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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見不如一打
코드를 한번 쳐보고 실행해보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으뜸 공부법이라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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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의 글

프로그램은 생활 속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도구입니다.

Q1. 비전공자인데요. 코딩을 배우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Q2. 고등학생인데요. 프로그램 공모전에 나가고 싶어요.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Q3. 빅데이터 분야가 전망이 좋다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A1. 비전공자라면 파이썬으로 감을 익히면 좋아요.
A2. 공모전에 나가기엔 파이썬이 최고죠.
A3. 데이터 분석은 파이썬이죠.

흔히 듣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 책을 집어 든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파이썬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는 수십 년간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다뤄본 프로그래머이자 학교와 기업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겸임교수로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파이썬을 알려주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잔뜩 모으고 싶은데, 검색하고 다운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한가요?

●●

반복해서 작성하는 보고서가 지긋지긋하나요?

●●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정보만 요약해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전공자라서 배우는 파이썬, 공모전 출전을 위한 파이썬이 아닌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도구'로
파이썬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이 책은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프로젝트로 구성했습니다.
●●

연예인 사진을 단숨에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

보고서를 컴퓨터가 착착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

긴 뉴스를 요약해서 핵심만 알려주는 프로젝트

이처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OpenAPI를 사용하면 쉽게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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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다루는 책들과는 다른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기본 문법이
제일 앞이 아닌 부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은 해당 프로젝트의 제일 마지막이
아닌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즉, 학습 순서보다는 호기심 순서로 작성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해주기 위한 구성입니다.
파이썬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제일 뒤 부록부터 읽되 ‘손’이 아닌 ‘눈’으로 익히세요. 소설을 읽는다
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책도 어떤 건 어렵고 어떤 건 쉽잖아요. 어렵게 느껴지는 소설은 기본 지식
을 쌓고 읽으면 재미있는 소설이 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죠? 이처럼 기본 문법을 익히는 목적은
프로젝트에 실린, 조금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록에 실린 예제들을 ‘눈’으로 보고 이
해가 된다면, 1장으로 넘어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세요.
파이썬 기본 문법을 알고 있는 독자라면 1장 기본 프로젝트부터 하나하나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작
은 기능을 모아 융합 프로젝트를 완성해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구현하면서 여러분만의 DIY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세요. “이래서 파이썬, 파이
썬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비전공자라서 배우는 파이썬, 공모전 출전을 위한 파이썬보다는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해주
는 도구’로 파이썬을 배워요!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의 글
까칠한 딸내미를 위해 밤낮없이 기도해주시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부모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자 인생 조언자인 언니, 새로운 도전마다 묵직한 응원으로 힘을 실어주는 형부, 0으
로 바닥난 에너지를 100, 200씩 충전해주는 조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영이와 민희, “이보다 현명할 순 없다!” 똑순이 수현
님, 망설임 앞에 용기를 준 이권복 작가님, 이 책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태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김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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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이자 베타테스터의 글

