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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의 코딩 과제로 배운다

파이썬 챌린지

ISBN 979 -11-91600 - 01- 8 / 200쪽 / 11,200원

프로그래머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
150개의 챌린지(코딩 과제)로 배우는 파이썬 코딩!
이 책은 핵심 위주의 문법 설명, 그리고 그 문법 이해를 도와주는 간결
한 예제, 이어서 독자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150개의 코딩 챌린지
(도전 과제)가 이어지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
는 150개의 챌린지를 풀어보고 저자의 해답과 비교해 보며 실력을 쌓
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의 예제는 모두 영어로 표기하여 간단한 영어

Python Projects
21개의 작고 재미난 파이썬 프로젝트
파이썬으로 코딩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탁월한 선택!
프로그래밍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책은 21가지의 퍼즐과 게임을 통해 파이썬의 기본을 알려준
다. 실습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텍스트 처리와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고,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다룰 기회도 주어진다. 이런 학습 방법은 파이썬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프로젝트의 규모는 비록 작지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너무나도 크다. 챕터마다 새로운
파이썬 프로그램(패스워드 생성기, 단어 운율기, 셰익스피어식 험담 생성기 등)을 소개하여 독자에게 도
전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재미있는 실습을 모두 마치면 여러분은 파이썬 초보자가 아니라 자신감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책입니다.

있는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 과정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21개의 작고 재미난
파이썬 프로젝트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

이 책의 주요 내용
■ 명령줄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기

효율적 개발로 이끄는
파이썬 실천 기술
ISBN 979 -11-90665 - 87-2 / 404쪽 / 22,000원

■ 파이썬의 데이터 구조 처리하기
■ 무작위성 사용 및 제어하기
■ 프로그램 및 함수용 테스트 코드 작성과 실행하기
■ 각 프로젝트를 위한 테스트 툴 다운로드하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지만,
파이썬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실천적 입문서!
이 책의 대상 독자

사양과 그 특징적인 기능,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은 분

다뤄 웹 개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 다른 언어를 접한 경험은 있지만 파이썬 언어는 처음인 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샘플 코드와 코멘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
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파이썬의 기능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 제작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정가 30,000 원

난이도
분 야

93000

프로그래밍 / 파이썬

출판 수익 및 역자 번역료의 일부는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영역기금에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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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스킬,
새로운 알고리즘,
테스트 주도 개발을 배우다

9 791191 600346
ISBN 979-11-91600-34-6

켄 유엔스-클락 Ken Youens-Clark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시니어 연구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컴퓨터 과학
을 이용해서 생물학 데이터를 다루는 바이오정보학을 전문으로 하며, 1995
년에 입사한 첫 번째 직장에서 데이터베이스와 HTML을 다루기 시작했고,
회사의 메일링 목록과 첫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이 일로 프로그래밍에 매
료되었으며, 윈도우 3.1에서 동작하는 비주얼 베이직 공부를 시작했다. 이
후 수년간 다양한 언어와 회사를 거쳐 2001년에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의 바이오정보학 그룹에 입사했다.

2014년에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일하기 위해 애리조나의 투손(Tucson)
으로 거처를 옮겼고, 2019년에 바이오시스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코딩을 하지 않을 때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자전거, 요리, 독서 등을 즐기면
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옮긴이

김완섭 jinsilto@gmail.com
네덜란드 ITC에서 Geoinformation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석
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 15년간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서 IT 및 GIS/LBS
분야 업무를 담당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외무부, 국토지리정보원 같은 정
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통합(SI) 업무를 담당했으며, 야후 재팬으로
직장을 옮겨 야후맵 개발 담당 시니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한국에서는

SK에서 T맵 등 내비게이션 지도 데이터 담당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독일계 회사의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도쿄 롯폰기로 출근한다》가 있으며, 역서로는 《알고리즘 도감》, 《처
음 만나는 HTML5 & CSS3》, 《인공지능 70》, 《처음 만나는 자바스크립트》,
《다양한 언어로 배우는 정규표현식》, 《그림으로 공부하는 IT 인프라 구조》,
《그림으로 공부하는 시스템 성능 구조》 등 40여 종이 있다.

켄 유엔스-클락 지음
김완섭 옮김

이 책은 읽기 쉬우면서도 얕지 않은 입문서로서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Tiny

지은이

독자 A / S 안내
이 책의 예제 코드는 다음의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책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독자 Q&A로 문의 바랍니다.
예제 코드
https://github.com/kyclark/tiny_python_projects
단축 URL https://bit.ly/21TinyPython

켄 유엔스-클락 지음
김완섭 옮김

독자 Q&A
jinsilto@gmail.com 혹은 help@jpub.kr

www.jp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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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English language edition published by Manning Publications.
Copyright ⓒ 2020 by Manning Publications. 
Korean edition copyright ⓒ 2021 by J-P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에이전시 원을 통해 저작권자와의 독점 계약으로 제이펍 출판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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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작고 재미난 파이썬 프로젝트
1쇄 발행 2021년 8월 11일
지은이 켄 유엔스-클락
옮긴이 김완섭
펴낸이 장성두

펴낸곳 주식회사 제이펍

출판신고 2009년 11월 10일 제406-2009-000087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59 3층 3-B호 / 전화 070-8201-9010 / 팩스 02-628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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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펍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이펍은 독자 여러분의 책에 관한 아이디어와 원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원고가 있으신 분께서는 책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차례, 구성과 저(역)자 약력 등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submit@jp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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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되어 있는 웹 사이트 등의 링크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출간일 기준 최신 버전으로 작성되었으며,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원서 국가의 실정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나, 
가능한 부분은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편집하였습니다.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jinsilto@gmail.com
- 출판사: help@jp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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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ᅳ로젝트파이썬.indb 9

ix

2021. 7. 26. 오후 2:36

10.3.2 str 대신 리스트 사용하기

207

10.4 도전 과제

208

정리

209

CHAPTER 11 맥주병 노래: 함수 작성 및 테스트 211
11.1 bottles.py 작성하기

212

11.1.1 내려 세기

213

11.1.2 함수 작성하기

214

11.1.3 verse()용 테스트 코드 작성하기

216

11.1.4 verse() 함수 사용하기

220

11.2 예시 답안

221

11.3 해설

223

11.3.1 내려 세기

223

11.3.2 테스트 주도 개발

224

11.3.3 verse() 함수

225

11.3.4 가사 반복하기

226

11.3.5 1,500가지 방법

229

11.4 도전 과제

229

정리

230

CHAPTER 12 협박 편지: 텍스트를 무작위로 대문자화하기 231

x

12.1 ransom.py 작성하기

233

12.1.1 텍스트 변경하기

234

12.1.2 동전 던지기

235

12.1.3 새 리스트 만들기

236

12.2 예시 답안

236

12.3 해설

238

12.3.1 반복형 객체에서 개별 요소 읽기

238

12.3.2 글자를 선택하기 위한 함수 작성하기

240

12.3.3 list.append()를 다른 방법으로 작성하기

240

12.3.4 list 대신에 str 사용하기

241

12.3.5 리스트 내포 사용하기

241

12.3.6 map() 함수 사용하기

242

12.4 방법 비교하기

243

12.5 도전 과제

244

정리

244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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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
말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달리 명령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한 파이썬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
다. 각 장마다 문제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설
명만 잘 따라간다면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지만 말고 꼭 주어진 문
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자. 실력이 느는 것은 물론이요, 주어진 테스트를 통과pass했을 때 느끼
는 성취감은 황홀할 정도다(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코드가 100줄 이하로, 프로그램을 함축적으로 작성하는 방
법을 배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까지 코드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파이썬이란 언어가 대단하다고 느낀 시간이었다.
전업 번역가가 아닌 이상, 항상 퇴근 후에 번역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책의 번역을 시작할 때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만나서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
다. 싱가포르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야근을 하게 될 줄이야. 물론 그 프로젝트도 이미 끝났고,
지금은 다시 조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더니, 정말 시
간이 흐르니 끝날 것 같지 않던 프로젝트가 끝이 났다. 이런 악조건에서 나온 책이 이번 책이
고, 고생해서 나온 책이니만큼 나름 뿌듯하기도 하다.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
이펍 식구들에게 죄송한 것도 사실이다.
아마 이 책이 세상에 나올 때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고 있을 듯하다. 너
무 많이 이직해서 사실 이직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부끄럽기도 하다. 블로그(https://itbk100.
tistory.com/)에서 이직에 관한 내용이나 싱가포르 직장 생활에 대해 공유하고 있으니 책을 읽

다가 심심하면 방문해서 댓글이라도 남겨주길 바란다.
옮긴이

김완섭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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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하며

왜 파이썬인가?
파이썬은 아주 훌륭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비밀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는 프로그램이
나 체스 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 복잡한 과학용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파이썬 모듈이나 머
신러닝machine learning용 알고리즘, 그리고 바로 공개할 수 있는 그래픽을 제공한다. 또한, 파이
썬이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이유로 많은 대학의 전산학 프로그래밍 입문 강의로 C나 자바 대
신에 파이썬을 선택하고 있다. 즉, 전산학의 기본 지식과 고급 개념을 배우는 데 파이썬이 사
용되는 것이다. 정규 표현식이나 고차 함수 개념도 이 책을 통해 접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학
습 의욕을 북돋우리라 믿는다.

