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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수 많은 주식 종목이 상장되고 폐지되는 가운데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직관적으로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주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묻지마 투자’는 자산을 증대시키기보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 즉 소자본 개인 투자자들

에게 많이 발생된다.  

투자자가 주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큰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종목 추천 방법에서는 기존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여 적용함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주식 종목 추천 사이트와  

차별성을 가진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참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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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남녀노소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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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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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사람들은 자산에 투자를 하여 더욱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이다.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식 투자하는 인구도 늘어나 주식 거래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자료.2> 

 

 

주식은 짧은 시간에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유용한 재테크 중에 하나로 꼽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많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자본의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거나 묻지마 투자를 하여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2>에서 보듯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보통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 안정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직관이 아닌 시스템화하여 계산된 가장 좋은 종목을 사용자에게 

추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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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주식 투자할 때에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검증된 모델에 의해  

시스템화하여 추천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우리가 추천해 준 종목에 대하여 매수 매도 시기를 정하고 주식 분석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과거 데이터의 추세를 보여주고 다양한 보조지표를 시각화하여서 사용자가  

주식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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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점수가 추세보다 주가가 상승한 종목임을 나타낸다. 

SCTR 점수는 KRX(한국거래소)에서 정한 KOSPI200, KOSPI100, KOSDAQ100, KRX100 등  

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를 적용하여 SCTR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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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큰 부실한 회사에 대하여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국내지수 시장에 대하여 Stock Charts 기술 순위(SCTRs)를 테이블로 보여주고 종목을 

추천하며 각 종목에 대하여 보조지표를 시각화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App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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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를 예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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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ication (Android & IOS)   

 스마트폰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Display의 Size를 고려하여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한다. 우리의 App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우

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테이블과 그래프를 시각화 하고 기타  

정보는 Web Site를 방문하게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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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종목추천 모델 분석 

 기존에 시스템 되어 있는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수익률을  

검증하여 우리 모델에 적용한다.  

 

적용 이론은 SCTR(Stock Charts Technical Rank)로 이는 주가 지수 내에서 주식의 상승

강도를 점수화하여 순위로 나타낸 것으로 보통 ‘스쿠터’라고 불린다. 이러한 방법론은 

존 머피(John Murphy)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한 종목에 대하여 기간을 장기, 중기, 단

기 지표로 나누어서 총 6개의 주요 지표에 의하여 계산된다. 이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 SCTR이다.. 

 

Stock Charts Technical Rank(SCTR)를 계산하는 방법은 종목에 대하여 여섯 가지의 

기술적 지표에 따라서 채점이 이루어진다. 여섯 지표는 세 그룹(장기, 중기. 단기)으로 

나뉘어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계산된다. 

 

 

⓵을 예로 들면 어느 주식의 현재 종가가 200일 EMA보다 10% 위에 있으면 전체 지표 

점수의 (10 X 0.30 = 3.0)에 3.0점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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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의 경우 20일의 ROC가 –7%인 경우 전체 표시 점수(-7 X 0.15 =-1.05)에 부정적인 

1.05점을 기여할 것이다. 

 

⓵~⓺까지 계산된 점수를 바탕으로 KOSPI200 과 같이 자신의 그룹 내에서 순위가 

결정된다. 높은 점수가 나온 종목은 그 종목의 과거 패턴에 비하여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EMA(Exponential Moving Average) 

{최신 종가     (이전 값)}  가중치    (이전 값) 

가중치  
 

  기간   
 

 최초 계산할 때의 EMA의 이전 값은 MA(Moving Average)로 한다. 

 n기간에서 n을 정하면 MA도 n기간과 같이 한다. 

 EMA는 주가 흐름에 대한 추세를 평균적으로 나타낸다. 

 

 ROC(Rate Of Change) 

 
종가  기간 뒤의 종가

 기간 뒤의 종가
   00 

 

과거와 현재의 가격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다. 