“이 책을 따라해 보며 일상 속 익숙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니,
어~ 이걸 이렇게 조합하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는 걸?”
백견불여일타 시리즈의 원고는 가능하면 이 책을 기획한 편집자가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이 책도 그
랬죠. 가능하면 Copy & Paste가 아닌 직접 타이핑을 해봅니다. 같은 코드를 계속 치다 보면 뒤로 가
면서 자연스럽게 외어지더군요. 마치 제가 개발자가 된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웃음)
IT 편집자이기는 하지만 개발자는 아닙니다. 초보 독자와 실력이 비등비등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에서
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저자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면 우선은 내가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합니
다. 그래야 독자들이 배우는 상황과 엇비슷하나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러가 나거
나 결과대로 안 나올 때는 에러 메시지를 검색해봅니다. 가능하면 네이버 검색보다는 구글링 검색을
합니다. 처음엔 한글로 검색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영어로 검색해서 해결 방안을 확장해서 찾는 편
입니다. 제가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바로 저자에게 메일을 보내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
다. 그런 순간들이 이메일에 쌓이고 이것이 이 책에 알게 모르게 반영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편집자로
서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책을 펼치면 메모장을 만들어보거나 웹 프로그래밍 분야라면 게시판을 만
들어보는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이 보편화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 목록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서비스
도 다양해진 만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에 붙일 수도 있게 오픈 API 환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약간의 개발 실력만 갖고도 원하는 서비스를 뚝딱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 책이 독자에게 제공하려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그것도 맨땅에헤딩
하기가 아니라 제공되는 오픈 API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가 잘 되어 있어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서비스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쇼핑하거나 택배가 발
송되면 카톡으로 알람이 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것도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기본 API를 이용하
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 크롤링도 해봐야 하고 자동으로
보고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고 부
르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11가지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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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진행하면서 6장의 Google Teachable Machine을 활용한 졸지마 프로젝트가 제일 흥미로웠
습니다. 인공 지능을 잘 몰라도 제공되는 API로 나만의 모델을 만들고 여러 가지 내 사진을 학습시킨
후에 서비스를 실행했더니 정말 내가 졸 때 알람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신기방기하다는 말을
이럴 때 떠올리는가 봅니다. 독자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좀더 다양한 학습을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솟아나면 편집자로서 한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따라해 보다 보면, 아직도 숨어있는 트러블(곤란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완벽
한 서비스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갑자가 제공되는 Open API가 변경될 수도 있고, 버전이 변
경되는 단순한 문제에서 디바이스나 실행 환경에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더 고민
해보고 모르겠다면 백견불여일타 카페에 질문을 남겨두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저자와 주고받았던 수많은 이메일들을 뒤적여보았습니다. 대부분 “뭐가 잘 안 되는
데요.”에서 출발했지만, 마지막 장까지 따라하며 테스트를 완주했을 때의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분도 이 책을 보며 만들어보는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토이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등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운영 가
능한 서비스의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독자에게 책 값 이상의 값어치를 했
으면 하는게 편집자의 소망입니다.
끝으로 저자님께 큰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주제에 도전을 하려고 이 책을 사주신 독자님들에
게 큰 응원을 보냅니다.
베타테스터 및 편집자
임성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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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의 학습 방법
●●

먼저 부록 “어서와 파이썬은 처음이지?”를 학습합니다.

부록

어서와
파이썬은 처음이지?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위해 기본서를 공부하기는 하지만, 금방 까먹습니다.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고요. 문법은 또 어떻습니까?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 전에 “어서와 파이썬은 처음이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예제 코드는
이 책에 나오는 프로젝트를 따라하며 익히고 싶은데, 파이썬 문법을 모르는 독자를
위해꼭 알아야 할 파이썬 언어 관련 지식을 정리해 두었다.

이 책에서 사용된 코드를 넣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면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데 도움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1장부터 11장까지 11개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만들어봅니다. 가능하면 1장부터 순차
적으로 만들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앞장에서 만들어본 서비스를 유틸로 만들어 뒷장에서 쓰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또한 뒤로 갈수록 높아지니 앞장부터 차근차근 학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10.1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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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재테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분이 많

연예인 사진 모으기
프로젝트

이 늡니다. 그래서인지 퇴근 후에 재테크를 공부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는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 프로젝트

장이 열리고 끝나는 시간이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회사원에게는 집중 근로시간이고 학생들

은 수업시간이죠. 회사별로 주식 관련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두어, 주식 정보를 보면서 재테크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 정보로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이메일로 전송해주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일별 시세 정보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전송해

●●

각 장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 전에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개발환경, 최종결과, 개
주는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로 준비했습니다.
구현 순서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를 위한 구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에 필요한 각종 리소스 및 소스코드‘주식
를분석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종목코드를 사용하여, 일별 시세를 크롤링합니다. 크롤링한 정보로 차트를 만들고 저장합니다.
학습순서
이 차트를 사용하여 분석 보고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학습순서

10.1

1. 학습목표

1. 학습목표

2. 사전 준비하기

2. 사전 준비하기

3. 사전 지식 쌓기

3. 사전 지식 쌓기

학습목표
4. 구현하기

4. 구현하기

5. 요약과 정리하기

5. 요약과 정리하기
•주식 데이터
가져오기

요즘은 재테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분이 많

•분석 보고서
만들기

•로그인
•메일 전송

[그림 10-2] 주식 분석 보고서 메일 상세 내용

언어 & 환경(IDE)

