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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트 투자 중 팩터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룬 《SMART BETA(스마트 베타): 감정을 이
기는 퀀트 투자》(김병규/이현열, 워터베어프레스, 2017) 출간 이후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많
은 분을 만났고, 공통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손쉽게 데이
터를 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일반 투자자들은 퀀트 투자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하는 시작점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금융 데이터 수집 및 처리,
퀀트 모델 개발, 포트폴리오 분석 및 자동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들이 스스로 이러한 퀀트 투자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구
성했습니다. 또한, 실제 전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기술도 포함했으니 책의 내용을 넘
어 더욱더 훌륭한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로 다루는 크롤링은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존에 책 발간 이후 참고자료로 사용된 페이지 중 형태가 바뀐 곳이 많아
개정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후 파이낸스의 웹페이지 구조가 바뀌어 크롤링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 사이트가 개편되어 해당 부분은 바뀐 페이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였
습니다.
• 네이버 증권의 주가 데이터 출처가 변경되어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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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페이지가 크롤러의 접근을 막음에 따라 user_agent() 함수를 사용해 크롤
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문의가 많았던 DART 크롤링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덱스 포트폴리오 및 인핸스
드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 ggplot2 패키지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 일부 코드를 수정하여 데이터 처리를 좀 더 쉽게, 종목 선택을 더욱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페이지 변경 등 코드를 수정해야 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책의 공식 페
이지인 https://hyunyulhenry.github.io/quant_cookbook/에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할 예
정이며, 질문 사항이 있으면 페이지에 남겨주시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식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지금, 유행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투자보다는 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이현열(leebis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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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의

구

성

이 책은 API와 크롤링을 통한 금융 데이터 수집, 투자 종목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
백테스트와 성과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HAPTER 1 퀀트 투자의 심장: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퀀트 투자란 무엇인지, 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지, 여러 언어 중 R을 사용해야 하는 이
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CHAPTER 2 크롤링을 위한 기본 지식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앞서 인코딩, 웹의 동작 방식, HTML에 대한 기본 정보
와 데이터 처리에 편리한 R 코드를 살펴봅니다.
CHAPTER 3 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API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getSymbols() 함수의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CHAPTER 4 크롤링 이해하기

크롤링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GET과 POST 방식을 이용한 간단한 예제를 살펴
봅니다.
CHAPTER 5 금융 데이터 수집하기 기본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방법, 섹터의 구성종목을 수집하는 방
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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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금융 데이터 수집하기 심화

퀀트 투자의 핵심 자료인 수정주가, 재무제표 및 가치지표를 크롤링하는 방법을 살펴
봅니다.
CHAPTER 7 데이터 정리하기

앞에서 수집한 주가, 재무제표, 가치지표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CHAPTER 8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하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dplyr 패키지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및 ggplot2 패키지를 이
용한 데이터 시각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CHAPTER 9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 기본

베타에 대한 이해 및 기본적 팩터인 저변동성, 모멘텀, 밸류, 퀄리티를 이용한 종목 선
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CHAPTER 10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 심화

단순 종목 선정을 넘어 실무에서 사용되는 섹터 중립 포트폴리오 및 이상치 제거와 팩
터 결합 방법, 마법공식 및 멀티팩터에 대해 살펴봅니다.
CHAPTER 11 포트폴리오 구성

최적화 패키지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최소분산 포
트폴리오, 최대분산효과 포트폴리오, 위험균형 포트폴리오를 구현합니다. 또한 실무에
서 많이 사용되는 인덱스 포트폴리오 및 인핸스드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살
펴봅니다.
CHAPTER 12 포트폴리오 백테스트

Return.portfolio() 함수를 이용한 백테스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13 성과 및 위험 평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성과 및 위험 평가에 사용되는 각종 지표에 대해 알
아보며, 4팩터 회귀분석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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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
이 책은 R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용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R과 R Studio 설치,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등의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프로그래밍 기초를 먼저 익히신
후 이 책을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프로그램 언어로 R을 이용했기 때문에 파이썬 혹은 다른 언어를 사
용하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투자에 필요한 금융 데이터 수집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이해한 후 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구현해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
먼저 팩터 투자와 관련하여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저의 이전 책 및 책에서 인
용된 논문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R 프로그래밍과 관련하여 기초부터 tidyverse 패키
지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책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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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BETA(스마트 베타): 감정을 이기는 퀀트 투자》(김병규, 이현열, 워터베어프
레스, 2017)