이 책을 쓴 이유
최근 수년간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칠 많은 기회가 있었고, 이는 필자에게 큰 보람을 주었다.
이 책의 학습 방법은 교실에서 직접 가르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나온 것이다. 제대로 된 사
양서나 테스트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은 단위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렇게
나누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의 작은 개념들이 실제 유용한 사례
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서는 ‘Hello, World!’를 출력하
는 것부터 시작한다(물론, 이 책도 예외는 아니다). 이 작업은 매우 쉽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인
수를 받거나 뭔가 유용한 처리를 하는)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고군분투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뭔가 유용한 처리를 하는) 아주 많은 프로그램 예제를 소개할 것이다. 이 예제들을
확장해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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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된 유머 중에 이런 말이 있
다. “카네기 홀1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하나요?”, “연습, 연습, 그리고 또 연습하면
됩니다(Practice, practice, practice).”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실습들은 아주 짧아서 몇 시간 또는 하
루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이다. 책 전체적으로는 필자가 대학 강의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
는 내용보다 많은 양으로, 책을 다 끝내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
하나하나를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이미 해결한 문제를 좀 더 고급 기술
을 사용해 다르게 해결하거나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

1

옮긴이

카네기 홀은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공연장이다. 이곳에서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될 정도의 장소다.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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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

글

이 책은 필자의 첫 번째 책으로,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해 내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이 책은 매닝Manning 출판사의 기획 편집자인 마이크Mike Stephens의 전화
로부터 시작됐다. 마이크는 재미있는 게임과 퍼즐을 통해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만드는 법을
책으로 내자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리고서 발행인인 마르잔Marjan Bace과 통화했
고, 테스트 주도 개발 방식을 사용해 독자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작성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더했다.
나의 첫 담당 편집자였던 수잔나Susanna Kline는 책의 초반부를 다듬어서 독자가 읽고 싶어 하
는 책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담당 편집자였던 엘리샤Elesha Hyde는 수개월 간의 집필
과 편집, 검수에 이르는 과정을 참을성 있고 사려 깊게 이끌어주었다. 그리고 모든 코드와 문
장을 검수해서 실수가 없는지 확인해 준 기술 편집자 스콧Scott Chaussee과 엘Al, Scherer, 매다이
스Mathijs Affourtit에게 감사한다. 매닝 출판사의 MEAP 팀과 특히 PDF 생성 방법과 AsciiDoc
사용법을 알려준 메흐메드Mehmed Pasic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프로젝트 편집자인 디어드
레Deirdre Hiam와 교열 담당자 앤디Andy Carroll, 교정 담당자 케이티Katie Tennant, 검수 편집자 알렉
산다르Aleksandar Dragosavljević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외에도 프리뷰에 참여해 준 독자들과 기술
적 조언을 해준 아만다Amanda Debler, 코너Conor Redmond, 드류Drew Leon, 호아킨Joaquin Beltran, 조
제José Apablaza, 킴벌리Kimberly Winston-Jackson, 마치에이Maciej Jurkowski, 마피나Mafinar Khan, 마누엘
Manuel Ricardo Gonzalez Cova,
Hendrik,

마르셀Marcel van den Brink, 마르친Marcin Se˛k, 매다이스Mathijs Affourtit, 폴Paul

섀인Shayn Cornwell, 빅터Víctor M. Pérez에게 감사한다.

무엇보다 파이썬이라는 오프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준 수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파이썬 언어와 모듈, 문서를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분들과, 인터넷상에 올라온 수많은 질
문에 답변을 달아주고 있는 코더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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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27년간 사랑과 인내로
나와 함께해 준 아내 로리Lori Kindler에게 감사한다. 또한, 도전과 기쁨을 함께하고 있는 세 아이
에게도 공을 돌리고 싶다. 전혀 관심 없는 주제에 늘 관심을 보이는 척해야 했고 책을 쓰는 내
내 그런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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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
여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이 책에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작성하는 것 포함) 여러분이 광신자가 되길 바
란다. 제대로 문서화되고 테스트된,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에 열광
하는 광신자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독자는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노력해 왔지만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미 파이썬이나 다른 비슷한 언어(자
바나 자바스크립트 또는 펄Perl)를 공부했을 수도 있고, 하스켈Haskell이나 스킴Scheme 같은 전혀 다

른 언어를 배웠기에 어떻게 파이썬으로 전향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일 수도 있다. 또는 파이썬
을 이미 어느 정도 사용해 온 독자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찾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책은 잘 구조화되고 문서화돼 있으며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를 파이썬으로 작성하는 방법
을 알려준다. 테스트 주도 개발test-driven development처럼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도 소개한
다. 그리고 문서를 읽는 방법과 파이썬 개선 제안서Python Enhancement Proposal, PEP 참고 방법 등
을 소개하며, 다른 파이썬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 작성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에겐 어려울 수도 있다. 파이썬 언어에 대한 사
전지식은 필요 없지만, 다른 언어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프
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다면 먼저 변수나 반복, 함수 등에 대한 개념을 잡은 후에 이 책을 시
작할 것을 권한다.

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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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은 각 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전 장을 진행한 후에 다음 장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차례로 이 책을 읽어나갈 것을 권한다.

• 모든 프로그램은 명령줄command-line 인수를 사용하므로 argparse를 사용한 인수 전달
방법을 먼저 다룬다. 모든 프로그램은 테스트를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pytest 설치와
사용법에 대해서도 배운다. 이렇게 도입부와 1장을 통해 준비 운동을 마치게 된다.

• 2장~4장에서는 문자열이나 리스트, 딕셔너리 등의 파이썬 기본 데이터 구조를 배운다.
• 5장과 6장은 파일 입력 및 출력 방법과 파일이 표준 입력(STDIN), 표준 출력(STDOUT)과 어
떤 관련이 있는지 소개한다.

• 7장과 8장에서는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
• 9장과 10장에서는 random 모듈을 소개하고 랜덤 이벤트를 어떻게 제어하고 테스트하는
지 알아본다.

• 11장~13장에서는 코드를 함수로 세분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함수용 테스트 코드 작성
법에 대해 다룬다.

• 14장~18장에서는 고차 함수나 텍스트의 패턴을 찾을 때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 등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룬다.

• 19장~22장에서는 앞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 테스트 기법을 사용해서 ‘진짜’ 프로
그램을 작성해 본다.

코드에 대해
이 책의 모든 프로그램과 테스트용 코드는 깃허브[https://github.com/kyclark/tiny_python_projects
( 단축 URL https://bit.ly/21TinyPytho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운영체제에 따른 차이는 페이지

하단의 옮긴이 주석을 적절히 참고하기 바란다. 주석만 보고도 책의 내용을 따라가는 데 문
제는 없겠지만, 윈도우상에서 리눅스를 실행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윈도우가 제공하는

WSLWindows Subsystem for Linux 을 사용하거나, git을 설치하면 따라오는 git bash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는 Repl.it 등의 온라인 코드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책에 대하여

프로젝트파이썬.indb 23

xxiii

2021. 7. 26. 오후 2:36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 사양
모든 프로그램은 파이썬 3.9에서 테스트했다(3.6에서도 문제없으리라 생각한다). 테스트용
pytest 모듈 등 많은 추가 모듈이 요구된다. pip를 사용해서 추가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 밖의 온라인 정보
많은 프로그래밍 강좌가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구체적인 데모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작동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내가
교실에서 가르칠 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하는 방법과 기능 추가 및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이 책의 각 장의 내용도 녹화해서 유튜브에서 공유
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user/kyclark
각 장마다 동영상이 존재하고, 각 동영상은 주어진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언어의
기능을 소개하며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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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대하
여

이 책의 앞표지 그림은 〈Femme Turc allant par les rues〉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길을 가로질
러 가고 있는 터키 여성Turkish woman going through the streets’이라는 의미다. 이 그림은 1788년 프랑
스에서 출간된 《Costumes de Différents Pays》라는 화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자크 그라세 드
생소뵈르Jacques Grasset de Saint-Sauveur(1757-1810)가 여러 나라의 드레스 의상을 손으로 정교하게
그리고 채색했다. 드 생소뵈르의 작품들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세계 각 도시와 지역의 문화
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다른 언어와 방언
을 사용했다. 도시의 거리이든 시골이든, 옷차림만으로도 사는 곳이나 직업, 직위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이후로 옷 입는 방식이 달라졌으며 그토록 풍부했던 지역별 다양성을 더는 찾아볼 수 없
다. 이제는 옷차림만으로는 도시나 마을, 국가를 구별하기 힘들며, 심지어는 대륙별 차이도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문화적 다양성을 각 개인의 다채로운 생활 방식과 맞바꾼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비슷비슷한 책들이 가득한 요즘, 매닝Manning 출판사는 두 세기 전 여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상을 보여주는 그라세 드 생소뵈르의 그림 중 하나를 표지에 실어 IT 업계의 독창성과 진취성
을 기리고자 한다..

