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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객체와 클래스



7.1  들어가기

7.2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하기
7.3  콘솔에서 입력 받기
7.4  식별자

7.5  변수, 할당문과 표현식
7.6  동시 할당문
7.7  이름 상수

7.8  수치 데이터 타입과 연산자
7.9  표현식과 연산자 우선순위
7.10  확장 할당 연산자
7.11  타입 변환과 반올림
7.12  사례 연구: 현재 시간 출력하기
7.13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7.14  사례 연구: 거리 계산하기

• 지금까지 학습한 선택문, 루프, 함수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대규모 소프트
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만약 여러분이 아래 그림과 같은 GUI를 개발하려 한다고 하자. 어떻게 프로그래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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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와 클래스를 설명하고 객체를 설계하기 위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7.2).

• 데이터 필드와 메소드를 포함하여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7.2.1).

• 데이터 필드를 생성하고 초기화하기 위한 초기자를 호출하는 생성자를     사용하여 객체
를 구성할 수 있다(§7.2.2).

• 점 연산자(.)를 사용하여 객체의 멤버에 접근할 수 있다(§7.2.3).

• self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객체 자기 자신을 참조할 수 있다(§7.2.4).

• 클래스와 객체를 설명하기 위해 UML 그래픽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7.3).

• 변경가능 객체와 변경불가능 객체를 구분할 수 있다(§7.4).

• 데이터 오류를 방지하고 클래스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데이터 필드를      은닉시킬 수 있
다(§7.5).

• 소프트웨어 개발에 클래스 추상화와 캡슐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7.6).

• 절차적 패러다임과 객체지향 패러다임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7.7).

학습목표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은    프로그
램을 생성하기 위해 객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객체(object)는 실세계에서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개체를 표현한다. 

• 예를 들면, 학생, 책상, 원, 버튼 그리고 심지어 대출까지도 객체로 볼 수 있다. 
• 객체는 유일한 식별자, 상태 그리고 행동을 포함한다.               
• 객체의 상태(객체의 특성 또는 속성이라고 한다)는 데이터 필드(data field)
라고 하는 변수로 표현된다. 

• 객체의 행동은 메소드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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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는 상태(state)와 행동(behavior)을 포함한다. 
• 상태는 객체를 정의한다. 
• 행동은 객체가 하는 것을 정의한다. 

객체

클래스 이름: Circle

데이터 필드:
   radius는 ______  
메소드:
   getArea

Circle 객체 1

데이터 필드:
  radius는 1

클래스 템플릿

Circle 클래스의
세 객체

Circle 객체 2

데이터 필드:
  radius는 25

Circle 객체 3

데이터 필드:
  radius는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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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는 데이터 필드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특별 메소드 __init__을 제공한다. 
• 초기자(initializer) 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새로운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의 상
태를 초기화하기 위해 호출된다. 
• 초기자는 어떠한 행동도 수행할 수 있으나, 생성하는 객체의      데이터 필드
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등의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클래스

class 클래스이름:
    초기자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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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를 만들어 두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리
하다

• Circle 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 둔다
• getArea(), getPerimeter()등의 기능을 사전에 만들어 준 후
• 나중에 이 기능을 불러서 사용
• 이런 기능을 메소드라고 한다
• 메소드와 속성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단위를 클래스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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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클래스가 정의되면, 생성자(constructor) 를 이용하여 클래스로부터 객
체를 생성할 수 있다.

객체 구성하기

           클래스 이름(인자)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

•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 __init__ 메소
드를 호출

• __init__ 메소드의 self 파라미터는 자
동으로 새롭게 생성된 객체의   레퍼런스
로 설정

객체
데이터 필드:

__init__(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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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_init__(self, radius)를 호출

• 아래의 그림은 Circle(5)를 사용하여 Circle 객체를 생성할 때의 과정을 보여
준다.

