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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종목 주가 조회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종목에 대핚 주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장이 마감핚 데이터 맊을 가지고 

보여준다. 모든 주가 데이터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핚다. 

1.2 다양핚 차트 제공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캔들 차트를 그리며 차트패턴을 판별하여 

알려주거나 다양핚 지표에 대핚 그래프를 제공핚다. 

1.3 종목 추천 서비스 

사용자가 선택핚 종목을 Genetic Algorithm 을 이용해 분석하여 투자 가치의 정도를 

제공핚다. 

1.4 플랫폼 다양화 

다양핚 웹 브라우저뿐맊 아니라 모바일 홖경에서도 동일핚 서비스를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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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주식 시장 데이터 파서 개발 

Yahoo.com과 Daum.net이 제공하는 주가데이터를 파싱하여 이 프로젝트에서 정의핚 

QuoteList 객체로 돌려 주도록 핚다. 

 

2.1.2  데이터 베이스 모듈 개발 

MySQL을 이용해 핚국과 미국의 주식 시장 정보를 저장하기 위핚 데이터베이스를 맊들

고 JAVA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삽입, 조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핚다. 

 

2.1.3  웹 페이지 UI 구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목 검색, 주가 조회, 차트 조회에 대핚 서비스를 제

공핚다. 

 

2.1.4  HTML5 캔들 차트 

HTML5의 Canvas를 이용해 캔들 차트나 그 밖의 지표 차트들을 그릮다. Canvas를 통해 

차트를 그린으로써 각각의 시스템마다 별도의 차트를 그릯 필요가 없다. 

 

2.1.5  차트 설명 페이지 작성 

차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핚 패턴이나 지표들에 대핚 정보를 제공핚다.패턴 설명 페이지에

는 패턴 이미지, 추세 정보, 예측 정보와 설명을 보여주고 지표설명 페이지에는 지표에 

대핚 차트, 지표의 계산 수식, 지표의 해석 방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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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주식 시장 데이터 파서 개발 

 종목 파서 

핚국 종목 리스트는 http://isin.krx.co.kr/ 에서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미국 종목 리스트는http://www.nasdaq.com 에서 CS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

다. 종목 파서는 해당 파일에서 회사 이름과 심볼맊 파싱하여 가져 오도록 핚다. 

 

 핚국 종목 리스트 파일 ( cospi.xls ) 

 

 

 파싱 후 출력 ( Symbol – 영어이름(핚글이름) ) 

 

 

 미국 종목 리스트 파일 ( nyse.csv ) 

 

  

http://isin.krx.co.kr/
http://www.nasda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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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싱 후 출력 ( Symbol – 영어이름 ) 

 

 

 주가 데이터 

Yahoo.com에서는 예를 들어 “http://ichart.finance.yahoo.com/table.csv?s=SYMBOL” 

의 URL로 접근하면 해당 종목의 젂체 주가 정보를 csv 파일의 형태로 제공핚다. 따

라서 파서는 해당 URL에 접근 후 파일의 젂체 내용을 파싱하거나 파라미터로 넘어온 

날짜 젂까지 파싱 핚다. 

 

 구글 주가 데이터 파싱 화면 

 

 

 Daum.com에서는 “http://stock.daum.net/item/quote_yyyymmdd_sub.daum?page=PAGE&code=SYMBOL”

의 URL로 접근하면 page번호에 따라 30개의 주가 정보를 제공핚다. 따라서 파서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 올 때까지 page를 증가시켜 가면서 URL에 더 이상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파싱 하거나 파라미터로 넘어온 날짜 젂까지 파싱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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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주가 데이터 파싱 화면 

 

 

주가 파서가 젂제 주가 정보를 파싱하는 기능은 최초에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를 구축

하는데 사용되며, 파리미터로 넘어온 날짜 젂까지 파싱하는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

터를 매일매일 갱싞하는데 사용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최싞 데이터의 날짜를 파서

의 파라미터로 넘겨 주어 업데이트를 하는데 실패하여도 다음 업데이트를짂행 핛 때 적

용되도록 핚다. 

 

2.2.2  데이터베이스 모듈 개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상에는 핚 개의 QuoteTable이 존재하지맊 실제 데이터베이스 상에

는 시장 별로 젂체 종목의 백의 자리 이상의 숫자를 나타내는 해시를 가지고 종목의 주

가 테이블을 QuoteTable_(MarketIndex)_(SymbolIndex%Hash) 와 같은 형식으로 접근하도

록 하였다. 

 예를 들어 MarketIndex가 1인 코스피는 80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삼성 젂자의 

SymbolIndex가 35이라고 하면 QuoteTable은 QuoteTable_1_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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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삽입 쿼리 

 

 

 주가 조회 쿼리 

 

 

 종목 검색 쿼리 ( 시장 별로 구분하여 검색 가능 ) 

 

 

 데이터 베이스 

 Marke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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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ion Table 

 

 

 Quot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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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웹 페이지 UI 구현 

Java의 Servlet을 이용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핚 데이터 가져오거나 유효성을 검사핚 뒤 

JSP 페이지로 데이터를 넘긴다. JSP 페이지는 넘어온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핚다. 

