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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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 파이썬 소개

1.1 프로그래밍이란

 우리의 일상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계와 이 기계에서 작동되는 소프트
웨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아침에 스마트폰의 알람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스
마트폰을 통해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여 외출복을 
고르는 것은 필자나 독자들의 흔한 일상 모습이 아닐까 싶다. 혹은 회사를 출근하거나 학교
를 다니는 사람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고 게임을 하
며, SNS를 즐기는 것도 아주 흔한 우리의 일상모습일 것이다.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해 보자. 스마트폰은 어떻게 내가 어젯밤에 지정한 시간인 오전 7:00
라는 시간에 알람 소리를 들려줄까? 스마트폰은 어떻게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고 음악을 들
려줄까? 바로 여기에 프로그래밍의 비밀이 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시계의 기능이 내
장되어 있으며 시계 프로그램에 “스마트폰의 시간이 오전 7시가 되면 알람 소리를 들려주도
록 하라”라는 명령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NOTE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계의 물리적 부품을 하드웨어라고 하며 이 하드웨
어는 중앙처리장치(혹은 CPU), 저장 장치, 출력장치, 입력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리고 이 하드웨어에서 구동되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에서 수행될 아래아 한글, 파
워 포인트, 엑셀, 크롬 브라우저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운영
체제는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를 관
리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혹은 소프트웨어)이다. 
운영체제 중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등이 있으며, 리눅스 운영체제, 애플사에서 만든 맥오에스(macOS) 등의 운영체
제도 있다.
 스마트폰을 위한 운영체제로는 구글사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와 애플사에서 개발한 iOS
등이 있다.

[그림 1- 1] 스마트폰에서 오전 7:00 알람을 설정하는 화면

 또한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지정된 명령어(혹은 프로그램)를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NOTE
- 프로그램(program) : 컴퓨터에게 실행될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명령을 조직적
으로 모아 놓은 것이다
- 프로그래밍(programming) : 코딩이라고도 하는데 하나 이상의 명령어들을 입력하여 프
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 프로그래머(programmer) :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한다. 
프로그래머는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2]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계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기상시간은 오전 6:00나 오전 7:30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
며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다시 설정된 시간에 맞추어 알람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명령을 처리하는 프로그램(program)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
램은 개발자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조합하여 미리 입력해둔 명령어들이다.

  
 실제로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 값만을 이해하고 저장하므로,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수행하
는 명령은 000010010001111... 의 값으로 된 명령이다. 이 명령을 잘 조직화하여 만들면 
효과적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림 1-3] 인간이 기계적인 명령어를 이해한다면 기계어 명령어(혹은 프로그램)를 입력하
에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01001000100...과 같은 명령은 사람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며, 오류의 가능성이 높고, 수정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명령
을 입력해 두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
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은 프로그래머가 'Hello'를 화면에 출력하라고 하는 명령을 파이썬 
문법에 맞게 작성한 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를 00111001.. 의 기계어로 번역한 후 컴퓨
터에서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1-4] 프로그래머는 hello.py라는 이름의 파이썬 명령어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리고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이 hello.py라는 프로그램을 기계어 명령어로 변환하여 컴
퓨터에서 실행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란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형식을 제대로 
갖춘 언어로 반드시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래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졌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개발자가 선택하여 사용하여왔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프린터 등의 미리 틀이 정해진 기계(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에서 제한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행 속도가 중요하므로 
C 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웹 서비스를 위해서는 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와 JavaScript, 
PHP와 같은 언어가 많이 사용된다.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수 천종 이상의 프로
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졌으나 이 책에서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배우기 쉬운 파이썬이라는 프
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 파이썬과 함께 즐거운 프로그래밍의 신세계로 들어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2 파이썬 소개

 



[그림 1-5] Guido Van Rossum(출처 : 위키백과)