• 《손에 잡히는 R 프로그래밍》(가렛 그롤먼드, 한빛미디어, 2015)
• 《R Cookbook》(폴 티터, 인사이트, 2012)
• 《R을 활용한 데이터 과학》(해들리 위컴, 개럿 그롤문드, 인사이트, 2019)
• 《Do it!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김영우, 이지스퍼블리싱, 2017)
• 《ggplot2: R로 분석한 데이터를 멋진 그래픽으로》(해들리 위컴, 프리렉, 2017)

이 책의 지원 페이지
이 책은 R의 bookdown 패키지로 작성되어 웹페이지 및 GitHub 저장소에 공유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책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코드를 웹페이지에 방문하여 얻으실 수 있습
니다.
웹페이지: https://hyunyulhenry.github.io/quant_cookbook

GitHub 저장소: https://github.com/hyunyulhenry/quant_cookbook

크롤링 대상 웹페이지의 구조가 바뀌어 코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반영
할 것이며, 인쇄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한

bookdown 패키지를 이용하여 책을 집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
니다.
이 외에도 퀀트 투자 혹은 R을 이용한 투자 활용법 등의 내용은 저자의 블로그에 많은
글들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Henry’s Quantopia: http://henryquant.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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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과 관련된 유의사항
팩터 모델을 이용한 종목 선택과 관련된 CHAPTER에서는 해당 조건으로 선택된 종
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이 아님을 밝히
며, 데이터를 받은 시점의 종목이기에 독자 여러분이 책을 읽는 시점에서 선택된 종목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루는 모델을 이용하여 투자를 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과 손해는 본
인에게 귀속됨을 알립니다.

세션 정보
이 책에 사용한 R 버전 및 각종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R version 3.6.3 (2020-02-29)
Platform: x86_64-pc-linux-gnu (64-bit)
Running under: Ubuntu 16.04.7 LTS
Matrix products: default
BLAS:
/usr/lib/atlas-base/atlas/libblas.so.3.0
LAPACK: /usr/lib/atlas-base/atlas/liblapack.so.3.0
locale:
[1] LC_CTYPE=C.UTF-8
[3] LC_TIME=C.UTF-8
[5] LC_MONETARY=C.UTF-8
[7] LC_PAPER=C.UTF-8
[9] LC_ADDRESS=C
[11] LC_MEASUREMENT=C.UTF-8

LC_NUMERIC=C
LC_COLLATE=C.UTF-8
LC_MESSAGES=C.UTF-8
LC_NAME=C
LC_TELEPHONE=C
LC_IDENTIFICATION=C

attached base packages:
[1] stats
graphics grDevices utils
[6] methods
base

datasets

other attached packages:
[1] showtext_0.9
showtextdb_3.0 sysfonts_0.8.1
loaded via a namespace (and not attached):
[1] compiler_3.6.3 magrittr_1.5
bookdown_0.20
[4] htmltools_0.5.0 tools_3.6.3
yaml_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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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tringi_1.5.3
## [10] stringr_1.4.0
## [13] rlang_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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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rkdown_2.3
digest_0.6.25
evaluate_0.14

knitr_1.30
xfun_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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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퀀트 투자의 심장: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퀀트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우 낯선 영역이었지만, 최
근에는 각종 커뮤니티와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퀀
트 투자에서 ‘퀀트’란 모형을 기반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을 산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퀀트(Quant)라는 단어가 ‘계량적’을 의미하는 퀀티터티브
(Quantitative)의 앞 글자를 따왔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산업과 기업을 분석해 가치를 매기는 정성적인 투자법과는 달
리, 퀀트 투자는 수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전략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정
량적인 투자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수집·가공한 후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고 실행하는 단계는 데이터 과학의 업무 흐름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해들리 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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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ley Wickham)에 따르면1 데이터 과학의 업무 과정은 그림 1-1과 같습니다.

그림 1-1 데이터 과학의 업무 과정

데이터 과학자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데이터를 불러온 후 이를 정리하고, 원하는 결
과를 찾기 위해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시각화하고 모델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타인과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퀀트 투자의 단계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투자에 필요한 주가, 재무제표 등의 데
이터를 수집해 정리한 후 필요한 지표를 얻기 위해 가공합니다. 그 후 각종 모형을 이
용해 투자 종목을 선택하거나 백테스트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투자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퀀트 투자는 데이터 과학이 금융에 응용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으며, 퀀트 투자의 중심에는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데이터 과학의 업무 단계와 동일하게 데이터 불러오기, 데이터별로 정리하
고 가공하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의 특징 파악하기, 퀀트 모델을 이용해 종목 선택
하기, 백테스트를 실시한 후 성과 및 위험 평가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 CHAPTER에서는 퀀트 투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
는지, 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지, 그중에서도 R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
겠습니다.

