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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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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서 소개한 URL 등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예제는 파이썬 3.9.2 버전에 맞춰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	원서의 예제 코드는 다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ithub.com/abdo0/python-by-example-150-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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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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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파이썬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
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에게 파이썬은 ‘무
언가 고급스러운 작업들(예를 들면, 해킹, 크롤링, 웹 서비스 등)을 믿을 수 없을 정도
로 짧고 간단한 코드로 빠르게 수행해 주는 언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파이썬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독자라면, 설치도 간단하고 몇 줄의 코드로 바로 실행할 수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볍고 빠른 파이썬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입니다.

‘다 배우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어렵지만, 만들면서 배우면 쉽다.’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초·중·고 과정 동안 영어를 배
웠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엉터리 같아도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하고 싶은 표현을 배우게 된다면 더욱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개인적으로 제가 매우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론
보다는 실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면서 배우게 하는 구성입
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파트 I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
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예제도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풀어야 할 문제들(챌린지)이 바로 나옵니
다. 보통의 책들처럼 한 주제에 대해 한두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 5~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낮은 난이도의 문제들로 시작하지만, 책 내용이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구성입니다. 파이썬 언어에 대한 기초와 IDLE 사용법을 시작으로, 제어 구문, 그래픽,
튜플, 리스트, 배열, 딕셔너리, 외부 파일(text, csv) 읽고 쓰기, 함수, GUI, 데이터베이스 등 많은
주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제에 대해 습득하고 익숙해졌다면, 파트 II에서는 그 지식을 모두 활용해야 하
는,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그램 5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번 문제를 읽어야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에 앞서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트 II에서는 조급
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해결해 가길 바랍니다. 정답을
빨리 맞히고 싶다면, 지금까지 배워 온 이전 페이지들을 다시 살펴보길 추천합니다. 무엇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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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정답이 있는 문제(업무)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해왔던 것
들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책을 빨리 읽고 빨리 정답
을 맞히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고민하고 익혀 가는 루틴을 갖게 된다면 실무에서도 많은 도
움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책의 문제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다 보면 책에서 제공하는
정답보다 더 멋진 방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귀한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총 150개의 문제에 대해 ‘정답’을 맞히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각각의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면서 진행하길 권합니다. 정답에만 치중하다 보면 이 책이
주는 매력과 장점을 얻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책 한 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책 역시 파이
썬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주지만, 이 책의 내용이 파이썬(또는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전부
는 아닙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파이썬을 맛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많은 프로
그래밍 문제들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즐거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책을 다 읽
게 된 시점에는 해결했던 150개의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가 여러분의 컴퓨터 한곳에 모여 있게
될 것이고, 그만큼의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되면 조금 더 고급스
러운 작업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번역 작업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저자)의 지식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독자)도 알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
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큰 즐거움이자 엄청난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저자
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맞는
표현과 설명으로 바꿔야 하므로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혼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라면 벌써 지나쳤을 문장도, 뉘앙스를 전달하고자 몇 시간
을 고민하게 되는 작업이 번역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때때로 번역을 하는 것인지, 창작을 하는
것인지 애매한 경계선에 놓일 때도 있지만, 최대한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긴 시
간을 집중하고 고민해야 해서 가족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아빠랑 놀기 위해
주말만 기다리는 단비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해하고 응원해 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황반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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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만약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책을 집어 들고 장황한 설명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마가 축축해지고 눈동자가 풀리는 순간을 느낀 적인 있다면, 바로 이
책이 여러분을 위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필자 역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눈은 빠르게 침
침해지고 머리가 굳어져서, 단 몇 페이지만 지나면 지루함이 밀려들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
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전문용어의 늪에 빠져 숨을 헐떡이다가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필자는 설명만 가득한 책을 싫어한다. 즉, 다음과 같은 부류의 책들이다. 장황한 설명으로 시작
한 다음, 설명한 것처럼 해야 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그리고서는 또 수십 페이지에
걸쳐 그 코드에 대한 설명과 수많은 다른 방법에 관해 설명을 이어 놓은 책들이다.
또한, 예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해볼 수 없게 하거나 해당 장이 끝날 때까지
한두 개의 문제만 포함된 방식도 싫어한다.
그래서 필자는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방법이
있었다. 바로 그 방법으로 책을 썼고, 여러분은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책들과는
다르며, 장황한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예제를 통해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많은 프로그래머는 실습과 함께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고 주
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배운다. 이 책은 프로
그래밍 학습에 대한 실습 위주의 접근 방식을 취한 책이다. 최
소한의 내용을 읽고 나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하는 여러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충분히
살펴보고 실습한 후, 예제 솔루션을 확인하면서 프로그래머처
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는
어떤 저자들의 책처럼 ‘컴퓨터 아키텍처’니 ‘프로그래밍 이론’이
니 하는 장은 없다. 필자는 이론으로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만
들거나,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는 여러분의 열정을 빼앗는 고압
적인 설명으로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 싶지 않다.