파이썬 3.7 & 주피터 노트북
프로젝트 리소스 및 소스코드

•res/stock_report: 동작 확인을 위한 리스소 파일이 위치한 폴더
•stock_report.ipynb: 구현된 소스코드

[그림 10-1]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 구현 순서

※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소스 및 소스코드의 경로 구성은 자유롭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 설명되어 있는 코
드 구현이 제시된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 동일하게 경로와 파일명으로 구성해 둔다면 별다른 코드 수정 없이 실행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늡니다. 그래서인지 퇴근 후에 재테크를 공부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는
장이 열리고 끝나는 시간이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회사원에게는 집중 근로시간이고 학생들
최종 결과
은 수업시간이죠. 회사별로 주식 관련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두어, 주식 정보를 보면서 재테크를전송된
하기 이메일입니다. 주식 분석 보고서(stock_report.pptx)가 잘 첨부되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 정보로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이메일로 전송해주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일별 시세 정보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전송해
openAPIpython(04).ind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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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로 준비했습니다.

●●

openAPIpython(04).indd 261

10.2

사전 준비하기

2021-05-27 오후 1:40:03

사전지식 쌓기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보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룹니다. 예를

구현 순서

들어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 서비스를 만들 경우 종목 코드나, 일별 시세 데이터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를 위한 구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40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세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식 종목코드를 사용하여, 일별 시세를 크롤링합니다. 크롤링한 정보로 차트를 만들고 저장합니다.
이 차트를 사용하여 분석 보고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를 가져오는 방법을 배웁니다.

openAPIpython(04).indd 240

●

10.2.1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

●

10.2.2 이메일 전송 자동화 프로젝트

●

10.2.3 라이브러리 설치하기
2021-05-27 오후 3:44:50

10.2.1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
•주식 데이터
가져오기

•분석 보고서
만들기

•로그인
•메일 전송

‘4장.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해봤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1]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 구현 순서

최종 결과

10장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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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이메일입니다. 주식 분석 보고서(stock_report.pptx)가 잘 첨부되어 있습니다.

openAPIpython(04).indd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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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별 시세 url
url = 'http://finance.naver.com/item/sise_day.nhn?code={code}'
.format(code=code)
url = '{url}&page={page}'.format(url=url, page=page)
print(url)
header = {'User-Agent':'<복사한 user-agent 값 대체>'}
## 참고) 7.3.1 User-Agent 확인하기
res = requests.get(url,headers=header)
current_df = pd.read_html(res.text, header=0)[0]
df = df.append(current_df, ignore_index=True)

07
08
09
10
11
12
13
14
15

10.3

return df

16

사전 지식 쌓기

get_stock()을 호출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습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

10.3.1 종목코드 가져오기

●●

10.3.2 일별 시세 가져오기

실행 결과

code = '005930' # 삼성전자 종목코드
df = get_stock(code)
print(df.head())

10.3.1 종목코드●가져오기
특정 회사의 일별 시세를 가져오고 싶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종목코드’입니다.
다음 그림은 ‘네이버 금융’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한 결과인데요. 삼성전자 글자 옆에 ‘005930’이라는
6자리 숫자값과, url에서 보면 code= 옆에 6자리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림 10-8] 일별 시세 함수 호출 결과

코드 설명
01행: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import합니다.
03~14행: 일별 시세를 가져오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종목코드를 입력받고, 일별 시세 정보를 전달하는 함수입니다.
6행에서 반복문이 도는데요, 원하는 페이지 수만큼 반복하여 일별 시세를 크롤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총 20페이
[그림●10-4]● 종목코드

지까지만 크롤링합니다. 20페이지면 총 40주간의 데이터네요. 더 필요한 분은 숫자를 늘려보세요. 8~9행은 네이버
금융의 URL 구조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11행에서는 ‘7.3.1 User-Agent 확인하기’를 참고하여 UserAgent값을 변경하세요. 12행에서는 url에 해당하는 일별 시세를 가지고 옵니다. 20번 반복하는 동안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어야 하니, df.append()를 호출합니다. df 변수에 누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 종목코드는 상장사의 식별코드인데요,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민번호랑 동일합니다. 그러므
로, 회사별 종목코드를 알아야 프로그램으로 일별 시세를 가지고 오기 편하겠죠. 이러한 종목코드는

●●

“구현하기”는 누구나 따라하기 쉽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를 확실하게 학습해야
공개되어 있고, 한국 거래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종목코드를 모두 외워서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은 회사명입니다. 그래서 ‘10.4

> 한국 거래소 종목코드 다운로드: kind.krx.co.kr/corpgeneral/corpList.do?method=download

구현하기’에서는 회사명을 주면, 회사명에 해당하는 종목코드를 추출하여 일별 시세를 요청하도록 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당 url에 접속하면 ‘상장법인목록.xls’
파일이 다운되는데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246
같습니
딩하겠습니다.

