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6. 딕셔너리, 튜플, 집합, 문자열

학습목표

- 딕셔너리, 튜플, 집합에 대해 선언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딕셔너리와 리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 패킹과 언패킹에 대해서 알아본다.

- 튜플을 이용하여 함수에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 본다.

- 집합 연산에 대해서 알아본다.

6.1 딕셔너리

6장에서는 먼저 딕셔너리dictionary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한다. 딕셔너리는 키key와 값

value을 쌍으로 갖는 자료형이다. 이 키를 이용하여 값을 참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매우 쓸모있는 자료구조이다.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에는 리스트와 비슷한 면도 많이

있다. 그런데 키와 값이 하나의 쌍으로 묶여있다는 점이 딕셔너리만의 특징이다.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딕셔너리의 각각의 요소는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콜론의 앞에 오는 것이 키, 뒤에 오는 것이 값이다. 딕셔너

리의 항목은 [키] : [값] 형식과 같이 콜론으로 연결되어 정의된다. 이 항목이 하나이상 모

여서 [그림 6-1]과 같이 딕셔너리를 구성한다.

[그림 6-1] 딕셔너리의 이루는 항목과 그 항목을 이루는 [키]:[값]의 쌍

다시 한번 리스트의 항목을 살펴보면 [그림 6-2]와 같이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의 [값 1],

[값 2], ...[값 n]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인덱스는 0부터 n-1까지이며

aList[index]와 같은 형식으로 접근한다.



[그림 6-2] 리스트의 항목과 인덱스(인덱스가 0에서 시작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유의하기

바란다.)

이제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26세, 키는 179cm인 인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딕

셔너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이 예제의 person이라는 딕셔너리는 3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

으며 각각의 항목은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각 항목은 [키] : [값]의 쌍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름’ : ‘홍길동’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이때 [키]와 [값]의 자료형은 정수, 실수, 문

자열 중 어느 것이라도 올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딕셔너리의 생성과 조회

>>>	person	=	{'이름'	:	'홍길동',	'나이'	:	26,	'키'	:	179	}

>>>	person['이름']

'홍길동'

>>>	person['나이‘]

26

>>>	person['키']

179

예를 들어 ‘이름’이라는 키에 ‘홍길동’이라는 값, ‘나이’라는 키에는 26, ‘키’에는 179라는 값

을 대입한 딕셔너리를 생성한다. 그 후, dic의 ‘이름’이라는 키를 이용하여 정보를 조회하면

‘홍길동’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나이’라는 키를 이용하여 조회하면 27이라는

결과를 추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딕셔너리를 이용할 수 있다.



 LAB : 딕셔너리의 생성

1. 다음 키-값의 항목을 원소로 가지는 capital_dic 딕셔너리를 생성하시오.
키(key) 값(value)
Korea Seoul
China Beijing
USA Washington DC

2. 다음 키-값의 항목을 원소로 가지는 fruits_dic 딕셔너리를 생성하시오.
키(key) 값(value)
apple 5000

banana 4000
pear 3500
grape 5300
melon 8000

6.2 딕셔너리의 삽입과 삭제

딕셔너리에 새로운 항목을 삽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 항목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다.

딕셔너리이름[키] = 값

또한, 동일한 문법으로 기존 항목의 수정도 가능하다. 이제 person의 직업에 ‘율도국의 왕’

이라는 새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자

 대화창 실습 : 딕셔너리의 항목 삽입

>>>	person	=	{'이름'	:	'홍길동',	'나이'	:	26,	'키'	:	179	}

>>>	person['직업']	=	'율도국의	왕'

>>>	person

{'이름':	'홍길동',	'나이':	26,	'키':	179,	'직업':	'율도국의	왕'}

만일 딕셔너리에 있는 ‘나이’라는 항목의 값을 27 살로 변경하려면 항목 삽입과 동일한 방

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제 대화창에서 다음과 같이 나이를 27 살로 수정해 보자.



 대화창 실습 : 딕셔너리의 항목 수정

>>>	person	=	{'이름'	:	'홍길동',	'나이'	:	26,	'키'	:	179	}

>>>	person['나이']	=	27

>>>	person

{'이름':	'홍길동',	'나이':	27,	'키':	179}

다음으로 딕셔너리의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딕셔너리의 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서는 리스트의 항목을 삭제하는 del 키워드를 사용한다. del 키워드 다음에 삭제할 딕셔너리

항목의 키를 입력하면 이 항목은 삭제된다.