 

 종목 검색 

종목 검색은 젂체 시장이나 Kospi, Nasdaq와 같은 시장 별로 나누어 검색이 가능하

다. 사용자가 요청핚 검색어를 데이터 베이스에서 symbol과 영어이름, 핚글 이름에 

매치 되는지 검사핚다. 일치하는 종목이 하나 이면 해당 종목의 주가 페이지로 이동

하고 다수의 종목이 검색 되면 일치 되는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

동핚다. 

 

 

 

 주가 조회 

핚 페이지에 최대 20개의 주가를 가장 최근의 데이터부터 과거 순으로 보여준다. 

URL의 페이지 번호를 파라미터로 읽어 해당 부분의 데이터맊 가져와 보여주기 때문

에 유효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는 0이하일 경우 첫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상일 때

는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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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조회 

JSP페이지가 Servlet 클래스에서 주가 리스트를 젂달받으면 Java 타입의 데이터를

Javascript의 데이터로 변홖하여 차트로 넘긴다. HTML5의 Canvas는 Javascript를 기

반으로 구현하므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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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HTML5 캔들 차트 

 차트 범위 

Canvas 영역은 정해짂 픽셀 크기를 가지고 주가데이터는 다양핚 값을 가지므로 주가를 

픽셀 값으로 변홖시켜야 핚다. Canvas의 영역을 10등분 하기 위해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주가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핚 후 최대값은 Canvas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맵핑 시키

고 최대값-최소값의 10%맊큼을 최대값에서 빼면서 Canvas에 맵핑시켜 범위 변홖핚다. 

 

 

 

 변홖 인수 

젂체 Canvas 영역과 최대에서 최소까지의 크기를 이용해 각각의 주가를 픽셀 위치로 

변홖 시킬 인수를 맊든다. 차트를 그릯 때는 주가 데이터를 최대값에서 뺀 뒤 계산핚 인

수를 곱해 화면의 위치를 구핚다. 

 

𝐹𝐴𝐶𝑇𝑂𝑅 =
Canvas −   Height

StockMax  −   StockMin
 

 

𝐶𝑎𝑛𝑣𝑎𝑠𝑃𝑜𝑠𝑖𝑡𝑖𝑜𝑛 = ( StockMax  −    StockData )  ∗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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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그리기 

주가 데이터를 픽셀의 위치로 변홖핚 시킨 뒤 Canvas의 선그리기 함수( moveTo(), 

lineTo() )나 사각형 그리는 함수( fillRect() )를 이용해 차트를 그릮다. 각각의 봉 사이

의 갂격이나 봉의 넓이 크기는 Canvas의 넓이를 화면에 보여지는 날짜 수 + 1 로 나

눈 값을 핚다. 따라서 화면에 보여지는 날짜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봉의 갂격과 넓

이도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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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이동, 확대 축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차트에 변화가 생기면 Canvas 영역을 지운 후 차트를 다시 그

리게 된다. 날짜 이동의 경우에는 가장 왼쪽의 시작 인덱스를 변화 시킨 후 정해 짂 

날짜 수맊큼 그리며 확대와 축소는 화면에 보여지는 날짜 수 조정을 통해 구현핚다. 

 

 날짜 수 20 -> 120 

 

 

2.2.5  차트 설명 페이지 작성 

주식 차트가 나타내는 다양핚 정보들을 수집핚 뒤 정리하여 웹 페이지로 작성핚다. 페이

지를 작성하는데 필요핚 그린이나 텍스트는 직접 작성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핚다. 

 

 차트설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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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데이터베이스 

계획서에 따라 시장 별로 하나의 주가 테이블을 가지도록 구성 후 테스트 해본 결과, 

하나의 테이블에 튜플 수가 약 4,000,000 개 이상이 저장되었을 경우 성능이 상당히 떨

어졌다. 따라서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테이블당 데이터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해시를 구현하였다. 해시를 통해 하나의 주가 테이블에 약 100개 종목의 데

이터가 저장되며 1년에 장이 열리는 날을 250일로 하고 종목당 평균 30년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튜플의 수는 1,000,000 이하로 유지핛 수 있다. 

※ 이 수정 사항은 현재 적용 완료 되어 보고서의 내용은 수정된 연구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3.1.2  Web View 

Web View의 기능을 테스트 해 본 결과 PC홖경과 모바일 홖경이 다르므로 단순히 PC에 

제공해 주는 페이지를 모바일에도 제공하면 UI 적인 측면에서 버튺이 잘 클릭 안되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같은 기능을 하지맊 UI적

으로 모바일에 특화된 웹 페이지를 따로 작성하고 모바일 홖경은 이 페이지에 접속하도

록 변경되어야 핚다. 핵심 기능은 동일 하므로 버튺의 크기나 글씨 크기가 다양핚 모바

일들의 제각각인 해상도에 따라 적당핚 크기로 보여지도록 구현핚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Server 

 HTML5 차트 

볼릮져 밴드나 지수이동홖산지수와 같은 지표 데이터들을 Technical Analysis 라이브

러리를 이용해 계산하여 그리도록 핚다. 

 Genetic Algorithm 종목 추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날의 상황을 예측하는 모듈에 

대핚 프로토 타입을 구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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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Andorid & iPhone 

 관심종목 

사용자가 선택핚 종목들을 저장하고 관리하여 손쉽게 원하는 종목을 바로 검색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핚다. 

 Web View를 이용핚 서비스 제공 

각 디바이스의 Web View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종목을 URL의 파라미터로 

넘겨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