다. 원하는 종목코드 값 뿐만이 아니라, 업종, 대표자명, 지역 정보까지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회사
명’과 ‘종목코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openAPIpython(04).indd 246

10.4

2021-05-27 오후 3:53:24

구현하기

[그림●10-5]● ‘상장법인목록.xls’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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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를 위한 구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종목코드 및 일별 시세 가져오기

주식 종목코드를 사용하여, 일별 시세를 크롤링합니다. 크롤링한 자료로 간단한 차트를 그리고, 파일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은 ‘종목코드’보다는
‘회사명’입니다.
회사명으로
종목코드를
구하고, 일별
시세
2021-05-27 오후
3:52:54
로
저장합니다.
이 차트를
사용하여 분석 보고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보고자료를
이메일로

openAPIpython(04).indd 243

를 가져오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송합니다.
코드
01
02

import pandas as pd
import requests

03
•주식 데이터
•분석 보고서
•로그인
#################################
가져오기
만들기
•메일 전송
## 함수 정의
[그림 10-9]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 구현 순서
#################################
07 def get_stock_code():
08
# 종목코드 다운로드
코드
구현
순서 설명
09
stock_code = pd.read_html('http://kind.krx.co.kr/corpgeneral/
작은
기능 단위로
코딩하면서
점진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해봅시다.
corpList.do?method=download',
header=0)[0]
01~67행:
‘5장. 이메일
전송 자동화
프로젝트’에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04
05

●●

06

마지막으로 “요약과 정리”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하고 좀더 응용하여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삼성전자’만 수행하도록 만들
1072~75행: 이메일 내용을 작성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제목, 내용, 송신자, 수신자가 필요합니다.
● Step 1: 종목코드 및 일별 시세 가져오기
필요없는
들은 제외
11
77~78행:# 첨부파일에column
대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두 개 이상의 첨부파일을 넣을 경우, 추가를 하면 됩니다. filename
● Step stock_code
보고자료
준비하기
12
= stock_code[['
',파일명으로
'종목코드']]
이 임시로 2:
test.pdf로
설정되어
있지만, 89행에서회사명
보고서
변경됩니다.

었는데, 두 곳 이상의 회사 정보를 받고 싶을 때, 반복문을 추가하면 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
13
●
보고서
작성하기
Step 3:생성된
81~86행:
객체에
제목, 송신자, 수신자 정보를 추가하여 text형의 메일 형태를 만듭니다.
한글 컬럼명을 영어로 변경
14
●
89~94행:
객체와 첨부파일
객체를
attach 함수를 통해 추가해줍니다.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기
Step #4:text
15
stock_code = stock_code.rename(columns={'회사명': 'company', '종목코드': 'code'})
97행: 이메일 전송을 요청합니다.
16

를 제공합니다. 좀더 응용하여 실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17
18

# 종목코드가 6자리이기 때문에 6자리를 맞춰주기 위해 설정해줌
stock_code.code = stock_code.code.map('{:06d}'.format)

19
20

return stock_code

10.5
21

요약과 정리하기

def get_stock(code):
23
df = pd.DataFrame()
10장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 247
24
for page in range(1,21):
25
# 일별 시세 url
이26장에서는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를 작성했습니다. 주식 종목코드를 사용하여, 일별 시
url
= 'http://finance.naver.com/item/sise_day.nhn?code={code}'
.format(code=code)
세를 크롤링했습니다. 일별
시세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
24727
2021-05-27
url데이터를
= '{url}&page={page}'.format(url=url,
page=page)
다. 또한 크롤링한
사용해서 간단한 차트를 그리고, 이 차트를
사용하여 분석 보고서를 만들
28
print(url)
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보고자료를 복사한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29
header = {'User-Agent':'<
user-agent 값 대체>'}
참고) 7.3.1 User-Agent 확인하기
## 버릴
한 단계, 한 단계가
정보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라면, 일별 시세 값을 이용해서
30
res = requests.get(url, headers=header)
다양한 차트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 구성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31
current_df = pd.read_html(res.text, header=0)[0]
즉,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ignore_index=True)
어때요? 재테크를 도와줄 멋진 프로젝트인가요?
32나만의 주식 df
= df.append(current_df,
22

