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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문자열과 특수 메소드



8.1  들어가기

8.2  str 클래스
8.3  사례연구: 회문 검사하기
8.4  사례연구: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기
8.5  연산자 오버로딩과 특수 메소드
8.6  사례연구: Rational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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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여러분이 아래 그림과 같은 GUI를 개발하려 한다고 하자. 어떻게 프로그래
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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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열의 생성 방법을 학습한다(§8.2.1).
• 문자열의 길이, 문자열에서 가장 작은 문자 혹은 가장 큰 문자를 얻기 위해 len, min, 

max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8.2.2).
•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여 문자에 접근할 수 있다(8.2.3).
• 슬라이싱 연산자 str[start : end]를 사용하여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을 구할 수 있다

(§8.2.4).
• + 연산자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연결하고 * 연산자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중복하여 나
타낼 수 있다(§8.2.5).

•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in과 not in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8.2.6).

• 비교 연산자(==, !=, <, <=, >, >=)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다(§8.2.7).
• for 루프를 사용하여 문자열 내의 문자들을 반복하여 순회할 수 있다(§8.2.8).
• isalnum, isalpha, isdigit, isidentifier, islower, isupper, isspace 메소드를 활용
하여 문자열을 검사할 수 있다(§8.2.9).

• endswith, startswith, find, rfind, count 메소드를 활용하여 부분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다(§8.2.10).

• capitalize, lower, upper, title, swapcase, replace 메소드를 활용하여 문자열을 
변환할 수 있다(§8.2.11).

• lstrip, rstrip, strip 메소드를 활용하여 문자의 왼쪽이나 오른쪽의 공백문자를 제거할 
수 있다(§8.2.12).

• center, ljust, rjust, format 메소드를 활용하여 문자열을 서식화할 수 있다 
(§8.2.13).

•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문자열을 적용할 수 있다(§8.3 – 8.4). 
• 연산자에 대한 특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8.5).
• 유리수 표현을 위한 Rational 클래스를 설계할 수 있다(§8.6).

학습목표



• 문자열 생성하기

• P문자열 값을 이용하여 문자열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파이썬 문
법은 다음과 같다.

str 클래스

s1 = str() # 빈 문자열 객체를 생성한다.
s2 = str(＂Welcome＂) # Welcome 문자열 객체를 생성한다.`

s1 = "" # s1 = str()와 같다.
s2 = “Welcome＂ # s2 = str("Welcome")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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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열 객체는 변경불가능(영어로 immutable)이다. 즉, 문자열 객체가 일단 
생성되면, 그 객체의 내용은 변경될 수 없다. 즉, 문자열 객체가 일단 생성되
면, 그 객체의 내용은 변경될 수 없다. 
• 아래의 그림과 같이 s1과 s2는 동일한 문자열 객체를 참조하고 동일한 식별 
번호(id number)를 가진다.

문자열은 변경불가능 객체

Python Shell

>>> s1 = "Welcome"
>>> s2 = "Welcome"
>>> id(s1)
505408902
>>> id(s2)
505408902

:str

str 객체 "welcome"

s1

s2

s2 = "Welcome"를 수행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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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을 위한 함수

Python Shell

>>> s = "Welcome"
>>> len(s)
7
>>> max(s)
o
>>> min(s)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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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연산자 []

P r o g r a m m i n g

0 1 2 3 4 5 6 7 8 9 10

s

s[0] s[1]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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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 *, [ : ]와 in 연산자

Python Shell

>>> s1 = "Welcome"
>>> s2 = "Python"
>>> s3 = s1 + " to " + s2
>>> s3
’Welcome to Python’
>>> s4 = 2 * s1
>>> s4
’WelcomeWelcome’
>>> s1[3 : 6]
’com’
>>> 'W' in s1
True
>>> 'X' in s1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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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 인덱스

Python Shell

>>> s1 = "Welcome"
>>> s1[-1] 
‘e’
>>> s1[-3 : -1]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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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과 not in 연산자

Python Shell

>>> s1 = "Welcome" 
>>> "come" in s1
True
>>> "come" not in s1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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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반복하기

for ch in string: 
    print(ch)

for i in range(0, len(s), 2): 
    prin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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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비교하기

