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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스크립트란,� 웹어셈블리� 기반의�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파이

썬�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하면서도� 파이썬의� 강력한� 기능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새로운� 스크립트� 언

어입니다.� 주피터� 노트북,� 코랩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홈페이

지와�혼용하여�사용할�수� 있는�특징이�있습니다.

파이스크립트는�현재� lastest� 버전이�출시되었는데요.

아직� 로딩� 속도는� 느린편이고� 일부� 기능은� 예상대로� 작동하지는� 않습

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받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또한� 초기에� 매우�

불안정하였지요.� 파이스크립트가� 대중적인� 각광을� 받게� 된다면� 분명�

파이스크립트는�더더욱�발전할�것입니다.�

파이썬�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요즈음� 프로그램계에서� 인기순위� 1

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파이스크립트� 또

한�이목을�끌게�되는�것은�당연한�수순이�되지�않을까�전망됩니다.

파이스크립트는�매우�매력적인�스크립트�언어입니다.

파이썬의� 간결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는� AI를� 전문적으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선형,� 릿

지,� 라쏘� 회귀� 모듈을� 통한� 매출량� 예측,� 훈련된� 데이터를� 통한�

opencv� 라이브러리를�활용,� 영상� 속의�사람의�얼굴이나�신체�부위�등

의�위치를�파악하는�부분�또한�다루고�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매력적인� 파이스크립트가� 미래� 시대에� 자바스크립트와�

더불어�양대�산맥을�이룰�것을�기대합니다.

파이�스크립트?그게�뭐꼬?

아직은�안정화가�필요한�버전.

그럼에도�매력적인�스크립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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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I
파이스크립트의

시작

파이스크립트란�무엇일까요?

짧은�코드로�실습해보며�따라해�본다면

이해도가�한층�더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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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이스크립트�구경하기

파이스크립트란�무엇일까요?

파이스크립트의�정의를�논하기에�앞서�

실제�결과물을�먼저�본다면�이해가�쉽습니다.

그리고�도전하고�싶은�개발�욕구를�불러�일으키지요� :)

“개발� 욕구야�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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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스크립트가�무엇인지�한� 눈에�확인할�수� 있는�샘플들이�마련되어�있

습니다.� 컴퓨터에서�다음� URL을� 방문하세요.

http://dreamplan7.cafe24.com/pyscript-book/

그리고� 파이스크립트� 구경�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

어� 보세요.� 6개의� 메뉴들이�

보일�겁니다

.

ü 첫번째�샘플

여기서� ‘선형회귀’� 메뉴를�선택해볼까요?

그러면� 10� ~� 20초� 가량의� 로딩� 시간� 소

요� 후,� 파란� 글씨가� 단계별로� 진행� 상태를�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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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엑셀�같은�표가�나타났다가,

그� 후� 꺾은선�그래프가�표시됩니다.� 무슨� 일이�일어난�걸까요?

금방�일어난�일은�독자�여러분의�컴퓨터가�싸이킷�런이라는�인공지능�모

듈을� 작동시켜� 실시간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매출량� 통계� 또한� 실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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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예측한�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녹색� 선은� 컴퓨터가� 예측한� 것이고,� 빨간� 선이� 원본

이지요.� 예측량이� 그리�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높낮이를� 따라가는�

걸� 볼� 수가�있지요?

파이스크립트는� 이렇게� 인공� 지능� 모듈을� 사용하여� 통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ü 두번째�샘플

앞에서�보신�샘플은�선형회귀라�하여�가장�표준적인�머신�러닝�알고리즘�

중의�하나입니다�정확도가�그리�높진�않은�데요.�

선형회귀의� 단점을� 좀� 더� 보완한� 것으로� 대표적인� 릿지� 회귀,� 라쏘� 회귀

가�있습니다.

릿지회귀와�라쏘회귀는�알고리즘은�약간�다르지만�비슷한데요.

이� 번� 샘플은�릿지회귀와�라쏘회귀를�동시에�다룹니다.

파이스크립트� 구경� � 릿지/라쏘� 회귀� 메뉴

를�선택하면

역시�얼마간의�로딩시간�경과�후,

앞에서와는�다른�화면을�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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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미지에서�알고리즘�선택�우측의�화살표를�클릭하면,�

머신러닝이�학습할�알고리즘을�선택할�수� 있는데요.�

릿지회귀,� 라쏘회귀� 2가지를�제공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알파값이라는�옵션을�

선택할�수� 있는데요.

이� 옵션은�릿지,� 라쏘� 회귀에서�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조정하는� 수치입니

다.�

본� 예제에서는� 10� 이라는�옵션이�가장�정확도가�올라가는�수치이지요.

알고리즘과�알파값을�선택하면�훈련�수행�화면�표시�후에,

결과�그래프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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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샘플과는� 다르게� 녹색선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ü 세번째�샘플

첫� 번째,� 두� 번째� 샘플이� 실시간으로� 학습,� 예측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예제는�이미�학습된�데이터를�기반으로�예측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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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샘플인� 동영상� 안면� 인식� 메뉴

를�선택�후� 화면을�주시하세요.�

로딩� 화면이� 지난� 후,� 영상을� 불러오는�

안내�문구가�순차적으로�표시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는

데요,� 뚝뚝� 끊기며� 재생

됩니다.� (PC� 사양에� 따

라�정도는�다릅니다)

표시되는� 하얀� 색� 사각

형� 상자는� 원래� 영상에

는�없는�부분인데요.�

OpenCV� 라는� 인공지능�

모듈이� 모델의� 얼굴� 부

분을�인식해서�사각형으로�그� 영역을�표시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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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이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실시간� 영상에서� 사람� 얼굴의� 인식이�

가능합니다.

ü 네번째�샘플

네� 번째,� 동영상� 신체� 인식을� 선택해� 보

세요.� 세� 번째와� 비슷하나� 이번� 샘플은�

여러사람이� 길을� 오가는� 장면에서� 사람들

의� 신체� 부위를� 인식하여� 녹색,� 빨강색,�

파랑색�상자로�표시합니다.� (� 상체,� 하제,� 전신� 영역� )

네� 번째�샘플은� 세� 번째와� 달리� HTML� 캔버스�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영

상� 화질은�더� 높으나�더� 성능이�높습니다.

ü 다섯번째�샘플

다섯� 번째� 샘플� 파이스크립트� REPL은� 개발자� 입장에서� 아주� 재미난� 기

능인데요.� 그� 것은� 파이썬� 코드를� 실시간으로� 실행하는� 기술이기� 때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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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를� 선택하시면� 로딩� 화면이� 경과된� 후�

다음�화면이�표시될�텐데요.

직접�실행해볼�수� 있는� 2개의�샘플�소스를�제공합니다.

샘플#2� 소스를� 복사해� 다음� 표시� 상자에� 붙여넣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

면,� (마우스를�상자�우측아래�위치하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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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000개의�점을�찍어�그래프로�표시합니다.

파이썬을� 익혀보신� 분이라면� 주피터� 노트북이나� 코랩에� 대해� 직접� 해보

셨거나�들어보셨을�텐데요.� 그와� 비슷한�기술이라�볼� 수� 있습니다.

ü 여섯번째�샘플

마지막� 여섯� 번째� 샘플은� 파이스크립트� 특성보다는� 일반� 웹에� 가깝습니

다.� REST� 종류의�웹� API를� 호출하고�그� 응답에�따라�처리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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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를�선택하면�잠깐의�

로딩�시간이�경과�후,

랜덤한�개� 이미지가�표시됩니다.�

랜덤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이미지가� 변경되는�

점이�재미있지요.

잘� 구경하셨나요?

파이� 스크립트는� 이처럼� 재미난� 기술인

데요,

아직� 속도는� 느리나,� 향� 후� PC� 성능� 향상,� 파이스크립트� 개발팀� 커스터�

마이징에� 따라� 성능이�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웹브라우저들이� 너도� 나도�

파이스크립트� 엔진을� 내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최상이지요.� 이� 책에서

는�느린�속도를�보완할�수� 있는�일부�팁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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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일곱번째�샘플은,

일곱�번째�샘플은�준비된�것이�없습니다.

이� 기술이� 재미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도전해� 보세요!� 일곱� 번

째�샘플은�독자분의�몫으로�남겨두도록�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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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이스크립트�첫발�내딛기

파이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웹서버를� 마련하는�

것이�좋은데요.

설치�과정이�복잡해�포기할�수� 있습니다.

시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이미� 설치한� 환경에서� 학습해�

보세요.

“레벨�원,� 시작은�쉽게�쉽게~”



⦕   파이스크립트   ⦖

- 17 -

아무� 것도� 하기� 귀찮아..� 코드만� 입력해� 바로� 시작하면� 좋을텐데..� 그래

서�마련했습니다!

다음� URL을� 방문해� 보세요� :)� 쓸만하다면� 즐겨찾기에도� 콕� 꼽아두는�

센스~

http://dreamplan7.cafe24.com/py/

ü 파이스크립트�연습장?

파이스크립트�연습장은�파이스크립트(또는�파이썬)� 코드를�입력,�

바로� 실행해�볼� 수� 있는�크레이가�마련한�홈페이지입니다.�

파이스크립트�+� jQuery� 로� 개발되었습니다.

보통�컴퓨터�언어를�시작하는�진입�장벽�중� 2가지는

� � 1.� 처음� 설치과정이�복잡하고,

� � 2.� 결과를�바로�볼� 수� 없어�이해가�어렵기�때문인데요

파이스크립트� 연습장을� 사용하면� 1,� 2� 과정의� 어려움�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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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사용해보기

파이스크립트�연습장을�사용하는�방법은�아주�쉽습니다.

코드셀(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에� 파이스크립트� 코드를� 입력�

후� 우측�실행�버튼을�클릭하면�되니까요.�

(� 단축키� :� Shift� +� Enter� )

직접� 실습해� 봅시다.� 먼저� 마우스로� 입력란

을�클릭합니다.

그리고�다음과�같이�입력하세요.

7�타이핑하세요

1� +� 2� +� 3

그� 다음� Shift� +� Enter� 키를� 입력하시면�되는데요.

스마트폰인�경우�입력이�힘드니까�

우측�실행�버튼을�클릭하셔도�됩니다.

실행�버튼을�클릭하면�바로�계산�결과가�

표시됩니다.

예상대로� 6이라는�결과가�나왔군요.

그리고� 그� 아래� 영역에� 코드셀이� 추가로� 표시되었는데요.� 다음�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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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입력할�수� 있습니다.

이� 번엔� 사람이�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큰� 수를�

계산해보도록�할까요?

다음�코드를�입력�후,� 실행해�보세요.�

(� 실행은� Shift� +� Enter� 단축키� 또는� 화살표�

버튼!� )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1234567890� *� 1234567890

아주�정확하게!� 계산� 결과를�표시하였는데요.�

이처럼� 파이스크립트는� 정수에� 대해� 매우� 정확한� 계산을� 합니다.� 다른�

컴퓨터�언어에서는�찾아볼�수� 없는�특징이지요.

다음과�같은�말도�안되는�계산도,

12345678900987654321� *� 12345678900987654321

거뜬하게�아주�정확히�해냅니다.� 와우!

152415787526291736223502514857789971041�

(� 훗,� 내가� 바로�파이스크립트일세!� )

파이스크립트가�계산기로�사용하기에�훌륭하다는�사실을�알았습니다.�

파이스크립트는� 요새� 핫한� 파이썬처럼� 통계에도,� 인공지능에도� 활용될�



⦕   파이스크립트   ⦖

- 20 -

수� 있습니다.�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기초학습이� 진행된� 후에� 살펴보겠

습니다.

ü 재미난�것� 해보기� -� 1

또한� 파이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 화면을� 쥐락� 펴락할� 수� 있는� 자바스크

립트와도�소통할�수가�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 자바스크립트� 객체(Object)를� 소환해야� 합니

다.� 코드셀�창에�다음�코드를�입력,� 실행하고,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import� js

이어서�다음�코드를�입력해�주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js.scrollTo(0,0)

음?화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예측하시지� 못하셨다면� 잠시�

멍한� 상태가� 되셨을� 겁니다.� 화면이� 위로� 훌쩍~� 스크롤되면서� 맨� 위로�

올라가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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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보통� 홈페이지들에� 있는� 제일� 위로�가기� Top’버튼을� 누를� 때�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인데요.� 파이스크립트는� 이처럼� 자바스크립트� 객

체를�소환해�그� 기능을�가져다�쓸� 수� 있습니다.

ü 재미난�것� 해보기� -� 2

또한� 파이스크립트는� 제이쿼리(jQuery)라는� 막강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를�타이핑하여�제이쿼리(jQuery)를� 소환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rom� js� import� jQuery� as� jq

참고로� jQuery가� 본명이지만�별명을� jq로� 지어주었습니다.

짧아야�쓰기�편하지�않겠습니까?:)

이제�다음�코드를�입력,� 무슨� 일이�일어나나�확인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jq('body').css('background-color',� 'lightblue')

와우!� 다음처럼�화면�배경색이�바뀌었다면�제대로�입력하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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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끔� 다음처럼� PythonError�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기도� 하는데

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오타나� 빠진� 글자가� 대부

분이지만요.

이� 때는�오타�수정�후� 다시�실행하시면�됩니다.

처음에는�원인�파악이�어려우나�프로그래밍�실력이�늘면�이런�오류를�잡

아내는�실력도�함께�늘게�되지요.

ü 재미난�것� 해보기� -� 3

이� 챕터은�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챕터이기� 때문에� 재미난� 것을� 한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역시� jQuery를� 이용한�것인데요.

다음�코드를�실행하면,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jq("py-repl").last().append("<iframe� width=800� src

='https://daum.net'></iframe>")

그� 아래� 영역에�포탈�사이트�다음(DAUM)이� 두둥!하고�뜹니다.

아이프레임(iframe)� 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다음� 사이트를� 화면� 안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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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불러온�것이지요.�

흥미롭지�않으신가요?� :)

이로써� 파이스크립트� 첫발을� 쉽게� 내딛기� 위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파이스크립트� 연습장� 사용방법만� 익혔더라도� 큰� 수확!�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무엇보다� 첫인상에� 받은� 흥미로움을� 간직한

다면�어려움이�있어도�롱-런-할�수� 있을�겁니다� :)

이번장에�살펴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파이스크립트�연습장�사용�방법을�알아보았습니다.

✎ 계산기�기능이�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

✎ 자바스크립트,� 제이쿼리를� 소환하여� 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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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이스크립트�두발� 내딛기

한� 발을� 담가봤으니� 이제� 두� 발을� 딛고� 본격적으로� 파이

스크립트�기초�스킬을�익혀보도록�합시다.

기초�스킬을�익히는�데는�반복밖에�없습니다.

기초�스킬을�익히는�일은�매주�지루한�일입니다.�

하지만� 기초가�탄탄하면�분명� 나중에�결실을�맺습니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중간� 중간� 드리는� 실습을� 통해� 파

이스크립트�메모장에서�스킬을�익혀보세요.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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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개념�잡고�시작하기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외국� 사람들은� 각자� 자국� 언어를�

사용하지요.� 보통� 영어가�세계공용어로�많이�쓰입니다.

파이스크립트는� 사실�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컴퓨터� 언어란�

무엇일까요?컴퓨터�언어란�컴퓨터와�대화하는�언어입니다.

사람은� 비유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은데요.� 모든�

컴퓨터� 언어가� 그렇듯이� 파이스크립트� 또한� 정확히� 논리적인� 언어만을�

알아�듣습니다.� 누가� 뭐래도�컴퓨터는�기계이니까요.

그� 점을� 기억하고� 시작하신다면� 왜?라는� 의문점들이� 초기에� 해소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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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기계와의�대화�시작

파이스크립트는�기계에서�작동하는�컴퓨터�언어입니다.

기계와�대화하기�위해서는�그� 대화법을�익혀야겠지요?

여러�가지�방법이�있지만�여기서는�파이스크립트�언어를�통해�소통을�하

는�방법을�익히시면�되는데요.

가장�기본적으로�파이스크립트는�계산기�기능이�있습니다.

앞의�챕터에서는�다음과�같이�사용했지만,

1234567890� *� 1234567890

원래�정식�사용�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파이스크립트�메모장�사이트에서�다음�코드를�실행해�보세요.

(� http://dreamplan7.cafe24.com/py� )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1234567890� *� 1234567890)

그러면�계산�결과가�표시됩니다.

여기서� print를� 내장� 함수라고�하는데요.

괄호�안에서�계산된�결과를�화면에�출력하라는�함수입니다.

그러면� 파이스크립트� 엔진이� 이� 내용을� 알아듣고� 결과를� 출력해주는� 것

이지요.�

내장� 함수� 모두를�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을� 위해� 파이

썬� 공식� 홈페이지의� 내장함수� 목록� 주소를� 게시합니다.� 파이스크립트� 공

식가이드는�아직�나온게�없습니다.

https://docs.python.org/ko/3/library/func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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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변수에�기억시키기

컴퓨터로�문서를�작성,� 저장해보신�적이�있나요?

뭐�쇼핑만�하셨어도�상관은�없습니다.

문서를�작성,� 저장했다가�나중에�다시�열어보든,�

장바구니에�상품을�담았다가�나중에�다시�열어보든� �

그�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뜨는� 것을� 보실� 수� 있

는데요.

파이스크립트도� 잠깐동안이지만�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코드를�실행해�주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a=1

아무런� 결과도�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방� 파이스크립트는� a라는�

이름의� 기억의� 방에� 1이라는� 숫자를� 보관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 기능

은� ‘=’� 이라는�기호입니다.

이� 기호는�오른쪽의�내용을�왼쪽에�보관하라는�코드인데요.

양쪽이�같다라는�의미가�아니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기서�사용된� a� 라는� 기억의�방을�변수라고�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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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고� 이름지었으니� a� 변수� 또는� 변수� a라

고� 부르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코드를� ‘변

수를�정의한다’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a� 변수에� 숫자� 1이� 들어있나� 확인하

려면�다음�코드를�실행해�주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a)

그러면� 1이라는�결과가�화면에�표시될텐데요.

print� 함수는� 이처럼� 계산� 결과뿐� 아니라,� 변수의� 값을� 표시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 변수는� 잠깐만� 기억되는� 휘발성� 단기� 기억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를� 닫고� 다시� 열거나,�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사라집니다.� 단축키� F5�

키는�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여� 페이지를� 다시� 띄우는� 키입니다.� 단축키�

F5키를�눌러�페이지를�새로�고침하신�다음�코드를�다시�입력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a)

그러면� PythonError�

오류가�뜰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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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오류�제일�마지막�문구를�살펴보면�원인을�확인할�수� 있습니다.

name� ‘a’� is� not� defined

해석� :� 명칭� ‘a’가� 정의되지�않았습니다.

변수는� 이처럼� 그� 기억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웹페이지를� 새로고침하지�

않은�기간동안만�그� 내용을�기억한다는�사실을�알아�두세요.