2. 이 책의 예제 다운로드와 표기법
openAPIpython(04).indd

오후 3:57:40

●●

이 책의 소스코드는 파이썬 3.7과 주피터 노트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예제소스는 로드북 사이트와 백견불여일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삼성전자’만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 두 곳 이상의 회사 정보를 받고 싶다
면,
248반복문만 추가하면 됩니다. 코드의 어느 부분을 반복하고, 어느 부분은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www.roadbook.co.kr/253
cafe.naver.com/codefirst

같이 고민해보세요.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openAPIpython(04).indd 248

●●

2021-05-27 오후 3:58:02

책의 예제는 라인 번호를 두었습니다. 라인 번호는 독자가 어느 위치에 코드를 추가해야 할
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략된 코드는 없으며, 모두 완전소스로 구성되
었습니다. 주석도 있지만, 중요한 설명은 라인번호 별로 따로 설명해두었습니다.
10장 주식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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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1

코드 설명

import pandas as pd

01행: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import합니다.

02
03
04
05

03~16행: 종목코드를 가져와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5행에서 종목코드를 다운받습니다. url
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법인목록을 엑셀로 다운받는 링크입니다. 다운받고, pandas에서 관리하는 data frame 자료

def get_stock_code():
# 종목코드 다운로드
stock_code = pd.read_html('http://kind.krx.co.kr/corpgeneral/
corpList.do?method=download', header=0)[0]

구조로 변경합니다. 8행은 사용할 컬럼만 추출합니다. [그림 10-5] ‘상장법인목록.xls’ 파일에서 보이는 많은 컬럼 중
에 ‘회사명’과 ‘종목코드’만 사용할 것입니다. 11행은 컬럼명을 한글에서 영어로 변경합니다. 코딩을 편하게 하기 위해
서 변경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4행에서 종목코드는 6자리를 의미하고, 부족한 숫자는 앞에 0으로 채워
져 있습니다. 이 형태에 맞춰서 변경했습니다.

06
07
08

# 필요없는 column들은 제외
stock_code = stock_code[['회사명', '종목코드']]

10.3.2 일별 시세 가져오기

09
10

# 한글 컬럼명을 영어로 변경
stock_code = stock_code.rename(columns={'회사명': 'company', '종목코드': 'code'})

3.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함께 공부합시다.
11
12
13

특정 회사의 일별 시세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크롤링합니다. ‘[그림 10-4] 종목코
드’에서 네이버 금융의 URL 구조를 보면, code=종목코드 6자리로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당 2주치의 정보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아래 숫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 종목코드가 6자리이기 때문에 6자리를 맞춰주기 위해 설정해줌
stock_code.code = stock_code.code.map('{:06d}'.format)

백견불여일타 시리즈는 “만들어 보는 것만이 학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실
14

클릭하면서 변화하는 URL을 관찰해보세요. page={페이지숫자}로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15
16

return stock_code

습 위주의 책입니다. HTML5와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이어베이스, C#, Vue.js
get_stock_code()를 호출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등의 다양한 주제로 많은 독자분들이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고
실행 결과

stock_code = get_stock_code()
print(stock_code)

군분투하며 어렵게 학습하는 입문자들에게 힘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company)과 종목코드(code)만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이 출력됩니다.

백견불여일타 네이버 카페 주소 : cafe.naver.com/codefirst

[그림 10-7] 네이버 금융 URL 구조

이제 느낌이 오죠? code={종목코드}&page={페이지숫자}로 URL을 구성해서 크롤링하면 됩니다. 종
목코드는 ‘10.3.1 종목코드 가져오기’에서 가져온 정보를 사용하면 되겠죠?
코드
01
02

import pandas as pd
import requests

03
04
05
06

def get_stock(code):
df = pd.DataFrame()
for page in range(1,21):

[그림 10-6] get_stock_code() 호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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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목표

연예인 사진을 수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손으로 일일이 다운받
는 사람도 있을 테고, ‘크롤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진을 다운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OpenAPI를 사용하면 쉽게 연예인 사
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운받는 것보다는 크롤링이 쉬운데, 크롤링은 웹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OpenAPI를 사용하면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OpenAPI를 사용하여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모아봅
니다. 이 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펭수여서 펭수 사진을 다운받는 소스코드가 구현되어 있습
니다. 여러분의 1순위 연예인으로 이번 예제를 실행하고, 보다 쉽게 사진을 소장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껴봅시다.
최종 결과