표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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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명령줄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 방법을 알려준다. 명령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파이참PyCharm(그림 I.1 참고)을 사용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
디오 코드Visual Studio Code 등을 사용해서도 쉽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이 처
음이거나 파이썬이 처음인 사람을 위해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변수나 함수가 무엇
인지 모른다면 우선 다른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그림 I.1 1장에 있는 hello.py 프로그램을 파이참에서 작성 및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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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령줄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툴과 환경
•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와 테스트 코드 작성법

명령줄 프로그램 작성
명령줄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조
작 가능한 3D 게임을 다루지 않는다. 아주 기본적인 입력이 요구되며, 출력도 텍스트만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파이썬 언어의 핵심과 테스트용 코드 작성법 및 테스트 방법을 집중
해서 배울 것이다.
명령줄 프로그램을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파이썬만 설치돼 있다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실행되
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다. 필자는 맥북을 사용해서 이 책을 집필하고 있지만,
예제 프로그램들은 필자가 일할 때 쓰는 리눅스는 물론, 친구 집에 있는 윈도우 컴퓨터에서도
실행된다. 동일한 버전의 파이썬만 설치돼 있다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멋지지 않은가?
명령줄 프로그래밍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스트 코드 작성법을 소개하고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필자가 예제 프로그램에서 작은 실수를 한다고
목숨 걸고 항의할 독자는 없겠지만, 모든 코드가 완벽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프로그램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주어진 두 개의 숫자
를 더해야 하는 경우, 수많은 숫자 조합을 넣어서 실행해 보고 옳은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는 숫자와 단어를 입력하면(‘3’ 더하기 ‘목마’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두 개 입
력해야 한다고 경고해야 한다. 테스트는 코드에 대한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에 있는 예제들은 여러분의 흥미를 유발할 만큼 재미있고 쉽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거의 모든 예제가 직접
값을 입력하게 하거나 파일을 통해 입력하게 하며, 화면에 텍스트를 출력하거나 새 파일을 출력
하도록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런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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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에서는 여러분이 작성할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
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해결책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
작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예제가 복잡해질수록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도록
유도해서 코드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이 책을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명령줄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고 실행하기
• 프로그램에서 인수 사용하기
• 프로그램 및 함수용 테스트 코드 작성 및 실행하기
• 문자열, 리스트, 딕셔너리 같은 파이썬 데이터 구조 사용하기
•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기
•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텍스트에서 패턴 찾기
• 무작위성을 사용 및 제어해서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실행되게 하기
“코드는 퍼즐입니다. 다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게임입니다.”
- 앨런 튜링Alan Turing

앨런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한 암호를 해독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연합군이
암호를 해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전쟁을 단축시켰으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의 일화를
다룬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The Imitation game>에서는 앨런이 신문에 퍼즐을 게재해서 어려운 암
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가사를 넣거나 새로운 음을 추가하는 프로그램이나 틱택토Tic-TacToe

2

같은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에서 다

루는 프로그램에는 암호 기법을 다루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4장에서는 모든 숫자를 텍
스트의 일부로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18장에서는 어떤 단어의 글자가 나타내
는 숫자적 특성을 추출해서 합산하고 이를 통해 특정 단어에 대한 암호를 만들어본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흥미와 의욕을 불러일으키리라 믿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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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와 비슷한 게임으로, 숫자 대신 도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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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예제에서 배우게 되는 프로그래밍 기술은 파이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어
가 변수나 반복, 함수, 문자열, 리스트, 딕셔너리 등을 제공하며, 테스트나 인수 전달 기법을
제공한다.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언어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비교해 볼 것을 권한다. 다른 언어에서는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고 또는 어떤 부분이 힘
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언어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이 명령줄을 지원한다면 테
스트용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

테스트 주도 개발
테스트 주도 개발test-driven development은 2002년 켄트 백Kent Beck이 그의 책에서 소개한 것으로,

안정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기법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다. 테스트 코드에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사
실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테스트에 실패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
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테스트를 모두 통
과하는 것을 확인한다. 중요한 건, 테스트 코드를 실행할 때는 개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그 기능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테스트해서 모든 기능이 정해진 사양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테스트 코드도 함께 제공된다. 그리고 이 테스트 코드
를 보면 여러분이 작성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야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모든 실습의 첫 번째 테스트는 있어야 할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테스트는 프로그램이 도움말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서 다양한 입력과 옵션을 사용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이 책은 250개의 테스트를 제공하므로(그리고 아직 어떤 프로그램
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은 많은 테스트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패는 좋은 것이기 때
문이다. 테스트 코드를 주의 깊게 읽고서 어떤 부분에서 실패
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잘못된 부분을 알
았다면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면 된다.
테스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해야 할 수
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테스트가 통과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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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문제를 필자가 제공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풀어도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테
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코딩 환경 설정
이 책에 소개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파이썬 3.6 이상이 필요하다(이미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
치돼 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python3 명령을 명령줄에서 실행하기 위한 툴도 필요하다. 윈도

우 PC라면 WSLWindows Subsystem for Linux 을 추천한다. 맥이라면 기본 터미널Terminal 앱이면 충분
하다. 이 외에도 VS Code(그림 I.2)나 파이참PyCharm처럼 기본으로 명령줄 환경이 탑재돼 있는
것도 좋다.

그림 I.2 VS Code 같은 IDE(프로그래밍 작성 도구)는 텍스트 편집기와 명령줄 화면(오른쪽 아래 창)을 함께

제공하며, 이 외에도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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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파이썬 3.9에서 작성하고 테스트했지만, 3.6 이상이라면 문제없이 실행된다. 참고로,
파이썬 2는 2019년에 지원이 종료됐다. 자신의 PC에 어떤 버전의 파이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터미널 창(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서 python3 --version을 입력하면 된다.3
‘Command "python3" not found’ 같은 메시지가 뜬다면 파이썬을 설치해야 한다. 최신 버

전의 파이썬은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www.python.org/downloads/
파이썬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Repl.it 웹사이트(http://repl.it)를 사용해서 이 책에 있
는 모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코드 예제
이 책에서는 코드 및 명령을 모두 Source Code Pro 서체로 표기했다. 텍스트가 $로 시
작한다면 명령줄에 입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cat(‘concatenate’의 약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다음은 inputs 디렉터리에 있는 spiders.txt 파

일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예다.
$ cat inputs/spiders.txt
Don't worry, spiders,
I keep house
casually.

이 명령을 실행하고 싶다면 앞에 있는 $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 command not found’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다.
파이썬은 IDLE이란 매우 훌륭한 도구를 제공한다. 이것은 파이썬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터미널(또는 명령 프롬프트, 이후 터미널만 표기)에서 idle3이라고 입력
하면 실행된다. 명령을 실행하면 그림 I.3과 같이 >>>가 표시된 새로운 창이 뜬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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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10의 경우는 python3 대신 python이라는 명령이 설정돼 있을 수도 있다. python --version을 실

행해 보자. python 명령으로 실행이 된다면 이후 예제 코드에서도 python3 대신 python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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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3 IDL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이썬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입력하는 각 명령은 엔터

키를 누르는 시점에 실행돼서 그 결과가 화면에 표시된다.

여기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바로 해석돼서 그 결과가 화면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3 + 5라고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8이라고 표시된다.
>>> 3 + 5
8

이런 방식을 REPLRead-Evaluate-Print-Loop(읽고, 해석하고, 출력하고, 반복한다)이라고 한다. 개인적으
로는 페블pebble(조약돌)과 발음이 비슷해서 ‘레플’이라고 읽는다. 비슷한 도구가 바로 명령줄에
입력해서 사용하는 python3다(그림 I.4 참고).

