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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 본 프로젝트에서는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과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많은 주식 종

목들을 한가지 학습 방법으로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를 예측하는 주 학습 방법으로는 딥 러닝(Deep Learning)을 선택하였고, 더 정확한 

주가 예측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그

리고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   

-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예측 결과를 웹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사용

자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측 결과를 종목별로 차트 및 그래프를 이용하여 제공한

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그림 1>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의 중요성 (출처: 조선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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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후 주식시장 객장 내에서 트레이더(trader)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증권

회사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트레이더를 철수시키면서 객장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의 증권시장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차기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마티 차베스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열린 ‘2017 CSE 심포지엄’에 참석해 “앞으로 투자는 수학 원리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해외 금융 시장에서는 IT 역량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 연구 및 투자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아직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술을 사 용하는 경우가 적다.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금융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가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1.2.1  최근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술 현황 

<그림 2> 외환거래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관 비중 (출처: 파이낸셜 타임스) 

 

-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알고리즘을 활용해 외환거래를 하는 기관이 점차 늘

어나고 있다. 금융 컨설팅 업체인 그리니치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알고리즘으로 외환 트레이딩에 나서는 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헤지 펀드의 25%가량이 알고리즘으로 외환거래를 했고 자산 운용사와 연기금, 일반기

업, 은행들도 이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알고리즘은 매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 년부터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확산에 따라 객장에서 거

래를 사람이 아닌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 년 알

고리즘 트레이딩에 의한 거래량이 85%에 달할 만큼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가파르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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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왔다. 또한 미국의 100 대 헤지 펀드(hedge fund)의 80% 이상이 알고리즘 트레이

딩에 기반한 자동화된 시스템거래를 주된 거래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술을 이용한 주식 거래량은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주가 예측 및 트레이딩 기술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해외에선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주가 흐름의 예측 정보를 이용한 펀드 상품인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와 

미래의 주가를 직접적으로 예측해주는 웹사이트(https://stocksneural.net)가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현재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펀드 상품에 비하면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실제 운용 중인 주요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 중 ‘쿼터백 글로벌 로보 어드바이저 C’가 6 개월 최고 수익률을 냈지만, 4.73%로 

높지 않은 수익률이었다. (2017년 4월 4일 기준, 펀드평가사 ‘KG제로인’ 제공) 반대로 수

익률이 가장 낮은 것은 동일 상품의 C1 형으로 -4.28%의 수익률은 기록했다. 반면 동

일 기간 해외 주식형과 해외 채권형 전체 펀드 평균 수익률은 각각 5.81%, 0.49%를 기

록했다. 이와 같이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들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펀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백만 원 대의 자본금이 필요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위에서 언급한 주가 예측 웹사이트의 경우, 미국에서 나스닥 주식을 예측하기 위해 개

발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을 적용하여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며, 미국 기준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가 예측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 가장 큰 개발 목표는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가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 이다. 주식 종목 별로 예측한 결과와 해당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모두 제공한다. 따

라서 사용자가 예측 결과 및 정확도를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 또한 기존의 많은 곳에서 사용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검증하고 딥 러닝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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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인 RNN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주식 예측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 최종적으로 웹 사이트를 통해 실제 주가와 예측 주가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주식 데이터 받아 오기 

- 키움 증권 Open API를 통해 시가, 저가, 고가, 종가, 거래량을 받아왔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 인덱스를 받아온다. 

- Quandl에서 API를 통해 금값, 유가, 미국증시 등을 받아왔다. 

 

 학습 시킬 주식 선정  

- 학습 시킬 주식 선정 단계에서는 주식을 선정하는 단계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식

을 선정하는 기준은 주식이 상장된 지 5년 이상이고, 선물 및 채권 주식 및 값의 변동

이 너무 큰 주식들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파이썬 내장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하

여 값의 상승, 하락이 잘 되지 않는 주식과 딥 러닝 학습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 주식

들은 제외하여 총 100개의 주식을 선정하였다. 

