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쫄깃한 파이썬

1장 파이썬 소개



학습목표

•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 본 장에서는 파이썬의 역사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프로그램에서 명령어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 파이썬의 유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 파이썬의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파이썬의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 파이썬 통합 개발환경 PyCharm을 이용해 봅시다



• 스마트폰에는 시계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시계 프로그램에 “스마트폰의 시간이 오전 7시
가 되면 알람 소리를 들려주도록 하라”라는 명
령어가 들어 있음

1.1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정보통신 기계의 물리적 부품
• 중앙처리장치(혹은 CPU), 저장 장치, 출력장치, 입력장치 등으로 구성
•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에서 구동되는 특정한 프로그램

• 운영체제
•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 하드웨어를 관리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 리눅스, 맥오에스(macOS) 등

• 응용 프로그램
• 하드웨어에서 수행될 아래아 한글, 파워 포인트, 엑셀, 크롬 브라우저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



• 스마트폰은 지정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명령 수행이 가능

오전 7:00가 되
면 알람음을 들
려주도록 하라

명령
= 프로그램

스마트폰
= 프로그램을 수행



• 프로그래밍(programming)
• 하나 이상의 명령어들을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

• 코딩이라고도 한다.

• 프로그램(program)
• 컴퓨터에게 실행될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명령을 조직적으로

모아 놓은 것

• 프로그래머(programmer)
•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 값만을 이해하고 저장

• 컴퓨터가 수행하는 명령은 000010010001111... 의 값으로 되어
있음

• 01001000100...과 같은 명령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 시
간이 오래 걸리며 오류가 많고 수정이 힘듦

•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명령 입력

0011100100001
0001000000000
11111010100…..

기계어 명령어(혹은 프로그램)

Hello



print(‘Hello’)

hello.py 파이썬
프로그램

00111001000
01000100000
00001111101

0100…..

기계어 명령어
번역과정

파이썬
인터프리터

Hello

• 프로그래머는 hello.py라는 이름의 파이썬 명령어를 이용한 프
로그램을 작성

•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이 hello.py라는 프로그램을 기계어
명령어로 변환하여 컴퓨터에서 실행



프로그래밍 언어

•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형식을
제대로 갖춘 언어

•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자동차나 프린터 등의 미리 틀이 정해진 기계(임베디드 시스템
Embedded System)에서 제한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
그래밍 언어는 수행 속도가 중요하므로 C 언어를 주로 사용

• 웹 서비스를 위해서는 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와 JavaScript, 
PHP와 같은 언어가 많이 사용

• 그 중 파이썬은 강력하면서도 배우기 쉬움



1.2 파이썬 소개

• 파이썬
• 1989년 귀도 반 로썸(Guido Van Rossum)에 의해 개발

• 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 소스 코드 source code
•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명령어들의 목록

• 소스 파일 source file
• 소스 코드가 저장된 파일

age = input('나이를 입력하세요')

if int(age) < 19:
print('할인되었습니다.')
else:
print('할인이 안 됩니다.')

< 소스코드 예시 >



• 인터프리터 방식
• 프로그램 명령어를 한 번에 한 줄씩 읽어들여 번역한 후 실행



• 컴파일 방식
• 프로그램 명령어를 기계어로 번역한 후 이 기계어를 실행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 방식의 비교

인터프리터 방식 컴파일 방식

정의
명령어들을 한 번에 한 줄씩 읽어들여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명령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장점 컴파일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경우 속도가 더 빠르다.

단점 실행 시간이 느리다.
원시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사용되는 언어 파이썬, BASIC 등 C, FORTRAN, PASCAL 등



파이썬의 자료형 체계

• 자료형 체계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 값들의 타입type을 관리하

는 그 언어만의 시스템을 의미

자료형 부재
정적 타이핑

static typed

동적 타이핑

dynamically typed

- 모든 데이터는 숫자

- 데이터의 의미는 어떤 명령어

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짐

- 일일이 자료형을 기억할 필요

가 없음

- 컴파일 시점 자료형 체크

- 타입을 일일이 작성

- 사용 예 : C, C++, C#, JAVA,

Objective-C, PASCAL 등

- 일일이 타입을 알려줄 필요 없

어 코드가 간결

- 런타임 중 자료형 에러가 나면

찾기 어려움

- 사 용 예 : Python, Ruby,

MATLAB, PHP, Java Script 등



파이썬의 특징



1.3 파이썬 설치와 사용

• 홈페이지 접속
• http://www.python.org/



• 다운로드 페이지 접속



• 또는 Google.com에 접속하여 “python download”를 검색



•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Download Python 3.7.2"를 선택

• 운영체제(macOS, Windows, Linux 등)를 선택 후 다운



• python-3.7.2.exe 실행 후

“Install launcher for all users(recommended)“ 

“Add Python 3.7 to PATH“ 선택

①

②



• “Install Now"를 눌러 설치를 시작



• 설치 완료



1.4 파이썬 대화창 사용하기

• 시작 버튼을 눌러 “python”을 검색

• Python 3.7을 눌러서 실행



1.4.1 윈도우 컴퓨터에서 파이썬 대화창 열기

• 시작-"Python 3.7 (32-bits)"을 선택



• 프롬프트에 print('Hello Python!!') 을 입력 후 실행



• 오류가 날 경우 오류가 발생한 문장과 함께 오류의 내용을 출력
• print('Hello Python!!“) 와 같이 큰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따옴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파이썬이 잘못된 명령으로 인식해서 오류를 발생