 

 PPO(Percentage Price Oscillator) 

  
9일       6일    

 6일    
    00 

𝑆𝑖𝑔 𝑎𝑙 𝑙𝑖 𝑒    일의 𝑃𝑃𝑂     

𝑃𝑃𝑂 𝑂𝑠𝑐𝑖𝑙𝑙𝑎𝑡𝑜𝑟  𝑃𝑃𝑂  𝑆𝑖𝑔 𝑎𝑙 𝑙𝑖  

 

서로 다른 두 기간의 상품값에 대한 이동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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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I(Relative Strength Index) 

  

 00   
 00

  𝑅𝑆
 

 

𝑅𝑆   
 𝑣𝑒𝑟𝑎𝑔𝑒 𝑔𝑎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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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의 상태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 

 

 SCTR와 주가의 상관관계 분석 

SCTR만을 활용하여 새로운 매매 기법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분석 단계로 실제 주가와 

SCTR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1> 

그림1은 안랩(안철수연구소)의 주가(종가)와 SCTR값을 2010년 11월 8일부터 2013년 4월 

10일까지 600일간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SCTR의 공식은 과거의 주가흐름(장기, 중기, 단기)을 반영하여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주가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활용하여 미래의 주가흐름을 

SCTR를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2010년 11월 8일부터 301일이 지나는 날까지의 주가와 

SCTR의 흐름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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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주가가 과거의 흐름과는 맞지 않게 여전히 상승된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SCTR는 주가의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SCTR가 내려갔

다는 것은 실제 종가도 과거의 흐름대로라면 SCTR의 흐름과 같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그림.2> 

그림2는 현대모비스의 주가(종가)와 SCTR값을 0부터 100까지 값으로 환산하여  

2010년 11월 8일부터 2013년 4월 10일까지 600일간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주가와 SCTR의 값이 2010년 11월 8일부터 50일이후까지 SCTR가 실제 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흐름을 찾아 SCTR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CTR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종가가 아래에 형성되어 있으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래의 주가 흐름을 찾으려는 주가의 특성으로 인해서 SCTR와 종가가 만나는 것을  

알았다. SCTR와 주가가 비슷하게 일치되어 유지되는 종목은 대부분 주위 시장이나  

기타 위험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대형주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에 주위 시장이나 기타 위험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폭이 커지는 테마주 이거나 부실

한 종목에서는 SCTR와 주가 일치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림2에서는 2010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SCTR가 종가보다 큰 차이로 높게 형성되었다

면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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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그림3는 오리온의 주가(종가)와 SCTR값을 0부터 100까지 값으로 환산하여  

2010년 11월 8일부터 2013년 4월 10일까지 600일간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주가는 2010년 11월 8일부터 600일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SCTR 값은 400일 이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SCTR와 주가가 만나려는 특성에 의해서 주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CTR & 주가(종가) 오실레이터(Oscillator) 활용  

위에서 분석된 그림1, 그림2, 그림3의 공통점은 주가와 SCTR값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매

수와 매도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값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만나려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좁아지거나 크로스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oscillator를 활용하는 방

법을 고안했다.  

 

주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동평균 oscillator는 단기 이동평균값에서 장기 이동평균값

을 뺀 값이다. 이용방법은 oscillator의 값이 0이 되는 시점에서 매입신호나 매도신호를 포착

하는 방법으로 oscillator의 값이 (+)에서 0선을 돌파하여 (-)의 값으로 바뀌는 순간이 매도거

래의 최적시점이며, 반대로 (-)에서 0선을 돌파하여 (+)으로 바뀌는 순간이 매입 거래의  

최적시점이 된다. 

 

이동평균 oscillator의 방법을 응용하여 SCTR와 종가의 차이를 빼는 값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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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그림4는 그림1에 나타난 주가종목 안랩(안철수연구소) 정보에 oscillator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추가한 것이다. SCTR와 주가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차이가 많이 날수록 

강력한 매매 신호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4로 인해 우리는 301부터 501사이까지 oscillator의 값이 음수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가가 현재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의미한다.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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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는 그림3에 나타난 주가종목 오리온 정보에 oscillator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추가한 것이다.  

 400일 전에는 oscillator 값이 양수의 값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 매수를  

추천할 수 있으며 400일 이후부터 oscillator 값이 음수 값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예상하여 매도를 추천한다. 

 

 계산방법 

𝑆𝐶𝑇𝑅 𝑂𝑠𝑐𝑖𝑙𝑙𝑎𝑡𝑜𝑟  𝑆𝐶𝑇𝑅 𝑣𝑎𝑙𝑢𝑒  𝐶𝑙𝑜𝑠𝑒 (종가) 

SCT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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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SCTR = (⓵ + ⓶ + ⓷ + ⓸ + ⓹ +⓺) 

⑧ SCTR value = { (SCTR-SCTR최소값) / (SCTR최대값-SCTR최소값) } * 100 

 

Close     = { (종가 – 종가최소값) / (종가최대값 – 종가최소값) } * 100 

 

 결론 

 

 국내 지수에 포함된 종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신생 기업이나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등락폭이 커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중견기업이상의 우량주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발표

하는 국내지수에 포함된 종목에 한하여 분석한다. 

