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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
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소개할 때 마치 습관처럼 겸손하게 말하곤 합니다. 알고 보
면 그 일을 제법 잘하는데도 말이죠. 아마도 천성이 착하여 남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보기에 그런가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늘 남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겸손할 필요가 없는 정도일까요? 그 끝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한 사람입니다. 물론 관련 학과를 전공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개발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똑똑한 분들이
프로그래밍에 편리한 도구들을 잘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만 요즘에는 웬만하면 메모리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부분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에는 ‘메모리를 할당했는지, 어디에 할
당했는지,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났는지, 언제 풀어줬는지’ 이런 얘기가 가득했었습니다. 이처
럼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렵고 복잡한 전공 지식이 없어도 개발할 수 있고, 어
려운 것도 뚝딱뚝딱 만들어 내는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전문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전공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 잘 만들고 더 큰 프로젝트를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때부터 전공 지식이 요구됩니
다.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나에게 끝없이 질문하는 듯 느껴집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100
만 건 정도 쌓이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될까?’, ‘이 함수는 검증(테스트)된 거야?’, ‘지금 만든 모
델링이 맞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도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
라면 더욱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세월에 전공 서적을 다 사다 읽을 수도
없고, 대학을 다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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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를 위한 파이썬》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개발자를 위해 파이썬을 이용하여 전
공 지식을 설명하고 실습으로 더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독자들은 처음 보는, 관련 전공을 한 독자들은 학교에서 보았던 용어
와 내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관심사 분리, 시간 복잡도, 느슨한 결합, 추상화, 캡슐화 등의
내용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가며 배우게 됩니다. 비전공자에게는 전공 지식을 핵심적으로 익
힐 기회가 되며, 전공자에게는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상기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
고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가 생소하게 다가오거나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내용이
낯설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어찌 보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앞
서 얘기했듯이, 이 책은 학교에서 여러 과목에 걸쳐 배우는 내용의 핵심을 모아 놓았기 때문
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 읽다 보면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파트 I에서는 이 책에서 배울 전체 범위를 설명합니다. 파이썬에 대해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설
계 원칙과 중요성 등을 배우게 됩니다. 파트 II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봅니다. 관심사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나누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의
함수와 클래스, 모듈,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배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에서 빠질 수 없는 추상화와 캡슐화에 대해 알아보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또한, 여러 테스팅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
니다. 파트 III에서는 실제로 파이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파트 II에서 배운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속, 경량화, 느슨한 결합을 설명하고 실습하게 됩니다. 모든 책이 그렇듯이 한 권의
책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해봤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주제에 대해서는 파트 IV에서 보여줍니다.
《프로그래머를 위한 파이썬》과 함께 전문가의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겸손
할 필요 없는 그곳에서 함께 만나요!
옮긴이 황반석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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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파이썬은 필자와 같은 1989년 12월에 태어났다. 지난 30여 년간 필자 역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왔지만, 파이썬이 거둔 성과는 더 엄청나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데이터 사이
언스와 머신러닝 등의 멋진 작업을 하기 위하여 파이썬을 선택하고 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언어는 파이썬’( 옮긴이 ‘Python is the second-best language for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다)이라
고 하지만, 필자에게는 최고의 언어다.
필자는 미시간대학교 전기 공학 및 컴퓨터 공학과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았다. 당시 교과
과정은 C++와 MATLAB에 중점을 두었으며, 졸업 후 첫 직장에서 이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두 번째 직장에서는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위한 빅데이터 처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셸 스크립트
와 SQL로 개발했다. 또한, 워드프레스로 개인 사이트를 만들 때는 PHP를 사용하기도 했다.
각각의 업무에서 근사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그 어떤 언어도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프
로그래밍 언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언어 자체의 재미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무
렵 한 친구가 루비 라이브러리 개발을 위한 해커톤 프로젝트를 함께하자고 했다.
흑백이던 세상이 형형색색의 빛깔로 가득 차고 잃었던 미각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인터프
리터 언어의 용이함과 루비의 친숙한 구문 덕에 마치 예전부터 루비를 사용해 온 것 같았다.
루비를 사용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필자의 개인 사이트를 파이썬과 장고 웹 프레임워
크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파이썬과 장고 웹 프레임워크로 루비에서 본 것과 같은 즐거움과 학
습 곡선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이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파이썬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받는 언어가 되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뛰어든
개발자들에게는 필자가 과거에 겪은 시행착오가 없어졌을 만큼 발전한 언어가 되었다. 소프트
웨어 개발 직군 전체를 볼 때도 새롭고 흥미로운 길들이 활짝 열리고 있다. 분야별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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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지만, 필자는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하면서 경험한 즐거움을 모두와 나누고 싶다. 이 책
이 그 즐거움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연한 기회에 빠져든 이 멋진 파이썬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만든
것들(웹사이트나 데이터 파이프라인 또는 자동화된 급수 시스템 등)을 필자는 보고 싶다. 그게 무엇이
든지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사진이나 코드 샘플을 python-pro-projects@danehillard.
com으로 보내 주면 고맙겠다.
지은이 데인 힐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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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필자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계마다 도와준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책 출간에 관련한 분들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점을 전하고 싶
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개인 생활과 모든 추가 작업을 어떻게 균형 있게 처리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파트너인 스테파니Stefanie에게, 당신의 지원과 격려, 인내심은 이 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했어
요. 필자의 소홀함을 가볍게 여기고 이 프로젝트에서의 힘든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려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일을 끝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인 킴Kim과 도나Donna에게 감사드립니다.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워 주시고, 늘 격려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필자 옆에서 코딩하느라 수많은 밤을 커피숍에서 함께 보내 준 사랑하는 친구 빈센트 장Vincent
Zhang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이 책을 기획할 때도 도움을 주었을뿐더러 그의 조언은 이 책을

쓰는 데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길을 바꾸면서까지 인내해 준 제임스 응우옌James Nguyen에게 감
사합니다. 그는 이 책의 독자가 되어 주었고, 그의 피드백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그가 해낸 것
들이 자랑스럽습니다.

ITHAKA의 모든 동료의 의견과 지원에 감사합니다. 필자의 신경이 날카로운 시기를 참고 견
뎌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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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거의 모든 언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의 작업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설명한다. 파이썬 언어의 기본을 익힌 후에 읽으면 더 좋다.