Python Shell

>>> s1 = "green"
>>> s2 = "glow"
>>> s1 == s2
False
>>> s1 != s2
True
>>> s1 > s2
True
>>> s1 >= s2
True
>>> s1 < s2
False
>>> s1 <= s2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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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검사하기

str

isalnum(): bool
      
isalpha(): bool      

isdigit(): bool      
isidentifier(): bool
islower(): bool

isupper(): bool

isspace(): bool      

문자열 내의 문자들이 영숫자이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문자가 있다
면, True를 반환
문자열 내의 문자들이 알파벳이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문자가 있다
면, True를 반환
문자열이 숫자 문자만을 가지고 있으면, True를 반환
문자열 내의 모든 문자들이 소문자이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문자가 
있다면, True를 반환
문자열 내의 모든 문자들이 대문자이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문자가 
있다면, True를 반환
문자열이 공백문자만을 가지고 있으며, True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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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문자열 검색하기

str

endswith(s1: str): bool
startswith(s1: str): bool      
find(s1): int    
 
rfind(s1): int     

count(subtring): int 

문자열이 부분 문자열 s1으로 끝나면, True를 반환
문자열이 부분 문자열 s1으로 시작하면, True를 반환
문자열에 s1이 있으면, 가장 낮은 인덱스를 반환. 없으면, -1을 반
환
문자열에 s1이 있으면, 가장 높은 인덱스를 반환. 없으면, -1을 반
환
substring의 빈도 수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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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변환하기

str
capitalize(): str      
lower(): str            
upper(): str      
title(): str            
swapcase(): str            

replace(old, new): str

첫 문자만 대문자를 가진 문자열의 복사본을 반환
모든 문자가 소문자로 변경된 문자열의 복사본을 반환
모든 문자가 대문자로 변경된 문자열의 복사본을 반환
각 단어의 첫 문자가 대문자인 문자열의 복사본을 반환
소문자는 대문자로 변경되고 대문자는 소문자로 변경된 문자열의 복사
본을 반환
부분 문자열 old를 부분 문자열 new로 대체한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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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에서 공백문자 제거하기

str
lstrip(): str        
rstrip(): str          
strip(): str 

왼쪽 공백문자가 제거된 문자열을 반환
오른쪽 공백문자가 제거된 문자열을 반환
왼쪽과 오른쪽 모두 공백문자가 제거된 문자열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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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서식화하기

str
center(width): str     
ljust(width): str      
rjust(width): str      
format(items): str 

주어진 폭 영역에 가운데 정렬된 문자열의 복사본을 반환
주어진 폭 영역에 왼쪽 정렬된 문자열을 반환
주어진 폭 영역에 오른쪽 정렬된 문자열을 반환
문자열을 서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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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문자열이 회문 인지 검사: 문자열을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서로 같
으면, 그 문자열은 회문이다.

사례 연구: 회문 검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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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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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에 대한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을 연산자 오버로딩(operator 
overloading)이라고 한다. 
• 파이썬은 연산자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 함수로서 특수 메소드의 정의를 
허용한다.이 메소드들은 파이썬이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이름이 
부여되어 있다.

연산자 오버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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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와 특수 메소드
 
Operator            Method                                                         

 
+       

* 

- 

/ 

% 

< 

<= 

== 

!= 

> 

>= 

[index] 

in 

len 

 

__add__(self, other) 

__mul__(self, other) 

__sub__(self, other) 

__div__(self, other) 

__mod__(self, other) 

__lt__(self, other) 

__le__(self, other) 

__eq__(self, other) 

__ne__(self, other) 

__gt__(self, other) 

__ge__(self, other) 

__getitem__(self, index) 

__contains__(self, value) 

__len__(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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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 클래스

Rational TestRationalClass 실행

이 유리수의 분자
이 유리수의 분모

Rational

지정된 분자(기본값 0)와 분모(기본값 1)로 유리수를 생성

이 유리수와 다른 유리수의 덧셈 결과를 반환

이 유리수와 다른 유리수의 뺄셈 결과를 반환

이 유리수와 다른 유리수의 곱셈 결과를 반환

이 유리수와 다른 유리수의 나눗셈 결과를 반환

이 유리수와 다른 유리수를 비교

분자를 분모로 나눈 결과를 정수로 반환
분자를 분모로 나눈 결과를 실수로 반환
“분자/분모” 형태의 문자열을 반환, 분모가 1이면 분자를 반환
[0]을 이용한 문자와 [1]을 이용한 분모를 반환

-numerator: int
-denominator: int
Rational(numerator = 0: int,    
                denominator = 1: int)
__add__(secondRational: 
Rational): Rational 
__sub__(secondRational: 
Rational): Rational 
__mul__(secondRational: 
Rational): Rational 
__div__(secondRational: Rational): 
Rational 
__lt__ (secondRational: Rational): 
bool
또한 __le__, __eq__, __ne__, 
__gt__, 
__ge__ 도 지원한다.
__int__(): int
__float__(): float
__str()__: str
__getitem(i)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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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지향 프로그래밍(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은 프로그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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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성 또는 속성이라고 한다)는 데이터 필드(data field)라고 하는 변수로 표현된
다. 
• 객체의 행동은 메소드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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