ü 자유�자재로�변수�사용하기

이제�앞의� 2가지를�응용해�문제를�하나�풀어보도록�합시다.�

➫ 문제
“철수가� 편의점에� 들러� 빵을� 7개� 샀는데� 한� 개당� 2500원이었다.�

총� 구매금액은�얼마인가?”

한단계씩�진행해�봅시다.�

빵� 7개와� 2500원을�변수� bread.� price� 에� 기억시킵니다.�

이� 때� 코드는�위에서부터�순서대로�하나씩�실행됩니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bread� =� 7

price� =� 2500

2개를�곱한�결과를�변수� sum� 에� 기억시킵시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sum� =� bread� *� price

여기서� *� 는� 곱하기�연산의�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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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와�대화하기�위해서는�컴퓨터�언어를�써야�합니다.�

파이스크립트도�그� 중� 하나입니다.

✎
계산� 결과를� 표시하는� 정식� 방법은� print� 내장� 함수를� 사용하

는�것입니다.

print� (� 1234567890� *1234567890� )

✎
a� =� 1

위� 코드는� a와� 1이� 같다는�의미가�아니라�오른쪽�내용을�

왼쪽� a라는�기억의�방에�넣으라는�의미입니다.

a�ß 1

✎ 기억의�방의�이름은�변수입니다.� 변수는�단기�기억으로�

휘발성이라�웹페이지를�새로�고침하면�기억에서�사라집니다.

(� 파이스크립트에서�곱하기는� x� 가� 아니라� *� 기호입니다.� )

이제� sum� 변수에�들어�있는�내용을�출력해�봅시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sum)

다음과�같이� 17500� 이라는�결과가�나왔나요?

그렇다면�대성공!

이번� 챕터에서는� 등호� 기호와� 변수의� 개념,�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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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를�여러개�만들어�사용할�수� 있습니다.

다음�코드는�변수를�여럿�만들고�곱셈�연산을�합니다.

bread� =� 7

price� =� 2500

sum� =� bread� *� price

print(� sum� )

⇲ 문제2
“광수는�요즘�생각이�많다.� 용돈� 나갈�일이�많아서다.�

한달에� 20일� 등교하는데�버스비가�왕복� 1,100원이고,

학교�식당도�식비가� 5,000원으로�인상되었기�때문이다.

부모님께�용돈�인상을�요구해야�할텐데

20일간�버스비와�식비의�합계를�계산하자.”

참고� :� 덧셈� 연산은�+입니다.

잠깐� 들은� 것은� 잊기� 쉬우나� 직접� 생각해� 풀이를� 하면서� 익히면� 잠재의

식에� 남습니다.� 연습문제를� 직접� 생각하며� 풀어� 보세요.� 한번에� 풀지� 못

해도�괜찮습니다.� 독자분의�잠재의식에�코딩의�기억을�남겨�주세요� :)

⇲ 문제1
“영수가�다니는�탁구장�이용료는� 1시간에� 7천원이다.

친구와� 4시간�탁구를�쳤는데�비용이�얼마인가?”

*� 정답은�다음�페이지를�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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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항상�위에서부터�아래�방향으로�하나씩�순서대로�실행됩니다.�

순서를�생각하면서�풀이를�확인해�보세요.

7�풀이1

price� =� 7000

time� =� 4

sum� =� price� *� time

print(sum)

4�결과

28000

7�풀이2

days� =� 20

busprice� =� 1100

lunchprice� =� 5000

sum1� =� days� *� busprice

sum2� =� days� *� lunchprice

sum� =� sum1� +� sum2

print(sum)

4�결과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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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이스크립트�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는�인생�철학이�있습니다.�

더하기는� 성장이� 더딘� 것� 같으나� 꾸준함으로� 오랜� 기간� 지속할� 때�

어느새�산을�이루는�삶입니다.

뺄셈은� 한발� 물러섬입니다.� 경쟁사회에� 물러섬은� 쉽지� 않으나� 양보

로�여럿이�행복해질�수� 있기�때문입니다.

곱셈은� 꾸준함으로� 일관할� 때� 오는� 행운이기도� 한� 반면,� 일확천금

을� 노리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곱셈은� 움켜쥐려� 하면� 날아가기�

쉬운�새와도�같습니다.

나눗셈은�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손해보

는�듯� 하나�정작은�부유한�마음의�행복한�삶입니다.

“사칙연산으로�인생을� 논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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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챕터에서는� 덧셈과� 곱셈만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산

술�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파이썬은� 여러� 가지� 산술� 연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것이�사칙연산이지요.

ü 파이스크립트의�사칙연산

파이스크립트의�사칙연산�기호는�다음과�같습니다.

+ 덧셈�연산

- 뺄셈�연산

* 곱셈�연산

/ 나눗셈�연산

사용법은� 모두� 동일한데요.� 연산� 기호� 좌우에� 각각� 숫자나� 변수를� 적어

주면�됩니다.� 다음� 코드를�실행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5� -� 3

2라는�결과가�나왔을�것입니다.

나눗셈도�한번�해보겠습니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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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는� 2.5입니다.

나눗셈�연산�기호가� ‘÷’� 가� 아닌� ‘/’임에� 주의해�주세요.

나눗셈을�할� 때는�주의할�점이�있습니다.

그것은� 0으로�나누면�안된다는�것입니다.

수학적으로도� 0으로� 나누면� 무한대라는� 개념의� 숫자가� 되는데요.� 파이썬

에서는�어떤�숫자든� 0으로�나누게�되면�

무시무시한� PythonError� 오류� 메시지를�만나실�겁니다� :)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5� /� 0

division� by� zero

해석� :� 0으로�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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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풀어보겠습니다.

➫ 문제
“요새� 유행� 독감으로� 학교에서는� 매일� 단축� 수업이� 시행중이다.� 하

루� 수업시간이� 7시간인데� 매일� 2시간씩� 단축� 수업을� 하고� 한달에�

20일� 등교한다고�할� 때� 한� 달� 총� 수업은�몇시간인가?”

약간� 복잡한� 문제네요.� 하루� 수업시간은� times,� 단축시간은� shorten,� 한

달� 등교일수는� days� 로� 정의하고,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times� =� 7

shorten� =� 2

days� =� 20

하루�수업시간과�한달�총� 수업시간을�계산하겠습니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daytimes� =� times� -� shorten

totaltimes� =� daytimes� *� days

그리고�나서�총� 수업시간을�출력해�주면�되는데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totaltimes)

100이라는�결과가�출력되었다면�제대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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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눗셈�문제도�풀어보도록�하지요.

➫ 문제
“직장인� 김씨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비용을� 더치페이하기로� 했

다.� 회식에� 사용된� 비용은� 20만원,� 참가한� 직원은� 8명이었는데� 한�

사람이�내야�할� 비용은�얼마인가?”

총� 비용� 200000원과�참가한�동료�인원수를�변수에�정의한�다음,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total� =� 200000

company� =� 8

나눗셈으로�비용을�계산하고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dutchpay� =� total� /� company

그리고�그� 비용을�출력해서,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dutchpay)

25000원이�나왔다면�제대로�

계산된�것이지요.

ü 연산식�우선�순위

모든�일에는�순서가�있기�마련인데요.

파이스크립트에서�사용하는�연산식도�마찬가지입니다.

다음�코드는�과연�어떤�결과가�출력될까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1� *� 2� +� 3� /� 4� *� 5

5.75� 라는� 결과가�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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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2� +� 3� -� 4

어떤� 순서로�계산하길래�

이런�결과가�나왔을까요?

덧셈,� 뺄셈은�동등한�순위를�가집니다.

다음�코드는�앞에서부터�차례대로�계산됩니다.

2에다가� 3을� 더하니� 5가� 되고,�

다시� 4를� 빼니� 1이라는�결과가�나옵니다.

곱셈과�나눗셈�또한�동등한�순위를�가집니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4� /� 2� *� 3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고,�

3을� 곱하면� 6이� 됩니다.

하지만�곱셈/나눗셈은�덧셈/뺄셈보다�먼저�계산되는데요.

앞선�계산식에서는� 1� *� 2와� 3� /� 4� *� 5� 가� 먼저� 계산됩니다.

그리고�양쪽을�더해주는�덧셈은�맨� 마지막에�계산되는데요.

1� *� 2� +� 3� /� 4� *� 5

한번� 맞춰보도록�합시다.

1� *� 2� 는� 2,

→� 2� +� 3� /� 4� *� 5

3� /� 4� *� 5� 는� 3.75입니다.

→� 2�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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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마지막으로� 2개의�숫자를�더하니�

5.75가� 되는�것이지요.

→� 5.75

이렇게�먼저�계산하는�규칙을�연산�우선�순위라고�합니다.

하지만�이런�우선�순위를�바꿔줄�수� 있는�방법도�있는데요.

그것은�괄호를�이용하는�것입니다.

다음�코드를�실행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1� *� (� 2� +� 3� )� /� 4� *� 5

그러면�다른�결과가�나올텐데요.� 6.25가� 나왔군요.

괄호로�묶어준� (� 2� +� 3� )� 이� 먼저� 계산되기�때문입니다.

ü 몫과�나머지�연산기호

파이썬에는�그� 밖에도�유용한�연산기호가�있습니다.

몫를�구하는� ‘//’,� 더블� 슬래시(double� slash)� 연산기호와�

나머지를� 구하는� ‘%’,� 퍼센트� 싸인(Percent� Sign,� 줄여서� 퍼센트)� 연산기

호입니다.

다음�코드를�실행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11� //� 4)

결과는� 2인데요.� 11을� 4로� 나눈�몫이� 2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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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다음�코드를�실행하면,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11� %� 4)

11을� 4로� 나눈�나머지인� 3이� 출력됩니다.

이처럼�파이스크립트는�몫과�나머지를�따로�산출할�수� 있는�유용한�연산

기호가�있습니다.

ü 제곱,� 거듭제곱�연산기호

다음�코드를�실행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5� **� 2

결과� :� 25

**� 은� 거듭제곱�기호인데요.

5� **� 2� 는� 5를� 2번� 곱한� 5� *� 5입니다.

수학식으로�표현하면�오른쪽과�같습니다.

다음�코드를�실행해�주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5� **� 3

결과� :� 125

5� **� 3� 은� 5를� 3번� 곱한�것으로

5� *� 5� *� 5입니다.�

수학식�표현은�오른쪽과�같습니다.

이러한�표현을�거듭제곱이라고�하는데요.

**(더블아스테리스크)� 기호를�거듭�제곱�연산기호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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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칙연산에�사용되는�연산�기호로�+� (덧셈),� -� (뺄셈),�

*� (곱셈),� /� (나눗셈)� 기호가�있습니다.

✎
연산� 기호는� 우선� 순위에� 따라� 먼저�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

다.� 이를테면� 곱셈,�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계산되나� 덧셈,� 뺄셈

보다�먼저�계산됩니다.

✎ 괄호를� 사용하여� 먼저� 계산되도록� 계산� 순서를� 바꿀� 수� 있습

니다.

✎
그� 밖에� 몫을� 구하는� 더블슬래시� (� //� ),� 나머지를� 구하는� 퍼

센트� (� %� )� 와� 거듭제곱을�구하는�

더블�아리테리스트� (� **� )� 연산� 기호가�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파이스크립트의� 연산기호인� 사칙연산과� 우선순위,� 그�

밖의� 연산기호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잠재� 의식� 속에� 코드를� 심어드리기� 위한� 연습문제입니다�

:)

➫ 문제1
“다음� 연산식은�어떤�순서로�계산되는지�설명하시오”

7� +� 3� *� (� 5� /� 2.5� +� 5� )

➫ 문제2
“정육면체의� 거대� 주사위가� 있다.� 한� 변의� 길이가� 무려� 2미터인데,�

속이� 꽉� 차� 있다고� 한다.� 거듭� 제곱�산술� 기호로� 거대�주사위의� 부

피를�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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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풀이1

1.� 괄호� 안의� 5� /� 2.5� 가� 맨� 처음

2.� 괄호� 안의�+� 5� 가� 그� 다음

3.� 괄호� 밖의� 3� *� (� ...� )가� 그� 다음

4.� 7� +� ...� 이� 맨� 마지막

7�풀이2

length� =� 2

print(� length� **� 3� )

4�결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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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수�→�실수�자동�변환

학교성적이� ‘수우미양가’� 등급으로� 나누어지던� 시절이� 있

었습니다.� 90점� 이상은� ‘수’,� 80이상은� ‘우’로� 말이지요.�

89.95점같은�아슬한�수치는�계산에�주의가�필요한데요.�

‘수’가� 아닌� ‘우’등급이지만� 성적표� 점수에는� 90점이� 표

기될�수� 있기�때문이지요.�

주의를� 기울여도�컴퓨터�세계에서�사용하는�소숫점은�

생각지�못한� 문제가�발생합니다.

“소숫점은�정확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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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스크립트에서�다루는�숫자는�유연합니다.�

소숫점을�신경쓰지�않아도�자동�변환해주기�때문인데요.�

※�소숫점이�붙는�숫자를�컴퓨터�언어에서� ‘실수’(float)라� 부릅니다.

그만큼�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번� 챕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해가� 안되

시면�책을�다� 보신�후� 나중에�다시�들여다�보세요.

ü 소숫점�오차가�있다구?

다음�코드를�실행해볼까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0.1� *� 2.3)

계산하면� 0.23라는�결과가�나와야�할텐데요.

파이스크립트에서는�다음�결과가�나옵니다.

왜� 그럴까요?자세한� 이유는� 전산개론학에서� 2진수� 학습이� 필요하나� 파

이스크립트를�학습하는�데는�원리만�알면�됩니다.

ü 이유�있는�오차

비단� 파이스크립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컴퓨터� 언어에서� 동일현상이� 있

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세는� 숫자는� 0~9의� 10진수이지만,� 컴퓨터가� 세

는�숫자는� 0~1의� 2진수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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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의� 10진수� 0.1은� 컴퓨터가�다루는� 2진수에서는�무한�소수입니다.

0.00010011001100110011001100....

그러니� 보관을� 하긴� 해야겠는데� 자릿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수가�

얼마인지�모두�감안해�제한된� 32자리에�보관됩니다.

0

부호

01111011

지수

10011001100110011001101

값

소숫점이� 잘려� 정확하지� 않은� 수가� 보관된� 것이고� 정확하지� 않은� 수로�

계산하니�정확한�결과가�나올�수� 없지요.

파이스크립트로� 소숫점을� 계산할� 때� 결과는�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차는� 아주� 적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계산을� 요하는� 경우가� 아

니라면�그대로�사용해도�괜찮습니다.

ü 해결�방법은�있다구

정확성� 문제를� 위해� 파이썬에서는� 소숫점� 자릿수를� 딱� 정해� 계산하는�

decimal� 모듈을� 제공하는데요.� 다음� 코드를� 알려� 드릴테니� 나중에� 필요

할�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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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rom� decimal� import� *

getcontext().prec=6

print(� Decimal(0.1)� *� Decimal(2.3)� )

4 결과

0.230000� (소숫점� 6자리�고정� )

ü 자동�변환

파이스크립트에서는� 1을� 2로� 나누면�어떤�결과가�나올까요?

다음�코드를�실행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a� =� 1

a� =� a� /� 2

print� (� a� )

4 결과

0.5

코드의�실행�순서는�항상�위에서�아래로�순서대로�진행됩니다.

그� 순서로�생각하시면�되는데요.

첫� 번째�코드는�변수a에� 값� 1을� 넣는�것이고,

a� =� 1

두� 번째� 코드는�변수a에� 들어�있는�값� 1을� 꺼내� 2로� 나누고�다시�

변수a에� 넣는�코드입니다.�

그러니�원래값� 1� 은� 사라지고� 0.5� 값이� 변수a에� 들어갑니다.

a� =� a�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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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정에서�한� 변화가�일어나는데요.

변수a� 는� 원래는�소숫점이�없는�정수�변수였지만,

0.5라는� 값이�되는�순간�자동으로�실수�변수로�바뀝니다.

그렇다면�그� 반대는�어떨까요?다음�코드를�실행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a� =� 0.5

a� =� a� *� 2

print� (� a� )

4 결과

1.0

0.5� 에� 2를� 곱했으니� 1이� 되어야�할텐데� 1.0라는� 결과가�나왔습니다.�

1와� 1.0은� 다른� 걸까요?�

1.0은� 변수�속성이�실수라는�걸� 의미하는데요.

파이썬은�정수와�실수를�섞어�계산하면�실수가�됩니다.

a� *� 2� 는� 0.5� *� 2인데� 그� 결과를�다시�변수a� 에� 넣으니�실수가�되는�것

이지요.

그렇다면�정수로�돌이킬�방법이�있을까요?�물론�있지요� :)

ü 수동으로�바꿔,� 형변환�함수

다음�코드를�실행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a� =� 0.5

a� =� int� (� a� *� 2� )

print� (� a� )

4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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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스크립트의�소숫점�계산은�정확하지�않습니다.

그� 원리를�알아보았습니다.

✎ 소숫점� 자릿수를� 제한하는� decimal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

는�것을�확인하였습니다.

✎ 정수를� 계산하다� 소숫점이� 나오면� 결과는� 실수가� 되지만,� 실

수를�계산하다�소숫점이�사라져도�결과는�그대로�실수입니다

✎ 정수나� 실수로� 강제� 변환하는� 내장함수� int().� float()가� 있습

니다.

앞과�비슷한데,� 결과� 1.0이� 아닌� 1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된걸까요?�

파이스크립트는� int()� 라는� 내장함수를�제공합니다.

이� 함수는�괄호�안� 내용물을�정수로�바꿔주는데요.

계산된� 결과는� 1.0이지만� 그걸� 다시� 정수� 1로� 바꿉니다.� 이런� 함수를� 형

태를�바꿔준다고�해서�형변환�함수라�부릅니다.

형변환�내장�함수는�어떤�게� 있을까요?

정수로� 바꿔주는� int(),� 실수로� 바꿔주는� float(),� 문자열로� 바꿔주는�

str()� 그� 외에도�여럿�있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int(),� float()만� 알고� 가셔도�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챕터는� 이해가� 안되도� 다음� 챕터를� 진행했다� 미래

에�다시�방문해�주세요� :)� 이번� 챕터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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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자열

“퇴근하고�홍대에서�봐”

친구에게�카톡�메시지가�왔네요.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것을� “문자를� 받았다”고� 표현하기

도�하지요.�

바로�그� 문자가� “문자열”입니다.

“문자�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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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스크립트에서�많이�사용하는�것은�숫자와�문자열,� 배열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문자열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ü 문자열?

문자면�문자이지�뒤에� ‘열’은� 왜� 붙나요?

초창기� C언어라는� 컴퓨터� 언어는� 문자와� 문자열이� 엄격히� 구분되었는데

요.

