 같다. 

 

※ Web Site 

- 사용자에게 수익성이 높은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것과 추천된 종목을 가지고 개인이  

다른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지표를 제공하고 보조지표 사용법과 SCTR 테이블에 대한 description도 제공한다. 

처음 오는 방문자도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설계하기 위하여 주가정보 및 보조지표에 

대하여 그래프로 시각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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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android & ios)   

- Smart phone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display의 size를 고려하여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한다. 우리의 Application을 사용하는 사용

자는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테이블과 그래프를 시각화 하고 

기타 정보는 web site를 방문하게 유도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국내 검색엔진 대표 검색엔진 사이트인 Naver, Nate, Daum 증권에서 읽어온 데이터들을 

비교하여 정확한 값을 추론해 낸 후 존 머피가 제안한 StockChart 기술 중 하나인 SCTRs 

값을 계산하여 DataBase에 저장한다. 날짜 별로 SCTRs 값을 저장해 놓고 사용자가 요구

하는 날짜에 대해서 DB에 접근하여 정확한 값을 읽어와 주식을 실 투자자들에게 실용적

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Web, App(Android, IOS)에서 모두 제공 합니다. SCTRs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띄고 있는 종목

의 패턴을 분석한 후 이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려 한다.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 GA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활용하여 많은 경우의 수를 체크 한다. 찾은 최적의 해들

의 순서를 정렬하여 상위권에 위치한 종목을 추천 한다. 

 

※ 개발 과정 

주가 정보를 각 종목당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 해야 하고, 프로젝트 특징상 한번 

입력해 놓은 데이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업데이트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

서 초기에 DB를 구축 할 때 모든 조건에 만족 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를 한다. 현재 

목표는 국내 지수 KOSPI200, KOSPI100 KOSDAQ100, KRX100 등을 계산하여 서비스 하

지만 나아가 외국의 주가 지수도 계산을 하고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주식 정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신뢰적인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료를 처리함

에 있어 조금의 오류도 있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yyyy.mm.dd 이라

는 날짜의 종가 데이터를 알려 준다고 할 때 Daum, Naver, Nate의 값들을 비교하여 오

류가 없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도록 한다. 

 

Web, App 에서 우리가 서비스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여줄 때 그래프나 표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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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자가 가시적으로 데이터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 하며.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과 쉬운 조작법이 가능 하도록 구현한다.  

Web에서는 JSP를 사용하여 Server DB에 저장 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와 동적으로 사용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App에서는 phonegap, XML, JQuery를 사용하여 Android, 

IOS에서도 모두 호환 가능한 모델을 설계 구축하며 Web과 마찬가지로 Server에 존재

하는 DB에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 참조 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Server 데이터 다음, 네이버, 네이트 주가 데이터 파싱 Function  

 데이터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연동 Module  

 추가 조회 서비스 종목의 주가 정보 제공 Function  

 종목추천 SCTRs를 이용해 시장 분석 Module  

 주가 분석 
주가 데이터를 이용해 

차트 패턴 인식 
Module  

 주가 분석 
주가 데이터를 이용해 

지표 데이터 추출 
Module  

Web 차트 서비스 종목의 차트 정보 제공 Function  

 차트 서비스 캔들 차트 출력 Web Page  

 차트 서비스 MACD등 그 밖의 차트 출력 Web Page  

 차트 서비스 차트 설명 페이지 작성 Web Page  

 추가 조회 서비스 제공받은 주가정보를 표로 출력 Web Page  

 종목 추천 수익성 높은 종목 추천 표 출력 Web Page  

Mobile 주가 조회 서비스 
선택한 종목에 해당하는 주가 조회 

페이지 접속 
Hybrid  

 차트 서비스 
선택한 종목에 해당하는 차트 

페이지 접속 
Hybrid  

 종목추천 종목 추천 페이지 접속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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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KRX(한국거래소)에서 KOSPI200, KOSPI100, KOSDAQ100, KRX100 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 정보를 

