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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코드를 C 코드처럼 짰네?”, “파이썬 코드를 자바처럼 짰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먼저 이 책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9년, 귀도 반 로섬은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ABC 인터프리터의 단점
을 보완한 새로운 인터프리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그것이 파이썬
의 시작이었습니다. 1994년에 파이썬 1.0, 2000년에 파이썬 2.0, 2008년에 파이썬 3.0
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한 파이썬은 201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프로그래밍 언어 TOP 10과 같은 순위 투표에서 항상 상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특유의 간결한 규칙,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동작, 강
력한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급격히 성장했으며, 파이썬을 이용하면 머신러닝이나 딥
러닝 등으로 대변되는 수학 계산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 자동화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손쉬운 구현이 가능하여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컴퓨터를 이용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
니다. 동일한 문제라도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방법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를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방법과 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요령
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탄생에는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과 이유는 프
로그래밍 언어의 설계에 반영되게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 특정한 문제에 적합하거나 적
합하지 않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야만 보다 수준 높고 효율적인 프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언어의 힘을 100% 이끌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파이썬을 이용해서 특정한 분야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의 개발 배경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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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해 파이썬을 구성하는 요소, 언어의 설계 방식, 구현상의 특징, 단순한 알고리즘뿐만
이 아닌 프로그램 작성과 배포의 흐름을 짚어가다 보면 어느새 파이썬을 지금보다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프로
그래밍 능력이 한층 강해질 것입니다.
좋은 책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예쁜 책을 만들어 주신
편집자 및 디자이너분을 포함해 번역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
엇보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곁을 지켜준 아내와 세 아이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
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삽니다.
김연수 드림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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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책은 이제부터 파이썬을 시작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 경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파
이썬 입문서입니다. 평소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더욱 자신감을 갖고 파이썬을
쓸 수 있도록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분야와 영역과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입니다. 파이썬은 매우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역 및 분야별로 유명한
라이브러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이썬이
라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기능을 잘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글자 그대로 파이썬을 잘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다룹니다. 분야와 영역 그리고
이용하는 라이브러리와 관계없이 파이썬을 사용할 때 늘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득
담았습니다.
초반에는 설치 방법과 문법, 함수, 클래스와 같은 기초 지식을 다루며, 중반에는 특수
메서드나 데커레이터, 콘텍스트 관리자와 같은 파이썬의 독특한 응용 기능을 소개합니
다. 또한, 후반에는 동시 처리나 패키징, 단위 테스트 등 개발 전반과 관련한 주제에 대
해 파이썬을 이용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처음 다루는 분들이나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바랍니다. 평소 파이썬에 익숙한 분들은 원하는 주제를 설명한 장부터 읽어도 문제
는 없지만, 각 장의 내용은 처음부터 읽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파이썬 버전은 집필 시점 기준 최신 버전인 파이썬 3.8입니다.1 동작
운영체제는 Windows(윈도우), macOS(맥오에스), Ubuntu(우분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
요한 동작 확인은 macOS에서 했으며, OS의 차이에 따라 실행 명령어나 출력 결과에 차
이가 있을 때는 별도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파이썬은 초기부터 커뮤니티에 의해 지탱되었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함께 발전해 온