그림 I.4 터미널에서 python3라고 입력하면 레플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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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레플 방식으로 아이파이썬IPython이라는 것이 있다. IDLE이나 python3보다 기능
이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그림 I.5가 아이파이썬을 실행한 화면이다. 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s 도

추천하는데, 실행한 코드를 노트북이라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쉽게 코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I.5 또 다른 종류의 레플 방식인 아이파이썬. 생각한 것을 바로 파이썬 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레플 방식을 사용하든지 x = 10과 같은 파이썬 코드를 입력한 후 엔터 키를 누르면 변
수 x에 값 10을 대입할 수 있다.
>>>

x = 10

명령줄에서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할 때는 $와 마찬가지로 >>>도 복사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이 파이썬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한다.
>>> >>> x = 10
File "<stdin>", line 1
>>> x = 10
^
SyntaxError: invalid syntax

아이파이썬은 %paste 모드라는 놀라운 기능을 제공한다. 코드 붙이기를 할 때 앞에 있는
>>>를 자동으로 제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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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 >>> x = 10
In [2]: x
Out[2]: 10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이 책에 있는 모든 코드는 직접 입력해 보길 바란다. 이를 통해 기억
근육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가진 문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제 코드 다운로드
모든 테스트 코드와 프로그램 코드는 https://github.com/kyclark/tiny_python_projects
( 단축 URL https://bit.ly/21TinyPython)에서 받을 수 있다.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PC에 코드를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다(Git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설치가 필요하다). 다음 명령을
사용해서 코드를 다운로드해 보자.4
$ git clone https://github.com/kyclark/tiny_python_projects

이제 tiny_python_projects라는 새로운 폴더가 컴퓨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본인만의 리포지터리repositoy 를 만들면 나중에 코드 수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코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코드를 자신의 리포지터리로
가져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포크fork라고 한다. 클론clone과 달리 포크는 원 리포지터
리와 연결성이 없어서 완전히 자신의 코드가 된다. Repl.it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생각이
라면, 필자의 리포지터리를 복사해서 자신의 계정으로 포크하는 것이 좋다. 포크한 리포지터
리를 Repl.it에서 설정하면, 바로 포크해 온 코드를 작성 및 수정할 수 있다.5
포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GitHub.com에서 계정 생성하기
2 https://github.com/kyclark/tiny_python_projects( 단축 URL https://bit.ly/21TinyPython)에 접속

하기

4
5

옮긴이

단순히 사이트를 방문해서 다운로드해도 괜찮다.

옮긴이

위에서 사용한 clone은 코드를 복사해 오지만 아직 원래 리포지터리와 연결된 상태다. 반면 fork는 코드를

복사해 온 후 여러분의 계정에 종속된 리포지터리가 되는 것으로, 수정이나 변경이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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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k 버튼을 클릭(그림 I.6 참고)해서 리포지터리를 자신의 계정으로 복사하기

그림 I.6 깃허브 리포지터리의 Fork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를 자신의 계정으로 복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마치면 필자의 코드가 모두 여러분의 리포지터리에 저장된다. 이후 Git 명령을 사용
해서 PC로 다운로드하면 된다. 아래의 주소에서 ‘YOUR_GITHUB_ID’ 부분을 여러분의 깃허브

ID로 변경하는 것을 잊지 말자.
$ git clone https://github.com/YOUR_GITHUB_ID/tiny_python_projects

PC에 코드를 다운로드한 이후에 필자가 원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변
경된 사항을 업데이트받고 싶다면 Git의 ‘upstream’으로 필자의 리포지터리를 설정하면 된다.

upstream을 설정하려면 리포지터리를 PC에 다운로드한 후 tiny_python_projects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 cd tiny_python_projects

그리고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 git remote add upstream https://github.com/kyclark/tiny_python_projects.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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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tream이 필자의 리포지터리로 연결된 상태다. 이제 upstream에 변경된 내용을 본인의 리
포지터리에 반영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 git pull upstream master

모듈 설치
몇 가지 추가 모듈(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pip를 사용하면 추가 모듈을 쉽
게 설치할 수 있다.
$ python3 -m pip install black flake8 ipython mypy pylint pytest yapf

리포지터리의 requirements.txt 파일에 필요한 모듈을 작성해 두었다. 이 파일을 이용해서 모
든 모듈을 한 번에 설치할 수도 있다.6
$ python3 -m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Repl.it을 사용해서 실습하고 있다면, 위 명령을 실행해서 필요한 모듈을 설치해야 한다(Repl.it
에는 많은 모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코드 서식
대부분의 IDE나 텍스트 편집기에는 코드 서식code format 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서 코드를 읽
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뿐 아니라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는 만든 표준 서식이 있어서 이
것을 따르면 다른 프로그래머가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서식은

PEP 8Python Enhanced Proposal(https://www.python.org/dev/peps/pep-0008/)에 기술돼 있으며, 대부분
의 편집기는 자동으로 이 서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Repl.it에는 자동 서식(그림 I.7 참고) 버
튼이 있으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문서 서식Format Document이라는 기능이, 그리고 파이
참에는 재배열 코드Reformat Code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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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7 Repl.it은 자동 서식 버튼이 있어서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표준 서식으로 코드를 맞출 수 있다.

Repl.it에는 명령줄 화면도 함께 제공하므로 프로그램을 테스트 및 실행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명령줄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YAPFYet Another Python Formatter(https://github.com/
google/yapf)를 사용해서 모든 파이썬 코드의 서식을 지정했다. 참고로, Black이라는 서식 도

구도 유명하다(https://github.com/psf/black). 무엇을 쓰든 상관없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하기를 권
한다. 예를 들어, YAPF를 사용해서 hello.py 프로그램(1장에서 사용하는 코드)에 서식을 적용하
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줄에 입력하면 된다(-i 옵션은 현재 파일의 서식을 변경해서 덮어쓰기 한다는
의미다).
$ yapf -i hello.py

코드 린터
코드 린터code linter는 코드상의 문제를 찾아주는 도구로, 예를 들면 선언은 됐지만 사용되고 있

지 않은 변수 등을 찾아준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린터는 파이린트Pylint(http://www.pylint.org/)
와 플레이크8Flake8(https://flake8.pycqa.org/)이다. 둘 다 파이썬 표준 해석기가 찾지 못하는 오류
를 찾아서 알려준다.
마지막 장에서는 마이파이Mypy(http://mypy-lang.org/)의 타입 힌트type hints를 사용해서 코드에
서의 문제(숫자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텍스트를 사용한다는 등)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소개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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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프로그램 작성 방법
(필요한 코드가 어느 정도 미리 작성돼 있는) 기본 틀을 사용하면 코드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 책에서도 new.py라는 기본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코드에는 모든 예제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기본 코드가 포함돼 있다. 이 기본 틀은 리포지터리의 bin 디렉터리에 포함돼 있으
며, 현재 리포지터리의 루트 디렉터리에 있다면 다음과 같이 실행할 수 있다.
$ bin/new.py
usage: new.py [-h] [-s] [-n NAME] [-e EMAIL] [-p PURPOSE] [-f] program
new.py: error: the following arguments are required: program

위와 같이 작성할 program 이름을 묻는다. 참고로, 각 장의 프로그램은 test.py라는 프로그램
과 동일한 디렉터리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장의 코드(crowsnest.py)는 다음과 같이 디렉터리명과 함께 지정해서 작성할 수
있다.
$ bin/new.py 02_crowsnest/crowsnest.py
Done, see new script "02_crowsnest/crowsnest.py."

생성된 파일을 열어보면 이미 꽤 많은 양의 코드가 작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각 장에서 자세
히 설명한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crowsnest.py를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된다.
$ 02_crowsnest/crowsnest.py
usage: crowsnest.py [-h] [-a str] [-i int] [-f FILE] [-o] str
crowsnest.py: error: the following arguments are required: str

실행하면 오류가 표시되는데, 나중에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지 배워보겠다.

new.py를 실행하는 다른 방법은 template.py를 template 디렉터리에서 복사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폴더에 붙여넣은 후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하면 된다. 예를 들면, crowsnest.py라는 프
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7
$ cp template/template.py 02_crowsnest/crowsnest.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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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new.py나 template.py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기본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직접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s을 즐겨 사용한다. 파이썬 코드와 텍스트, 이미지
등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할 수 있고 이 문서를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처럼 실행할 수 있다. 개
인적으로도 주피터의 직관적인 데이터 확인 기능을 좋아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습에
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 하나의 주피터 노트북은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으로 저장된다. 라인 기반의 텍스트
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비교하기가 힘들다.

• 코드와 텍스트, 이미지를 서로 다른 셀을 사용해서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셀
들이 순서 없이 실행될 수 있어서 프로그램 로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책에
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그렇게 하는 편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다른 값을 대입할 수 없다. 즉, 하나의 입력
파일로 테스트를 하다가 다른 파일로 변경하려면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 책에
서는 파일을 하나의 인수argument로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렇게 하면 코
드code를 바꾸지 않고 값을 바꿀 수 있다.