 파이썬은 1989년 귀도 반 로썸Guido Van Rossum에 의해 개발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작동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귀도 반 로썸은 네덜란드 태생이며, 현재 그는 파이썬
에서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파이썬은 1980년대 말에 고안하여 
1989년 12월에 구현하기 시작했다.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피톤(Python)’ 이라는 뱀 형상의 괴물에
서 유래했다. 이 뱀은 그리스 델포이의 신탁소를 지배하던 뱀으로 거대하고 새까만 독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도 반 로썸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을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뱀 형상의 괴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며, 자신이 좋아하던 영국 코미디 
“몬티 파이썬의 나르는 서커스(Monty Python's Flying Circus)"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이 코미디 방송 프로그램은 몬티 파이썬Monty Python이라는 약어로도 불리우는데, 최초제작 
연도는 1969년이며 25분에서 30분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파이썬 재단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로고로 [그림 1-6]과 같이 두 개의 
뱀이 위아래를 보는 형태의 모습으로 채택하였다. 이 로고의 디자이너는 마야 문명의 심벌
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림 1-6] Python 로고



  NOTE : 그리스 신화와 괴물 파이썬
 원래 파이썬(Python)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이다. 이 괴물은 그리스 중
부의 파르나소스 산 기슭에 있는 델포이의 신탁소를 지배하였던 큰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아폴론의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림 1-7] : 아폴로 신과 파이썬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음과 같이 컴퓨터가 해석 가능한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
는데 아래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받아 나이가 19세 미만일 경우 ‘할인되었습
니다.’를 출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할인이 안 됩니다.’를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 
책을 통해 기초적인 문법을 다시 익히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유사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ge = input('나이를 입력하세요')

if int(age) < 19:

    print('할인되었습니다.')

else:

    print('할인이 안 됩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명령어들의 목록을 소스 코드source code라고도 한
다. 위의 코드는 age_test.py 라는 이름의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 후 파이썬 번역기를 이용
하여 실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소스 코드가 저장된 파일을 소스 파일source file이라
고 한다.



 현재까지 수 천종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명령어
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  방식의 언어가 있다. 인터프리터 방
식은 명령어들을 한 번에 한 줄씩 읽어 들여서 실행하는 방식이며 컴파일 방식은 명령어를 
기계어로 번역한 후 이 기계어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 방식의 장
점과 단점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림 1-8] 컴파일러 방식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원리 : 컴파일러는 소스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만들어진 기계어가 컴퓨터에서 실행되어 결과를 만든다. 

[그림 1-9]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원리 : 인터프리터는 소스코드를 한번
에 한 줄씩 읽어들여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인터프리터 방식 컴파일 방식

정의 명령어들을 한 번에 한 줄씩 읽어
들여서 실행하는 방식 명령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방식

장점 컴파일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경우 속도가 더 빠르다

단점 실행 시간이 느리다 원시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다면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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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 방식의 비교

 위 표에서 보듯이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명령어를 해석하는데, 이는 명령어들을 
한 번에 한 줄씩 읽어 들여서 실행한다. 따라서 명령어들을 기계어로 번역하고 컴파일 과정
을 거치는 컴파일 방식과는 달리 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 단계를 거친다. 하
지만 이러한 방식은 미리 기계어로 번역해놓고 실행하는 컴파일 방식에 비해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가지게 된다.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는 파이썬, BASIC 등이 있
고, 컴파일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는 C, FORTRAN, PASCAL 등이 있다. 



 다음은 파이썬의 자료형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료형 체계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 값들의 타입type을 관리하는 그 언어만의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적 타이핑
static typed

동적 타이핑
dynamically typed

- 컴파일 시점에 자료형을 검사한다.
- 자료의 타입을 일일이 명시해 주어야 한

다.
- 사용 언어
 : C, C++, C#, JAVA, Objective-C, 
PASCAL 등

- 자료의 타입을 일일이 알려줄 필요 없어 
코드가 간결해 진다.

- 반면, 런타임 중 자료형 에러가 날 수 
있다.

- 사용 언어
 : Python, Basic, Ruby, PHP, JavaScript
등

  

정적 타이핑(Static Typed) 시스템 체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 시점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자료형을 체크해줘야 한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 앞에 어떤 타입인지 일일이 명시를 
해줘야 한다. 사용하는 언어로는 C, C++, C#, JAVA, Object-C, PASCAL 등이 있다.
동적 타이핑(Dynamically Typed) 시스템 체계는 정적 타이핑 시스템 체계와는 달리 일일
이 데이터 앞에 타입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코드가 간결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그럼 데이터의 타입은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 이는 런타임 중, 즉 실행 단계 중에 동
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타입을 묶어준다(Binding). 이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런타임 중 자료형 에러가 나면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사용하는 언어로는 우리가 배
우는 파이썬과 그 외 Ruby, PHP, JavaScript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파이썬은 고유의 언어적 특징들을 가지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0] : 파이썬의 특징



 파이썬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문법으로 인해 배우는데 시간이 비교적 
적게 걸리며, 축약된 코딩이 가능해서 짧은 코딩으로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
다. 그러면서도 오픈 소스 방식의 개발로 인한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무료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책에서 천천히 살펴볼 것이다.

