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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자료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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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리스트

5.1 여러 개의 값을 가진 자료 리스트 

앞 장에서 이미 우리는 리스트list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파이썬의

매우 큰 특징인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리스트 변수는 여러 개의 값이나 변수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변수이다. 예를 들어 10명

의 학생들이 있는 반의 학생 점수를 임의의 변수에 저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데이터가

10개 있기 때문에 score0, score1, score2, ..., score9와 같이 10개의 개별적인 변수를 선언하

여 이 변수에 값을 담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만일 학생들의 수가 1000명

으로 증가한다면 score0, score1, score2, ..., score999와 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수의 변수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도 매우 복잡해진다.(변수명은 score1부터 score1000

까지로 할 수 있으나 리스트의 인덱싱이 0부터 시작하므로 편의상 score0부터 score999로

변수 이름을 지정하였다)

이때 개별적인 값을 하나의 변수에 담아서 처리하게 되면 매번 변수의 이름을 작성하고 관

리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리스트를 사용하면 이 변수들을 한 번에 묶어서

선언이 가능해진다. 리스트 내에서 쉼표로 구분된 자료값들을 리스트의 항목item, 혹은 요

소element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점수를 score_list라는 리스트로 선언하고 이 리스트에 [87,

84, 95, ..., 90]과 같은 형식으로 점수값을 저장하면 된다. 이때 자료 값은 반드시 같은 자료

형일 필요는 없다.

리스트는 대괄호([])내에 쉼표를 이용하여 값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변수’와 같

이 위치를 지정해서 원하는 값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의 실습을 따라해 보자. 리스

트내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빈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list() 혹은 []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 만들기
>>>	list1	=	list()	#	빈	리스트	생성하기

>>>	list2	=	[]			#	빈	리스트	생성하기

>>>	score_list	=	[87,	84,	95,	67,	88,	94,	63,	57,	90,	70]

>>>	score_list

[87,	84,	95,	67,	88,	94,	63,	57,	90,	70]

>>>	fruits	=	['banana',	'apple',	'orange',	'kiwi']		#	문자열을	가지는	리스트

>>>	fruits

['banana',	'apple',	'orange',	'kiwi']

>>>	mixed_list	=	[100,	200,	'apple',	400]

>>>	mixed_list

[100,	200,	'apple',	400]

 이 코드를 살펴보면 score_list이라는 리스트를 선언하고 10개의 정수 87, 84, 95, 67, 
88, 94, 63, 57, 90, 70을 한꺼번에 저장하였으며, fruits라는 리스트에는 'banana', 
'apple', 'orange', 'kiwi'의 4개 문자열 값을 한꺼번에 저장하고 출력했다. 그리고 
mixed_list에는 100, 200과 같은 정수 값과 ‘apple'이라는 문자열 값을 동시에 리스트에 저
장하고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range()나 문자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대화창 실습 : range()함수와 문자열을 이용한 리스트 만들기
>>>	list3	=	list([1,	2,	3,	4])

>>>	list3

[1,	2,	3,	4]

>>>	list4	=	list(range(1,	10))

>>>	list4

[1,	2,	3,	4,	5,	6,	7,	8,	9]

>>>	list5	=	list("ABCDEF")

>>>	list6

['A',	'B',	'C',	'D',	'E',	'F']

 LAB : 리스트의 생성
1.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 소수 원소를 가지는 prime_list라는 리스트를 생성하여라.
2. ‘Korea', 'China', 'Russia', 'Malaysia' 의 네 원소를 가지는 nations라는 리스트를 생
성하여라.
3. 여러분의 친한 친구 5명의 이름을 원소로 가지는 friends라는 리스틀 생성하여라.



5.2 리스트 인덱스

 이렇게 리스트에 저장된 항목들 중 필요한 값만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먼저, 
선언한 리스트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를 입력한다. 그 다음 대괄호 사이에 숫자(인덱스
라 함)를 넣으면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항목 값을 가져올 수 있다. 11, 22, 33, 44, 55, 66
의 6개의 원소를 가지는 n_list라는 리스트를 통해서 인덱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대화창 실습 : 리스트 만들기
>>>	n_list	=	[11,	22,	33,	44,	55,	66]	

>>>	n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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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n_list의 원소와 인덱스

 대화창에서 선언한 n_list라는 리스트 변수에는 [그림 5-1]과 같이 차례대로 11, 22, 33, 
44, 55, 66의 숫자 값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 리스트에서 원하는 원소에 접근(참조)을 하려
면 n_list 뒤에 대괄호([])를 붙이고 값의 위치를 대괄호 사이에 적게 되는데, 리스트에서 
위치는 제일 앞에서부터 0을 시작한다. 따라서 리스트 변수에 제일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
기 위해서는 n_list[0]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실습을 통해 자세한 활용법을 보자.



	대화창 실습 : 리스트 인덱스를 통한 원소의 접근
>>>	n_list	=	[11,	22,	33,	44,	55,	66]	#	숫자	값의	리스트

>>>	n_list[0]

11

>>>	n_list[1]

22

>>>	n_list[2]

33

>>>	n_list[3]

44

>>>	n_list[4]

55

>>>	n_list[5]

55

>>>	n_list[6]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

IndexError:	list	index	out	of	range

 리스트의 인덱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인덱스 값을 최대 인덱스 값보다 더 큰 값을 넣
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값이 6개 들어있는 리스트 변수에 n_list[6]을 입력하면 
n_list에 존재하지 않는 7번째 값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IndexError: list index out of 
range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덱스 값이 리스트의 최대 인덱스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대 인덱스는 len(n_list)-1으로 얻을 수 있다.

 주의
 n_list라는 리스트가 있을때 이 리스트의 양의 인덱스 범위는 0에서 len(n_list)-1 까지
이다. 예들들어 6개의 항목을 가지는 리스트는 0에서 5까지의 양의 인덱스 범위를 가진
다.

 파이썬의 리스트에는 음수의 인덱스도 존재한다. 다음의 실습코드를 살펴보자.



	대화창 실습 : 음수 인덱스의 사용
>>>	n_list	=	[11,	22,	33,	44,	55,	66]

>>>	n_list[-1]

66

>>>	n_list[-2]

55

>>>	n_list[-3]

44

 파이썬의 리스트는 음수 인덱스를 이용하여 원소들을 참조할 수 있는데 [그림 5-2]와 같
이 음수 인덱스 -1이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이며 -6은 리스트의 첫 원소의 
인덱스이다. 즉 제일 마지막 원소로부터 -1, -2, -3과 같이 -1씩 감소하면서 인덱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원소의 항목은 [-1 + len(n_list)]와 같으며, 그 
앞 항목은 [-2 + len(n_list)]과 같다. 