•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자동으로 테스트용 코드를 실행하기가 어렵다. 이 책에서는

pytest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다양한 값을 적용해 가며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
이 책의 목적은 파이썬 언어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소개하는 것이다. 실
습을 통해 문자열이나 리스트, 딕셔너리, 파일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여러 장에 걸쳐 정규 표
현식을 소개한다. 모든 실습(마지막 실습만 제외)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수를 받아서 검증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일반적으로 저자들은 특정 주제에 편중해서 책을 쓰기 마련이며, 필자도 다르지 않다.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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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필자가 20년간 일해 오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수많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지저분한 데이터를 XML로 변환하기 위해 예상보다 많
은 시간을 소비했던 적이 있다. 이처럼 필자의 직장 생활 대부분은 텍스트 파일을 효율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이었으며, 웹 개발을 할 때도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인코딩해서 웹 브라우저에
전달하느냐가 문제였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의 실습들도 텍스트와 파일 처리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입력값을 어떻게 결괏값으로 변환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실습을 마친 후에는 어떤 언어에서든 통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게 돼
서 훨씬 능숙한 프로그래머가 돼 있으리라 믿는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다루지 않는 이유
이 책에서는 객체지향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눈치챌 것이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bject-Oriented Programming, OOP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 내용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

OOP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급 주제라고 생각한다. 작은 함수와 테스트용 코드에 집
중하면 더 간결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왜냐하면 함수를 짧게
작성하고, 값을 명확하게 인수로 받아 사용하게 하면 테스트가 쉬워진다. 결과적으로는 프로
그램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예측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어떻게 동작할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파이썬은 언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객체지향적이다. 문자열부터 리스트, 딕셔너리까지 거의 모
든 것이 객체이며, 이 객체를 사용한 많은 실습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체 자체를 만드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 자신도
객체지향 코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
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 영감을 얻는 편이며, 여러분도 함수를 조합해서 어떤 것이
든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OOP를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배워보기를 권한다.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순차형에서 객제지향형으로 변했으며, 지금은 함수형이 유행하
고 있다. 시중에는 일반적인 OOP 개념의 책부터 객체 프로그래밍을 위한 책까지 수많은 책
이 나와 있다. 흥미로우며 깊이 있는 주제이니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볼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예제들을 객체지향으로 작성해 보고 이 책의 코드와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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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에 대해
프로그래밍 책을 보다 보면 ‘foobar’라는 단어를 예제에서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단어 자체
에 뜻은 없지만, 아마 군대 용어인 ‘FUBARFouled Up Beyond All Recognition’(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
도로 엉망인)에서 온 것이라 추정된다. 예제에서 foobar가 나온다면 단지 의미를 부여하기 싫

어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이템 목록을 만든다면 첫 번째 아이템은 보통 ‘foo’이고 두 번째는
‘bar’를 사용할 것이다. 그다음은 많이들 사용하는 ‘baz’나 ‘quux’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oobar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지 뭔가 중요한 것
을 두기 위한 그릇이라고 보면 된다.
프로그래머들은 오류를 버그bug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컴퓨
터 트랜지스터transistor가 발명되기 전에 등장한 단어로, 초기 컴
퓨터가 진공관을 사용하던 때로 추측된다. 진공관에서 발생한
열은 실제로 나방 같은 벌레들을 불러 모았으며, 이는 컴퓨터
회로를 망가트리곤 했다. 그래서 당시 컴퓨터를 관리하던 운영
자들은 벌레를 찾아서 제거하곤 했는데, 여기서 버그와 디버그
debug(벌레를

제거하다)가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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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심주현(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테스트 코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함수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
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코드상에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
습니다. 특히 정규 표현식과 argparse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책의 구성
과 내용도 알차 초/중급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요셉(지나가던 IT인)
각 장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제시되고, 독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는 방식입니다. 2장부터 모든 페이지가 pytest 기반의 테스트 주도 개발(TDD)로 전개되는
점이 놀라웠고, 중반부가 넘어가면 테스트 케이스도 직접 독자가 작성해서 실행하도록 안내합
니다. 덕분에 pytest 기반의 테스트 주도 개발을 제대로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
다. 내용 구성도 너무 좋고 이 책을 통해 모르는 내용을 꽤 알게 되었지만, 일부 내용이 맥/리
눅스 위주여서 역주를 많이 참고해야 한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차정윤(삼성전자)
이제 막 파이썬 언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에 계신 분들께 다음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디
딤돌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맨 처음 장부터 메인 코드와 테스트 코드를 함께 작성
해서 넣는 프랙티스를 제시함으로써 테스트 주도 개발 방법론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자분들도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인사이트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
론을 잘 익히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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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ᅳ로젝트파이썬.indb 42

2021. 7. 26. 오후 2:36

하헌진(Artificial Spirit)
파이썬으로 코딩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첫 1년간은 테스트 주도 개발(TDD)
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작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2년차 때는 테스트 코
드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어 좀 더 편리하고 빠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다 점점 ‘더 편한 툴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제가 겪은 3
년의 묵은 체증을 단숨에 해결해 줍니다. 특히 19~22장에는 정말 알차고 귀중하며 여러 번
다시 보고 싶은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허민(한국외국어대학교)
명령줄 형식으로 개발하기에 맥, 리눅스 OS 기반 프로그래밍에 특히 도움이 되며, GUI 없이
핵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명령줄 패턴과 TDD 개발 덕분에 핵
심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리스트 내포, lambda, 정규 표현
식 등 문자열 컨트롤 스킬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고, 기능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
어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난이도 또한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아 부담감이 적었고, 코드 양
이 짧아 파이썬 입문자에게 적합한 도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출력 다이어그램이나 입체적
인 주석이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민(GS)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이나 표현에 관련된 책을 보고 난 뒤 다음 단계로 읽기에 좋은 책입니
다. 간단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명령줄(커맨드라인)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예제와 도전 과제들이 있어서 초보자들이 명령줄 기반 개발을 익히기에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번역도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제들이 문자열 처리와
일부 자료 구조로 반복돼서 뒤로 갈수록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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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 TER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 방법

실제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문서화 및 제대로 테스트된 프로그
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학
습한다.

• ‘Hello, World!’라고 말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기
• argparse를 사용해서 명령줄 인수 처리하기
• Pytest를 사용해서 테스트 코드 실행하기
• $PATH에 대해 배우기
• YAPF 및 블랙Black 도구를 사용해 코드에 서식 적용하기
• 플레이크8Flake8이나

파이린트Pylint 를 사용해서 코드에서

의 문제점 찾기

• new.py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새 프로그램 작성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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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첫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언제나 시작은 ‘Hello, World!’라고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우리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이름을 입력값으로 받
아서 인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통해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자.

01_hello 디렉터리에는 여러 버전의 hello 프로그램이 있으며, 테스트를 위한 test.py 프로그램
도 있다. 이 폴더에 hello.py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VS code나 파이참PyCharm을 사용하고 있다면, File 파일

hello 디렉터리를 연다. 다음은 File 파일

Open Folder폴더 열기 메뉴에서 01_

New새 파일 메뉴를 사용해서 해당 디렉터리에 새로

운 파일을 hello.py라는 이름으로 생성한다. 반드시 01_hello 디렉터리에 새 파일을 생성해야

test.py 프로그램이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다(즉, 새로운 생성한 프로그램이 test.py와 동일한 폴더
에 있어야 한다).

새 파일을 만들었으면, 다음 코드를 파일에 추가한다.
print('Hello, World!')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파이참의 터미널 창을 열어서

hello.py가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다음은 python3 hello.py라는 명령을 터미널에 입력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 명령은 파이썬 버전 3을 사용해서 hello.py라는 프로그램을 실
행하라는 의미다.1
$ python3 hello.py
Hello, World!

그림 1.1은 Repl.it에서 실행한 모습이다.

1

옮긴이

윈도우의 경우 python3가 아니라 python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다. python hello.py라고 입력해서 실행

해 보자. 실행이 된다면 이후 예제의 코드도 동일하게 python 명령을 사용하자. python3는 PC에 파이썬 버전 2가
설치돼 있는 경우 구분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파이썬 버전 2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python 명령을 버전 3용으
로 사용하게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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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Repl.it을 사용해서 첫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 및 실행하고 있다.

여러분의 첫 파이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됐다. 축하한다!

1.2 주석 처리
파이썬에서는 # 뒤의 모든 문자 텍스트는 실행 시에 무시된다. 코드에
주석을 달거나 일시적으로 코드를 실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을 때 유
용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자 할 때도 주석을 사용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주석에 코드의 목적이나 코드 작성자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을 남기는 것이다.
# 목적: 인사하기
print('Hello, World!')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 보면 이전과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 # 뒤의 ‘목적’이 적혀 있는
줄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 앞(#의 왼쪽)에 있는 텍스트는 실행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코드 바로 옆에 주석을 남기고 싶다면 코드 줄의 끝에 추가하면 된다.

1.3 프로그램 테스트하기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01_hello 디렉터
리에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인 test.py가 있다. 이것을 사용해서 hello.py를 테스트해 보자.
여기서는 pytest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테스트용 모든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해 주며, 몇 개의 테스트를 진행해서 몇 개가 성공했는지를 알려준다. -v 옵션
을 사용하면 상세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다. 처음 몇 줄은 테스트 결과이며, 이후 줄들은 테
스트 실패 시의 상세 내용을 보여준다.

1.3 프로그램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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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ytest: command not found”(한글 버전에서는 “‘pytest’은(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
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앞 장에서 설명한 ‘모듈 설치’를 참고하여

pytest를 설치하자.2

설치 후에도 실행이 안 된다면 Path를 설정해야 한다. Path가 설정돼 있지 않으면 설
치 시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뜬다.