viii

이 책에 대하여

바라건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며,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자랑스럽게
살펴보면서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즐기기 바란다. 그것은 정말 대
단한 것이며, 여러분의 열의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펴고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독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미 화면에 파이썬을 열어두
고 기다리는 사용자라면 아래 설명을 건너뛰고 3페이지 ‘기초’ 장부터 읽기 시작하고, 망설이는
독자라면 아래 내용을 먼저 읽기 바란다.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
이 책은 매우 간단한 예제부터 복잡한 예제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프로그래밍 또는 파이썬이
처음이라면 ‘기초’ 장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익숙하거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이론 그리고 로직에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 보면 도움이 된다.
이 책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파트 I
파트 I의 각 장에는 여러분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규칙과 해결해야 하는 챌린지로
구성되어 있다.
•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처음인 독자에게는 매우 유용할 간단한 설명
•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설명이 포함된 코드 예제
• 점점 어려워지는 챌린지들. 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2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겠지만,
파트 I이 끝나갈 즈음에 있는 몇 가지 복잡한 과제는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기술을 쌓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필자가 말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제시된 정답
을 너무 많이 커닝하지 않고 스스로 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 각 챌린지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솔루션을 포함하는 코드. 보통 하나 이상의 답이 있을 수 있
지만, 코드의 특정 부분에 막히게 될 경우에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솔루
션으로 제공된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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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
파트 II에서는 파트 I에서 배웠던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하며 연습해 온 기술을 통합하고 강화
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챌린지가 주어진다. 이번 파트에서는 파트 I에 있었던 도움말이나 예제
코드가 제공되지 않으며, 각 과제를 푸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각 과제를 해결하면
과제를 풀면서 막혔던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제공된다. 하지만 그 솔루션이 아닌,
잘 작동하는 다른 방법(솔루션)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
든 사람에게 적합한 책이다. 프로그래밍 기술을 연습하고 자신감
을 쌓기 위하여, 잘 만들어진 예제가 필요한 Key Stage 3*의 선생
님과 학생 또는 코딩을 배우려는 IT 비전공자들에게 유용할 것이
다. 또한, 이 책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습의 문제 은행으로 활
용될 수도 있을 것이며, 프로그램을 만들 때 빠르게 구문을 상기
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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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11~14세의 학생들이 받는 7학년, 8학년, 9학년의 3년간의
교육 기간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중학교와 비슷하다.

파이썬 다운로드하기
파이썬은 파이썬 공식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www�python�org/downloads/

파이썬 설치를 시작하기 위해 최신 버전(예를 들어, 앞의 그림에서 Download
Python 3�9�2* 버튼)을

*

옮긴이

클릭하자.

파이썬 버전은 읽는 시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Windows 환경에서는 실행 파일(.exe)이 다운로드
되며, 맥 OS 환경에서는 패키지(.pkg) 파일이 다
운로드된다. Windows 환경에서 다운로드한 파일
(.exe)을 실행하면 우측과 같은 창이 보일 것이다.

Install Now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이

썬 설치가 시작된다.
맥 OS 환경에서 다운로드한 파일(.pkg)을 실행하
면 우측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파이썬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파이썬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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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실행하기
Windows 시스템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려면 윈도우 아이콘 또는 시작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의
그림에서 표시한 IDLE (Python 버전)을 선택한다.