1ㅤ번역서는 파이썬 3.9 기준으로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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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입니다. 앞으로도 그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을 계기로 파이썬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정말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오랜 기간 몇 차례나 끈기 있게 리뷰해 주신 아라이 마사타카(新井正貴) 님, 이와이 히로
미(岩井裕海) 님, 시미즈카와 타카유키(清水川貴之) 님, 스기야마 츠요시(杉山剛) 님, 스즈
키 타카노리(鈴木たかのり) 님, 츠다 쿄헤이(津田恭平) 님, 테라타 마나부(寺田学) 님, 니시
모토 타쿠야(西本卓也) 님, 후루키 토모코(古木友子) 님, 미츠다 료(満田遼) 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았다면 이 책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
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구성, 문체를 포함해 여러 관점에서 리뷰를 해주신 덕분
에 이 책의 내용에 자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집필 기회를 주시고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이나오 나오노리(稲尾尚徳) 님, 서툰 문장들을 섬세하게 빠짐없이 교정해 주
신 와타나베 겐타(渡邉健多) 님, 두 분의 손에서 이 책이 점점 다듬어지는 모습을 보며
교정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같이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미처 이름을 적지 못한 분들은 물론, 이 책 집필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스야마 레이(陶山 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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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김진영(야놀자)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 외에도 venv, 단위 테스트, CI, 패키지 관리 등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법 자체의 내용은 전체 비중에서 그리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
습니다. 문법 자체보다는 해당 언어로 구현할 작업들을 큰 그림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파이썬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전 부분을 직접 따라 해보는
장에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송헌(규슈대학교 대학원)
파이썬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파이썬에 관심 있는 모든 프로그래머들에게 추천할 만
한 책입니다. 파이썬을 처음 접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탄탄하게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길
을 제시해 주며, 파이썬을 다뤄보신 분들에게도 파이썬만의 특징을 활용하여 파이써닉
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는 비록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연구를 위해 3년 동안 파이썬을 사용했음에도 배울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책의 퀄리티
도 정말 좋았고, 실제로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번역서라
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번역이 매끄럽고 깔끔했습니다.

신진규
파이썬 소개, 자료형 등 아주 기초적인 주제로 시작하는 입문서 같지만, 중후반부로 갈
수록 다른 입문서에서는 보기 힘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독특한 구성의 책이
었습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다른 언어에 익숙하지만 파이써닉한 개발자
로 거듭나고 싶은 분께 추천하는 파이썬 심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석곤(엔컴 프로젝트팀)
이 책은 정말 파이썬을 실전에서 다루기 전에 봐야 할 비기너 같은 안내서라고 생각합니
다. 파이썬이 쉽다고 하지만 실전에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문법이 많습니다. 이 책에서
는 기초 부분과 응용 고급 부분을 적절하게 잘 배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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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웹 개발, 혹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로 가기 전에 기본 실력을 기르는 활용서로 사
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용진(삼성SDS ACT)
전체적으로 초보자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은 설치하는 것부터 어려워하는데, 이 책에서는 설치 방법부터 자세하게 소개하여 프로
그램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문법부터 간
단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파이썬 기초를 공부하고 싶
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지현
설치부터 패키징까지 파이썬 개발의 전 과정을 담아낸 책입니다. 입문하시는 분뿐만 아
니라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예제 코드로 소개한 것이 많아서 완전히 초보자가 보기에는 다소 까다롭게 느
껴질 수도 있을 법합니다.

조원양(스마트사운드)
파이썬을 파이썬답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초급에서 중상급으로 올라
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정말 유용한 책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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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H A P T E R

파이썬이란
어떤 언어인가?

파이썬*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이썬의 지명도는 최근 수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이미 탄생한 지 30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진 언어로, 오래전부터 공개해 온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특징, 파이썬의 역사와 현황 그리
고 파이썬 커뮤니티에 관해 설명합니다.
* 파이썬에는 C 언어로 구현한 표준 CPython 이외에도 자바로 구현한 Jython, 파이썬으로 구현한 PyPy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 책에서 가리키는 파이썬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CPython을 의미합니다.

1.1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특징

여러분은 파이썬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들여쓰기가 특징인 동적 타입
언어, 가독성이 뛰어난 언어,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2계열
과 3계열이 공존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언어, 실행 속도가 느린 언어 등과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파이썬을 접한 계기나 시점,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
나 분야와 같은 배경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그중에는 올바른 것이 있는가 하면, 실제
파이썬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달라진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우선 파이썬이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특징에 관해 소개합니다.