  NOTE

[그림 1-11] : TIOBE Index

 위의 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기도를 매기는 사이트인 TIOBE Index의 2018년 
순위표이다. 파이썬은 전통적으로 인기를 누리던 언어인 자바, C, C++ 순위 다음 
순위인 4위로 비교적 높은 인기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이썬 언어는 
매년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1.3 파이썬 설치와 사용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자. 파이썬은 “Python 
Software Foundation”이라고 하는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그림 6] 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우선 이 재단의 홈페이지인 http://www.python.org/ 에 접속해 보도록 하자.



[그림 1-12] Python Software Foundation 홈페이지

 파이썬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과 관리 
및 배포를 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파이썬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
프리터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개발 문서를 얻을 수 있다.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자.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재단 홈페이지의 "Downloads"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그림 1-13] 파이썬 다운로드 웹페이지

 위의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도 되지만 [그림 1-7]과 같이 
Google.com에 접속하여 “python download”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창 [그림 ??] 이 뜬
다.



[그림 1-14] google.com에서 python download를 검색한 결과‘

[그림 1-15] 파이썬 다운로드 페이지

 자 이제 파이썬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접속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 진행할 
것이다. 그 전에 윈도우 운영체제나 카카오 톡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매번 업그레이드되는 
것과 같이 파이썬의 버전도 수시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해서 읽을 
시기에는 3.7.2가 아닌 더 높은 버전의 파이썬이 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두자.
 자 이제 위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Download Python 3.7.2"를 선택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운영체제(macOS, Windows, Linux 등)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자
신의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파이썬 3.7.2 버전을 사용
할 것이다.



  NOTE : 자바 언어와 저작권 문제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Oracle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JAVA와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려면 Oracle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한데, 파이썬은 이와 달리 
개방적인 공동체에서 개발하는 모델이다.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위
에서 설명했듯이 파이썬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개발, 관리 및 배포를 책임지는 기관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운로드 페이지의 아래쪽으로 화면을 누르면 여러 버전의 파이썬 설치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림 1-16] Download Python 3.7.2를 클릭한 후의 화면

[그림 1-17]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의 화면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python-3.7.2.exe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과 “실
행” 버튼이 나타날 것이다. 이 화면에서 “실행”을 클릭하면 [그림 1-]와 같이 파이썬 설치
화면이 나타난다. 설치에 앞서 옵션이 아래쪽 ➀에 나타나는데 "Install launcher for all 
users(recommended)" 옵션은 설치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
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묻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체크하여 선택된 상태로 두
고 나서, “Add Python 3.7 to PATH"도 선택을 해 두도록 하자.

[그림 1-18] 파이썬 설치 화면



 위의 그림에서 옵션의 의미는 시스템의 환경변수에 파이썬 실행프로그램의 경로를 추가한
다는 의미인데, 이와 같이 환경변수에 파이썬을 추가하면 커맨드 창(윈도우 운영체제 기준)
에서 바로 파이썬 실행이 가능하다. 자 이제 ➁ “Install Now"를 눌러 설치를 시작하자. 
Install Now의 아래쪽에서 파이썬 실행파일이 설치되는 경로가 나타나 있다.

[그림 1-19] 파이썬 설치 중 화면

 파이썬의 설치는 위의 [그림 1-19]와 같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라이브러리 등이 설치된
다는 안내문과 함께 진행 정도가 표시된다.

[그림 1-20] 설치 완료 화면

 파이썬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그림 1-20]과 같이 화면이 뜬다. 이 화면의 
“Close” 버튼을 눌러 설치를 종료하자. 설치를 완료하였으니 이제 파이썬을 실행시켜 보자.

1.4 파이썬 대화창 사용하기



1.4.1 윈도우 컴퓨터에서 파이썬 대화창 열기

 윈도 10의 경우 [그림 1-21]과 같이 시작 버튼을 눌러 “python”을 검색어로 입력해 보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때 나타나는 Python 3.7을 눌러서 실행시켜 보자.