맥 OS 시스템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려면 응용프로그램 폴더에 있는 python 3�9 폴더에 있는 IDLE�
app을 실행한다.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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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위치
Windows 시스템에서 파이썬 폴더는 여러분이 특별히 바꾸지 않는다면 보통 C:\ 드라이브에 있으

며, Python39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위치에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주석 사용하기
주석은 프로그래머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 위함
• 작동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무효화시켜서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을 실행하고 테스트하기 위함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목적은 향후에 여러분의
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머가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코드를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print("This is a simple program")
print() #출력 형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하여 빈 줄을 출력함
name = input("Please input your name: ") #입력을 요청함
print("Hello", name) #"Hello"와 함께 입력받은 이름을 출력함

위의 네 줄짜리 예제에서 주석은 아래의 세 줄 끝에 추가되어 있다. 주석은 # 기호로 시작하며,

IDLE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주석이 너무 많으면 화면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밍할 때는 명백한
코드에는 주석을 달지 않는 게 좋다. 주석은 필요한 곳에만 추가하도록 하자.
파이썬은 # 기호 다음에 있는 것은 모두 무시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따라서 실행을 원하지 않
는 코드의 시작 부분에 #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차단하면 나머지 부분에만 집중하고 테스트
할 수 있다.

약간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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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This is a simple program")
print()
name = input("Please input your name: ")
print("Hello", name)

이번 예제에서는 첫 번째 줄의 코드 맨 앞에 #을 추가하여 그 코드가 실행되지 않게
하였다. 반대로, 간단하게 #만 삭제하면 그 코드는 다시 활성화된다.
위 예제에서는 프로그램에 어떠한 주석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읽고 이해
해야 한다. 코드를 직접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실제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학교 숙제나 시험 등의 교과 과정 중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라면, 코드에 주
석을 추가하여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선생님에게 설명해 보자.

파이썬 서식
대부분의 파이썬 IDLE 버전에는 메뉴를 사용하여 빠르게 주석을 추가하거나 코드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 메뉴를 이용하여 일정 영역의 코드에 주석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여러 코드 줄을

블록으로 지정하고 Format 메뉴의 Comment Out Region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 줄의 코드 블록을 들여쓰기해야 할 경우에도(코드에 들여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살펴
볼 것이다) 메뉴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Windows

맥 OS

그렇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그저 ‘기본’에 불과하다.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심호흡을 크게
하고 먼 길을 출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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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사지원(현대엠엔소프트)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문법은 아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 하나?’라는 궁
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문제를 제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여 프로그래밍에
더욱 익숙하도록 도와줍니다. 베타리딩 기간 동안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서 좋았으며, 재밌
는 책이 출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GUI와 SQL과 같이 문법책이나 문제풀이 책에서 접하기 힘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송헌(Lunit)
파이썬을 빠르고 재밌게 배우기에 정말 좋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과 그 기능들을 사용한, 수
많은 예제를 직접 타이핑해 가며 파이썬과 친해지기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있게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미 배우신 분들께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번역도 정말
잘 되었고, 한때 IT 서적으로 유명했던 ‘Head First’ 시리즈를 읽는 듯한 구성이라 읽기 편했습니다.
다만,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책들과의 확연한 차별점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출간되
는 책은 조금 더 시중의 책들과 차별점이 뚜렷한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진규
문법부터 시작하는 일반적인 파이썬 입문서와 달리 챌린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파이썬을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문법을 갓 뗀 일반인이나 초·중학교 학생, 그리고 파이썬을 가르치는 선
생님들이 사용하기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정답 외에도 정답으로 가는 길
은 다양하게 있으니 독자들이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았으면 합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파이썬을 처음 배울 때 접하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
니라, 문제를 풀어보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
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개념을 알고 있고 파이썬을 처음 학습하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쓰였고, 오타나 잘못된 부분도 거의 없었습니다.
베타리딩을 하면서 문제를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고 실제로 풀어보는 게 재미있었는
데, 독자들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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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넥슨코리아)
이론 설명이 주를 이루는 다른 입문 서적과는 다르게, 간단한 이론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를 제공합
니다. 주어진 문제를 고민하여 해결해 나가며, 풀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에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론에 지친 분들과 파이썬 활용 능력, 알고리즘 풀이 능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만, 이론 설명이 적고 문제가 많아서 지루하지는 않았지만, 파이썬 이론이
전혀 없는 초보자들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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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 배우기
Learning Python