 대화창 실습 : 딕셔너리의 항목 삭제

>>>	person	=	{'이름'	:	'홍길동',	'나이'	:	26,	'키'	:	179	}

>>>	del	person['나이']

>>>	person

{'이름':	'홍길동',	'키':	179}

만일 다음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출생지’라는 키를 이용하여 항목을 삭제하려하면

KeyError라는 오류메시지가 출력된다.

 대화창 실습 : 딕셔너리의 항목 삭제 - KeyError 오류 발생

>>>	person	=	{'이름'	:	'홍길동',	'나이'	:	26,	'키'	:	179	}

>>>	del	person[‘출생지’]

....

KeyError:	'출생지'

 LAB : 딕셔너리의 항목 추가
1. 앞서 배운 person에 ‘고향’ 키와, ‘장성’ 값을 가지는 항목을 추가하시오.
2. person에 또 다른 '특기' 키와 '도술' 값을 가지는 항목을 추가하시오.

6.1.2 딕셔너리를 위한 함수와 연산

이제 딕셔너리에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딕셔너리 내의 항목의 수를 얻기

위해서는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또한 in 이나 not in 연산자를 이용하여 키와 값이

딕셔너리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과 != 연산자를 이용하여 두 개의 딕셔너리가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한다. 이때 항목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면 ‘이름’, ‘나이’, ‘키’의 세 항목을 가진 person 딕셔너리의 항목 수는

len()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름’ in person 혹은 ‘직업’ in

person과 같이 in 연산자를 통해 [key]가 딕셔너리 내에 있는가를 조회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에서 ‘홍길동’이라는 값을 가지는 항목은 person 딕셔너리에 존재하지만 ‘홍길동’이라는

키는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False를 출력한다는 점에 특히 주의하도록 하자.

 대화창 실습 : 딕셔너리의 항목 삭제

>>>	person	=	{'이름'	:	'홍길동',	'나이'	:	26,	'키'	:	179	}

>>>	len(person)		#	딕셔너리	항목의	개수를	반환

3

>>>	'이름‘	in	person	#	’이름‘은	키에	있음
True

>>>	'직업‘	in	person	#	’직업‘은	키에	없음

False

>>>	'홍길동'	in	person	#	‘홍길동’은	값에	있으나	키에	없음(주의)

False

 주의
 딕셔너리에서 in 연산은 [키]가 특정 딕셔너리에 있는가를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의 결과와 같이 [값]에 해당하는 '홍길동‘은 person 딕셔너리의 키 목록에 없기 때문에 
'홍길동‘ in person은 False를 반환한다.

이제 다음과 같이 d1, d2를 비교해 보자, 아래의 d1, d2 딕셔너리에서 항목은 모두 2개이며

그 나열된 순서는 다르지만 키와 값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 경우 d1 == d2 의 결과는 True

가 된다. 그러나 딕셔너리에서는 >, >=, <, <=와 같은 비교연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화창 실습 : 딕셔너리의 비교 연산

>>>	d1	=	{‘이름’	:	‘홍길동’,	‘나이’	:	26	}

>>>	d2	=	{‘나이’	:	26,	‘이름’	:	‘홍길동’	}

>>>	d1	==	d2

True

>>>	d1	>	d2

....

TypeError:	'>'	not	supported	between	instances	of	'dict'	and	'dict'

6.1.3 딕셔너리의 메소드



딕셔너리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메소드 하는 일

keys() 딕셔너리 내의 모든 키를 반환한다.

values() 딕셔너리 내의 모든 값을 반환한다.

items() 딕셔너리 내의 모든 항목을 [키]:[값] 쌍으로 반환한다.

get(key) 키에 대한 값을 반환한다. 키가 없으면 None을 반환한다.

pop(key)
키에 대한 값을 반환하고, 그 항목을 삭제한다. 키가 없으면 

KeyError 예외를 발생시킨다.

popitem() 랜덤하게 선택된 항목을 반환하고 그 항목을 삭제한다.

clear() 딕셔너리 내의 모든 항목을 삭제한다.