1

002

《R을 활용한 데이터 과학》(해들리 위컴, 개럿 그롤문드, 인사이트, 2019)

CHAPTER 1 퀀트 투자의 심장: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1.1 데이터 구하기
퀀트 투자에 필요한 데이터는 여러 데이터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데이터 수집에는 블룸버그 혹은 Factset, 국내 데이터 수집에
는 DataGuide가 흔히 사용됩니다. 물론 비용을 더 지불한다면 단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백테스트 및 성과 평가까지 가능합니다. Factset에서 판매하는 Alpha

Testing 혹은 S&P Global에서 판매하는 ClariFI(그림 1-2)를 사용한다면, 전 세계 주식을
대상으로 원하는 전략의 백테스트 결과를 마우스 몇 번 클릭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1-2 ClariFI의 백테스트 기능

데이터 제공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의 최대 단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블룸버그 단말기는

1년 사용료가 대리 한 명의 연봉과 비슷해, 흔히 ‘블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 데
이터 업체의 사용료는 이보다 저렴하기는 하지만, 역시 1년 사용료가 수백만 원 정도
로, 일반 개인 투자자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해외 데이터는 Quandl2이나 tiingo3 등의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대적
으로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 데이터 제공업체에 비해 데
이터의 종류가 적고 기간은 짧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가 사용하기에는 충
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tiingo에서는 전 세계 64,386개 주식의 30년 이상 가
격 정보, 21,352개 주식의 12년 이상 재무정보를 월 $10에 받을 수 있으며, 한정된 종
2

https://www.quandl.com

3

https://www.tiin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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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용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API를 통해 프
로그램 내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데이터에서 한국 시장의 정보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들이지 않고 국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후 파이낸스4 혹은 국내 금융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크롤링해 데이터를 수
집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네이버 금융에서 제공하는 재무정보

이러한 정보를 잘만 활용한다면 장기간의 주가 및 재무정보를 무료로 수집할 수 있습
니다. 물론 데이터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깔끔한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므로 클렌징 작
업이 필요하고 상장폐지된 기업의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는 상장폐지된 기업의 정
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004

https://financ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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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퀀트 투자와 프로그래밍
우리가 구한 데이터는 연구나 투자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거
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흔히
데이터 클렌징 작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전략의 백테스트
나 종목 선정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은 필수입니다. 물론 모든 퀀트 투자에서 프로그래
밍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엑셀을 이용해도 간단한 형태의 백테스트 및 종목 선정
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응용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엑셀은 매우 비효율적
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렌징 작업을 할 때 대상이 몇 종목 되지 않는다면 엑셀을 이용해
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목 수가 수천 종목을 넘어간다면 데이터를 손으로 일
일이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은 프로그래밍을
이용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테스트에서도 프로그래밍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과거 12개월 누적수익률이 높은 종
목에 투자하는 모멘텀 전략의 백테스트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처음에는 엑셀로 백테스
트를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12개월이 아닌 6개월 누적
수익률로 백테스트를 하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엑셀에서 다시 6개월 누적수익률을 구
하기 위해 명령어를 바꾸고 드래그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그
래밍을 이용한다면 n = 12였던 부분을 n = 6으로 변경한 후 단지 클릭 한 번만으로
새로운 백테스트가 완료됩니다.
전체 데이터가 100MB 정도라고 가정할 때, 투자 전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는 어
떨까요? 엑셀에서 A라는 전략을 백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로 작업한 후 저
장할 것입니다. 그 후 B라는 전략을 새롭게 백테스트하려면 해당 데이터를 새로운 엑
셀 파일에 복사해 작업한 후 다시 저장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0개의 전략만 백테스
트하더라도 100MB짜리 엑셀 파일이 10개, 즉 1GB 정도의 엑셀 파일이 쌓이게 됩니다.
만일 데이터가 바뀔 경우 다시 10개 엑셀 시트의 데이터를 일일이 바꿔야 하는 귀찮음