챌린지

001~011

기초

설명
다음은 쉘(shell) 윈도우이며, 파이썬을 실행하면 처음 보게 되는 화면이다.

파이썬 코드를 쉘에 바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Enter

키(맥 OS에는

⏎

키)

를 누르자마자 그 코드 줄이 실행된다. 이것은 파이썬을 빠른 계산기로 사용하

는 데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 3*5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파

이썬은 다음 줄에 15라는 답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더욱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는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 유용하진 않다.
새로운 윈도우를 열고 거기에 모든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한 후 실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의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새로운 윈도우를 생성하려면 File 메뉴에서 New File
옵션을 선택하자.
새로운 윈도우에 여러분의 코드를 입력했다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하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며, 쉘 윈도우에서 여러분의 코드가 실행된다.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py 확장자로 저장해야 한다.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은 명령 프롬
프트에서 디렉터리 루트부터 시작하는 전체 디렉터리 경로와 파일명을
입력해야 실행할 수 있다.

설명

3

프로그램 실행하기
코드를 실행할 때 코드가 변경된 상태라면 변경된 코드를 저장해야 한다.
파이썬에서는 Run 메뉴의 Run Module 옵션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다른 방법으로
는

F5

키를 눌러도 된다. 만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저장하는 거라면 파이썬은 파일명을 입력

하라고 할 것이며, 파일명이 저장된 후에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프로그램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파이썬은 대소문자에 민감한 언어이므로 올바른 대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

으면 코드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텍스트 값은 큰따옴표(")로 감싸야 하지만, 숫자는 그냥 사용하면 된다.
변수(즉,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는 값)의 이름을 지정할 때는 print 또는
input 등의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사용한다면 코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파일을 저장할 때도 print 또는 input처럼 파이썬이 이미 사용하는 키워
드로 저장하지 말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실행되지 않을 것이며, 실행하

려면 파일명을 변경해야 한다.
저장하고 닫았던 프로그램을 편집하려면, 그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하

고 Edit with IDLE 메뉴를 선택한다.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만 되고
편집할 수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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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맥에서는 마우스 우클릭하여 나타난 메뉴에서 열기 > IDLE�app을 선택하면 된다.

예제 코드
num1 = 93
변수에 값을 설정한다. 만약 이 변수

answer = num1 + num2
num1과 num2를 더한 결과를 answer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가 미리 생성된 변수가 아니라면 그
변수를 생성하게 된다. 변수는 값을
담는 컨테이너다(위의 경우에서 변수는
‘num1’이라고 부르며 값 93을 저장한다).

answer = num1 - num2
num1에서 num2를 뺀 결과를 answer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변수에 저장된 값은 프로그램이 실
행되는 동안에 변경될 수 있다. 변수
명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며(단, print 또는 save 등의 파이
썬 키워드는 제외), 숫자나 기호가 아닌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answer = num1 * num2
num1과 num2를 곱한 결과를 answer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answer = num1 / num2
num1을 num2로 나눈 결과를 answer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answer = num1 // num2
num1을 num2로 나눈 몫을 answer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print ("This is a message")
괄호 안에 메시지를 표시한다. 표시하고자 하는 값이 텍스트 값이므로 큰따옴표로 감싸면 된다. 이 큰따옴표는 결과
로 출력되지 않는다. 만약 숫자 또는 변수의 내용을 출력하려고 한다면 큰따옴표는 필요하지 않다.

print ("First line\nSecond line")

\n은 줄바꿈할 때 사용된다.
print ("The answer is", answer)

