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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상에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 모든 언어가 동일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
니지만 각각의 언어는 탄생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어들은 탄생하면서 알게 모르
게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게 된다. 같은 객체지향 언어일지라도 자바와 C++가 각자 자신만
의 특색을 가진 것처럼 파이썬이란 언어도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래밍 언
어를 공부하는 데 웬 철학이냐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필자는 어느 정도 프로
그래밍에 심취해 있을 무렵 프로그래밍 언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동작들과 문법체계, 질
서의 오묘함이 마치 철학과도 같게 느껴졌다.
또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탄생 순간부터 끊임없이 진화하게 된다. 이런 진화는 한
사람이 이뤄내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
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모여 좀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언어로 다듬어지게 된다. 이렇게
다듬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듬어 놓은 최적화된 질서
체계를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질서체계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언어를 만드
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닐뿐더러 배우는 입장에서도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프
로그래밍 언어가 탄생할 때는 기존의 언어들과 닮은 구석이 많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되
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보통 기존 언어의 패러다임과 철학이 섞여 있다.
파이썬은 다중 패러다임 언어로 기존의 언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우리가 배
워야 할 python(Cpython)의 내부는 C 언어로 구현되어 있다. 그 밖에도 펄, 자바, 스몰
토크 외의 여러 언어들의 영향을 받은 다중 패러다임 언어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패
러다임을 택하여 코딩 스타일을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바는 객체지향 패러다임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객체지향적으로 프로
그래밍하게 된다. 그런데 파이썬은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명령형, 또는
함수형 패러다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수 있겠지만 파이썬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레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필자는 아직도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다듬어져 온 패러다임과 그 언
어만의 철학을 배우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경이로움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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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왕 공부를 시작했다면 세상을
처음 맞이한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
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파이썬 입문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처음에는 과감히 넘어가도 좋지만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이더라도 우선은 책을 따라 코드를 실행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이런 습관은 프로
그래밍을 입문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다. 파이썬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이 방법을 모두
익히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래머
란 프로그래밍을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원하
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책을 중반쯤 읽었을 때는 간단하더라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길 권한다. 특히 파이썬에는 훌륭한 라이브러리들이 많
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꼭 모든 것을 직접 작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라이
브러리에 대한 지식과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프로그래밍을 시작한다면 파이썬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다.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패러다임을 접하다 보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데도 도움을
준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당장 끌리는 언어가
없다면 과감하게 파이썬을 시작하는 것을 권한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그 시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다. 사실 필자는 언젠가부터 책을 쓰는 것에 대해
동경을 해왔다. 어떤 장르의 책이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내가 머리 속에 만들어 놓
은 나만의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 정말 멋진 원고를 쓸 수 있을 거라는 약
간의 ‘자만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결국 원래 예상한 기간의 배가 걸렸다.
돌이켜 보면 이 책을 쓰면서 많이 ‘겸손’해진 것 같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된 사실들을
남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글로써 쓴다는 것은
더욱 힘든 것임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집필하는 내내 머리 속을 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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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리고 집필 후반쯤 처음에 썼던 원고를 다시 읽어보고 많이 실망하고, 해당 장들은
다시 썼다.
지식의 전파자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과 지식에 자부심을 가져야겠지만 지식을 전파할
때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쓰면서 마음 깊이 느낀 교훈이랄까?
이 책이 나오기까지 주변에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름을 모두 언급하고 싶지만 실수로 언급하지 못할까 해서 ‘모든’으로 대신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고 외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원고가 완성되기까지 항상 정성
어린 피드백과 격려를 주시면서 묵묵히 기다려주신 임성춘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김주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가족들 모두 사랑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내 동생 뽀삐에게도 이 책을 보여주고 싶다.

2016년 12월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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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고 학습하세요

1. 각 장의 앞에 나오는 만화는 공부하기 전 워밍업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왜 이 주제를 배워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벼운 마
음으로 읽어보세요.

>>> c=10
00
>>> d=10
00
>>> c is
d
False
>>> c ==
d
True

is 연산은 == 연산과 같은 것
아닌가요?