누가 읽어야 하나
이 책은 프로그래밍을 이제 막 시작한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에 있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사람들 역시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에 담긴 개념은 유지보수가 더 쉬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더 쉽
게 협업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 재현reproducibility과 증명provenance은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소프트웨
어에 의존하는 연구가 더 많아지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개선할
수 있는 코드인지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된다. 하지만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과 과정은 여전히
다른 분야와 겹치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 온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
게 이 책은 공유나 재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도메인 주도 설계Domain-Driven Design, DDD에 숙달된 사람
이라면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할 수 있겠다. 하지만 파이썬이나 소프트웨어 설계에 익숙
하지 않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길 바란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 책에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 로드맵
이 책은 총 네 파트, 11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파트 I과 파트 II는 간단한 예제로 설명한다. 파
트 III는 이전 장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제를 다룬다. 파트 IV는 이 책을 읽은 후
에 해볼 만한 것을 추천하고,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계획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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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에서는 파이썬의 높아진 명성을 소개하고, 소프트웨어 설계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 1장은 파이썬의 최근 역사를 살펴보고, 파이썬 프로그램 개발을 필자가 좋아하는 이유
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설명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일상 업무에 어
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파트 II, ‘설계의 기초’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개발을 뒷받침하는 고급 개념을 다룬다.

• 2장은 관심사 분리separation of concerns를 다루는데, 이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른 개념의
기본이 된다.

• 3장은 추상화abstraction와 캡슐화encapsulation를 설명한다. 정보를 감추는 방법과 복잡한
로직에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코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

• 4장은 성능에 관해 설명한다. 여러분이 더 빠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데이터 구조와 접근법, 그리고 도구들을 다룬다.

• 5장에서는 단위 테스트부터 통합 테스트까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테
스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파트 III,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하기’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애플리케이
션을 구축해 볼 것이다.

• 6장은 이 책에서 만들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며 프로그램의 기반을 생성하는 연습을
한다.

• 7장은 확장성과 유연성에 대한 개념을 다루며 애플리케이션에 확장성을 추가하는 연습
도 한다.

• 8장은 클래스 상속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클래스 상속을 언제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를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구축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상속을 적용하는 방법도 배운다.

• 9장은 코드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을 소개한다.
• 10장은 느슨한 결합loose coupling을 설명하며, 구축 중인 애플리케이션에서 결합도를 줄이
는 연습을 마지막으로 한다.
파트 IV, ‘다음으로는?’에서는 이후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추천한다.

• 11장은 새로운 교육 자료를 필자가 어떻게 세분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를 위해 공부해야 할 분야를 안내한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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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과 파트 II의 내용이 익숙하다면 몇몇 장을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이 책을 처음
부터 끝까지 읽기를 권한다. 파트 III는 예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순서
대로 읽어야 도움이 될 것이다.
부록에서는 파이썬 설치 방법을 설명한다.

• 어떤 버전의 파이썬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함께 컴퓨터에 설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을 설명한다.

코드에 대하여
깃헙GitHub에 있는 이 책의 저장소(https://github.com/daneah/practices-of-the-python-pro)에서 모든
예제에 대한 소스 코드 전체를 받을 수 있으며, 원서의 홈페이지(https://www.manning.com/books/
practices-of-the-python-pro)에서도 Source Code 메뉴를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예제 코드가 많다. 번호가 매겨진 코드 목록도 있으며, 일반 문장처럼 표기한 코드
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소스 코드는 일반 텍스트와 구별하기 위하여 코드용 서체(code)로 표
현한다.
책에서 표시하는 대부분의 소스 코드는 책의 페이지 영역에 맞도록 줄 바꿈을 한다든지 들여
쓰기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원래의 소스 코드를 재구성하였다. 드문 경우이지만, 소스
코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줄 연속 표시( )를 추가하기도 했다. 코드를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소스 코드에 있는 주석을 생략하였지만, 코드 목록에 주석을 추가하여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각 장의 코드는 파이썬 모듈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독자는 이 책을 보면서 자신만의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를 검사하기 위해서만 제공된 소스 코드를 사용하리라 생각된다. 파트 III에
있는 각 장의 프로젝트는 이전 장의 코드를 기반으로 하지만, 각 장의 소스 코드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동작할 것이다.
이 책의 모든 코드는 파이썬 3로 작성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파이썬 3.7 이상에서
동작한다. 대부분의 코드는 특별한 작업 없이도 이전 버전에서 동작하겠지만, 이 책을 읽고
따라 할 때는 파이썬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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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

개

데인 힐라드Dane Hillard
현재 비영리 고등교육 회사인 ITHAKA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수석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ETL 파이프라인과 원격 측정 데이터에 대한
추론 엔진을 개발하였다.
데인이 초기에 프로그래밍했던 것들은 그의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지에 커스텀 스타일링
을 생성한 것, 라이나서러스Rhinoceros 3D 모델링 애플리케이션의 스트립트를 작성한 것, MS-

DOS 게임인 리에로Liero에 커스텀 스킨과 무기를 만든 것이었다. 그는 창의적인 코딩을 좋아하
며, 그가 사랑하는 음악, 사진, 음식, 소프트웨어를 서로 어떻게 결합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데인은 국제 파이썬 장고 콘퍼런스에서 연설했으며, 누가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할
계획이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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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소뵈르Saint-Sauveur
이 책의 표지 그림은 ‘Homme Finnois’(핀란드 남자)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이다. 이 그림은 자
크 그라세 드 생 소뵈르(Jacques Grasset de Saint-Sauveur, 1757~1810)가 여러 나라의 의상을 그린
‘Costumes de Différents Pays’라는 제목으로 1797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의상 컬렉션 중 하나
다. 이 컬렉션의 모든 그림은 작가가 손으로 정교하게 스케치하고 채색하였다. 자크 그라세 드
생 소뵈르의 컬렉션은 2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도시와 지역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
어져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방언
을 사용했다. 길거리나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이 변하면서 지역별로 구별되던 다양성이 사라졌다. 이제는 도시, 지역,
국가는 물론이고 대륙을 구분하기도 어려워졌다. 어쩌면 우리는 더 다양하고 빠른 기술 중심
의 삶을 영위하고자 문화적 다양성을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비슷비슷한 컴퓨터 책이 가득한 요즘, 매닝은 그라세 드 생 소뵈르의 그림을 소환하여 200년
전 여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상을 책 표지에 담음으로써 IT 업계의 독창성과 진취성을 기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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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형빈(티맥스소프트)
파이썬을 사용하는 주니어 백엔드 개발자에게 정말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썬
중상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코드 리팩토링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과 프로젝
트를 설계하는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예제 코드와 함께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 봤을 법한 주요 개념과 파이썬 언어의 특성을 고려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어서 더 좋
은 코드와 설계를 하는 데 이 책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성모(현대오토에버)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파이썬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단순한 궁금증으로 신
청한 책이었지만, 필자의 말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의 기반이 되는 개념을 쉬운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중요한 기본기를 다시 날카롭게 가다
듬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도 잘 되어 내용 이해가 더 쉬었습니다.
육용수
이 책은 파이썬을 이제 막 배우고 실전에 돌입하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하나
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 설계의 기초, 설계한 내용의 적용과 적용 이후의 해
야 할 것들에 대해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온 예제 코드를 따라 작성하다 보
면 규모에 상관없이 탄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의 퀄리티도 좋고
내용 또한 매우 좋아서 최근 파이썬으로 여러 코드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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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삼성SDS)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에 처음 입문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책입니다. 간단한 파이썬 사용 팁부
터 테스트 코드 작성, 파이썬 코드 튜닝을 위한 프로파일링까지 모든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
해 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고민해야 할 결함도, 복잡도 등의 개념도 쉽게 풀
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파이썬을 떠나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려는 분들이 개념을 잡는 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최근에 본 책 중 가장 쉽고 재밌게 읽었네요.
임혁(나일소프트)
파이썬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더욱 깊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책
입니다. 혼자 파이썬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욱 좋은 품질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난이
도는 중급 이상이지만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황도영(하이퍼커넥트)
파이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주니어 개발자에게 추천합니다. 파이썬의 기초를 다루기
보다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는가’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소개합니다. 다양
하게 소개되는 주제들을 길잡이 삼아 차례차례 정복해 가며 공부하기에 적합한 책입니다. 딱
히 오탈자나 오류를 찾지 못한 책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파이썬 책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어서 베타리뷰를 떠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유명인의 말을 인용해서 글을 전개하는 구성도 좋았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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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RT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