이제 이 메소드에 대해 살펴보는 다음과 같은 실습하도록 하자. 다음과 같이 persion 딕셔

너리를 생성한 후 person.keys() 메소드를 호출하면 키 리스트가 반환되며, person.values()

메소드를 호출하면 값 리스트가 반환된다. person.items() 메소는 실행결과와 같이 [키]:[값]

의 쌍으로 이루어진 항목들을 반환한다.

 대화창 실습 : 딕셔너리의 메소드 테스트

>>>	person	=	{‘이름’	:	‘홍길동’,	‘나이’	:	26,	‘키’	:	179	}

>>>	person.keys()

dict_keys(['이름',	'나이',	'키'])

>>>	person.values()

dict_values(['홍길동',	26,	179])

>>>	person.items()

dict_items([('이름',	'홍길동'),	('나이',	26),	('키',	179)])

>>>	person.get('이름')

'홍길동'

>>>	person.get('취미')		#	‘취미’	키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음

>>>	person['취미‘]		#	’취미‘키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예외를	발생시킴

...

KeyError:	'취미'

다음으로 person의 popitem() 메소드인데. 이 경우 랜덤하게 아이템을 선택하여 반환하고

삭제한다. 여기서는 (‘키’: 179) 항목이 선택되었는데 여러분이 실행하게 되면 다른 항목이

선택될 수 있다. 이때 pop('나이‘)를 입력하면 26을 반환한 후 ('나이': 26) 항목이 삭제되어

person 딕셔너리에는 {'이름': '홍길동'}만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person.clear()를 실행하면 person 딕셔너리의 모든 항목들이 삭제되어 person

은 빈 딕셔너리가 된다.

 대화창 실습 : 딕셔너리의 메소드 살펴보기

>>>	person	=	{‘이름’	:	‘홍길동’,	‘나이’	:	26,	‘키’	:	179	}

>>>	person.popitem()		#	랜덤하게	아이템을	선택하여	반환한	후	삭제

('키',	179)

>>>	person		#	랜덤하게	선택된	‘키’	항목이	삭제되었으므로	2개	항목만	있음

{'이름':	'홍길동',	'나이':	26}

>>>	person.pop('나이‘)		#	'나이’	항목을	반환한	후	삭제

26

>>>	person

{'이름':	'홍길동'}

>>>	person.clear()	#	모든	항목을	삭제

>>>	person

{}

 LAB : 딕셔너리의 활용
1. apple, melon, banana, orange라는 키 값과 각각 6000, 3000, 5000, 7000원의 가격을

값으로 가지는 fruits_dic 이라는 딕셔너리를 생성하자.

2. fruits_dic 딕셔너리의 모든 키를 for 문을 사용하여 출력하시오.

3. fruits_dic 딕셔너리의 모든 값을 for 문을 사용하여 출력하시오.

6.5 리스트와 딕셔너리의 비교

[표 6-1]은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비교하는 표인데 이 중 인덱스와 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아보자.



리스트 딕셔너리

첫 번째 값의 인덱스는 0으로 시작

ex) list = [11, 22, 33, 44, 55, 66]

사용자가 생성 시 지정한 key 값으로 설정

ex) dic = {0:11, 1:22, 2:33, 3:44, 4:55. 5:66}

왼쪽의 리스트는 오른쪽의 딕셔너리와 같이 구현이 가능하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리스트

와 딕셔너리가 동일해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왼쪽의 그림에서 딕셔너리에서 0, 1,

2,...는 인덱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키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리스트에서 pop()을 이용한 삭제 딕셔너리에서 pop()을 이용한 삭제

list.pop(0) 호출 후

list = [22, 33, 44, 55, 66]

dic.pop(0) 호출 후

dic = {0:11, 2:33, 3:44, 4:55. 5:66}

리스트에서 pop(0)을 하면 가장 앞에 있는 11이라는 값이 리턴되면 항목에서 삭제된다. 그

후 list[1]을 호출하면, 이전의 결과인 22이 아니라 33으로 바뀌어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딕셔너리에서 pop(0)을 이용하여 (0:11) 항목을 삭제한 경우, dic[1]의 원소값은 바뀌

지 않고 여전히 22인 것을 알 수 있다. dic[1]의 1은 리스트와 달리 원소의 위치를 가리키는

인덱스가 아니라 22를 찾기 위한 키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예제를 통해 함께 알아보자.