>>> a=1
>>> b=1
>>> a is b
True
>>> a == b
True

어? 같은 연산 같은데 왜
is 연산은 False로 나오죠?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네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2. 본문 예제는 파이썬 쉘 방식과 스크립트 파일 방식을 혼용합니다.
이 책의 예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따라하기를 제공합니다. 파이썬의 기본 통합개발환경
(IDLE)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쉘을 이용하여 코드를 실시간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방식
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드를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해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책을 학습하기 전에 미리 두 가지 형식에 대해 파악해두기 바랍니
다. 스크립트 파일 방식은 주석으로 파일명을 제시하고 있고 예제 소스는 파이썬의 신 네
이버 카페에서 제공됩니다.
[파이썬 쉘 방식의 예]
>>> 10*10		
True
>>> type(True)		
<class 'bool'>

#== 비교 연산은 양변의 데이터의 값이 동일한지를 비교한다.
#type 함수는 데이터의 타입을 출력해준다.

[스크립트 파일 방식의 예]
#phone.py
def makeacall():
print(“Make a Call”)
makea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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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해봅시다]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보는 실습입니다.
각 문제마다 힌트를 두고 있으니, 해답을 먼저 확인하지 말고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넣지 않았으니, 힌트만으로도 약간의 시간을 들여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모법답안은 파이썬의 신 네이버 카페에서 제공됩니다.

직접해 봅시다
지금까지 모듈과 패키지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연습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phone.py 모듈에는 전화를 받는 기능의 함수가
없었다. 이 기능을 보완하여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수정해보자.
HINT

이 함수도 photo나 makeacall 함수처럼 문자열 출력으로 실제 기능을 대신한다

4. [정리해봅시다]는 본문에서 배운 개념을 복습하는 코너입니다.
주로 괄호넣기나 간단한 서술형 문제 위주로 넣었습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
를 선별하여 넣었으니 복습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모법답안은 역시 파이썬의 신
네이버 카페에서 제공됩니다.
5. 우리 함께 공부해요
파이썬 관련 기술 변경사항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조직해서 함께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꼭 카페에 가입해서
함께 학습하세요.
파이썬의 신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godofpython

파이썬의 신 독자를 위한 공간
|파이썬의 신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godof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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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의신 네이버 카페에서 함께 공부해요.
cafe.naver.com/godof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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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시작하기

프로그래밍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라면 의욕이 앞서 지금 당장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고 싶은 마
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렇듯이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단계는 플랫폼에 맞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잠시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파이썬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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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에서 파이썬 설치하기
다음 URL에 접속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 페이지가 열린다. 최
종 버전을 다운로드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최종 버전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무
엇을 받아야 할까?
https://www.python.org/downloads/

사실 어떤 버전이든 상관없지만 이 책은 python 3.5.1을 기준으로 하였다. 프로
그램을 다운로드하면서 잠시 두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다.
파이썬은 발전 과정에서 2.x 버전과 3.x 버전의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었다. 3.x
버전은 파이썬을 좀 더 완성된 언어로 만들 목적으로 2008년에 하위 버전(2.x)에 대
한 호환성은 생각하지 않고 설계된 버전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기존의 2.x
버전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라이브러리들과 이를 사용한 프로그램들 때문에 기존 파
이썬으로 개발해오던 개발자들이 3.x 버전으로 쉽게 이동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
런 이유로 파이썬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 계속 발전해왔다.
그러나 현재 2.x대 버전은 2.7 버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버전업은 없고 파이
썬은 3.x대 버전을 토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파이썬 2.7 버전은
2020년까지만 지원되므로 2.x 버전의 파이썬을 꼭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파이
썬 3.x 버전을 설치하길 권장한다.
이 책은 3.5.1 버전을 기반으로 집필하였는데, 2.x 버전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다. 만약 코드를 두 버전에서 모두
실행시키고 싶다면 python 2.7.11 버전과 3.5.1 버전을 둘 다 설치해도 상관없다(여
기에서는 두 버전을 모두 설치해보겠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파이썬의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시작해보자.
먼저 2.7.11 버전의 파이썬 설치 파일을 실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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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그냥 [Install for all users]를 선
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파이썬이 설치될 디렉토리를 선택하는 화면이다. 설치 디렉토리를 바꾸지 않고 기
본 설정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다.