 

 주식 데이터 가공 

- 학습 데이터에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금값, 환율, 미국증시, 유가 등을 사용

하였다. 학습데이터를 가공에는 아래에 기술한 2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1) 주식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금값, 환율, 미국증시, 유가 등의 가장 큰 값

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해 (Value - MinValue) / (MaxValue – MinValue + 1e-7) 식을 사용 

(2) 위의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Value - MeanValue) / StdValue 식을 사용 

 

 주식 데이터 학습 모델 

- 주식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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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식 데이터 학습 모델 

 

- 모델 구축에는 tensorflow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RNN의 변형인 LSTM을 사용했는

데, LSTM을 사용하는 이유는 RNN을 사용하게 되면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데 소실점 문

제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들 사이에 여러 시간이 지났다면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보통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까이 있지 않는 데이터들이 

원하는 결과값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LSTM에서는 이러

한 단점이 보완되기 때문에 사용했다. Cell은 LSTM cell을 4개를 tensorflow의 

MultiRNNCell으로 조합하여 사용하였고 각 cell의 은닉 차원은 3개다. 그리고 오버 피

팅을 방지하기 위해 dropout을 사용하였다. 최적화 방법은 AdamOptimizer을 사용하였

고 학습률은 0.0005 ~ 0.0001 값을 학습이 진행 될수록 작아지게 하였다. 학습 데이터

는 10일씩의 시퀀스 데이터를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주가 상승 / 하락 예측 

- 본 프로젝트의 주가 상승/하락 예측 부분의 구현은 머신 러닝 기법 중 분류 모델에 

속하는 로지스틱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해당 부

분의 모든 개발은 python 3.4버전으로 진행하였다. 

- 먼저, 데이터의 원활한 가공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csv파일 형식의 

주식 데이터를 불러와 DataFrame형으로 변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이썬의 Pandas

모듈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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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머신 러닝 기법의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모두 동일한 형태를 사용

하였다. 각 주식 종목별로 전체 날짜의 데이터 중 당일을 제외한 모든 날의 종가의 

값과 이전 날에 대한 해당 날의 종가 상승/하락 정보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으며 

테스트 데이터는 당일의 종가를 사용하였다. 

- 개발 초기에는 각 날짜 별 종가의 상승/하락 정보를 단순히 (이전 날의 종가 – 당일

의 종가)의 공식을 통하여 정의하였다. 이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당일의 

종가 / 이전 날의 종가 - 1)의 계산식으로 종가의 변화 비율을 계산하여 상승/하락 

정보를 재정의해보았더니 이전보다 좋은 결과값을 도출하여 학습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종가의 변화 비율 계산은 Pandas모듈의 pct_change함수를 통하여 구

현하였다. 

<그림 4> 학습 데이터를 형성하는 함수 

 

- 로지스틱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의 학습 모델은 모두 Python 의 머신 러닝 모듈인 

sklearn 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Sklearn 모듈에는 Logistic Regression, SVM, Random 

Forest 의 라이브러리가 내장되어 있다. 세 가지 머신 러닝 기법의 학습 모델은 

라이브러리 내의 fit 함수를 통해 미리 구현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개발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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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klearn 모듈을 이용해 구현된 머신 러닝 기법 

 

- 학습된 모델에 predict함수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인 당일의 종가를 매개변수로 넘

겨주면 상승 혹은 하락의 예측 정보를 1 또는 -1의 형태로 얻을 수 있다. 이 결과값을 

각 학습 모델 별 list형의 변수에 저장시켜 총 3가지 학습 모델에 대한 미래 종가의 상

승/하락 예측 정보를 별도로 계산하였다 

 

<그림 6> 주가 상승/하락 예측 모듈의 결과값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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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서비스 구현 

 

 

<그림 7> main page 

 

 

 

<그림 8> 프로젝트 및 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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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종목 검색 및 코스피, 코스닥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 

- 종목 검색부분에서 보고 싶은 종목을 검색하면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된다. 사용자는 

상세 페이지에서 자세한 주가 정보 및 해당 종목에 대한 예측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하단 부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상승/하락세 

예측 Top3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종목 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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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종목에 대한 실시간 주가 정보와 본 프로젝트에서 결과값으로 제공하는 예측 값

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x일 전부터 1일 후까지 실제/예

측 값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그래프 위로 마우스를 올리면, 정확한 날짜와 해당 종가 

값을 확인할 수 있다. 

 

 

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대분류 소분류 기능 완료 여부 

회원 

관리 

로그인 
- 구글(Google) 계정을 이용하여 간편한 로그인과 회원가

입 기능을 제공한다. 

변경 

관심 종목 

관리 

- 회원인 경우 관심 종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관심 

종목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후 해당 종목의 예측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완료 

주가예측 종목 주가 

예측 

- 해당 종목의 종가를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완료 

종목 추천 
- 예측 정확도가 높은 종목 중 상승/하락세 별 Top3 종목 

정보를 알려준다. 