새로운 주제를 배울 때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생각을 쌓아가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파이썬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여러분의 프로
그래밍 실력을 키워 줄 소프트웨어 설계 원칙을 이해하는 초석을 다진다.
프로그래밍이 처음이든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 책을 보는 것이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든 파이썬이 훌륭한 선택임을 이번 파트에서
설명할 것이다.

PART

I

Why it all matters



1



CHAPTER

더 큰 그림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 복잡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파이썬 사용하기
■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설계 절차에 익숙해지기
■ 설계에 공들여야 할 시점 인식하기

필자는 여러분이 이 책을 선택하여 기쁘다. 여러분이 이 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
발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출
하고 싶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완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혹은 이미 소프트웨
어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골랐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의 길에 들
어섰다는 것이다. 축하한다! 전문가처럼 코딩한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과 전략을 배운다는 의미다.
이 책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유틸리티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부터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작
성하는 것까지 파이썬이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크게 키워 줄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필자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울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런 소프트웨어는 개
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거나 가장 바쁜 시간에 여러분에게 던져진 코드 더미
가 될 수도 있다.

3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싶어 할 것이므
로 이에 대해 준비해 보자.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익숙해질
것이며,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전에 구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일들에 새로운
열정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복잡한 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재사용할 수 있는 래퍼wrapper로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
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의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어떤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될 것
이다. 이러한 기술은 여러분 자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신규 프로젝트부터 이전 프로젝트까지
여러분이 맡은 모든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여 줄 것이다.
필자는 파이썬으로 이 책을 진행할 것이다. 파이썬은 지금까지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
래밍 언어이며, 여러분도 그러하길 바란다. 혹시 파이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충분한 시
간을 두고 나오미 세더Naomi Ceder의 《The Quick Python Book》(Manning, 2018)을 먼저 보기를
추천한다.
이 책의 모든 예제는 파이썬 3의 최신 버전으로 작성되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파이썬 3를 먼
저 설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설치 과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이 책의 부록을 참고
하자.

거대한 분열
여러분은 파이썬 2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파이썬 3를 사용하는가? 파이썬 3가 꽤 오래전인 2008년
에 나왔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파이썬 2를 사용한다. 그러고 보니 그해의 음악 차트 상위권에 플로 라
이다(Flo Rida)의 ‘Low’와 앨리샤 키스(Alicia Keys)의 ‘No One’이 있었다.
파이썬 3에는 파이썬 2와 호환되지 않는 변경 사항들이 있다. 하지만 많은 변경 사항을 파이썬 2의 최
신 버전에 적용하여 파이썬 2 사용자들이 파이썬 3로 쉽게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파이썬 2를 사용하는
대형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파이썬 3로 바꾸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하지만 파이썬 2를
사용하는 일부 개발자들은 파이썬 2를 무덤까지 가져가려는 듯하다.

만약 파이썬이 왜 좋은 선택인지 확신이 더 필요하다면 몇 장 더 읽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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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이썬은 엔터프라이즈 언어다
예로부터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로 취급되었다. 개발자들은 파이썬의 성능과 적용성을 부정
적으로 평가하여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다른 언어를 선택하였다. 파이썬은
작은 규모의 데이터 처리 작업이나 개인적인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엔터프라이즈 소
프트웨어 개발에는 자바, C, SAS 등이 계속 사용되었다.

1.1.1 시대의 변화
지난 몇 년 동안 파이썬을 기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 이제 파이썬
은 로봇 공학에서부터 머신러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된다. 지난 10년 동안 성
공한 인터넷 회사들은 파이썬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1.2 필자가 파이썬을 좋아하는 점
파이썬은 신선한 공기와 같다. 필자의 많은 친구, 동료들이 그랬듯 학교에서는 C++를 주로
배웠으며, MATLAB, Perl, PHP 등도 조금 배웠다. 필자가 처음 만든 웹사이트는 PHP로 구
축했고, 자바 스프링으로 해 보기도 했다. 많은 회사의 프로젝트에서 증명하듯, PHP와 자바
는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는 언어이지만 어떤 이유인지 필자에겐 끌리지 않았다.
그러다 파이썬의 문법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이썬의 문법이 뛰어나다는 점은 파
이썬의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파이썬의 문법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영어 문법에 무척 가깝다. 이 덕분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언
어에서의 장황한 구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더 쉽게 다가갔다. 필자는 파이썬으로
print('Hello world!') 명령 결과를 보고 무척 기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다. 필자는 지

금도, 몰랐던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을 발견하면 그들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파이썬은 가독성이 좋다. 이 말은 경험 많은 개발자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의 개발자인 후이 딩Hui Ding은 “빠른 성능은 더 이상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시장의 속도가 중요하다1(이 글은 인스타그램이 파이썬 2에서 파이썬 3로 전환한 것에 대한 훌륭한 글
이다).”라고 했다. 나중에 보겠지만, 파이썬은 프로토타이핑을 빠르게 해 주며, 소프트웨어를

견고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 주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파이
썬을 좋아하는 점이다.

