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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은
고통이다.

우리는 항상 웹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웹 사이트 약 18억 개 중 API 제공 비율은 단 0.0013%

웹 페이지의 전체 데이터 구조를 파악할 때까지는 수많은 시도와 좌절을 겪으며

디자인이라도 바뀔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시간의 80%를 수집과 정제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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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은
일상이다!

코딩은 어렵고, 복사&붙여넣기는 지겹지 않나요?

많은 산업분야에서 데이터 수집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반복되는 일상의 업무가 조금 더 쉽게, 간편하게, 빠르게 끝날 수 있도록.

리스틀리는 온라인 세상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여러분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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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개의 웹페이지도 엑셀 시트 한 장에
웹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웹은 정보를 제공할 뿐 그 자체로는 데이터 가공도, 분석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단일 웹페이지부터 수백 장에 이르는 상세페이지까지. 리스틀리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제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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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웹페이지

엑셀로 정리

여러 개의 웹페이지

엑셀로 정리

목록 → 개별 상세 페이지

엑셀로 정리



깨끗하고 정리된 데이터
매일매일 대량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리스틀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INANCE

투자 보조 지표

HR AGENCY

구인 정보, 구직자 이력 정리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결과 정리

RESEARCH

데이터셋 만들기

DATA JOURNALISM

기사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MARKETING

고객 리뷰 (게시글 / 댓글)

SALES

개인 / 회사 연락처 수집

E-COMMERCE 

상품 정보 수집

LINE-OF-BUSINESS

회사 내부 데이터 정리

MEDIA MONITORING

미디어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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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비용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소요시간 30분

월 9만원

개발자 고용

복사-붙여넣기
반복수집 불가

반복수집을 위해 별도 시스템 구축 필요

웹사이트 3곳에서 1,000 페이지씩, 매 월 수집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약 3개월

최소 2개월 이상

예산확보-채용-개발-운영 등 복잡한 과정

비용 측정 불가

예상 비용 1,000만 원 x n (인건비+서버비+간접비)

시스템 구축 필요 없음 결제 즉시 사용

클릭 후 30분 대기

개발자만 유지/보수 가능

직원 누구나 작업 분담 가능

X 1,00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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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틀리, 
어떻게사용하나요?

사실 클릭만 해도 되긴 합니다 :)



설치 및 기본 사용 튜토리얼 영상 보기크롬 확장프로그램 설치 링크

리스틀리 홈페이지에서

크롬확장프로그램 추가를 클릭합니다.

Chrome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 퍼즐 아이콘을 클릭하고

핀 모양 아이콘을 선택해 상단에 고정하세요.

1 2 3

간편하게 설치하세요.
리스틀리는 구글 크롬 / 네이버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링크로 연결됩니다.

02 LISTLY GUIDE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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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MoTXm7EHCQ&list=PLhLERBQDCcUa-O5OhKmlwujaWdO_3yh90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listly-free-data-scraper/ihljmnfgkkmoikgkdkjejbkpdpbmcgeh?utm_source=homepage


사용법은 더 간단합니다.

추출을 원하는 페이지에서

리스틀리 아이콘 클릭하기

(전체/부분 선택 가능)

결과 페이지에서

추출될 데이터 확인하기

엑셀로 파일 다운받기

(구글시트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변환할 페이지에서 클릭하고, 확인하고,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하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링크로 연결됩니다.

1 2 3

02 LISTLY GU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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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FEATURES
이렇게 간단한 1 Page -> 1 Excel 변환 기능은 모든 사용자에게 열려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자동 정렬

하이퍼링크 추출

같은 종류의 데이터끼리 같은 열에 정렬

이미지/텍스트에 연결된 주소 자동 추출

Table-like 표처럼 생긴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추출

Iframe 감지 페이지 속 iframe 영역과 주소 자동 감지

02 LISTLY GUIDE
대표기능[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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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FEATURES
비즈니스 플랜에서 제공하는 고급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룹 추출

폴더그룹, URL그룹으로

묶어 시트 한 장에 정리

자동클릭

반복 클릭이 필요한

웹 페이지 처리

자동스크롤

반복 스크롤이 필요한

웹 페이지 처리

자동저장

스크롤 이동 중 사라지는

데이터 자동 저장

잠시 대기

페이지 로딩 후

잠시 대기하는 시간 설정

스케쥴러

매일/매주

데이터 자동 수집

알리미

스케쥴러 동작 완료 시

이메일 알림

API (beta)
추출된 데이터를

CSV, JSON 으로 제공

프록시
IP 우회를 위한

프록시 서버 설정

HTML 파일보드
.html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여 추출

02 LISTLY GUIDE
대표기능[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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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 GUIDE
튜토리얼 영상과 도움말로 상세한 기능을 알아봅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링크로 연결됩니다.

리스틀리
도움말

URL 입력만으로 여러 개의 페이지를 추출할 수 있는
그룹추출 튜토리얼입니다.

목록 -> 상세페이지와 같이 단계가 있는 페이지들을
추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비공개 페이지를 엑셀로
통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크롤을 내려야 데이터가 로드 되는 형태의
웹페이지 추출 세팅 방법입니다.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추출 세팅 방법입니다.