• 들여쓰기와 대소문자에도 민감한 특징이 있음

• 대화창을 종료하고 싶으면 키보드의 Control 키와 ‘Z'키를 입력하거나(^Z 로
표기함) 또는 exit() 함수를 호출



1.4.2 macOS와 윈도우에서 대화형 모드로 파이썬 실행하기

macOS의 터미널과 파이썬 대화형 모드 윈도우 운영체제의 명령처리기와 파이썬 대화형 모드



macOS에서 편집기를 이용하여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기

• 대화형 모드 : 명령 입력이 편리하나 명령문이 저장되지 않고
재사용이 불가능

-> 텍스트 파일을 따로 저장시켜 이 파일을 실행



• 검색창에 cmd를 입력하여 Windows 명령 처리기를 열어서 파
이썬 대화형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



• 윈도우 운영체제의 명령처리기에서 python을 입력

• 파이썬 대화형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



1.4.3 macOS에서 편집기를 이용하여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기

• 대화형 모드는 명령 입력이 편리하지만, 명령문이 저장되지 않
고 재사용이 불가능

• 텍스트 파일을 따로 저장시켜 이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
다.



• macOS에서 vi 에디터(편집기)로 명령문을 작성한 후 저장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해 저장한 명령문들을 실행한 화면



•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ello.py 파일을 만들어 두면 파이썬
명령문 재사용이 가능

•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macOS의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
은 명령을 입력

코드 1-1 : hello.py 프로그램의 코드

hello.py

print("Hello Python")

실행 결과

Hello Python

$ python hello.py

Hello Python



1.4.4 윈도우 컴퓨터에서 파이썬 프로그램하기

• C: 드라이버 아래에 workspace라는 이름의 폴더 생성

• 이 폴더 아래에 hello.p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 Windows 명령 처리기에서 다음 명령을 순차적으로 입력

C:\Users\me> c:

C:\Users\me> cd \ (주의 : 역슬래쉬 기호 \는 한글 윈도우에서 ₩로 나타남)

C:\> mkdir workspace

C:\> cd workspace

C:\workspace >



• 메모장을 열어서 hello.py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기

• notepad hello.py를 입력



• 메모장의 "hello.py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 파일을 만드시
겠습니까?“ 대화창의 ”예(Y)" 버튼을 선택



윈도우 컴퓨터에서 파이썬 프로그램하기

• C:드라이버 아래 workspace 폴더 생성

• 메모장을 열어 hello.py 작성



• dir 명령으로 현재 폴더에 hello.py 파일이 있는지 확인

• python hello.py를 입력



1.4.5 윈도우의 통합 개발환경(IDE) 사용하기

• IDLE란?

•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의 약자

• “통합 개발과 학습 환경”을 뜻함

• 파이썬 프로그램의 편집과 실행을 대화창에서 하는 것보다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IDLE를 사용



• 시작메뉴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Python 3.7 검색 후 제일 상단
의 IDLE (Python 3.7 32-bit)를 선택



• 이와 같은 파이썬 대화창을 파이썬 쉘python shell

혹은 파이썬 대화식 쉘python interactive shell이라고 한다.



“welcome.py"라는 이름의 파일 만들기

• 새로운 파일 만든 후 Run 메뉴의 "Run Module" 메뉴 실행 또는
단축 키 F5 입력

실행 결과



파이썬 2, 3의 차이

- print에서 print() 함수로 변화

- 표준 라이브러리의 재배치

- 스트링 포매팅 기능이 다양해짐

- 딕셔너리, 문자형에 구성요소 변경

- 함수 표기법의 변화

- 유니코드 지원등 많은 변화들



1.3 Hello World 출력하기



1.3 Hello World 출력하기

Hello World!

실행 결과

• print('Hello World')와 같은 코드를 표현문 expression 
statement 혹은 표현식이라고 한다. 

• 표현식은 간단하게 문장statem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드 1-2 : Hello World 출력하기

print_hello.py

print('Hello World!')



print_hello_3.py

• Hello World!를 세 줄에 걸쳐 반복시키기

Hello World!

Hello World!

Hello World!

실행 결과

코드 1-3 : Hello World 3번 출력하기

print_hello_3.py

print('Hello World!')

print('Hello World!')

print('Hello World!')



print() 사용하지 않고 사칙연산 사용하기
대화창 실습 : 대화창에서 간단한 숫자 출력하기와 연산

>>> 100

100

>>> 1 + 2

3

>>> 1 - 2

-1

>>> 1 * 2

2

>>> 1 / 2

0.5

>>> 10 * 20

200

>>> 123 * 8765

1078095

>>> 10 + 20 * 30

610



사칙연산 및 제곱연산

대화창 실습 : 대화창에서 변수 선언하기와 연산하기

>>> x = 100

>>> y = 200

>>> x + y

300

>>> x - y

-100

>>> x * y

20000

>>> x / y

0.5

>>> x ** 2

10000

>>> n = 5

>>> n ** 2

25

• 간단한 계산기 역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