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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SCTR (Stock Chart Technical Rank) Programming 

SCTR 란 각 주식 종목에 대해서 SCTR 내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점수를 내림차순으

로 정렬하여 보여준다. 이 때 Chart의 상위에 있는 종목은 주식의 값이 가장 오른 종목임

을 의미한다. SCTR 공식은 세계적인 분석가 존 머피(John Murphy)에 의한 주식 분석 이

론으로 6가지 보조지표를 이용하며 장기, 중기, 단기에 각각 가중치를 더하여 구한다. 이

를 시스템화하고 국내 지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SCTR를 통하여 계산된 국내지수를 

Table로 나타낸다. SCTR 분석을 통하여 종목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분석하고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종목을 추천한다. 

 

1.2 SCTR 분석을 통한 매수·매도 시점 예측 

SCTR를 국내 주가시장에 적용한 후, 주식 종목의 실제 종가(하루 중 주식시장이 끝날 때 

책정된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매수, 매도 시점을 분석하며 이를 시스템화한다. 

 

1.3 종목의 일자 Data 제공 

SCTR를 적용하여 순위표를 Table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주식투자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일자별 Data를 제공한다. 

 

1.4 Chart & Graph 제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가 Data의 패턴을 시스템화하여 사용자가 주가분석에 있어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차트와 그래프를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활용

하여 캔들 차트를 작성하고, 과거 Data를 사용하여 각종 Graph를 제공한다. 

 

1.5 플랫폼 다양화 

현재 출시된 다양한 Web Browser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Web 뿐만 아니라  

Mobile 환경(Android & IOS)에서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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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escription 제공 

- Candle Chart의 50여가지 패턴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페이지 제공 

- SCTR의 원리와 활용방법을 설명하는 페이지 제공 

- SCTR에 적용될 국내 지수에 대한 설명 제공 

- 자주 사용하고 대표적인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 제공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국내 시장 주가 Data 파서 개발 

SCTR를 적용하기 위한 국내 주가 지수 중 신뢰성이 높은 KOSPI200, KOSPI100, KOSPI50, 

KOSDAQ100, KRX100 등의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국증권거래소

에서 받아옵니다. 이후, 받아온 정보를 NAVER증권, DAUM증권, NATE증권의 웹 사이트에

서 각 종목의 일자 별 주가정보를 파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2.1.2  SCTR 구현 

SCTR 공식을 프로그램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가 Data를 이용하여  

SCTR Table을 만들 수 있도록 구현한다. 

 

2.1.3  종목별 일자 정보  

SCTR Table에 포함된 종목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경우, 요청한 일자의 

종목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정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Server의 재가공 과정을 거쳐 

Table 형태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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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Mobile 환경 구축 

PhoneGap을 이용하여 Web App과 Native App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Hybrid App의 형

태를 구축하였다. 또한, 서버와의 연동을 통해 Client가 요청하는 Data를 자유자재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XMLHTTPRequest 방식을 이용하여 Server와 Data를 주고받을 수 있게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Stock Chart를 구현하기 위해 jQuery에서 제공해 주는 jqplot라는 

Chart Library를 이용하다. 그 결과 현재 Candle Chart 구현까지 개발하였다. 

 

 

2.2 수행내용 

2.2.1  국내 시장 주가 Data 파서 개발 

 주가 지수 해당 종목  

주가지수(KOSPI200, KOSDAQ1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한국증권거래소(http://www.krx.co.kr)에서 엑셀 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여기서 받아온 종목에 종목코드를 저장하여 Naver, Daum, Nate 증권에서  

제공하는 일자 Data를 파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3개의 검색엔진에서 주가 Data를 받아옴으로써 최대한 많은 주가 정보를 받아  

올 수 있도록 하며, 잘못된 Data를 거르고 Null값을 채울 수 있다. 

 

 

<그림 1.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받은 엑셀 문서>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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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Data 파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받아온 종목 코드를 이용한다. 받아온 종목코드를 이용해 Naver, 

Daum, Nate의 URL을 분석한 후 Get 방식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가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파싱하여 저장한다. 

Naver, Daum, Nate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들 중 Aropa에서는 종가, 전일비,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에 대한 정보를 받아 저장한다. 

 

.example 

http://finance.naver.com/item/sise_day.nhn?Code=005930&page=1 

   

   URL에서 일자별 Data를 나타내는 주소를 불러와 Code를 해당 종목으로 바꾸면  

   그 종목에 대한 일자별 Data가 나오고 1 page당 10개의 정보를 제공한다. 

   Page의 Count를 늘려서 Data가 없을 때까지 주가 Data를 받을 수 있다. 

