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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와 뉴스까지, 투자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으로
5주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23년 경력의 금융 데이터 전문가에게 직접 배우는 전자공시와 기업 뉴스 수집 자동화의 모든
것.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 사업보고서, 뉴스와 같은 비정형데이터까지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5주 커리큘럼 코스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내는 금융/투자 텍스트 분석을 배웁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나에게 중요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고, 5주 동안 텍스트 분석을
집중적으로 배워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 / 뉴스 데이터를 수집, 분석, 자동화해 실시간 투자 전략을
만듭니다.
파이썬을 활용해 분석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듭니다. 오직 나의 투자/업무에만 맞춰진
실시간 분석 자동화 레포트를 만들고 투자 전략에 활용합니다.

나의 업무/투자에 정말 필요한 데이터 분석까지 배웁니다.
페이스북 그룹 혹은 매주 진행하는 Lab 시간에 나에게 따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강사님께
요청하여 준비한 자료를 이용해 본인의 업무/투자에 바로 사용해보세요.

1회차

전자공시 분석 환경 구축
- 강의 오리엔테이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개요, 파이썬 데이터 분석 환경 만들기, 데이터 크롤링의 이해,
전자공시 Open API, LAB

2회차

전자공시 보고서 DB 구축과 분석
- 전자공시 보고서 DB 구축, 파이썬으로 문자열 다루기, 비정형 문서에서 데이터 추출, pandas, 전자공시
보고서 다루기 상세, 전자공시 DB 분석, LAB

3회차

전자공시 분석 알림 자동화
- 메신저 알림, 자동 실행 스케줄링, 이메일, 가격 데이터와 재무 데이터, 구현 사례 분석과 운영, LAB

4회차

전자공시 투자전략
- 계약공시 분석과 투자전략, 증자공시 분석과 투자전략, 지분공시 분석과 투자 전략, 자자수 취득/공개매수
투자전략, LAB

5회차

뉴스 텍스트 마이닝과 투자전략
- 뉴스 텍스트 수집, 뉴스 텍스트, 뉴스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 뉴스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분석,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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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강사님은 LG소프트 연구원을 시작으로
스타트업과 KB증권 IT센터까지 IT 실무 경력 23년
이상의 베테랑입니다.
현재, 금융투자를 위한 도구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FinanceData.KR의 대표로 일하며, 패스트캠퍼스와
금융 데이터 분석과 수집 자동화 강의, 파이썬을 활용한
전자공시 분석 자동화 강의를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콘 2014, 2018에서 “파이썬+금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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