[그림 5-2] n_list의 원소와 음수인덱스

 LAB : 리스트 메소드의 생성
1. 1부터 10까지의 수중에서 소수 원소를 가지는 prime_list라는 리스트를 생성하여라. 
그리고 이 리스트의 가장 첫 원소를 print()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하여라.
2. 문제 1.의 prime_list의 가장 마지막 원소를 출력하여라.
3. ‘Korea', 'China', 'Russia', 'Malaysia' 원소를 가지는 nations라는 리스트를 생성하여
라. 그리고 이 리스트의 가장 첫 원소를 print()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하여라. 
4. 또한 len(nations)-1 인덱스를 사용하여 가장 마지막 원소를 출력하여라.

5.3 리스트의 항목 삭제



 리스트에 원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리스트내의 특정 항목을 지우는 것도 가
능하다. 
 리스트내의 항목을 지우는 방법은 3가지가 존재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파이썬의 키워드 
del을 사용하는 것이다. 키워드 del 뒤에 n_list[3](list 변수의 4번째 항목)이라고 명시하게 
되면 리스트 내의 4번째 위치의 항목을 삭제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리스트 클래스에 
있는 remove() 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지우는 것이다. remove의 매개변수로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매개변수와 같은 값을 가지는 항목가 지워진다. remove 함수를 이용해 리스트 안
에 있는 특정 값을 지정해 지우는 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 방법은 pop()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pop 메소드는 리스트에 있는 특정 항목을 삭제함과 동시에 이 항목을 반환하는 
특징이 있다.

 우선 del 키워드로 삭제하는 방법을 [코드 5-x]를 통해 살펴보자.

 코드 5-x list_del_ex.py (코드 5-x와 파일명은 추후 정리)
n_list	=	[11,	22,	33,	44,	55,	66]

del	n_list[3]

print(n_list)

del	n_list[3]

print(n_list)

실행 결과

[11,	22,	33,	55,	66]

[11,	22,	33,	66]

 초기 리스트의 항목 [11, 22, 33, 44, 55, 66]에 대해 del n_list[3] 명령을 호출하면 4번
째 항목인 44가 삭제된다. 따라서 리스트는 [11, 22, 33, 55, 66]가 된다. 이때 다시 한번 
del n_list[3] 명령을 호출하면 4번째 항목인 55가 삭제된다. 따라서 이 list를 출력하면 
[11, 22, 33, 66]가 화면에 나타난다.

 다음은 remove() 메소드를 사용해보자. 앞서 살펴본 del 은 지정된 인덱스에 위치한 항목
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파이썬 명령어이며. remove() 메소드는 list가 가진 메소드로 특
정한 값을 리스트의 항목에서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들어 n_list의 원소들 중에서 44라
는 값을 가지는 원소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코드 5-x list_remove_ex1.py (코드 5-x와 파일명은 추후 정리)
n_list	=	[11,	22,	33,	44,	55,	66]

n_list.remove(44)

print(n_list)

실행 결과

[11,	22,	33,	55,	66]

 remove() 메소드에 매개변수에 44가 있다. remove() 메소드는 이 44와 같은 값을 가지는 
항목을 list 변수에서 삭제한다. 만일 [11, 22, 33, 44, 55, 44, 66] 와 같이 44라는 값을 
가지는 항목이 2개 있다고 하면 remove() 메소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할까? remove() 메소
드는 가정 먼저 나타나는 44를 삭제하므로 remove(44)의 결과는 [11, 22, 33, 55, 44, 
66]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값을 지정해 리스트 내부에서 삭제를 수행하는 remove 함수는 문제점이 하나 있
다. 다음의 코드를 살펴보자.

 코드 5-x list_remove_ex2.py
n_list	=	[11,	22,	33,	44,	55,	66]

n_list.remove(88)

print(n_list)

 n_list 변수에는 88이란 값이 없는데 88을 지우라고 명령을 내리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
생한다.

실행 결과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list_remove_ex2.py", line 3, in <module>
    list.remove(88)
ValueError: list.remove(x): x not in list

 그렇다면 오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트 내부에 지우고자 하는 값이 있는 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드 5-x value_in_list.py
n_list	=	[11,	22,	33,	44,	55,	66]

print	(88	in	n_list)		#	88은	n_list에	없음
print	(55	in	n_list)		#	55는	n_list에	있음

실행 결과
False

True

 우리가 이전에 배운 in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n_list 변수에 88이란 값이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 88 in n_list를 실행해 주면 다음과 같이 해당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반환한다.  in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원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if 조건문과 함께 사용하면 이제 이전과 달리 안전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코드 5-x list_remove_ex2(코드 5-x와 파일명은 추후 정리)
n_list	=	[11,	22,	33,	44,	55,	66]

if	(55	in	n_list)	:

				n_list.remove(55)

if	(88	in	n_list)	:

				n_list.remove(88)

print(n_list)

실행 결과

[11,	22,	33,	44,	66]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n_list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in 연산을 사용
하고, 반환되는 값을 if 문의 조건식에 넣어서 True를 반환하면 삭제를 실행시키고 아니면 
실행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해당 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삭제 연산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코딩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 안전한 방식으로 코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프로그래밍에선 굉장히 중요하다.

5.3 리스트에 적용되는 내장함수

 앞서 우리는 min(), max(), sum()과 같은 파이썬 내장함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함수
들의 인자로에 리스트를 넘겨주면 각각 리스트 안에서 최솟값, 최댓값,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len() 함수는 리스트내의 항목의 개수를 반환한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와 내장함수 min(), max(), sum(), len()
>>>	list1	=	[20,	10,	40,	50,	30]

>>>	len(list1)		#	리스트내의	원소의	개수	구한다

5

>>>	min(list1)		#	리스트의	원소들	중	가장	작은	원소를	구한다

10

>>>	max(list1)		#	리스트의	원소들	중	가장	큰	원소를	구한다

50

>>>	sum(list1)	#	리스트내의	원소의	합을	구한다

150

 리스트 변수 list1은 모두 5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다. len(list1)은 리스트 내의 항목의 개
수를 반환하므로 5가 출력되었다. 그리고 list1을 min() 함수의 인자로 넘겨주니 최소값인 
10이 출력되었고, max() 함수에 넘겨주니 최대값인 50이 출력되었다. 또한, sum() 함수에 
넘겨주니 모든 항목의 합인 150이 출력되었다. 