읽어 온 후 Naver, Nate, Daum 증권에서 종목별로 10년간의 주가 정보를 읽어온다. 각 종목에 대

한 코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거래량을 파싱하여 mySQL로 데이터 베이스에 값을 저장한다. 실

제로 SCTRs를 계산할 때 주식 정보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웹사이트에서 읽어 온 값들을 

비교하여 두 개 이상 동일한 값만 취하여 계산한다. 서버에서 SCTRs값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날

짜 별로 DB에 저장하며 그 저장된 값을 Web, App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값을 찾아 전

달해 준다. 이 때 Web에서는 URL과 JSP를 통해서 서로 값을 주고 받으며 App에서는 Ajax안에 

있는 XMLHttpRequest를 사용하여 서버와 통신한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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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중 단기 주식투자를 하는 사용자에게 수익가능성 있는 주식종목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주식투자자에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추천 받은 종목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선택할 때 과거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조지표를 시각화 하여 보여주고 이용설명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용자의 활용도에 따라서 극대화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이 현재 어느 정도 수익성을 나타내는지 table을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전체적인 개발 툴 

 Eclipse  

다양한 플랫폼에서 쓸 수 있으며, 자바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통합 개발 프로그램으로 우리 팀에서는 서버, 웹, Application 등 모든 Part에서 개발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3.1.2 Server  

 

 운영체제 환경 (LINUX)  

리눅스(Linux)는 컴퓨터 운영 체제이며, 그 커널을 뜻하기도 한다.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멀티태스킹),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NOS)이다. 

 

 

 Web & Server 구축 환경 

 

• 아파치 웹 서버(Apache Web Server)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관리하는 HTTP 웹 서버이다. BSD, 리눅스 등 유닉스 계열 

뿐 아니라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나 노벨 넷웨어 같은 기종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BB%B4%ED%93%A8%ED%84%B0
http://ko.wikipedia.org/wiki/%EC%9A%B4%EC%98%81_%EC%B2%B4%EC%A0%9C
http://ko.wikipedia.org/wiki/%EC%BB%A4%EB%84%90_(%EC%BB%B4%ED%93%A8%ED%8C%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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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치 톰캣(Apache Tomcat)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서블릿 컨테이너(또는 웹 컨테이너)만 있는 웹 애

플리케이션 서버이다. 톰캣은 웹 서버와 연동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바 환경을 제공하

여 자바서버 페이지(JSP)와 자바 서블릿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톰캣

은 관리 툴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XML 파일을 편집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톰캣은 HTTP 서버도 자체 내장하기도 한다. 아파치 톰캣은 Apache Licence, 

Version2를 채용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서, 서블릿이나 JSP를 실행하기 위한 서블릿 

컨테이너를 제공하며, 상용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도 서블릿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버전 5.5이후는 기본적으로 Java SE 5.0 이후를 대응한다. 

 

• MySQL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다중 스레드, 다중 사용자 형식의 

구조 질의어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서 MySQL AB가 관리 및 지원하고 

있으며, Qt처럼 이중 라이센스가 적용 된다. 하나의 옵션은 GPL이며, GPL이외의 라이선

스 로 적용시키려는 경우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위와 같은 

지원 방식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프로젝트에 저작권을 적용하는 방법과 비슷한 

JBoss의 모델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반 코드가 개인의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커뮤

니티에 의해 개발되는 아파치 프로젝트와는 다르다.  