‘문자’는� 한� 글자를�의미하고,� ‘문자열’은� 문자를�여러개�이어�붙여�

‘문자열’이라�한� 것이�지금까지�이어져�온� 것입니다.�

문자가�일렬(열)로� 나열된�것이라고�하면�이해하기�쉽지요� :)

파이썬에서�문자열은�다음과�같이�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표시할�문장을�홑따옴표(')나� 겹따옴표(")로� 묶어주면�됩니다.

둘� 사이�차이는�없습니다.

ü 문자열�표시

실제�코드로�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를�실행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안녕!")

아름다운�한글이�출력된�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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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변수에�문자열�넣기

숫자를�변수에�담았던�것처럼�문자열도�변수에�넣을�수� 있는데요.�

다음� 코드를�실행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s� =� "친근한�파이스크립트"

print(s)

변수s�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이처럼� 문자열을� 변수에� 넣어,� 출력� 용

도로�활용할�수� 있습니다.

ü 문자열�연산

숫자� 챕터에서� 연산을� 익히느라� 고생했다면� 문자열� 연산에서는� 그럴� 필

요가�없습니다.� 덧셈밖에�없으니까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s1� =� "안녕,� "

s2� =� "파이스크립트"

print(s1� +� s2)

결과는�우측과�같습니다.

문자열�덧셈은�문자열에�문자열을�

붙이라는�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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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문제를�하나�드리겠습니다.

다음�코드는�어떤�결과가�나올까요?�먼저�생각해�보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a� =� '123'

b� =� '456'

print(� a� +� b)

결과는�우측과�같습니다.

123� +� 456을� 숫자로�더하면� 579입니다.�

하지만� 문자열끼리는� 덧셈이� 아닌� 붙이는�

기능이�실행되기�때문에,

“123456”이라는�결과가�나온�것이지요.

ü 문자열�변환

다음�문제가�있습니다.

➫�문제
사과가� 10개� 있다.� 미란이가� 5개를� 먹었는데� 남은� 개수� 뒤에� “개”

라는�문자열을�붙여서�출력하시오.

예상결과)� 5개

이�경우�숫자와�문자열을�모두�사용해야�하는데요.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이상하게도� 무시무시한� PythonError� 오류를� 만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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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풀이(틀림)

apple� =� 10

ate� =� 5

free� =� apple� -� ate

print(� free� +� "개"� )

파이스크립트는�숫자와�문자끼리는�덧셈을�할� 수� 없는데요.�

숫자를�더하는�건지�문자를�더하는�건지�모호하기�때문입니다.

결론은�숫자를�문자열로�바꿔야�하는데요.

문자열로�바꾸는�내장�함수� str()을� 사용하면�됩니다.

다음�코드를�실행해�보세요.

7�풀이

apple� =� 10

ate� =� 5

free� =� apple� -� ate

print(� str(free)� +� "개"� )

4�결과

3개

멋지게�해결되었군요!�

이처럼� 숫자를� 문자열로� 변경할� 때는� 내장함수� str()로� 묶어주면� 됩니

다.� 이를� 문자열�형변환이라�합니다.

ü 입력�상자

문자열과� 출력을� 익혔으니� 뭔가� 실용적인� 것을� 하나� 익혀� 보도록� 합시

다.� 다음� 코드를�실행해�주세요.



⦕   파이스크립트   ⦖

- 54 -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import� js

apple� =� js.prompt("사과�수량을�입력하세요")

ate� =� js.prompt("몇개를�먹었나요?")

free� =� int(apple)� -� int(ate)

print� (� str(free)� +� "개"� )

실행하면,� 다음� 창이� 보이는데요.� 사과가� 원래� 30개가� 있다고� 칩시다.�

30을� 입력,� 확인� 버튼을�눌러�주세요.

이어서�먹은�개수를�입력하는�입력란이�표시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사감� 선생님께� 혼날� 것� 같으니� 3개만� 먹었다고� 합시

다.� 3을� 입력,� 확인� 버튼을�클릭해�주세요.

오른쪽처럼� “27개”라고�

표시되었다면�제대로�

입력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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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한줄씩�살펴봅시다.�

첫째� 줄은�웹브라우저를�제어할�수� 있는�기능을�가진

자바�스크립트를�소환하는�코드인데요.

import� js

자바스크립트�기능을�많이�알아두면�매우�유용합니다.�

이� 책에서�간간히�다루며�설명드리고�있습니다.

그� 다음�줄은�바로�입력상자를�띄우는�코드입니다.

apple� =� js.prompt("사과�수량을�입력하세요")

“사과� 수량을� 입력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입력란에� 수량을�

입력하면,� 수량이� apple� 변수에�보관됩니다.

사실�이� 기능은�파이스크립트가�아니라�자바스크립트입니다.

파이스크립트가�자바스크립트�기능을�활용하는�것이지요.

파이� 스크립트도� 동일� 기능이� 있지만,� 현재� 안내� 문구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있어�자바�스크립트를�활용하는게�낫습니다.

<� 파이스크립트�입력�코드의�문제� >

apple� =� input("사과� 수량을�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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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먹은�수량을�입력하는�코드이며�기능은�앞과�동일하니�넘어가

겠습니다.

ate� =� js.prompt("몇개를�먹었나요?")

다음으로는�먹은�사과의�수량을�빼는�코드가�실행되는데요.

주의할�사항이�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숫자를� 입력했지만� 변수에� 들어가는� 내용은� 문자열이라는�

것이지요.

30과� 3을� 입력했다면� 변수apple� 에는� 문자열� ‘30’,� 변수ate� 에는� 문자

열� ‘3’이� 들어�있습니다.�

문자열끼리� 뺄셈하면� 무시무시한� PythonError를�

만나게�됩니다.

문자열로� 숫자로� 바꿔주는� 형변환� 함수� int()를� 사용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다음� 코드는� 변수apple� 을� 정수로� 바꾸고� 변수ate� 도� 정수로� 바꾼� 다음�

둘을�뺀� 결과를�변수free� 에� 넣는� 코드입니다.

free� =� int(apple)� -� int(ate)

마지막으로�남은�사과의�개수를�출력하는�코드입니다.

print� (� str(free)� +� "개"� )

ü 포맷�문자열

print문에서�매번� str()� 함수를�사용하는�건� 번거로운�일입니다.

str(free)

파이스크립트에서는�훨씬�편리한�포맷문자열�기능을�제공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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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문자열은� 2가지�특징을�가집니다.

f문자를�따옴표�앞에�붙이는�것,� (format의� 첫글자)

f"....

따옴표�안쪽에�변수이름을�중괄호�기호로�묶어�주는�것이지요.

따옴표�기호는�겹따옴표이든�홑따옴표이든�모두�사용�가능합니다.

f"{변수}...

그러면�내용이�출력될�때� 이� 부분이�변수의�값으로�지환됩니다.�

편리한�것은�숫자형�변수라도� str()� 함수를�쓸� 필요가�없는�것입니다.

만약�앞에서�변수의�값이�정수� 1이었다면�아래와�같이�치환됩니다.

f"1...

앞의� 소스를�포맷문자열을�이용해서�다시�짠다면�다음과�같습니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import� js

apple� =� js.prompt("사과�수량을�입력하세요")

ate� =� js.prompt("몇개를�먹었나요?")

free� =� int(apple)� -� int(ate)

print� (� f"{free}개"� )

앞과� 동일한�기능이지만� print� 문의� 출력�부분이�훨씬�간결해졌네요.

보기�편하지�않으신가요�?� :)

포맷� 문자열은�그� 외� 편리한�기능을�제공하는데요.

매우�기능이�많지만� 2가지만�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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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할�규칙을�지정하여�자릿수를�지정할�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숫자를� 4자리로� 표시한다고� 할� 때� 빈� 칸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15� →� 0015(4자리로� 표기)

변수이름�뒤에�콜론�기호(:)와� 자릿수를�표기하면�됩니다.

실제�예시를�들면�아래�코드를�사용할�수� 있습니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rint� (� f"{free:04}개"� )

4�결과

0015

소숫점의�자릿수도�제한하여�표기할�수� 있는데요.

변수�이름�뒤에�콜론�기호(:)는� 동일한데요.

그� 뒤에�소숫점�기호(.)와� 소숫점의�자리수,� 그리고� f문자를�적어줍니다.

이와�같이�말이지요.� →� {변수명:.소숫점자릿수}

아래� 코드는� pi� 라는� 변수의� 값을� 소숫점� 3자리까지� 제한하여� 표기하고�

자동으로�반올림됩니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pi=3.141592

print(� f"{pi:.3f}")

4�결과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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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을�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

어�다음과�같이�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
문자열의�덧셈�연산은�문자열�뒤에�이어�붙이라는�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 +� ‘이장님’

결과� :� 안녕하세요,� 이장님

✎
숫자와�문자를�바로�더할�수는�없기�때문에�

이어� 붙이려면� 문자로� 바꿔주는� str()�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

다.

✎
웹� 브라우저� 화면을� 제어� 가능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모듈� js를� 소환해야� 하는데,� 이를� 임

포트라고�합니다.

import� js

✎
입력창과� 안내� 문구를� 띄우고� 결과를� 변수에� 넣는� 코드는� 다

음과�같습니다.

apple� =� js.prompt("안내� 문구")

✎
포맷� 문자열을� 이용하면� str()함수가� 필요없어� 매우� 편리합니

다.� 포맷� 문자열은� f문자� +� "(따옴표� 기호)를� 사용하며� 중괄

호�기호로�변수를�묶어�따옴표�안에�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 :� print� (� f"{free}개"� )

이번� 챕터에서는� 문자열에� 관련된� 내용과�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입력�

기능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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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잠재�기억에�코딩을�심어�보세요.

앞의�내용을�참조해�풀이해�보세요.

➫�문제1
js.prompt()�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고,� 면적을�

구하시오.� 원주율은� 3.14로� 가정합니다.

힌트� :� 문자열을� 소숫점으로� 바꾸려면� float()� 내장� 함수를� 사용해

야�합니다.� 예)� float('3.14')� →� 3.14

➫�문제2
js.prompt()로�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고� 다음과� 같이� 출력해� 보시

오.

입력�예시� :� 이름� � 철수,� 나이� � 22

출력� :� 철수� 고객님은� 22세입니다.

힌트� :� 문자열은�연속해서�붙일�수� 있습니다.

예)� print('가'� +� '나'� +� '다')� →� 가나다

➫�문제3
문제2의� 출력결과를� 포맷문자열� 방식의� 코드를� 이용해� 출력해� 보

시오.

*� 풀이는�다음�페이지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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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풀이1

import� js

radius� =� js.prompt("반지름을�입력하세요")

radius� =� float(� radius� )

print� (� radius� *� radius� *� 3.14� )

4�결과

입력� 3,� 출력� 28.26

7�풀이2

import� js

name� =� js.prompt('고객님의�이름을�입력하세요')

age� =� js.prompt('고객님의�나이를�입력하세요')

print� (� name� +� '� 고객님은� '� +� age� +� '세입니다.'� )

4�결과

입력� :� 철수,� 22

출력� :� 철수� 고객님은� 22세입니다.

7�풀이3

import� js

name� =� js.prompt('고객님의�이름을�입력하세요')

age� =� js.prompt('고객님의�나이를�입력하세요')

print� (� f'{name}� 고객님은� {age}세입니다.'� )

4�결과

입력� :� 철수,� 22

출력� :� 철수� 고객님은� 22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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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약..

내가�만약�새라면�하늘을�훨훨�날아다니겠지요?

하지만� 새들도� 오래도록� 하늘을� 날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지만�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결국� 오랫동안�창공을�날아다닐�수�있는�거지요.

독자� 여러분의� 기초스킬� 익히기도� 그와� 같다� 생각됩니다.�

코드가� 길수록� 처음에는� 한� 번에�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하지만� 반복해서�연습해�보세요.�

눈에� 코드가� 점점� 익숙해질� 무렵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보이실�겁니다.� :)

“어이쿠,�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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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명제

명제라고�들어보셨나요?�

참,� 거짓을�판별할�수� 있는�조건을�말하는데요.

예를�들면�다음과�같은�것을�명제라고�합니다.

‘홈페이지�로그인한�사용자�아이디가� admin인가?’

‘어제�퇴근했던�시간이�밤� 7시� 이전인가?’

참,� 거짓을�판별할�조건이�명확하기�때문이지요.

하지만�다음�내용은�명제가�될� 수� 없습니다.

‘철수는�잘� 생겼나?’

‘신상품A가�쓸만한가?’

참,� 거짓을�판별할�조건이�명확하지�않기�때문입니다.

모호하지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모호한� 조건도� 판별할�

수� 있긴� 하지만� 100%�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후반부에� 파이스

크립트로�인공지능하는�방법을�일부�다루고�있습니다.

ü 명제로�판단하라

파이스크립트는�참,� 거짓의�명제(조건)을� 판단하고�

각기�다른�액션을�취할�수� 있는데요.�

명제라는�말� 대신�조건식(conditional)이라는�표현을�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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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아이디가� admin인가?’를� 판단,

참이면� “관리자입니다.”,� 거짓이면� “일반� 사용자입니다”를� 출력하는� 코드

를�작성해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를�실행해�주세요.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import� js

id� =� js.prompt('로그인�아이디를�입력하세요')

if� (� id� ==� 'admin'):

� � print('관리자입니다.')

else:

� � print('일반� 사용자입니다.')

실행� 후� 입력창에� admin을� 입력하면,

우측�결과가�

출력되고,

다시�실행해서�다른�아이디를�입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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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결과가�

출력됩니다.

설명드리기�용이하게�코드�각� 줄마다�줄번호를�붙여보았습니다.

1

2

3

4

5

6

import� js

id� =� js.prompt('로그인�아이디를�입력하세요')

if� (� id� ==� 'admin'):

� � print('관리자입니다.')

else:

� � print('일반� 사용자입니다.')

이러한�줄번호를�컴퓨터�용어로�라인(line)이라고�하는데요.

파이스크립트�오류�메시지에서도�만나보실�수� 있습니다.

1라인의�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를� 소환하는�

코드라고�하였지요.� 이런� 코드를�

임포트(import)한다고�표현합니다.

파이스크립트가�자바스크립트와�

손을�맞잡으니�보기�좋네요� :)

2라인의� 코드는� 입력상자로부터�안내문구

를� 띄우고� 깜박� 깜박� 무언가를� 입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변수� id에� 보관됩니다.

2 id� =� js.prompt('로그인�아이디를�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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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인의�코드는�명제를�판단하는�코드입니다.�

“id� 변수에�들어있는�내용이� ‘admin’인가?”를� 그대로�적은�것이�

다음�코드인데요.

3 if� id=='admin':

if를� ‘if문’이라고도,� 한글로� ‘조건문’이라고도�부릅니다.�

파이스크립트에서� if문의� 사용법은�다음과�같습니다.

if� 조건식:

� � 참이면�실행할�코드

else:

� � 거짓이면�실행할�코드

또는� else:� 이하를�제하여�다음과�같이�사용할�수� 있습니다.

if� 조건식:

� � 참이면�실행할�코드

여기서� ‘조건식’은� 조건을�판단하는�식인데요.

3라인에서�조건식은�다음�부분입니다.

위� 예제에서�==�기호를�비교연산자라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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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의�내용이�같으면�참,� 다르면�거짓이라고�판단합니다.

또한�주목할�부분은

들여쓰기입니다.�

if문에서는� 들여쓰기가� 코드�

실행�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

한�기준이�되거든요.

들여쓰기에�대해�잠깐�살펴보겠습니다.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코드가� 2개라면� 2줄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들

여쓰기해�입력해야�합니다.

if� 조건식:

� � 참이면�실행할�코드1

� � 참이면�실행할�코드2

하지만� 만일�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면� 아랫� 부분� 코드2은� if� 조건식이� 참

이든�거짓이든�무조건�실행이�됩니다.� 들여쓰기가�안되었기�때문이지요.

if� 조건식:

� � 참이면�실행할�코드1

참이면�실행할�코드2

3~6라인은�세트로�생각하셔야�합니다.

3라인�조건식이�참이면� 4라인�코드가�실행이�되고,

그렇지�않으면� 6라인�코드가�실행이�되기�때문이지요.

3

4

5

6

if� id=='admin':

� � print('관리자입니다.')

else:

� � print('일반� 사용자입니다.')

그래서�조건식에�따라�각각�다른�결과가�화면에�출력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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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A와� B가� 같은가?

A != B A와� B가� 다른가?

A > B A가� B보다�큰가?

A >= B A가� B보다�크거나�같은가?

A < B A가� B보다�작은가?

A <= B A가� B보다�작거나�같은가?

ü 조건식�종류

조건식은� ‘동일한가’� 외에도�여러�판단�방법이�있습니다.�

‘큰가’,� ‘작은가’가� 그� 예이지요.�

다음� 코드는�입력한� 수가� 100� 이상이면� ‘큰� 수’를� 출력하고� 100� 미만이

면� ‘작은�수’를� 출력합니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import� js

number� =� js.prompt('숫자를�입력하세요')

number� =� int(number)

if� number>=100:

� � print('큰� 수')

else:

� � print('작은� 수')

코드� 중� 다음�조건식이�그� 부분을�판단하는데요.

number>=100

만약�정확히� 100을� 입력한다면� ‘큰� 수’를� 출력합니다.�

‘>=’� 비교� 연산� 기호의� 의미는� � 100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모두� 판단하

기�때문입니다.� 비교� 연산�기호는�다음과�같이�여러�종류가�있습니다.

문제를�하나�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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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파이주(Zoo)� 동물원�입장�정원은� 200명이고,

190명이�입장을�했는데�단체손님이�방문을�했다.

단체�손님의�인원을�입력받아�모두�입장�가능한지�판별하시오

정원은� 200명이고� 190명이�입장한�상태를�코드로�정의한�다음

full=200

enter=190

자바스크립트를�임포트(import)하고� 단체손님�수를�입력�받습니다.

import� js

guest� =� js.prompt('단체� 손님은?')

입장인원�+� 단체손님�수를�더해�정원과�비교,� 입장� 가능을�판별합니다.

if� enter� +� int(guest)� >� full:

� � print('모두� 입장이�불가합니다.')

else:

� � print('모두� 입장�가능합니다.')

이� 때� 조건식은�다음�부분인데요.

enter� +� int(guest)� >� full

여기서�계산식� enter� +� int(guest)� 이� 제일� 먼저�실행됩니다.�

9를� 입력하면� enter� +� int(guest)� 부분이� 먼저� 실행되어.� 190� +� 9� →�

199� 값이� 계산되고,� 계산을�마친�수를�변수full과� 비교합니다.

→� 199� >� full

199명은� 200명보다�작으니�입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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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풀이1

app=300

import� js

datafree=js.prompt('남은� 용량')

if� int(datafree)>=app:

� � print('다운로드�가능합니다')

else:

� � print('다운로드할�수� 없습니다.')

4�결과

이번�챕터에서는�명제와� if문에� 대해서�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 언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니� 연습문제를� 통해� 독자분의� 역량

을�키워�보세요� :)

➫�문제1
와이파이가�안되는�지역에서� A앱을�다운받고�싶다.