 

 지수 중에 Oscillator 값이 가장 큰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KOSPI200으로 분석하면 20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온 

oscillator를 추천한다. 

양의 oscillator 값이 큰 경우 :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어 매수를 추천한다. 

음의 oscillator 값이 큰 경우 :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매도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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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양의 Oscillator 값이 큰 경우 그 종목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매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는 주가가 SCTR value에 비해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오를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라는 신호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의 제정부실이나 경영실패로 인해서 주가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상황으로는 상장폐

지가 될 우려가 있다.     

 

 Oscillator 값이 작은 값은 주의해야 한다. 

 

개인의 관심 종목을 분석할 때 Oscillator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큰 값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잘못된 매매 신호일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가 

추천하는 종목이 아닌 개인이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하여 Oscillator를 활용할 때에는 

과거에 형성되었던 Oscillator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SCTR Oscillator는 종목마다 형성되는 Oscillator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기준을 선정하기는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ropa 팀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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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netic Algorithm 

 

     <유전알고리즘 흐름도> 

 해란 무엇인가? 

단 하나의 해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개의 해 중 하나만 요구하는 문제도 

있다. 일차 방정식에는 해가 하나뿐이다. 이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최대 두 개다. 

반면 순회 세일즈맨 문제는 해가 수없이 많다. 다만 이 수없이 많은 해 중 어떤 

것은 품질이 좋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들 중 가장 품질이 좋은 해

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없이 많은 해가 존재하고, 그 중 가장 좋은 해를 찾

는 것이 최적화(optimization)문제다. 유전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최적화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초기집단의 생성 

수많은 해가 존재하는 문제 중 가장 좋은 해를 찾기 위해 초기 해 집단을 생성한

다. 정해놓은 인구수(해 집단의 크기)만큼 무작위로 해를 생성하여 저장해 놓는다. 

 

 적합도 평가 

해 집단 내에 있는 유전자(해)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각 해를 문제에 적용하여 도

출되는 결과를 보고 적합도를 정한다. 순회 세일즈맨 문제의 경우 각각의 해를 적

용하여 나오는 이동 거리를 보고 적합도를 계산 하게 되는데, 이동거리가 가장 적

은 해의 적합도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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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조건 

유전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는 생물의 진화 과정을 문제 해결과정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문제 해결상의 임의의 해를 유전 알고리즘이 이해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

을 염색체라 부르는데, 이 염색체들은 교차, 변이 연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 

집단을 교차연산, 변이연산 후 적합도를 평가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1세

대가 지난 것이다.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해를 구할 때 인구수 X, 세대수 

N을 정하는데 X와 N의 크기가 클수록 성숙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N의 크기가 너

무 적으면 설익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사용자가 정한 N이 

정지 조건의 변수가 되며, 흐름도를 따라 진행 하면서 N세대를 지났는지 판단하

여 알고리즘을 종료 한다. 

 

 교배 

교차는 두 해의 특징을 부분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해를 만들어 내는 연산이다. 

교차연산자를 선택 또는 고안하기 전에 먼저 문제의 표현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

다. 전형적인 교차 연산은 일차원 스트링 상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교차 연산은 일점 교차 이다. 두 부모해의 동일한 위치에 자름선

을 정한다. 이 자름선은 각 부모해(위의 두해)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각 부모

해로부터 한 부분씩 가져와 합치면 새로운 해(아래의 해)가 하나 만들어 진다.  

 

 

 변이 

교차는 두 부모 해의 속성을 부분 복사해 새로운 해를 만든다. 따라서 교차로 만

들어지는 해의 유전자는 모두 부모해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면 부모 해의 

유전자들을 좋은 방향으로 결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모 해에 없는 유전자를 

도입하기가 힘들다. 변이 연산은 부모 해에 없는 속성을 자식 해에 도입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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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가장 간단한 변이 연산을 소개 하면, 염색체의 가장 외쪽 유전자로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유전자에 대하여 [0.1) 범위의 난수를 만들어 낸다. 미리 정한 

임의의 임계값, 예를 들어 0.015 미만의 수가 나오면 해당 유전자를 임의로 변형

시킨다. 그 이상의 수가 나오면 해당 유전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

래 그림은 간단한 변이 연산의 예다. 10개의 유전자중 단 하나만 변이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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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 기술 

 HTML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이다.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이 언어를 사용하였다. 