[그림 1-1] 펭수 사진 다운로드 결과

언어 & 환경(IDE)

파이썬 3.7 & 주피터 노트북

프로젝트 리소스 및 소스코드

•image_download.ipynb: 구현된 소스코드

※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소스 및 소스코드의 경로 구성은 자유롭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 설명되어 있는 코
드 구현이 제시된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 동일한 경로와 파일명으로 구성해 둔다면 별다른 코드 수정 없이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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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전 준비하기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OpenAPI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➊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developers.kakao.com)에 가입한다.
➋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만들어 앱 키를 발급받는다.

회원 가입 방법부터 앱 키를 발급받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
다면, ‘1.2.3 앱 키(APP KEY) 발급’으로 이동하세요.
●●

1.2.1 회원가입(계정 생성)

●●

1.2.2 서비스 이용 동의

●●

1.2.3 앱 키(APP KEY) 발급

1.2.1 회원가입(계정 생성)
순서: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 접속 →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 [회원가입] 버튼 클릭 → [이메일이 있습니
다] 버튼 클릭 → [동의] 버튼 클릭 → 이메일 입력 → [인증번호 확인] 버튼 클릭 → [인증번호] 입력 →
비밀번호 및 닉네임 작성 후 [다음] 버튼 클릭 → 카카오 계정 가입 완료!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https://developers.kakao.com)에 접속하여,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2] [로그인] 버튼 클릭

계정이 없으므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1장 연예인 사진 모으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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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회원가입] 버튼 클릭

사용 중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그림 1-4] [이메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

[그림 1-5] [동의]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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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림 1-6] 이메일 입력 → [인증번호 확인] 버튼 클릭

[그림 1-8] 비밀번호 및 닉네임 작성 후 [다음] 버튼 클릭

[그림 1-7] [인증번호] 입력

[그림 1-9]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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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서비스 이용 동의
계정 생성 후 카카오 이미지 검색 OpenAPI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약관에 동의합니다.

순서: 서비스 이용 동의 → 이메일, 이름 입력 → [회원가입] 버튼 클릭

➊

➋

➌

[그림 1-10] 서비스 이용 동의

24

openAPIpython(END).indd 24

2021-06-07 오후 2:13:30

1.2.3 앱 키(APP KEY) 발급
이미 개발자 계정이 있어서 1.2.1~1.2.2 과정을 생략했다면,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https://
developers.kakao.com)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앱 키를 발급받습니다.

순서: 상단 [내 애플리케이션] 버튼 클릭 → 앱 이름과 회사 이름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앱 키 확인

[그림 1-11] [내 애플리케이션] 버튼 클릭

[그림 1-12]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 클릭

‘앱 이름’과 ‘회사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앱 추가가 완성된 화면
이 뜹니다.

➊

➋

[그림 1-13] 앱 이름과 회사 이름을 작성한 후 [저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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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이 목록에 보입니다.

[그림 1-14] 애플리케이션 추가 완료

추가된 앱 이름을 클릭하여, 앱 키를 확인합니다. 주로 사용할 키는 ‘REST API 키’입니다.

[그림 1-15] 앱 키 확인

앱 키 발급이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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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전 지식 쌓기

‘연예인 사진 모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습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

1.3.1 파일 읽고 쓰기

●●

1.3.2 웹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

1.3.3 OpenAPI 문서를 보는 방법

1.3.1 파일 읽고 쓰기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체 코드

# 파일 쓰기
data = "hello"
03 with open("test.txt", "w") as fp:
04
fp.write(data)
01
02

05

# 파일 읽기
07 with open("test.txt", "r") as fp:
08
print("========= [파일 읽기 결과] =========")
09
print(fp.read())
06

작업 중인 폴더에 test.txt 파일이 생겼고, 그 파일을 열어보니 hello가 적혀 있습니다.
실행 결과

[그림 1-16] 파일 쓰기 결과

test.txt를 읽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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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결과

[그림 1-17] 파일 읽기 결과

코드 설명
02행: 파일에 쓰고 싶은 내용을 data 변수에 넣습니다.
03~04행: test.txt를 w 모드, 즉 쓰기 모드로 열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fp 변수에 담고, data 값을 쓰기 위해 write
함수를 호출합니다.
07~09행: test.txt를 r 모드, 즉 읽기 모드로 열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fp 변수에 담고, read 함수를 호출하여 파일
내용을 읽습니다.