 코드 6-x list_pop.py (코드 6-x와 파일명은 추후 정리)
list	=	[11,	22,	33,	44,	55,	66]

print(list)

print('list[1]=',list[1])

list.pop(0)

print(list)

print('list[1]=',list[1])

실행	결과

[11,	22,	33,	44,	55,	66]

list[1]=	22

[22,	33,	44,	55,	66]

list[1]=	33

위의 코드에서 11, 22, 33, 44, 55, 66이 들어있는 list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생성한 후 리스

트를 출력해보면 각 요소들이 들어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리스트의 1번 인덱스를

출력해보면 2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pop(0)을 실행하여 첫 번째

요소를 제거했다. 그러면 뒤의 요소들이 당겨져서 다시 list[1]을 출력했을 때 22가 아닌 33

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list[0]를 출력하면 리스트의 제일 첫 항목인 22값이

출력될 것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딕셔너리를 이용하여 pop(0)의 결과를 살펴보자.

 코드 6-x dic_pop.py (코드 6-x와 파일명은 추후 정리)

dic	=	{0:11,	1:22,	2:33,	3:44,	4:66}

#	딕셔너리의	(키,값)	튜플쌍을	반환하는	items()	함수

print(dic.items())

print('dic[1]=',	dic[1])

dic.pop(0)

print(dic.items())

print('dic[1]=',	dic[1])

실행 결과
dict_items([(0,	11),	(1,	22),	(2,	33),	(3,	44),	(4,	66)])

dic[1]=	22

dict_items([(1,	22),	(2,	33),	(3,	44),	(4,	66)])

dic[1]=	22



딕셔너리의 전체 요소들을 출력해본 후 dic에 1이라는 키 값을 대입해서 조회해보면 당연

히 22가 나온다. 그럼 앞의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pop(0)을 통해 첫 번째 값을 없애고 다시

list[1] 값을 출력한다. 그러면 리스트와는 달리 여전히 22라는 값을 출력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딕셔너리의 전체 요소를 다시 출력해보면 첫 번째의 0:11 값은 없어졌지만 여

전히 1을 key값으로 가지는 요소는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dic[0]에서 0이라는 키

를 가지는 항목이 없으므로 에러를 출력할 것이다.

리스트의 인덱스와 딕셔너리의 키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다시한번 딕셔너리와

리스트를 비교해보자.

구 분 리스트 딕셔너리

생성 list=[1,2,3] dict={‘one’:1,	‘two’:2}

생성할 때에는 리스트는 대괄호를 쓰지만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한다.

구 분 리스트 딕셔너리

항목값 호출 list[0] dict[‘one’]

호출할 때에는 대괄호를 이용하며 방법이 동일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list는 내부

에 들어가는 것이 인덱스이고 딕셔너리에는 키인 것을 잊지 말자.

구 분 리스트 딕셔너리

삭제 del(list[0]) del(dict[‘one’])

개수 확인 len(list) len(dic)

전부 삭제 list.clear() dict.clear()

요소를 삭제하거나 총 요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전부 삭제하는 방법은 둘 사이

의 큰 차이가 없다. 각각 삭제하는 메서드인 del()과 개수를 확인하는 메서드인 len(), 요소

들을 모두 삭제하는 메서드인 clear()을 사용하면 된다.

구 분 리스트 딕셔너리

값 확인 2	in	list ‘one’	in	dict.keys()

값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리스트는 in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고, 딕

셔너리는 알고자 하는 값이 key인지 value인지를 구분하여 dict.keys() 등과 같은 방법을 이

용해서 확인해주면 된다.



앞서 살펴본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서로 비교해보고 딕셔너리가 키와 값의 쌍으로 되어 있

다는 것이 리스트와 딕셔너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튜

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6.3 튜플(tuple)

튜플은 여러 개의 값을 포함하는 자료형으로 한 번 정해진 자료 값의 순서를 바꿀 수 없

다. 따라서 튜플은 값의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치환불가

능immutable 속성이라고 한다.