위의 그림처럼 경로를 선택해서 복사
해 두자. 이후에 환경 변수에 추가해
야 한다. 다음은 윈도우 검색창에서
‘환경 변수’라고 검색해서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 화면을 연다.

그리고 아래의 ‘환경 변수’ 버튼을 클
릭하자.

2

4

옮긴이

설치 후에도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고 내용 다음의 글상자를 살펴보자.

CHAPTER 1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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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변수에서 ‘Path’를 선택한 후 ‘편집’
버튼을 눌러 Path 변수를 변경한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가장 마지막 줄에 커
서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앞에서 복사해 둔 경
로를 붙여넣는다.

입력했으면 계속 ‘확인’을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집기나 터미널을 닫은 후 다시 실행해서 연다.

1.3 프로그램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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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의 망대:
문자열 처리

“항해 중지! 덩치만 크고 서투른 친구야.
너는 저 통 위에서 감시를 해야 해. 내 말

외뿔고래다!

문어다!

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팔모양 입을 가
진 우둔한 친구 너 말이야.”
여러분에게 배 위의 망대(돛 위에 설치된 작
은 통)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임무가 주어졌

다. 망대에서 신기하거나 위험한 것이 나타
나면 알려주는 것이 임무다. 예를 들면, 해
적선이나 피해야 할 빙산 등이 있는지 확
인하는 것이다. 외뿔고래narwhal가 나타나
면 “어이 선장! 왼쪽 뱃머리에 외뿔고래가

어이!

출현했어요!Ahoy, Captain, a narwhal off the larboard
bow!”라고

하거나, 문어를 발견하면 “어이 선장! 문어가 왼쪽 뱃머리에 있어요!Ahoy, Captain, an

octopus off the larboard bow!”라고

외쳐야 한다(이 실습에서는 모든 것이 왼쪽 뱃머리에 있다고 가정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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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야 할 코딩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와 작성
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할 테스트 코드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깃Git 리
포지터리가 PC에 저장돼 있어야 하고(이 책의 앞부분에서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각 장의 디
렉터리로 가서 실습용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장의 프로그램은 (테스트 프로그램
이 존재하는) 02_crowsnest 디렉터리에서 작성해야 한다.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치 인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움말 정보 작성하기
• 입력값에 따라 새로운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 테스트 실행하기
작성해야 할 프로그램의 이름은 crowsnest.py이며, 하나의 위치 인수를 받아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출력한다. 단, 인수가 자음이나 모음이냐에 따라 인수 앞에 ‘an’이나 ‘a’를 붙여야 한
다. 예를 들어, 인수가 ‘narwhal’이라면 자음이므로 ‘a’를 붙여야 한다.
$ ./crowsnest.py narwhal
Ahoy, Captain, a narwhal off the larboard bow!

인수가 ‘octopus’라면,
$ ./crowsnest.py octopus
Ahoy, Captain, an octopus off the larboard bow!

즉, 입력값을 명령줄에서 받아서 ‘a’를 붙일지 ‘an’을 붙일지 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 두 값을 ‘Ahoy’ 문장에 추가한 문자열을 출력해야 한다.

2.1 시작하기
아마 이미 프로그램을 작성할 준비가 돼 있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서두르지 말자. 아직 어
떻게 테스트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야 할지 설명하지 않았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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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테스트 프로그램 사용법
“가장 훌륭한 스승은 실패다.”
- 요다Yoda

코드 리포지터리에 테스트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한다.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면 어떻게 프로
그램을 작성해야 할지 감이 올 것이다. 첫 줄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
해서 어떻게 테스트에 실패하는지 확인해 보자.
$ cd 02_crowsnest
$ make test

make test 대신에 pytest -xv test.py라고 실행해도 된다. 다음은 테스트 결과 중 일부다.
$ pytest -xv test.py
============================= test session starts ==============================
...
collected 6 items
test.py::test_exists FAILED

테스트에 실패한다. 이 테스트 항목 외에도 다른 항목들이 있지만
pytest의 -x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
[ 16%]

테스트 결과를 보면 많은 메시지들이 crowsnest.py 파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테
스트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지금부터 좌절하지 않아도 된
다). 필자 PC의 터미널(맥의 iTerm)에서는 pytest의 결과 중 중요한 내용은 색깔과 굵은 글씨

를 사용해서 표기된다. 개인적으로는 굵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메시지를 먼저 확인하는데, PC
나 터미널 설정에 따라 다른 색이나 글자체로 표기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를 살펴보자. 처음에는 많은 메시지에 기겁할 수도 있지만, 곧 익숙해져서 메시지
를 읽고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FAILURES ===================================
def test_exists():
test.py에 있는 실제 코드로, test_exists()라는 하나의 함수다.
줄 머리에 나오는 �>�는 오류가 시작되는 지점을 가리킨다.
"""exists"""
>
E
E

여기서는 crowsnest.py라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파일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테스트가 실패한다.
assert os.path.isfile(prg)
AssertionError: assert False
+ where False = <function isfile at 0x000002ABBC5608B0>('./crowsnest.py')

줄 머리에 있는 �E�는 �Error�를 의미한다. 메시지가
매우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crowsnest.py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1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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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where <function isfile at 0x000002ABBC5608B0> = <module 'ntpath'
from 'c:\\users\\inhac\\appdata\\local\\programs\\python\\python38\\lib\\ntpath.
py'>.isfile
E
+
where <module 'ntpath' from
'c:\\users\\inhac\\appdata\\local\\programs\\python\\python38\\lib\\ntpath.py'>
= os.path
test.py:22: AssertionError
=========================== short test summary info ===========================
FAILED test.py::test_exists - AssertionError: assert False
!!!!!!!!!!!!!!!!!!!!!!!!!! stopping after 1 failures !!!!!!!!!!!!!!!!!!!!!!!!!!
================================ 1 failed in 0.49s ============================
하나의 테스트에 실패한 뒤에는 다른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x 옵션을 사용해서 테스트가 처음 실패하는 시점에 중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모든 테스트는 가장 먼저 프로그램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어보자.

2.1.2 new.py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만들기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crowsnest.py라는 파일을 test.py가 있는 디렉터리(02_
crowsnest) 안에 만들어야 한다. 빈 파일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new.py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코드(이후 장에서도 사용될)가 추가된 상태로 파일을 만들자.
리포지토리의 루트 디렉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새로운 crowsnest.py가 생성된다.
$ bin/new.py 02_crowsnest/crowsnest.py1
Done, see new script "02_crowsnest/crowsnest.py."

new.py를 사용하기 싫다면 template/template.py를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2

1

옮긴이

윈도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를 \(또는 \)로 변경해서 실행하자. 이후의 코드도 마찬가지다.

C:\code>bin\new.py 02_crowsnest\crowsnest.py

저자의 경우 C:\code가 리포지토리의 루트 디렉터리로 설정돼 있다. 즉, C:\code 아래에 모든 예제 코드가 저장돼
있다.
2

옮긴이

윈도우에서는 cp 대신 copy 명령을 사용한다.

C:\code>copy template\template.py 02_crowsnest\crowsnest.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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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template/template.py 02_crowsnest/crowsnest.py

명령줄 인수를 받아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crowsnest.py를 인수 없이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사용법이 간략하게 표시된다(‘usage’가 첫 번째 단어라는 것에 주목하자).3
$ ./crowsnest.py
usage: crowsnest.py [-h] [-a str] [-i int] [-f FILE] [-o] str
crowsnest.py: error: the following arguments are required: str

./crowsnest.py --help라고 실행하면 좀 더 긴 도움말이 표시된다.
참고

현재 표시되는 usage의 도움말은 new.py가 설정한 기본 인수에 대한 안내로, 이 장의 예제에서 사
용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 장의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2.1.3 코딩하고 테스트하기, 그리고 반복하기
여러분은 방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이후로도 아주
짧은 단위의 코드(한두 줄 내외)를 작성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성
한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테스트를 다시 실행해 보자.
$ make test
pytest -xv test.py
============================= test session starts ==============================
...
collected 6 items

파일이 존재하므로 이 테스트는 통과한다.

test.py::test_exists PASSED
test.py::test_usage PASSED
test.py::test_consonant FAILED

test_consonant() 테스트가 실패하지만 괜찮다.
아직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도 전이고, 이를 통해
적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됐다.

3

[ 16%]
[ 33%]
[ 50%]

-h와 --help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도움말을 표시하므로
통과한다. 여기서는 도움말이 정확한지는 확인하지 않고
도움말 인수를 지정하면 표시되는지만 확인하고 있다.

윈도우에서는 ./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02_crowsnest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C:\code\02_crowsnest>crowsnest.py

또는
C:\code\02_crowsnest>python crowsnest.py

2.1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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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수도사:
정규 표현식 더 배워보기

필자는 미국의 남부 끝에 있는 외진 곳에서 자랐
다. ing로 끝나는 단어는 g 발음을 안 하는 곳으
로, cooking(쿠킹)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cookin’
(쿠킨)이라고 발음했다. 또한, 두 명 이상을 가

리킬 때는 y ’all(‘you all ’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데, 사실 표준 영어 사전에는 두 명 이상을 가

hin'
낚시fis다
갑니 .