 

• MyISAM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성함에 있어 Engine을 MyISAM을 사용 하였다. InnoDB와 달

리 저장을 할 수 있는 레코드의 양(256TB)이 더 많다. 그런데 Locking level이 레코드 

단위가 아닌 Table단위여서 삽입, 삭제, 업데이트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

만, 검색의 속도에서 많큼은 InnoDB보다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의 프

로젝트에서는 매일 데이터의 갱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많은 

수정이 필요가 없고 프로젝트 특성상 많은 검색이 요구 되기 때문에 MyISAM이 더욱 

적합하다. 따라서 Aropa 프로젝트는 MyISAM Engine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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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Web  

• JSP 

 

JSP는 Java Server Page로 동적 web page 제작 기술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정적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로부터 요청에 따라 서버에서 바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며 페이지 생산에 비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반면에 동적 web page

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로부터 요청을 하면 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서 요청에 따른 처리방식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정적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페이지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해당 페이

지를 검색해서 HTML 문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웹 페이지로부터 요청을 하면 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에 더 가

깝게 접근할 수 있어서 요청에 따른 처리방식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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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는 HTML 페이지에 JAVA 코드가 삽입된 방식이라 컴파일이 과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버에서 compile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compile 형식과 다른 방식을 갖고 

있다. 

 

 

• JSP Compile 과정 

 

 

이 그림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JSP를 서비스 요청을 하면 이 JSP를 

parsing하여 JSP 컨테이너에서 Servlet 원시 코드로 변환합니다. 그 후 변환된 원시 코드

를 컴파일 한 후 실행시켜 나온 결과를 HTML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주는 방식

이다. 

 

 

 

 

 

 

 

 

 

 

 

출처: http://blog.daum.net/question0921/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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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Application(Hybrid App 개발) 

 

 Hybrid app 

 

 

 

 

• PhoneGap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형 모바일 개발 플랫폼. 

HTML을 바탕으로 하여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이용, 스마트폰인 안드로이드, 

IOS, 블랙베리 등의 주요기능을 지원하도록 하여 기존 HTML + JavaScript 기

반의 Web App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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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Query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간편하게 활용한 개발이 가능하고, 여러 효과와 이벤트를 

활용을 하기 위해 jQuery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여 사용. 

 

 

 

• Ajax   

대화식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기법으로 Aropa에서는 서버와의 연동

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Ajax에서의 다양한 기술들 중 XMLHttpRequest(XHR) 

객체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기능을 사용.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각 종목별 주식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한다. 종목당 10년치 데이터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코드, 과목명, 마켓 등…)을 DB에 저장을 해 놓고 여러 주

식 관련 기술 분석지표들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계산하여 또 DB에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

에 큰 저장 용량이 필요하다. 연구실에서 제공 받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며 DB Engine 중 

하나인 MyISAM 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였다. 

 

3.2.2 소프트웨어 

 개발시 사용하는 기술들에 적용되는 license 

1. Phonegap License  

Phonegap의 경우, 기존의 MIT License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Adobe가 Nitobi를  

인수한 후, Apache License2.0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 

Apache License의 약관 확인 결과, 사용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license 였으며, 상업적 이용 시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개발할 때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필수 기입 사항의 경우에 Application 

개발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함과 동시에 자동 기입이 되기 때

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2. jQuery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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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uery의 경우, MIT License를 사용하고 있으며, License 약관을 확인한 결과, ‘소프

트웨어를 누구라도 무상으로 제한 없이 취급해도 좋다. 단, 저작권 표시 및 이 허

가 표시를 소프트웨어 모든 복제물 또는 중요한 부분에 기재해야한다.’ 라는 내용

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jQuery 역시 개발 시 사용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 jQuery – MIT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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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신예인 
• Software Project Leader 

• Hybrid Application(IOS) 개발 

임상묵 • Hybrid Application(Android) 개발 

신용중 

송인철 

• Server 구축 및 Interface , 연산  

• DB 설계 및 주식 시장 분석 및 연산 연구 

김은영 

살렘 

• Web page 구축 및 server Interface  

• Web page 구축 및 원문분석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프로젝트 관련 study 30 

서버 구축 및 서비스 구축 60 

Web 개발 환경 구축 및 디자인 개발 60 

App UI구성 및 디자인 개발 60 

Web, App 를 Server 와 연동 20 

유지 보수 40 

합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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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내 용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관련지식연구 

주식       

개발 언어       

개발 도구       

설계 

시스템       

모듈 테스트       

코딩       

구현 

Server       

Web       

App       

테스트 

Server       

Web       

App       

유지보수 

Server       

Web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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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 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관련 분야 연구 