1.1.1 간단하고 읽기 쉬운 동적 타입 언어
파이썬은 동적 타입 언어라는 분류에 속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변수나 함수의 반
환값 타입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동적 타입 언어는 C 언어나 자바처럼 타입을 지정해야
하는 정적 타입 언어에 비해 코드 분량이 적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끼리 더하는 함수를 C 언어에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nt add (int a, int b) {
return a + b;
}

같은 함수를 파이썬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ef add(a, b):
return a + b

C 언어에서는 int를 지정해 인수와 반환값의 타입이 정수인 것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파
이썬에서는 그와 같은 타입 지정 없이 깔끔한 형태로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에 타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에서
는 정수 타입은 int 클래스, 문자열 타입은 str 클래스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위 코드의
add() 함수의 인수 a에 정수, b에 문자열을 입력해서 실행하면 다음처럼 불일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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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TypeError 예외가 발생합니다.1 이처럼 파이썬은 타입을 자동으로 변환하지 않으
므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입에 주의해야 합니다.
>>> def add(a, b):
...
return a + b
...
>>> add(1, '2')
Traceback (most recent
File "<stdin>", line
File "<stdin>", line
TypeError: unsupported

call last):
1, in <module>
2, in add
operand type(s) for +: 'int' and 'str'

들여쓰기를 이용한 블록 표현
앞 절의 예시를 살펴보면 타입 선언 이외에도 한 가지 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파이썬 코드에는 처리 블록을 결정하기 위한 중괄호({})가 없다는 점입니다. 파이
썬에서는 중괄호 대신 들여쓰기indent, 인덴트로 블록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if 문을 사용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def even_or_odd(n):
if n % 2 == 0:
print('짝수입니다')
else:
print('홀수입니다')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줄바꿈을 하는 위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 작성 방법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많은 프로젝트에서 들여쓰기 폭은 스페이스 네 칸을 적용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한 사람과 관계없이 동일한 처리를 하는 코드는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파이썬이 간단하며 읽기 쉬운 언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타입 선언이 필요 없
어 코드 분량이 적고, 들여쓰기로 블록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ㅤ여기에서는 2.2절에서 소개할 대화형 모드에서 파이썬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대화형 모드를 사용할 때는 들여쓰기 폭을
스페이스 두 칸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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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ABC의 영향
들여쓰기를 사용한 파이썬의 블록 표현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ABC2에게 그 뿌리
를 두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설계는 들여쓰기 이외에도 ABC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
다. 파이썬의 창시자인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ABC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귀도가 ‘ABC 개발 시 느꼈던 불만을 해소하는 새로운 언어의 인터프리터’를 개발하고자
심심풀이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파이썬의 시작이었습니다.3 인터프리터interpreter란, 프로그
래밍 언어를 읽어 들이면서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해 실행하는 소프트
웨어를 의미합니다. 이 인터프리터가 읽어 들이는 새로운 언어가 바로 파이썬이었습니다.

ABC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파이썬은 교육용 프로그래밍과 프로토타이핑에도 적합합니
다.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다루고 배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1.2 하위 호환성 중시
과거 버전과의 하위 호환성을 중시하는 점 또한 파이썬의 특징입니다. 공식 문서인 ‘기존
의 파이썬과 호환 가능하지 않은 변경안을 제시해도 괜찮습니까?’4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아니요. 현재 전 세계에⋯⋯(이하 생략)’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공개된 파
이썬 3.0에서 동작하는 코드 대부분은 파이썬 3.85에서도 그대로 동작합니다.
또한, 파이썬 자체의 개발 가이드라인 ‘PEP 5 -- Guidelines for Language Evolution’6에
는 하위 호환성이 없는 변경을 수행할 때의 절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언어 사
양에 하위 호환이 가능하지 않은 변경을 포함할 때는 1년 이상의 마이그레이션migration 기
간을 설정합니다.

2ㅤ URL https://homepages.cwi.nl/~steven/abc/
3ㅤPython이라는 이름은 귀도가 좋아했던 영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인 ‘Monty Python's Flying Circus(공중 묘기를 선보이는 몬티
파이썬)’에서 유래했습니다. URL https://www.python.org/doc/essays/foreword/
4ㅤ URL https://docs.python.org/ko/3/faq/general.html#is-it-reasonable-to-propose-incompatible-changes-to-python
5ㅤ이 책 집필 시점 기준 최신 버전이고, 번역서는 파이썬 3.9 기준으로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옮긴이