‘The answer is’라는 텍스트와 answer에 해당하는 변숫값을 표시한다.
textValue = input("Enter a text value: ")

‘Enter a text value: ’라는 질문을 표시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textValue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한다. 콜
론(:) 뒤의 공백은 사용자가 입력할 답변 앞에 공백이 추가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백이 없다면 질문과 답변이 서로 뭉
쳐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numValue = int(input("Enter a number: "))

‘Enter a number: ’라는 질문을 표시하고, numValue라는 이름의 변수에 정숫값을 저장한다.
정수는 계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텍스트로 저장된 변수는 계산에 사용할 수 없다.

예제 코드

5

챌린지
001

002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은 다음, 사용자의 성을 입력받아서

출력하라.

다음과 같이 출력하라.

Hello [이름]

Hello [이름] [성]

003

‘What do you call a bear with no teeth?’
라는 농담을 표시하고, 다음 줄에 ‘A gummy
bear!’라는 답을 표시하는 코드를 한 줄로
만들자.

005

004

사용자로부터 2개의 숫자를 입력
받아서 더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출력하라.
The total is [결과]

006

사용자로부터 3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다. 첫 번째

사용자로부터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피자 조각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더한 값에 세 번째 숫자를

수를 입력받고, 몇 조각을 먹었는지 입력받아서

곱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출력하라.

남은 조각 수를 계산하여 사람에게 익숙한 형식

The answer is [결과]

으로 출력하라.

007

사용자로부터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아서 나이에 1을 더한 후 다음과 같이 출력하라.
[이름] next birthday you will be [새로운 나이]

008

009

계산서의 총 가격과 몇 명이 같이 식사를 했

사용자로부터 일수(날짜 수)를 입력

는지 입력받는다. 총 가격을 인원수로 나누

받아서 그 일수까지 몇 시간, 몇 분,

고 각 사람이 얼마씩 내야 하는지 출력하라.

몇 초가 남았는지 출력하라.

010

011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로 입

미만의 숫자 하나를 입력받은 후, 작은 숫자가

력받아서 파운드로 변환하여

큰 숫자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 사용자 친화적

출력하라.

인 형식으로 출력하라.

1킬로그램은 2.204파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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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100이 넘는 숫자를 입력받고 10

계속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정답
001

firstname = input("Please enter your first name: ")
print("Hello", firstname)

002

firstname = input("Please enter your first name: ")
surname = input("Please enter your surname: ")
print("Hello", firstname, surname)

003

print("What do you call a bear with no teeth?\nA gummy bear!")

004

num1 = int(input("Please enter your first number: "))
num2 = int(input("Please enter your seconde number: "))
answer = num1 + num2
print("The total is", answer)

005

num1 = int(input("Please enter your first number: "))
num2 = int(input("Please enter your seconde number: "))
num3 = int(input("Please enter your third number: "))
answer = (num1 + num2) * num3
print("The answer is", answer)

006

startNum = int(input("Enter the number of slices of pizza you started with: "))
endNum = int(input("How many slices have you eaten? "))
slicesLeft = startNum - endNum
print("You have", slicesLeft, "slices remaining")

007

name = input("What is your name? ")
age = int(input("How old are you? "))
newAge = age + 1
print(name, "next birthday you will be", newAge)

정답

7

008

bill = int(input("What is the total cost of the bill? "))
people = int(input("How many people are there? "))
each = bill/people
print("Each person should pay £", each)

009

days = int(input("Enter the number of days: "))
hours = days * 24
minutes = hours * 60
secondes = minutes * 60
print("In", days, "days there are...")
print(hours, "hours")
print(minutes, "minutes")
print(secondes, "secondes")

010

kilo = int(input("Enter the number of kilos: "))
pound = kilo * 2.204
print("That is", pound, "pounds")

011

larger = int(input("Enter the number over 100: "))
smaller = int(input("Enter the number under 10: "))
answer = larger//smaller
print(smaller, "goes into", larger, answer, "times")

어땠나요?
지금 배우고 있는 기술이
나중에 분명 도움될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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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096~104