1.3.2 웹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https://search1.kakaocdn.net/argon/600x0_65_wr/ImZk3b2X1w8로 이동하면, 아래처럼 이미지
가 보입니다.

[그림 1-18] URL을 입력하면 보이는 이미지

URL을 입력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이미지가 보이는 걸까요? 브라우저 앱은 URL을 서버에게 요
청하고, 전달받은 정보(html 형태)를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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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웹에 있는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려면 브라우저 앱처럼 서버에게 요청하고, 전달받은 정보 중
이미지 정보만 저장하면 됩니다.
전체 코드
01

import requests

02
03
04

# 이미지가 있는 url 주소
url = "https://search1.kakaocdn.net/argon/600x0_65_wr/ImZk3b2X1w8"

05

# 해당 url로 서버에게 요청
07 img_response = requests.get(url)
06
08

# 요청에 성공했다면,
if img_response.status_code == 200:
11
#print(img_response.content)
09
10
12
13
14
15

print("========= [이미지 저장] =========")
with open("test.jpg", "wb") as fp:
fp.write(img_response.content)

실행 결과

[그림 1-19]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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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행에 있는 주석문을 풀어서 확인해보죠.

[그림 1-20] 11행의 주석문을 푼 경우 출력문

jpeg이라는 의미가 암호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jpeg)를 바이너리(binary) 형태로 보면 이런 정보 값이 들어 있습니다. 즉, jpeg binary 데이터
를 파일로 저장하면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코드 설명
01행: 라이브러리를 import합니다.
04행: 다운받을 이미지의 url 주소입니다.
07행: 해당 url로 서버에 요청합니다.
10~14행: 요청에 성공했다면, test.jpg 파일을 wb 모드 즉, 바이너리 형식을 쓰는 모드로 열고 fp 변수에 저장합니다.
15행: write 함수를 호출하여 이미지에 해당하는 img_response.content를 저장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파이썬 문법을 학습해보았습니다.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과
웹에 있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이었죠. 다음에 학습할 내용은 OpenAPI 문서를 보고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서비스가 동작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제공되는 OpenAPI 문서를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1.3.3 OpenAPI 문서를 보는 방법
API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서버

프론트엔드

DB

백엔드

[그림 1-21] 서비스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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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앱이나 PC를 통해 보는 웹과 같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➊ 프론트엔드(front-end)
➋ 백엔드(back-end)
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인터페이스(interface)

프론트엔드는 화면 구성을 처리하고, 백엔드는 (뒤에서) 화면에 보여줄 정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
어, ‘은행 계좌이체 화면’이라고 하면,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화면을 보여주고 백엔드는
현재 사용자가 이체하려는 금액과 받는 사람의 금액 등을 확인하여 연산을 하고 각각의 정보를 업데
이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 요청할 때는 특정 규칙에 맞춰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동작하
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있습니다.
OpenAPI는 제공처(카카오, 네이버, ETRI 등)에서 백엔드를 만들어 놓고, 그 백엔드를 이용하는 방
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OpenAPI 사용자는 백엔드 주소와 사용 규칙만 알면, 백엔드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프론트엔드만 개발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OpenAPI
주소와 사용규칙을 모두 알려드릴께요!
마음껏 쓰세요~!!

DB

서버

백엔드

[그림 1-22] 백엔드 이용 방법

카카오 이미지 검색 OpenAPI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 이미지 검색 오픈 API 서버
요청(request)

HTML
내 사이트

프론트엔드

(https://dapi.kakao.com/v2/search/images)

API 가이드
응답(response)

DB

백엔드

[그림 1-23] 카카오 이미지 검색 OpenAPI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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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엔드 사용법은 제공처에서 가이드(문서,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공하
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구현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만약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Q&A 창구도 마련되어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상세함이 다르다고 했지만, 아래 내용들은 반드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
고 할 수 있겠죠?
API 가이드
① 요청(request)

② 응답(response)

1. 주소: https://dapi.kakao.com/v2/search/images
2. 전송 방식: GET
3. 보낼 것
Query 검색어(필수)
sort(정렬방식)
page
…