사례별로 확인할 수 있는 리스틀리 도움말 목록입니다.

02 LISTLY GUIDE
튜토리얼 &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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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itp6PJZ-8c
https://www.youtube.com/watch?v=6YK64TFOe_s
https://www.youtube.com/watch?v=mJW_aiMpwT4&t=18s
https://www.youtube.com/watch?v=IkCMB0oWahs
https://www.youtube.com/watch?v=7woCOfsDF_E&t=2s
https://listly.notion.site/LISTLY-158213c9bfc244d1806aa4c778a4d1b5


CASE STUDY
실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03 CASE STUDY 14



03 CASE STUDY
사례 및 예제 15

지금도, 데이터가 추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가서 정보를 탐색했던 그 웹사이트, 다른 곳에서는 이미 데이터로 축적 중입니다.

온라인 커머스 – 상품 정보 수집 부동산 – 매물 가격 모니터링 금융 – 투자 보조지표

엔터테인먼트 – 실시간 차트 분석 마케팅 – 고객리뷰/댓글 모니터링 연구 – 데이터셋 수집



네이버 항공권, 
여행상품 가격정보 수집

여행 플랫폼 A사

시시각각 변하는 항공권 가격을
자사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반영하기 위함

관련 예제

수집정보

수집목적

COMMERCE

패션쇼핑몰 B사

상품 정보 수집
(상품명, 가격, 옵션, 리뷰 수)

타 플랫폼에 업로드 된
타사 상품 분석을 통한

시즌별 시장조사

관련 예제

COMMERCE

수집정보

수집목적

제품별 상품리뷰 수집
패션/미용 블로거 연락처 수집

자사 홍보 결과 확인 및
고객 동향 파악,

홍보 활동 제안을 위한 블로거 컨택

관련 예제

뷰티 마케팅 대행 C사
MARKETING

수집정보

수집목적

구글 뉴스 검색결과 수집
(자사 관련 키워드 다수)

특정 키워드의 뉴스 검색결과를
매 시간 수집하여
최신 동향 파악

관련 예제

블록체인 기업 D사
MONITORING

수집정보

수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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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istly_io/222722518749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676048711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642074575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673089014


음원 차트, 국내/외 신규앨범 정보,

특정 음원의 재생횟수

자사 그룹의 음원 순위 모니터링,
해외 신규앨범 정보를 수집해

국내 유통/마케팅에 활용

수집정보

수집목적

RESEARCH

소비재 기업 F사

기업 정보 수집
(대표자,연락처,주소 등)

세일즈 활동을 위해
의약/제약 관련 온라인 몰에

입점 된 기업 정보 수집

관련 예제

SALES

수집정보

수집목적

부동산 매물, 시세정보

매물 정보 모니터링
부동산 시세 정보 조회

중복 매물 확인

관련 예제

G 공인중개사 사무소
REAL ESTATE

수집정보

수집목적

주식 종목/증권 정보

주식 종목코드 및
개별 종목 정보 수집

관련 예제

개인투자자 H
FINANCE

수집정보

수집목적

음원 레이블 E사

관련 예제

리스틀리 사용 예제 더 보기

03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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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istly_io/222757670770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581616421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529460905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541429401
https://blog.naver.com/listly_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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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0원

BUSINESS
9만 원 /월

( 108만 원 99만 원 /년)

라이선스 사용자 1명

무제한 1 페이지 → 1 엑셀 추출

100 URLs / 월(서버자원) 

모든 웹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엑셀 다운 & 구글시트 내보내기

-

-

-

-

-

-

-

-

-

라이선스 사용자 1명

무제한 1 페이지 → 1 엑셀 추출

9000 URLs / 월(서버자원)

모든 웹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엑셀 다운 & 구글시트 내보내기

여러 페이지 통합추출(그룹추출)

스케쥴 예약 추출

추출 속도 조절

자동스크롤 & 자동저장 & 자동클릭

데이터 로딩 대기 설정

프록시 설정

액션스크립트

HTML 파일추출

API beta (CSV, JSON)

Q. 매 월 추출할 데이터가 9000개 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dd-on 옵션으로 원하는 URL 사용량을 정기결제 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사용 중 URL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1회성으로 URL을 원하시는 만큼 충전 하실 수 있으며, 충전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자체 서버로 더 안정적인 추출을 원합니다.

개인용 프록시 서버의 추가 결제를 통해 접속 IP를 늘릴 수 있습니다.

Q. URL 충전 금액은 얼마인가요?

1,000url = 10,000원 으로 추출 1건당 10원입니다. 모든 추가 결제에서 이 금액은
동일하며 추출 실패 시에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당신의 진짜 업무에 집중하세요.
데이터 수집은 리스틀리가 하겠습니다.



리스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리스틀리 블로그 바로가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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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확장 프로그램 설치 링크

https://www.listly.io/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listly_io&categoryNo=12&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
https://store.whale.naver.com/detail/jncnopbobhhjeeomceandjdllninkcfa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listly-free-data-scraper/ihljmnfgkkmoikgkdkjejbkpdpbmcgeh?utm_source=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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