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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INTRO

웹 스크래핑이란 간단히 말해 웹 사이트에 산재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시대

에 데이터는 1차원적인 정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 웹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점점 방대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리스틀리는 이와 같이 유동적인 웹 환경 속에서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

램입니다. 브라우저 상에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복잡한 코딩이나 복사&붙여넣기와 같은 번거

로움 없이 한 번에 온갖 형태의 데이터를 엑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WHY?

* 본 문서에 수록된 예시는 리스틀리를 통해 접근한 도메인과 해당 사이트에서 추출된 데이터의 패턴으로 유추한 내용입니다.
추출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에 실제 업계의 데이터 활용 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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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리스틀리를 통해 추출된 데이터 약 160만 개. 지금 이 시간에도 리스틀리를 통해 경쟁사 정보, 

상품정보, 잠재 고객 리스트, 사용자 리뷰, 투자 지표 등 셀 수 없이 많은 데이터가 웹에서 추출되고 있습

니다. 비정형의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가공/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왜 수집할까요? 여러 산업군에서 웹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

는지 대표적인 데이터 수집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은 상품을 수집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데 인건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구매대행하려는 상품의 수가 몇 천, 몇 만 건에 달

할 경우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마련.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중국 도매 사이트의 상품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필터링해 소싱 할 상품을 선별하거나, 제품의 일괄 업로드에 활용

하고 있다.

구매대행 쇼핑몰의 상품정보 수집CASE 1.

[1688] https://www.1688.com/

[타오바오] https://world.taobao.com/

[천유닷컴] https://cheonyu.com/

····················· 중국 내수용 도매 사이트

··················· 중국 오픈마켓

························ 문구 잡화 도매 사이트

Website

Job 쇼핑몰 운영

Keyword 전자상거래, 도매사이트, 유통

관련 예제 [Blog] 중국 구매대행 상품정보 엑셀로 한방에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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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688.com/
https://world.taobao.com/
https://cheonyu.com/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611858767


여행 플랫폼의 관리자 B 씨는 주기적으로 항공권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자

사 채널에서 중개하거나, 기획 패키지 상품에 반영한다.

항공권, 호텔 예약은 물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잠깐의 검색만으로도

최저가를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입장에서 최저가를 제시하는 플랫폼

을 클릭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이처럼 실시간 가격 정보가 매출과 직결되는 커

머스 분야는 웹 스크래핑이 가장 활발한 분야다.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정보 수집CASE 2.

[네이버항공] https://flight.naver.com/

[네이버호텔] https://hotels.naver.com/

[스카이스캐너] https://www.skyscanner.co.kr/

···················· 네이버 항공권

···················· 네이버 호텔예약

············ 특가 항공권 검색 및 예약

Website

Job 온라인 여행 플랫폼 직원

Keyword 전자상거래, 항공, 숙박, 최저가

[Blog] 한 번의 클릭으로 항공권 정보 수집하는 방법관련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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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tels.naver.com/
https://www.skyscanner.co.kr/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722518749


리뷰와 같은 정성적인 데이터도 엑셀로 뽑아 두면 한눈에 들어온다. 쇼핑몰별, 평점

별로 데이터를 분리할 수도 있고, 특정 키워드별로 검색해 유저들이 어떤 부분에 주

로 불만을 제기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는 C 씨는 고객의 리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다음 프

로모션을 기획한다. 또한 경쟁사 제품의 리뷰 모니터링을 통해 홍보활동 추이를 추

측하기도 한다.

마케터의 고객 리뷰 수집CASE 3.

[글로우픽] https://glowpick.com/

[크리마] https://www.cre.ma/

[올리브영] https://www.oliveyoung.co.kr/

·················· 리뷰 중심 뷰티 랭킹사이트

·················· 온라인 쇼핑몰 리뷰 수집, 관리

········ 뷰티 & 라이프스타일 온라인몰

Website

Job 마케팅 대행사 직원

Keyword 뷰티, 리뷰, 마케팅

[Blog] 온라인 쇼핑몰 상품 리뷰 수집 방법관련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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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lowpick.com/
https://www.cre.ma/
https://www.oliveyoung.co.kr/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istly_io&logNo=222621929003&categoryNo=12&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상품 정보는 다양한 용도로 수집된다. 가격이나 소재 정보는 물론 경쟁사의 카테고

리별 상품 수의 추이, 판매량과 리뷰 개수 등을 통해 어떤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지 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상품기획팀 D 씨는 경쟁 브랜드의 판매 상위 제품을 모니터링하며 판매량이 보장되

는 기본 아이템 외 특정 기간 순위가 상승하는 제품들을 살핀다. 또한 이미지 수집

이 필요한 경우 이미지 하이퍼링크를 추출해 즉각 반영키도 한다.