1. 형식: JSON
2. 응답 의미 설명
Collection: 컬렉션
thumbnail_url: 미리보기 이미지 URL
Image_url: 이미지 URL

[그림 1-24] 카카오 이미지 검색 OpenAPI 가이드(문서)

요청(request)은 어디로,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기술되어 있고, 응답(response)은 어떤 결과가 전달

되는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할 수는 없겠죠? 다양한 이유로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응답 코드 중
요청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오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HTTP의 상태 코드(Status Code)이며, 두 번째는 response 값에 오류 정보를 담은 오류 코
드(Error Code)입니다.
HTTP 상태 코드의 경우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공통으로 적용되는 응답 코드이며, 오류 코드
는 OpenAPI를 제공하는 제공사마다 다릅니다.
[그림 1-25]는 공통적인 HTTP의 상태 코드 표입니다. 200이 정상을 의미하며, 그 외의 값일 때 의
미하는 바가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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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http 상태 코드1

오류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의사와 비슷한 면
이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안 좋은 환자(프로그램)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오류값) 적절한 치료법(코드
수정)으로 진료하는 의사 말이죠.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값을 살피지 않은 채 전전긍긍하다가 포기하
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류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하는 일에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오류를
해결하는 희열도 느껴봐야 합니다. 이는 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1 https://developers.kakao.com/docs/latest/ko/reference/rest-api-reference#erro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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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현하기

연예인 사진을 모아봅시다.
작은 기능 단위로 코딩하면서 점진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해봅시다.
구현 순서
●●

Step 1: 카카오 이미지 검색 OpenAPI 호출하기

●●

Step 2: 이미지 파일 저장하기

●●

Step 3: 전체 코드 완성하기

Step 1 카카오 이미지 검색 OpenAPI 호출하기
카카오 이미지 검색 OpenAPI를 사용하여, 이미지가 있는 url을 출력해봅니다.
> 링크 : developers.kakao.com/docs/latest/ko/daum-search/dev-guide#search-image

카카오 이미지 검색 OpenAPI의 Request와 Response 가이드입니다. Request에 필요한 URL과
Parameter를 살펴봅시다.

[그림 1-26] 이미지 검색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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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이미지 검색 Response

정상 요청이 되었다면, documents 필드 내에 image_url이 있을 겁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파일로
저장하면 연예인 사진을 모을 수 있습니다.
코드
01
02

import requests
import json

03
04
05
06
07
08
09
10
11

# 이미지 검색
url = "https://dapi.kakao.com/v2/search/image"
headers = {
"Authorization" : "KakaoAK <REST_API 앱 키를 입력하세요>"
}
data = {
"query" : "펭수"
}

12
13
14
15
16
17
18
19

# 이미지 검색 요청
response = requests.post(url, headers=headers, data=data)
# 요청에 실패했다면,
if response.status_code != 200:
print("error! because ", response.json())
else: # 성공했다면,
count = 0

1장 연예인 사진 모으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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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age_info in response.json()['documents']:
print(f"[{count}th] image_url =", image_info['image_url'])
# 저장될 이미지 파일명 설정
count = count + 1

20
21
22
23

실행 결과

[그림 1-28] 카카오 이미지 검색 OpenAPI 호출 결과

코드 설명
01~02행: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import합니다.
05행: 카카오 이미지 검색 OpenAPI에 해당하는 request url입니다.
06~11행: 요청을 위한 필수 파라미터를 구성합니다. 7행에 앱 키 입력 부분을 ‘1.2.3 앱 키(APP Key) 발급’에서 할
당받은 앱 키로 변경합니다. 만약, 앱 키가 1234라고 한다면, “KakaoAK 1234”가 됩니다. KakaoAK와 1234 사이에
한 칸의 공백이 있습니다. 유념하세요.
14행: 이미지 검색을 요청합니다.
18~23행: 이미지 검색에 성공했다면, response로 전달 받은 값 중에서 image_url을 출력합니다.

Step 2 이미지 파일 저장하기
‘1.3.2 웹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서 구현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되, 이번에는 함수
로 만들어보죠. 함수를 만들 때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합니다. input, process, output입니다.
※ 함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 6. 함수’를 참고하세요.

코드

# 이미지가 있는 image_url을 통해 file_name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
def save_image(image_url, file_name):
03
img_response = requests.get(image_url)
04
# 요청에 성공했다면,
05
if img_response.status_code == 20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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