   리스트의 원소가 정수나 실수가 아닌 문자열이 들어있는 리스트 변수에도 min(), max() 
함수는 잘 동작하며 min()은 영어의 경우 사전 순서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를, max()는 
사전 순서로 제일 뒤에 나타나는 단어나 문자를 구한다. 이때 sum() 함수는 문자열에 대해
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대화창 실습 : 문자열 리스트와 내장함수 min(), max()
>>>	fruits=	['banana',	'orange',	'apple',	'kiwi']

>>>	min(fruits)

'apple'

>>>	max(fruits)

'orange'

 따라서 'banana', 'orange', 'apple', 'kiwi'를 원소로 가지는 fruits 리스트의 min(fruits)는 
'apple'을 반환하며, max(fruits)는 사전 순서로 제일 뒤에 위치한 ‘orange' 를 반환한다.

 파이썬의 min()과 max()는 다음과 같이 한글 문자열을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에도 잘 동
작한다. '사과', '오렌지', '포도', '바나나'를 원소로 가지는 k_fruits 리스트의 min(k_fruits)는 



한글 사전의 가장 앞에 나타나는 ‘바나나’를 반환하며, max(k_fruits)는 ‘포도’를 반환한다. 

 대화창 실습 : 한글 문자열 리스트와 내장함수 min(), max()
>>>	k_fruits	=	['사과',	'오렌지',	'포도',	'바나나']

>>>	min(k_fruits)

'바나나'

>>>	max(k_fruits)

'포도'

5.3 리스트의 메소드

 다음으로 리스트의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자. 리스트 클래스는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정렬sorting 메소드
인 sort()이다. 이 메소드는 리스트 변수 뒤에 마침표(.)와 sort()를 적어주면 다음과 같이 
항목들을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해진다. 이때, 리스트 변수 list1의 메소드 
sort()를 호출하면 변수 안의 항목들을 [10, 20, 30, 40, 50]과 같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값이 증가하는 정렬을 오름차순 정렬ascending order sorting이라 하면, 반대로 값이 
감소하는 정렬을 내림차순 정렬descending order sorting이라 한다. 파이썬 리스트의 sort()
메소드는 디폴트로 오름차순 정렬을 수행하며, 인자 reverse를 True로 설정하면 내림차순
정렬을 수행한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와 sort() 메소드
>>>	list1	=	[20,	10,	40,	50,	30]

>>>	list1.sort()

>>>	list1

[10,	20,	30,	40,	50]

>>>	list1.sort(reverse=True)

>>>	list1

[50,	40,	30,	20,	10]

정렬뿐만 아니라 리스트는 [표 5-x]과 같은 다양한 메소드를 제공하여 개발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메소드 하는 일

index( x ) 원소 x를 이용하여 위치를 찾는 기능을 한다.

append( x ) 원소 x를 리스트의 끝에 추가한다.

count( x ) 리스트 내에서 object 원소의 개수를 반환한다.

extend([x1, x2]) [x1, x2] 리스트를 리스트에 추가한다.

insert(index, x) 원하는 index 위치에 x를 추가한다.

remove( x ) object 원소를 리스트에서 제거한다.

pop( index )

index 위치의 원소를 제거한 후 반환한다. 이때 index는 생

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리스트의  마지만 원소를 제거하고 

이를 반환한다.

sort()
값을 오름차순 순서대로 정렬한다. reverse 인자의 값이 

False이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reverse() 리스트를 원래 원소들의 역순으로 만들어 준다.

[표 5-x] 리스트의 메소드와 하는 일

index() 메소드는 값을 이용하여 인덱스, 즉, 값의 위치를 찾는 메소드인데 다음과 같은 실

습을 통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a_list는 ['a', 'b', 'c', 'd', 'e']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로 이 리스트의 index(‘a’) 메소드를

호출하면 ‘a’의 위치를 불러온다. a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list의 가장 첫 번째, 즉 0번째 인

덱스에 위치한다. 따라서 a_list.index('a‘)는 0을 반환하며, ‘b’는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1을

반환하게 된다. 그리고 ‘x’는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ValueError를 생성한다.(에러 메시지는 “'x'는 리스트에 없음”이다)

 대화창 실습 : index() 메소드

>>>	a_list	=	['a',	'b',	'c',	'd',	'e']

>>>	a_list.index('a')

0

>>>	a_list.index('b')

1

>>>	a_list.index('x')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tdin>",	line	1,	in	<module>

ValueError:	'x'	is	not	in	list

다음으로 append() 메소드에 대해 살펴보자. append는 이미 존재하는 리스트의 끝에 새로

운 항목을 삽입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a_list에 ‘f'라는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고자 할 경



우 a_list.append('f')를 통해서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로 ’f'를 추가할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index() 메소드

>>>	a_list	=	['a',	'b',	'c',	'd',	'e']

>>>	a_list.append('f')

>>>	a_list

['a',	'b',	'c',	'd',	'e',	'f']

다음으로 count() 메소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a', 'b', 'c', 'a', 'b', 'a']를 원소를 가

지는 b_list에서 count('a') 메소드를 호출하면 'a' 원소의 개수 3을 반환하며. count('b')를

호출하면 2를 각각 반환한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count() 메소드

>>>	b_list	=	['a',	'b',	'c',	'a',	'b',	'a']

>>>	b_list.count('a')	#	'a'의	개수를	반환

3

>>>	b_list.count('b')	#	‘b'의	개수를	반환

2

다음으로 extend() 메소드에 대해 살펴보자.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extend() 메소드

>>>	list1	=	['a',	'b',	'c']

>>>	list2	=	[1,	2,	3]

>>>	list1.extend(list2)

>>>	list1

['a',	'b',	'c',	1,	2,	3]

>>>	list1.extend('d')

>>>	list1

['a',	'b',	'c',	1,	2,	3,	'd']

사용 예와 같이 extend()는 리스트 뒤에 리스트나 항목을 추가하는 메소드이다. 그래서

[‘a’, ‘b’, ‘c’] 요소를 가지는 list1에 [1, 2, 3] 요소를 가지는 리스트 list2를 추가해보자. 그러

면 ['a', 'b', 'c', 1, 2, 3]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extend 메소드의 인자로는 리스트뿐만

아니라 ‘d'와 같은 문자열 원소를 넣어주더라도 리스트 뒤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생성된 리스트의 특정 위치에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고자 할 경우 insert()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insert() 메소드

>>>	list1	=	['a',	'c',	'd']

>>>	list1.insert(1,	'b')

>>>	list1

['a',	'b',	'c',	'd']

insert() 메소드는 (1, ‘b')와 같이 (인덱스, 원소값)을 인자로 넘겨준다. 따라서 이 메소드를

통해 1번 인덱스 위치에 ‘b’ 원소를 삽입하는 명령이 실행된다. 이로 인하여 원래 ['a', 'c',

'd']를 원소로 가지는 list1은 ['a', 'b', 'c', 'd'] 순서로 원소를 가지게 되었다.