[그림 1-21] 윈도 10에서 파이썬 실행
시키기

 반면 윈도 7의 경우 윈도우의 시작버튼을 클릭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검색을 하거나 [그
림 -22]과 같이 시작메뉴에 나타나는 "Python 3.7 (32-bits)"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림 1-22] 시작메뉴-모든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실행시키기

 이 메뉴가 선택되면 [그림 1-]과 같이 파이썬 대화창이 나타난다. 대화창에는 파이썬의 
버전과 이 버전의 배포 일자등의 정보가 나타나며, "help", "copyright", "credits", "license"



등의 특정한 단어를 입력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화면에서 >>> 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롬프트이다. 우리는 이 프롬프트 
다음에 파이썬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_는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는 커서이
다. 첫 파이썬 명령으로 print('Hello Python!!') 을 입력해 보도록 하자.

[그림 1-23] 파이썬 대화창과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커서

 명령이 입력되면 키보드의 엔터(Enter) 키를 입력해서 이 명령을 실행해보자. 그러면 그림
과 같이 프롬프트 아래에 Hello Python!! 이라는 문자가 출력될 것이다. print()는 파이썬의 
내장함수로 괄호안의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 내부에 있는 문자열이나, 따옴표 외부의 숫자
등을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24] 프롬프트에서 print('Hello Python')을 입력하여 파이썬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 



  NOTE : 파이썬의 오류와 대처 방법

 파이썬은 또한 들여쓰기와 대소문자에도 민감하다. 다음과 같이 print() 함수 앞에 한 칸 
공백을 이용한 들여쓰기를 해도 오류가 발생하므로 의미 없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도록 한
다.

화면

 만일 print('Hello Python!!') 대신 print(“Hello Python!!”)와 같이 큰따옴표를 print() 
함수 내에 넣어도 출력의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그림 -]에서 나타나듯 
print('Hello Python!!“) 와 같이 큰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따옴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파이
썬이 잘못된 명령으로 인식해서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림 1-25] 파이썬 대화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Hello Python!을 출력하기

 파이썬 대화창은 오류가 날 경우 오류가 발생한 문장과 함께 오류의 내용을 출력해 준다. 
이 오류는 SyntexError: EOL while scanning string literal 인데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위의 
문장에서 구문 오류(Syntex Error)가 발생하였으며 “문자 리터럴을 읽어들이는 도중에 
EOL(End Of Line: 라인의 마지막) 문자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다소 축
약된 전문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 파이썬을 접하는 개발자들은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의 줄에 ^문자가 오류가 발생한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므로 너무 당황하지 않
아도 된다. 대략 추측해 보아도 ^ 문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야할 작은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수없이 만나게 
될 것이므로 오류에 친숙해 지도록 하자.



 그리고, print()라는 이름의 함수는 파이썬의 내장함수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기능을 수행
하지만 대문자 P로 시작하는 Print() 혹은 대문자로 이루어진 PRINT()는 파이썬의 내장함
수가 아니므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 오류의 이름은 
Print() 나 PRINT()라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Print' is not defined)

 프로그램 작성시에는 이와 같은 오류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오류에 당황하거나 짜
증내지 말고 오류를 차근차근 읽고 침착하게 수정해서 다시 작동시켜보면 된다.

 LAB 1-1 : 파이썬 대화창 이용하기, 그리고 print()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하기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출력되도록 밑줄에 알맞은 내용을 입력하자.
>>>                                   

파이썬은 재미있어요~

>>>                                   

프로그래밍은 즐거워요~~

 파이썬의 대화창을 종료하고 싶으면 키보드의 Control 키와 ‘Z'키를 입력하거나(^Z 로 표
기함), exit()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 파이썬의 대화창이 종료되면 입력된 내용은 저장되지 
않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1.4.2 macOS와 윈도우에서 대화형 모드로 파이썬 실행하기

 파이썬은 크게 두 가지의 개발 모드가 존재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금방 살펴본 대화형 모
드이다. 다음 실행창은 macOS의 터미널에서 python을 입력하여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호출
한 결과이다. 우리는 파이썬 대화형 모드에서 print() 함수를 호출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26] macOS의 터미널과 파이썬 대화형 모드

 대화형 모드는 [그림 1-15]과 같이 print(“Hello Python”)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
하면, 그 줄의 실행 결과가 바로 다음 줄에 나타난다. 이 모습이 마치 대화하듯이 주고받는
다고 해서 대화형 모드라고 한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Windows 명령처리기에 익숙한 사람은 아래 그림과 같이 검색창에 
cmd를 입력하여 Windows 명령 처리기를 열어서 파이썬 대화형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
하다.