1.2 퀀트 투자와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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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의 엑셀 파일 내에서 모든 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속도가 상당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백테스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스크립트는 불
과 몇 KB에 불과하므로, 10개의 전략에 대한 스크립트 파일을 합해도 1MB가 되지 않
습니다.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원본 데이터 파일 하나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프로그래밍은 낯선 도구입니다. 그러나 퀀트 투자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은 매우 한정적이고 몇 가지 기능을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몇 개의 단어
와 구문만 익숙해지면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전문 개발자들의 프로
그래밍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수준이므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전략을 테스
트하고 수행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1.3 R 프로그램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역시 다양합니
다. 대략 7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중5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그리 많
지 않으므로, 대중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용량이 많은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1-4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 순위6입니다. 이 중 R과 Python은 매우 대중적인
언어입니다. 해당 언어가 많이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료인 데다 일반인들이 사용
하기에도 매우 편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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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7년 기준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순위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이 책에서는 R을 이용합니다. R의 장점은 무료라는 점 이
외에도 타 언어와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한 패키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R은 두터운 사용
자층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패키지가 많으며, 특히 통계나 계
량분석과 관련된 패키지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5 CRAN 등록 패키지 수

1.3 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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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퀀트 투자에 유용한 R 패키지
R에는 여러 연구자와 실무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금융 연구와 퀀트 투자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
용되는 패키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구글
에서 패키지명을 검색한 후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uantmod: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퀀트 투자에 매우 유용한 패키지입니다.

API를 이용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getSymbols() 함수는 대단히 많이 사용
됩니다. 이 외에도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 상대강도지수(RSI) 등 여러 기술적 지
표를 주가 차트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 PerformanceAnalytics: 포트폴리오의 성과와 위험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
용한 패키지입니다. Return.portfolio() 함수는 포트폴리오 백테스트에 필수
적인 함수입니다.
• xts: 기본적으로 금융 데이터는 시계열 형태이며, xts 패키지는 여러 데이터를
시계열 형태(eXtensible TimeSeries)로 변형해줍니다. 일별 수익률을 월별 수익률 혹
은 연도별 수익률로 변환하는 apply.monthly()와 apply.yearly() 함수, 데이
터들의 특정 시점을 찾아주는 endpoints() 함수 역시 백테스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 패키지는 PerformanceAnalytics 패키지 설치 시 자동으
로 설치됩니다.
• zoo: zoo 패키지 역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데 유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rollapply() 함수는 apply() 함수를 전체 데이터가 아닌 롤링 윈도우 기법으

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NA 데이터를 채워주는 na.locf() 함수는 시계열 데
이터의 결측치를 보정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 httr & rvest: 데이터를 웹에서 수집하기 위해서는 크롤링이 필수이며, httr
과 rvest는 크롤링에 사용되는 패키지입니다. httr은 http의 표준 요청을 수행하
는 패키지로서 단순히 데이터를 받는 GET() 함수와 사용자가 필요한 값을 선택
해 요청하는 POST() 함수가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rvest는 HTML 문서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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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가져오는 패키지이며,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한 후 원하는 데이터
만 뽑는 데 필요한 여러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dplyr: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R을 이용한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
는 패키지입니다. C++로 작성되어 매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며, API나 크롤링
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을 정리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 ggplot2: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입니다. 물론 R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된 plot() 함수를 이용해도 시각화가 가능하지만, 해당 패키지
를 이용하면 훨씬 다양하고 깔끔하게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책에서는 다양한 패키지를 사용했으며, 아래의 코드를 실행하면 설치되
지 않은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pkg = c('magrittr', 'quantmod', 'rvest', 'httr', 'jsonlite',
'readr', 'readxl', 'stringr', 'lubridate', 'dplyr',
'tidyr', 'ggplot2', 'corrplot', 'dygraphs',
'highcharter', 'plotly', 'PerformanceAnalytics',
'nloptr', 'quadprog', 'RiskPortfolios', 'cccp',
'timetk', 'broom', 'stargazer')
new.pkg = pkg[!(pkg %in% installed.packages()[, "Package"])]
if (length(new.pkg)) {
install.packages(new.pkg, dependencies = TRUE)}

1.4 퀀트 투자에 유용한 R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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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이 CHAPTER와 다음 CHAPTER에서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배우
겠습니다. 먼저 API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API 제공자는 본인이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누군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인 API 주소를 가진 사람은
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 API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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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는 API 주소만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으므
로 접속 속도가 빠르며, 데이터를 가공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해외에는 금융 데
이터를 API의 형태로 제공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매우 손쉽게
퀀트 투자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3.1 API를 이용한 Quandl 데이터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업체 Quandl은 일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며 API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7 이 책에서는 예제로 애플(AAPL)의 주가를 다운로드해보겠습니다. csv 형
식의 API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quandl.com/api/v3/datasets/WIKI/AAPL/data.csv?api_key=xw3NU3xLUZ7vZgrz5QnG