A앱의� 용량은� 300메가인데,� 이번달� 남은� 데이터� 용량은� n� 메가이

다.� 남은� 용량� n을� 입력받아�다운로드�가능한지�검사하시오.

➫�문제2
다음� 퀴즈의� 정답은� 4번이다.� 답을� 입력받아� 정답� 또는� 오답을� 출

력하시오.

퀴즈� :� 다음중�열량이�제일�낮은�것은�?

1. 갈비탕,� 2.� 비빔밥,� 3.� 짜장면,� 4.� 김밥

*� 답안은�다음을�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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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 →� 출력� :� 다운로드할�수� 없습니다.

입력� :� 300� →� 출력� :� 다운로드�가능합니다

print(

� � '하나님이�보우하사� '

� � '우리나라�만세'

)

4�결과

하나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7�풀이2

import� js

answer� =� js.prompt(

� � "퀴즈� :� 다음중�열량이�제일�낮은�것은�?"�

� � "1.� 갈비탕,� 2.� 비빔밥,� 3.� 짜장면,� 4.� 김밥")

if� answer� ==� '4':

� � print('정답입니다.')

else:

� � print('오답입니다.')

4�결과

입력� :� 1� →� 오답입니다.

입력� :� 4� →� 정답입니다.

※� 팁1.� print� 나� prompt에서� 긴� 문구를� 적을� 경우� 아래처럼� 따옴표로�

묶으면서� 2줄로�나누어�적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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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복..

햄스터를�키워본�적이�있었습니다.

햄스터� 우리에� 챗바퀴를� 넣어� 놓으면� 그� 안을� 뱅뱅� 돌며�

놀곤�했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매일� 매일� 비슷한� 생활을� 빙글� 빙글� 돌아

가며�사는건�아닌가�생각이�듭니다.

챗바퀴� 같은� 삶� 속에서� 창조주� 신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좋은� 삶,� 기쁜� 삶을� 허락하실� 것

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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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재미난�얘제

요새� 유튜브� 영상을� 보면� 무한동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혹�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과장이지만요.

컴퓨터�언어의�세계에는�무한동력은�없지만�무한반복은�있습니다� :)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웹브라우저도� 내부에서� 무한히� 뭔가를� 계속� 소리�

소문� 없이� 반복하고� 있지요.� 가끔� 웹� 브라우저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

는데,� 그것도�사실은�무한�반복의�이유일�경우가�많습니다.

파이스크립트에도�무한�반복이란�개념이�존재하는데요.

영원히�끝나지�않는�코드를�만들�수� 있거든요.

※� 하지만�컴퓨터�전원을�뽑으면�끝납니다� :)

학습의�지루함을�달래기�위해�재미난�걸� 하나�해보겠습니다.

연습장�사이트� (� http://dreamplan7.cafe24.com/py/� )� 에� 접속하셔서�

화면�우측의�레이어�추가�버튼을�

1번� 눌러�주시면,

화면�좌측에� � layer1� 상자가�

생겨�납니다.

이� 상자는�마우스로�드래그하거나�스마트폰인�경우�손으로�잡고�끌어�

화면�아무데나�배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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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import� math

from� js� import� jQuery� as� jq

layer1� =� jq("#layer1")

if� layer1.length==0:

� � exit("LAYER� NEED")

layer1.text("비행기✈")
s� =� 0

radius� =� 200

centerx� =300

centery� =200

while� True:

� � x� =� math.sin(math.pi� *� (� s� /� 180))� *� radius� +� centerx

� � y� =� math.cos(math.pi� *� (� s� /� 180))� *� radius� +� centery

� � layer1.css("left",� str(x)� +� "px")

� � layer1.css("top",� str(y)� +� "px")

� � await� asyncio.sleep(0.01)

� � s� =� s� -� 5

� � if� s� <=� -180:

� � � � s� =� 180

이어서�아래�코드를�코드셀에�입력해�실행해�주시면�되는데요.

양이�많아�타이핑하기�부담되신다면,� 아래� 사이트에�방문하신�다음

http://dreamplan7.cafe24.com/pyscrip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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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의� 책� � 예제� 빙글빙글� 레이어� 메뉴를� 선

택하시면

소스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예제� 소스를� 복

사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면�금방�추가한�레이어가�화면을�막� 빙글�빙글�돌아다닐�것입니다.

이게�무슨�일일까요?

독자분께서는�금방�무한반복을�체험하신�겁니다� :)

코드가�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 후� 자동으로� 나오는� 상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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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rom� js� import� jQuery� as� jq

생겨나지�않습니다.� 코드가�끝나지�않았기�때문이지요.

위� 코드는� 이런것도� 되는구나� 참조만� 하시고,� 아직� 이해시켜� 드리긴� 어

렵지만�그보다는�약간�쉬운�예제를�하나�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ü 재미난�예제2

금방� 보셨던� 비행기(?)� 예제는� 아직� 이해하시기� 어려우니� 그보다는� 쉬

운� 스크립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반복을� 더� 재미있게� 익히기�

위한�준비운동으로�생각해�두시면�되겠습니다.

비행기�나는�코드를�끝내려면�페이지를�새로고침하시면�됩니다.

F5� 키로� 페이지를�새로�고침하신�다음에,

다시�레이어�추가�버튼을�눌러�주세요.

그러면�레이어�상자가�하나�추가되었을�것입니다.

이� 레이어�상자의�이름은� “layer1”입니다.

혹시라도�버튼을�두� 번� 눌러� “layer2”가� 나온� 경우�

“layer2”창을� 저� 멀리�드래그해서� layer1� 창이� 보이게�해주세요.

이제�코드를�하나�실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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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jq('#layer1').fadeOut(2000)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jq('#layer1').fadeIn(1000)

화면에는�아무런�변화가�없을�텐데요.

금방�무슨일이�있었냐면�제이쿼리(jQuery)라는� 편리한�라이브러리� (라이

브러리=기능�모음)� 덩어리를�불러와� jq라는� 별명을�지어주었습니다.

본명은� js.jQuery� 였는데�말이지요.

정말�불러왔나�확인해볼까요?

아래코드를�실행�후� 화면의�변화를�주시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추가했던� 레이어1� 상자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어디론가� 온데� 간데�

없이�사라져�버릴�겁니다.

위� 기능은� jQuery의� ‘페이드아웃(Fade-Out)’� 기능입니다.

서서히�사라짐�뭐,� 그런� 기능이지요.

그� 반대로�다시�나타나게�하는�건� 페이드인(Fade-In)인데요.

아래�코드를�실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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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 =� jq("#layer1")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fadeOut(2000)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fadeIn(100)

그러면�다시�레이어1이� 불쑥�나타납니다.

‘어디갔다�왔노?’

‘내� 그� 자리에�그냥�있었데이~’

이러서� jq� 가� 제이쿼리인� 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

었네요� :)

요새� jQuery가� 한물� 갔네~,� 이제� 리액트를� 써야� 한다는� 말도� 있긴� 하지

만� jQuery� 도� 나름� 편리한�부분을�효율적으로�사용하면�되는�것이지요.�

간결함에�있어서는�파이스크립트와도�잘� 통하는�것� 같습니다.

금방�추가한�레이어1� 상자는� layer1� 이라는�아이디를�가지고�있는데요.

레이어1을� jQuery� 로� 표현한� 것이� jq('#layer1')입니다.� 좀� 더� 코드를� 간

결하게�해볼까요?�아래�코드를�실행해�보세요.

이제� 레이어1� 상자를� layer1� 변수에� 넣었으니� layer1� 변수로� 상자를� 직

접�제어할�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실행해�보세요.

방금�전과�똑같은�결과를�보실�수� 있습니다.

다시�아래�코드를�실행해서�원� 상태로�복귀하겠습니다.

참고로� 괄호� 안의� 숫자는� 속도입니다.� 페이드인,� 페이드아웃되는� 시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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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toggle('slide')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toggle('slide')

데� 밀리초� 단위를�입력합니다.� 이를테면� 1000이면� 1초,� 100이면� 0.1초가�

되는� 것이지요.� 이� 숫자를� 잘� 조절하면� 필요한� 적재� 적소마다� 감성적이

고�지루하지�않은�연출을�할� 수� 있습니다.

제이쿼리는� 제이쿼리UI(유아이)라는�

지원군이�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 실

행해� 보세요.� 상자가� 왼쪽으로� 쑥� 들

어가�버릴텐데요.

다시�한번�같은�코드를�실행하면�

상자가� 다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많습니다.� 제이쿼리� UI�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볼�수� 있으니�관심�있는�분은�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https://jqueryui.com/toggle�

ü 레이어�기본기-1

앞에서�다룬�것은�사실�흥미를�돋우기�위한�특수기능이었는데요.

기본기도�필요할�때마다�일부�익혀두는�것이�좋습니다.

이번에는�레이어의�색상을�다루는�방법을�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에는�기본적으로� 3가지�색상이�있습니다.

글자색,� 배경색,� 테두리색이�그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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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rom� js� import� jQuery� as� jq

layer1� =� jq("#layer1")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css('color',� 'red')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이� 색상� 또한� 자바스크립트나� 제이쿼리

(JQuery)를� 이용해�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이쿼리가� 간편하니� 제이쿼리로� 바꾸는� 방

법도�알아보고�자바스크립트를�이용한�방법도�확인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다시�시작하겠습니다.

F5� 키를� 눌러�화면�새로�고침�

→� 레이어�추가�순으로�진행해�주세요.

다시�한번�제이쿼리를�불러오고�레이어를�변수로�받아오겠습니다.

아래�코드를�실행해�주세요.

이로써� layer1� 변수로�레이어를�제어할�수� 있도록�되었습니다.

먼저�글자색을�바꿔보겠습니다.

독자분의� 컴퓨터가� 이상이� 없는한� 레이어의� 글자색이�

예쁘장한�빨강색으로�바뀌었을�것입니다.

이번에는�배경색을�바꿔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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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1.css('background-color',� 'yellow')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css('border',� '3px� solid� black')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text('파이스크립트,� 짱!')

#� 자바스크립트�모듈� js를� 임포트합니다.

import� js

배경색이�노랑색으로�바뀌었을�텐데요.

이와같이� jQuery를� 이용하여�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색상과�두께도�바꿔보겠습니다.

테두리� 두께는� 원래� 1px(픽셀)이라는� 얇은� 두께였는

데요.� 두께가� 3px(픽셀)로� 바뀌어�아주�굵어졌고.

진한�검정색이�되었습니다.

내친�김에�하나만�더� 해볼까요?layer1� 이라는�글자를�바꿔보겠습니다.

‘layer1’� 이라는�글자는�자취를�감추고

‘파이스크립트,� 짱!’� 글자가�보이는군요.�

상자� 크기도�자동조절되어�늘어났습니다.

기본기능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도� 아래� 코드를� 사용,�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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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조건식:

� � 코드1

#� layer1� 상자를�변수로�받아옵니다.

layer1� =� js.document.getElementById('layer1')

#� 글자� 색상을�빨강색으로�바꿉니다

layer1.style.color='red’

#� 배경� 색상을�노랑색으로�바꿉니다.

layer1.style.backgroundColor='yellow’

#� 테두리�색상을� 3픽셀�두께의�검정색으로�바꿉니다.

layer1.style.border='3px� solid� black’

#� 상자� 안의�글자�내용을�바꿉니다.

layer1.innerText� =� '파이스크립트,� 짱!'

‘#’기호를�주석�기호라�부릅니다

주석이란�메모를�적는�기능인데요.

#� 기호� 뒤에�적힌�내용은�실행되지�않습니다.

※�참고하세요.

ü 무한반복�WHILE

금방� 살펴본� 예제들은� 반복문을� 재미있게� 익히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습

니다.

파이스크립트에서�반복을�사용하는�기술은� while문입니다.

(와일문:미국식�발음은� ‘와이을’에� 가깝습니다.)

while� 은� 영어사전에서� ‘~하는�동안’이란�뜻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무한�반복보다는� ‘조건�반복’이라는�표현이�맞습니다.

while� 문의� 사용법은�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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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2

� � � � :

while� 조건식:

� � 코드블럭

if� 조건식:

� � 참일� 때� 코드블럭� (1번만�실행)

while� 조건식:

� � 참일� 때� 코드블럭� (계속�실행)

while� True:

� � 코드1� ↓� 3개의� 코드를�순서대로�무한�반복

� � 코드2� ↓

� � 코드3� ↓

앞으로는�이러한�여러�줄의�코드를�코드블럭으로�명칭하겠습니다.

앞에서� 학습하셨던� if문의� 경우� 조건식이� 참이었을� 때� 코드블럭을� 1번만�

실행한�반면,�

while문은� 조건식이�참인동안�코드블럭을�계속�실행합니다.

언제까지�실행될까요?조건식이�거짓이�될� 때까지입니다.

코드블럭을� 코드1,� 2,� 3으로� 나눈다고� 칠� 때,� 만일� 조건식이� 항상� 참이

라면� (� 파이스크립트는� 참을� True� 로� 표시합니다� )� 아래� 코드는� 코드1,�

코드2,� 코드3,� 코드1,� 코드2,� 코드3,� ...� 순으로�실행을�무한�반복합니다.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 (� 백신�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 )을� 제외하고�

무한반복�코딩을�하는�경우는�없습니다.�

그래서�보통�무한�반복이�되지�않게�코딩을�하는데요.

흥미를�위해�먼저�무한반복�코딩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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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철이는�집에�있는�크리스마스�트리의� LED� 전구� 하나에�집중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 1초� 후� 파란색,� 다시� 1초�

후� 다시� 녹색� 불,� 다시� 1초� 후�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패턴을� 반복

하는�것을�발견하였다.

레이어를�이용,� 아래� 패턴을�무한반복하는�작동방식을�구현하시오.

빨강불� →� 1초� 대기� →� 파랑불� →� 1초대기� →� 녹색불� →� 1초� 대기�

→� 처음으로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rom� js� import� jQuery� as� jq

led� =� jq('#layer1')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ed.css('color',� 'white')

led.text('LED전구')

다음과�같은�문제가�있습니다.

�

레이어의�배경색상을�변경하는�것으로�기능을�구현해보겠습니다.

먼저� F5� 키를� 눌러�지금까지�코드를�싹� 지워�주신�다음,

레이어� 추가� 버튼을� 한번� 클릭,� 레이어(layer1)를� 하

나� 추가해�주세요.

그리고�제이쿼리를�임포트,� 레이어를�변수로�받아오겠습니다.

다만�변수�이름은� LED전구에�걸맞게� led로� 정의해보겠습니다.

글자색상이�검정이면�잘� 보이지�않기�때문에�흰색으로�바꿔주고,

내용도� ‘LED전구’로� 바꿔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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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css('background-color',� 'red')

led.css('background-color',� 'green')

await� asyncio.sleep(1)

led.css('background-color',� 'red')

await� asyncio.sleep(1)

led.css('background-color',� 'green')

await� asyncio.sleep(1)

led.css('background-color',� 'blue')

await� asyncio.sleep(1)

빨강색�→� 1초대기�→� 파랑색�→� 1초대기�→� 녹색�→� 1초대기

배경색을�빨강으로�바꾸는�코드는�아래와�같습니다.

그리고�다시�배경색을�녹색으로�바꾸는�코드는�아래와�같은데요

처음에� 빨간색으로� 바뀐� 후� 1초를� 기다렸다가� 녹색으로� 바꾸어야� 합니

다.� 파이스크립트에서� 1초를�기다리는�코드는�아래와�같습니다.

그래서�아래�순서로�배경색을�바꾸러면,

아래와�같이�코드를�작성하면�되는데요.

한번만�실행할것이�아니기�때문에,

이� 6줄의� 코드를� while� 문� 안쪽에� 들여쓰기해서� 넣어주시면� 무한� 반복�

실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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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while� True:

� � led.css('background-color',� 'red')

� � await� asyncio.sleep(1)

� � led.css('background-color',� 'green')

� � await� asyncio.sleep(1)

� � led.css('background-color',� 'blue')

� � await� asyncio.sleep(1)

아래� 코드가�바로�무한반복�코딩�부분입니다.

위� 코드를�실행하는�순간,� 레이어�배경은�

빨강,� 녹색,� 파랑색을� 1초� 단위로� 반복하며� 계속� 바

뀔�텐데요.� 내버려두면�끝나지�않습니다.�

무한반복의�굴레를�빠져나올수�없기�때문이지요.

무한�반복을�빠져나오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빠져�나올�조건을�마련해�주면�되는�것입니다.

ü 유한반복�WHILE

while� 반복문에서� 무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빠져나올� 조건을� 마련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간단히� 3색의� LED� 점등을� 3바퀴�수행하고�끝나도록�해볼텐데요.

몇바퀴를�작동했는지를�하나,� 둘,� 셋� 세기� 위한�변수를�마련하고,�

한바퀴�돌� 때마다� 1씩� 센� 다음,

3바퀴를�돌면� while� 반복을�빠져나오게�하면�됩니다.

기본�골격은�아래와�같습니다.

이� 코드가� while� 반복문의�코드블록을� 3바퀴�반복하는�코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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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 1

while� round� <=� 3:

� � � :� LED� 점등� 코드�블록

� � round� +=� 1

round� =� round� +� 1

round� +=� 1

처음에는� 은근히� 헷갈립니다.� 익숙해지려면� 여러번� 직접� 코딩연습을� 해

보셔야�이해가�되실�겁니다.

참고로�아래�코드를�좀� 더� 편리하게�한� 것이

아래�코드입니다.�

round� 변수값에� ‘1을� 더해서�넣어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는�대입�연산자의�한� 종류입니다

몇바퀴째� 작동중인지� 보여주는� 레이어를� 추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

다.

연습장�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신� 다

음,� 레이어추가� 버튼을� 2번� 클릭,�

레이어를� 2개�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2� 상자가� 레이어1� 상자를�

가리지� 않도록� 보기� 편한� 곳에� 드래그해

서�옮겨�줍니다.

이제� 제이쿼리를� 불러와� 2개의� 레이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2개의� 변수에� 받아옵니다.� 2번째� 레이어�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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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rom� js� import� jQuery� as� jq

led� =� jq('#layer1')

roundview� =� jq('#layer2')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ed.css('color',� 'white')

led.text('LED전구')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round� =� 1

while� round� <=� 3:

� � roundview.text(f'{round}바퀴')

� � led.css('background-color',� 'red')

� � await� asyncio.sleep(1)

� � led.css('background-color',� 'green')

� � await� asyncio.sleep(1)

� � led.css('background-color',� 'blue')

layer2입니다.

이제� led� 변수는�레이어1� 상자를,�

roundview� 변수는�레이어2� 상자를�제어할�수� 있는데요.

이제�각각을� led� 레이어,� roundview� 레이어라고�부르겠습니다.