1

The New Stack에서 Michelle Gienow의 ‘Instagram Makes a Smooth Move to Python 3’(https://bit.ly/3a5twO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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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이썬은 교육용 언어다
2017년, 스택 오버플로우Stack Overflow는 전체 질문 중에 파이썬 관련 질문이 10% 이상을 차지
하였고 다른 주요 언어들을 능가했음을 발표했다.2 오늘날 파이썬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것은 파이썬이 왜 편리한 교육 도구인지 말해 주며, 점점 늘어나는 파
이썬 개발자 커뮤니티와 온라인에서의 풍성한 정보는 향후 몇 년 동안 안심하고 파이썬을 선
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여러분이 파이썬 구문과 데이터 타입, 클래스에 기본 지식이 있다고 가정한
다. 전문가의 수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프로그래밍 경험이 조금 있으며 잠시라도 파이썬을
배우고 사용해 봤다면 이 책의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파이썬으로 더 크
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통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에서 배운 것은
다른 모든 언어에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은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여러 개념이 어떤 특정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1.3 설계는 과정이다
설계design라는 단어는 종종 가시적인 결과물이라고 하지만 설계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process에 있다. 패션 디자이너를 생각해 보자. 그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사람
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것이다. 디자이너가 차세대 트렌드로 고객에게 다가가려면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여러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그림 1.1 참고).
디자이너는 이들에게 직물, 패턴,
비용 등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직물 공급자

디자이너

패턴 제작자

판매자

소매업자

고객

각자는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 이들은 각자 독립적이지만,
일을 끝내려면 모두가 필요하다.

그림 1.1 패션 디자이너의 워크플로우. 디자이너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업한다.

2

6

스택 오버플로우 블로그, ‘The Incredible Growth of Python’(https://bit.ly/2PE719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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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원하는 모양과 질감에 맞는 재료를 직물 공급자에게 공급받으며, 다
양한 크기를 만들기 위해 패턴 제작자와 협업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옷은 판매자를 통해 소매
상에 전달되며, 고객은 마침내 옷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리곤 한다.
패션, 예술, 건축 분야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설계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 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스케치하는 과정이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러한 계획은 데이터의 흐
름과 데이터로 동작하는 시스템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1.2는 전자상거래 워
크플로우에 대한 다이어그램이며, 단계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한다.
고객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인증

배송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단계의 작업이 진행된다.

지불

기타 작업

고객

그림 1.2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대한 워크플로우. 이 시스템은 어떤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많은 단위 작업을 한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려는 고객은 대게 로그인을 먼저 하고, 배송 정보를 입력한 후에 비용을
지급한다. 이 정보로 전자상거래 회사가 정보를 처리하여 배송할 수 있는 주문을 생성하게 된
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만들려면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규칙과 오류 검사 등을 처리한다. 사용자는 오류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 사용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적
극적으로 컴플레인할 수도 있다.

1.3.1 사용자 경험
간결하고 명확한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는 종종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사용자에게 원활
하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 사용자 테스트, 강력한 설계가 필
요하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의도한 대로 잘 동작했지만, 출시 후에 사용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할 수도 있다. 해당 작업에 동작하지만 최적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설계상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한다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
별한 문제 없이 이용하길 원하며 개발자도 마찬가지다. 유지보수되지 않은 코드로 작업하면 짜

증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를 때면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심호흡하자.

1.3 설계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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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동네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을 상상해 보자. 잠보니( 옮긴이 빙판을 정비하는 차)가 아이스링크
를 매끄럽게 하면 별로 힘이 들지 않는다. 스케이트 신발에 조금만 힘을 가하면 된다. 하지만 여러 사람
이 빙판을 가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더 힘을 주며 스케이트를 타야
한다.
사용자 경험에서의 마찰은 거칠어진 빙판과 많이 닮았다. 사용자 자신이 하려는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과정이 재미있지는 않을 것이다. 마찰 없는 경험이란 사용자 자신
이 일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진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회사의 보고용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맡았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익
스포트 파일로, 쉼표로 값을 구분하는 데이터Comma-Separated Values, CSV를 사용한다. 하지만 사
용자는 탭으로 값을 구분하는 데이터Tab-Separated Values, TSV가 좋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쉼표 대신 탭으로 구분하도록 업데이트해야지.’라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출력하는 코드를 열
어 보니 다음과 같다.
print(col1_name + ',' + col2_name + ',' + col3_name + ',' + col4_name)
print(first_val + ',' + second_val + ',' + third_val + ',' + fourth_val)

CSV를 TSV로 바꾸기 위해서 6곳의 쉼표를 탭으로 바꿔야 한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줄의 헤더를 출력하는 부분을 봤지만 놓치고 지나칠 수도 있
다. 이를 방지하려면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될 다른 개발자를 위해 구분 값을 상수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파이썬 함수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더 쉽게 만
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탭보다 쉼표를 더 좋아한다고 최종 결정되더라도 한 곳만
수정하면 된다.
DELIMITER = '\t'
print(DELIMITER.join([col1_name, col2_name, col3_name, col4_name]))
print(DELIMITER.join([first_val, second_val, third_val, fourth_val]))

작업을 멈추고 시스템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투박한 부분이
보이거나 어떤 가정이 정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놀라게 될 것
이며 이러한 발견은 여러분에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반복되는 패턴
과 일반적인 실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것은 상당히 효
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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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여러분은 이미 설계를 해 봤다
여러분이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예전에 설계를 해 봤을 것이다. 완료해야 하는 어떤 작업
의 목표를 다시 생각하기 위하여 잠시 코딩을 중단한 때를 떠올려 보라. 개발 방향을 변경해
야 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떠올리진
않았는가?
그 작은 순간들 자체가 바로 설계 과정이다.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목표와 현재 상태를 파악
하여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를 정한다. 개발 과정에서 이런 순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개발
초기에 갖게 되면 장단기적인 이점을 모두 얻게 될 것이다.

1.4 설계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 설계를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
다. 매번 개발 작업 전에 설계하는 시간을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겠지만, 코딩하기 전에
별도의 설계 과정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하면 잠재된 위험 요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민감한 사용자 정보
가 노출되는 취약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또한,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지,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의 부분 요소들을 단순화하거나 결합 또는 분할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시스템의 다른 요소들이 동일한 작업을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의 각 부분을
구별해 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로 보면 시스템 요소들을 어떻게 재편성할 수 있는
지, 또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1.4.1 소프트웨어 설계의 고려 사항
우리는 종종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생각한 ‘사용자’보다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되곤 한다.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자’일 때도 있고, 소프트웨어의 추가 기능을 개발하려는 사람이 ‘사용자’일 때도 있
다. 또한, 자신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자신이 유일한 사용자일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관점으로 소프트웨어를 보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용한다.

