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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도서 원문 수정 수정 내용 

226 앞선 그림과 같이 원하는 뉴스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있는 RSS를 누르면 RSS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xml로 표현된 RSS 문서가 

나옵니다. 해당 RSS 문서의 주소를 가져와 

뉴스 기사를 수집하겠습니다. 

앞선 그림과 같이 원하는 뉴스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RSS 

페이지를 나타내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가져와 

뉴스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링크 주소를 활용한

다는 구체적인 가이

드가 없음 

247 selenium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사용한 

find_element_by_id와 같이 find_element_by_

로 시작하는 함수를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이 

함수들의 목록은 '6.4 라이브러리 살펴보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selenium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사용한 find_element_by_id와 

같이 find_element_by_로 시작하는 함수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데, 이 함수들의 목록은 '10.4 라이브러리 살펴보기'에 정리되

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살펴보

기'의 장과 절 번호

를 잘못 언급함 

249 find_element_by_로 시작하는 변수를 사용하여 

가져온 모든 클래스 변수에는 내용을 가진 

text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번 줄에서 

find_elements_by_tag_name 함수에 의해 

리스트로 모든 태그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find_element_by_로 시작하는 변수를 사용하여 가져온 모든 

클래스 변수에는 내용을 가진 text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번 줄에서 find_elements_by_tag_name 함수에 의해 

리스트로 모든 태그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8~9번 줄에서 

반복문을 수행하며 안의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text 

'라이브러리 살펴보

기'의 장과 절 번호

를 잘못 언급함 



8~9번 줄에서 반복문을 수행하며 안의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text 이외에도 

사용 가능한 변수나 함수에 대해서는 '6.4 

라이브러리 살펴보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용 가능한 변수나 함수에 대해서는 '10.4 

라이브러리 살펴보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56 나는 중견 기업의 … 

 

평사원 

 

이번 시즌, 회사에서 야심 차게 신제품을 내놓았다. 처음 출시

하는 제품이다 보니 소비자의 반응이 가장 궁금한데, 아무래도 

소비자의 반응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곳은 블로그! 검색창에 

우리 제품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블로그의 게시물들

을 한 파일로 수집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하고 싶다. 일일이 블

로그에 들어가서 링크를 복사하고 입력하는 등의 번거로운 작

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22페이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음. 

본문에 맞게 내용 

조정함. 

 

해당 내용은 페이지

를 수정하여 PDF 

파일을 첨부했습니

다. 

304 나는 입사한 지 겨우 … 야근왕 

 

나는 회사 업무가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한다. 평일에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잠만 자다 보니 자꾸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주말에 한강에서 운동이라도 할까 싶어서 자전거 동호회에 

들었다. 하지만 막상 자전거를 사려니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너무 비싸다. 이대로 운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저렴한 

145페이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음. 

본문에 맞게 내용 

조정함. 

 

해당 내용은 페이지

를 수정하여 PDF 



중고 자전거를 구입하기로 했다. 자주 이용하는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자전거를 검색해 보자. 

파일을 첨부했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