 

 CSS 

웹 문서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미리 저장해 둔 스타일시트이다. 문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세세한 스타일 지정의 필요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JavaScript 

웹 문서를 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이다. 동적인 문서를 표현하는

데 각 페이지 안에서 움직이도록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속도 개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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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로부터 요청을 하면 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서버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서 요청에 따른 처리방식을 더 쉽게 구

현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정적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페이지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해당 페이지를 검색해서 HTML 문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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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웹 페이지로부터 요청을 하면 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서 요청에 따른 처리방식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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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ication 기술 

 하이브리드 App 개발 

모바일웹 App의 최대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고유기능인 하드웨어

적 성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나온 방식의 App 개발 

형태이다. 

모바일 Web App으로 만들어진 것을 크로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네이티브 App

으로 변환시킨 App을 하이브리드 App이라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App의 특징 

 

장점 

구동속도가 제법 빠르며,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 받을 수가 있다. 또한 항상 고

정되어 변하지 않는 요소들은 App으로 개발하여 사전에 배포하고 추후 변동되

는 내용만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App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나 추가개발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App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 

 

 

 

단점 

자체 사이트만 지원하므로 타 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크로스 플랫폼의 종류인 폰갭, Appspresso, 티타늄 등을 이용하여 개발하기 때

문에 크로스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Aropa  

역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App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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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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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의 Web App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PhoneGap 개발 방식 및 지원 API 

폰갭을 이용해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려면 웹 표준을 준수하는 HTML5, CSS, 

JavaScript 로 사용자 App 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App 은 

PhoneG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패키징하고, 웹킷(Webkit)이 제공되는 

브라우저가 탑재된 디바이스에 배포되어 웹 컴포넌트(WebView) 기반으로 

실행된다. 

 

 

 

 jQuery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로써,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간편하게 활용한 개발이 

가능하고, 여러 효과와 이벤트를 활용을 하기 위해 jQuery 라이브러리를 추가하

여 사용. 

 

 jQuery Mobile 

jQuery Mobile은 Mobile Web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JavaScript 

Framework 이다. jQuery Mobile은 기존의 jQuery 진영에서 직접 개발한 

Framework로 네이티브 App 수준의 모바일웹 App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UI 컨

트롤과 Event 처리, 애니메이션 효과 및 자동 네비게이션, Ajax 통신 등 Mobile

에 최적화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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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jQuery Mobile은 jQuery의 기능에 모바일 플랫폼 기능이 추가된 프레임워크

 로 HTML, CSS, JavaScript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HTML 태그로부터 시작한다.  

기존의 HTML 태그에 HTML5 속성과 CSS 클래스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모바일 

기반의 UI를 표현할 수 있다.(Markup 기반)  

 

jQuery Mobile은 W3C의 접근성 권고를 따르며 키보드, 스크린 리더 등과 같은 

기기로 Application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jQuery Mobile의 라이브러리는 크기를 최소로 유지하고 있다. 라이브러리의 경

량화는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고 다운로드 속도를 향상시키는 강점이 있

다. jQuery Mobile은 더욱 빠른 다운로드를 위해 별도의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지원되는 기기는 iOS 기반  모바일기기, Android 기반 모바일기기, 

Blackberry 6, Palm WebOS, Android 기반의 Opera Mobile(10.1), Opera 

Mini(5.02), Firefox Mobile(beta)가 있다. Window Phone7, Blackberry 5, 

Nokia/Symbian 와 같은 기기는 앞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Ajax 

대화식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기법으로 Aropa에서는 서버와의 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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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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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1. 시스템 구조 

 

KRX(한국증권거래소)에서 국내지수에 포함된 종목 list를 받아 list에 포함된 종

목의 일자 주가 데이터를 naver와 daum, nate 웹 페이지에서 parsing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 주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버에서 계산되어 Android와 

IOS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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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bases 구조 

 

 

 

- nameCode: 종목에 대한 이름, 코드,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majorMarket: 주요시장의 날짜 거래가, 거래량, 거래대금의 정보를 담고 있다 

- category: market별 종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marketValue: 각 market에 고유한 Value를 부여한 정보를 담고 있다. 

- naver: naver에서 읽어온 정보로, 종목, 날짜 별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패턴 등을 담고 있다. 

- sctr: server에서 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SCTR점수와 각 market에서의 등수와 등락률, 

전날 대비 종가 변화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investment: 100점으로 환산된 종가와 SCTR점수, Oscillator의 정보를 담고 있다. 