위 주소를 웹 브라우저 주소 창에 직접 입력하면 csv 형식의 파일이 다운로드되며, 파
일을 열어보면 애플의 주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림 3-2 API 주소를 이용해 다운로드한 데이터

그러나 웹 브라우저에 해당 주소를 입력해 csv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csv 파일을 다시 R
에서 불러오는 작업은 무척이나 비효율적입니다. R에서 API 주소를 이용해 직접 데이
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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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ttps://docs.quand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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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aapl = "https://www.quandl.com/api/v3/datasets/WIKI/AAPL/
data.csv?api_key=xw3NU3xLUZ7vZgrz5QnG"
data.aapl = read.csv(url.aapl)
head(data.aapl)
##
##
##
##
##
##
##
##
##
##
##
##
##
##

1
2
3
4
5
6
1
2
3
4
5
6

Date Open High
Low
2018-03-27 173.7 175.2 166.9
2018-03-26 168.1 173.1 166.4
2018-03-23 168.4 169.9 164.9
2018-03-22 170.0 172.7 168.6
2018-03-21 175.0 175.1 171.3
2018-03-20 175.2 176.8 174.9
Adj..Open Adj..High Adj..Low
173.7
175.2
166.9
168.1
173.1
166.4
168.4
169.9
164.9
170.0
172.7
168.6
175.0
175.1
171.3
175.2
176.8
174.9

Close
Volume Ex.Dividend Split.Ratio
168.3 38962839
0
1
172.8 36272617
0
1
164.9 40248954
0
1
168.8 41051076
0
1
171.3 35247358
0
1
175.2 19314039
0
1
Adj..Close Adj..Volume
168.3
38962839
172.8
36272617
164.9
40248954
168.8
41051076
171.3
35247358
175.2
19314039

url에 해당 주소를 입력한 후 read.csv() 함수를 이용해 간단하게 csv 파일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3.2 getSymbols() 함수를 이용한 API 다운로드
이전 예에서 API 주소를 이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을 살펴보
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항목에 대한 API를 일일
이 얻기가 힘듭니다. 또한 Quandl의 경우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으며,
다운로드 양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두 종목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
만, 전 종목의 데이터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야후 파이낸스 역시 주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며, quantmod 패키지의
getSymbols() 함수는 해당 API에 접속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3.2 getSymbols() 함수를 이용한 API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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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주가 다운로드
getSymbols()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괄호 안에 다운로드하려

는 종목의 티커(ticker)를 입력하면 됩니다.
library(quantmod)
getSymbols('AAPL')
## [1] "AAPL"

head(AAPL)
##
##
##
##
##
##
##
##
##
##
##
##
##
##

2007-01-03
2007-01-04
2007-01-05
2007-01-08
2007-01-09
2007-01-10
2007-01-03
2007-01-04
2007-01-05
2007-01-08
2007-01-09
2007-01-10

AAPL.Open AAPL.High AAPL.Low AAPL.Close AAPL.Volume
12.33
12.37
11.70
11.97
309579900
12.01
12.28
11.97
12.24
211815100
12.25
12.31
12.06
12.15
208685400
12.28
12.36
12.18
12.21
199276700
12.35
13.28
12.16
13.22
837324600
13.54
13.97
13.35
13.86
738220000
AAPL.Adjusted
10.49
10.72
10.64
10.70
11.58
12.14

먼저 getSymbols() 함수 내에 애플의 티커인 AAPL을 입력합니다. 티커와 동일한 변
수인 AAPL이 생성되며, 주가 데이터가 다운로드된 후 xts 형태로 입력됩니다.
다운로드 결과로 총 6개의 열이 생성됩니다. Open은 시가, High는 고가, Low는 저가,
Close는 종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Volume은 거래량을 의미하며, Adjusted는 배당

이 반영된 수정주가를 의미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는 Adjusted, 즉
배당이 반영된 수정주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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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_Series(Ad(AAPL))

Ad() 함수를 통해 다운로드한 데이터에서 수정주가만을 선택한 후 chart_Series()

함수를 이용해 시계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시계열 기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다운로드되며, 입력 변수를 추가해서 원하는 기
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data = getSymbols('AAPL',
from = '2000-01-01', to = '2018-12-31',
auto.assign = FALSE)
head(data)
##
##
##
##
##
##
##
##
##
##