시장조사를 위한 경쟁사 정보 수집CASE 4.

[발란] https://balaan.co.kr/

[조마샵] https://www.jomashop.com/

[무신사] https://www.musinsa.com/

······················ 명품, 럭셔리 쇼핑몰

·········· 온라인 쇼핑몰 리뷰 수집, 관리

············· 영&캐주얼 온라인 편집샵

Website

Job 상품기획팀 직원

Keyword 패션, MD, 상품기획, 시장조사

[Blog] 복붙없이 클릭 한번으로 쇼핑몰 상품정보 엑셀로 크롤링하기관련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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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laan.co.kr/
https://www.jomashop.com/
https://www.musinsa.com/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676048711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엔터사 기획팀의

E 씨의 경우 음원사이트의 순위와 재생 횟수, 신보 발매 상황은 물론 유튜브의 뮤직

비디오, 영상 클립 등의 조회수를 매일 수집한다. 데이터 자체는 각 사이트에 들어

가면 언제든 볼 수 있지만 사이트별, 일자별 데이터는 뿔뿔이 흩어져 있어 엑셀 등

의 형태로 정량화한 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회수, 재생횟수 등을 합산해 추이를 확인하고 채널/종

류별 콘텐츠를 분류해 분석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순위/조회수 모니터링CASE 5.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가이섬] https://xn--o39an51b2re.com/

[멜론] https://www.melon.com/

/ ··········· 글로벌 비디오 플랫폼

·········· 국내 음원차트 아카이빙 사이트

···················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Website

Job 엔터사 직원

Keyword 엔터테인먼트, 음원, 조회수, 순위

[Blog] 파이썬 몰라도 크롤링 가능! 멜론(Melon) 인기 차트 크롤링관련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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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
https://%EA%B0%80%EC%9D%B4%EC%84%AC.com/
https://www.melon.com/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393776642


산업 동향을 살피는 데는 뉴스만 한 것이 없다. 언론홍보 담당자인 F 씨는 매일 특

정 시간 업계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뉴스 검색 결과를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각각

수집한다. 포털 사이트별로 노출되는 매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뉴스 모니터링을 통해 업계 동향 파악은 물론, 릴리즈한 보도자료가 얼마나 효과적

으로 발행되었는지, 어떤 언론이 우리 회사에 주목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언론 동향 파악을 위한 뉴스 모니터링CASE 6.

Job 언론홍보 담당자

Keyword 뉴스, 언론, 기사

[Blog] 리스틀리로 구글 뉴스 엑셀로 한번에 정리하기관련 예제

[구글뉴스] https://news.google.com/

[네이버뉴스] https://news.naver.com/

[다음뉴스] https://news.daum.net/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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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istly_io/222673089014
https://balaan.co.kr/
https://news.google.com/
https://news.naver.com/
https://news.daum.net/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는 누가 제공했을까? 채용 관련 웹사이트

는 크롤러를 사용해 기업 웹사이트에 올라온 채용정보 및 기업의 세부정보, 평균 연

봉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구직자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

역으로 기업과 헤드헌터는 구직자들이 올려놓은 프로필을 수집하고 있다. 잠재 후

보자들을 발견하여 인력 풀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인사팀의 G씨는 사이트에 업로드

된 구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합한 포지션을 추천한다.

인력풀 구축을 위한 프로필 수집CASE 7.