- GaResult: genetic Algorithm을 적용하여 구한 rate, shift, 상한가, 하한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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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활용/개발된 기술 

1. Genetic Algorithm 

 Genetic Algorithm 적용 

종가 Graph는 SCTR 점수 Graph로 회기 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Aropa에서는 SCTR점수와 종가의 차이인 Oscillator를 구하여 종목의 매도, 매수 

추천을 한다. 이때 종가와 SCTR Graph의 Y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0~100 으로 

두 Graph의 Y축을 변환 한다. 이때 두 Graph를 단순히 0~100으로 환산 하는 것

이 아니라 SCTR Graph를 0~100으로 환산한 후에 X배를 하고 S만큼 Y축을 이동

시킨다. 이는 모의투자를 할 때에 가장 수익률을 잘 나타내 주는 Graph의 비율과 

위치를 찾기 위함이다. 

 

 Genetic Algorithm 유전자(해) 

종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SCTR Graph를 찾기 위해 우선 rate 와 shift를 유전자의 

구성에 포함 한다. 또한 모의투자를 진행 하면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

도록 하는 Oscillator의 상한선과 하한선까지 유전자의 구성 목록에 포함한다. 

따라서 유전자(해)는 rate, shift, 상한선, 하한선으로 총 4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

다. ,rate와 shift는 double형 변수로 이진수로 표현 하였을 경우 각각 64bit이며, 

상한선과 하한선은 int형 변수로 각각 32bit이다. 따라서 유전자는 총 192bit 이진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차, 변이 연산을 할 때 이진수로 변환되어 계산한

다.  

 

 교차 연산 

유전자는 총 192bit의 이진 String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교차 연산을 하기 위해  

해집단에서 2개의 해를 선택한다. 가장 좋은 해는 유지하면서 2번째로 좋은 해부

터 제일 좋지 않은 해 중에서 Random하게 2개의 해를 선택한다. 선택된 유전자

의 정보를 이진수로 변환하여 이점교차를 이용하여 두 변수를 교차 연산 한다. 

다음은 이점교차의 간단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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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교차점을 Random하게 발생하여 자름 선 사이의 값을 서로 교차하여 새로

운 해를 만들어 낸다. 만들어진 자식 해는 두 부모 해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선택연산 

선택 연산은 교차에 쓰이는 두 개의 부모 해를 고르기 위한 연산이다. 다양한 선

택 연산들이 있으나 공통된 원칙은 우수한 해가 선택될 확률이 높아야 한다는 것

이다. 품질 비례 룰렛휠 선택은 가장 대표적인 선택 방법이다. 각 해의 품질을 평

가한 다음 가장 좋은 해의 적합도가 가장 나쁜 해의 적합도의 k배가 되도록 조절

한다. 적합도 평가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각 해의 적합도를 구한다. 

 

 

 

 

염색체의 적합도를 모두 합한 값만큼의 크기를 가진 룰렛휠을 가정한다. 각 염색체

는 적합도에 비례해서 룰렛휠 상의 공간을 배정받는다. 여기에 활을 쏘면 각 염색

체의 선택 확률은 배정된 공간의 크기에 비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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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lication 기술 

 jqplot 

jqplot이란 jQuery에서 제공해주는 자바 스크립트 프레임 워크 Plotting 및 차트 

Plugin이다. jqplot는 jQuery를 jqplot는 많은 기능과 아름다운 선, 막대 및 파이 

차트 등 다양한 차트 옵션들을 제공해준다. 

이 중 Aropa에서는 주식과 관련되어 사용자가 값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CandleChart 및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마크업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 종목의 정보들을 XMLHttpRequest를 통해 받

아서 jqplot 플러그인 내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에 적용시켜 자동으로 Candle 

Chart와 각 날짜별 EMA 선을 나타낸다. 

 

 

 

 

 XMLHttpRequest 

XMLHttpRequest는 브라우저가 웹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컴포넌트로써, Ajax 기

술 중 핵심기술이다.  

XMLHttpRequest는 동기방식과 비 동기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동기 방식은 사용자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

는 방식이며, 비동기 방식은 사용자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한 후 응답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 외의 데이터 전송방식에 Get방식과 Post방식이 있다.  

Get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요청할 때 URL의 뒷부분에 요청하고자 하는 

Parameter를 적어서 넘겨주는 방식이며, Post방식의 경우는 URL 뒤에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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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Parameter를 함께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요청영역을 이용해 Parameter

를 함께 전송해주는 방식이다.  

Aropa에서는 Get방식과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여 서버와의 통신을 하며, Client의 

요청 할 때마다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개발하였다. 