AAPL.Open AAPL.High AAPL.Low AAPL.Close AAPL.Volume
3.746
4.018
3.632
3.998
133949200
3.866
3.951
3.614
3.661
128094400
3.705
3.949
3.679
3.714
194580400
3.790
3.821
3.393
3.393
191993200
3.446
3.607
3.411
3.554
115183600
3.643
3.652
3.384
3.491
126266000
AAPL.Adjusted
2000-01-03
3.502
2000-01-04
3.207
2000-01-03
2000-01-04
2000-01-05
2000-01-06
2000-01-07
2000-01-10

3.2 getSymbols() 함수를 이용한 API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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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0-01-05
2000-01-06
2000-01-07
2000-01-10

3.254
2.972
3.113
3.058

from에는 시작시점을 입력하고 to에는 종료시점을 입력하면 해당 기간의 데이터가 다

운로드됩니다.
getSymbols() 함수를 통해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자동으로 티커와 동일한 변수명에

저장됩니다. 만일 티커명이 아닌 원하는 변수명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auto.assign
인자를 FALSE로 설정해주면 다운로드한 데이터가 원하는 변수에 저장됩니다.
ticker = c('FB', 'NVDA')
getSymbols(ticker)
## [1] "FB"

"NVDA"

head(FB)
##
##
##
##
##
##
##

2012-05-18
2012-05-21
2012-05-22
2012-05-23
2012-05-24
2012-05-25

FB.Open FB.High FB.Low FB.Close FB.Volume FB.Adjusted
42.05
45.00 38.00
38.23 573576400
38.23
36.53
36.66 33.00
34.03 168192700
34.03
32.61
33.59 30.94
31.00 101786600
31.00
31.37
32.50 31.36
32.00 73600000
32.00
32.95
33.21 31.77
33.03 50237200
33.03
32.90
32.95 31.11
31.91 37149800
31.91

head(NVDA)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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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2007-01-04
2007-01-05
2007-01-08
2007-01-09
2007-01-10

NVDA.Open NVDA.High NVDA.Low NVDA.Close NVDA.Volume
24.71
25.01
23.19
24.05
28870500
23.97
24.05
23.35
23.94
19932400
23.37
23.47
22.28
22.44
31083600
22.52
23.04
22.13
22.61
16431700
22.64
22.79
22.14
22.17
19104100
21.93
23.47
21.60
23.26
2771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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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와 크롤링을 이용한다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얼마든지 금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CHAPTER에서는 금융 데이터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식티커를 구하는
방법과 섹터별 구성종목을 크롤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1 한국거래소의 산업별 현황 및 개별지표 크롤링
앞 CHAPTER의 예제를 통해 네이버 금융에서 주식티커를 크롤링하는 방법을 살펴보
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한국거래
소에서 제공하는 업종분류 현황과 개별종목 지표 데이터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주식티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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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http://data.krx.co.kr/에서 [기본통계 → 주식 → 세부안내] 부분
• [12025] 업종분류 현황
• [12021] 개별종목
해당 데이터들을 크롤링이 아닌 [Excel] 버튼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받을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매번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R로 불러오는 작업은 상당히 비효율
적이며, 크롤링을 이용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R로 직접 불러올 수 있습니다.

5.1.1 업종분류 현황 크롤링
먼저 업종분류 현황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발자 도구 화면을 열고 [다운로
드] 버튼을 클릭한 후 [CSV]를 누릅니다. [Network] 탭에는 generate.cmd와 download.

cmd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엑셀 데이터를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data.krx.co.kr/comm/fileDn/download_excel/download.cmd에 원하는 항

목을 쿼리로 발송하면 해당 쿼리에 해당하는 OTP(generate.cmd)를 받게 됩니다.
2. 부여받은 OTP를 http://data.krx.co.kr/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download.cmd)를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먼저 1번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5-1 OTP 생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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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항목의 Request URL의 앞부분이 원하는 항목을 제출할 주소입니다. Form
Data에는 우리가 원하는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5-2 OTP 제출 부분

General 항목의 Request URL은 OTP를 제출할 주소입니다. Form Data의 OTP는 1번
단계에서 부여받은 OTP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위 과정을 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library(httr)
library(rvest)
library(readr)
gen_otp_url =
'http://data.krx.co.kr/comm/fileDn/GenerateOTP/generate.cmd'
gen_otp_data = list(
❷
mktId = 'STK',
trdDd = '20210108',
money = '1',
csvxls_isNo = 'false',
name = 'fileDown',
url = 'dbms/MDC/STAT/standard/MDCSTAT03901'
)
otp = POST(gen_otp_url, query = gen_otp_data) %>%
❸
read_html() %>%
❹
html_text()
❺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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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gen_otp_url에
❷

원하는 항목을 제출할 URL을 입력합니다.