리키는 단어가 없으므로 어찌 보면 의미가 있
다. 이 장에서는 friar.py 라는 프로그램을 작
성한다(편주: 저자가 왜 ‘friar’라고 했는지는 309쪽 하단의 역주 참고). 하나의 위치 인수를 받아
서 2음절 단어이며 마지막이 ing로 끝나면 g를 작은따옴표(’)로 변경한다. 그리고 you는

y’all로 변경한다. you가 첫 번째 사람을 가리키는지 두 번째 사람을 가리키는지 알 방법은 없
지만 재미있는 도전이 될 것이다.
그림 15.1은 입출력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인수 없이 실행한 경우나 -h 또는 --help로 실행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도움말을 표시해야 한다.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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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ar.py -h
usage: friar.py [-h] text
Southern fry text
positional arguments:
text
Input text or file
optional arguments:
-h, --help show this help message and exit

입력

텍스트

출력

새 텍스트

그림 15.1 입력 텍스트를 미국 남부 스타일의 사투리로 바꾼다.

2음절에 있는 ing만 변경한다. 예를 들어 cooking은 cookin’이 되지만, swing은 1음절이므로
그대로 유지된다. 2음절인지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ing 앞부분에 모음이 있는지 보는 것
이다. cooking은 cook과 ing로 쪼갤 수 있으며 cook에 모음인 o가 있으므로 마지막 g를 버릴
수 있다.
$ ./friar.py Cooking
Cookin'

swing에서 ing를 제외하면 sw가 남으며 모음이 없다. 따라서 단어를 그대로 유지한다.
$ ./friar.py swin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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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를 y’all로 변경할 때는 y의 대소문자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You는 Y’all이 된다.
$ ./friar.py you
y'all
$ ./friar.py You
Y'all

앞에서도 많이 했듯이, 입력값이 파일이 될 수도 있다. 이때는 해당 파일에서 텍스트를 읽어
서 처리한다.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입력값의 줄 구조를 유지해야 하므로, 줄 단위로 읽는 것
이 좋다. 입력값이 다음과 같을 때는
$ head -2 inputs/banner.txt
O!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

출력값도 동일한 형태(줄바꿈이 동일)를 유지해야 한다.
$ ./friar.py inputs/banner.txt | head -2
O! Say, can y'all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 -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변경하는 것이 즐겁다(아마 내가 이상한 것일 수도 있다).
$ ./friar.py inputs/raven.txt
Presently my soul grew stronger; hesitatin' then no longer,
“Sir,” said I, “or Madam, truly your forgiveness I implore;
But the fact is I was nappin', and so gently y'all came rappin',
And so faintly y'all came tappin', tappin' at my chamber door,
That I scarce was sure I heard y'all” - here I opened wide the door: -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규 표현식의 다른 사용법
• re.match()와

re.search()

를 사용해서 문자열 시작 부분 또는 문자열의 아무 부분에서 패턴을 찾는 방법

• $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열 끝부분에서 패턴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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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lit()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나누는 방법
• 2음절의 ing나 you를 수동으로 찾는 방법(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지 않고)

15.1 friar�py 작성하기

언제나처럼 new.py friar.py를 실행하거나 template/template.py를 15_friar/friar.py로 복사해
서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프로그램은 항상 간단한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명령줄의 입력
값이 그대로 출력되도록 해보자.
$ ./friar.py cooking
cooking

또는 파일을 통해 읽은 값을 그대로 출력한다.
$ ./friar.py inputs/blake.txt
Father, father, where are you going?
Oh do not walk so fast!
Speak, father, speak to your little boy,
Or else I shall be lost

입력값을 한 줄씩 읽은 후 한 단어씩 처리한다. str.splitlines()를 사용하면 입력값을 줄
단위로 나눌 수 있으며, str.split()을 사용해서 각 줄을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와 유사한) 단
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한 것이 다음 코드다.
for line in args.text.splitlines():
print(line.split())

결과는 다음과 같다.
$ ./friar.py tests/blake.txt
['Father,', 'father,', 'where', 'are', 'you', 'going?']
['Oh', 'do', 'not', 'walk', 'so', 'fast!']
['Speak,', 'father,', 'speak', 'to', 'your', 'little', 'boy,']
['Or', 'else', 'I', 'shall', 'be',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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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면 'Father,'나 'going?'처럼 단어 안에 쉼표나 물음표 등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텍스트를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면 단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단어를 제대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자.

15.1.1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텍스트 나누기
14장에서 본 것처럼, import re로 정규 표현식 모듈을 불러온다.
>>> import re

여기서는 앞서 본 데이터의 첫 번째 줄만 text 변수에 저장하겠다.
>>> text = 'Father, father, where are you going?'

str.split()을 사용하면 공백을 기준으로 텍스트를 나눈다. split() 후의 결과에는 원본 텍

스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백도 보이지 않는다.
>>> text.split()
['Father,', 'father,', 'where', 'are', 'you', 'going?']

str.split()에 옵션 인수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나눌 때 사용할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다. 쉼

표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6개가 아닌 3개의 단어로 나뉜다. 결과 리스트에는 쉼표가 없
음을 주목하자(str.split()의 인수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 text.split(',')
['Father', ' father', ' where are you going?']

re 모듈도 re.split()이라는 함수를 제공하며, str.split()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매우 강

력하고 유용한 기능으로 help(re.split)으로 도움말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14장에서 본
re.match()처럼 이 함수도 적어도 하나의 패턴과 문자열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str.split()

과 같은 (쉼표가 제외된) 결과를 얻으려면, re.split()과 쉼표를 사용하면 된다.
>>> re.split(',', text)
['Father', ' father', ' where are you going?']

15.1 friar.py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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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rgparse 사용하기

때로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
를 찾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다.

INT만
입장 가능

argparse 모듈은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매우 쉽게 만
들어주며, 틀린 값이 입력됐을 때
유용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게 도
와준다. 마치 프로그램을 지키는 경
비원과 같아서, 맞는 값만 프로그램
에 입력되도록 허락한다. argparse
를 사용해서 적합한 인수를 정의하
는 것도 이 책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거쳐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1장에서는 ‘World’나 ‘Universe’처럼 선택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따듯한 인사를 하
는 유연한 프로그램에 대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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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World�를 인사 대상으로 사용한다.
$ ./hello.py
Hello, World!
--name이라는 옵션 인수를 받아서 기본값을 대체할 수 있다.
$ ./hello.py --name Universe
Hello, Universe!

이 프로그램은 -h와 --help에도 반응해서 유용한 도움말을 표시한다.
프로그램의 인수는 -h로, 도움말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짧은� 버전의 인수다.
$ ./hello.py –h
usage: hello.py [-h] [-n str]
프로그램이 받는 모든 인수의 요약 정보다.
이 프로그램의 설명이다.
Say hello
[] 괄호는 해당 인수가 선택형이라는 의미다.

optional arguments:
-h, --help
-n str, --name str

show this help message and exit
The name to greet (default: World)

짧은 형태인 -h나 긴 형태의 --help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도움말을 표시한다.

옵션 인수인 name도 -n과 --name을
짧은 형태와 긴 형태로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단 두 줄의 코드를 hello.py 프로그램에 추가하면 실현된다.
argparse가 인수를 전달해 준다. 잘못된 수의 인수나 모르는
인수를 전달하면 프로그램이 도움말과 함께 종료된다.

parser = argparse.ArgumentParser(description='Say hello')
parser.add_argument('-n', '--name', default='World', help='Name to greet')
이 프로그램의 유일한 인수는 선택형인 --name 값이다.

참고

-h나 --help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 argparse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인수들

에 다른 값을 설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국 공통의 옵션 인수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 인수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argparse 모듈은 인수를 정의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도움말을 생성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해

준다. 또한, 프로그램을 더 고급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해준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
은 여러 가지 입력 데이터로 테스트를 한 것으로, argparse 모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argparse의 문서(https://docs.python.org/ko/3/library/argparse.html)를 읽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모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부록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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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parse를 사용해서 위치 인수, 옵션 인수, 플래그를 처리하는 방법
• 옵션 인수의 기본값 설정하기
• type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숫자나 파일 같은 정해진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하기
• choices를 사용해서 옵션 인수의 값 제한하기

A.1 인수의 종류
명령줄 인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위치 인수positional argument: 인수의 순서와 숫자가 그 의미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은 파일명을 첫 번째 인수로 받고 출력 디렉터리를 두 번째 인수로 받는다. 위
치 인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옵션이 아닌) 인수다. 이것을 옵션 인수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수가 독립적이고 옵션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두 개 또는
세 개의 인수를 받게 하겠는가? 1장에서 본 첫 번째 버전의 hello.py에서는 인사의 대상
을 위치 인수로 설정했었다.

