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공학부 캡스톤디자인 중간평가 답변서 

 

팀명:  9 조 Goodluck 

조원: 류동기, 김근필, 김민종, 남궁은, 정지은 
 

심사의견 or 질문 

기존의 주가예측 방법론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각 방법론들의 장단점 분석이 필요함. 

답변 

외국의 경우, 머신 러닝을 이용한 주가예측 시스템은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딥 러닝을 사용한 주가 예측 시스템은 많지 않습니다. 딥 러닝으로 구현된 주가 예측 

시스템은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해당 시스템이 개발된 나라의 주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가를 예측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국내의 경우, 주가 예측 시스템 대부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기계 학습을 이용한 주가 예측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대부분의 주가 예측 시스템들은 사용을 하기 위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외국의 시스템들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k-fold cross validation 은 정확도를 개선하는 알고리즘(방법)이 아니라 

학습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돌아가면서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임.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수정해야 함) 

답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하던 중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이를 극복하고자 k-fold cross validation 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계학습 개발 

부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보니 보고서에 의도가 잘못 

기술된 것 같습니다. 추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주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과제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 바람. 매수 타이밍 예측과 매도 타이밍 예측, 특정 

주식을 현재 가격에 매수했을 때 얼마 후에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최적의 

수익률은 얼마가 될지 등 

답변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과거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일의 종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 매수 타이밍 등 얼마 후에 얼마의 수익을 예측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매수 시점에 종목을 매도 또는 매수 예측 필요, 산 후에 매도 또는 매수 결정하는 

알고리즘 필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임 결정 알고리즘 필요 

답변 

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가 내일의 종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주가 예측에 집중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input factor 가 현재 시가, 종가 등을 사용. 다양한 다른 input factor 를 더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 (예 : 환율, 유가, 미국 / 일본/ 홍콩 등 주가지수 등을 고려함) 

답변 

딥 러닝 학습에서 Input factor 를 환율, 유가, RSI 등으로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