[그림 1-27]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Windows 명령 처리기를 검색하기

[그림 1-28]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검색된 Windows 명령 처리기



[그림 1-29] 윈도우 운영체제의 명령처리기와 파이썬 대화형 모드

 윈도우 운영체제의 명령처리기에서 python을 입력하면 [그림 1-29]와 같이 파이썬 대화
형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며 이 후의 실행 결과는 앞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다.
 

1.4.3 편집기를 이용하여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기

 대화형 모드는 명령 입력이 편리하지만, 명령문이 저장되지 않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파일을 따로 저장시켜 이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다.



$ python hello.py

Hello Python

 코드 1-x : hello.py 프로그램의 코드

hello.py

print("Hello Python")

실행 결과

Hello Python

[그림 1-30] vi 에디터(편집기)를 이용한 파이썬 코드의 저장과 실행

 [그림 1-30]은 macOS에서 vi 에디터(편집기)로 명령문을 작성한 후 저장해서 파이썬 인터
프리터를 사용해 저장한 명령문들을 실행시키는 화면이다. vi 라는 편집 프로그램은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편집기로 윈도우 컴퓨터 사용자라면 이 부분을 건너뛰
어도 된다. 이와 같이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hello.py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 두면 파이썬 명령문을 재사용 할 수 있다. 이 코드에서는 “Hello Python"과 같이 큰
따옴표를 사용했으나 ‘Hello Python'과 같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도 그 결과는 같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macOS의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하면 된
다. 여기서 $는 macOS 터미널의 명령어 프롬프트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위의 화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4.4 윈도우 컴퓨터에서 파이썬 프로그램하기



C:\Users\m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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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kdir workspace

C:\> cd workspace

C:\workspace >

 이제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파이썬 소스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일을 해 보자. 우선 윈
도의 C: 드라이버 아래에 workspace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폴더 아래
에 hello.p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다른 폴더 
명으로 지정해도 된다. 이를 위해서 Windows 명령 처리기에서 다음 명령을 순차적으로 입
력해 보자. 여기서 >는 Windows 명령 처리기의 프롬프트이다.

 그리고 나서 메모장을 열어서 hello.py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를 위해 notepad 
hello.py를 입력해 보자. 즉 다음과 같은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림 1-31] 윈도 운영체제에서 노트패드를 이용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메모장을 열고 hello.py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림 1-31] 메모장에서 새 파일을 만들기

 이제 메모장의 "hello.py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 파일을 만드시겠습니까?“ 대화창의 
”예(Y)" 버튼을 선택한 후 다음 [그림 1-32]와 같이 코드를 입력해 본다.

[그림 1-32] 메모장에서 파이썬 명령어 코딩하기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한 후 메모장을 빠져나와서 dir 명령으로 현재 폴더에 hello.py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본 후. macOS의 터미널 명령과 동일하게 python hello.py를 입력하면 다음 
[그림 1-33]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NOTE
 여러분이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은 파이썬 소스 코드(source code) 혹
은 소스 파일(source file)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말로 스크립트 파일(script file)이나 
모듈(module)이라고도 한다.
 소스 코드나 소스 파일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스크립
트 파일이나 모듈이라는 이름은 파이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추후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림 1-33] 파이썬 번역기를 이용하여 hello.py를 번역하여 수행하기

 하지만,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이용한다고 해도 대화형 모드를 개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 두 번째 개발 모드가 통합개발 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다.

1.4.5 윈도우의 통합 개발환경(IDE) 사용하기

 윈도우에서 파이썬을 개발하는 또 다른 방법은 IDLE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IDLE는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의 약자로 “통합 개발과 학습 환경”이라
는 뜻을 가지고 있다. IDLE를 사용하는 이유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편집과 실행을 대화창에
서 하는 것보다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IDL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1-34]와 같이 시작메뉴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Python 
3.7을 검색하면 된다. 그림과 같이 제일 상단의 IDLE (Python 3.7 32-bit)를 선택해 보자.