리스트 내의 원소를 삭제하는 메소드는 remove()인데 인자로 삭제할 원소를 넣어준다. 이

때 동일한 값을 가지는 원소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첫번째로 나오는 원소 x를 제거한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remove() 메소드

>>>	list1	=	['a',	'b',	'c',	'b',	'd']

>>>	list1.remove('b')		#	제일	먼저	나타나는	'b'	원소를	제거함

>>>	list1

['a',	'c',	'b',	'd']

>>>	list1.remove('b')		#	'b'	원소를	제거함

>>>	list1

['a',	'c',	'd']

위의 코드를 살펴보면 ['a', 'b', 'c', 'b', 'd'] 원소를 가지는 list1 리스트에서 remove('b')

를 호출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b'(리스트 ['a', 'b', 'c', 'b', 'd']의 밑줄 친 'b')가 삭제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ist1은 ['a', 'c', 'b', 'd']를 원소로 가지며, 다시 한번 remove('b')를

호출하면 ['a', 'c', 'd']를 원소로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pop()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는 디폴트로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항목을 삭제한 후

이 항목을 반환한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pop() 메소드

>>>	list1	=	['a',	‘b',	'c',	'd']

>>>	list1.pop()			#	list1의	마지막	원소를	삭제하고	반환

'd'

>>>	list1

['a',	‘b',	'c']

>>>	list1.pop(1)		#	list1의	두	번째	원소를	삭제하고	반환

'b'

>>>	list1

['a',	'c']



pop() 메소드는 앞에서 배운 remove() 메소드와 유사하다. 하지만 remove()는 삭제만 수행

할 뿐 삭제한 항목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를 삭제

하고자 할 경우 list1[len(list1)-1]을 이용하여 마지막 원소를 얻고, 이 원소를 list1.remove()

의 인자로 넣어주면 된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 차이점을 익혀보자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remove() 메소드

>>>	list1	=	['a',	‘b',	'c',	'd']

>>>	list1.remove(list1[len(list1)-1])	#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	삭제

>>>	list1

['a',	‘b',	'c']

다음으로 리스트의 원소를 역순으로 재배열하는 reverse() 메소드를 알아보자.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reverse() 메소드

>>>	list1	=	['a',	'c',	'd',	'b'	]

>>>	list1.reverse()		#	리스트의	원소를	역순으로	다시	배열함

>>>	list1

['b',	'd',	'c',	'a']

reverse() 메소드는 단지 순서를 재배열할 뿐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

의해야한다.

 LAB : 리스트 메소드의 응용

1. 1부터 10까지의 정수값을 원소를 가지는 nlist를 생성하여라.
2. 

5.4 리스트와 연산

 list1 변수에 list2 변수를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 더하게 되면 두 리스트 list1의 항목
에 list2 항목을 추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결과를 list1에 할당하지 않으면 list1은 아무런 
상태변화가 없다.



 코드 5-x list_plus_ex1.py (코드 5-x와 파일명은 추후 정리)
list1	=	[11,	22,	33,	44,	55,	66]

list2	=	[77,	88]

print(list1	+	list2)

print(list1)

실행 결과
[11,	22,	33,	44,	55,	66,	7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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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print(list1 + list2) 대신 list1 = list1 + list2 연산을 통해서 list1과 list2를 더한 결과

를 list1에 할당해 주고 list1을 출력해 보자.

코드 5-x list_plus_ex2.py (코드 5-x와 파일명은 추후 정리)
list1	=	[11,	22,	33,	44,	55,	66]

list2	=	[77,	88]

list1	=	list1	+	list2

print(list1)

실행 결과

[11,	22,	33,	44,	55,	66,	77,	88]

 이와 같이 두 개의 리스트가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주의
 만일 list1에 다음과 같이 append()를 시도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 22, 
33, 44, 55, 66, 77, 88]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append([77, 88]) 메소드를 호출하
면 [77, 88]이라는 리스트 항목을 [11, 22, 33, 44, 55, 66] 다음에 추가하여 list1은 
[11, 22, 33, 44, 55, 66, [77, 88]]이라는 항목을 가지게 된다.
list1	=	[11,	22,	33,	44,	55,	66]

list1.append([77,	88])

print(list1)

 이와 같이 리스트 내에 새로운 리스트의 항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extend() 메소
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수행해 보자.
list1	=	[11,	22,	33,	44,	55,	66]

list1.extend([77,	88])

print(list1)

 다음은 곱셈 연산에 대해 살펴보자. 문자열의 반복기법과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 연산자에 
정수값 n을 넣으면 리스트 항목을 n번 반복한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 연산자를 이용한 반복 리스트
>>>	list1	=	[1,	2,	3,	4]

>>>	list1	*	2

[1,	2,	3,	4,	1,	2,	3,	4]

>>>	list1	*	3

[1,	2,	3,	4,	1,	2,	3,	4,	1,	2,	3,	4]

>>>	list2	=	list1	*	3

>>>	list2

[1,	2,	3,	4,	1,	2,	3,	4,	1,	2,	3,	4]

 리스트 변수 list1에 곱하기(*) 2를 하면 list1의 항목을 2번 반복한 리스트를 새로 반환하
고, 3을 하면 list1의 항목을 3번 반복한 리스트를 새로 반환했다.
 



 대화창 실습 : == 연산자를 이용한 리스트의 비교
>>>	list1	=	[1,	2,	3,	4]

>>>	list2	=	[1,	2,	3,	4]

>>>	list1	==	list2

True

>>>	list3	=	[4,	1,	2,	3]

>>>	list1	==	list3

False

 리스트의 비교연산은 사전적 순서 lexicographic order를 비교한다.

 대화창 실습 : >, >=, <, <= 연산자를 이용한 리스트의 비교
>>>	list1	=	[1,	2,	3,	4]

>>>	list2	=	[1,	3,	3,	4]

>>>	list1	>	list2

False

>>>	list2	>	list1

True

 또한 앞서 살펴본 for 문을 통해 리스트의 항목을 하나하나씩 나열하거나 하나씩 연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와 for 문
>>>	list1

[10,	20,	30,	40,	50]

>>>	for	n	in	list1:

...					print(n,	end='	')

...	