튜플을 선언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기본적인 선언 방식 tuple1 = (1, 2, 3, 4)

간단한 선언 방식 tuple2 = 1, 2, 3, 4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하는 방식
list = [1, 2, 3, 4]

tuple3 = tuple(list)

[표 6-x] 튜플을 선언하는 방법

소괄호로 요소들을 묶어 생성하는 기본적인 선언 방식이 있다. 괄호를 제외하고 요소들을

쓰더라도 튜플을 생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튜

플로 변환하고 나면 요소들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튜플은 패킹packing과 언패킹unpacking을 할 수 있다 패킹이라고 하면 하나의 변수에 여

러 개의 값을 넣는 것을 의미한다. 언패킹은 패킹된 변수가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 개의 값

을 꺼내오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튜플의 원소들에 대해 패킹과 언패킹을 할

수 있다.

패킹 언패킹

>>>	a	=	(1,	2)

>>>	a[0]

1

>>>	a[1]

2

>>>	c	=	(3,	4)	#	튜플	packing

>>>	d,	e	=	c	#	튜플	unpacking

>>>	d

3

>>>	e

4

이와 같이 1, 2라고 하는 쌍으로 된 튜플 값을 a라고 하는 하나의 튜플 변수에 할당하는

것을 패킹이라고 한다. 이렇게 패킹된 값은 a[0], a[1]과 같이 리스트 같은 형식으로 값을 접



근할 수 있다. 언패킹은 패킹된 튜플 값을 d와 e라는 개별적인 변수에다가 할당해준다. 그러

면 d에는 3, e에는 4와 같은 값이 들어간다. 이를 패킹과 언패킹이라고 한다.

이제 튜플을 이용한 스왑swap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 전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

던 temp를 이용한 swap 먼저 알아보자.

temp를 이용한 swap(swap_temp.py)

#	임시변수	temp를	이용한	swap

a	=	100

b	=	200

print('swap	이전	:	a=',	a,	'b=',	b)

temp	=	a

a	=	b

b	=	temp

print('swap	이후	:	a=',	a,	'b=',	b)

swap 함수는 a에 100, b에 200이 있을 때 a가 200이 되고 b가 100이 되도록 서로 값을 교

환하는 것이다. 둘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temp에 a를 넣고, a에 b를 넣고, 그리고 b에 다시

temp를 넣는 과정을 거쳐 교환하게 된다.

실행 결과

swap 이전 : a= 100 b= 200

swap 이후 : a= 200 b= 100

그러면 위와 같이 값이 교환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tuple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

게 교환이 가능하다.

tuple을 이용한 swap(swap_tuple.py)

#	튜플을	사용한	간단한	swap

a	=	100

b	=	200

print('swap	이전	:	a=',	a,	'b=',	b)

a,	b	=	b,	a

print('튜플을	사용한	swap	결과	:	a=',	a,	'b=',	b)

swap을 이용하면 위와 같이 a, b = b, a라는 한 줄을 이용하여 값을 교환할 수 있다. 튜플

을 사용한 swap은 코드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간단하다. 또한 코드가 굉장히 직관적이다.



실행 결과

swap	이전	:	a=	100	b=	200

튜플을	사용한	swap	결과	:	a=	200	b=	100



튜플의 메소드는 다음과 같다.

메소드 하는 일

count(x) 튜플내의 특정 값 x가 몇 개 있는가를 알려줌

index(x) 튜플내의 특정 값 x의 위치를 알려줌

다음 코드는 (10, 20, 30, 20, 20, 10, 50) 값을 요소로 가지는 튜플의 count()와 index() 메

소들에 대한 테스트 코드이다. count(10)은 10이라는 값이 튜플 내에 몇 개 있는가를 알려주

는데 여기서는 2를 반환하고, count(20)은 3을 반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index(30) 메소

드는 튜플내에 30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위치의 인덱스를 반환한

다. 만일 튜플내에 인자로 들어온 원소값이 없으면 ValueError 라는 예외를 발생시킨다.

	대화창	실습	:	튜플의	메소드	테스트
>>>	t	=	(10,	20,	30,	20,	20,	10,	50)

>>>	t.count(10)

2

>>>	t.count(20)

3

>>>	t.index(30)

2

>>>	t.index(50)

6

튜플은 변경불가능 속성을 가지므로 만일 다음과 같이 튜플의 항목값을 변경하고자 하면

에러가 발생하므로 튜플의 항목 값을 변경할 수 없다.

	대화창	실습	:	튜플의	항목	값	변경

>>>	t_fruits	=	("apple",	"orange",	"water	melon")

>>>	t_fruits[1]	=	"kiwi"		#	튜플의	두	번째	항목	값을	변경함

...

