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지은이의 글
	1편웹 크롤링의 핵심 도구 파이썬 쉽게 배우기
	CHAPTER 01웹 크롤링에 필요한환경을 만들자!
	파이썬 소개
	프로그래밍 언어란?
	파이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기

	아나콘다 설치하고 가상 환경 설정까지
	아나콘다 설치하기
	주피터 노트북으로 파이썬 실행하기
	아나콘다로 가상 환경 다루기


	CHAPTER 02 뚝딱뚝딱 쉽게 끝내는 파이썬 핵심 문법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
	변수와 숫자 자료형
	문자 자료형
	리스트 자료형 
	튜플 자료형
	딕셔너리 자료형 
	집합 자료형 
	불 자료형

	조건문 알아보기
	if 문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in, not in 연산자

	반복문 알아보기
	for 문
	while 문

	예외 처리 
	함수
	모듈
	패키지/라이브러리
	클래스와 객체


	2편세 가지만 알면  웹 크롤링이 내 손 안에
	CHAPTER 03웹 크롤링이란 무엇인가?
	웹 크롤링의 기초 개념
	한눈에 보는 웹 크롤링 프로세스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
	HTTP 통신의 이해

	웹 페이지의 뼈대, HTML 기초
	HTML이란 무엇인가?
	HTML 파일 생성하기
	HTML의 기본 문법
	자주 사용하는 HTML 태그들
	HTML의 구조 

	CSS 맛보기
	자바스크립트 맛보기

	CHAPTER 04꼭 알아야 할 웹 크롤링 방법 1 – BeautifulSoup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 소개
	라이브러리란?
	BeautifulSoup 다루기 1
	BeautifulSoup 다루기 2
	BeautifulSoup 다루기 3

	첫 번째 웹 크롤링 실습
	웹 페이지에서 소스 코드를 확인하는 법
	제목과 본문 정보 웹 크롤링

	두 번째 웹 크롤링 실습 
	테이블과 목록 정보 크롤링
	테이블 정보 크롤링
	목록 정보 크롤링

	웹 크롤링 허용 문제

	CHAPTER 05꼭 알아야 할 웹 크롤링 방법 2 – 동적 웹 페이지 
	해외 축구 웹 사이트 둘러보기
	해외 축구 데이터 웹 크롤링 프로세스
	스포츠 기록 사이트 접속
	웹 페이지에서 소스 코드 확인하기

	동적 웹 페이지 다루기
	정적 웹 페이지 vs 동적 웹 페이지
	Selenium 사용 준비

	Selenium으로  실습하기
	동적 웹 페이지 불러오기
	승패 기록 페이지 크롤링하고 분석하기


	CHAPTER 06꼭 알아야 할 웹 크롤링 방법 3 – API 
	오픈 API로 부동산 데이터 크롤링하기
	API란?

	API 사용하기
	공공 포털 사이트에서 API 등록하기
	API 테스트 1 –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API 테스트 2 – 파이썬으로 확인하기
	숙지해야 할 API 활용 가이드



	3편웹 크롤링과데이터 분석, 활용
	CHAPTER 07부동산 웹 크롤링과데이터 분석 도구
	pandas로 한눈에 알아보는 데이터 만들기
	API를 활용한 아파트 거래 건수 확인
	크롤링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matplotlib으로 데이터 시각화 
	pandas와 matplotlib을 활용한 심화 실습
	파이썬으로 CSV 파일 다루기
	CSV란 무엇인가요?
	크롤링 결과를 CSV 파일로 저장
	CSV 파일, 파이썬으로 불러오기

	파이썬으로 엑셀 파일 다루기
	크롤링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
	파이썬으로 엑셀 파일 불러오기 


	CHAPTER 08주식 데이터 웹 크롤링과데이터베이스 다루기
	주식 데이터 웹 크롤링은 어떻게 할까?
	주식 사이트에 접속하기

	주식 데이터 크롤링
	기본 정보 웹 크롤링
	상단 테이블 웹 크롤링
	시세현황 테이블 웹 크롤링

	MySQL 기초
	데이터베이스와 MySQL
	MySQL 다운로드
	MySQL 설치
	MySQL에서 데이터베이스 추가
	MySQL에서 테이블 추가

	파이썬으로 MySQL에 데이터 추가하기
	윈도우 스케줄러를 이용한 자동화
	스크립트 확인
	에러가 발생할 때 슬랙으로 메시지 보내기
	윈도우 스케줄러 설정

	파이썬으로 MySQL 데이터 불러오기
	MySQL 데이터 추출하기
	추출 결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

	주식 데이터 시각화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