객체 구성하기

1. Circle 객체를 생성 Circle 객체

Circle 객체
radi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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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소드는 클래스 내부에 정의되는 함수이다. 
• 객체에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객체의 의해 호출된다.           
• 그런 이유로 파이썬에서 메소드를 인스턴스 메소드라고도 한다. 

• 객체의 데이터 필드 값을 변경하는 등의 객체에 대한 행동을 수행하는 메소드는 
객체(인스턴스)에 의해 호출되며 이를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한다.
• 초기자를 포함한 모든 메소드는 첫 번째 매개변수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self를 
갖는다. 
• 이 매개변수를 어떠한 이름이라도 지정할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self가 일반적으
로 사용된다.

인스턴스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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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가 생성된 후, 객체 멤버 접근 연산자(object member access 
operator)라는 점 연산자(.)를 사용하여 객체의 데이터 필드에 접근하고 메소
드를 호출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다음 코드는 radius 데이터 필드에 접근한 후 getPerimeter 메소
드와 getArea 메소드를 호출한다.

객체에 접근하기

Python Shell

>>> from Circle import Circle
>>> c = Circle(5)
>>> c.getPerimeter()
31.41592653589793
>>> c.radius = 10
>>> c.getArea()
314.159265358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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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정의된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변수는 self이다. 
• 이 매개변수는  메소드 구현에 사용되지만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
다.

• 그렇다면 self 매개변수는 용도는 무엇인가?
• 파이썬은 왜 이 매개변수가 필요한가?

• self는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매개변수이다 self를 사용하여 클래스 정의에 포함된 
객체의 멤버에 접근할 수 있다. 
• 인스턴스 변수는 데이터 필드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다. 각각의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고 인스턴스 변수는 특정 객체와 묶인다. 각각의 객체는 자신만
의 인스턴스 변수를 가진다. 
• 메소드 내부에서 self.x 문법을 사용하여 self 객체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 x에 접근
할 수 있다.

self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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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Circle
radius: float

Circle(radius = 1: float)
getArea( ): float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이름

데이터 필드

생성자

메소드

객체 UML 표기법

circle1: Circle

radius = 1

circle2: Circle

radius = 25

circle2: Circle

radius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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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정의와 객체 생성 예

현재 채널(1~120)
현재 음량 크기(1~7)
TV의 전원 on/off 상태

TV

기본 TV 객체 생성한다
전원을 켠다
전원을 끈다
현재 채널을 반환한다
새로운 채널을 설정한다
현재 음량 크기를 얻는다
음량 크기를 설정한다
한 채널을 높인다
한 채널을 낮춘다
음량 크기를 1 높인다
음량 크기를 1 낮춘다

channel: int
volumeLevel: int
on: bool

TV( )
turnOn( ): None
turnOff( ): None
getChannel( ): int
setChannel(channel: int): None
getVolume( ): int
setVolume(volumeLevel: int): None
channelUp( ): None
channelDown( ): None
volumeUp( ): None
volumeDown( ): None

TV

TestTV

실행

17



코드 트레이스

myCircle:myCircle = Circle(5.0)

yourCircle = Circle()

yourCircle.radius = 100

myCircle에 
객체 레퍼런스
할당

: Circle

radius: 5.0

레퍼런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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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ircle = Circle(5.0)

yourCircle = Circle()

yourCircle.radius = 100

코드 트레이스

myCircle:

myCircle에 
객체의 레퍼런스

할당

: Circle

radius: 5.0

레퍼런스 값

yourCircle:
yourCircle에 
객체의 레퍼런스

할당
레퍼런스 값

: Circle

radiu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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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ircle = Circle(5.0)

yourCircle = Circle()

yourCircle.radius = 100

코드 트레이스

myCircle:

myCircle에 
객체의 레퍼런스

할당

: Circle

radius: 5.0

레퍼런스 값

yourCircle:
yourCircle의
반지름을
변경한다.