6ㅤ URL https://www.python.org/dev/peps/pe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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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매년 파이콘 JPPyCon JP18가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참가자 수가 1,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파이콘 미니 삿포로PyCon mini Sapporo나 파이콘 미니 오사카
PyCon mini Osaka,

파이콘 미니 히로시마PyCon mini Hiroshima, 파이콘 규슈PyCon Kyusyu 등 지역별 이

벤트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대부분 일반 사단법인인 파이콘 JPPyCon
JP가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 열린 이벤트 목록은 ‘Python 관련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에

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PyCon JP나 그 외 파이썬 관련 이벤트에 참가해
파이썬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바랍니다.19

1.3.2 PEP의 존재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안에서의 방침, 의견, 확인 등
을 조율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파이썬에는 PEP라 불리는 확장 제안 구조를 채용
하고 있습니다. PEP의 목적이나 가이드라인을 기록한 ‘PEP 1 -- PEP Purpose and

Guidelines’의 ‘What is a PEP’에서는 PEP20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PEP stands for Python Enhancement Proposal. A PEP is a design document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Python community, or describing a new feature
for Python or its processes or environment. The PEP should provide a concise
technical specification of the feature and a rationale for the feature.
— ‘PEP 1 -- PEP Purpose and Guidelines’ ‘python.org’
URL

https://www.python.org/dev/peps/pep-0001/

위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EP는 파이썬 확장 제안Python Enhancement Proposal을 의미합니다. PEP는 파이썬 커뮤
니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파이썬의 새로운 기능 및 프로세스, 환경 등에
관해 설명하는 설계 문서입니다. PEP는 기술적인 사양 그리고 그 기능이 필요한
논리적인 이유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18ㅤ URL https://www.pycon.jp/(한국 파이콘 관련 정보는 URL https://www.pycon.kr/2020/about/coc/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옮긴이

)

19ㅤ URL https://www.pycon.jp/support/community.html#id3(지난 한국 파이콘 정보는 URL https://www.pycon.kr/2020/about/
previous-pycon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옮긴이 )
20ㅤ URL https://www.python.org/dev/peps/pep-0001/#what-is-a-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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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처럼 PEP는 파이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문서로 정리하고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딩 규약, 파이썬 출시 일정, 인터페이스 정의, 현재까지 제안된 기
능에 관한 논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EP의 워크플로는 PEP 1 ‘PEP Workflow’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적절한 워크플로를 이
용해 누구나 새로운 기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논의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메일링 리스트를 구독하는 것도 좋습니다.21
현재 승인된 PEP 목록은 공식 사이트의 ‘PEP 0 -- Index of Python Enhancement

Proposals(PEPs)’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PEP를 소개합니다.
PEP 8: Style Guide for Python Code — 파이썬 표준 스타일 가이드
‘PEP 8 -- Style Guide for Python Code’23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코딩 규약입니다.

PEP 8은 표준 라이브러리를 위한 코딩 규약이지만, 현재는 수많은 파이썬 프로젝트가
PEP 8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이썬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는 PEP 8
을 따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PEP 8은 가독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는지라 이를 준수하면 가독성 높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항목을 소개합니다.
• 이름 규칙
• 들여쓰기, 스페이스 네 칸
• 괄호 앞뒤, 스페이스 불필요
• 연산자 앞뒤, 스페이스 한 칸

이외에도 많은 항목이 PEP 8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한번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
니다.