[그림 1-34] IDLE 실행하기



 이제 여러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파이썬 대화형 모드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파이
썬 대화창을 파이썬 쉘python shell 혹은 파이썬 대화식 쉘python interactive shell이라고 
한다.

[그림 1-35] 파이썬 쉘(python shell) 화면

 이 화면을 통해 앞서 작업한 바와 같이 대화식으로 코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림 1-]
와 같이 "File" 메뉴의 “New" 메뉴를 선택하여 편집기를 열 수 있다. 

[그림 1-36] 파이썬 쉘(python shell)에서 File-New 메뉴를 통해 새로운 파일을 만든 
화면

 이제 [그림 1-37]과 같이 편집기내에 print("Hello Python")과 같은 간단한 코드만을 가
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전에 만든 C:\workspace 폴더에 “welcome.py"라는 이름의 파일로 
저장해 두자.(이미 hello.py라는 파일이 있으므로 이 이름을 피하도록 하자.)



 

[그림 1-] welcome.py 프로그램을 만든 후 저장하는 화면

 이제 [그림 1-38]과 같이 Run 메뉴의 "Run Module" 메뉴를 실행하거나 단축 키 F5를 입
력하면 welcome.py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1-39] 파이썬 IDLE의 편집 프로그램 실행시키기

[그림 1-40] 파이썬 IDLE의 welcome.py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NOTE : 파이썬 버전 2와 3

[그림 1-41] : 파이썬 2와 파이썬 3(출처 : )
 파이썬 2와 3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파이썬 2와 3의 차이는 단지 이전 버전, 최신 버
전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라이브러리 호환성, 기능면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Python 3에서 변화된 부분은 크게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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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사용해 보자. print() 함수를 이용해 “Hello World”를 출력하
는 실습을 해볼 것이다.

 



Hello World!

[그림 1-42] print() 함수

 [그림 1-42]와 같이 print() 함수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print라는 함수명을 입
력하고, 소괄호를 열어서 괄호 안에 출력하고 싶은 문구를 입력하면 된다. 다음과 같이 
print_hello.py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시켜 보자.

 코드 1-1 : Hello World 출력하기

print_hello.py

print('Hello World!')

실행 결과
Hello World!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print('Hello World!')를 세 줄에 걸쳐 반복시켜 보도록 하자. 이 
프로그램을 print_hello_3.py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여 실행하면 Hello World!가 세 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파이썬은 print('Hello World')와 같은 코드code를 
조합하여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때 print('Hello World')와 
같은 코드를 표현문expression statement 혹은 표현식이라고 한다. 표현식은 간단하게 문장
statem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드 1-2 : Hello World 3번 출력하기

print_hello_3.py

print('Hello World!')

print('Hello World!')

print('Hello World!')

실행 결과



Hello World!

Hello World!

 대화창 실습 : 대화창에서 간단한 숫자 출력하기와 연산
>>> 100

100

>>> 1 + 2

3

>>> 1 - 2

-1

>>> 1 * 2

2

 위와 같이 파이썬의 코드가 들어 있는 .py 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
장한 후 실행시켜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간단한 코드는 파이썬 대
화창에서 입력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제 파이썬 대화창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자. 이와 같은 입력을 통해
서 우리는 파이썬의 출력기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print() 함수 내에서 ‘Hello'나 
"Hello"를 모두 동일한 문자들의 열로 간주한다.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할 수도 있지만 100, 
200, 2+4와 같은 숫자나 수식의 결과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숫자 하나만 
있거나 수식이 들어간 문장이 모두 파이썬의 표현식이다.

 대화창 실습 : 대화창에서 문자열과 숫자 출력하기
>>> print('Hello World!')

Hello World!

>>> print(1)

1

>>> print(200)

200

>>> print(2+4)

6

이제 다음과 같이 print()를 사용하지 않고 사칙연산을 사용하는 실습을 해 보자. 파이썬

대화창은 print('Hello World')와 같은 문자열을 출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덧

셈(+ 연산자 이용), 뺄셈(- 연산자 이용), 곱셈(* 연산자 이용), 나눗셈(/ 연산자 이용)등의

간단한 사칙연산도 사용할 수 있으며 123 * 8765와 같은 복잡한 연산도 결과 값 1078095를

금방 출력한다. 뿐만 아니라 10 + 20 * 30와 같은 복합식도 쉽게 계산한다. 이 부분은 다음

과 같이 직접 실습을 해 보고 대화창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 1 / 2

0.5

>>> 10 * 20

200

>>> 123 * 8765

1078095

>>> 10 + 20 * 30

610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x라는 변수를 선언하여 100이라는 값을 할당한 후, y 변수에 
200을 할당하여 변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출력도 가능하다. 그리고 ** 라는 제곱 
연산자를 이용하여 52과 1002 연산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이썬 대화창은 
간단한 계산기 역할도 훌륭하게 해 낸다.