10	20	30	40	50

 필요한 경우 for 문을 사용하면 위와 같이 list1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반복해서 가져와 
변수 n에 저장한 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5.4 리스트의 슬라이싱

 다음은 슬라이싱에 대해 알아보자. 리스트의 슬라이싱은 파이썬의 아주 강력하고 편리한 
기능중 하나이다. 슬라이싱을 사용하면 인덱스를 이용하여 리스트내의 항목을 특정한 구간
별로 선택하여 잘라낼 수 있다. 슬라이싱은 문자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실습을 통해 이해해 보자.

 대화창 실습 : 리스트와 슬라이싱
>>>	n_list	=	[10,	20,	30,	40,	50]

>>>	n_list[0:1]

[10]

>>>	n_list[0:2]

[10,	20]

>>>	n_list[0:3]

[10,	20,	30]

>>>	n_list[0:4]

[10,	20,	30,	40]

>>>	n_list[0:5]

[10,	20,	30,	40,	50]

>>>	n_list[1:5]

[20,	30,	40,	50]

>>>	n_list[1:]

[20,	30,	40,	50]

>>>	n_list[:5]

[10,	20,	30,	40,	50]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자. 슬라이싱을 위해서는 인덱싱과 마찬가지로 대괄호([])안에 
인덱스를 넣어주는데, 여러 개의 항목을 잘라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콜론
(:)을 사용하여 그 범위를 지정해 준다. n_list[0:1]과 같은 경우 0은 시작 인덱스이며 1은 
끝 인덱스이다. 이때 끝 인덱스 1은 슬라이싱에서 포함하지 않고 (1-1)까지를 포함하므로 
0에서 0까지의 즉 첫 번째 항목 하나만 뽑아냈다. n_list[0:2]는 인덱스 2는 포함하지 않고 
0에서 1까지의 항목을 잘라서 리스트 형태로 반환했다.   
 n_list[0:3]은 인덱스 0에서 2까지의 항목을 잘라내어 반환하고, n_list[0:4]는 0에서 3까
지의 항목을 잘라내어 반환했다. n_list[1:5]는 인덱스 1부터 4까지의 항목을 잘라내는 역할
을 한다. 콜론(:) 뒤에 명시한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슬라이싱에서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는 생략가능한데 n_list[1:]은 인덱스 1부터 
마지막까지의 항목을 잘라낸다. 마지막으로 n_list[:5]는 처음부터 인덱스 4까지의 항목을 
잘라내 반환한다. 

슬라이싱은 리스트뿐만 아니라 딕셔너리, 튜플등에도 적용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문자열에

대해서도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문법 설명

n_list[start:end]
start부터 (end-1)까지의 항목들을 슬라이싱(end 인덱스의 항목

은 포함하지 않음)

n_list[start:] start부터 리스트의 끝까지, 즉 뒷부분 모두를 슬라이싱

n_list[:end] 처음부터 end-1번째 인덱스까지 항목을 슬라이싱

n_list[:] 전체를 슬라이싱

n_list[start:end:step] start부터 end-1까지를 step만큼 건너뛰며 슬라이싱

n_list[-2:] 뒤에서 두 개의 인덱스를 슬라이싱

n_list[:-2] 처음부터 끝의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인덱스를 슬라이싱

n_list[::-1] 모든 인덱스를 가져오되 역순으로 슬라이싱

n_list[1::-1] 처음의 두 개 인덱스만 슬라이싱

문자열 슬라이싱 예제

>>>	text	=	"hello	world"

>>>	text[1:5]

'ello'

text에는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있다. 시작 인덱스가 0이므로, text[1:5]와

같이 사용하면 1번째 인덱스인 ‘e’부터 시작하여 5번째 공백(‘ ’)까지가 된다. 마지막 인덱스

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ello’가 슬라이싱된다.

이를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n_list[1::-1]’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마지막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1에

서 스텝 값이 –1이기 때문에 시작 인덱스에서 앞으로 이동한다. 즉 0번 인덱스와 1번 인덱

스, 앞의 두 인덱스만을 슬라이싱 하게 되는 것이다.

슬라이싱 개념을 그림으로 한 번 살펴보자.



[그림 5-1] 리스트 슬라이싱

위의 [그림 5-1]과 같이 n_list[1:5]라고 한다면 시작항목 n_list[1]부터 n_list[5-1]까지 항목

을 가져온다. 그래서 결과는 [1, 2, 3, 4]가 된다. n_list[5]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

억하자.

[그림 5-2] 리스트 슬라이싱 (마지막 인덱스 생략)

보는 그림과 같이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를 생략하면 리스의 마지막 항목까지 모두 가져온

다. 그래서 결과는 [1, 2, 3, 4, 5, 6, 7, 8, 9]가 된다.



[그림 5-3] 리스트 슬라이싱 (인덱스 생략)

인덱스를 모두 생략하면 디폴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항목을 다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결과는 [0, 1, 2, 3, 4, 5, 6, 7, 8, 9]로 모든 인덱스를 가지고 온다.

슬라이싱에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4] 음수 인덱스

기존의 인덱스와는 달리 음수 인덱스는 뒤에서부터 –1, -2, ..., -10까지의 인덱스를 갖는

다. 그래서 만약 n_list[-9:-2]를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게 된다

[그림 5-5] 리스트 슬라이싱(음수 인덱스)

따라서 그림과 같이 n_list[-9:-2]라고 설정해주면 n_list[-9]부터 n_list[-2] 앞의 인덱스, 즉

n_list[-3]까지의 항목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n_list[-9:-2]의 슬라이싱 결과는 [1, 2, 3, 4, 5,

6, 7]이 된다.

계속해서 음수 인덱스로 슬라이싱을 더 알아보자.



[그림 5-6] 리스트 슬라이싱(음수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 생략(1))

음수 인덱스에서도 처음 항목과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를 생략할 수 있는데 n_list[-9:] 와

같이 슬라이싱 인덱스를 주면 음수 인덱스 n_list[-9]부터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까지 결과를

가지고 와 [1, 2, 3, 4, 5, 6, 7, 8, 9]를 슬라이싱하게 된다.

또 다른 음수 인덱스를 알아보자. 이번에는 n_list[:-2]와 같이 첫 번째 인덱스를 생략해본

다.

[그림 5-7] 리스트 슬라이싱(음수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생략)

이와 같이 첫 번째 인덱스를 생략하면 맨 처음 인덱스 항목부터 (-2-1)=-3 인덱스 항목값

을 가져와서 슬라이싱한다. 따라서 그 결과는 [0, 1, 2, 3, 4, 5, 6, 7]이 된다.