21ㅤ메일링 리스트 목록은 URL https://www.python.org/community/lis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ㅤ URL https://www.python.org/dev/peps/
23ㅤ URL https://www.python.org/dev/peps/pep-0008/(한국어 버전은 URL https://python-guide-kr.readthedocs.io/ko/latest/
writing/style.html#pep-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옮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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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는 Flake824, pycodestyle25, Black26 등과 같은 PEP 8 기반 체커나
코드 자동 정렬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PEP 20: The Zen of Python — 파이썬 설계 가이드라인
‘PEP 20 -- The Zen of Python’27은 파이썬 설계 방침이라 할 만한 격언을 모아둔 것입
니다.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항상 마음에 새겨둬야 할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을 대화형 모드로 실행한 뒤에 import this를 실행하면 The Zen of Python 전
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8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격언인 ‘Beautiful is better than ugly.’는
‘못생긴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도 읽기 쉬움을 중시하는 파
이썬의 철학이 나타납니다.
# 실행 메시지를 제거한 상태에서 파이썬을 실행
(venv) % python -q
>>> import this
The Zen of Python, by Tim Peters
Beautiful is better than ugly.
Explicit is better than implicit.
Simple is better than complex.
Complex is better than complicated.
Flat is better than nested.
Sparse is better than dense.
Readability counts.
Special cases aren't special enough to break the rules.
Although practicality beats purity.
Errors should never pass silently.
Unless explicitly silenced.
In the face of ambiguity, refuse the temptation to guess.
There should be one-- and preferably only one --obvious way to do it.
Although that way may not be obvious at first unless you're Dutch.

24ㅤ URL https://flake8.pycqa.org/en/latest/
25ㅤ URL https://pycodestyle.pycqa.org/en/latest/
26ㅤ URL https://black.readthedocs.io/en/stable/
27ㅤ URL https://www.python.org/dev/peps/pep-0020/
28ㅤThe Zen of Python의 각 항목에 관해서는 아츠오이시모토(atsuoishimoto)의‘The Zen of Python 해설 – 전편[ URL https://
atsuoishimoto.hatenablog.com/entry/20100920/1284986066(일본어)]’과‘The Zen of Python 해설 – 후편[ URL https://
atsuoishimoto.hatenablog.com/entry/20100926/1285508015(일본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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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s better than never.
Although never is often better than *right* now.
If the implementation is hard to explain, it's a bad idea.
If the implementation is easy to explain, it may be a good idea.
Namespaces are one honking great idea -- let's do more of those!

PEP 257: Docstring Conventions — 문서 작성 방법
파이썬은 독스트링Docstring이라 불리는 문서를 소스 코드 안에 삽입합니다. 독스트링은
일반적인 주석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소스 코드를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물
론 2.2절에서 설명할 내장 함수 help() 등 프로그램에서도 참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독스트링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따옴표(" " " 또는 ' ' ')로 감싸서 기술
합니다.
def increment(n):
"""인수에 1을 더해 반환하는 함수
:param n: 숫잣값
"""
return n + 1

독스트링을 이용해 다음 장 이후 소개할 함수, 클래스, 메서드, 모듈 등에 문서를 기술
할 수 있습니다.29 독스트링 사용법에 관해서는 ‘PEP 257 -- Docstring Conventions’30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PEP 257의 설명에 따라 1행의 독스트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dep nop(n):
"""1행으로 완료하는 Docstring"""
return n

마찬가지로, 여러 행으로 전달하는 독스트링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29ㅤ함수에 관해서는 5장, 클래스와 메서드에 관해서는 6장, 모듈에 관해서는 7장에서 설명합니다.
30ㅤ URL https://www.python.org/dev/peps/pep-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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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H A P T E R

파이썬 설치와 개발자를 위한
편리한 기능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머신에
파이썬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 설치 및 실행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설치할 파이썬의 버
전은 3.8이며 대상 운영체제는 macOS, Windows 및 Ubuntu입니다. 이 책의 소
스 코드는 필자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인 macOS에서 동작을 확인했으나, 파이썬은
다중 플랫폼을 지원하는 언어이므로 대부분의 코드는 Windows와 Ubuntu에서도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2.1

파이썬 설치

파이썬은 다중 플랫폼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합니다. 파이썬 공식 사
이트에서는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Windows용 인스톨러, macOS용 인스톨러도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macOS와 Windows의 공식 인스톨러를 사용한 설치 방법
및 Ubuntu의 패키지 관리 도구를 이용한 설치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2.1.1 OS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macOS나 Linux 운영체제에는 파이썬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파
이썬을 시스템 관리 도구로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은 오래된 버전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리
설치된 파이썬을 업데이트하면 그 파이썬에 의존하고 있던 시스템 관리 도구들이 동작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고로 여러분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때는 앞
으로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 별도로 설치한 파이썬을 이용하길 권장합니다.