- 주식 관련 지식 

- Server 

- Database 

- Web 

- App ( Android & IOS ) 

 개발 환경 완성 

- Server 구축 

- Database 연동 

- Android & IOS 개발 환경 구축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요약 계획서 

3. 발표 PPT 

2012-12-24 2013-03-14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3-03-15 2013-03-20 

1차 중간 보고 

 Server 

- 종목추천 관련 개발 

 Web, App 

- UI 개발 

 산출물 :  

1. 프로젝트 1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3-21 2013-04-04 

2차 중간 보고 
 

 Server 
2013-04-05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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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Web, App 

- 그래프 및 차트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2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차분 구현 소스 코드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 서비스 구현된 Web Page 

- 서비스 구현된 Application 

2013-05-03 2013-05-09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 개발한 서비스를 실제 투자 검증 작업 

 산출물: 

- 수익성 창출 결과 확인 

2013-05-10 2013-05-17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 실제 완료된 서비스 페이지 및 Appication 

제공 

- 서비스를 이용한 투자 결과 보고서를 통한 

신뢰도 검증 

 산출물: 

1. 결과 보고서 

2. 수행자체평가 

3. 회의록 

4. 최종 보고서 

2013-05-18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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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팀 전원 프로젝트 주제 및 목표 선정 2012-12-24 2013-01-02 2 

팀 전원  목표에 관련된 분야 연구 2012-12-24 2013-01-31 13 

신용중 

송인철 

Server 배경 지식 연구 2012-01-18 2013-01-31 6 

Server 설계 및 구현 2013-02-01 2013-02-28 12 

Data Base 설계 2013-02-01 2013-02-19 8 

신예인 

임상묵 

Hybrid Application 배경 지식 연구 2012-01-18 2013-02-28 7 

Hybrid Application & Design 구현 2013-02-01 2013-05-14 30 

IOS, Android 디바이스별 구현결과 적용 2013-05-15 2013-05-31 7 

김은영 

살 렘 

Web 배경 지식 연구 2012-01-18 2013-02-28 10 

Web interface & design 구현 2013-02-01 2013-05-31 30 

팀 전원 Test 2013-03-01 2013-05-3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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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인 노트북 6대 개인용 2013-01-02 2013-05-30  

서버용 PC 1 대  국민대학교 2013-01-02 2013-05-30  

갤럭시 S3 개인용 2013-01-02 2013-05-30  

아이폰 5 개인용 2013-01-02 2013-05-30  

Server Engine tool Eclipse 2013-01-02 2013-05-30  

Web server Apache Tomcat 2013-01-02 2013-05-30  

 

 

7 참고 자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01 웹사이트 SCTRs에 대한 기술 Site www.stockcharts.com    

02 웹사이트 
PhoneGap Build Service 

사용약관 

http://www.adobe.com/kr

/products/eulas/tou_phon

egap.html 

   

03 웹사이트 jQuery License 사용약관 

http://ko.wikipedia.org/wi

ki/MIT_%ED%97%88%EA

%B0%80%EC%84%9C 

   

04 웹사이트 
주식투자 기초부터 다지고 

시작하자 

http://article.joinsms

n.com/news/article/a

rticle.asp?total_id=37

72981&cloc= 

2009.09.1

3 
서기수  

 

file:///C:/Users/mook/Downloads/www.stockcharts.com
http://www.adobe.com/kr/products/eulas/tou_phonegap.html
http://www.adobe.com/kr/products/eulas/tou_phonegap.html
http://www.adobe.com/kr/products/eulas/tou_phonegap.html
http://ko.wikipedia.org/wiki/MIT_%ED%97%88%EA%B0%80%EC%84%259
http://ko.wikipedia.org/wiki/MIT_%ED%97%88%EA%B0%80%EC%84%259
http://ko.wikipedia.org/wiki/MIT_%ED%97%88%EA%B0%80%EC%8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