1.4 설계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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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와 캡슐화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 대규모 시스템에서 추상화의 가치를 이해하기
■ 관련 코드를 클래스로 캡슐화하기
■ 파이썬에서 캡슐화, 상속, 조합 사용하기
■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스타일 이해하기

앞에서 코드를 함수, 클래스, 모듈로 구성하는 것이 관심사를 분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코드의 복잡성을 분리할 수도 있다. 개발하는 소프
트웨어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항상 기억하기는 어렵다. 이번 장에서는 코드를 작은 단위로
만들기 위하여 추상화와 캡슐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당 코드가
필요할 때 그 세부 사항만 살펴보면 된다.

3.1 추상화란?
‘추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필자는 잭슨 폴락Jackson Pollock의 그림이나 콜
더Calder의 조각상이 떠오른다. 추상 미술은 구체적인 형태로부터 자유로움을 나타내며, 특정
주제를 암시하는 형태를 취하곤 한다. 그렇다면 추상화abstraction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가져다
그것이 가진 구체성을 제거하는 과정일 것이다. 소프트웨어에서 추상화라는 말이 바로 이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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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블랙박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의 부분들이 전체의 개념을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함수를 개발하면 그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할 필요 없이 함수의 목적에 맞는
곳마다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함수는 블랙박스가 된다. 블랙박스는 정상적으
로 작동하는 계산 또는 동작이며, 해당 함수가 필요할 때마다 함수를 열어서 코드를 검사할
필요가 없다(그림 3.1 참고).

입력 데이터

마법의 블랙박스

출력 데이터

이 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만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필요는 없다.

그림 3.1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블랙박스로 취급함

상품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중립적인지 판단하는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구
축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시스템은 그림 3.2와 같이 여러 단계가 있다.
1 리뷰를 문장으로 나눈다.
2 각 문장을 단어 또는 구문으로 나눈다. 보통 이것을 토큰token이라고 부른다.
3 단어의 변형을 원형으로 단순화한다. 이것을 표제어 추출lemmatization이라고 부른다.
4 문장의 문법 구조를 알아낸다.
5 문장을 학습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리뷰 내용이 어느 쪽인지 계산한다.
6 전체적인 리뷰의 강도를 계산한다.
7 최종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중립적인지 판단한다.

감정 분석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는 여러 줄의 코드로 구성된다. ‘문장으로 나누기’와 ‘문법 구
조 판단하기’ 등의 개념으로 해당 코드를 묶으면, 한 번에 전체 코드를 이해하려고 할 때보다
쉽게 전체 워크플로우를 따라갈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단계를 자세히 알고 싶어 할
경우, 해당 부분을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다. 구현체를 추상화한다는 개념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데도 유용하지만,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코드로 형식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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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많이

나는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
사용한다
이것
많이

나 (주어)
사용한다 (동사)
이것 (목적어)
많이 (수식어)

+0.5

+0.23
긍정적

문장 분리

단어 분리

표제어 추출

품사 식별

어느 분류인지
계산

강도 계산

중립적
부정적

상품 리뷰

각 단계는 상품 리뷰 문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전체 워크플로우는
하나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을 갖지만 그 사이에 많은 작업이 진행된다.
자신만의 입력과 출력을 가진 독립된 함수로 분리하면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그림 3.2 상품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2장에서 관심사를 식별하는 방법과 그것을 함수로 추출하는 방법을 배웠다. 동작을 함수로
추상화하면, 입력 데이터와 반환 데이터의 타입이 변하지 않는 한, 그 함수가 결과를 계산하
는 방식을 변경하는 게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해, 함수의 버그를 수정하거나 계산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자 할 경우, 다른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동작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유연성을 준다.

3.1.2 추상화는 양파와 같다
그림 3.2에서 봤듯이,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는 일반적으로 하위 개념의 코드를 나타낸다. 하지
만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판단하는 등의 작업도 꽤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코드는 추상
화 계층의 도움을 받으며, 간단한 동작을 지원하는 하위 개념의 함수는 점차 상위 개념의 동
작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의 코드를 작성하고 읽는 것은 마치 양파 벗기기와
같아서 매우 작고 핵심적인 코드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드러난다.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기능은 점차 복잡해짐과 동시에
재사용성이 감소한다.
문자열 처리,
데이터베이스
작업

HTTP 호출
신용카드 처리
전자상거래 시스템

그림 3.3 추상화는 복잡한 계층에서 역할을 한다.

3.1 추상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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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작고 집약된 동작을 하위 계층에 두며 거의 변경되지 않게 한
다. 이보다 더 큰 개념이나 비즈니스 로직, 또는 복잡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비교적 바깥쪽에
둔다. 이것들은 요구 사항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작은 단위의 동작을
이용하게 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완성된 프로그램이 하나의 긴 절차적 코드로 되는 게 일반적이다. 프로토타
입을 만드는 거라면 이것도 괜찮지만, 뭐 하나 수정하거나 버그를 고치기 위해 100줄 이상의
코드를 모두 읽어야 한다면 유지보수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인 추
상화를 도입하면 관련 코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파이썬에서 함수, 클래스, 모듈과 같은
기능은 추상화를 도와준다. 파이썬에서 함수를 사용하면 리뷰 분석 워크플로우의 처음 두 단
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자.
리스트 3.1의 코드를 보면, 비슷한 작업을 두 번 수행한다. 문장에서 문자열을 분리하는 것과
각 문장에서 단어를 분리하는 것은 매우 유사한 작업이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입력을 가지
고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해당 작업을 함수로 만들지를 고려해야 할 타
이밍이다.
리스트 3.1 문단을 문장과 토큰으로 나누는 과정

import re
product_review = '''This is a fine milk, but the product
line appears to be limited in available colors. I
문자열인 상품 리뷰
could only find white.'''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 매칭

sentence_pattern = re.compile(r'(.*?\.)(\s|$)', re.DOTALL)
matches = sentence_pattern.findall(product_review)
sentences = [match[0] for match in matches]
Findall은 문장� 공백
word_pattern = re.compile(r"([\w\-']+)([\s,.])?")
for sentence in sentences:
matches = word_pattern.findall(sentence)
words = [match[0] for match in matches]
print(words)

리뷰에서
모든 문장 찾기

쌍의 리스트를 반환함
한 단어와 매칭
각 문장에서 모든
단어를 가져옮

sentences와 words를 찾는 작업이 비슷하다. 특정 표현식과 매칭하는 패턴을 사용한다. 코

드를 복잡하게 만드는 findall의 결과를 처리하는 작업 등의 코드도 처리해야 한다. 언뜻 보
면, 이 코드의 의도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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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실제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문장과 단어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 매우 어렵다. 실제로, 문장과 단어
를 파싱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확률 모델링(probabilistic modeling)을 사용하여 결과를 결
정한다. 확률 모델링은 대량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결과가 항
상 같은 건 아니다! 자연어는 복잡하다.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해하길 원할 때, 대량의 테스트 데이터
가 사용된다.