2.1.2 macOS에서의 이용
macOS에서는 파이썬 공식 사이트의 macOS용 인스톨러나 홈브루Homebrew 등의 패키지
관리 도구, 또는 소스 코드를 직접 빌드해서 파이썬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스톨러 이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식 인스톨러를 이용한 설치

macOS용 인스톨러는 공식 사이트의 ‘Python Release for Mac OS X’1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집필 시점 기준 최신 버전인 ‘Python 3.8.1 - Dec. 18. 2019’
의 ‘macOS 64-bit installer’를 이용합니다.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한 뒤 더블클릭하면 그림

2.1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1ㅤ URL https://www.python.org/downloads/mac-o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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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acOS용 공식 인스톨러 실행 화면

화면의 지시를 따라 모든 항목을 기본 설정으로 설치합니다. 파이썬 설치를 완료하면 그
림 2.2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의 설명에 따라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설치
도 진행합니다. ‘the Finder window’를 클릭한 뒤, 열리는 디렉터리의 Install Certificates.

command를 더블클릭하면 SSL 인증서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2 SSL 인증서 설치가 끝
나면 [Process completed]가 표시됩니다. 이후 터미널terminal을 실행하고 python3 -V 명령
어를 실행해 봅니다. 설치한 파이썬 버전이 표시되면 문제없이 설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 python3 -V
Python 3.8.1
$ python3.8 -V # python3.8 명령어도 설치됨
Python 3.8.1

2ㅤ‘the Finder windows’를 클릭하면 ‘Applications/Python 3.8/’ 디렉터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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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acOS용 공식 인스톨러 완료 화면

2.1.3 Windows에서의 이용
Windows에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Windows용 인스톨러, Microsoft 스토어를
이용해 파이썬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스톨러
이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Windows용 인스톨러는 web-based installer와 executable installer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web-based installer는 인스톨러 자체의 용량은 작으나, 설치 과정
에서 설치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므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executable installer는 기본 설정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인스톨러를 이용한 설치

Windows용 인스톨러는 공식 사이트의 ‘Python Releases for Windows’3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집필 시점 기준 최신 버전인 ‘Python 3.8.1 - Dec. 18, 2019’

3ㅤ URL https://www.python.org/downloads/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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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Windows x86-64 executable installer’를 이용합니다.4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한 뒤 더
블클릭하면 그림 2.3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림 2.3 Windows용 공식 인스톨러 실행 화면

화면 아래에 있는 체크 박스 ‘Install launcher for all users (recommended)’, ‘Add Python

3.8 to PATH’ 항목을 모두 체크하고 ‘Install Now’를 클릭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파이썬
설치를 완료하면 그림 2.4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PowerShell을 실행하고 py -0 명
령어를 실행해 봅니다.5 파이썬 버전이 표시되면 문제없이 설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 목록을 표시함
PS C:\Users\<YOUR_ACCOUNT>> py -0
Installed Pythons found by C:\windows\py.exe Launcher for Windows
-3.8-64 *
# python 명령어도 설치됨
PS C:\Users\<YOUR_ACCOUNT>> python -V
Python 3.8.1

4ㅤ이 책에서 사용한 인스톨러는 64bit 버전의 Windows용입니다. 32bit 버전 Windows를 사용할 때는 ‘Windows x86 executable
installer’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URL https://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32비트-및- 64비트- windows-질문과대답- c6ca9541- 8dce- 4d48- 0415- 94a3faa2e13d
5ㅤpy 명령어는 Windows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y.exe를 실행하면 설치되어 있는 최신 버전의 파이썬을 실행합니다. py.exe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URL https://www.python.org/dev/peps/pep- 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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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Windows용 공식 인스톨러 설치 완료 화면

2.1.4 Ubuntu에서의 이용
Ubuntu를 포함해 리눅스의 각 배포 버전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인스톨러를 제공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포 버전별 패키지 관리 도구를 사용하거나 소스 코드에서 직접
빌드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Ubuntu의 apt 명령어를 이용한 설치 방법을
소개합니다. Desktop 버전의 Ubuntu 18.04.3 LTSLong-Term Support, 최소minimal 구성 상태에
서 동작을 확인했습니다.
apt를 이용한 설치

Ubuntu에는 파이썬 본체 외에 python3.8-venv와 python3.8-pip도 설치합니다. 이 두
패키지는 macOS나 Windows에서는 공식 인스톨러로 설치하면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venv에 관해서는 11.1절, pip에 관해서는 11.2절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실행해 파이썬을 설치합니다.

