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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구규림 노윤기 이상민 

  강지희 조진솔 한혜선  

Capston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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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이란? 

 

유전자의 진화론처럼 해 집단에서  

교차와 변이 등의 연산을 통해 유전자를 

진화시켜 가장 최적의 해를 찾는 것이다. 

 

유전 알고리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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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천 

최초에 종목들에 대해  

유전 알고리즘을  

여러 번 수행 

가장 좋은 유전자를 

DB에 저장 

 

주가가 Update될 때마다 

가장 좋은 유전자의 

MACD와 Slow Stoch를  

이용해 가장 마지막 날  

종목의 매매시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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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  
HTML5 차트 
- 메인 화면 1 2 

3 

1. 국내 지수와 국외 지수를 

실시간 데이터로 제공 

2. 검색 횟수를 이용하여  

인기 검색 순위를 제공 

3. 매일매일 다른 차트 패턴 

정보를 제공 

Web Site &  
HTML5 차트 
- 사이트 소개 

웹 사이트에서  

각 페이지에 대한  

간략한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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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  
HTML5 차트 
- 종목 추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값으로 

모의 투자 후  

매수와 매도를 추천 

Web Site &  
HTML5 차트 
- 지표 설명 

주식투자에  

기초가 되는 지식인 

지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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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  
HTML5 차트 
- 캔들 차트 패턴 설명 

주식투자에  

기초가 되는 지식인 

캔들 차트 패턴 설명 

Web Site &  
HTML5 차트 
- 종목 검색 

종목 검색 결과가 

여러 개 일 때, 

한 페이지당  

20 개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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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  
HTML5 차트 
- 주가 조회 

검색결과가 한 종목만  

존재할 경우  

또는 선택에 의해 하나의 

종목이 선택된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를 제공 

Web Site &  
HTML5 차트 
- 종목 차트 

캔들 차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와  

보조지표들을 제공 

노란 박스에 표시되는 

패턴을 클릭하면 설명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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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  
HTML5 차트 
- 추천 History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

해 찾은 가장 알맞은  

날짜와 사용 된 지표,  

모의 투자 내역을 제공 

Hybrid App - 메인 화면 

Android iPhone 

실시간 시장 별 주가 정보! 
각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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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App - 종목 (주가 & 차트) 

Android iPhone 

종목의 시세와 차트 

Hybrid App - 패턴 설정 

Android iPhone 

관심종목 리스트에 표시해줄 

패턴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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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App – 관심종목 리스트 

Android iPhone 

XML 파싱으로 실시간 데이터 제공! 

패턴설정의 패턴을 표기! 

Hybrid App - 종목 추천 

Android iPhone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해 

종목의 매수, 매도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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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App - 도움말 

Android iPhone 

사이트소개, 지표,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모전 출품 및 결과 

대구 콘텐츠 진흥원에서 진행한  

‘스마트 콘텐츠 공모전’에  

2012년 6월 2일 출품하여  

예선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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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당선작 

수상부문 팀 명 작 품 명 출신지역 

대 상 (주)디지엔터테인먼트 Street Slugger 대구 남구 명덕로 

최우수상 7311B Plus TOEIC 대구대학교 

우 수 상 triple 장단과 놀자 대구대학교 

우 수 상 아세톤 CS SYSTEM 대구 

장 려 상 (주)오푸드 YAMYAM 대구 달서구 

출처 : http://www.etnews.com/news/nationland/2608162_1495.html 

고도화 내용 

• 매수 매도 타이밍 알림 

 

관심종목 중 매수, 매도 타이밍이 

나타났을 경우 관심목록에서 표시

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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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내용 

• 모바일 히스토리 기능추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관심 종

목의 추천유무를 파악하여 동적으

로 히스토리 탭을 생성하도록 한

다. 

안드로이드 안정화 

• 앱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조치 

인터넷 불안정할 경우 관심
종목 리스트가 전부 제거 
되는 현상 해결 

관심종목 리스트에 추가할 
경우 위쪽으로 추가되는  
리스트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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