1장_ 파이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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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화상자의 Python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다음처럼 [Entire feature
will be installed on local hard drive]를 선택해서 7번째 [Add python.
exe’ to Path]를 활성화시키자.

위 작업을 하면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가 윈도우의 환경 변수에 자동으로 등록되도
록 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겠다. [Next]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진행된다.

파이썬의 설치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해야 할 작업은 없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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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완료되면 windows의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켜 ‘python’을 입력하고 엔
터키를 눌러보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windows의 시작 버튼을 누른
후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에서 ‘cmd’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된다. 다음과 같
이 ‘python’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파이썬의 대화형 인터프리터가 실행되는
데, 이곳에서 우리가 작성할 코드를 실행시키고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다.
Microsoft Windows [Version 6.1.7601]
Copyright (c) 2009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Users\juhyun>python
Python 2.7.12 (v2.7.12:d33e0cf91556, Jun 27 2016, 15:19:22) [MSC v.1500 32 bit
(Intel)] on win32
Type "help", "copyright", "credits" or "license" for more information.
>>>

대화형 인터프리터는 >>>로 현재 명령을 입력하는 위치를 나타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콘솔화면에서는 프로그래밍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IDL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를 제공한다. windows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모든
프로그램]의 [python 2.7]에서 IDLE를 실행해보자.

다음과 같은 파이썬 대화형 인터프리터의 GUI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제부터는 다
음 창을 파이썬 쉘이라고 부르겠다.

1장_ 파이썬 시작하기

���.indb 21

21

2016-12-13 �� 12:40:11

이제 우리가 사용할 파이썬 3.5.1 버전을 위와 동일하게 설치하면 된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윈도우 환경 변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원칙적으로는 ‘C:\python27\python.exe’와 같이 파일이 저장된 경로까지
적어주어야 제대로 python.exe가 실행된다. 그런데 우리는 앞의 콘솔화면에서
‘python’만 입력해서 python.exe를 실행했다. 이것은 python.exe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콘솔 프로그램이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에
서 python.exe의 저장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윈도우의 환경 변수 path라는 곳에 python.exe가 저장된 경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콘솔은 이 path란 환경 변수를 살펴보고 python.exe가 있
는 곳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 변수에 python.exe의 위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먼저
windosw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에서 ‘시스템 환경 변수 편
집’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시스템 속성 창이 나온다.

[환경 변수(N)...]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을 볼 수 있다.

22

���.indb 22

2016-12-13 �� 12:40:11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시스템 변수(S)]의 [Path] 변수다. [값]을 보면 파
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가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각 경로들은 세미콜론으
로(;) 구분된다.
우리는 파이썬 설치 과정에서 파이썬의 위치를 windows의 환경 변수에 등록하도
록 옵션을 변경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기억이 나지 않으면 설치 과정을 다시 살펴
보자). 만약 설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쳤다 하더라도 [시스템 변수(S)...]에
서 [Path]를 택하여 [편집(I)...]을 누른 후 직접 원하는 경로명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python 3.5.1 버전을 설치해보겠다.

1장_ 파이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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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 Now]를 선택하면 파이썬이 설치되는 경로가 좀 복잡하게 생성된다.
이 책은 [Customize installation]을 선택하여 설치 경로를 단순화할 것이다.
그리고 [Add python 3.5 to PATH]에 체크해서 환경 변수(path)에 설치 경로가 자
동으로 등록되도록 한다.

수정 없이 [Next] 버튼을 눌러서 진행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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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Install for all users]를 선택해주고 [Customize install
location]에 파이썬을 설치할 경로(필자의 경우 C:\python35)를 직접 입력한 후
[Install]을 누르면 설치가 시작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콘솔화면에서 ‘python’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
보자.
C:\Users\juhyun>python
Python 3.5.1 (v3.5.1:37a07cee5969, Dec 6 2015, 01:54:25) [MSC v.1900 64 bit (AMD64)] on
win32
Type "help", "copyright", "credits" or "license" for more information.
>>>

실행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버전이 3.5.1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2.7.1 버전은
없어진 것일까?