• 명명된 옵션 인수named option: 대부분의 명령줄 프로그램은 -n처럼(대시 하나와 글자 하나를
조합한) 축약형과 --name(대시 두 개와 단어) 같은 일반형 인수를 정의하고 그 뒤에 값을 지

정하게 한다. hello.py 프로그램의 name이 그렇다. 명명된 옵션 인수는 순서와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다(위치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때 적용
하면 된다(결국에는 옵션이다). 옵션 인수에는 기본값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hello.py에서
위치 인수인 name을 옵션 인수인 --name으로 변경했을 때 ‘World’를 기본값으로 설정
했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입력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jar처럼) 한 개의 대시를 사용해서 긴 인수명을 지정하기도 하니 유의하자.

• 플래그flag: yes/no나 True/False 같은 불값은 명명된 인수와 비슷한 형태로 지정하지만
뒤에 값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d 또는 --debug
플래그는 디버깅 모드를 킨다. 일반적으로 플래그가 있으면 True의 값을 의미하며, 해
당 플래그가 없으면 False를 의미한다. 따라서 --debug는 디버깅 모드를 켠다는 의미
이며, 이 플래그가 없으면 끈다는 의미가 된다.

A.1 인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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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템플릿 사용하기
argparse를 사용해서 인수를 정의할 때 모든 구문을 외우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수 정의

부분과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조(프로그램을 읽기 쉽고 실행하기 쉽게 만든 구조)를 갖춘 템플릿을
새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게 했다.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new.py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다. 리포지터리의
루트 디렉터리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1
$ bin/new.py foo.py

또는 템플릿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2
$ cp template/template.py foo.py

이 두 가지 방식의 결과 파일은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동일하며, 앞 절에서 본 인수 타입들을
선언할 수 있도록 샘플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argparse를 사용해서 입력값을 검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 인수는 숫자만 받고 다른 인수는 파일만 받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새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기본 도움말을 보자.
$ ./foo.py –h
모든 프로그램이 -h와 --help에 반응해서 도움말을 표시한다.
usage: foo.py [-h] [-a str] [-i int] [-f FILE] [-o] str
인수들에 대한 요약 정보를
Rock the Casbah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positional arguments:
str

A positional argument

optional arguments:
-h, --help

show this help message and exit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표기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 개의 위치 인수를
정의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인수를
추가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옵션 인수는 생략해도 되므로 적절한 기본값을 설정해야 한다.

-h나 --help는 argparse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설정된다. 즉,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1

옮긴이

윈도우의 경우

C:\code\bin\new.py foo.py
2

옮긴이

윈도우의 경우

C:\code>copy template\template.py fo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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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 --arg str
-i int, --int int
-f FILE, --file FILE
-o, --on

A
A
A
A

named string argument (default: )
named integer argument (default: 0)
readable file (default: None)
boolean flag (default: False)

-o 또는 --on은 플래그다. -f FILE에서 -f 다음에 FILE이 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플래그에서는 뒤에
값이 오지 않으며 존재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된다.

-a 또는 --arg는 텍스트를
받는다. 이런 텍스트를 문자열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i 또는 --int는 정숫값이어야
한다. 사용자가 �one� 또는
�4.2�를 입력하면 거절해야 한다.

-f 또는 --file은 읽기 가능한
파일이어야 한다.

A.3 argparse 사용하기

앞서 본 도움말은 get_args() 함수에 의해 만들어진다. 다음이 함수 내용이다.
def get_args():
"""Get command-line arguments"""
parser = argparse.ArgumentParser(
description='Rock the Casbah',
formatter_class=argparse.ArgumentDefaultsHelpFormatter)
parser.add_argument('positional',
metavar='str',
help='A positional argument')
parser.add_argument('-a',
'--arg',
help='A named string argument',
metavar='str',
type=str,
default='')
parser.add_argument('-i',
'--int',
help='A named integer argument',
metavar='int',
type=int,
default=0)
parser.add_argument('-f',
'--file',
help='A readable file',
metavar='FILE',
type=argparse.FileType('r'),
default=None)
parser.add_argument('-o',
'--on',
help='A boolean flag',

A.3 argpars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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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y Python Projects

Tiny
150개의 코딩 과제로 배운다

파이썬 챌린지

ISBN 979 -11-91600 - 01- 8 / 200쪽 / 11,200원

프로그래머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
150개의 챌린지(코딩 과제)로 배우는 파이썬 코딩!
이 책은 핵심 위주의 문법 설명, 그리고 그 문법 이해를 도와주는 간결
한 예제, 이어서 독자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150개의 코딩 챌린지
(도전 과제)가 이어지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
는 150개의 챌린지를 풀어보고 저자의 해답과 비교해 보며 실력을 쌓
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의 예제는 모두 영어로 표기하여 간단한 영어

Python Projects
21개의 작고 재미난 파이썬 프로젝트
파이썬으로 코딩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탁월한 선택!
프로그래밍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책은 21가지의 퍼즐과 게임을 통해 파이썬의 기본을 알려준
다. 실습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텍스트 처리와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고,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다룰 기회도 주어진다. 이런 학습 방법은 파이썬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프로젝트의 규모는 비록 작지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너무나도 크다. 챕터마다 새로운
파이썬 프로그램(패스워드 생성기, 단어 운율기, 셰익스피어식 험담 생성기 등)을 소개하여 독자에게 도
전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재미있는 실습을 모두 마치면 여러분은 파이썬 초보자가 아니라 자신감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책입니다.

있는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 과정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21개의 작고 재미난
파이썬 프로젝트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

이 책의 주요 내용
■ 명령줄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기

효율적 개발로 이끄는
파이썬 실천 기술
ISBN 979 -11-90665 - 87-2 / 404쪽 / 22,000원

■ 파이썬의 데이터 구조 처리하기
■ 무작위성 사용 및 제어하기
■ 프로그램 및 함수용 테스트 코드 작성과 실행하기
■ 각 프로젝트를 위한 테스트 툴 다운로드하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지만,
파이썬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실천적 입문서!
이 책의 대상 독자

사양과 그 특징적인 기능,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은 분

다뤄 웹 개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 다른 언어를 접한 경험은 있지만 파이썬 언어는 처음인 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샘플 코드와 코멘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
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파이썬의 기능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 제작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정가 30,000 원

난이도
분 야

93000

프로그래밍 / 파이썬

출판 수익 및 역자 번역료의 일부는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영역기금에 기부됩니다.

Python
Projects
21개의 작고 재미난
파이썬 프로젝트
예제 코드
제공

프로그래밍 스킬,
새로운 알고리즘,
테스트 주도 개발을 배우다

9 791191 600346
ISBN 979-11-91600-34-6

켄 유엔스-클락 Ken Youens-Clark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시니어 연구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컴퓨터 과학
을 이용해서 생물학 데이터를 다루는 바이오정보학을 전문으로 하며, 1995
년에 입사한 첫 번째 직장에서 데이터베이스와 HTML을 다루기 시작했고,
회사의 메일링 목록과 첫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이 일로 프로그래밍에 매
료되었으며, 윈도우 3.1에서 동작하는 비주얼 베이직 공부를 시작했다. 이
후 수년간 다양한 언어와 회사를 거쳐 2001년에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의 바이오정보학 그룹에 입사했다.

2014년에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일하기 위해 애리조나의 투손(Tucson)
으로 거처를 옮겼고, 2019년에 바이오시스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코딩을 하지 않을 때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자전거, 요리, 독서 등을 즐기면
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옮긴이

김완섭 jinsilto@gmail.com
네덜란드 ITC에서 Geoinformation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석
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 15년간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서 IT 및 GIS/LBS
분야 업무를 담당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외무부, 국토지리정보원 같은 정
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통합(SI) 업무를 담당했으며, 야후 재팬으로
직장을 옮겨 야후맵 개발 담당 시니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한국에서는

SK에서 T맵 등 내비게이션 지도 데이터 담당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독일계 회사의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도쿄 롯폰기로 출근한다》가 있으며, 역서로는 《알고리즘 도감》, 《처
음 만나는 HTML5 & CSS3》, 《인공지능 70》, 《처음 만나는 자바스크립트》,
《다양한 언어로 배우는 정규표현식》, 《그림으로 공부하는 IT 인프라 구조》,
《그림으로 공부하는 시스템 성능 구조》 등 40여 종이 있다.

켄 유엔스-클락 지음
김완섭 옮김

이 책은 읽기 쉬우면서도 얕지 않은 입문서로서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Tiny

지은이

독자 A / S 안내
이 책의 예제 코드는 다음의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책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독자 Q&A로 문의 바랍니다.
예제 코드
https://github.com/kyclark/tiny_python_projects
단축 URL https://bit.ly/21TinyPython

켄 유엔스-클락 지음
김완섭 옮김

독자 Q&A
jinsilto@gmail.com 혹은 help@jpub.kr

www.jpub.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