계속해서 음수 인덱스를 살펴본다. n_list[-2:]를 해 주면 어떻게 될까?



[그림 5-8] 리스트 슬라이싱(음수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 생략(2))

이렇게 해 주면 이전에 살펴본 마지막 인덱스를 생략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맨 뒤에서

부터 2개의 인덱스를 슬라이싱한다.

그렇다면 n_list[:-2] + n_list[-2:]의 결과는 어떨까? 이는 n_list[:]와 같다. n_list[:-2]의 결

과는 [0, 1, 2, 3, 4, 5, 6, 7]이고 n_list[-2:]는 [8, 9]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0, 1, 2, 3, 4, 5, 6, 7, 8, 9]가 되어 n_list[:]와 같아진다.

하지만 n_list[-2:] + n_list[:-2]의 결과는 n_list[:]와 같지 않다. 이 둘을 합치면 [8, 9, 0, 1,

2, 3, 4, 5, 6, 7]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슬라이싱에서 사용하는 스텝을 함께 알아보자.

[그림 5-9] 리스트 슬라이싱(스텝 값이 3인 경우)

위와 같이 n_list[0:10:3]라고 하면 스텝 값으로 3이 들어간다. 이렇게 스텝 값을 주면 그 만

큼 건너뛰면서 항목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n_list[0], n_list[3], n_list[6], n_list[9]값을 가지

고 와 결과는 [0, 3, 6, 9]가 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도 있다.



[그림 5-10] 리스트 슬라이싱(스텝(2))

위와 같이 n_list[0:9:3]이라고 해 주면, 마지막 값이 9이면 9번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0번째 인덱스부터 8번째 인덱스까지의 값들 중 3씩 건너뛰게 된다. 그러면 n_list[0],

n_list[3], n_list[6]만 포함이 되어 결과로는 [0, 3, 6]까지만 가지고 오게 된다.

그렇다면 음수 스텝값을 주면 어떨까?

[그림 5-11] 리스트 슬라이싱(음수 스텝)

n_list[::-1]이면 시작 인덱스는 마지막 항목을, 마지막 인덱스는 첫 항목을 가리키게 되고

스텝값이 뒤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결과로는 [9, 8, 7, 6, 5, 4, 3, 2, 1]을 가지고 오게 된다.

음수 스텝을 쓰고 음수 인덱스까지 쓰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함

께 살펴보자.



[그림 5-12] 리스트 슬라이싱(음수 스텝, 음수 마지막 인덱스)

먼저 음수 인덱스에서 시작 값을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를 가리

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값은 –2이고 스텝이 –1이기 때문에 마지막 항목는 맨 마지막

인덱스를 가리키게 된다. 즉 n_list[-2]까지지만 n_list[-2]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로

는 n_list[9]만 추출하게 되어 [9]가 된다.

[그림 5-13] 리스트 슬라이싱(음수 스텝, 음수 시작 인덱스, 음수 마지막 인덱스)(1)

위와 같이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시작값은 –2이므로 n_list[-2]부터 시작한다. 끝 값

은 –5이므로 n_list[-5]를 포함하지 않고 n_list[-4]까지가 된다. 결론적으로 결과는 [8, 7, 6]

이 된다. 이를 조금 변형한 것을 한 번 살펴보자.



[그림 5-14] 리스트 슬라이싱(음수 스텝, 음수 시작 인덱스, 음수 마지막 인덱스)(2)

위와 같이 실행하면 스텝값이 음수이므로 뒤에서부터 가져온다. 그래서 시작 값이 인덱스

–5이고 끝 값이 인덱스 –2인데, 시작 인덱스가 끝 인덱스의 앞에 있으므로 가져올 항목가

없다. 그래서 비어 있는 인덱스를 반환하게 된다. 그래서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때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이전에 알아본 음수 스텝을 조금 응용해보자.

[그림 5-15] 리스트 슬라이싱(음수 스텝, 음수 시작 인덱스)

n_list[-2::-3]을 해 주면, 시작 인덱스가 n_list[-2]이고 마지막 인덱스는 생략되었으므로 제

일 처음 값이 된다. 스텝이 음수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탐색하며 –2부터 앞으로 3씩 이동

한다. 따라서 n_list[-2], n_list[-5], n_list[-8] 값을 추출하여 결과적으로 [8, 5, 2]가 된다.

리스트와 슬라이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다음으로는 튜플과 스트링 슬라이싱에 대해서 배워보자. 튜플이나 스트링 역시 리스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튜플 슬라이싱

>>>	tu	=	(0,1,2,3,4,5,6,7,8,9)

>>>	tu[0]

0

>>>	tu[1]

1

>>>	tu[-1]

9

>>>	tu[-2]

8

>>>	tu[::-1]

(9,	8,	7,	6,	5,	4,	3,	2,	1,	0)

>>>	tu[0:10:3]

(0,	3,	6,	9)

>>>	tu[:-2:-3]

(9,)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이용하여 값을 가지고 오고, 음수 인덱스 또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u[::-1]을 하면 역순의 튜플을 가지고 오게 되고, 스텝 또한 사용할 수 있

다. 스트링도 한 번 실습해보자.

스트링 슬라이싱

>>>	st	=	"0123456789"

>>>	st[0]

'0'

>>>	st[1]

'1'

>>>	st[-1]

'9'

>>>	st[-2]

'8'

>>>	st[::-1]

'9876543210'

>>>	st[0:10:3]

'0369'

>>>	st[:-2:-3]

'9'

스트링도 리스트와 튜플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으로 리스트와 튜플, 스트링의 슬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정리 -

1.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하여 리스트의 위치를 찾거나, 값을 추가하거나, 

정렬을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iterator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next()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추출해보았습

니다.

3.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시작값과 마지막 값, 그리고 스텝 값을 

할당하여 문자열과 튜플, 그리고 리스트를 슬라이싱 해 보았습니다.

학습목표

-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메소드들을 활용하여 봅니다.

- iterator에 대해서 배워보고, iterator 자료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슬라이싱이 무엇인지 익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스트와 튜플, 문자열을 함께 슬라

이싱 해 봅니다.

5.7 순환자

다음으로 파이썬의 순환자iterator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 iteration이 뭘까? 사전을 살

펴보면 ‘되풀이’, ‘반복’으로 풀이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리스트나 튜플 타입들은 ‘for ~

in’ 구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하나하나 데이터를 꺼내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포함한 타입 중에서 반복적으로 하나하나 꺼내어 처리 가능한 컬렉션이나 시

퀀스들을 순환 가능(iterable) 객체라고 한다.