윈도우 환경 변수 Path에 python 3.5.1 버전이 설치된 경로가 제일 앞쪽에 추가
되었다.
C:\python35\Scripts\;C:\python35\;C:\Python27\;C:\Python27\
Scripts;
이 때 Python 3.5 버전이나 2.7 버전의 인터프리터의 이름은 둘 다 ‘python’이
다. 단지 windows 환경 변수 PATH에 순서상 앞쪽에 있는 python 3.5.1 버전이 먼
저 실행되는 것이다.

1장_ 파이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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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ath 변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python 2.7.1 버전의 경로를 앞쪽에 두면
콘솔에서 python 2.7.11 버전이 실행되도록 할 수도 있다. 우선 참고만 하자.
C:\Python27\;C:\Python27\Scripts;C:\python35\Scripts\;C:\
python35\;
이번에는 이 책의 아무 페이지나 펼쳐본 후 어떤 코드라도 좋으니 IDLE에서 한번
따라서 입력시켜 보자. 코드의 내용은 몰라도 된다. 만약 제대로 실행된다면 파이썬
을 공부할 환경이 완성된 것이다.

Hello World
전통적으로 C/C++와 같은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입문을 위한 첫 관문
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콘솔에서 출력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I am
handsome, but I don't have girlfriend”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문자열을 출력
한다고 컴퓨터가 이상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프로그래밍 언
어 입문자들이 프로그래밍을 위한 환경설정을 마친 후 첫 번째로 하는 것은 “Hello
World”를 콘솔에 출력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Hello World”는 마치 프로
그래밍을 잘 배우기 위해 외우는 신성한 주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뭐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니 우리도 이 주문을 외우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파이썬으로 이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간
편한 방법을 사용하겠다. 먼저 설치된 IDLE를 실행한다. 또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
해서 python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른다.

Python 3.5.1 (v3.5.1:37a07cee5969, Dec 6 2015, 01:38:48) [MSC v.1900 32
bit (Intel)] on win32
Type "copyright", "credits" or "license()" for more information.
>>>			#파이썬 프롬프트

>>>는 파이썬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곳에 우리가 원하는 명령 코
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명령 코드의 실행 결과를 보여준다(유닉스나
리눅스의 %나 $,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 >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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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다음과 같이 외울 수 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따라
서 실행해보자.

>>> print("Hello World")
Hello World		
#출력 결과(신성한 주문)
>>>

이번에는 위 주문을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겠다. 파이썬 IDLE의 [File]
메뉴에서 [New File]을 실행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파일을 spell.py
라고 저장한다.
예제 1-1 주문 외우기

#spell.py
print("Hello World")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서 spell.py가 있는 폴더로 이동한다. 그리고 python
spell.py라고 명령을 내리면 다음과 같이 파이썬 주문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C:\python35>python spell.py
Hello World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10장을 참고하자.
파이썬 쉘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면 코드를 작성할 때 오류가 있는지 실시
간으로 검사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파이썬 쉘에서 작성된 코드는 파일로
바로 저장할 수는 없다. 즉, 파이썬 쉘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파이썬 코드를 테스
트하는 것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프로그램(스크립트 파일)으
로 만들고 싶다면 다음에 설명할 개발 환경 선택을 참고하길 바란다.
자, 이제 우리는 신성한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첫 발을 내디
뎠다. 앞으로는 기분 좋게 파이썬을 공부해 나가면 된다.