TypeError: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는데 다음과 같이 t_fruits라는 튜플을 list() 함수를 사용하여 리스트

로 바꾸고 이 리스트의 항목을 수정한 후 다시 tuple() 함수를 사용하여 튜플로 변환하면 된

다.



	대화창	실습	:	튜플의	항목	값을	리스트를	이용하여	변경
>>>	t_fruits	=	("apple",	"orange",	"water	melon")

>>>	f_list	=	list(t_fruits)

>>>	f_list[1]	=	"kiwi"		#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	값을	변경함

>>>	t_fruits	=	tuple(f_list)

>>>	t_fruits

('apple',	'kiwi',	'water	melon')

6.x.x 튜플 활용

또 다른 튜플의 활용에 대해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보자. 앞서 살펴본 함수들은 결과

값을 반환할 때, 리턴 값에는 하나의 값을 반환하였다. 이제는 튜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는 법을 배워보자.

[코드 6-x]의 코드에서 area와 circum을 각각의 수식을 이용하여 값을 계산한다. area,

circum 쌍으로 반환하면 튜플 값이 반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패킹, 언패킹을 이용

하여 값에 접근 및 처리할 수 있다.

	코드	5-x circle_area_and_circum.py

def	area_and_circum(r):		#	원의	면적,	둘레	구하기,

				area	=	3.14	*	r	**	2

				circum	=	2	*	3.14	*	r

				return	area,	circum

radius	=	4

area,	circum	=	area_and_circum(radius)

print('반지름',radius,'인	원의	면적과	둘레	:',	area,	circum)

실행 결과

반지름	4	인	원의	면적과	둘레	:	50.24	25.12

6.4 집합

다음으로 파이썬의 집합se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수학에서 집합이란 명확한 기준 혹

은 주어진 성질을 만족시키는 대상들의 모임을 말한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집합은 튜플과

달리 순서가 없는 자료형으로 동일한 값을 가지는 항목의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등의 집합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집합은 선언할 때 다음과 같이 중괄호를 이용하며 중괄호 내에 원소를 나열한다.

a_set	=	{	'a',	'b',	'c',	'd'	}

prime_set	=	{	2,	3,	5,	7,	11,	13	}

days	=	{'Fri',	'Mon',	'Sat',	'Sun',	'Thu',	'Tue',	'Wed'}

혹은 리스트나 튜플에 set() 함수를 사용하여 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와	튜플로	부터	집합	만들기
>>>	days	=	set(["Mon",	"Tue",	"Wed",	"Thu",	"Fri",	"Sat",	"Sun"])

>>>	days

{'Fri',	'Mon',	'Sat',	'Sun',	'Thu',	'Tue',	'Wed'}

>>>	t_fruits	=	("apple",	"orange",	"water	melon")	#	튜플

>>>	f_set	=	set(t_fruits)

>>>	f_set	

{'apple',	'orange',	'water	melon'}

6.4.2 집합의 메소드

집합은 add() 메소드와 discard() 메소드를 사용하여 원소들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외 집합의 메소드는 다음과 같다.

메소드 하는 일

add(x) 집합 내의 특정 x 원소를 추가한다.

discard(x) 집합 내의 특정 x 원소를 삭제한다.

clear() 집합 내의 모든 원소를 삭제한다.

union(s) s 집합과의 합집합을 구한다. | 연산과 동일

difference(s) s 집합과의 차집합을 구한다. -  연산과 동일

intersection(s) s 집합과의 교집합을 구한다. & 연산과 동일

symmetric_difference(s) s 집합과의 대칭 차집합을 구한다. ^ 연산과 동일

[표 6-] 집합의 메소드와 하는 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합의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자.



 대화창 실습 : 집합의 메소드 테스트

>>>	s	=	{100,	100,	200,	200,	300,	400}	#	중복원소	100,	200이	있음

>>>	s	

{100,	200,	300,	400}

>>>	s.add(500)	#	500	원소	추가

>>>	s

{100,	200,	300,	400,	500}

>>>	s.discard(100)

>>>	s

{200,	300,	400,	500}

그리고 교집합은 &, 합집합은 |, 차집합은 –, 대칭 차집합은 ^ 연산을 사용한다. 코드를 살

펴보기 전에 그림으로 먼저 이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집합 s1과 s2가 있을 경우 이 집합

의 연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6-5]와 같은 방법으로 집합의 원소와 포함관계를 표현

하는데 이를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그림 6-5] : 집합 s1과 s2의 원소들과 포함관계

위의 [그림 6-5]와 같이 두 집합 s1 = {1, 2, 3, 4, 5, 6}, s2 = {4, 5, 6, 7, 8, 9}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집합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대칭 차집합 연산을 이용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벤다이어그램과 파이썬 연산을 통해 알아보자.