용어가 어려우니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자. iterator는 객체는 next 함수를 구현한 객체를

말하는데, next 함수란 무엇일까? next 함수는 순환 가능한 객체의 다음 항목을 반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for ~ in’ 구문을 이용하여 하나

하나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꺼내 볼 수 있게 된다.

파이썬의 순환가능iterable형으로는 list, dict, set, bytes, tuple, range가 있다. 이런 순환가

능 자료형들은 파이썬 내장 함수인 iter() 함수를 이용해서 순환자 객체로 만들 수 있다.

함께 코드를 살펴보자.



iterable이 아닌 자료형의 iterator 객체로 변환

>>>	n	=	100

>>>	n_iter	=	iter(n)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tdin>",	line	1,	in	<module>

TypeError:	'int'	object	is	not	iterable

위의 코드를 보면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int형 변수를 iter()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한

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다. 정수 자료형 int는 iterable하지 않기 때문에 iterator 객체로 변

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TypeError를 발생한다.

이전 장에서 배운 ‘try ~ except’ 구문을 이용하여 코드를 한 번 작성해보자.

iterator 객체로 변환(iterable_test.py)

#	리스트가	iterable	객체인가	검사

try:

				l	=	[1,2,3,4]

				iterator	=	iter(l)

except	TypeError:

				print('list는	iterable	객체가	아닙니다')

else:

				print('list는	iterable	객체입니다')

#	tuple이	iterable	객체인가	검사

try:

				t	=	('홍길동',22,69.7)

				iterator	=	iter(t)

except	TypeError:

				print('tuple은	iterable	객체가	아닙니다')

else:

				print('tuple은	iterable	객체입니다')

#	tuple이	iterable	객체인가	검사

try:

				n	=	100

				iterator	=	iter(n)

except	TypeError:

				print('n은	iterable	객체가	아닙니다')

else:

				print('n은	iterable	객체입니다')

위의 코드는 리스트와 튜플이 iterable 객체인지 아닌지를 검사해보는 코드이다. 리스트와

튜플, 그리고 정수형 변수 n을 iter() 함수에 인자로 대입하여 iterator 변수로 만든다. 이 때,



try문을 이용하여 TypeError가 발생하면 iterable 객체가 아니라는 문구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iterable 객체입니다라는 문구를 출력하게 한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행 결과

list는	iterable	객체입니다

tuple은	iterable	객체입니다

n은	iterable	객체가	아닙니다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튜플과 리스트는 ‘iterable 객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정수형 변수인 n이 TypeError가 발생하여 ‘iterable 객체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terator 객체의 다음 항목 추출 및 StopIteration 예외

>>>	lst	=	[2,4,6,8]

>>>	type(lst)

<class	'list'>

>>>	l_iter	=	iter(l)

>>>	type(l_iter)

<class	'list_iterator'>

>>>	next(l_iter)

2

>>>	next(l_iter)

4

>>>	next(l_iter)

6

>>>	next(l_iter)

8

>>>	a_iter	=	iter(l)

>>>	a_iter.__next__()

2

>>>	a_iter.__next__()

4

>>>	a_iter.__next__()

6

>>>	a_iter.__next__()

8

>>>	a_iter.__next__()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tdin>",	line	1,	in	<module>

StopIteration

위의 코드를 함께 살펴보자. 리스트 lst를 생성한다. 그 후 lst의 타입을 확인해보면 리스트

임을 알 수 있다. 이를 iter() 함수에 대입하여 l_iter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고, 타입을 확인

해보면 list_iterator 타입임을 살펴볼 수 있다. iterator 타입은 next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항목을 꺼내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a_iter이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리스트 lst를 iterable 객체로 만들어 대입해준다.

그리고 ‘변수 이름.__next__()’를 써 주면 next()와 동일하게 작동한다. 물론 항목의 마지막까

지 도착했을 때에는 StopItera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한다.

정리해보면, next() 함수를 이용하거나 __next__() 메소드를 이용해서 iterator 객체의 다음

항목(element)를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가져올 객체가 없을 경우 StopIteration 예외를 발생

시킨다.



다음으로 range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for – in문에서 사용하는 range() 함수는

range형 객체를 만들어준다. 이 range형 객체는 iter()함수를 통해 range_iterator 형으로 변

환시킬 수 있는 iterator 객체이고, range_iterator형 객체는 next() 함수를 통해 다음 항목로

접근할 수 있다. 아래에서 함께 실행해보자.

range형 객체 실습

>>>	range(5)

range(0,	5)

>>>	type(range(5))

<class	'range'>

>>>	r_iter	=	iter(range(5))

>>>	type(r_iter)

<class	'range_iterator'>

>>>	next(r_iter)

0

>>>	next(r_iter)

1

>>>	next(r_iter)

2

>>>	next(r_iter)

3

>>>	next(r_iter)

4

range(5)의 type을 보았더니 range형인 것을 알 수 있다. r_iter이라는 변수에 iterator 형태

로 바꾸어 대입하고, 이의 타입을 살펴보았더니 iterator임을 살펴볼 수 있다. iterator이기

때문에 next를 통해서 다음 항목을 출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for - in 구문이 작동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ange형 for – in 구문

>>>	for	i	in	range(5)	:

...					print(i)

...

0

1

2

3

4

iterator 객체는 for – in 구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씩 데이터를 꺼내서 처리할 수 있



다. 이상으로 range나 list형이 iterable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iter()라는 함수를

통해서 iterator 객체를 만들고, 이를 next함수를 이용하여 항목을 뽑아볼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알아보았다.

5.3 리스트를 처리하는 고급 내장함수

이제 리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list는 순환가능 객체이고, 파이썬은 이 순환

가능 객체를 처리하는 내장(built-in) 함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봤던 min()이나

max()와 같은 함수들 외에도 all(), any(), ascii(), bool(), filter(), iter()와 같은 고급 내장함

수도 제공되고 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

먼저, all() 함수는 순환 가능한 항목들이 모두 참일 때 참을 반환한다. any()는 임의의 순

환 가능한 항목들 중에서 참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참을 반환한다. 그리고 bool()은 값(리스

트)을 부울 값으로 변환한다. 즉 리스트의 항목 유무를 true와 false로 알려준다. filter() 함

수는 순환 가능한 항목들을 하나 하나 꺼내어 함수에 넣는다. 그 리턴 값이 참인 것만 묶어

서 반환하는 함수이다. 한 번 예를 살펴보자.

