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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주식시장에 신규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기존 서비스들은 금융 혹은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직접 분석해야 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직접 분석하지 않더라도 투자할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화 정보(Infographics)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open API를 사용하였는데 API의 특성상 윈도우즈 환경이 필요하여 

리눅스와 윈도우즈 서버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OS 환경에서 이종 API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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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

면서 저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주식 투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주식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분위기와 주변 지인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

게 된다.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은 주로 주식 그래프와 재무정보를 분리

하여 제공하는데 기초지식이 없는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직관적으

로 주식정보와 재무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다.

II. 정보의 시각화

주가 정보뿐 아니라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까지 함께 파악하기 

위해 상장기업들의 재무정보가 필요하여 다른 두 종류의 API에서 

기초 데이터들을 확보한 뒤 가공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우선 각각의 API에서 투자에 필요한 기초 항목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가총

액과 현재 주가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 파악을 위한 적자횟수 및 

부채비율,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을 기초 항목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기업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방법보다는 증권사 API에서 제공하

는 테마주 그룹과 업종별 분류를 활용하여 비슷한 기업끼리 묶어 

비교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하여 투자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 속한 

기업들의 비교를 쉽게 하고자 했다. API를 통해 구한 데이터들을 

표로 만들고 어떤 항목들을 활용하여 시각화 정보로 표현하는 것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진행하였다.

키움 Open API Open Dart API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현재가 유동자산

업종 정보 부채비율

Table 1. Classfication of Basic Data in terms of API

데이터 표를 이용하여 시각화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Google 

Chart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Tree map chart와 Bar chart를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정보를 표현하고자 했다. Tree map chart는 시가총액에 

따라 크기를 표현했고 당기순이익에 따라 높은 순으로 녹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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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순으로 적색으로 표현했다. Bar chart는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해당 그룹의 상장기업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

Fig. 1. Example of Tree Map Chart

Fig. 2. Example of Bar Chart

III. 이종 API 처리

리눅스 서버를 기반으로 구현하려 하였으나, 키움 API는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특성이 있어서 윈도우즈 서버에서 파이썬을 

활용하여 키움 API 데이터를 처리했고, Lumen은 PHP 프레임워크로 

리눅스 환경에서 메인 서버 역할을 하며 스케줄러 관리, 키움 API 

데이터 요청과 OpenDart API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를 위한 이종 

API 데이터들을 결합해준다.

Fig. 3. Structure of Server Development

Fig. 4. OpenDart API Processing

Fig. 5. Kiwoom API Processing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회계 혹은 주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식 투자에 판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재무제표

의 정보를 이용하여 시각화 정보를 구현하였다. Tree map chart를 

활용하여 하나의 Chart로 두 가지 이상의 항목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다른 OS를 사용하는 이종 API를 처리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서버를 구축하였다. 향후에는 잘 알려진 주식 선정 이론 

등을 infographic으로 표현하는 것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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