2.1 파이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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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한 패키지 목록 업데이트
$ sudo apt update
# 파이썬 본체와 표준 도구 설치
$ sudo apt install -y python3.8 python3.8-venv python3-pip

설치를 완료했다면 python3.8 -V 명령어를 실행해 봅니다. 설치된 파이썬 버전이 표시
되면 문제없이 설치를 완료한 것입니다.6
$ python3.8 -V
Python 3.8.0

최근의 리눅스 배포 버전들은 파이썬 3계열을 미리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
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운영체제에 미리 설치된 파이썬 버전이 3.8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python3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실제 실행해 보면 3.8이 아닌 버전
이 실행되기도 합니다. 3.8 이외의 버전이 실행되면 이후 설명에서의 python3 명령어를
python3.8로 바꿔 읽기 바랍니다.

기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의 이용

Ubuntu에서 파이썬 설치에 이용한 apt 명령어는 CentOS 등 다른 Linux 배포 버전에서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배포 버전마다 다른 패키지 관리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입
니다. 예를 들어, CentOS와 Fedora에서는 dnf 명령어, Arch Linux에서는 pacman 명령
어를 이용합니다.7 자세한 내용은 배포 버전별 문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2.1.5 도커 이용
도커Docker8란 컨테이너 가상화container virtualization 기술을 다루기 위한 멀티 플랫폼 도구로,
가상화한 리눅스 환경을 간단하게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도커를 사용하면 여러
플랫폼에서 동일한 리눅스 환경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6ㅤ집필 시점 기준 apt 명령어를 이용해 설치 가능한 최신 버전은 3.8.0이었습니다. 3.8.0과 3.8.1은 기능의 차이가 없으므로 3.8.0 버전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7ㅤCentOS 7 이전 버전에서는 dnf 명령어 대신 yum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8ㅤ URL https://docs.doc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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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5.3절과 7.3절에서 docker 명령어를 이용해 파이썬을
실행합니다.9 이때는 코드 블록 안에 docker 명령어부터 표시합니다.
운영체제별 도커 설치 순서는 공식 문서인 ‘About Docker Engine – Community’10에 설
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커 설치를 완료했다는 것을 전제로 도커를 이용해 파이
썬을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식 이미지를 이용한 파이썬 실행
도커 공식 이미지로 배포한 파이썬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하면 사용하는 머신에 파이
썬을 설치하지 않고도 컨테이너 안에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이
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도커 허브(Docker Hub)11에서 공식 파이썬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
포하고 있습니다.
공식 이미지를 이용해 파이썬을 실행해 봅니다. docker run -it --rm python:3.8.1
명령어 뒤에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할 명령어(예시에서는 python3 -V)를 입력합니다. 첫 번
째 실행 시에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컨테이
너 이미지 다운로드를 완료하면 컨테이너 안에서 python3 -V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결
과를 출력합니다. -it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치 로컬 머신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컨
테이너 안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docker run -it --rm python:3.8.1 python3 -V
Unable to find image 'python:3.8.1' locally
3.8.1: Pulling from library/python
dc65f448a2e2: Pull complete
346ffb2b67d7: Pull complete
dea4ecac934f: Pull complete
8ac92ddf84b3: Pull complete
a3ca60abc08a: Pull complete
9253bd2ee3f6: Pull complete
fad96c8dce44: Pull complete
ec0f51d2752d: Pull complete

9ㅤ이 책에서는 환경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 도커를 이용합니다. 도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코드의 동작은 확인할 수 있으나 출력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ㅤ URL https://docs.docker.com/get-docker/
11ㅤ URL https://hub.docker.com/_/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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