완료 

예측 기간 

설정 

- 기본적으로 다음 날의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회원

인 경우에는 3일, 5일 치 예측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변경 

종목 검색 
- 사용자가 쉽게 종목을 찾을 수 있도록 종목 이름을 검

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완료 

 

변경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측 기간 설정 

-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 3일, 5일 후의 예측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3

일, 5일 후 예측 데이터의 낮은 정확도 문제로 인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다음 날의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로그인 

-   서버가 자체적으로 인증된 세션 아이디를 캐시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했다. 데이터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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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동시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하였다. 

 

 

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완료 여부 

효율성 

(Efficiency) 

– 성능 

- 사용자가 회사 검색 및 해당 회사를 클릭하여 정보 조회 시 해당 

웹 페이지 데이터를 2 초 이내로 제공한다.  

완료 

- 본 프로젝트는 많은 주식회사들을 관리하므로 다수의 사용자가 많

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와 처리하는 속도

가 현저히 느려질 수 있다. 

- 이에 대비하여 캐싱(caching) 용도로 Redis를 사용한다. 

완료 

신뢰성 

(Reliability) 

- 사용자가 조회하고자 하는 예측 정보의 정확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도는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완료 

- 주식의 특성상 환율, 유류가, 예측 불가능한 사건 등 다양한 환경

에 영향을 쉽게 받는다.  

- 이에 대비하여 모든 주식회사를 제공하기 보다 사전에 안정적인 

주식, 알고리즘 예측 정확도 등을 분석하여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추출해내는 전처리 작업을 해야 한다.  

완료 

사용성 

(Usability) 

- 상단에 네비게이션 바를 고정 시켜놓고 사용자가 쉽게 메뉴에 접

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완료 

- 사용자가 과거 실제 데이터와 과거 예측 데이터 정확성 비교 분석 

및 향후 예측 데이터 분석을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 형식으로 제

공한다.  

완료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머신 러닝을 이용한 주가 예측 시스템 

팀 명 Goodluck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7-05-24 

 

캡스톤디자인 I Page 15 of 26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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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그림 11> 시스템 구조 

- Stock Forecasting: 주가 예측 학습 모듈 

Stock Information: 주식 데이터 정보 관리 모듈 

- Node.js Server: http 서버 모듈 

User Management: 유저 관리 모듈 

Stock Management: 주식 데이터 관리 모듈 

DB & DB Caching: 데이터베이스 및 캐싱 모듈 

- Stock Search: 주식 검색 모듈 

Stock View: 주식 데이터 조회 모듈 

Stock Bookmark: 관심 종목 관리 모듈 

 

2.2.5  활용/개발된 기술 

- Node.js는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다. 파일 I/O나 네트워크 처리를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CPU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본 프로젝트에서는 Node.js 서버를 통하여 Database를 연동하여 기계학습으로 예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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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HTML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2.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하드웨어 

- 본 프로젝트는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딥 러닝 학습방법을 적용한다. 매일 주식 

시장이 열리는 만큼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의 양이 매우 방대하다. 거기에 딥 러닝 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많다.  

- 텐서플로에서는 GPU를 이용한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CPU 성능보단 높은 

성능의 GPU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지포스 1070’ 이상을 갖춘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소프트웨어 

- 주식은 환율, 유류가, 예측 불가능한 사건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는다. 머신 

러닝 기법만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 등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에 반영할 수 없다. 따

라서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모든 주식 종목을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주식 회사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기보다

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주식 종목 80개에 대한 예측 데이터만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본 프로젝트의 주식 예측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주식 투

자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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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결과물 목록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

식 

기술 문서 

유/무 

Module RNN Model 주식 데이터 학습 및 다음날의 예측 주가 계산 모

듈 

무 

로지스틱회귀, 

랜덤 포레스트, 

SVM 

주식 데이터 학습 및 다음날 주가의 상승/하락 

예측 계산 

모

듈 

무 

UI Sesarch 사용자 검색 키워드와 일치하는 종목 정보를 제

공한다 

- 무 

종목별 페이지 해당 종목에 대한 실시간 주가 정보와 예측 결

과, 그리고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제공한다. 

- 무 

관심 종목 추가 사용자가 종목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목록을 따로 관리한다. 