1장_ 파이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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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개발 환경의 선택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에 앞서 개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떤
개발 환경을 선택할지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목적 또는 개인의 취향과도 관계된 부분
이라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은 파이썬 입문서인 만큼 단
편적인 예제들을 중심으로 실습해나가므로 간편하게 파이썬 IDLEIntergrated Development
를 사용하여 실습을 해 나갈 것이다. IDLE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and Learning Environment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고 테스트나 파이썬을 익히는 데는 가장 적합한
개발 환경이라고 본다. 그리고 IDLE의 또 다른 장점은 자동완성을 지원하는 것인데
개발 환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파이썬 IDLE의 단
점이라면 프로젝트들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점과 가끔씩 같은 코드라도
직접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와 IDLE 상에서 실행할 때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치명적인 것은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므
로 당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거나 실습한 내용이나 자신이 만든 스크립트들을 보기
좋게 관리하고 싶다면 notepad++나 sublime text를 추천한다. notepad++는 매
우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플러그인이 제공되므로 꽤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완성 지원은 다소 만족스럽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sublime text는 유료지만 가끔씩 뜨는 팝업
창만 확인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윈도
우 환경뿐만 아니라 리눅스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Anaconda
plugin을 설치하면 python을 위한 IDE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거의 완벽한
자동완성을 제공하므로 파이썬을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서는 파이썬 IDLE
와 notpad++, sublime text3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파이썬 IDLE
파이썬의 IDLE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파이썬 쉘이 실행된다. >>>은 파이썬 프롬프
트로 여기에 입력된 코드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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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파이썬 쉘의 [File] 메뉴에서 [New File] 항목을 선택해보자.

메모장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창이 열린다. 이 창은 파이썬 IDLE의 메모장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차이점으로는 >>> 파이썬 프롬프트가 없다는 점인데 이곳
에는 직접 파이썬 파일(.py), 즉 파이썬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여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F5키를 누르면 작성된 스크립트가 파이썬 쉘을 통해서 실행된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1장_ 파이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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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파이썬의 IDLE는 쉘Shell 모드와 에디트Edit 모드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
지 인터페이스는 모두 자동완성을 지원한다. IDLE를 실행하면 쉘 모드가 실행되지
만 기본 모드를 에디트 모드로 바꿀 수 있다([option] ▶ [Configure IDLE] ▶
[General] ▶ [Startup Preferences]에서 [Open Edit Window] 선택).

notepad++
윈도우 환경이라면 notepad++로 실습할 수 있다. notepad++는 python과 같은
동적타이핑 언어(파이썬은 동적 타이핑 언어이고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자동완성의 지원이 빈약하긴 하지만 이 점을 제외하면 나름대로
훌륭한 에디터다.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다.
https://notepad-plus-plus.org/

설치가 끝났으면 플러그인 메뉴에서 [Plugin Manager] ▶ [Show Plugin
Manager]를 선택한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 [NppExec]를 체크한 후 [Install]을 누른다(이 플러그
인의 기능이 궁금하다면 이어지는 설명을 잘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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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notepad++ 창을 띄어 놓고 F6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뜰 것이다.

빈 창을 위 그림과 같이 채워준다. 첫 번째 줄의 npp_save는 현재 문서를 저장한
다는 명령이고, 둘째 줄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현재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명령이
다. 자신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있는 경로명으로 바꿔 입력하자(예: C:\mypython\
python\).
입력을 마쳤으면 [Save...]를 눌러서 위 명령을 저장하고 [OK]를 눌러서 창을 나
온다.
이제 Ctrl+F6키를 눌러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다. 파일 저장 대화상자가 뜨
면 저장해주고 위 그림과 같은 창이 뜨면 [OK]를 눌러주면 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콘솔화면에 결과가 출력된다.

이제 [보기(V)] 메뉴의 [프로젝트] ▶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해보자.

1장_ 파이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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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고 프로젝
트에 폴더와 파일을 직접 추가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좀 불편한 점은 자동으로 폴더와 파일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ublime text3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능 좋은 개발툴을 찾는다면 sublime text는 꽤 괜찮은 선
택이다. 물론 sublime도 유료이기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간간히 뜨는
팝업창을 확인하는 정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사이트에서 설치할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해서 설치한다.
https://www.sublimetext.com/3

이제 anaconda plugin을 설치할 차례다.
다음 주소의 설치 메뉴얼을 따라 설치할 것이다.
https://packagecontrol.io/installation

1. [Preferences] ▶ [Browse Packages..]를 선택하면 Packages 폴더가 열린다.

2. 위에서 열린 폴더의 상위 폴더에 가면 Installed Packages라는 폴더가 있다.
3.	Installed Packages 폴더 안에 다음 주소의 Manual 3번에 있는 링크(Package Control.
sublime-package)를 다운로드해서 넣어준다.
https://packagecontrol.io/installation

4. sublime text를 재시작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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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ools] ▶ [Command Palette...] 메뉴를 선택하여 창에 ‘install’이라고 입력하고 다음 그림의
‘Package Control’을 선택한다.