 

 localStorage 

App에서 관심종목 파트를 작성하기 위해 Web Storage 중 localStorage를 사용

하였다. Web Storage는 일종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베이스로써 저장된 데

이터들은 서버가 아닌 각 사용자 브라우저에 보관된다. 일반 데이터베이스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Key-Value 형식으로 보관/갱신/호출한다는 점이다.  

WebStorage는 localStorage와 sessionStorage로 구분되는데, 2가지 방식의 차이

점은 브라우저가 완전히 종료되고 난 후에도 데이터가 유지 유/무 차이다. 

localStorage의 경우 영구저장소이고, sessionStorage의 경우 임시저장소이다. 

Aropa가 개발한 관심종목은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종목을 영구적으로 저장 및 

관리해야 하므로 localStorage방식으로 개발을 하였다. 

 

 

 

 

 

 

 

 

 

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국내 지수 업데이트 

- 국내 지수는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6월에 업데이트 된다. 기존에 SCTR를 

계산한 종목이 6월에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등록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결방안: 업데이트 되어 새로 등록된 종목을 매년 1회 업데이트 실시하고 그 종목의 

일자데이터를 새로 받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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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결과물 목록 

1. Application  

 

       

하이브리드 앱을 통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두개의 디바이스에서 같은 화면을 가진 앱을 

개발하였다. 앱에서는 각 종목별(KOSPI, KOSDAQ 등)의 SCTR 테이블과 관심종목, 

종목찾기, 이날의 추천 종목 등을 보여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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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목명과 날짜를 입력하는 창을 만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종목과 날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SCTR 테이블을 통해 SCTR 공식을 계산하여 나타낸 등수를 기준으로 종목별로 기타 정

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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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목마다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Candle Chart와 날짜 별 EMA를 그래프로 표

현하여 사용자의 분석이 용이하게끔 돕는다. 

 

 

관심종목 파트에서는 사용자가 주로 관심을 갖는 종목을 따로 저장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종목 대해 빠른 검색을 돕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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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종목의 경우 관심종목리스트에 저장된 종목만 세부정보 검색이 가능하므로, 종목 찾

기 부분을 만들어 관심종목 외의 특정종목에 대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종목 검색 및 세

부정보 확인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 

 

종목추천 파트에서는 국내 지수 종류별로 그날의 매수∙매도 추천 종목과 코드들에 대해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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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 Browser 

 main page 

  

  

  

  

  

  

  

  

  

  

  

  

  

  

  

  

  

Aropa 웹 메인 페이지이다. Aropa 로고 밑에 menu bar가 위치해 있고 주식에 대한 공지

사항을 움직이는 태그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KOSPI50, KOSDAQ100, KOSPI100, 

KOSPI200에 대한 매수와 매도의 추천 종목을 5개의 순위로 볼 수 있다. 

다음 테이블들에서는 KOSPI50, KOSDAQ100, KOSPI100, KOSPI200의 매수 매도에 대한  

5개의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총 4개의 테이블로 나뉘었다. 각 종

목에는 Oscillator, Genetic, 수익률, 상한선, 하한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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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TRS page 

 

SCTRs 페이지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보기를 원하는 주식과 자신이 원하는 날짜

를 입력하여 view를 클릭하면 SCTR 공식을 적용하여 높은 순서대로 테이블 형태로 보여

준다. 그리고 각 종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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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Price 

 

Market Price 페이지이다. 처음 페이지에서는 경방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며 오른쪽 검색 

창에서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여 정보를 볼 수가 있다. 둥근 박스 안에는 오늘의 

종가를 적색으로 표현하였고 그 전 날에 따른 종가 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오늘의 고

가, 저가, 시가, 거래량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보여지고 있는 차트는 오늘부터 약 4년전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온 stock candle 

차트이다. 이 차트에서는 이동평균, Bollinger Band, Parabolic SAR에 대한 그래프도 함께 

볼 수 있으며, 보조지표로는 거래량, MACD, RSI, OBV, ADX, S STC, S&C, CCI, Williams, 

DMI TRIX, ROC에 대한 차트를 stock candle 차트 밑에 하나씩 볼 수 있다. 옵션에서는 

각 차트의 candle에 대한 정보 창과 하이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한다. 그리고 이 

차트를 확대, 축소하여 볼 수 있으며 하루씩 옆으로 넘기는 기능과 한달 씩 넘겨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 아래 표에서 이 차트에 따른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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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page 

 

SCTR에 대한 설명과 SCTR에 적용된 국내 지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페이지. 