앞과�마찬가지로� led� 레이어의�글자색상을�흰색으로�바꿔주고,

내용도� ‘LED전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3바퀴를�반복,� LED를� 점등하는�아래�코드를�실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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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ait� asyncio.sleep(1)

� � round� +=� 1

roundview.text(f'{round}바퀴')

화면을�주시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다룬� 것처럼� LED전구

가� 세가지� 색으로� 바뀌는� 동작은� 동

일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roundview� 레이어에�

몇바퀴인지도�함께�표시됩니다.

그러다가� 3바퀴�모두�완주�후� 딱� 정지할�텐데요.�

3바퀴를� 모두� 작동한� 후� 화면하단에� 새�

코드� 입력창도�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

니다.� 반복이�끝났기�때문이지요.

참고로,� 위� 코드에서� 몇� 바퀴인지� 레이어에� 보여주는� 코드는� 아래� 부분

입니다.

while� 반복문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머릿속으로� 몇� 번씩�진행순서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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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 1�❶
while� round� <=� 3:�❷
� � � � :�❸
� � round� +=� 1�❹
❺끝

✎ 비행기가�화면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는�예제를� 확인해�보았습

니다.

각해�보시면�되는데요.� 아래� 기본�골격에�번호를�붙여�보았습니다.

❶ 처음에�한번만�실행됩니다.
❷ round� 변수가� 3바퀴� 이하인지� 검사합니다.� 3바퀴� 이하면� 코드블럭을�
실행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3바퀴가�넘어서면�❺번으로�이동합니다.
❸의�코드를�실행한�다음,
❹ round� 변수값을� 1� 증가합니다.� 그리고�다시�❷번으로�이동합니다.
❺ 다음코드가�있으면�실행하고�없으면�끝납니다.

반복문을�마친�후,� round� 변수값은� 3이� 아닌� 4입니다.

각� 단계별� round� 값� 변화를�참고하셔서�생각해�보세요.

❶ 1� →❷ →❸ →❹ 2� →❷ →❸ →❹ 3� →❷ →❸ →❹ 4� →❺

만일� 코딩이� 처음이시라면� while반복문을� 한번�보고� 완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우니� 몇� 번씩�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굳이� 오늘� 이해

가� 안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일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며칠� 뒤� 한번�

더� 생각하길�반복하다�보면�어느�순간�이해가�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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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장� 사이트에서� 레이어� 상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하였

습니다.

✎
제이쿼리를� 임포트하고� 레이어� 상자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특수기능� :�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슬라이딩

-� 기본기능� :� 3가지� 종류의�색상�변경,� 상자� 안의�글자�변경

✎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도� 임포트하여� 동일한� 기

능을�수행할�수� 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

✎
무한� 반복while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레이어를� 구성하여�

빨강,� 녹색,� 파랑� LED불이� 무한으로� 바뀌는� 예제를� 다루었습

니다.

✎ 빠져� 나올� 조건을� 정하여� 3번� 실행� 후� 빠져나오는� 유한반복�

while문에� 대해�다루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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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레이어를� 추가,� 1초� 단위로� 0~5의� 숫자를� 보여주는� 연출을� 하시

오.� while� 반복문을�사용하시오.

➫� 소스� 시작은�이렇게�하세요
from� js� import� jQuery� as� jq

secondview� =� jq('#layer1')

second=0� #� 몇초인지�저장할�변수

➫�문제2
while반복문을� 이용� 1~10까지� 숫자의� 합을� 구해� print()� 문으로�

아래와�같이�출력하시오.� (� 레이어�사용� X� )

출력결과� :� 합계는� 55입니다.

➫� 소스� 시작은�이렇게�하세요
sum� =� 0� � #� 합을�저장할�변수

i� =� 1� � � � #� 1~10을� 하나씩�카운트할�변수

while� 반복문의� 이해를� 위해� 문제풀이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앞의� 본문

을� 참조해서� 아래� 문제에� 도전해� 보세요.� 어려우면� 정답을� 참조해서� 풀

이하셨다가�며칠�뒤� 정답을�안� 보고�다시�도전해�보셔도�됩니다.

*� 풀이는�다음�페이지를�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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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풀이1

from� js� import� jQuery� as� jq

secondview� =� jq('#layer1')

second=0

while� second<=5:

� � secondview.text(second)

� � second� +=� 1

� � await� asyncio.sleep(1)

4�결과

7�풀이2

sum� =� 0� � #� 합을� 저장할�변수

i� =� 1� � � � #� 1~10을� 하나씩�카운트할�변수

while� i� <=� 10:

� � sum� +=� i

� � i� +=� 1

print(f'합계는� {sum}입니다.')

4�결과

합계는� 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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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OR� 문으로�맞춤형�타이머�만들기

쉬운�운동으로�혈당을�조절할�수� 있는�운동이�있습니다.�

일명� ‘인슐린�헬퍼’� 운동인데요.

채널A� ‘몸신이다� 346회’에�방영된� 내용입니다.

https://youtu.be/FExdLXacd3Y�

1단계,� 게걸음� 1분,� 15초� 휴식� 4회,

2단계,� 투명줄넘기� 1분,� 15초� 휴식� 3회,

3단계,� 첫� 번째�단계�한번�더,

4단계,� 제자리�걷기� 1분

단위가� 1분� 15초� 단위라�은근히�시간� 재는게�혼동됩니다.

하지만�파이스크립트와�함께라면?�문제�없지요� :)

“오,� 나를�위한�기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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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변수� in� [항목1,� 항목2,� 항목3,� ...]:

� � 코드블럭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rom� js� import� jQuery� as� jq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 =� jq('#layer1')

layer1.text('')

ü 맞춤형�반복문� for!

앞에서� 살펴본� 반복문� while문도� 유용하나� 실행�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하면�좋은�맞춤형�반복문이�있습니다.� 그게� 바로� for문입니다.

for문의� 편리함에�익숙해지면,� 앞으로�애용하고�싶어지실�겁니다� :)

ü 사용법1

파이스크립트에서� for문의� 기본�사용법1은� 아래와�같습니다.

대괄호�기호� [...]� 안에� 반복할�항목들을�나열하면�되는데요.

나열되는�항목은�정수든,� 실수든,� 문자열이든�상관없습니다.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을� 출력하는�예제를�다뤄보겠습니다.

페이지를�새로�고치고�레이어를�추가,� 제이쿼리를�임포트해�주세요.

레이어1를� 다루기�쉽게�변수에�받아온�후,� 내용을�비워주겠습니다.

밑줄친�부분이�레이어�내용을�비워주는�코드입니다.�

따옴표�사이�아무�내용도�없으면�내용을�싹-� 비워주라는�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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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or� i� in� ['너구리','오징어','육개장']:

� � layer1.append(f'{i}<br/>')

for� � i� � in� ['너구리','오징어','육개장']:

� � layer1.append(f'{i}<br/>')

� � layer1.append(f'너구리<br/>')

이제� 레이어1에�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을�차례대로�출력할�텐데요.�

코드가�단순합니다.�

출력결과는�우측과�같을�것입니다.

for� 반복문은� 대괄호� 안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불러와� 코드블록을� 실

행해�줍니다.� 대괄호�내� 항목이� 3개면�코드블록도� 3번� 실행하는데요.

이� 때� for� 바로� 뒤에�변수i가� 중요한�역할을�합니다.

코드블록을�첫번째�실행할�때� 변수i는� 문자열� ‘너구리’값이�대입됩니다.

그래서�아래�코드는,

아래와�같이�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될� 때� 레이어는� 우측�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append()� 함수는� 본문에� 내용을� 추

가하라는� 의미이고,� <br/>� 는� 다음줄로� 한줄� 넘기라는�

의미입니다.� 단,� 다음� 줄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상자가�

늘어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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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 i� � in� ['너구리','오징어','육개장']:

� � layer1.append(f'{i}<br/>')

� � layer1.append(f'오징어<br/>')

for� i� in� ['너구리','오징어','육개장']:�❶
� � layer1.append(f'{i}<br/>')�❷ 코드블록
❸

코드블록을� 2번째�실행할�때는�오징어�문자열이�변수i에� 대입된�다음에,

다시�코드블록이�실행될�때

아래와�같이�해석되어�실행됩니다.

append()� 함수는�원래�내용을�지우지�않습니다.�

그래서� ‘너구리’본문을�그대로�둔채�다음줄에�

‘오징어’를� 추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3번째� 항목� ‘육개장’도� 변수i에� 대입된�

채로� 코드블록이� 실행되어�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지요.

코드의�실행순서는�아래와�같습니다.

❶ 첫� 번째는� 문자열� ‘너구리’를,� 두� 번째는� ‘오징어’를,� 세� 번째는� ‘육
개장’을� 변수i에� 보관합니다.

네� 번쨰는�없으므로�❸으로�이동,� 반복되는�코드를�탈출합니다.
❷ 코드블록을�실행하고�❶로�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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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반복변수� in� range(시작값,� 종료값+1):

� � 코드블럭

range(1,� 11)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rom� js� import� jQuery� as� jq

아래는�변수i의� 변화와�진행�순서입니다.�

❶너구리→�❷ →�❶오징어�→�❷ →�❶육개장�→�❷ →�❸

ü 사용법2

파이스크립트에서� for문의� 기본�사용법2은� 아래와�같습니다.

range는� 범위형�정보를�제공하는�클래스(class� ‘range’)인데요.

아래와�같이�사용할�경우� 1부터� 10까지� 10개� 숫자를�의미합니다.

10까지가�범위라면�종료값� 11을� 입력한다는�점에�유의해�주세요.

실전�예제를�보시는게�이해에�도움�되실�겁니다.�

for문을� 활용,� 1부터� 10까지�출력�예제를�보겠습니다.

페이지를�새로�고치신�다음�레이어를�추가,

그리고�제이쿼리를�임포트해�주세요.

레이어1를� 다루기�쉽게�변수에�받아온�후,�

내용을�비워주겠습니다.

밑줄친�부분이�레이어�내용을�비워주는�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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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 =� jq('#layer1')

layer1.text('')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or� i� in� range(1,11):

� � layer1.append(i)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text('')

for� i� in� range(1,11):

� � layer1.append(f'{i},')

for� i� in� [1,� 2,� 3,� 4,� 5,� 6,� 7,� 8,� 9,� 10]:

이제� 1부터� 10까지�차례대로�숫자를�채워줄텐데요.�

생각보다�코드가�단순합니다.�

이� 코드를�실행한�결과는�우측과�같습니다.

숫자가�다� 붙어버려�분간이�어렵군요.

숫자�사이에�콤마를�넣어보도록�하겠습니다.

내용을�비워주는�코드를�포함하여�아래�코드를�실행해�보세요.

레이어에� 우측과� 같이� 결과가� 출력되었

다면�제대로�된� 것입니다.

for반복문의�사용법2는�이렇게�이해하시면�되는데요.

range(1,11)는� 사용법1과� 비교할�때�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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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파이썬�예제들을�보면�보통� print()� 내장함수를�사용하는데,

레이어를�사용하는�이유가�있나요?

4�답변

좋은�질문입니다.

파이스크립트� 연습장에서는� 파이스크립트의� <py-repl>� 태그를� 사

용하고� 있는데요.� <py-repl>� 태그에서� print()� 함수를� 여러번� 사용

하면� 파이스크립트� 알파� 버전에서� 여러줄이� 출력되지만,� latest� 버

전에서는� 마지막� 한줄만� 출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2.10.10.

기준)� 이� 부분은� 문의결과�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대안으로�

레이어�출력�방식을�구상하게�되었습니다.

처음� 변수i에� 숫자1이� 대입,� 코드블럭이� 실행되고,� 다음에는� 숫자2를� 대

입� 코드가� 실행되고,� ...� ,� 이런� 순서로� 숫자10까지� 대입,� 코드블럭이� 실

행된� 후에� 반복코드를� 탈출하는� 것이지요.� 코드블록이� 총� 10번� 실행됩니

다.�

for반복문이�아마도� while반복문보다는�이해가�수월하실�겁니다� :)

ü 인슐린�헬퍼�타이머

자,� 이제� 유용한�실전�예제입니다.

챕터�머리말에�소개해드린�인슐린�헬퍼를�만들어�볼텐데요.

순서가�아래와�같습니다.

1.� 게다리�걸음� 60초,� 15초� 휴식� x� 4번

2.� 투명� 줄넘기� 60초,� 15초� 휴식� x� 3번

3.� 게다리�걸음� 60초,� 15초� 휴식� x�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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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rom� js� import� jQuery� as� jq

layer1� =� jq('#layer1')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layer1.css('font-size',� '5vw')

4.� 제자리�걸음� 60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서� 사용했던� asyncio.sleep()� 함수를� 응

용하고,� 이번에도� 역시� 레이어를� 사용할텐데요.� 글씨가� 잘� 보여야� 하니�

글씨도�크게�보이도록�해보겠습니다.

페이지를�새로�고침,� 레이어를�추가하신�다음에

제이쿼리를� 임포트하고,� 레이어를� 변수에� 받아오겠습

니다.

이어서�레이어의�글씨�크기를�키울텐데요.� 아래코드를�실행하시면,

레이어의�글씨가�우측처럼�커집니다.

font-size� 는� 글씨� 크기를�의미하는데요.

글씨�크기를� 5vw� 라고� 정해주었습니다.

vw� 이라는� 단위의� 글씨� 크기는� 브라우저� 너비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

고�줄어드는�글씨이며�요새�추세에�따른�반응형�웹이라는�기술입니다.

이제� 시간값�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60초� 운동,� 15초� 휴식이� 모든� 과정

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려면� 한번� 테스트하는데� 꼬박� 20분이� 걸

립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5초� 운동,� 2초� 휴식으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바꿀텐데�변수에�이� 시간�값을�넣어두면�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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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trainsecond=5� #� 운동� 5초

restsecond=2� � #� 휴식� 2초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or� i� in� range(0,� trainsecond):

� � layer1.text(f'게다리�걸음� :� {i}초')

� � await� asyncio.sleep(1)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for� i� in� range(0,� restsecond):

� � layer1.text(f'휴식� :� {i}초')

� � await� asyncio.sleep(1)

아래� 코드를�실행하면,� 변수trainsecond� 에는� 운동할� 5초� 값이,�

변수restsecond� 에는� 휴식할� 2초� 값이�대입됩니다.

이제� 1초� 단위로� ‘게다리�걸음’을� 안내하는�문구를�띄울텐데요.

변수trainsecond를� 활용할�겁니다.

화면에� ‘게다리� 걸음’이란�큰� 글씨와�함

께� 진행시간(초)이� 0~4까지� 차례대로�

표시되면�제대로�된� 것입니다.

이어서�쉬는�시간을�표시하는�코드는�아래와�같은데요.

이번에�사용되는�변수는� restsecond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우측과� 같이� 휴식� 안내문

구가� 0~1초를� 차례대로� 표시해� 줍니다.� 이와�

같은�결과면�제대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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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운동시간은� 5초,� 휴식시간은� 2초가�표시되어야�하지�않나요?

4�답변

운동시간과� 휴식시간을� 합하면� 7초입니다.� 만일� 0~5초까지� 1초� 단

위로� 표시,� 휴식시간도� 0~2초� 단위로� 표시한다면� 총� 9초가� 소요됩

니다.� 아래� 숫자를�세보세요.� 숫자가� 7개가�아니라� 9개입니다.

(� 0,� 1,� 2,� 3,� 4,� 5,� 0,� 1,� 2� )

이처럼�숫자의�시작이� 0인� 경우�주의가�필요합니다.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됩니다.

for� i� in� range(0,� trainsecond):

� � layer1.text(f'게다리�걸음� :� {i}초')

� � await� asyncio.sleep(1)

for� i� in� range(0,� restsecond):

� � layer1.text(f'휴식� :� {i}초')

� � await� asyncio.sleep(1)

for� i� in� range(0,� trainsecond):

이걸� 연속해서� 코드로� 작성하면� 5초동안� 운동,� 2초동안� 휴식시간이� 이어

서�표시되는�것이지요.

5초� 운동,� 2초� 휴식을� 총� 4회� 반복할텐데요.� 아래와� 같이� 모든� 과정을�

한줄로�쭉� 코딩하면�소스가�너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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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됩니다.

for� j� in� range(0,� 4):

� � for� i� in� range(0,� trainsecond):

� � � � layer1.text(f'게다리�걸음� :� {i}초')

� � � � await� asyncio.sleep(1)

� � for� i� in� range(0,� restsecond):

� � � � layer1.text(f'휴식� :� {i}초')

� � � � await� asyncio.sleep(1)

� � layer1.text(f'게다리�걸음� :� {i}초')

� � await� asyncio.sleep(1)

for� i� in� range(0,� restsecond):

� � layer1.text(f'휴식� :� {i}초')

� � await� asyncio.sleep(1)

for� i� in� range(0,� trainsecond):

� � layer1.text(f'게다리�걸음� :� {i}초')

� � await� asyncio.sleep(1)

� � � � � � :

이럴� 때는�중첩� for문을� 사용하시면�됩니다.

중첩� for문이란� for� 반복문�안쪽에� for� 반복문이�들어�있는�형태입니다.

아래�코드를�실행해�보세요.

운동,� 휴식의�과정이�총� 4번� 반복되는걸�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중첩� for� 문이란�반복을�다시�반복하는�것을�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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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 for� 변수2� in� range(시작,� 끝):

� � � 코드블록1

� for� 변수2� in� range(시작,� 끝):

� � � 코드블록2

for� 변수1� in� range(시작,� 끝):�❶

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됩니다.

아래와�같이�코드가�구성된�경우,

❶은�❷영역을�모두�코드블록으로�봅니다.
그래서�❷가�실행하는�모든�과정을,
❶이�지정한�횟수만큼�반복하는�것이지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for� 반복문� 안쪽에서� 들여쓰기� 칸수가� 다르면� 역

시� 무시무시한� 파이썬� 오류가� 발생합니다.� 들여쓰기는� 똑같이� 맞춰� 주세

요� :)

이제� 기본�원리는�알았으니�전체소스를�공개합니다.�

전체소스�원리는�앞에서�다룬�것과�별� 다를�바가�없습니다.�

소스� 내용은�다음을�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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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j� in� range(1,� 6):

� � for� i� in� range(0,� trainsecond):

� � � � layer1.text(f'게다리�걸음� :� {j}� -� {i}초')

� � � � await� asyncio.sleep(1)

� � for� i� in� range(0,� restsecond):

� � � � layer1.text(f'휴식� :� {i}초')

� � � � await� asyncio.sleep(1)

for� j� in� range(1,� 6):

� � for� i� in� range(0,� trainsecond):

� � � � layer1.text(f'투명� 줄넘기� :� {j}� -� {i}초')

� � � � await� asyncio.sleep(1)

� � for� i� in� range(0,� restsecond):

� � � � layer1.text(f'휴식� :� {i}초')

� � � � await� asyncio.sleep(1)

for� j� in� range(1,� 6):

� � for� i� in� range(0,� trainsecond):

� � � � layer1.text(f'게다리�걸음� :� {j}� -� {i}초')

� � � � await� asyncio.sleep(1)

� � for� i� in� range(0,� restsecond):

� � � � layer1.text(f'휴식� :� {i}초')

� � � � await� asyncio.sleep(1)

� � � �

for� i� in� range(0,� trainsecond):

� � layer1.text(f'제자리�걸음� :� {i}초')

� � await� asyncio.sleep(1)

이� 소스는� 학습용입니다.� 매번� 이�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야� 어디� 잘�

사용하실�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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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반복문은�횟수가�정해졌을�때� 사용하는�맞춤형�반복문입니다.