6.	잠시 후 창이 열리면 ‘anaconda’라고 입력하면 다음 그림처럼 나오는데 ‘Anaconda’를 선택한다.

7. 이제 파이썬을 위한 환경이 완성되었다. sublime을 재실행하고 자동완성을 테스트해보자.

다음 그림처럼 함수의 기능을 파이썬 IDLE 환경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준다.

위와 같은 함수나 모듈 등에 대한 설명은 파이썬 IDLE에서 help(이름)을 실행하
여 볼 수도 있다.

>>> help(print)

작성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싶다면 (.py)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저장한 후
Ctrl+B키를 누르면 된다. 또는 [Tools] ▶ [Build]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아래
쪽 분할 창에 결과가 출력된다.

1장_ 파이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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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완료되었지만 다음과 같이 한 가지 추가 설정을 하자.
[Preferences] ▶ [Package Settings] ▶ [Anaconda] ▶ [Settings User]를 선택하자. 그리고 다음 문구를 적어준 후 저장해준다.
{"anaconda_linting": false}
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때 구문 체크를 위한 수많은 박
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PyCharm이나 Visual Studio, Eclipse PyDev 같은 전문 개발 환
경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덩치 큰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소개한 에디터만으로도 이 책의 예제를 실습하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예제 소스는 따로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1장의 example.py 예제는
(gop/ch01/example.py)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gop 폴더를 C 드
라이브에 위치시켰다고(C:/gop/ch01/...) 가정하고 실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파이썬
쉘에서 실행되는 코드는 대부분 간단한 코드들이므로 예제 소스로 제공되지 않는다.

34

���.indb 34

2016-12-13 �� 12:40:12

생각해 봅시다
윈도우 커맨드라인에서 ‘python’을 입력하면 (대화형) 쉘 모드로 코드를 테스트해볼 수 있지만 코드를 파일로
저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파이썬의 기본 개발 환경인 IDLE를 실행하면 쉘 모드로 파이썬이 실행된다. IDLE에
서 실행되는 쉘 모드는 콘솔화면의 쉘 모드보다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쉘 모드에서 테스트한 코드를
저장할 수도 있다(단, 이 때 쉘 모드에서 했던 작업은 저장은 되지만 쉘 환경 그대로 저장되므로 제대로 된 파이
썬 코드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직접 해보자!). 아무튼 쉘 모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기능으로 대화형으로 코드
를 테스트할 수 있을 뿐이지 파이썬으로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은 아니다. 만약 코드를 저장하고 싶다면 기본 개
발 환경인 IDLE의 에디트 모드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하면 된다.
IDLE는 파이썬을 위한 기본적인 개발 환경이다. IDLE는 파이썬을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지만 파이썬을 사용하
기 위해서 꼭 IDLE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즉 입문자에게는 IDLE이 꽤 도움을 주지만 어느 정도 파이썬에 익숙
해진다면 더 많은 기능을 가진 개발 환경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개발을 위한 환경을 소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서 설명한 환경 변수 설정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보자. 만약 파이썬이 설치된 폴더를 사용
자가 바꾸고자 한다면 환경 변수에 있는 경로만 바꾸면 될까? 직접 파이썬이 설치된 폴더를 변경해본 후 환경
변수에서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도 변경해보자.
아마 python 인터프리터의 실행은 제대로 되지만 IDLE 바로가기 아이콘으로는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때
직접 IDLE 바로가기 아이콘의 명령어를 수정해야 한다.
IDLE를 실행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C:\Python35\pythonw.exe C:\Python35\Lib\idlelib\idle.pyw
그리고 IDLE 바로가기 아이콘에 이 명령어의 경로를 직접 변경하면 된다.
예를 들어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를 python351로 바꿨다면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C:\Python351\pythonw.exe C:\Python351\Lib\idlelib\idle.pyw
우선 IDLE 단축 아이콘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을 살펴보자. 대상(T)에 적혀 있는 것이 바로 IDLE를 실행시
키는 명령어고 이 부분은 위 설명처럼 바꾸면 된다.