2차원 리스트와 딕셔너리

설명
기술적으로 파이썬에서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파이썬 배열은 숫자를 저장하
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파이썬 프로그래머는 리스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2차원 리스트(2D list)가 훨씬 더 일반적

으로 사용된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상상해 보자. 또한, 네 명의 학생이 있으며 그들에게 세
가지 과목을 가르친다고 해보자. 여러분이 성실한 선생님이라면 각 과목에 대
한 학생들의 성적을 기록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종이에 간단한 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Maths

English

French

Susan

45

37

54

Peter

62

58

59

Mark

49

47

60

Andy

78

83

62

2차원 리스트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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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0

45

37

54

1

62

58

59

2

49

47

60

3

78

83

62

파이썬에서 2차원 리스트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다.
grades = [[45, 37, 54], [62, 58, 59], [49, 47, 60], [78, 83, 62]]

다른 방법으로, 표준 파이썬 컬럼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 있다.
grades = [{"Ma":45, "En":37, "Fr":54}, {"Ma":62, "En":58, "Fr":59},
{"Ma":49, "En":47, "Fr":60}, {"Ma":78, "En":83, "Fr":62}]
print(grades[0]["En"])

이 프로그램은 인덱스 번호 0인 학생의 영어 성적인 37을 출력할 것이며, 데이터를 더욱 이해하
기 쉽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행 인덱스를 추가할 수도 있다.
grades = {"Susan":{"Ma":45, "En":37, "Fr":54}, "Peter":{"Ma":62, "En":58, "Fr":59}}
print(grades["Peter"]["En"])

이 코드는 Peter의 영어 성적인 58을 출력할 것이다.

설명

71

예제 코드
simple_array = [[2,5,8],[3,7,4],[1,6,9]]
행과 열에 표준 파이썬 인덱스를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처럼 2차원
리스트를 생성한다.

print(simple_array)

1

2

2

5

8

1

3

7

4

2

1

6

9

print(simple_array[1])

1행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 예제에서는
[3, 7, 4]이다.

2차원 리스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출력한다.
simple_array[2][1]= 5

print(simple_array[1][2])

1행 2열에 있는 데이터의 값인 4를 출력한다.

2행 1열에 있는 데이터의 값을 5로
변경한다.
simple_array[1].append(3)

1행의 데이터 끝에 값 3을 추가한다. 이 예제에서는
[3, 7, 4, 3]이 된다.

0
0

x

y

z

A

54

82

91

B

75

29

80

data_set = {"A":{"x":54,"y":82,"z":91},"B":{"x":75,"y":29,"z":80}}
행과 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레이블을 사용하는 2차원 딕셔너리를 생성한다.

print(data_set["A"])
"A" 데이터 셋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for i in data_set:
print(data_set [i]["y"])
각 행의 "y"열 데이터를 출력한다.

print(data_set["B"]["y"])
"B"행 "y"열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data_set["B"]["y"] = 53
"B"행 "y"열의 데이터를 53으로 변경한다.

grades[name]={"Maths":mscore,"English":escore}

2차원 딕셔너리에 데이터를 추가한다. 여기서 name은 행 인덱스가 되며, Maths와 English는 열 인덱스가 된다.
for name in grades:
print((name),grades[name]["English"])
각 학생의 이름과 영어 점수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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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 list[getRid]
선택된 항목을 삭제한다.

챌린지
096

097

표준 파이썬 인덱스를 사용하는 간단한

사용자에게 행과 열을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096번 프로

2차원 리스트로 다음의 데이터를 생성
하라.

그램의 2차원 리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값을 출력하라.

0

1

2

0

2

5

8

1

3

7

4

2

1

6

9

3

4

2

0

099

098

096번 프로그램의 2차원 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표시할 행을 요청하고 그 행을 출력한다. 새로운 값을 입력
하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표시한 행에 추가하고 그 행을 다시
출력하라.

100

이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어떤 행을 출

2차원 딕셔너리를 사용하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에

력할지 사용자에게 묻는다. 입력받은 행

서 만든 매출을 보여주는 다음의 데이터를 생성하라.