 About us 

 

ABOUT US에서는 팀 AROPA의 사진을 볼 수 있고 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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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주식 투자의 위험률을 줄일 수 있다.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추천 대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국내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대상으로 계산하여 

금새 상장폐지 되는 확률을 줄였다. 

 

 종목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다.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검색하여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캔들 차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다. 또한 각 종목에 대하여 각종 보조지표와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사용자 개인이 종목을 분석하는 것에도 용이하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web에 경우에는 PC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web browser가 다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세계 점유율 1위 browser인 IE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에서도 우리 web page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Application을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O/S인 Android과 IOS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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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일정에 맞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가? 

 

초기에 작성한 계획서 마일스톤 일정에 근거하여 일정보다 일주일 더 빠르게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팀 간의 역할 분담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역할을 크게 Server part와 web part와 Application part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계획한 대로 완성되었는가?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하여 web과 application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본래 목적인 

새로운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검증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바로 활용 가능한가? 

 

웹 사이트는 http://203.246.112.174:8080 에 접속하여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와 iPhone 어플리케이션은 추후 마켓과 앱 스토어의 등록할 예정이다. 

 

 

 

 

 

 

 

 

 

 

 

 

http://203.246.112.17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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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1. Mobile Application 

 

 

 

 

 

 

 

 

 

 

 

 

 

 

 

 

 

 

Aropa App을 실행하는 초기 화면이다. Aropa 로고가 mobile 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그 

하단에 메뉴가 SCTRs, 관심종목, 종목찾기, 추천, About US로 구성된다.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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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TRs  

       

1. SCTRs 메뉴를 클릭할 경우, 국내지수와 날짜 입력을 입력할 수 있는 Text Box가 존재한다. 

2. Box를 클릭하여 원하는 국내지수와 날짜를 입력한다. 

3. 원하는 국내지수와 날짜를 입력 후, 하단에 존재하는 SCTRs 버튼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요청한 날짜의 국내지수 내 데이터의 SCTR 테이블이 나타난다. 

 

 

1. 요청한 날짜의 국내지수 SCTRs 테이블이 나타나면, SCTR 공식이 적용된 등수에 따라 국

내지수의 값들이 정렬되어 있다. 

2. 테이블 내에는 각 종목명과 그 종목들의 전일 대비 등수의 변동상황과 종가 변동 비율들

이 포함되어있다. 

3. 각 종목에 대해 상세정보를 확인하려면, 종목명을 지닌 열을 기준으로 클릭을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Implementation Of A System  

For Recommending Stock Using SCTR. 

팀 명 Arop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3-05-28 

  

캡스톤디자인 I Page 42 of 49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종목의 세부정보를 보기 위해 종목을 지닌 열을 클릭할 경우, 해당 종목의 상세

정보와 그 종목의 Candle Chart와 각 기간에 따른 EMA를 나타낸 그래프를 볼 수 

있다. 

2. 그래프의 상단에 존재하는 버튼(+, -, <, >)을 통해 그래프를 움직일 수 있다. 

(+) 버튼 – 그래프를 확대하여 볼 수 있다. 

(–) 버튼 – 그래프를 축소하여 볼 수 있다. 

(<) 버튼 – 과거의 날짜의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버튼 – 만약 그래프가 과거를 나타낸다면, 점차 현재에 가까운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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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종목 

 

1. 관심종목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좌측엔 종목리스트가 나타나고, 우측엔 사용자가 

저장해놓은 관심종목리스트가 나타나게 된다. 

2. 사용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종목을 상단의 Text Box에 직접 입력하거나 종목리스트를 

직접 찾아 클릭을 하여 종목을 검색할 수 있다. (단, 종목리스트의 종목들은 단지 관

심종목추가를 위한 검색기능만 있고, 상세정보 검색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검색을 마치면, 종목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관심종목리스트에 

저장한다. 

4. 종목초기화 버튼을 클릭할 경우, 관심종목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모두 초

기화 된다. 

5. 관심종목리스트에 존재하는 종목 중 특정종목을 삭제하려면 관심종목 리스트에 존재

하는 종목명 옆의 X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한다. 

6. 관심종목리스트의 종목들을 클릭할 경우, SCTRs메뉴에서와 같이 해당 종목의 상세정

보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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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종목 

 

관심종목의 경우, 종목리스트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특정 종목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1. 종목리스트 내의 종목들을 검색하는 방식은 상단의 Text Box를 클릭하여, 종목 명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종목리스트를 직접 찾아 클릭하는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2. 각 종목을 클릭할 경우, 종목에 해당하는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추천 

 

1. 종목추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늘을 기준으로 국내 지수별 매수매도 추천 종

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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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 Browser 

  메인페이지 

 

 

 

 

 

 

 

 

 

 

 

 

 

 

 

 

 

 

 

 

 

1. 메인페이지에서 국내지수별 오늘의 추천종목을 소개하며, 하단에는 대표적인 국내지수   

4개의 매수, 매도 추천테이블을 한번에 보여준다. 