개발자 도구 화면에 나타는 쿼리 내용들을 리스트 형태로 입력합니다. 이 중

mktId의 STK는 코스피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코스닥 데이터를 받고자 할 경우
KSQ를 입력해야 합니다.
❸ POST()

함수를 통해 해당 URL에 쿼리를 전송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

게 됩니다.
❹ read_html()

함수를 통해 HTML 내용을 읽어옵니다.

❺ html_text()

함수는 HTML 내에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OTP 값만 추출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OTP를 제출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down_url = 'http://data.krx.co.kr/comm/fileDn/download_csv/download.cmd'
down_sector_KS = POST(down_url, query = list(code = otp),
❷
add_headers(referer = gen_otp_url)) %>%
❸
read_html(encoding = 'EUC-KR') %>%
html_text() %>%
❹
read_csv()
❺

❶

❶

OTP를 제출할 URL을 down_url에 입력합니다.

❷ POST()

함수를 통해 위에서 부여받은 OTP 코드를 해당 URL에 제출합니다.

❸ add_headers()

구문을 통해 리퍼러(referer)를 추가해야 합니다. 리퍼러란, 링크

를 통해서 각각의 웹사이트로 방문할 때 남는 흔적입니다. 거래소 데이터를 다운
로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URL에서 OTP를 부여받고, 이를 다시 두 번
째 URL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의 흔적이 없이 OTP를 바로 두 번
째 URL에 제출하면 서버는 이를 로봇으로 인식해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dd_headers() 함수를 통해 우리가 거쳐온 과정을 흔적으로 남겨야
데이터를 반환하게 되며, 첫 번째 URL을 리퍼러로 지정해줍니다.
❹ read_html()과 html_text()

함수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만 추출합니다. EUC-KR

로 인코딩이 되어 있으므로 read_html() 내에 이를 입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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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read_csv()

함수는 csv 형태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print(down_sector_KS)
##
##
##
##
##
##
##
##
##
##
##
##
##
##
##

# A tibble: 917 x 8
종목코드 종목명
시장구분 업종명
종가 대비
<chr>
<chr>
<chr>
<chr>
<dbl> <dbl>
1 095570 AJ네트웍… KOSPI
서비스업… 4540 -155
2 006840 AK홀딩스… KOSPI
기타금융… 25350 150
3 027410 BGF
KOSPI
기타금융… 4905 -25
4 282330 BGF리테… KOSPI
유통업
141000 4500
5 138930 BNK금융… KOSPI
기타금융… 5780
0
6 001460 BYC
KOSPI
섬유의복… 324500 10500
7 001465 BYC우
KOSPI
섬유의복… 157500 10000
8 001040 CJ
KOSPI
기타금융… 102500 7600
9 079160 CJ CGV
KOSPI
서비스업… 26150 300
10 00104K CJ4우(… KOSPI
기타금융… 81400 5300
# … with 907 more rows, and 1 more variable:
#
시가총액 <dbl>

등락률
<dbl>
-3.3
0.6
-0.51
3.3
0
3.34
6.78
8.01
1.16
6.96

위 과정을 통해 down_sector 변수에는 산업별 현황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코스
닥 시장의 데이터도 다운로드받도록 하겠습니다.
gen_otp_data = list(
mktId = 'KSQ', # 코스닥으로 변경
trdDd = '20210108',
money = '1',
csvxls_isNo = 'false',
name = 'fileDown',
url = 'dbms/MDC/STAT/standard/MDCSTAT03901'
)
otp = POST(gen_otp_url, query = gen_otp_data) %>%
read_html() %>%
html_text()
down_sector_KQ = POST(down_url, query = list(code = otp),
add_headers(referer = gen_otp_url)) %>%
read_html(encoding = 'EUC-KR') %>%
html_text() %>%
read_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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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데이터와 코스닥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도록 합니다.
down_sector = rbind(down_sector_KS, down_sector_KQ)

이를 csv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ifelse(dir.exists('data'), FALSE, dir.create('data'))
write. (down_sector, 'data/krx_sector.csv')