Job HR, 채용

Keyword 연락처 수집, 인력풀 구축

[Blog] 빅테크 기업 인재풀 구축하는 방법 - 리스틀리관련 예제

[사람인] https://www.saramin.co.kr/

[로켓펀치] https://www.rocketpunch.com/

[코폴리오스] https://cofolios.com/

············ 구인/구직

········ 구인/구직(셀프 구직 카테고리)

··············· (마국)학생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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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istly_io&logNo=222630926342&categoryNo=12&parentCategoryNo=12&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listly_io/222899965794
https://www.saramin.co.kr/
https://www.rocketpunch.com/
https://cofolios.com/


부동산과 관련된 포털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면 특정 지역의 매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아파트/빌라/상가, 전세/월세, 층수, 임대료 등의 속성에 따라 분류해 다양

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

공인중개사 H 씨는 부동산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수집해 자신만의 지역 매물

분석 자료를 만든다. 매물 증감을 관리하고, 각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 평당가나

평당 임대료, 평균 시세를 계산한다. 공동 중개하는 중개업소의 연락처, 시장 주도

중개업소 등 시장 파악 또한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정보 수집CASE 8.

Job 공인중개사

Keyword 부동산, 매물, 시세

[Blog] 네이버 부동산 매물 엑셀 정리, 리스틀리로 한번에 해결관련 예제

[네이버부동산] https://m.land.naver.com/

[점포라인] https://jumpoline.com/

[옥션나라] http://auctionnara.co.kr/

··········· 네이버 부동산

···················· 점포 매물 거래 전문 플랫폼

·················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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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istly_io&logNo=222581616421&categoryNo=12&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https://m.land.naver.com/
https://jumpoline.com/
http://auctionnara.co.kr/


주식, 암호화폐 등의 투자 영역에서는 주가예측을 위해 과거 시점의 데이터가 필요

하다. 이에 단지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파이썬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다.

개인투자자 I 씨는 주식투자를 위해 후보 종목들의 시가총액, 현재가, PER, ROE

등 투자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종목의 내재가치를 계산한다.

물론 각 기업의 재무제표, 보도자료, 경쟁사, 마케팅 방향 등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많지만 수많은 종목 중 1차적인 검토를 위해 숫자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투자지표 활용을 위한 금융 데이터 수집CASE 9.

Job 투자자

Keyword 주식, 코인, 투자

[Blog] 야후 파이낸스 (Yahoo Finance) 암호화폐 데이터 웹 스크래핑관련 예제

[구글 파이낸스] https://www.google.com/finance/

[야후 파이낸스] https://finance.yahoo.com/

[네이버 금융] https://finance.naver.com/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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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istly_io/222529460905
https://www.google.com/finance/
https://finance.yahoo.com/
https://finance.naver.com/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는 숫자로 남는다. 팀의 승패는 물

론, 수치화된 각 선수들의 스탯까지도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 기록 분석가 J 씨는 상대팀의 시합 내용과 개인 선수, 팀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한다. 축구를 예로 든다면 선수의 볼 점유율, 패스 성공률, 골 성공률 등의 선수

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상대팀과의 전력을 비교하여 다음 경기

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선수와 감독에게 제공한다.

경기 예측을 위한 스포츠 스탯 수집CASE 10.

Job 스포츠 기록 분석

Keyword 스포츠, 경기결과, 스탯, 스코어 예상

[후스코어드] https://www.whoscored.com/

[NBA] https://www.nba.com/stats

[스포조이] https://www.spojoy.com/

············ 축구 전문 통계사이트

···················· 미국 프로농구 경기 정보 제공

···················· 스포츠 데이터, 토토, 프로토

Website

[Blog] 리스틀리로 스포츠 경기 데이터 수집하기관련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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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hoscored.com/
https://www.nba.com/stats
https://www.spojoy.com/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istly_io&logNo=222730770504&categoryNo=12&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리스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 많은 사용 예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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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icrosoftedge.microsoft.com/addons/detail/%EB%A6%AC%EC%8A%A4%ED%8B%80%EB%A6%AC-%EB%AC%B4%EB%A3%8C-%EB%8D%B0%EC%9D%B4%ED%84%B0-%EC%B6%94%EC%B6%9C-%EC%8A%A4%ED%81%AC%EB%9E%98%ED%95%91-%ED%81%AC/hfocokadknpfdlnoepicoagndjhdoeno

	슬라이드 번호 1
	INDEX
	WEB SCRAPING
	WHY?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