추상화가 문장을 파싱하는 작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파이썬 함수들로부터 약간 도움
을 받으면 조금은 단순해진다. 다음 코드는 패턴 매칭을 get_matches_for_pattern 함수로
추상화된다.
리스트 3.2 리팩토링된 문장 파싱

import re

def get_matches_for_pattern(pattern, string):
matches = pattern.findall(string)
return [match[0] for match in matches]

패턴 매칭을 위한
새로운 함수

product_review = '...'
sentence_pattern = re.compile(r'(.*?\.)(\s|$)', re.DOTALL)
sentences = get_matches_for_pattern(
이제� 함수에 어려운
sentence_pattern,
작업을 시킬 수 있다�
product_review,
)
word_pattern = re.compile(r"([\w\-']+)([\s,.])?")
for sentence in sentences:
words = get_matches_for_pattern(
word_pattern,
sentence
)
print(words)

필요할 때마다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다�

개선된 파싱 코드를 보면, 리뷰 내용이 조각들로 분리되었음이 더 분명해졌다. 잘 지은 이름
의 변수와 명확하고 짧은 for 루프를 사용하여 2단계의 처리 구조도 명확해졌다. 나중에 이
코드를 살펴보는 사람은 메인 코드를 읽을 것이며, get_matches_for_pattern이 궁금하거나
변경하고 싶어질 때만 get_matches_for_patter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추상
화는 명확성과 코드 재사용성을 프로그램에 더해 준다.

3.1 추상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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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추상화는 단순화하는 것이다
추상화는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유용하다. 추상화는 자세히 알고자 하기 전까지 해
당 기능의 복잡성을 숨겨둔다. 이것은 기술 문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드 라이브러리
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다.
코드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책의 한 단락을 이해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단락은 몇 줄의 코
드처럼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그 문장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을 수 있다. 소프트
웨어로 말하자면,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하는 코드이거나 여러분이 사용한 것과는 다른 코드가
있을 수 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보듯, 소프트웨어에서는 긴 작업의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에 주석을 부지런히 달아 두면 나중에 찾아볼 수 있다.
주석 달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관련된 코드를 함수로 추상화하여 무슨 작업을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리스트 3.1과 3.2에서 보았듯이, get_matches_for_pattern 함수
는 문자열에서 지정된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가져온다. 이렇게 리팩토링되기 전에는 해당 코
드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팁

파이썬에서는 docstring을 이용하여 모듈이나 클래스, 메서드, 함수에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것은 이러한 구성(모듈, 클래스, 메서드, 함수)의 시작 부분에 두어, 해당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특별한 코드 줄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Docstring)를 보자.

추상화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거나 기억해야 하는 데 소모되는 노력을 줄여 주므로 소프트
웨어 기능에 집중할 시간을 벌어 준다.

3.1.4 분해는 추상화를 가능하게 한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분해는 어떤 것을 구성 요소로 분리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에서 이 말
은 단일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함수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1장에서 얘기한 설계
와 워크플로우와도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공통점은 함께 동작하는 작은 부분으로 작성된 소
프트웨어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보다 유지 관리가 쉬운 코드가 된다는 것
이다. 이것은 코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림 3.4는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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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목록
세금 계산

전자상거래
시스템

장바구니

배송비 계산

할인 적용
결제 처리

이 시스템은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있어서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시스템을 구성 단계로 나누면
발생하는 작업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각 단계를 작업으로 나누면
실행 가능한 기능들이 된다.

그림 3.4 세분화된 구성 요소로 분해하면 쉽게 이해하기 쉽다.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는가? 가장 왼쪽처럼
하나의 큰 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마치 선적 컨테이너에 집 한 채를 그대로 포장하는 것과 같다.
오른쪽처럼 만드는 것은 집에 있는 각 방을 운반할 수 있는 작은 상자로 정리하는 것과 같다.
분해는 큰 아이디어를 작은 단위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

3.2 캡슐화
캡슐화encapsulation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이다. 이것은 한 단계 더 분해해 준다. 분해는

관련 코드를 함수로 만들지만, 캡슐화는 관련 함수와 데이터를 더 큰 구조로 만든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장벽(또는 캡슐)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파이썬에서는 어떤 구조를 사용할
수 있을까?

3.2.1 파이썬의 캡슐화 구조
대부분 파이썬에서 캡슐화는 클래스로 동작한다. 클래스에서의 함수는 메서드가 된다. 메서
드는 함수와 비슷하지만 클래스 안에 포함되며, 클래스의 인스턴스나 클래스 자체를 입력으
로 받곤 한다.

3.2 캡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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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에서 모듈은 캡슐화의 또 다른 형태다. 모듈은 클래스보다 상위 개념이다. 모듈은 관련
된 여러 클래스와 함수를 모두 그룹화한다. 예를 들어, HTTP 작업을 처리하는 모듈은 요청
과 응답에 대한 클래스와 URL을 파싱하는 함수가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대부
분의 *.py 파일은 모듈로 간주할 것이다.
파이썬에서 가장 큰 캡슐화는 패키지다. 패키지는 관련된 모듈을 디렉터리 구조로 캡슐화한
다. 패키지는 다른 사람들이 설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Python Package Index(PyPI)에 배
포되곤 한다.
그림 3.5를 보면 장바구니 부분이 별개의 동작으로 분해되었다. 분해된 것들 역시 독립적이며,
서로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작업을 수행한다. 동작들 간 필요한 협업은 장바구니의 상위 단계
에서 조정된다. 장바구니 자체는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독립적이며, 필요한 모든
정보는 여기로 전달될 것이다. 캡슐화된 코드 주위에 성벽으로 둘러싸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를 지나다니기 위한 통로는 함수와 메서드다.

세금
계산

전자상거래
시스템

배송비
계산

장바구니

할인
적용

그림 3.5 시스템을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면, 동작과 데이터를 분리된 조각으로 캡슐화할 수 있다.

캡슐화를 사용하면 특정 코드의 책임을 줄일 수 있으며, 복잡한 종속성을 피할 수 있다.