먼저 ifelse() 함수를 통해 data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으면 FALSE를 반환하고, 없으
면 해당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해줍니다. 그 후 앞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data 폴더 안
에 krx_sector.csv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해당 폴더를 확인해보면 데이터가 csv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5.1.2 개별종목 지표 크롤링
개별종목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방법은 위와 매우 유사하며, 요청하는 쿼리 값에만 차
이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 화면을 열고 [CSV] 버튼을 클릭해 어떠한 쿼리를 요청하
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5-3 개별지표 OTP 생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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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tboxisuCd_finder_stkisu0_6, isu_Cd, isu_Cd2 등의 항목은 조회 구분의 개
별추이 탭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전체 데이터를 받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요청값입니다. 이를 제외한 요청값을 산업별 현황 예제에 적용하면 해당 데이터
역시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library(httr)
library(rvest)
library(readr)
gen_otp_url =
'http://data.krx.co.kr/comm/fileDn/GenerateOTP/generate.cmd'
gen_otp_data = list(
searchType = '1',
mktId = 'ALL',
trdDd = '20210108',
csvxls_isNo = 'false',
name = 'fileDown',
url = 'dbms/MDC/STAT/standard/MDCSTAT03501'
)
otp = POST(gen_otp_url, query = gen_otp_data) %>%
read_html() %>%
html_text()
down_url = 'http://data.krx.co.kr/comm/fileDn/download_csv/download.cmd'
down_ind = POST(down_url, query = list(code = otp),
add_headers(referer = gen_otp_url)) %>%
read_html(encoding = 'EUC-KR') %>%
html_text() %>%
read_csv()
print(down_ind)
##
##
##
##
##
##
##
##
##
##
##
##

# A tibble: 2,345 x 11
종목코드 종목명
<chr>
<chr>
1 060310 3S
2 095570 AJ네트웍…
3 006840 AK홀딩스…
4 054620 APS홀딩…
5 265520 AP시스템…
6 211270 AP위성
7 027410 BGF
8 282330 BGF리테…
9 138930 BNK금융…

종가
<dbl>
2245
4540
25350
7500
26000
8100
4905
141000
5780

대비
<dbl>
-45
-155
150
-150
-100
-250
-25
4500
0

등락률
<dbl>
-1.97
-3.3
0.6
-1.96
-0.38
-2.99
-0.51
3.3
0

EPS
<dbl>
NA
982
2168
NA
671
51
281
8763
1647

PER
<dbl>
NA
4.62
11.7
NA
38.8
159.
17.5
16.1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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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001460 BYC
324500
10500 3.34
33265 9.75
# … with 2,335 more rows, and 4 more variables:
# BPS <dbl>, PBR <dbl>, 주당배당금 <dbl>,
# 배당수익률 <dbl>

위 과정을 통해 down_ind 변수에는 개별종목 지표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해당 데
이터 역시 csv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write.csv(down_ind, 'data/krx_ind.csv')

5.1.3 최근 영업일 기준 데이터 받기
위 예제의 쿼리 항목 중 date와 schdate 부분을 원하는 일자로 입력하면(예: 20190104)
해당일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전 영업일 날짜를 입력하면 가장 최근의 데
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해당 항목을 입력하기는 번거로우므로 자동으
로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의 [국내증시 → 증시자금동향]에는 이전 2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있으
며, 자동으로 날짜가 업데이트되어 편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크롤링해 쿼리 항
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5-4 최근 영업일 부분

크롤링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하나이거나 소수일 때는 HTML 구조를 모두 분해한 후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보다 Xpath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Xpath란, XML
중 특정 값의 태그나 속성을 찾기 쉽게 만든 주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R 프

074

CHAPTER 5 금융 데이터 수집하기 기본

로그램이 저장된 곳을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 이용하면 C:\Program Files\R\R-3.4.2
형태의 주소를 보이는데, 이것은 윈도우의 path 문법입니다. XML 역시 이와 동일한 개
념의 Xpath가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Xpath를 찾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5-5 Xpath 복사하기

먼저, 크롤링하고자 하는 내용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한 후 [검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개발자 도구 화면이 열리며 해당 지점의 HTML 부
분이 선택됩니다. 그 후 HTML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Copy →

Copy Xpath]를 선택하면 해당 지점의 Xpath가 복사됩니다.
//*[@id="type_0"]/div/ul[2]/li/span

위에서 구한 날짜의 Xpath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크롤링하겠습니다.
library(httr)
library(rvest)
library(stringr)
url = 'https://finance.naver.com/sise/sise_deposit.nhn'
biz_day = GET(url) %>%
❷
read_html(encoding = 'EUC-KR') %>%
❸
html_nodes(xpath =
'//*[@id="type_1"]/div/ul[2]/li/span') %>%
html_text() %>%
❺

❶

❹

5.1 한국거래소의 산업별 현황 및 개별지표 크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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