✎ for문의�기본�사용법1

for� 변수� in� [항목,� 항목,� ...]:

� � 코드블록

✎ for문의�기본�사용법2

for� 변수� in� range(시작값,� 종료값):

� � 코드블록

✎
제이쿼리로� 받아온� 레이어에� 내용을� 추가하는� 코드는� append입니

다.

layer1� =� jq(“#layer1”)

layer1.append(“텍스트”)

✎ 화면폭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으로� 글씨� 크기가� 늘어나는� vw폰트�

크기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layer1.css('font-size',� '5vw')

✎ ‘인슐린헬퍼’� 운동을� 보조용� 맞춤형� 타이머를� 제작� 과정을� 알아보

았습니다.

메모장� 사이트에서는� 사용� 편의

를� 위해� 버튼� 원� 클릭으로� 소스

가�입력되도록�해놓았습니다.

‘인슐린헬퍼’버튼� 클릭� 후� 입력

되는� 코드를� 바로� 실행하시면� 작

동되는데요.� 레이어�추가�버튼은�누르지�않으셔도�됩니다.

이� 소스는� 금방� 다루었던� 본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책을� 모두� 보신�

후에�분석�가능하실�테니�차후에�한번�들여다�보시길�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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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1부터� 1000까지의�합을�구하여�레이어에�결과를�출력하시오.

시작소스)� 레이어�추가�후� 진행.

from� js� import� jQuery� as� jq

layer1� =� jq('#layer1')

7�풀이

from� js� import� jQuery� as� jq

layer1� =� jq('#layer1')

➫�문제2
수재는� 영단어� 공부를� 위해� 영어단어� 깜박이를� 만들기로� 했다.� 영

단어� 1번,� 뜻풀이� 1번씩� 4초� 단위로� 번갈아� 레이어에� 단어와� 뜻이�

표시되는데�무한�반복이다.� 학습할�영어학습�단어는�총� 5개이다.

acclaim:� 찬사

benefit� from:� ~로부터�혜택을�받다

municipal:� 시의

devote:� ~에� 몰두하다

disregard:� 무시하다

힌트)� while반복문,� for� 반복문을� 모두� 사용하면� 수월,� while� 반복

문�안에도� for반복문을�중첩�가능

시작소스)� 레이어�추가�후� 진행.

from� js� import� jQuery� as� jq

layer1� =� jq('#layer1')

layer1.css('font-size',� '5vw')

즐거운� 코딩�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운동으로� 몸도� 튼튼,� 코딩으로� 코딩

력도�튼튼,� 코딩력은�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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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0

for� i� in� range(1,� 1001):

� � sum� +=� i

layer1.text(sum)

4�결과

7�풀이

from� js� import� jQuery� as� jq

layer1� =� jq('#layer1')

layer1.css('font-size',� '5vw')

while� True:

� � for� i� in� [

� � � � 'acclaim',� '찬사',

� � � � 'benefit� from',� '~로부터�혜택을�받다',

� � � � 'municipal',� '시의',

� � � � 'devote',� '~에� 몰두하다',

� � � � 'disregard',� '무시하다']:

� � � � layer1.text(i)

� � � � await� asyncio.sleep(4)

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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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물섬,� 홈페이지를�마련하라!

인터넷을� 탐색하는� 것을� 흔히�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

합니다.� 네이버를� 검색하고,� 구글을� 검색하는� 그� 모든� 것

은�필요한�자료를�찾거나�즐길�거리를�찾기�위함이지요.

크롬브라우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바다를� 떠다니는� 배

에� 비유한다면� 홈페이지는� 아일랜드,� 섬에� 비유할� 수� 있

습니다.� 뭐..� 블로그같은� 경우는� 섬에� 있는� 집� 한� 채� 정도

라고� 생각해� 둘까요?� 이� 기회에� 독자� 여러분만의� 섬을�

하나�마련하는�것은�어떨른지요?� :)

“옛다,� 공짜� 섬� 하나�받아�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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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이제는�홈페이지가�필요할�때

파이스크립트� 코드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드가� 길어지니� 메모장

사이트만으로는� 아무래도� 힘듭니다.� 내용이� 긴� 코드는� 문서를� 저장하듯

이�한번만�홈페이지에�저장하고�영구적으로�사용하시면�편리합니다.

ü 간편한�개발�서버가�무료

“개발�서버�설치하는게�복잡하다던데..� 어디� 간단한�방법�없나요?”

구름IDE(구름아이디이)를� 사용하시면�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무료로�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통합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발할� 때는� 무료이지만,� 항상� 홈페이지를� 켜두려면� 비용

을�지불해야�합니다.�

베이직� 요금이� 월� 12,000원� 가량� 되어� 동일� 서버컴퓨터� 사양이� 다른� 호

스팅보다는� 비싼� 편인데요.� 사용하기에는� 매우� 편리하고� 여러사람이� 동

시에� 같은� 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 신기한� 기능도� 있습니다..� 무료로� 사

용해보시고� 충분히� 가치있다� 생각되면� 추후� 구매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

다.� 책� 후반부에는� 저렴한� 호스팅� 서비스를� 구매해� 사용하는� 다른� 방법

도�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공부가�목적이니�무료로�진행하겠습니다.

ü 구름IDE로

자,� 이제� 잠시� 파이스크립트� 공부는� 접어두고� 개발� 서버를� 장만하러� 가

보겠습니다.� 구름IDE� 홈페이지에�접속해�보세요.

구글에서�검색하셔도�되고�다음� URL을� 타이핑하셔도�됩니다.

https://ide.goorm.io



⦕   파이스크립트   ⦖

- 112 -

<� 접속한�구름IDE� 홈페이지� 화면� >

회원가입을�먼저�진행해주시는데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계

정이�있으면�편리하게�가입하실�수� 있습니다.�

가입� 과정은�별� 어려울게�없으니�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

구름� IDE� 메인� 화면에� 진입하

셨을� 겁니다.� 화면� 왼쪽� 아래

에는� 사용하는� 요금제(무료)와�

사용� 가능한� 컨테이너� 대수가�

표시되는데요.�

컨테이너란� 가상의� 서버컴퓨터

를�말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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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IDE에서� 사용하는� 서버� 컴퓨터는� 리눅스인데요.(정확히는� 우분투라

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즈와는� 약간�

다르나,� 개념은�다� 거기서�거기입니다.

그런�개발�서버를� 5대나�준다니�얼른�챙겨놔야겠지요?:)

ü 컨테이너�만들기

그러면�컨테이너를�만들어�보죠.

화면�우측의�새� 컨테이너�버튼을�선택하시면,

컨테이너�생성하기�화면으로�바뀔�텐데요.

이름란,� 설명란을�멋지게�채워�주세요.� 이름란은�영문만�사용가능합니다.

이제�다른�항목들은�손대지�마시고,�

소프트웨어� 스택을� HTML/CSS/JS로�

선택,� 화면� 하단의�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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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안내창이� 우

측과� 같이� 표시됩니다.� 컨데이터� 생성

에는� 보통� 2~3분� 소요되니,�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오시면� 컨테이너가� 아래처

럼�짜잔~� 하고�완성되어�있을�겁니다.

위� 창은� 생성� 후� 한번만� 나오는� 창이니� 다음� 번에� 어디로�

가야� 할지� 기억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x� 버튼을� 눌

러�닫아주세요.

생성한� 컨테이너는� 내� 컨테이너에� 있습니다.� 내� 컨테이너를� 클릭해서� 컨

테이너를�확인해�주세요.� 다음번에도�이� 메뉴로�들어오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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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컨테이너�접속하기

컨테이너�목록에는�내가�생성한�컨테이너가�표시되는데요.

금방은�하나만�만들어서�하나가�표시되지만,� 나중에�컨테이너를�여럿�

생성하면�여러�컨테이너가�모두�표시됩니다.

그� 중� 내가�실행할�컨테이너의�

▶실행�버튼을�눌러주시면�되는데요.

창이�하나�더� 열리면서�아래�창이�

표시될�겁니다.� 이� 창을� 통합�개발�환경,�

IDE� 창이라고�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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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화면� 구성에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해두세요.� 왼쪽에� 보이는�

프로젝트� 탐색창은� 웹페이지(webpage:홈페이지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추가하

거나�삭제,� 폴더� 생성�또는�이미지를�업로드하는�창입니다.

윈도우�탐색기와�비슷한�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오른쪽에는�에디터가�있는데요.� 웹페이지를�편집하는�창입니다.

윈도우의� 메모장과� 비슷한데요,� 신텍스� 하이라이팅이라는� 구문강조� 기능

이� 적용되어� 웹페이지의� 코드를� 알아보기� 쉽게� 알록달록� 표시되기� 때문

에�개발할�때� 매우�도움이�됩니다.

화면� 아래에는� 리눅스� 터미널� 창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각종� 프로그램

을�설치할�때� 사용하는�창인데�추후�필요할�때�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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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기본�웹페이지�구성

우리가� 분양받은� 무료� 컴퓨터는� 하나의� 무인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도� 마트도� 없지만� 여

러가지� 재료로� 데코레이트하면� 무인도를� 호화로운�

땅으로�꾸밀�수� 있는�것이지요.

첫� 번째�목표로�파이스크립트�메모장�사이트같은�명령어를�입력하면�

바로�실행되는�홈페이지를�만들텐데요.� 의외로�수월합니다.

이것만� 달랑� 넣으면� 섭섭(?)하니까� 요새� 많이� 사용하는� 반응형� 홈페이

지� 형태로� 메인이미지도� 추가하는� 부분까지� 다음� 챕터에서� 진행하겠습니

다.� 우리가� 분양받은� 컨테이너에는� 웹페이지� 하나가� 기본세팅되어� 있는

데요.� index.html� 파일이�바로�그것입니다.

이�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 화면� 좌측�

프로젝트� 탐색창에서� index.html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우측에�

에디터� 창이� 표시됩

니다.� 구름IDE에서�

기본� 세팅해준� 페이

지인데요.

다른�파일도�같은�방식으로�클릭하여�열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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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하셨던� 것처럼� 프로젝트� 탐색창에서� style.css� 파일도� 클릭해보세

요.� 그러면� 해당� 파일� 내용이� 에디터에� 표시될� 텐데요.� index.html� 파일

을� 열었던� 화면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에디터� 상단의� 탭을� 선택하

면�다시�나타나기�때문에�열었던�파일을�선택,� 편집하실�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된� index.html� 파일은� 컨테이

너를� 생성할� 때� 구름에서� 자동으로� 생

성한� 파일입니다.� 어떤� 화면인지� 구경하

러�가볼까요?

index.html� 탭을� 선택하시면� 화면�

상단에� 미리보기라는� 선택상자가�

보이실� 겁니다.� 미리보기� 선택상자

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3가지�

목록이�나타날텐데요.

만약�미리보기가�보이지�않으시면,�

상단� 영역이�접혀서�그럴겁니다.

상단�맨� 우측�화살표�버튼을�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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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스코드를�타이핑해�입력하세요

<!DOCTYPE� html>

<html>

<head>

� � <link� rel="stylesheet"� href="style.css">

� � <!--� 파이스크립트�플러그�인� -->

�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pyscript.net/latest/pyscript.css"/>�

� � <script� defer� src="https://pyscript.net/latest/pyscript.js"></script>

</head>

<body>

작업공간에서� 미리보기는� 에디터� 우측에�

간이형�웹페이지를�표시합니다.

새� 탭에서� 미리보기는� 큰� 화면으로� 시원�

시원~하게� 웹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는�이� 방법으로�진행할�겁니다.

먼저�에디터창�소스를�비워�주셔야�하는데요.

Ctrl+A키(모두선택).� Del키로� 코드를�삭제하시면�됩니다.

만일�작동하지�않으면,� 편집� � 선택� � 모두� 선택�메뉴를�클릭하세요.

이제�에디터�창에�소스코드를�입력해보겠습니다.

※�아래�코드가� 파이스크립트의�기본형� 소스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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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y-repl� auto-generate="true"></py-repl>

</body>

</html>

http://dreamplan7.cafe24.com/pyscript-book

학습을� 위해� 직접� 타이핑하시는게� 무엇보다� 좋지만� 입력이� 부담되시면�

아래� URL� 크레이의�북� 홈페이지에�접속하신�다음에,

크레이의�책� � 예제1� 메뉴를�선택,

index.html� 우측� 소스� 복사� 버튼을� 클

릭해�주세요.

그리고�구름IDE� 에디터�창을�선택,� Ctrl+V� 키로� 붙여넣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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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를�입력�후� 꼭� 해주셔야�하는게�있는데요.

그것은�바로� ‘저장’입니다.�

파일� 수정�후에는�꼭� 저장을�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한데요.� 단축키� Ctrl+S� 키를�

눌러� 저장해� 주세요.� 또는� 단축키가� 작동

하지� 않는다면� 화면� 우측상단의� 저장� 아

이콘을�눌러주시면�됩니다.

에디터� 상단� 파일명� 우측에� 별(*)표�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로�저장�여부�확인이�가능한데요.

별표가�있으면�저장이�안된�상태이고

아무것도�없으면�저장된�상태입니다.

이제� 페이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원� 시원한� 큰� 창으로� 보기� 위해�

미리보기� � 새� 탭에서�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되는데요.

금방� 새� 탭에서� 미리보기를� 하셨다면� 브라우저� 탭이� 열려� 있을� 겁니다.�

해당� 탭을�선택,� 새로� 고침(F5단축키)하셔도�됩니다.

그동안�많이�본� 친숙한�파이스크립트�코드셀이�표시될�겁니다.

계산을�해보도록�할까요?

메모장� 사이트에서� 연습하신� 것처럼� 아래� 계산식� 입력� 후� 실행해�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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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 후� 실행(▶)하세요

987654321� *� 123456789

요.� 실행은� Shift+Enter� 단축키�또는�화살표�버튼을�눌러주시면�됩니다.

아주�정확한!� 결과가�나올�것입니다.

연속해서�나오는�코드셀에�이어서�

코드를�입력하실�수도�있구요.

이제�독자분�소유의�연습장�웹페이지가�생긴�것이지요!

ü 반응형�웹페이지�구성

한�단계�더� 나아가도록�합시다.

아래처럼�이미지가�들어간�멋진�웹페이지를�구성해볼텐데요.

브라우저의� 폭이� 좁아지면(가로폭�

1000픽셀� 이하)� 스타일이� 바뀌어�

이미지크기가� 줄어드는(하지만� 찌

그러지지� 않는)� 반응형� 웹페이지�

기술을�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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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com/ko�

먼저� 이미지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무료� 이미지� 제공사이트� 픽사베이�

한글�홈페이지에�접속해주세요.

그리고�독자분의�주제�단어를�검색해�보세요.�

크레이는� ‘자연’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특출난�

검색어가�아니라면�많은�사진이�검색될텐데요.

첫째�줄은�스폰서�광고�이미지이니�무료�이미지를�찾으시려면

2번째�줄부터�보시면�됩니다.

크레이는�산� 풍경�사진으로�진행해보겠습니다.� 사진을�클릭,

무료�다운로드�버튼을�눌러주세요.�

해상도는� 가로폭� 1920� 픽셀이� 적당합

니다.� 선택�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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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다운받은�파일을�구름IDE에� 올려주시면�됩니다.�

이미지가�나중에�많아질�것을�생각해�이미지�저장�폴더를�만들어�두는게�

좋은데요.

폴더를� 생성하시려면� 프로젝트�

홈(파란� 아이콘)이� 선택된� 상태

에서� [+]버튼을�선택하신�다음,

‘새� 폴더’� 메뉴를�선택하고,

폴더� 이름을� 타이핑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img’라고� 타

이핑해주세요.

이제�다운받은�이미지를� img� 폴더에�복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윈도우�탐색기에서�다운받은�이미지를�드래그해

폴더에�정조준,� 놓아� 주시면�끝!

금방�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은�

좌측� 펼침(∨)� 버튼을� 누르면�

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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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reamplan7.cafe24.com/pyscript-book

이제�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들어� 볼텐데요.� 2개� 소스코드를� 수정해야� 합

니다.� 하나는� index.html� 파일,� 또� 하나는� style.css� 파일이지요.

소스코드� 양이� 많아� 크레이의� 홈페이지에서� 복

사하도록�하겠습니다.

크레이의�책� � 예제2� 메뉴를�선택하시면

2개의�소스코드를�찾아보실�수� 있습니다.

1)� 먼저� index.html� 의� 소스복사�버튼을�클릭,

2)� 구름IDE에서�

index.html� 파일을�클릭,

3)� 에디터�창의�기존�

내용� � 삭제� 후,�

(단축키� Ctrl+A,� DEL)�

4)� 소스� 붙여넣기(단축키� Ctrl+V)를� 진행해�주세요.

5)� 소스� 수정� 후에는� 저장을� 해주셔야� 반

영됩니다.� 단축키� Ctrl+S� 또는� 저장� 아이

콘을�클릭,� 저장해�주세요.

소스코드는�직접�타이핑하셔도�됩니다.

개발에�빨리�익숙해지는�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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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스코드�타이핑� 도전!

<!DOCTYPE� html>

<html>

�� �<head>

�� ���<meta� nam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initial-scale=

1.0,minimum-scale=1.0,maximum-scale=1.0,user-scalable=no">

�� ���<link� rel� ="stylesheet"href� ="style.css">

�� ���<!--� 파이스크립트�플러그�인� -->

�� ���<link� rel� ="stylesheet"href� ="https://pyscript.net/latest/pyscript.css?

v=1"/>

�� ���<script� defer� src� ="https://pyscript.net/latest/pyscript.js"></script>

�� �</head>

�� �<body>

�� ���<!--� 상단� 이미지� -->

�� ���<div� id� =image_back� >

�� �����<div� id� =image_layer� ></div>

�� ���</div>

�� ���<div� id� =main� >

�� �����<py-repl� auto-generate� ="true"></py-repl>

�� ���</div>

�� �</body>

</html>

소스코드�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두� 번째� style.css� 파일도�수정해�봅시다.

1)� 동일한�방법으로� style.css� 소스복사,

2)� 구름IDE에서� style.css� 파일을�클릭,

3)� 기존� 내용�삭제�후,� (Ctrl+A,� Del)

4)� 붙여넣기� (Ctrl+V)� 해주시면�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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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스코드�타이핑,� 도전!

.title� {

�� �font-weight:� bold;

�� �font-size:� 30px;

}

body� {

�� �padding:0px;

�� �margin:0px;

}

#image_back� {

�� �background-color:black;�

}

#image_layer� {

�� �height:� 200px;

�� �margin:� auto;

이� 때� 화면� 상단� 탭� 파란색� 선을�

확인,� 엉뚱한� 파일에� 입력하지� 않

도록�주의가�필요합니다.