 

 

 
<그림 2. 접속된 URL 화면> 

 

http://finance.naver.com/item/sise_day.nhn?code=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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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싱 화면> 

 

2.2.2  SCTR 구현 

 Long-Term Indicators (weighting) 

-  Percent above/below 200-day EMA (30%) 

- 125-Day Rate-of-Change (30%) 

 Medium-Term Indicators (weighting) 

- Percent above/below 50-day EMA (15%) 

- 20-day Rate-of-Change (15%) 

 Short-Term Indicators (weighting) 

- 3-day slope of PPO-Histogram (5%) 

- 14-day RSI (5%) 

 

위 제시된 6가지 지표를 국내 주가 지수에 적용 가능하도록 JAVA로 프로그래밍하여 SCTR 점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점수를 통하여 순위를 정하고 순위가 높은 순으로 수익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Web Browser에 띄워서 Table로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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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eb Browser 를 통하여 SCTR Table 구현> 

 

 SCTR 사용법  

1) 국내지수 선택 : 사용자가 보고 싶은 국내지수를 선택하면 선택된 종목 내에서 

SCTR 점수를 계산하여 보여준다. (ex) KOSPI50) 

2) 날짜 선택 : 보고 싶은 시기의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으로 가장 최신의 

SCTR점수를 보여준다. 

 

 SCTR 의미 

1) SCTRs     : 0~99.9로 구성되어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은 높은 상승세를 의미. 

2) Change    : 전일 대비 SCTR의 순위 상승률을 의미. 

3) 종가변화량 : 전일 대비 종가 퍼센트 변화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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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종목별 일자 정보 

  종목의 주가 정보 제공 

SCTR에 포함된 종목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고 정보를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Server가 Data를 전송해주면 웹 페이지는 SCTR Table을 통해 요청한 일

자의 종목 정보를 보여주도록 한다.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 Naver, Daum, Nate 증권에서 제공하는 주가 정보를 일자별로 

날짜, 종가, 고가, 저가, 시가, 거래량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정리

하여 사용자에게 Table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공한다. 

 

 

 

 

 

<그림 5. Web Browser 일자별 Data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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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의 패턴 정보 입력 

종목이 상승, 하락 또는 변화가 없는 패턴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TA(Technical Analysis) Pattern Library를 이용하여 종목에 대한 패턴 정보를 저장한다. 

 

 

<그림 6. 패턴 Update> 

 

 패턴 정보 

- Z(Zero)  : 패턴이 없음을 의미. 

- P(Plus)  : 상승 패턴을 의미. 

- F(Find)  : 신호가 존재함을 의미. 

- M(Minus): 하락 패턴을 의미. 

  

 

2.2.4  Mobile 환경 구축 

 Hybrid App 형태 구축(Web App의 형태에서 Native App 형태로 구축) 

Web App의 형태로 개발을 한 후, Hybrid App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현재 Phonegap

을 이용하여 Web App의 형태에서 Native app의 형태로 크로스 플랫폼 형태를 구축

하는 과정을 실제 개발했으며, 현재 IOS와 Android에서 각각 개발 중이다.  

(Phonegap –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모바일 개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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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와의 연동 

현재, Ajax를 이용한 개발형태 중 ajax, json 또는 jsonp을 이용한 개발방법을 통해 서

버와 송수신 요청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상의 문제로 인해 현재는 기존의 

계획했던 방식이 아닌 Ajax의 XMLHTTPRequest 방식을 사용하여 Server와 연동했으

며, Data 송·수신의 방식은 GET방식과 POST방식 중 GET방식을 이용하여 Data를 요

청 및 수신하는 과정까지 마쳤다.  

     (Ajax – 대화식 웹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웹 개발 기법)  

 

 

 Stock Chart 구현 

Stock Chart를 구현하기 위하여 Aropa에서는 jQuery에서 제공하는 Chart Library를 이

용하여 Graph를 그려줄 예정이었으며, 현재 여러 Chart Library 중에서 jqplot Library

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현재 주식 Candle의 형태 구성 및 적색과 청색을 이용한 음

봉과 양봉 표현까지 구현하였다. 

 

 

<그림 7. Application Candle Chart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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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Algorithm의 변화(SCTR+보조지표 -> SCTR) 

SCTR 공식을 활용하여 종목의 수익성을 판별하고 이 지표와 더불어서 보조지표를 사용

하여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SCTR에 중점을 두고 이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오직 SCTR만을 활용하여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DATABASE engine(InnoDB -> MyISAM) 

MyISAM의 장점으로 저장 가능한 레코드 수가 InnoDB보다 많다. 또한 Data를 읽을 때 

MyISAM은 Table 단위로 lock을 걸어 갱신, 삽입, 삭제는 느리나 우리 프로젝트의 특성

상 한번 저장해 두면 수정이 많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MyISAM 엔진으로 재구축하였

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SCTR 점수 분석 

종목에 대하여 SCTR 계산을 통해 얻은 값과 실제 주가 Data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패

턴을 뽑아 내어 매수 혹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HTML5 Candle Chart 그리기 

Web과 Mobile환경에서 보여줄 Candle Chart를 그리고, Technical Analysis를 통해 계산

된 보조지표의 선도 그려준다. 

 

 SCTR 및 주식 설명 

사용자가 SCTR Table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SCTR의 의미와 사용법을 설명하

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Data를 가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