1장_ 파이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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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해 봅시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자신이 선택한 개발 환경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테스트 코드를 작성
하고 실행해보겠습니다.

앞에서 Hello
1	

World를 출력하는 코드를 파이썬 IDLE의 에디터 모드와

notepad++에서 실행시켜보았다. sublime text3에서도 이 코드를 만들어 저
장한 후 실행시켜보자.

2	이 책의 예제 코드들은 장 단위로 폴더에 저장되어 있다. 예제 코드를 다운로드
한 후 notpade++ 또는 sublime text3에서 폴더 단위로 예제 코드들을 불러
올 수 있다. notepad++에서는 [파일(F)] ▶ [Open Foloder As Workspace],
sublie text3에서는 [File] ▶ [Open Folder]를 선택하여 폴더 단위로 예
제를 불러온 후 어떤 예제라도 좋으니 선택하여 실행해보자.

3.	프로젝트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소스 파일들의 묶음인데 여러 폴더들을 프로젝
트로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다. notpad++는 [보기(V)] ▶ [프로젝트]에서 프로
젝트를 직접 만들 수 있고 sublime text3에서는 [Project] 메뉴에서 프로젝
트를 관리할 수 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notpad++에서는 작업 영역 패널이
열리고 직접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나 폴더를 추가하거나 프
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다. sublime text3는 [Project] 메뉴에서 관련 기능들
을 선택할 수 있다. 다운로드한 예제 중 아무 폴더나 선택한 후 프로젝트로 만들
어 저장해보자.

4	이 책에서 소개한 개발 환경 외에 어떤 개발 환경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그리고
개발 환경에 따른 장단점을 정리한 후 앞으로의 실습을 위한 개발 환경을 선택하
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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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봅시다
해답은 파이썬의 신 네이버 카페(cafe.naver.com/godofpython)에서 제공됩니다.

1	파이썬의 버전은 2.x 버전과 3.x 버전의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된 이유를 설명해보자.

2	파이썬의 두 가지 버전(2.x, 3.x)이 설치된 컴퓨터가 있다. 현재 콘솔에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면 항상 2.x 버전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된다. 그렇다면 항
상 3.x 버전이 실행되도록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3	파이썬 IDLE를 사용하면 간단히 코드를 테스트하거나 이제 막 파이썬을 익히는
입문자들에게는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서 IDLE는 불편한
점이 있다. 직접 IDLE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적어
보자.

1장_ 파이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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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의신 네이버 카페에서 함께 공부해요.
cafe.naver.com/godofpython

파이썬의
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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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미리 알아두기

여기서는 파이썬 언어를 공부하기 전에 읽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두었다. 이 장은
지금 건너뛰어도 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마다 ‘미리 알
아두기’를 참고하라고 명시하겠지만, 가능하면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가
볍게 읽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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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읽기 위한 기초
앞에서 작성한 "Hello World" 주문이 어떻게 출력된 것일까? 해답을 찾기 위해 나
중에 배울 함수 파트의 도입부를 미리 참고해서 읽어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
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함수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와 비슷하다. f(a)=2a+1이란 함수가 입력값(a)에 대한 결괏값(2a+1)
을 갖는 것처럼 print(a)라는 함수는 “데이터 a를 출력하라!”는 의미(결과)를 갖는
다.앞으로 print 함수는 데이터를 확인을 위한 출력에 많이 사용될 함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자.
파이썬에서는 다양한 함수들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print 함수처럼 파이썬에
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 위주로 사용하지만 간혹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함수들도 사용할 때도 있을 것이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함수는 코딩을 할 때 어떤 추
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print 함수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 함수
라고도 불리운다. 내장 함수는 기본적인 함수들이고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이런 기본
적인 함수들은 비유하자면 기본 공구 세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하
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좀 더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도
구가 필요할 때는 외부에서 도구를 빌려와야 한다. 즉, 파이썬에서는 import문을 사
용하면 특정 함수가 저장된 모듈1 을 불러들인 뒤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그 예를 보여준다.