역시�타이핑에�도전하실�독자분을�위해� style.css� 코드를�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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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fit:� cover;

�� �background-image:� url(img/berries-1546125_1920.jpg);

�� �background-position:� center;

�� �background-size:� 100%;

�� �border-bottom:� 5px� solid� black;

}

@media� (min-width:� 1000px)� {

�� #image_layer� {

�� �width:� 1000px;

�� }

}

.cm-editor� {

�� �border:2px� solid� black;

}

#main� {

�� �margin:� 10px� 10px� 30px� 10px;

}

7� 소스코드를�타이핑,� 수정하세요

background-image:� url(img/독자분의이미지파일);

5)� 그� 다음�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 URL을� 독자분께서는�

업로드한� 파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style.css� 파일에서� 밑줄친� 부분

을�바꿔주시면�됩니다.� 이� 부분은�직접�타이핑해주세요.

6)� 수정이�끝났으면�파일을�저장해�주세요.� Ctrl+S� 키로� 저장.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지요.� style.css� 파일� 선택� 상태에서는� 미리보기�

버튼이�표시되지�않습니다.� index.html� 탭을� 선택해주셔야�하는데요.

아래�순서로�진행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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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dex.html� 탭을� 선택,

2)� 미리보기에�마우스를�위치

3)� 새� 탭에서�미리보기�선택

이러한� 동작을� 편의를� 위해� 앞으로� “index.html� 미리보기”라고� 표현하도

록�하겠습니다.

아래와�같이�웹페이지가�떴다면�제대로�된� 것입니다!

이� 창은�브라우저의�크기를�줄여도�높이는�그대로�유지되나

이미지는�찌그러지지�않고�종횡비가�유지가�됩니다.

이� 부분이�제대로�작동되셨다면�축하드립니다!�

이제� 파이스크립트를�시작할�만반의�준비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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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IDE� 서비스에� 가입,� 무료� 개발� 서버,� 컨테이너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 컨테이너에�접속,� 통합� 개발�환경을�살펴보았습니다.

✎ 기본� 웹페이지� index.html� 파일을� 파이스크립트� 기본형� 웹페

이지로�수정해보았습니다.� 이� 때� 저장이�필요합니다.

✎ 에디터� 창에서� 사용� 가능한� 단축키�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

다.� 모두선택� (Ctrl+A),� 삭제(Del),� 붙여넣기(Ctrl+V)

✎ 웹페이지를�미리보기하는� 2가지�방법을�알아보았습니다.

➫�문제1
파이스크립트�개발을�위해�홈페이지가�필요한�이유는?

1)� 파이스크립트� 소스코드가� 앞으로� 점점� 길어져� 메모장� 사이트에

서�연습하기에는�한계가�있어서

2)� HTML을� 공부하려고

3)� PHP를� 공부하려고

4)� JSP를� 공부하려고

➫�문제2
파이스크립트�개발을�위해�구름IDE에서�선택하는�서버�스택은?

1)� C/C++� � � � � � � � � � � � � � � � 2)� HTML/CSS/JS

3)� 사물인터넷� Arduino� � � � � � 4)� 워드프레스� (� WordPress� )



⦕   파이스크립트   ⦖

- 131 -

➫�문제3
구름IDE의� 컨테이너에�입장하려면?

1)� 모두선택� Ctrl+A� � � � � � � � 2)� 붙여넣기� Ctrl+V

3)� 실행하기(▶)� 버튼� � � � � � � 4)� 정지(■)� 버튼

➫�문제5
구름IDE에서�웹페이지를�수정,� 큰� 화면으로�결과를�보려면?

1)� 작업공간에서�미리보기� � � � � � 2)� 새� 탭에서�미리보기

3)� 크롬� 브라우저�실행� � � � � � � � � 4)� 인터넷�익스플로어�실행

➫�문제4
파일을�열어�소스코드를�수정한�후� 꼭� 해야�하는�작업은?

1)� Ctrl+Alt+Del� 키로� 컴퓨터�전원�끄기

2)� F1� 키로� 도움말�보기

3)� 카카오톡으로�메시지�전송

4)� Ctrl+S키로�저장

➫�문제6
구름IDE에� 그림파일을�업로드하려면?

1)� 카카오톡으로�사진�전송� � � � �

2)� 카메라로�사진을�촬영

3)� 그림� 파일을�마우스�우클릭� �

4)� 구름IDE� 폴더에�사진파일�드래그

*� 정답은�다음�페이지를�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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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풀이1

1번

7�풀이2

2번�

7�풀이3

3번�

7�풀이4

4번�

7�풀이5

2번�

7�풀이6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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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y-script>� 태그

홈페이지� 방문객에게� “파이스크립트� 코드를� 복붙해� 실행

하면� 결과를�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방문객�

열명�중� 아홉명은�아무� 말없이�사라져�버릴�겁니다.� :)

방문객이� 바로� 떠나가지� 않으려면� 접속시� 바로� 결과를� 보

여주어야�할텐데요.�

파이스크립트,� 자동으로�실행할수�없을까요?

“<py-script>� 태그,� 원래�내가� 주인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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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ü 주인공�등장

지금까지� 파이스크립트� 메모장에서는� 다룬� 태그는� <py-repl>� 태그입니

다.� 파이스크립트� 명령어를� 타이핑하고�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태그

인데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분명� 흥미로운� 기능이나,� 인스턴트� 정보나�

흥미를�얻기�위해�방문한�일반인에게는�관심거리가�아닙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에게는� 코드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아예� 코드를� 보여주

지�않아도�자동으로�작동하는�홈페이지를�만드는게�좋은데요.

이에�적합한게�바로� <py-script>� 태그입니다.

홈페이지를� 마련한� 것도� 사실� <py-script>� 태그를� 시작하기� 위해서이지

요.

ü <py-script>로�팩토리얼�구하기

팩토리얼이라고�들어보셨나요?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모든�수를�곱한�것인데요.

이를테면� 10팩토리얼은�아래와�같습니다.� (� *� 는� 곱셈� 기호� )

<py-script>� 태그로� 100팩토리얼을�산출하는�예제를�살펴보겠습니다.

구름� IDE� 접속� 후� 로그인�해주세요.� (https://ide.goorm.io/)

그리고�

내� 컨테이너�

메뉴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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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스� 수정� 후� 실행(▶)하세요

� � � � � � � � :

<div� id=main>

<py-script>

sum=1

for� i� in� range(1,101):

sum*=i

print('100팩토리얼')

print(sum)

</py-script>

<hr/>

<py-repl� auto-generate� ="true"></py-repl>

</div>

</body>

</html>

index.html� 파일을� 편집하

겠습니다.�

지난번에�편집했던�

index.html� 파일을� 닫지�

않았다면� 열려� 있을텐데

요.� 닫으셨더라도� 상관없

습니다.� index.html� 파일

을�클릭해서�열어�주세요.

그리고� <div� id=main>� 안쪽� 태그를�아래와�같이�수정해�주세요.

<div...>� 안쪽� 태그란� <div...>� ~� </div>� 태그� 사이를�말하는�것입니다.

(� 빨간색�부분�추가� )� 그리고� Ctrl+S� 키로� 파일을�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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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그림과�같다면�제대로�된� 것인데요.

이제�미리보기를�선택하면,

다음�결과를�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메인�이미지�아래� <py-script>� 실행� 결과,� 그� 아래� <hr/>� 구분선,�

이어서� <py-repl>� 파이스크립트�코드셀이�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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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과

100팩토리얼
933262154439441526816992388562667004907159682643816214685
929638952175999932299156089414639761565182862536979208272
23758251185210916864000000000000000000000000

<py-script>

❶ sum=1
❷ for� i� in� range(1,101):
❸ sum*=i

❹ print('100팩토리얼')
❺ print(sum)
</py-script>

<py-script>� 태그의�코드내용를�잠깐�살펴볼까요?

자동으로� 실행되는� 파이스크립트는� <py-script>부터� </py-script>� 까지�

범위를�의미하며,� 코드에서�아래�부분에�해당합니다.

이해를�위해�태그�안쪽에�줄번호를�붙였습니다.

❶ 처음에는� sum� 변수에�초기값� 1을� 넣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합계를�구할�경우�초기값이� 0이지만,

이처럼� 1부터� 100까지의�곱을�구할�경우�초기값� 1을� 주어야�합니다.�

초기값이� 0인� 경우�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항상� 0이� 되니까요.

❷ 이어서� 1부터� 100까지�수를�변수i에� 대입,� 코드블록을�반복하는데요.
❸ 위�소스에서�반복문의�코드블록은�❸행�단� 한줄입니다.
변수sum� 에� 변수i의� 값을�차례대로�곱해주는�것이지요.

1*1� →� sum=1,� � � 1*2� →� sum=2,� � � 2*3� →� sum=6,�

6*4� →� sum=24,� � � 24*5� →� sum=120,� � � ...

❹ ❺ 그리고� 계산된� 최종� 결과를� 화면에� 찍어주는� 것이지요.� 100까지�
곱하면�그� 값이�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암호같기도�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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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있는� 것은� 파이스크립트� 엔진이� 여전히� 실행중이기에� 파이스크립트�

코드에서�사용한�변수는�코드셀에서�다시�재탕하여�사용할�수� 있습니다.�

코드셀에� print(sum)이라� 타이핑� 후� 실행할� 경우� 변수sum� 에� 현재� 들

어�있는�내용을�다시�출력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py-script>는� 자동으로�파이스크립트�코드를�실행합니다.

앞으로도� 이� 태그를� 사용할텐데요.� 좀� 더� 고오~급스럽게� 관리하는� 방법

을�다음�챕터에서�다루도록�하겠습니다.

ü 파이스크립트�파일�분리

index.html� 은� 웹페이지�소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름IDE에서� 웹페이지� 소스는� 신텍스� 하이라이팅(Syntax�

hilighting)� 이라는�구문�강조�기능이�적용되어�알록달록하게�표시되나,

파이스크립트�소스는�웹페이지와는�관련없어�흰색으로만�표시되는데요.

코딩할�때� 은근히�작업�속도에�영향을�줍니다.

그렇다면�파이스크립트도�알록달록한�모양으로�볼� 수� 있을까요?

코드를�다른�파일로�나누어�보관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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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html에서� 뒷� 부분의� .html을� 확장자라고�하는데요.�

구름IDE는� 이� 확장자로�웹페이지인지�파이스크립트인지를�구분합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html이면� 웹페이지,� .py� 인� 경우� 파이썬으로� 구분하는

데요.�

파이썬과� 파이스크립트는� 문법이�

똑같아� 동일한�구문강조를� 적용해�

오른쪽처럼� 알록달록하게� 표시됩

니다.

파일을�나누는�방법은�간단한데요.

먼저�파이스크립트를�보관할�파일을�추가해야�합니다.

아래�순서로�진행하신�후에,

❶ 프로젝트�창에서�최상위�폴더를�마우스�우클릭
❷ 새로�만들기
❸ 파일

파일명을�적어주시면�됩니다.� index.py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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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1

for� i� in� range(1,101):

sum*=i

print('100팩토리얼')

print(sum)

7� 회색� 부분� 삭제,� 빨간색� 부분� 추가� 후� 저장(Ctrl� +� S)

� � � � :

<div� id=main>

<py-script� src="index.py"></py-script>

<py-script>

sum=1

for� i� in� range(1,101):

sum*=i

print('100팩토리얼')

그리고� index.py� 파일을� 클릭,� 100팩토리얼을� 구하는� 아래� 소스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 수정된�내용을�저장.(Ctrl� +� S� )

아래와�같은�상태면�됩니다.� 단순히�흰색으로�코드가�보이는�것보다�

가독성이�더� 좋아�코드가�눈에�잘� 들어오실�겁니다.

다시� index.html� 파일을� 클릭� 후� index.py� 파일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요.� <py-script>� 태그를�아래처럼�수정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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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sum)

</py-script>

<hr/>

<py-repl� auto-generate� ="true"></py-repl>

</div>

</body>

</html>

<py-script� src="index.py"></py-script>

✎ 파이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파이스크립트를� 실행하는� 태그는�

<py-script>� 태그라는�사실을�알았습니다.

밑줄친�부분이�바로� index.py� 파일을�이� 곳에�불러오겠다는�의미입니다.

다시�결과를�보도록�할까요?

금방� 띄웠던� 결과� 웹페이지�

탭이� 열려있다면� 탭� 클릭� 후�

새로� 고침(F5)하시거나,� 아

니면�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여전히�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웹페이지와� 스크립트를� 파일로� 분리해도� 작동에� 변화가� 없는데

요.� 파일을� 분리하면� 구문강조의� 이점� 외에도� 눈에� 보이는� 파이스크립트

만�신경쓰면�되기�때문에�소스�관리�측면에서�좋습니다.�

앞으로도�이� 스타일로�챕터를�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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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script>� 태그는�아래와�같이�사용합니다.

이� 태그� 내의� 코드들은�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py-script>

파이스크립트�코드

� � � :

</py-script>

✎
<py-script>� 태그는� 파이스크립트를� 실행할� 코드를� 분리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기능이� 작동

합니다.

<py-script� src=“파일명.py”></py-script>

✎
파이스크립트� 실행� 코드를� 분리할� 파일명은� 확장자가� .py인게�

좋습니다.� .py� 확장자를� 사용할� 경우� 구름IDE에서� 파이썬� 문

법�구문강조�기능이�적용되어�코드를�알아보기�쉽습니다.

➫�문제1
파이스크립트를�자동으로�실행하는�태그는�다음중�어떤�것인가?

1)� <py-repl>� � � � � � 2)� <py-script>

3)� <py-button>� � � � 4)� <py-box>

➫�문제2
웹페이지와� 파이스크립트를� 분리할� 때� 파일의� 확장자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것이�좋은가?

1)� .py� � � � � � 2)� .html

3)� .js� � � � � � 4)� .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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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풀이1

2번

7�풀이2

1번

➫�문제3
다음�중� 잘못된�부분을�찾으시오.

<pyscript� sro="index.py"></pyscript>

7�풀이3

pyscript� →� py-script

sro� →� src

수정된�결과

<py-script� src="index.py"></py-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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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y-button>� 태그

“결제하시려면�결제�버튼을�눌러주세요”

요새� 카페를� 방문하면� 종종� 무인� 주문� 단말기가� 준비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레이도� 방금� 무인� 주문� 단말기에

서� 따뜻한� 카페라떼� 한잔을� 주문하고� 직원분에게� 커피를� 받아

와�마시는�중입니다.

직원이� 바쁠� 때� 사뭇� 놓치기� 쉬운� 손님을� 무인� 단말기가� 대신�

주문을� 받아주어� 매장주� 입장에서는� 효자� 기계가� 아닐� 수� 없

는데요.� 메뉴를� 뒤적이며� 하나씩� 추가하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결정을�완료하는�버튼을�누르게�되지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비단� 무인단말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

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을� 완료할� 때� 사용하지요.� 파이스

크립트에서는� 표준� <button>태그� 대신� <py-button>� 태그를� 이

용합니다.

“<py-button>,� 결정할�때는�나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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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button� label="버튼이름"></py-button>

<py-button� label="버튼이름">

def� on_click(evt):

파이스크립트코드

</py-button>

<py-button� label="버튼이름"� py-onclick="파이스크립트코드">

</py-button>

ü 파이버튼

파이스크립트는� 2가지�버튼을�지원합니다.

첫째는�파이�버튼,� 그리고�둘째는�웹표준�버튼이지요.

둘째�방식이�더� 유연성있지만�첫째보다�사용법이�약간�복잡하니�첫째�버

튼부터�살펴보겠습니다.

파이�버튼은�웹표준�버튼과�유사한데�표기방법은�아래와�같습니다.

위� 태그를�그대로�사용하면�웹페이지에�다음과�같이�표시되는데요.

보통�이� 태그만�사용하지는�않고� on_click� 이벤트와�함께�사용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def� on_click(evt)� 함수� 안쪽의� 파이스크립트코드� 부분

이�실행되지요.

파이버튼은� 아래와� 같은� 사용� 방식도� 있긴� 한데� 곧� 사라질� 예정이니� 이�

방식은�사용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지난�챕터에서는� 100팩토리얼을�구하는�예제를�다뤄보았었는데요.

이� 번에는�기능을�좀� 더� 강화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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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type=text� id="number"/>

Element('number').value

웹페이지에서� [� 숫자� ]� 를� 입력하고� [� 팩토리얼� 산출� ]� 버튼을� 클릭하

면,� 해당� 팩토리얼�결과를�산출하는�예제를�다뤄볼텐데요.

이번에는�파이스크립트�사용자�정의�함수도�함께�익혀보겠습니다.

ü 입력상자�사용법

위� 그림에서� 1)번에� 해당하는� 입력상자의� 숫자값을� 읽어오는� 것은� 파이

스크립트에서는�매우�간단합니다.

먼저� 입력상자에� 이름을� 붙여주어야� 하는데요.� � 파이스크립트는� 보통�

id(아이디)에� 이름을�붙여줍니다.

아래와�같이�태그를�작성하면� “number“라는� id명이� 부여됩니다.

위� 태그의�결과

이�입력상자를�파이스크립트는�아래와�같이�사용할�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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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파일�추가하기

이번에는�구름IDE에서�기본으로�제공하는� index.html� 말고,�

새로� ex1.html� 파일을�구성해�보겠습니다.

지난� 예제는� 지나간� 대로� index.html� 에� 흔적을� 남겨두면� 나중에� 기억하

기�좋으니까요� :)

ex1.html� 파일을� 만드시려면,� 구름IDE� 화면의� 프로젝트�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 새로만들기� � 파일� 메뉴를�선택하신�다음.

파일명을� 입력� 상자에� ex1.html�

을� 적고,� Enter키를� 치면,

왼쪽탐색기에는� 파일이� 생성되고,� 오른쪽� 코드� 에디터� 창에� 자동으로� 열

린�것을�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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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코드�복사/붙이기

코드는� 다시� 타이핑할� 것� 없이� 이미� 작성한� index.html� 코드를� 재활용하

겠습니다.

1)� index.html� 파일을�클릭,

2)� 코드에디터�창의�아무�영역이나�클릭,�

3)� Ctrl+A,� 4)� Ctrl+C� 단축키를�차례대로�누르시면�

index.html� 파일의�코드가�복사되는데요.

5)� 이어서� ex1.html� 파일명이나�탭을�클릭,

6)� 코드에디터�창의�아무�영역이나�클릭,

7)� Ctrl+V키로�붙여넣고,� 8)� Ctrl+S키로�저장해주시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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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이핑하세요

<div� id=main>

<input� type=text� id="number"/>

<py-button� label="팩토리얼�산출">

def� on_click(evt):

n=int(Element('number').value)

sum=1

for� i� in� range(1,� n� +� 1):

sum*=i

print(sum)

</py-button>

</div>

ü 코드�수정하기

이제� main� div� 안쪽� 코드를�수정해�주세요

먼저�원래�코드를�삭제하신�다음,

1)� <div� id=main>� ~� </div>� 안쪽� 영역의�코드를�마우스로�드래그�선택,

2)� Del키로� 삭제해�줍니다.