을 출력한다. 열을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그 행에서의 해당 열을 출력한다. 그 값
을 변경하고 싶은지 사용자에게 묻고,
그러길 원한다면 새로운 값을 입력받아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그 행 전체를 다시
출력하라.

N

S

E

W

John

3056

8463

8441

2694

Tom

4832

6786

4737

3612

Anne

5239

4802

5820

1859

Fiona

3904

3645

8821

2451

101

100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이름과 지역을 입력하라고 요청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출
력한다. 사용자에게 변경하려는 데이터의 이름과 지역을 사용자에게 묻고 매출 수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한 이름에 대한 모든 지역의 매출을 출력하라.

102

103

하나를 입력하라고 요청하고 입력된 이름의 나이와 신발 사이즈를 출력하라.

정하여 모든 사람의

네 명의 이름과 나이, 신발 사이즈를 입력하라고 요청한다. 입력된 이름들 중

102번 프로그램을 수
이름과 나이를 출력

104

네 명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신발 사이즈를 입력받은 후, 목록에서 제거하고

하라. 단, 신발 사이즈
는 출력하지 않는다.

싶은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한다. 입력된 이름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나
머지 데이터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라.

챌린지

73

정답
096

list = [[2, 5, 8], [3, 7, 4], [1, 6, 9], [4, 2, 0]]

097

list = [[2, 5, 8], [3, 7, 4], [1, 6, 9], [4, 2, 0]]
row = int(input("Select a row: "))
col = int(input("Select a column: "))
print(list[row][col])

098

list = [[2, 5, 8], [3, 7, 4], [1, 6, 9], [4, 2, 0]]
row = int(input("Select a row: "))
print(list[row])
newvalue = int(input("Enter a new number: "))
list[row].append(newvalue)
print(list[row])

099

list = [[2, 5, 8], [3, 7, 4], [1, 6, 9], [4, 2, 0]]
row = int(input("Select a row: "))
print(list[row])
col = int(input("Select a column: "))
print(list[row][col])
change = input("Do you want to change the value? (y/n) ")
if change == "y":
newvalue = int(input("Enter new value: "))
list[row][col] = newvalue
print(list[row])

100

sales = {"John":{"N":3056, "S":8463, "E":8441, "W":2694},
"Tom":{"N":4832, "S":6786, "E":4737, "W":3612},
"Anne":{"N":5239, "S":4802, "E":5820, "W":1859},
"Fiona":{"N":3904, "S":3645, "E":8821, "W":2451}}
참고

코드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별도의 행으로 데이터를 분리하였다. 중괄호 안에 있다면 이렇게 분리하여 코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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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sales = {"John":{"N":3056, "S":8463, "E":8441, "W":2694},
"Tom":{"N":4832, "S":6786, "E":4737, "W":3612},
"Anne":{"N":5239, "S":4802, "E":5820, "W":1859},
"Fiona":{"N":3904, "S":3645, "E":8821, "W":2451}}
person = input("Enter sales person's name: ")
region = input("Select region: ")
print(sales[person][region])
newdata = int(input("Enter new data: "))
sales[person][region] = newdata
print(sales[person])

102

list = {}
for i in range(0, 4):
name = input("Enter name: ")
age = int(input("Enter age: "))
shoe = int(input("Enter shoe size: "))
list[name] = {"Age":age, "Shoe size":shoe}
ask = input("Enter a name: ")
print(list[ask])

103

list = {}
for i in range(0, 4):
name = input("Enter name: ")
age = int(input("Enter age: "))
shoe = int(input("Enter shoe size: "))
list[name] = {"Age":age, "Shoe size":shoe}
for name in list:
print(name, list[name]["Age"])

104

list = {}
for i in range(0, 4):
name = input("Enter name: ")
age = int(input("Enter age: "))
shoe = int(input("Enter shoe size: "))
list[name] = {"Age":age, "Shoe size":shoe}
getrid = input("Who do you want to remove from the list? ")
del list[getrid]
for name in list:
print(name, list[name]["Age"], list[name]["Shoe size"])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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