2. 추천종목의 내용을 지닌 Box의 좌측하단의 버튼을 통해 4개의 국내지수를 선택할 수 있

다. 

3. 우측의 매수, 매도 버튼을 클릭하여 매수, 매도 추천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4. 하단의 대표 국내지수 4개의 추천테이블에서도 3번과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 추천 종목을 

클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각각의 종목들을 클릭하면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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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코미팜’ 종목을 클릭하였을 경우 세부정보가 나타나는 화면이다.(Market Price) 

 

 

 

 

 

 

 

 

 

 

 

 

 

 

 

 

 

 

 

  

 

7. 둥근 박스 안의 내용은 해당 종목의 금일 종가와 전날대비 종가변화를 나타낸다.  

8. 중간 부분의 그래프에서 사용자는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보조지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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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옵션 우측의 방향버튼을 클릭하여 그래프의 움직임을 변경할 수 있다. 

  버튼설명 : 

(+) 버튼 – 그래프를 확대하여 볼 수 있다. 

(–) 버튼 – 그래프를 축소하여 볼 수 있다. 

(<) 버튼 – 좌측으로 그래프를 1일 이동한다. 

(>) 버튼 – 우측으로 그래프를 1일 이동한다. 

  (≪) 버튼 – 페이지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과거로 이동한다.  

  (≫) 버튼 – 페이지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현재로 이동한다. 

10. 페이지의 하단에는 해당 종목의 일별 시세를 나타낸다. 

 

 SCTRs 메뉴 

 

 

1. 사용자가 보기를 원하는 주식과 원하는 날짜를 입력 후 view버튼을 클릭한다. 

2. 버튼을 클릭하면 SCTR 공식을 적용한 값이 높은 순으로 SCTR 테이블을 보여준다. 

3. 테이블은 Code, 종목명, SCTRs, 전일대비 SCTR 값 변화량과 종가 변화량을 나타낸다. 

4. 각 종목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Marke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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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페이지 

 

1. 사용자가 국내 지수 종목 명 또는 SCTR가 적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용어에 대한  

정보가 적힌 Box로 이동하여 정보를 확인한다. 

2. Box 하단의 ‘자세한 설명 보기’를 클릭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우측하단의 ‘▲메뉴로 이동’ 버튼을 통해 페이지의 TOP 메뉴로 한번에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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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ropa VS VVIP 

 아래의 표는 2012년 VVIP project team에서 진행한 주식 추천 시스템과  

2013년 Aropa Project team을 비교 분석한 표입니다. 

 

 Aropa(2013) VVIP(2012) 

Server 기반 직접 설계 및 구현 Merchant-of-venice 참조 

Application Hybrid App Web view 

Graph jqPlot + HTML5 Canvas HTML5 Canvas 

주식 추천 모델 SCTR 개발 MACD + Slow_stochastic 

유전 알고리즘 주가 추세 적합도 분석 모의 투자 최대 수익률 분석 

 

 Server 

 Aropa(2013): 주식 추천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최적화 하여 설계 및 구현 

  VVIP(2012): 주식 모의 투자 모델인 merchant-of-venice를 기반으로 구현. 

 

 Application 

 Aropa(2013): 모든 device에서 한번의 개발로 적용이 가능한 Hybrid App을 개발

하여 유지보수와 업데이트에 용이하도록 구현. 

 VVIP(2012): device마다 적용을 달리 해야 하는 Hybrid App을 구현하여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할 때에 device별로 업데이트를 해야 함. 

 Graph 

 Aropa(2013): App에서 HTML5 Canvas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device마다 사이즈 

적용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jqPlot을 사용. 

  VVIP(2012): HTML5 Canvas를 Web에 적용하고 이를 Web view 형태로 App에서 

제공. 

 주식추천모델 

 Aropa(2013): SCTR 공식을 적용하고 매매 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시스템에 적용. 

  VVIP(2012): 대표적인 보조지표인 MACD와 Slow-Stochastic을 적용. 

 유전 알고리즘 

 Aropa(2013): 종목의 주가와 SCTR의 적합도 분석에 적용.. 

  VVIP(2012): 종목의 수익률 분석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