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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echnical Analysis with Hybrid App은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종목의 상

승 전망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한국과 미국의 종목 주가 정보, 캔들 차트 외에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나 Relative Strength Index와 같은 다양한 지표 차트,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한 종목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PC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모

바일 기기에서는 App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경우 주식에 대

한 설명과 분석, 종목에 대한 전망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반면, iPhone과 Android에서

는 동일한 종목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한

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주식에 지식이 거의 없는 사용자

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2.1.1  종목 주가 조회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종목에 대한 주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보여주도록 

한다. 모든 주가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2.1.2  다양한 차트 제공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캔들 차트를 그리며 차트패턴을 판별하여 

알려주거나 다양한 지표에 대한 그래프를 제공한다. 

2.1.3  종목 추천 서비스 

사용자가 선택한 종목을 Genetic Algorithm 을 이용해 분석하여 투자 가치의 정도를 

제공한다. 

2.1.4  플랫폼 다양화 

다양한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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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기술 시장 현황 

현존 하는 대부분의 주식관련 사이트들은 실시간 주가 정보와 캔들 차트, 지표차트 등

을 제공하긴 하지만 캔들 패턴이나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차트를 통한 분석 기법이 다양하게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 또는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여러 전문가들이 매일 수학적인 알고리

즘을 이용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여주거나 알려준다. 

 

2.2.2  기술 발전 현황 

주가 데이터를 이용해 Two Crows, Marubozu 같은 패턴 인식이나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Relative Strength Index 같은 지표 값을 구하는 기술은 

Technical Analysis Library라는 Open Project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Genetic Algorithm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가를 분석하는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알려졌으며, 논문 "Genetic Algorithms: Genesis of Stock Evaluation" 

(2004) by Rama와 같은 여러 논문들을 보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

을 경우 높은 확률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3  기 개발된 시스템 현황 

팍스넷 

웹 사이트 www.paxnet.moneta.co.kr 

차트 제공 및 설명 차트만 제공 

종목 추천 전문가 컨설팅 

e토마토 

웹 사이트 www.etomato.com 

차트 제공 및 설명 차트만 제공 

종목 추천 전문가 컨설팅 

스탁앤테크놀로지 

웹 사이트 www.stocktec.co.kr 

차트 제공 및 설명 패턴의 극히 일부분만 설명. 

종목 추천 수리수학 및 응용 통계 확률을 통해 제공 

옵투스 

웹사이트 www.optus.co.kr 

차트 제공 및 설명 제공 안 함 

종목 추천 최대 수익 패턴과 주식 전략 응용 

Merchant of Venice 

Application venice.org.nz 

차트 제공 및 설명 간단한 라인 차트만 제공 

종목 추천 Genetic Algorithm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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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처음 주식을 접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차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트를 통

한 분석 기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신뢰도가 높은 방법을 이용해 유망한 종목들

을 알려 주어 투자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주식에 초보적인 사람이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

고 분석기법이나 알고리즘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3 연구/개발 내용 

2.3.1  연구/개발 주제 

1. 서버구축– 웹 사이트를 통해 주식 정보 제공 

2. HTML5 – HTML5를 이용해 플랫폼에 상관없는 차트 서비스 제공 

3. Android Application– Hybrid Application으로 주식 정보 제공 

4. iPhone Application - Hybrid Application으로 주식 정보 제공 

5. Genetic Algorithm–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제공 

 

2.3.2  연구/개발 방법과 내용 

1. 서버 구축: 서적과 웹 자료 검색을 통해 서버 구축 

A. Ubuntu10.04 설치 

B. Apache2, Tomcat6, MySQL 설치 

C. Apache2와 Tomcat6 연동 및 권한 설정 

D. MySQL 권한 설정 

 

2. HTML5: 서적 학습 및 실습 

A. CSS3를 이용한 UI 변화 

B. HTML5 Canvas 기능 활용 

C. 차트 그리기 

 

3. Android Application : 서적 학습 및 실습 

A. UI 구현 

B. Activity간 화면 전환 

C. Web View 이용한 화면 구성 

D. 데이터 파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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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hone Application : 서적 학습 및 실습 

A. UI 구현 

B. View간 화면 전환 

C. Web View 이용한 화면 구성 

D. 데이터 파일 관리 

 

5. Genetic Algorithm : 서적, 논문 학습 및 Open Project 분석 

A. Merchant of Venice Open Project 분석 

B. 종목 선택을 위한 Algorithm 정의 

C. Genetic Algorithm 구현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다양한 차트와 각각의 패턴이 의미하는 바를 제공받아서 주식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차트분석이 가능하다. 