리스트의 함수 실습(1) all()

>>>	l1	=	[1,2,3,4]

>>>	l2	=	[0,2,4,8]

>>>	l3	=	[0,0,0,0]

>>>	all(l1)

True

>>>	all(l2)

False

>>>	all(l3)

보이는 것과 같이 선언된 리스트 l1, l2, l3을 all() 함수에 각각 대입한다. 리스트의 모든 항

목들이 True인지를 판단한다. l1의 경우 1, 2, 3, 4 모두 True이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한

다. l2를 봤더니 2, 4, 8은 true이지만 0은 false이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한다. l3는 말 할

것도 없이 ‘False’가 된다.

다음으로 any를 알아보자.



리스트의 함수 실습(4) function() (filter_test.py)

#	출처

#	https://www.w3schools.com/python/ref_func_filter.asp

ages	=	[5,	12,	17,	18,	24,	32]

def	my_func(x):

		if	x	<	18:

리스트의 함수 실습(2) any()

>>>	any(l1)

True

>>>	any(l2)

True

>>>	any(l3)

False

. 위와 동일하게 리스트가 선언된 상태에서 any() 함수를 실행해보자. any는 항목들 중 하

나만 true여도 True를 반환한다. 1, 2, 3, 4를 항목로 가지는 l1은 당연히 ‘True’를 반환하게

된다. l2는 0이 있긴 하지만 2, 4, 8이 true이기 때문에 l1과 마찬가지로 ‘True’를 반환한다.

마지막으로 l3는 0, 0, 0, 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모두 false이므로 ‘False’를 반환한다.

마찬가지로 리스트가 위와 같이 선언되어 있을 때,

리스트의 함수 실습(3) bool()

>>>	bool(l1)

True

>>>	bool(l2)

True

>>>	bool(l3)

True

>>>	l4	=	[]

>>>	bool(l4)

False

bool() 함수는 해당 리스트 내부에 항목가 있는지를 본다. 즉, l1, l2, l3가 모두 항목가 있으

므로 ‘True’를 반환한다. l3 또한 0, 0, 0, 0이긴 하지만 항목가 존재한다. 그래서 ‘True’이다.

빈 리스트인 l4를 만들어 bool() 함수에 대입해보자. 비어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False가

된다. 항목가 있으면 True, 항목가 없으면 False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filter 함수를 알아보자. filter는 매개변수로 함수와 리스트를 받는다. 아래의 코드

를 살펴보자.



				return	False

		else:

				return	True

adults	=	filter(my_func,	ages)

for	x	in	adults:

		print(x)

먼저 filter는 my_func라고 하는 함수와 age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다.

매개변수로 대입한 my_func이 하는 역할을 보자. 어떤 값을 받아 그 값이 18보다 작으면

False를, 그렇지 않으면 True를 반환한다. 이렇게 필터를 만들면 리스트의 인자들을 하나하

나 꺼내어 인자로 받은 함수에 대입한다. 그리고 True를 리턴한 항목만 adults에 대입한다.

그렇다면 adults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있을까? 다음 실행 결과를 함께 보자.

실행 결과

18

24

32

my_func의 조건에 따라 18보다 작은 5, 12, 17은 False가 될 것이고, 나머지 18, 24, 32는

True가 되어 adults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결과를 출력한다.

위의 조건식에 값을 20으로 바꾸면 20보다 작은 값을 False로 반환하게 된다. 조건에 따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filter 함수이다.

다음으로 list와 string에 대해서 알아보자.

list와 string

>>>	char_list	=	list('hello')

>>>	char_list

['h',	'e',	'l',	'l',	'o']

list() 함수는 내장 함수로서 문자열을 리스트로 변환할 때 사용한다. 문자열 ‘hello’를 list()

함수로 묶어 char_list라는 변수로 저장한다. 그러면 char_list는 ‘h’, ‘e’, ‘l’, ‘l’, ‘o’를 항목으로

가지는 리스트가 된다. 그렇다면 다음 예도 함께 살펴보자.



split() 메소드 예제(1)

>>>	words	=	"python은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	words_list	=	words.split()

>>>	words_list

['python은',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python은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words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한다. 그리고

이를 spli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준다. split이라는 함수는 공백을 디폴트 구분자로 사용한

다. 그래서 공백을 구분자로 하여 list로 만들어준다. 이를 words_list에 저장하면 words_list

는 'python은', '아름다운', '언어입니다.'의 값을 가지는 list가 된다. 그렇다면 구분자를 다

른 값으로 바꾸어줄 수도 있을까? 다음 예제를 함께 살펴보자.

split() 메소드 예제(2)

>>>	time_str	=	"2019.02.20"

>>>	time_str.split('.')

['2019',	'02',	'20']

time_str은 “2019.02.20.”이라는 문자열이다. 이를 split 함수를 이용하여 ‘.’을 구분자로 설정

해주면, ‘2019’, ‘02’, ‘20’으로 분리되어 리스트로 만들어준다. 이와 같이 ‘문자열.split()’와 같

은 형태로 함수를 사용하면 문자열을 구분자를 사용해 구분한 후, 리스트로 만들어 준다.

join()이라는 함수도 있다. 이는 split()과 반대로 리스트의 항목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묶어

줄 때 사용한다.

join() 예제

>>>	time_list	=	['2019',	'02',	'21']

>>>	time_list

['2019',	'02',	'21']

>>>	'.'.join(time_list)

'2019.02.21'

>>>	','.join(time_list)

'2019,02,21'

리스트의 인자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묶어줄 때, join() 메소드를 이용한다. ‘.’.join(time_list)

라고 하면 time_list 내의 인자들을 ‘.’으로 연결해준다. 따라서 ‘2019.02.21.’이라는 문자열을

결과로 도출하게 된다. 온점 대신 쉼표를 사용하면 ‘2019,02,2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split() 메소드와 join() 메소드를 이용하여 문자열과 리스트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핵심정리 :
- 리스트(list) 자료형은 여러 개의 다양한 자료형의 값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다.
- 변수 명으로 한 번에 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접근이 가능하고 변수 명 뒤에 

대괄호([]) 와 대괄호 사이에 인덱스(위치)를 사용해 항목별로 접근도 가능하다.
- 리스트 클래스 멤버함수와 파이썬 내장함수 로 항목의 추가, 삭제, 정렬 등의 연산이 

가능하다.
- 슬라이싱을 사용해 리스트 항목들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만큼 잘라올 수 있다.
- for-in 문으로 리스트 항목 하나하나에 접근이 가능하다.
- 파이썬 내장함수 map() 으로 각 항목별로 함수에 입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