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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A System 
For Recommending Stock Using S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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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WEB APP

SCTR(Stock Charts Technical Rank)
     - 주가 지수 내에서 주식의 상승강도를 점수화하여 순위로 나타낸 것

WHO

SCTR Oscillator = SCTR value - close

SCTR = 1) + 2) + 3) +4) +5) + 6)
1)Percent above/below 200-day EMA(30%)
2)125-day Rate-Of-Change(30%)
3) Percent above/below 50-day EMA (15%)
4) 20-day Rate-Of-Change (15%)
5) 3-day slope of PPO-Histogram (5%)
6) 14-day RSI (5%)

SCTR Value =    

CLOSE = 

주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개인 투자자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 모델을 
개발하자!

SCTR를 이용한 
추천 종목과 종목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Web과 
App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기대효과
➤ 다양한 방식으로 주가 Data를 분석하여 투자에 도움을 준다.
➤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 전문성이 없는 소규모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종목을 알려준다.
➤ Hybrid Application 개발 방식을 사용함으로 
    다양한 Device에서 적용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Genetic Algorithm
 - 수 없이 많은 해 중 최적의 해를 찾아내는 알고리즘

Result
- SCTR와 GA를 사용하여 종가를 가장 잘 대변하는 Graph를 찾아 
   매수・매도의 기준이 되는 Oscillator의 값을 계산하여 추천

초기집단의 생성
- 유효한 해를 랜덤하게 생성

적합도 평가 
- 모의투자를 진행 후, 수익률로 적합도 계산

정지조건
- 개발자가 지정한 GA의 반복 횟수

재생산
- 현재 해에서 임의의 교차할 두 해를 선택 

교배
- 이점 교차를 통해 부모 해의 특징을 갖는 자식 해 생성

돌연변이
 - 일정 확률 이하의 해에 대해서 보수 연산 실행 

Recommendation

Main SCTR

Graph

Description

Daily Price

Recommendation

SCTR Graph

Symbol Price

SCTR에 종가가 회기한다.
- 둘은 만나려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Oscillator를 계산한다.
- SCTR Value와 종가의 차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GA를 이용여 상한선, 하한선을 구한다.
- 매수, 매도의 기준이 되는 상한선, 하한선을 구할 수 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추천한다.
- Oscillator가 상한선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매수를 추천하
고, 하한선을 기준으로 내려가면 매도를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