그림의 각 부분들 중에 다음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

• 메서드?
• 클래스?
• 모듈?
•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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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소프트웨어
테스트하기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 테스트의 구조 이해하기
■ 애플리케이션에 다양한 테스트 방법 사용하기
■ unittest 프레임워크로 테스트 작성하기
■ pytest 프레임워크로 테스트 작성하기
■ 테스트주도 개발 채택하기

이전 장에서는 유지보수를 위해 잘 지은 이름의 함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
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기능을 계속 추가해도 애플리케이션
이 여전히 의도한 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지속해서 오랫동안 운영되
길 바라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수명에 대한 약간의 보증이 필요하다. 테스트는 새로운 기능
이 올바르게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여러분의 코드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러한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여 지속해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게 해 준다.
테스트는 우주선의 발사와 비행기의 비행과 같이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엄격하고 규격화된 과정일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는 매우 엄격하며 때로는 수학적으로 증명
할 수 있다. 테스트는 그 자체로도 꽤 멋지지만 대부분의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하거나
실용적인 수준 이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 개발자들이 자신의 코드를 테스트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도구를 설명하며, 몇 가지 테스트를 만들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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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프트웨어 테스트란?
느슨하게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예상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함수에 어떤 입력이 주어질 때 기대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부터 한 번에 100
명의 사용자가 접속할 때 애플리케이션이 잘 처리하게 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개발자인 우리
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테스트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면,
로컬 서버를 돌리면서 코드에 따라 브라우저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테
스트의 한 형태다.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검사 시간을 높이면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고 생각할 수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특히 테스트 관련 도구와 프로세스에 익숙한 상태라
면 이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테스트는 동작이나 성능상 버그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에 있을 코드 리팩토링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분의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한 코드일수록 테스트하는 시간을 더 많
이 할애해야 한다.

5.1.1 의도한 대로 하는가?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이유 하나는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잘 지
은 이름의 함수는 그 이름만으로도 어떤 의도로 만들고 동작하는지를 설명하지만, 그것은 마
치 지옥으로 가는 길이 좋은 의도로 포장된 것과 같다. 필자는 의도한 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다고 믿었던 함수가 시간이 지나서야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함수를 다시 만든 적이
셀 수 없이 많다.
때로는 실수한 것들을 쉽게 발견하곤 한다. 익숙한 코드에서의 오타나 예외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더 까다로운 버그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올바른 테스트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향후에 나타날 유
사한 문제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다. 특정 종류의 문제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
여러 범주의 테스트가 존재한다. 이 책에서 몇 가지를 다룰 것이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5.1.2 기능 테스트의 구조
앞에서 테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 올바른 결과를 만들도록 할 수 있다고 했
다. 이러한 유형의 테스트를 기능 테스트functional testing라고 한다. 왜냐하면 코드가 올바르게 동
작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5.6절에서 설명할 다른 유형의 테스트(예를 들어 성능
테스트)와는 대조적이다.

88

CHAPTER 5 소프트웨어 테스트하기

기능 테스트 전략은 규모와 방법이 다양하지만, 기능 테스트의 기본 구조는 일관성을 유지한
다. 주어진 입력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올바른 결과를 내는가를 검사하기 때문에, 모든 기
능 테스트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몇 가지 특정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준비한다�

2 소프트웨어에서의 예상 결과를 식별한다�
3 소프트웨어의 실제 결과를 얻는다�

4 실제 결과와 예상 결과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림 5.1과 같이, 테스트를 만들 때 입력을 준비하고 예상하는 결과를 식별하는 것은 개발자
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지만, 실제 결과를 얻고 비교하는 것은 코드 실행에 의해 행해진다.

입력 준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여러분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 예측

실제 결과

실제 결과와
예상 결과 비교

실제 코드를 실행하여
결정된다.

동일한 결과라면, 테스트 통과.
다른 결과라면, 테스트 실패.

그림 5.1 기능 테스트의 기본 흐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구성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여러분이 만든 테스트를 코드가 동작
하는 방법에 대한 명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은 오래전에(또는 지난주에) 작성한
코드를 다시 볼 때 효과가 나타난다. calculate_mean 함수에 대한 올바른 테스트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정수 배열인 [1, 2, 3, 4]가 주어질 때, calculate_mean 함수의 예상 결과는 2.5이다.
calculate_mean의 실제 결과가 이와 같은지 확인하자.

이 형식은 더 큰 함수형 워크플로우로 확장된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입력’은 상품을 클릭
한 후에 ‘장바구니에 담기’를 클릭하는 것일 수 있다. 예상되는 ‘결과’는 그 상품이 장바구니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기능 테스트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5.1 소프트웨어 테스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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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55-DE-232에 대한 페이지에 가서 ‘장바구니에 담기’를 클릭하면, 55-DE-232가 장바구니
에 표시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테스트에서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 좋다. 다음 절에서는 기능 테스트를 작성하는 이 방법이
몇 가지 다른 테스트 방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5.2 기능 테스트 방법
기능 테스트는 실제로 여러 형태를 취한다. 개발자인 우리가 지속해서 하는 자잘한 점검부터
배포하기 전에 시작되는 완전히 자동화된 테스트까지 그 기능과 범위가 다양하다. 우리는 테
스트 중 일부의 유형을 살펴보겠지만, 필자는 그것들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모두를 살펴보길 권한다.

5.2.1 수동 테스트
수동 테스트manual testing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어떤 입력을 주어 예상한 작업을 수행하

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워크플로우를 만들었다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생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패스워드
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유효하지 않은 패스워드를 사용할 때는 새로운 사용자를 생성하
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는지도 검사한다.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용자가 경험하는 것 중 작은(일회성) 부분이
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경우를 검증해야 한다. 이들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사용자
가 등록할 수 없게 되거나 기존의 계정 정보에 덮어쓰게 될 것이다. 이 코드가 매우 중요하다
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수동 테스트를 하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놓칠 수 있다. 새로운 버그나
테스트해야 할 새로운 것들을 수동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다른 테
스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5.2.2 자동화된 테스트
수동 테스트와는 반대로, 자동화된 테스트automated testing는 금요일부터 긴 주말을 보내려 할 때
테스트할 것을 빠뜨릴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
게 한다. 이 가상의 상황이 실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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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테스트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강화하여 변경 사항이 예상한 동작을 하지 않는
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수동 테스트보다 절약되는 시간은 애플리케이션을 더 창의
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자동화
된 테스트에 통합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 버그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목록에 넣어둔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볼 대부분의 테스트는 자동화된 테스트다.