레퍼런스 값

: Circle

radiu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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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time 클래스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d = datetime.now()
print("현재의 년도는 " + str(d.year))
print("Current month is " + str(d.month))
print("Current day of month is " + str(d.day))
print("Current hour is " + str(d.hour))
print("Current minute is " + str(d.minute))
print("Current second is " + str(d.second))

datetime 클래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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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보호
• 쉬운 데이터 관리
• 데이터 필드의 직접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필드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 이를 데이터 은닉(data hiding)이라고 한다.       

• 데이터 은닉은 private 데이터 필드로 정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파이썬에서 private 데이터 필드는 앞 밑줄 두 개로 정의된다. private 메소드
는 또한 메소드 이름 앞 밑줄 두 개로 정의할 수 있다. 

데이터 필드 감추기

CircleWithPrivateData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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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필드 감추기

Python Shell

>>> from CircleWithPrivateRadius import Circle
>>> c = Circle(5)
>>> c.__radius
AttributeError: 'Circle' object has no attribute '__radius'
>>> c.getRadius()
 5

CircleWithPrivateData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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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설계된 클래스를 사용할 때, 데이터가 부정하게 수정되는 것
을 방지하고 클래스의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필드를 private로 
정의하라. 
•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에서만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클래스의 경우, 데이터 필
드를 은닉할 필요는 없다.

디자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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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추상화는 클래스의 사용으로부터 클래스의 구현을 분리하는 개념이다. 
• 클래스 설계자는 클래스의 함수를 설명하고 클라이언트에 어떻게    클래스가 사
용될지 알려준다. 
• 클래스 사용자는 클래스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알아야 필요가 없다. 클래스의 구
현에 대한 상세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다.

클래스 추상화와 캡슐화

클래스
(클래스 구현)

클래스 계약
(초기자와 메소드
의 헤더)

클래스의 구현은        클라이
언트로부터      감춰진 블랙
박스와 같다. 

클라이언트는 클래스의 계약
을 통해 클래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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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클래스 설계

Circle TestLoanClass 실행

대출의 연간 이자율(기본값 2.5)
대출 기간(기본값 1)
대출금(기본값 1000)
대출자

Loan

특정 연간 이자율, 대출 기간, 대출 금액과 대
출자를 사용하여 Loan 객체를 생성한다. 

-annualInterestRate: float
-numberOfYears: int
-loanAmount: float
-borrower: str

Loan(annualInterestRate: float, 
numberOfYear: int, loanAmount: float, 
borrower: str)

- 기호는 private 데이터필드를 나타낸다.

이 데이터 필드에 대한 get 메소드는  
클래스에서 제공되지만 UML 다이어그램 간략화를 
위해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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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전에 문제 해결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
술에 대해 가르친다. 이번 절은 절차적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어
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 여러분은 지금부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경험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이다. 
• 객체지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을 보이기 위해 새로운 클래스를       설계하고 이
들 클래스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예를통해 학습할 것이다. 

객체지향적으로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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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클래스

BMI UseBMIClass 실행

이름
나이
몸무게(파운드 단위)
키(인치 단위)

BMI

특정 이름, 몸무게, 키 및 나이(기본값 20)를 사용하
여 BMI 객체를 생성한다

BMI를 반환한다.
BMI 상태를 반환한다(예, 표준, 과체중 등)

-name: str
-age: int
-weight: float
-height: float

BMI(name: str, age: int, weight: float, 
height: float)

getBMI(): float
getStatus(): str

이 데이터 필드에 대한 get 메소드는       클래스에
서 제공되지만 UML 다이어그램의 간략화를 위해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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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와 연산은 분리되어 있고 이러한  방법론은 데
이터를 메소드에 전달하도록 요구한다.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데이터와 데이터에 적용되는 작업을      객체내부에 
함께 위치시킨다. 
• 이러한 접근방법은 절차적 프로그래밍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
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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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접근방법은 모든 객체의 속성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
는 실세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객체의 사용은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를 쉽게 
만든다. 
• 파이썬에서 프로그래밍은 객체에 관한 사고를 동반한다. 
• 파이썬 프로그램은 상호 협력하는 객체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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