2. 주식 분석으로 가장 신뢰도 높은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해 종목을 추천 받음으로써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Internet Explorer, Chrome, Safari 등의 다양한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Android와 iPhone에서

도 Application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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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Server 

- Ubuntu10.04 : Linux환경에서 Server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 Apache2 : 개인 컴퓨터가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 

- Tomcat6 : JSP/Servlet Container로써 웹 서버에서 Java코드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다. 

- Java 1.6/JSP : 핵심 서비스는 Java로 구현하고 JSP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 HTML5 : 플랫폼에 상관없이 차트를 그리기 위해 사용한다. 

- MySQL : 종목이나 주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한다. 

- Technical Analysis Library: 주가 데이터를 이용해 패턴을 인식하거나 지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사용한다. 

- Eclipse Java EE Indigo : Web Project 컴파일, 빌드 등을 지원한다. 

 

3.1.2  Android 

- Java + Android Gingerbread 2.3.3 API : Java 기반의Android 전용의 API를 사용한다. 

- Eclipse Java EE Indigo : Android Project 컴파일, 빌드 등을 지원한다. 

- Android Virtual Device : Android App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이다. 

 

3.1.3  iPhone 

- Object C : iPhone App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이다. 

- xCode 4.2 : IPhone 컴파일, 빌드 등을 지원한다. 

- iOS Simulator : iPhone App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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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상세사양 

대 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Server 데이터 다음과 야후의 주가 데이터 파싱 Function  

 데이터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연동 Module  

 주가 조회 서비스 종목의 주가 정보 제공 Function  

 주가 조회 서비스 제공받은 주가정보를 표로 출력 Web Page  

 주가 분석 
주가 데이터를 이용해 

차트 패턴 인식 
Module  

 주가 분석 
주가 데이터를 이용해 

지표 데이터 추출 
Module  

 차트 서비스 종목의 차트 정보 제공 Function  

 차트 서비스 캔들 차트 출력 Web Page  

 차트 서비스 MACD 등 그 밖의 차트들 출력 Web Page  

 차트 서비스 차트 설명 페이지 작성 Web Page  

 종목 추천 
Genetic Algorithm 을 이용해 

시장 분석 
Module  

 종목 추천 유망한 종목 추천 Web Page  

Mobile 주가 조회 서비스 
선택한 종목에 해당하는 주가 조회 

페이지 접속 
Web View  

 차트 서비스 
선택한 종목에 해당하는 차트 

페이지 접속 
Web View  

 종목 추천 종목 추천 페이지 접속 Web View  

 관심 종목 
관심종목으로 선택할 모든 

주식회사 리스트 제공 
Module  

 관심 종목 
사용자가 선택한 종목을 

유지하고 관리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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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시스템 구성도 

 

3.3.2  Database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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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시스템 화면 구성도 

※ 별도 첨부 

 

3.3.4  시스템 핵심 기능 

1. 주가 조회 

한국의 종목 데이터는 Daum에서 실시간으로 가져오며, 미국의 종목 데이터는 Yahoo

에서 장 마감 이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체종목의 데이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주식 차트 

Technical Analysis Library를 이용해 주가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MACD와 RSI와 

같은 다양한 지표 값들을 추출하여 다양한 차트를 제공한다. 

 

3. 종목 추천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해 주식 시장을 분석하여 유망한 종목들을 알려줌으로써 사

용자가 투자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하드웨어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의 해상도가 제 각각이기 때문에 Web View로 보여주는 화면에 

차이가 생겨 특정 환경에서는 너무 작게 보이거나 너무 크게 보일 수 있다. 

 HTML5의 모바일 환경 요소를 얻는 기능을 이용해 최대한 가로 폭에 맞도록 동적으로 그

린다. 

 

3.4.2  소프트웨어 

 주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Technical Analysis Library는 Open Source Project 이므

로 무단 도용 시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다. 

 Technical Analysis Library에서는 Binary 파일인 경우 저작권 관련 표시가 정확히 되었다면 

재 배포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명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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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기타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종목의 전체 종목의 수는 약 10,000개 정도이다. 매일 각각의 

종목에 대한 주가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시스템 과부하로 기존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주가 데이터는 장이 마감한 데이터인 보통 하루 전날의 데이터를 유지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 때에 매크

로를 돌려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한다. 