- 무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주식 종목별 예측 결과 및 추천 종목을 제공함으로써 주식 투자를 하는 사용자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사용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주가와 예측 주가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결과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주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도 보다 쉽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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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 현재 대부분의 국내의 주가 예측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머신 러닝을 이용한 주가 예측 시스템 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까

지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아직 많이 시도되지 

않은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한 주가 예측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본 프로젝트는 웹 사이트 구축을 통해 사용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예측 주가

와 실제 주가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두 데이터 간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고, 예측한 

결과값을 기준으로 상승/하락세 top3인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

게 예측 주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현재 국내의 많은 주식 예측 시스템은 이용을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구축된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예측 데이터

를 제공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였다. 

- 본 프로젝트의 초기 목표는 1일, 3일, 5일 후의 주가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3개의 예측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특정 주식 종목의 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3일, 5일 후의 주가 예측 정확도가 현저히 떨

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학습 모델의 반복적인 수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3일, 5일 후의 예측 데이터 제공에 실패하여 주가 예측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환율, 유류가, 예측 불가능한 사건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주식의 특성때문에 

안정적인 주식, 알고리즘 예측 정확도 등을 분석하여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추출해내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해야했다. 높은 정확도를 가진 예측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모든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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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그림 12> 메인 페이지 

- 우측 상단 ACCOUNT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로그인을 하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림 13> 로그인/회원가입 페이지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머신 러닝을 이용한 주가 예측 시스템 

팀 명 Goodluck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7-05-24 

 

캡스톤디자인 I Page 21 of 26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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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측 하단 ‘Create An Account’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림 14> 회원가입 과정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성공적으로 계정 생성

을 알리는 창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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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로그인 페이지 

- 위에서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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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Forecasting’ 페이지 & 전체보기 페이지 

 

- 종목 검색 및 코스피/코스닥 그래프, 상승/하락세 Top3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다. 

- 자세한 정보를 보고자 하는 종목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종목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만약 잘못된 이름이거나 제공하지 않는 종목을 검색하면 현재 

페이지에 머문다. 

- 종목을 검색하지 않아도, ‘(+)전체보기’ 버튼을 눌러서 모든 종목 목록 열어서 상세 페이

지로 이동할 수 있다. 상승/하락세 Top3와 전체보기 목록에서 종목 이름을 클릭해도 해

당 종목에 대한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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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종목 상세 페이지 

- 해당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실시간 정보, 전일,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와 예측가를 

확인할 수 있다. 

- 종목 이름 우측에 있는 ‘(+)관심종목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관심 종목 목록에

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심 종목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ACCOUNTMy Interested Corp. List’ 순서대로 클

릭하면 된다. 

 

 

<그림 18> 사용자 관심 종목 페이지 

- 종목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선택한 관심 종목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원하는 경우 우

측 버튼을 이용하여 관심 종목 목록에서 삭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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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사용자 정보 수정 

- 로그인 한 상태에서 ‘ACCOUNT’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5.2 운영자 매뉴얼 

 

<그림 20> 사용자 관리 페이지 

- ‘/config’로 들어가면 사이트에 가입한 전체 사용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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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Module RNN 

Model 

주식 데이터 학습 및 

다음날의 예측 주가 

계산 

예측한 종가와 실

제 종가를 비교한

다. 

새로운 txt파일에 

예측 주가가 저장

된다. 

성공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SVM 

주식 데이터 학습 및 

다음날 주가의 상승/

하락 예측 계산 

매개 변수로 특정 

주식 종목의 주가

data 파일을 넣어

주고 모듈을 실행

한다. 

로지스틱 회귀, 랜

덤 포레스트, SVM 

주가의 상승/하락 

정보가 리스트 형

식으로 반환된다. 

성공 

UI Main KOSPI/KOSDAQ 추천

종목 및 사용자 관심 

종목 정보를 표시한

다. 

여러 가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등

록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관심 종목을 확인

하는 부분에 관심 

종목으로 택한 목

록을 제공한다. 

성공 

Sesarch 사용자 검색 키워드

와 일치하는 종목 정

보를 제공한다 

종목 이름을 검색

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예측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종목에 대한 정보

를 보다 쉽게 찾도

록 한다. 종목 이

름을 검색하면 해

당 종목에 대한 예

측 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성공 

종목별 

페이지 

해당 종목에 대한 예

측 결과 및 분석 결

과를 제공한다. 

해당 종목에 대한 

실시간 주가 정보, 

예측 데이터가 제

대로 나오는지 확

인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예측 데

이터 및 실시간 종

목 정보를 제공한

다.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