>>> import os
>>> os.system("pause") #os.system은 os 모듈에 있는 system 함수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os 모듈은 표준 모듈로서 파이썬이 설치될 때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된다. 하지만
이런 표준 모듈을 사용하려면 import문으로 해당 모듈을 불러들여야 한다. 표준 모
듈뿐만 아니라 표준이 아닌 외부의 모듈도 동일한 방식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해당 모듈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만들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장을 참
고하자.

1 함수를 비롯한 코드들을 담는 그릇으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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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코드에서 os 모듈의 system 함수는 현재 파이썬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여기
에서는 windows7이다)의 쉘에서 명령을 실행한다. 그리고 이 코드의 결과는 pause
명령을 명령 프롬프트에서 내리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 라인의 코드를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한 라인으로 합칠 수도 있다.

>>> import os; os.system("pause"); print("Hello World")

용어 설명
리터럴
3, "I love python", 3.14와 같이 변하지 않고 고정된 데이터 자체의 표현을 리터
럴literal이라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변수는 특정 리터럴을 대표(변수 = 리터럴)할 수
있지만 변수가 의미하는 값(리터럴)은 언제든지 다른 값(리터럴)으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수 A = 1에서 변수 A = 2로 바뀔 수 있다. 즉, 변수 A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값을 지니지만 1이나 2는 언제나 의미하는 값이 변하지 않는 해당 데이터의 표
현형이다.

표현식
a=1이고, b=3일 때 a+b라는 표현은 4라는 값을 의미한다. 표현식expression이라고 하
면 이렇게 값value을 의미하는 표현 또는 값을 반환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표현식은 결국 어떤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현식은 변수에 할당이 가능하다. 즉 표
현식의 결과는 리터럴이라고 볼 수 있다.

>>> r=5
>>> 3.14*r**2 #표현식
78.5		
#실수 78.5의 리터럴

2장_ 미리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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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표현식과 달리 구문statement은 값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즉, 표현식과 달리 변수에
할당이 불가능하다. 대신에 구문은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코드를 말한다. 나중에 배
울 제어문들은 구문에 속한다.

>>> for x in range(0,3):
print(x)			

#구문

0
1
2

식별자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을 말한다.

키워드
키워드keyword는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령어를 의미한다.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예약어라고도 한다. 따라서 키워드는 식별자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파
이썬 문서에서 keyword를 검색하여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식별자 이름 규칙
1.	$, %, ! 등의 특수문자는 식별자 이름에 포함될 수 없다(단 _는 포함 가능하다. 예: _Python,
python_3_5_1_).

2. 숫자는 식별자 이름의 첫 번째 문자로 올 수 없다.
3. 키워드(keyword)는 식별자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if, for, True 등). 파이썬 문서를 참고하자.
4. 알파벳의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분한다(예: python과 Python은 서로 다른 이름이다).
5. 파이썬 3.x 버전부터는 식별자 이름에 유니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권장하지는 않는다).

주석
주석은 프로그램 코드와 별개로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주석의
내용은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코드에서 실행시키지 않고 싶은 부분을
지우지 않고 주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42

���.indb 42

2016-12-13 �� 12:40:13

주석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
#을 이용한 것과 """(겹따옵표 3개) 또는 '''(홑따옴표 3개)를 이용한 것이 있다.

#test.py
#print("Hello World")		
#라인 주석
print("I love python!")
'''				#주석 시작
print("I love C/C++")
print("I am handsome")
'''				#주석 끝

위 코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love python!

파이썬 쉘
IDL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는 쉘 모드와 에디트 모드 두 가지가 있고 기본적으
로 쉘 모드로 실행된다(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앞의 ‘파이썬 개발 환경 선택’을 참
고하자). 파이썬 쉘은 파이썬 코드를 실시간으로 해석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
외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가장 편리한 기능은 자동완성을 하는
기능이다(에디트 모드 역시 자동완성을 지원한다). 파이썬 쉘에 ‘pri’만 입력해보고
Tap키를 한 번 눌러보자.

>>> pri		

#Tap을 눌러보자.

또는 ‘pr’까지만 입력하고 Tap키를 눌러보자.

‘pr’로 시작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식별자에 대한 선택지를 보여준다.
또 다른 기능으로 입력한 코드의 데이터 값을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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