 

 전체 종목의 수가 약 10,000개 정도이며 일년 동안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을 약 250일로 

하고, 한 종목당 최대 20년 정도의 주가 데이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 때 데이터베이

스의 Quote 테이블이 50,000,000개의 튜플을 가지게 되므로 검색하는데 성능이 떨어 질 

수 있다. 

 

 주식 시장당 한 개의 Quote 테이블을 만든 후, 각각의 시장에 속하는 주가 데이터만 저

장한다. Quote 데이터를 분산시켜 저장하기 때문에 테이블이 가지는 튜플 수를 훨씬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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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전원 - Genetic Algorithm 개발 

구규림 

- Software Project Leader 

- Server 구축 담당 

- HTML5 차트 개발 

- 웹 데이터 파서 개발 

강지희 
- Web Interface 개발 

- HTML5 차트 개발 

노윤기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 서버와 DB 연동 개발 

조진솔 
- iPhone User Interface 설계 

- iPhone App 개발 

이상민 
- Android User Interface 설계 

- Android App 개발 

한혜선 

- iPhone User Interface 설계 

- iPhone App 개발 

- 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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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프로젝트 배경 지식 공부 45 

Server 구축 5 

시스템 설계 5 

Database 설계 3 

Database 모듈 개발 및 테스트 5 

주식시장 데이터 파서 개발 2 

웹 페이지 UI 구현 5 

HTML5 차트 개발 및 테스트 20 

iPhone Application 개발 및 테스트 20 

Android Application 개발 및 테스트 20 

차트 설명 페이지 작성 10 

Genetic Algorithm 종목 추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50 

최종 버그 수정, 보안 10 

합 200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Technical Analysis with Hybrid App 

팀 명 VVIP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2-MAR-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5 of 2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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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6.2 일정 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서버 구축, Database 연동, 

Android, iPhone 개발 환경 구축)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21-03-02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3-09 2012-03-15 

1 차 중간 보고 

Server 

- 데이터베이스 모듈 개발 

- 주식 시장 데이터 파서 개발 

- 웹 페이지 UI 구현 

- HTML5 캔들 차트 

- 차트 설명 페이지 작성 

2012-03-16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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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 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 차 중간 보고 

Server 

- HTML5 지표 차트 

- Genetic Algorithm 종목 추천 개발  

Android & iPhone 

- Web View 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 관심 종목 기능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 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4-06 2012-05-03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2012-05-04 2012-05-1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2012-05-16 2012-05-26 

최종 발표 
최종 발표 및 시연 

산출물 : 최종보고서 
2012-05-27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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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전원 프로젝트 배경 지식 공부 2012-12-20 2012-03-08 40 

구규림 Server 구축 2012-03-01 2012-03-08 5 

전원 시스템 설계 2012-03-09 2012-03-15 5 

노윤기 Database 설계 2012-03-09 2012-03-13 3 

노윤기 Database 모듈 개발 및 테스트 2012-03-14 2012-03-20 5 

구규림 주식시장 데이터 파서 개발 2012-03-16 2012-03-20 2 

강지희 웹 페이지 UI 구현 2012-03-16 2012-03-10 5 

구규림 

강지희 
HTML5 차트 개발 및 테스트 2012-03-16 2012-04-16 20 

조진솔 

한혜선 
iPhone Application 개발 및 테스트 2012-03-16 2012-04-16 20 

이상민 Android Application 개발 및 테스트 2012-03-16 2012-04-16 20 

노윤기 

이상민 

조진솔 

한혜선 

차트 설명 페이지 작성 2012-03-21 2012-04-05 10 

전원 
Genetic Algorithm 종목 추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2012-04-01 2012-05-15 50 

전원 최종 버그 수정, 보안 2012-05-16 2012-05-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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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5 대 Dell 2012-03-02 2012-05-31  

iMac Apple 2012-03-02 2012-05-31  

프라다 3.0 LG 2012-03-02 2012-05-31  

갤럭시 S2 HD LTE Samsung 2012-03-02 2012-05-31  

iPhone4 Apple 2012-03-02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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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도 첨부 

8.1 시스템 화면 구성도 

8.1.1  Server 

1. 초기 화면 

 

 

2. 주가 조회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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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트 서비스 화면 

 

 

4. 여러 종목이 검색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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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목 추천 페이지 

 

 

6. 차트 패턴 설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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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트 지표 설명 페이지 

 

 

8.1.2  Android & iPhone Application 

1.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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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심 종목 화면 

 

 

3. 관심 종목 추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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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심 종목 삭제 화면 

 

 

5. 종목 선택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