우선 파이썬에서 합집합은 |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두 집합 s1, s2의 합집합은 다음과 같다.



연산 연산 결과 벤다이어그램

합집합

		s1	|	s2	=	{1,	2,	3,	4,	5,	6,	7,	8,	9}

교집합 연산은 & 연산자를 사용한다. 두 집합의 교집합 연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산 연산 결과 벤다이어그램

교집합

		s1	&	s2	=	{4,	5,	6}

차집합 연산은 - 연산자를 사용한다. 두 집합의 차집합 연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산 연산 결과 벤다이어그램

차집합

		s1	-	s2	=	{1,	2,	3}

대칭 차집합은 s1과 s2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s1 ∪ s2) - (s1 ∩ s2) 연산으로 ^라는



연산 기호를 사용한다. s1, s2 집합의 대칭 차집합 연산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산 연산 결과 벤다이어그램

대칭 차집합

		s1	^	s2	=	{1,	2,	3,	7,	8,	9}

합집합은 두 집합의 요소들 모두를 포함한다. 교집합은 두 집합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를 포함한다. 차집합은 한 집합에서 빼고자 하는 집합과의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요

소들만을 포함한다. 다음은 집합 s1, s2와 그 연산의 결과이다.

 대화창 실습 : 집합과 연산
>>>	s1	=	{1,	2,	3,	4,	5,	6}

>>>	s2	=	{4,	5,	6,	7,	8,	9}

>>>	s1	|	s2			#	합집합을	구한다

{1,	2,	3,	4,	5,	6,	7,	8,	9}

>>>	s1	&	s2			#	교집합을	구한다

{4,	5,	6}

>>>	s1	-	s2			#	차집합을	구한다

{1,	2,	3}

>>>	s1	^	s2			#	대칭	차집합을	구한다

{1,	2,	3,	7,	8,	9}

집합 연산 |, &, -, ^는 다음과 같이 union(), intersect(), difference(),

symmetric_difference() 메소드를 사용하여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집합과	연산
>>>	s1	=	{1,	2,	3,	4,	5,	6}

>>>	s2	=	{4,	5,	6,	7,	8,	9}

>>>	s1.union(s2)			#	합집합을	구한다

{1,	2,	3,	4,	5,	6,	7,	8,	9}

>>>	s1.intersection(s2)			#	교집합을	구한다

{4,	5,	6}

>>>	s1.difference(s2)			#	차집합을	구한다

{1,	2,	3}

>>>	s1.symmetric_difference(s2)		#	대칭	차집합을	구한다

{1,	2,	3,	7,	8,	9}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집합에 대한 연속적인 연산도 가능하다. s1, s2, s3가 각각

{1, 2, 3, 4, 5, 6}, {4, 5, 6, 7, 8, 9}, {5, 6, 9, 10, 11}과 같을 때 이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6-6]과 같다. 그리고 s1 ∩ s2 ∩ s3 와 같은 연속적인 교집합 연산은 s1 &

s2 & s3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결과는 {5, 6}이 된다.

[그림 6-6] s1 & s2 & s3 연산의 결과

비슷한 이유로 s1 - s2 - s3 연산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1, 2, 3}이 된다.

	대화창	실습	:	집합과	연산

>>>	s1	=	{1,	2,	3,	4,	5,	6}

>>>	s2	=	{4,	5,	6,	7,	8,	9}

>>>	s3	=	{5,	6,	9,	10,	11}

>>>	s1	&	s2	&	s3

{5,	6}

>>>	s1	-	s2	-	s3

{1,	2,	3}



6.x zip() 함수

- 정리 -

1.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딕셔너리는 key와 value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튜플을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패킹과 언패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 튜플을 이용하면 swap이 간단해지고, 함수에서 여러 개의 반환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4. 집합을 이용하여 집합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