 대화창 실습 : 대화창에서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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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장을 통해서 파이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과 파이썬에
서 코드를 만들어서 수행하는 방법도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파이썬의 변수 선언 방법
과 식별자와 연산자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장 프로그래밍 연습문제

1.1 자신의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자.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버전을 윈도우 명령 
처리기 혹은 유닉스 터미널에서 확인해보자. 어떤 명령을 통해 확인 가능할까?(힌트 : 
python -h 로 파이썬 명령어의 옵션을 통해 확인해 보자)
파이썬 인터프리터 버전확인 명령어(윈도 운영체제) :

C:\>                              

파이썬 인터프리터 버전확인 명령어(macOS나 유닉스 계열) :

$                            

이 때, 확인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버전을 기록해 보아라.
파이썬 인터프리터 버전 :           

1.2 ‘Welcome to Python!!’을 5줄에 걸쳐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자. 이 코드를 포함한 
파일을 welcome5.py라고 정하고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수행시켜 보시오.

1.3 다음과 같은 출력이 되도록 intro.py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수행시켜 보시오.(실제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적어수 출력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대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1학년입니다

************************************

1.4 다음과 같은 출력이 되도록 triangle.py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파이썬 인터프리터
에서 수행시켜 보시오.
          *

         ***

        *****

       *******

1.5 다음과 같은 출력이 되도록 rev_triangle.py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파이썬 인터프
리터에서 수행시켜 보시오.



       *******

        *****

         ***

          *

1.6 파이썬 대화창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 계산을 해 보도록 하자.
1) 400 - 200
2) 45 * 89
3) 32 / 8

1.7 파이썬 대화창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 계산을 해 보도록 하자.
1) 1에서 10까지 자연수의 합
2)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의 둘레(원주율 파이는 3.14로 두고 계산할 것)
3) 한 변의 길이가 25인 정사각형의 둘레
4) 한 변의 길이가 25인 정사각형의 면적
5) 높이가 10이고 밑변이 30인 직사각형의 둘레
6) 높이가 10이고 밑변이 30인 직사각형의 면적

1.8 자동차를 이용하여 시속 80km의 속력으로 1시간 30분을 달렸을 때 총 주행거리를 계
산하여라.(단 거리는 (속력) * (시간)으로 구한다)

1.9 자동차를 이용하여 2시간동안 190km를 이동하였다. 평균 속력을 계산하여라.

1.10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는 빛의 속도로 149,597,870 km로 정의되어 있다. 빛이 1초
에 299,792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은 몇 초
인가? 이를 파이썬 대화창을 이용하여 구하여라.



 1장의 핵심정리
- 파이썬은 귀도 반 로썸에 의해 개발된 인터프리터 방식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

다.
-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소스 코드를 해석하여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변환한다.
- 자료형 체계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 값들의 타입(Type)을 관리

하는 그 언어만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 자료형 체계의 종류는 정적 타이핑, 동적 타이핑이 있다. 파이썬은 동적 타이핑 자료

형 체계에 해당한다.
- 파이썬 소프트웨어는 Python Software Foundation에서 관리하고 있다.
- 현재 파이썬은 2와 3의 주요버전이 있는데 두 버전 사이에는 호환이 잘 되지 않으므

로 개발목적에 따라 버전을 선택하여야 한다.
- 파이썬은 두 가지 개발 모드가 존재 하는데, 첫 번째는 대화형 모드이고, 두 번째는 

통합개발 환경(IDE)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 print() 함수의 사용법은 함수 이름 뒤에 출력하고 싶은 문구를 입력하고 문구를 반드

시 소괄호로 감싸줘야 한다.
- 파이썬의 대화형 모드는 >>> 와 같은 프롬프트에 명령문을 입력한다.
- 파이썬의 대화형 모드에서는 간단한 사칙연산과 제곱연산 등의 연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