이어서�안쪽�영역을�다음�코드로�채워주세요.(파란색상)

이제�미리보기로�결과를�확인하면,� (� 미리보기� � 새� 탭에서�미리보기� )

다음과�같은�창이�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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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상자에� 100을� 입력

하고� 팩토리얼� 산출� 버

튼을�눌러볼까요?

그러면� 아무� 결과도� 보

이지�않으실�겁니다.

분명�코드에는� print(sum)이라는�코드가�있는데�어떻게�된� 일일까요?

ü 로딩이�끝난�후� print� 는..

그것은� 페이지� 로딩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파이스크립트�

print()함수는� 페이지� 로딩중에는�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나,� 로딩이� 끝난�

후에는�개발자�콘솔창에만�출력되기�때문입니다.�

F12키를�눌러�콘솔�탭을�클릭하시면�출력�결과를�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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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output'></div>

Element('output').write('출력할�내용')

7� 파란색� 부분을� 수정하세요.

� � � :

<div� id=main>

<input� type=text� id="number"/>

<py-button� label="팩토리얼�산출">

def� on_click(evt):

n=int(Element('number').value)

sum=1

그렇다면� 페이지� 로딩이� 끝난� 후� 버튼을� 눌러� 결과를� 보는� 방법이� 있을

까요?물론�있지요� :)

ü 로딩�후� 출력하려면?

페이지�로딩�후� 화면에�결과를�출력하려면� 2가지가�필요합니다.

출력할�대상�레이어와� Element().write()� 함수입니다.

파이스크립트는� 웹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파이썬과는� 환경이� 상이

한데요.� 결과를� 출력할� 때� 기본으로� id값을� 갖는� 태그가� 필요하고� 보통�

div� 레이어를�많이�사용합니다.� 아래처럼�말이지요.

※� id는� output이� 아니어도�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이름지을�수�있지요.

그리고�파이스크립트에서�아래와�같이�사용하면�결과가�출력되는데요.

이� 때� 따옴표� 내의� ‘output’는� 앞에서� 정의한� id와� 이름이� 동일해야� 합

니다.�

코드를�아래와�같이�수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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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 in� range(1,� n� +� 1):

sum*=i

Element('output').write(sum)

</py-button>

<div� id='output'></div>

</div>

� � � :

이제� 미리보기� 탭에서� 페이지� 새로고침,� 입력상자에� 100� 입력,� 팩토리얼�

산출�버튼을�눌러�보세요.

<� 100� 팩토리얼� >

와우!� 멋지게�내용이�표시되었네요.

100이� 아닌�다른�숫자를�입력하셔도�결과가�표시됩니다.

<� 25� 팩토리얼� >

<� 1000� 팩토리얼� >

이처럼� 페이지� 로딩� 완료� 후에는� print()� 함수� 대신� Element(‘출력할�

레이어의� id’).write()� 함수를�사용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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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스크립트에서�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은� 파이버튼� 이며� 아래�

태그를�사용합니다.

<py-button� label="버튼이름"></py-button>

✎
파이버튼을� 클릭하면� 실행할� 파이스크립트�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를� 이벤트�함수라� 부릅니다.

<py-button� label="버튼이름">

def� on_click(evt):

파이스크립트코드

</py-button>

✎
<input� type=text� id="number"/>

파이스크립트에서� 위� 입력상자의� 값을� 가져오려면� 아래� 코드를� 사용

합니다.

Element('number').value

✎

구름� IDE에서� 파일을� 추가하려면� 프로젝트� 탐색기의� 최상위�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 � 새로만들기� � 파일� 메뉴를� 선택,� 파일명을� 입력합니

다.

✎
페이지� 로딩이� 끝난� 후� print()� 함수는� 아무런� 결과를� 출력하지� 않습

니다.� 대신�아래�명령을� 사용해야�하며,

Element('output').write('출력할�내용')

이를� 위해� 웹페이지에�아래� 태그가� 정의되어야�합니다.

<div� id='outpu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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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파이스크립트� 기본� 코드를� 바탕으로� 한� 일부� 코드가� 있다.� 버튼을�

누르면� output� 레이어에� “안녕,� 파이스크립트”� 문구를� 출력하는� 코

드를�괄호� (� )� 안에� 채워�넣으시오.

� � � :

<div� id=main>

<py-button� label="클릭하시오">

def� on_click(evt):

(� � � � � � � � � � � � � )

</py-button>

<div� id='output'></div>

</div>

� � � :

➫�문제2
아래� 일부� 코드에서� 버튼을� 누르면� 입력상자에� 입력된� 이름� ○○

○�을� 읽어� ‘안녕,� ○○○“가� 출력되도록�괄호를�채워�넣으시오.

� � � :

<div� id=main>

이름� :� <input� type=text� id=nick>

<py-button� label="클릭하시오">

def� on_click(evt):

(� � � � � � � � � � � � )

</py-button>



⦕   파이스크립트   ⦖

- 155 -

<div� id='output'></div>

</div>

� � � :

➫�문제3
아래� 일부� 코드에서� 괄호안을� 채워� 버튼을� 누르면� 2개의� 입력� 상자

에�입력된�값을�곱셈하여�출력하시오.

� � � :

<div� id=main>

<input� type=text� id=number1>� x

<input� type=text� id=number2>

<py-button� label="=">

def� on_click(evt):

(� � � � � � � � � � � � � � � � � � � � � )

</py-button>

<div� id='output'></div>

</div>

� � � :

풀이는�다음�페이지를�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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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풀이1

Element('output').write('안녕,� 파이스크립트')

7�풀이2

nick� =� Element('nick').value

Element('output').write('안녕,'� +� nick)

7�풀이3

number1=float(Element('number1').value)

number2=float(Element('number2').value)

result� =� number1� *� number2

Element('output').write(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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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함수

함수하면�뭐가�떠오르시나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방정식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네

요.� y� =� 2x� +� 1� 과� 같은� 방정식�말이지요.

하지만�컴퓨터�언어의�함수는�보다�간단합니다.

요새�로봇이�커피를�제조해�판매하는�가게가�생겨났는데요.

아메리카노를�주문하고�결제하면�아메리카노�커피를�내오지요.

카페라떼를�주문하고�결제하면�카페라떼를�내옵니다.

버튼만�누르면�모든�것이�자동화되어�결과를�돌려주는�것,

컴퓨터�언어의�함수도�그와�비슷합니다.

“자동화� 도구,� 함수� 익히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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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on_click(evt):

� � 파이스크립트�코드

<input� type=text� id="number"/>
<py-button� label="팩토리얼�산출">
def� on_click(evt):
� � n=int(Element('number').value)
� � sum=1
� � for� i� in� range(1,� n� +� 1):
� � � � sum*=i
� � Element('output').write(sum)

� � for� i� in� range(1,� n� +� 1):
� � � � sum*=i
� � Element('output2').write(sum)
</py-button>
<div� id='output2'></div>
<hr>
<input� type=text� id="number3"/>
<py-button� label="팩토리얼�산출">

ü 사용자�정의�함수?

함수란� 영어로� function(펑션)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카레와� 밥을� 넣고� 3

분� 조리� 버튼을�누르면� 3분� 후� 맛있는� 요리가�완성이�되지요.� 전자� 키보

드에서� function� 키를� 누르면�자동으로�멜로디가�흘러나오기도�하는데요.�

컴퓨터�언어에서는�여러�코드를�함수�안에�넣어�자동으로�실행되도록�구

성하고�쉽게�사용하는�것,� 이것이�함수입니다.

사용자�정의�함수라는�것을�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금방�다루었던�코드도�사용자�정의�함수와�비슷한데요.

on_click� 과� 같은� 경우�특별히�이벤트�함수라고�부릅니다.

사용자� 함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아래와� 같은� 기능을� 만든다고� 생

각해� 보세요.� 버튼마다� 일일이� 팩토리얼을� 산출하는� 코드를� 넣어� 준다면

반복되는�코드가�매우�많아지는�문제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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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button>
<div� id='output'></div>
<hr>
<input� type=text� id="number2"/>
<py-button� label="팩토리얼�산출">
def� on_click(evt):
� � n=int(Element('number2').value)
� � sum=1

def� on_click(evt):
� � n=int(Element('number3').value)
� � sum=1
� � for� i� in� range(1,� n� +� 1):
� � � � sum*=i
� � Element('output3').write(sum)
</py-button>
<div� id='output3'></div>

def� 함수(파라미터..):

� � 파이스크립트코드...

함수(파라미터..)

def� factorial(n):

� � sum=1

sum=factorial(n)

※�빨간색�표시�부분이�반복되는�코드입니다.

빨간색�표시부분을�함수로�한번만�정의하여�코드를�한군데에�모을�수� 있

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능을� 수정할� 때도� 한군데만� 수정하면� 되어� 매

우� 편리합니다.�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해

서도�함수를�사용하는데요.

파이스크립트에서�함수는�아래와�같이�정의하고,

아래와�같이�사용합니다.

최종�목적은�아래�짧은�코드만으로�팩토리얼을�구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나중에�코드를�보기도�상당히�편하겠지요?

설명만으로는�이해가�어려우니�직접�코드를�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팩토리얼을�구하는�부분을�아래와�같이�함수로�정의합니다.

(타이핑은�잠시�후에�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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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i� in� range(1,� n� +� 1):

� � � � sum*=i

� � return� sum

def� factorial(n):

def� factorial(n):

def� factorial(n):

def� factorial(n):

� � sum=1

� � for� i� in� range(1,� n� +� 1):

� � � � sum*=i

� � return� sum

위� 코드는� factorial()이라는�함수를�정의하는데요.

def� 는� 함수를�정의하겠다는�선언문이고,

factorial� 은� 함수의�이름이며,

n� 은� 함수에�전달되는�파라미터입니다.

함수�안에는�코드�블록이�들어있는데요.

함수를�정의할�때는�이� 코드가�실행되지�않습니다.

이� 코드는�언제�실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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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factorial(100)

함수가� 사용될� 때� 실행됩니다.� 어디선가� 함수를� 사용하는� 순간� 순서가�

그� 쪽으로�이동하여�실행되는�것이지요.

그리고�실행이�끝난�후에는�다시�원래�위치로�복귀합니다.

이� 때� 돌려줄�결과값이�있으면�그� 값을�함수를�호출한�쪽에�돌려줍니다.

마치� 3분� 카레�덮밥�요리를�꺼내는�것처럼�말이지요� :)

어디선가�아래와�같은�코드가�실행되었다고�가정해�봅시다.

이� 때� 괄호�안의� 100을� 파라미터라고�합니다.

3분� 카레�덮밥이라면� 3분이라는�값에�비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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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factorial(n):

def� factorial(n):

� � sum=1

� � for� i� in� range(1,� n� +� 1):

� � � � sum*=i

� � return� sum

7� 파란색� 부분을� 수정� 후� ‘저장’하세요.

� � � :

<div� id=main>

<py-script>

def� factorial(n):

sum=1

for� i� in� range(1,� n� +� 1):

sum*=i

return� sum

이� 파라미터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그대로� 전달되어� 동일� 위치의� n에�

매칭되는데요.� 이� 때� n을� 파라미터�변수라고�부릅니다.

n변수에는� 100� 값이� 입력된�채로�함수�안의�코드가�실행이�되는데요.

반복문� 내에서� 팩토리얼을� 구하는� 코드는� 앞의� 쳅터에서� 다룬것과� 별반�

다른�내용이�없습니다.

마지막� 줄의� return� 문은� 팩토리얼을� 구한� 결과값� sum을� 호출한� 쪽에�

돌려주는데요.� 3분을� 입력하니� 3분카레� 덮밥을� 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할�수� 있습니다.

위� 구조로�코드를�다시�수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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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sum

</py-script>

<input� type=text� id="number"/>

<py-button� label="팩토리얼�산출">

def� on_click(evt):

n=int(Element('number').value)

sum=factorial(n)

Element('output').write(sum)

</py-button>

<div� id='output'></div>

<input� type=text� id="number2"/>

<py-button� label="팩토리얼�산출2">

def� on_click(evt):

n=int(Element('number2').value)

sum=factorial(n)

Element('output2').write(sum)

</py-button>

<div� id='output2'></div>

</div>

� � � :

전체코드는�아래� URL에서�확인�가능합니다.

http://dreamplan7.cafe24.com/pyscript-book/?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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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y-script>

def� factorial(n):� 함수정의는�한번!

</py-script>

� � :

sum=factorial(n)� � <-� 첫� 번째� 사용

� � � � � � � :

sum=factorial(n)� � <-� 두� 번째� 사용

� � � :

https://namu.wiki/w/지역번호

위� 코드를� 살펴보면� factorial� 함수는� 코드� 전체� 중에서� 한번만� 정의하였

는데요.� 해당� 함수는�가져다�사용하는�곳은� 2군데입니다.�

이처럼� 한번� 함수를� 정의하면� 코드� 내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지요.� 코드를�이해하기도�쉽습니다.� 이� 것이� 최고의�장점입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실까요?� 미리보기� 화면에서� 각각의� 입력란에� 숫

자를� 입력,� 팩토리얼� 산출,� 팩토리얼� 산출2� 버튼을� 클릭하면� 각각의� 결

과를�확인하실�수� 있습니다.�

ü 지역번호로�지명�확인

전화번호에�대한�지명�규칙을�아시나요?

보통� 서울이� 02로� 시작하고,� 인천이� 032로� 시작합니다.� 지역번호에� 대한�

자세한�정보는�아래�위키�사이트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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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제주

02 032 042 051 052 053 062 064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북

031 033 041 043 054 055 061 063

지역=tel_area(“02-1111-2222”)� �▶�서울

지역=tel_area(“032-1111-2222”)� �▶�인천

지역=tel_area(“03111112222”)� �▶�경기

def�

def� tel_area

def� tel_area(a)

def� tel_area(a,� b)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지명을� 반환해주는� 사용자�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

다.� 아래와�같이�간단히�사용하려는게�목적입니다.

함수를�정의할�때는�맨� 앞에� def� (define의�약어)를�타이핑하고,

(� 타이핑은�나중에�진행해�주세요)

정의할�함수�이름을�타이핑합니다.

그리고�전달할�파라미터를�괄호로�묶어서�타이핑해주면�되는데요.

파라미터가� 1개일�경우� 1개를,

파라미터가� 2개일�경우�콤마로�구분하여� 2개를�타이핑하면�됩니다.

만일�전달할�파라미터가�없을�경우�괄호로만�타이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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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tel_area()

def� tel_area(a):

def� tel_area(tel):

tel[:2]

tel[:3]

파라미터의�이름은�자유롭게�정해줄�수� 있는데요.

함수�안에서�그� 이름을�그대로�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맨� 뒤에는�콜론(:)� 기호를�적어주면�되는데요.

이� 콜론기호를�시작으로�그� 아랫줄부터�함수�안의�코드가�시작됩니다.

자,� 이제� 사용자�함수를�정의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화번호를� 파라미터로� 입력하면� 지역명을� 돌려주는게� 목

적입니다.� 알아보기�쉽게�전달하는�파라미터�이름은� tel� 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지역번호는� 02로� 시작되는데요.� 파라미터의� 앞� 2글자를� 알

아낼�때� 다음�코드를�사용합니다.� 이� 값이� 02이면�서울입니다.

만일� 전화번호를� ‘032-1234-5678’을� 파라미터로� 전달했다면� 그� 값이�

‘03’이고� ‘02-1234-5678’을� 파라미터로�전달했다면� ‘02’입니다.

만일� 인천� 지역번호인지를� 확인할� 때는� 032� 세� 자리이기� 때문에� 아래�

코드로�확인을�해야�합니다.

이제�이� 지식을�가지고�함수�내부를�완성해�보겠습니다.

앞에서�잠깐�다루었던� if문을� 사용해�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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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tel_area(tel):

� � if� tel[:2]=='02':

� � � � return� '서울'

def� tel_area(tel):

� � if� tel[:2]=='02':

� � � � return� '서울'

� � if� tel[:3]=='032':

� � � � return� '인천'

이곳�들여쓰기�칸수와�▶

이곳�들여쓰기�칸수가�▶

동일해야�합니다.

def� tel_area(tel):

� � if� tel[:2]=='02':

� � � � return� '서울'

� � if� tel[:3]=='032':

� � � � return� '인천'

def� tel_area(tel):

� � if� tel[:2]=='02':

� � � � return� '서울'

� � if� tel[:3]=='032':

앞의� 2자리가� 02면� 서울이라는�값을�반환하는�코드는�아래와�같습니다.

이� 때� 함수�내부코드는�안쪽으로�들여쓰기�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앞의� 3자리가� 032이면,� 인천이라는� 값을� 반환하려면� 다음� 코드

를�연이어�작성합니다.

이� 때� 주의할점은�각각의� if문을� 들여쓰는�칸수는�동일해야�하는데요.

파이스크립트의�특징�중� 하나입니다.

이런�방식으로�모든�지역에�대해�코드를�작성하면�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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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turn� '인천'

� � if� tel[:3]=='042':�

� � � � return� '대전'

� � � � � � :

� � if� tel[:3]=='063':

� � � � return� '전북'

def� tel_area(tel):

� � � � � � � � :

� � return� tel[:3]

7� 타이핑�해주세요.

� � � � :

<div� id=main>

<py-script>

def� tel_area(tel):

if� tel[:2]=='02':�

return� '서울'

만일� 이� 모든�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서� 마지막� 줄에는� 앞

의� 3자리번호를�그대로�반환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tel_area()� 함수가�완성되었는데요.

이� 사용자�정의�함수를�웹페이지에서�넣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실습입니다.

구름IDE� 창에서� 지난번� 하셨던� 것처럼� ex2.html�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

는데요.� 12장의� 코드� 복사/붙이기� 챕터를� 참조하셔서,� ex2.html� 페이지

를�만들어�주신�다음,� 아래� 코드를�구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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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el[:3]=='032':�

return� '인천'

if� tel[:3]=='042':�

return� '대전'

if� tel[:3]=='051':�

return� '부산'

if� tel[:3]=='052':

return� '울산'

if� tel[:3]=='053':

return� '대구'

if� tel[:3]=='062':

return� '광주'

if� tel[:3]=='064':

return� '제주'

if� tel[:3]=='031':

return� '경기'

if� tel[:3]=='033':

return� '강원'

if� tel[:3]=='041':

return� '충남'

if� tel[:3]=='043':

return� '충북'

if� tel[:3]=='054':

return� '경북'

if� tel[:3]=='055':

return� '경남'

if� tel[:3]=='061':

return�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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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el[:3]=='063':

return� '전북'

return� tel[:3]

</py-script>

<py-repl></py-repl>

</div>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