5.2.3 수락 테스트
장바구니에 담기 워크플로우 테스트와 본질적으로 가장 유사한 수락 테스트acceptance testing는
시스템의 상위 수준의 요구 사항을 검사한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소프트웨어는 지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허용된 것이다. 그림 5.2에서 보듯이, 수락 테스트는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구매
워크플로우를 통과하여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것들
은 비즈니스(항상 동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미션 크리티컬( 옮긴이 mission-critical, 업무 수행을 위하
여 가장 중요한(필수 불가결한) 요소)한 점검이다.

수락 테스트는 종종 비즈니스 이해관계자가 수동으로 수행하지만, 엔드-투-엔드end-to-end 테스
트를 통해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다. 엔드-투-엔드 테스트는 적절한 데이터가 전달되면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일련의 작업이 수행됨을 확인시켜 준다. 이것을 사용자의 관점으로
워크플로우를 표현한다면, 장바구니에 담기 워크플로우와 거의 비슷하게 된다.

(0)

(0)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대한
수락 테스트는 사용자가 상품
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으며, 그
상품을 성공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장바구니에 담기

장바구니에 담기

(1)

장바구니

(1)
이것은 각 페이지가 올바른
정보를 표시하고 전달하는지를
자동화된 엔드-투-엔드 테스트로
구현될 수 있다.

삭제하기

그림 5.2 수락 테스트는 사용자 관점에서 워크플로우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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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Cucumber(https://cucumber.io)와 같은 라이브러리는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제출 버튼 클릭(click the
Submit button)’과 같은 자연어로 기술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테스트는 종종 복잡한 코드보다 이
해하기 훨씬 쉽다. 자연어로 각 단계를 작성하면 회사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
스템을 문서화할 수 있다.
행동 주도 개발(Behavior-Driven Development, BDD)의 개념은 코딩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없
더라도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게 해 준다. BDD는 원하는 결과를 먼
저 정의하고 나중에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코드를 구현하기만 하는 방법으로, 많은 회사에서 사용한다.

엔드-투-엔드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가치가 높은 영역을 검사한다. 만약 장바구
니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상품을 살 수 없으며, 매출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는 광범위한 기능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만약 워크플로우의 어
느 한 단계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전체 엔드-투-엔드 테스트가 실패하게 된다. 작은 단위로
세분화된 테스트 세트를 생성하면 전체 워크플로우가 정상인지뿐만 아니라 실패한 단계를 구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
엔드-투-엔드 테스트는 가장 덜 세분화된 것이다. 그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5.2.4 단위 테스트
단위 테스트unit testing는 이 장에서 따로 빼서 설명해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단위 테스트

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작은 부분들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며, 엔드-투-엔드 테스트 같은 대
규모 테스트를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 준다. 5.4절에서 파이썬에서 단위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정의

단위(unit)는 ‘단위원(unit circle)’에서의 ‘단위’처럼, 작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의 일부다. 단위를 구성
한다는 것은 매우 철학적이지만, 올바른 동작의 정의는 테스트를 위해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코드 조각이다. 함수는 일반적으로 단위로 간주된다. 함수는 적절한 입력으로 호출되어 개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함수 내의 코드는 분리될 수 없으므로 단위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클래스는 분
리될 수 있는 많은 조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단위보다 크다. 하지만 종종 하
나의 단위처럼 취급되곤 한다.

단위 테스트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개별 코드 단위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소프트웨어의
작은 부분들이 예상한 대로 작업하는지를 검사한다.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이므로 테스트를 시작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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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는 함수형 단위 테스트의 가장 일반적인 대상이다.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다. 왜냐하면
함수의 입출력 특성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 코드의 관심사를 작은 함수들로 분리했다면, 기
능 테스트 방법을 애플리케이션에 간단히 적용할 수 있다.
관심사 분리, 캡슐화, 느슨한 결합을 사용하여 코드를 구성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한다. 코드를 테스트하기 쉽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작성
한 테스트로 충분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단위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을 고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작고
분리된 조각이다.
파이썬에서 대부분의 단위 테스트는 예상된 결과와 실제 결과를 단순히 동등 비교하여 검사
한다. 지금 바로 하나를 검사해 보자. 파이썬 REPL을 열고 다음과 같이 calculate_mean 함
수를 생성하자.
>>> def calculate_mean(numbers):
...
return sum(numbers) / len(numbers)

이제 여러 입력에 대해 예상한 결과와 실제로 실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검사할 수 있다.
>>> 2.5 == calculate_mean([1, 2, 3, 4])
True
>>> 5.5 == calculate_mean([5, 5, 5, 6, 6, 6])
True

다른 숫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REPL에서 했을 때도 calculate_mean 함수가 올바른 결과를
내는지 검증해 보자. 함수의 동작을 바꿀 수도 있는 다음의 유용한 입력 세트를 살펴보자.

• 음수들을 입력했을 때, 올바르게 동작하는가?
• 리스트에 영(0)이 포함되었을 때, 올바르게 동작하는가?
•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 동작하는가?
이런 종류의 호기심은 실제로 테스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종종 여러분의 코드에
보이지 않던 문제를 발견하게 해 주어, 고려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마주하기 전에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준다.

5.2 기능 테스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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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 calculate_mean([-1, 0, 1])
고려하지 않은
True
예외 상황이 발생한다�
>>> 0.0 == calculate_mean([])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tdin>", line 1, in <module>
File "<stdin>", line 2, in calculate_mean
ZeroDivisionError: division by zero

리스트가 비었다면 0을 반환하도록 calculate_mean을 수정할 수도 있다.
>>> def
...
...
...
>>> 0.0
True

calculate_mean(numbers):
if not numbers:
return 0
return sum(numbers) / len(numbers)
== calculate_mean([])

훌륭하다. calculate_mean은 우리가 던진 모든 조건을 통과했다. 단위 테스트는 엔드-투-엔
드 테스트처럼 더 큰 규모의 테스트 작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임을 기억하
자. 이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테스트를 살펴볼 것이다.

5.2.5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는 개별 코드들이 예상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지만, 통합 테스트integration testing
는 그림 5.3과 같이 올바른 작업을 위해 일련의 단위 작업 전체가 잘 동작하는지에 초점을 둔
다.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총 10개의 완벽한 단위 기능이 있지만 그것들을 결합해도 원
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면, 그것들은 전혀 쓸모없는 것일 뿐이다.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테
스트는 보통 사용자 관점에서 진행되지만, 통합 테스트는 코드의 동작에 더 초점을 둔다. 이
것들은 서로 다른 개념을 갖는다.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생성

통합 테스트는 여러 부분 간
상호작용 결과를 확인한다.

레코드 읽기

레코드 업데이트

레코드 삭제

그림 5.3 통합 테스트는 단위 작업들이 어떻게 함께 동작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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