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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좋아하세요?

전 게임을 좋아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보자면 일본 게임 회사들이 전성기를 구가하

던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롤플레잉,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게임을 

접했던 시기가 닌텐도(패미콤), 슈퍼 닌텐도(슈퍼 패미콤), 메가드라이브 2D, 플레이스테이션 

등 수많은 콘솔 게임기가 난립하던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파이널판

타지나 드래곤퀘스트, 성검전설 같은 롤플레잉 게임을 밤이 새도록 즐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게임기는 손에서 떠나보낸 지 오래지만, 제 책장 한 켠에는 그때의 게임 카트리지나 게임 

소프트웨어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데스크톱이나 플레이스테이션 4로 종종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즐겼던, 혹은 지금 재미있게 플레이하는 게임

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게임으로 직접 만

들어 보고 싶지는 않은가요?

이 책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알려진 파이썬을 활용해서 게임

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게임의 기초를 이루는 논리적 사고와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파이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웹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다양한 기능을 특별한 노력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파이썬을 이용해 퀴즈 게임, 주사위 게임, 미로 게임, 

블록 낙하 게임, 롤플레잉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만들어 봅니다. 

소프트웨어 구현의 본질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이지만, 그 대

상이 게임인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느 소프트웨어와 같이 

A 값을 입력받아 B라는 결과를 내는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적과의 만남

이 되고, 때로는 던전에서 발견하는 레어(희귀)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구현

해 나가는 것이 게임 프로그래밍의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에서 함께 만들어 볼 게임은 최신 모바일 기기나 PC, 혹은 콘솔 게임기에서 즐길 수 

있는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들과는 결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지

만, 게임의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간략화한 게임들의 핵심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

어 보면서 ‘이런 게임을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였구나’, ‘이렇게 훌륭한 움직임을 간단하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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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 수 있구나’, ‘이건 이렇게 바꿔서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여러분

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는 게임 아이디어를 실현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여

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출판사의 장성두 대표님, 예쁜 책을 만들어 

주신 편집자 및 디자이너 분들을 포함해 번역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

니다. 책을 번역하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곁을 지켜준 아내와 세 아이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삽니다.

＿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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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프로 게임 크리에이터가 설명하는 게임 개발 입문서입니다. 초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게임 제작 기술을 설명합니다.

필자는 게임 업계에서 현재까지 25년간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중견 게임 제작 

회사에서 일한 후 게임 제작 회사를 설립했고, 주로 남코(Namco)와 세가(Sega)의 게임 개발

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게임 제작 회사에서의 오랜 경력을 통해 과거부터 수많은 팬을 

보유한 켐코(Kemco)와 손잡고 여러 롤플레잉 게임(Role-Playing Game, RPG)을 개발했습니

다. 이 책에서는 필자가 쌓아 온 게임 개발 노하우, 대학과 게임 개발 학교에서의 프로그래

밍 강의 경험을 살려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파이썬 게임 개발 기술을 알기 쉽게 집필했습

니다. 파이썬은 물론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는 독자부터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독자까지 단

시간에 게임 개발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중에는 미래에 게임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단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파이썬의 기

초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 뒤, 많은 페이지에 걸쳐 게임 제작 기술을 설명합니다. 프로 크

리에이터들이 게임 개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설명하므로, 게임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은 나중에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로 게임을 개발하고 싶

은 분들 또한 충분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을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도 

게임을 만들어 가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xxix페이지에 보유한 기술에 따

라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잠시 게임 개발 교육을 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선생님, 여기 알려 주세요!”라며 가볍게 손을 듭니다. 캐릭터가 움직이고 원하던 

영상을 표현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수업에 의기양양하게 

참여하면 교실 전체의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게임 만들기를 즐기기 때

문입니다.

필자 역시 취미는 물론 직업으로도 게임을 즐겁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플레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필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재미있게 즐기면

서 게임 개발을 배울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다양하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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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풍부한 그래픽 요소는 물론 사운드 요소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많

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히로세 츠요시

머리말 xvii



여기서는 이 책에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줄 두 명의 여성과 앞으로 만들 게임, 깃헙 페이

지 이용 방법 등 우선 알아 두어야 할 것을 소개합니다.

 등장 인물 소개

이 책에서는 게임 개발을 직업으로 삼으며,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필자가 

파이썬을 사용한 게임 기술을 가감 없이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상의 여성이 독자 여러분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두 여성은 모두 파이썬 

전문가로 독자가 어려워할 만한 부분에 어드바이스를 제시해 올바른 답을 찾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IT 기업의 젊은 경영자로 모
교인 백두대학에서 객원 준
교수를 맡고 있다. ‘이제까지 
없던 혁신적인 SNS 서비스
를 만드는 것’을 꿈꾼다.

백두대학 대학원 전자정보연구과
에서 수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파이
썬을 잘 다루는 이공계 여성으로 대학 
시절 정민아 교수가 가르치는 프로그래밍 수
업에서 파이썬의 매력에 빠졌고, 급기야 대학원
에 진학해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
다. 현재 정민아 교수의 수업에서 조교 역할을 하
고 있다. ‘손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스스로 만드는 것’을 꿈꾼다. 잠버릇이 심해서 좀
처럼 헤어스타일이 정리되지 않는 것이 고민이다.

정민아

박현주

 만드는 게임

이 책에서는 최종적으로 RPG 게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총 9개의 게임을 만듭니다. 간

단한 게임에서 시작해, 점점 높은 수준의 게임으로 레벨을 높입니다. 또한, 특별부록으로 

세 개의 게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모든 게임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스킬은 몇 배나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이 책의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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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 게임

미로 바닥 칠하기 게임

제비뽑기 게임

고양이 지수 진단 앱

윈도우에 여성을 표시하고 버튼을 누르면 제비뽑

기 결과가 표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길, 중길, 

소길, 그리고 흉이 무작위로 표시됩니다.

고양이를 움직여 미로 속 바닥을 모두 칠하면 클

리어하는 게임입니다. 타이틀 화면을 추가하거나 

스테이지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색의 고양이를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 방

향으로 3개 이상 나란히 연결해 고양이를 없애고 

그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타이틀 화면, 

게임 오버 화면 표시도 만듭니다.

혹시 자신이 전생에 고양이었는지를 진단하

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먹어 본 라면 종류로 

라면을 좋아하는지 진단’하는 등 다양하게 응

용할 수 있습니다.

●  퀴즈 게임: 문제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을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주사위 게임: 함수나 난수를 이용해 컴

퓨터와 대결하는 주사위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사라진 알파벳 찾기 게임: 표시된 알파

벳 중에서 빠진 문자를 찾아내는 프로

그램을 만듭니다.

들어가며 이 책의 활용법 xix



One hour Dungeon

자동으로 생성되는 던전을 탐색하면서 

가장 깊이 도달한 층 수를 경쟁하는 로

그라이크 RPG입니다. 타이틀 화면, 키 조작에 따른 캐릭터 이동, 명령어 입력 방식 전투 신 등 화면 

전환이 일어나는 본격적인 RPG로 BGM은 물론 효과음도 충실합니다.

애니메이션

파이썬 확장 모듈인 ‘Pygame’을 사용해 용사 일행이 걸어 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ygame의 기초, 화면 스크롤에 관해 학습합니다.

들어가며 이 책의 활용법xx



세 가지 게임특별
부록

세 가지  
게임 제공

이 책을 학습한 분들을 위해 특별

히 제공하는 세 가지 게임으로 ‘한

붓 그리기 미로 게임’, ‘영단어 학

습 소프트’, ‘블록 격파’입니다. 꼭 

다운로드해서 즐겨 보고 프로그래

밍 작성에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샘플 프로그램 이용 방법

이 책에 게재된 샘플 프로그램은 제이펍 깃헙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깃헙 페이지(https://github.com/Jpub/PythonGame_1)

샘플 프로그램은 ZIP 파일로 제공됩니다. 압축을 풀면 다음과 같이 장별 폴더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샘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을지 각 부분마다 해당 폴더명과 파일명을 표기해 두었

습니다. 프로그램을 입력했을 때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샘플 파일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장별로
● 파이썬 프로그램
● 이미지 파일
● 사운드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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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코드) 표기

이 책에 게재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행 번호/프로그램(코드)/설명의 3열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1행으로 표기할 수 없는 긴 프로그램은 행 번호를 뺐고 빈 행을 넣어 표기했습니

다. 또한, 프로그램의 색상은 파이썬 개발 도구인 IDLE의 에디터 윈도우 색상과 동일하게 

표기했습니다.

리스트 list0602_1.py

행 프로그램 설명

1
2
3
4
5

6
7

import tkinter
root = tkinter.Tk()
root.title("첫 번째 라벨")
root.geometry("800 x 600")
label = tkinter.Label(root, text="라벨 문자열", 
font=("System", 24))
label.place(x=200, y=100)
root.mainloop()

tkinter 모듈 임포트

윈도우 객체 생성

윈도우 제목 지정

윈도우 크기 지정

라벨 컴포넌트 생성

윈도우에 라벨 배치

윈도우 표시

프로그램을 다른 에디터에서 열어서 

비교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주의 사항

프로그램, 이미지, 사운드 등 모든 샘플 파일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단, 독자 여

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1행으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빈 행으로 표기 색은 IDLE과 같음

들어가며 이 책의 활용법xxii



여기에서는 다양한 개발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온 필자가 게임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게임 업계에 흥미를 느낀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게임 업계와 게임 개발에 

관한 내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장의 마

지막 절에서 여러분의 레벨에 따라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 학습을 준비하기에 앞서   

게임 업계와 게임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게임 업계와 게임 크리에이터

‘게임 업계란 어떤 산업인가?’, ‘게임을 만드는 직업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

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산업은 그림 0-1-1과 같이 게임 제작 회사가 개발한 게임기나 소

프트웨어를 사용자가 구입하거나, 게임 안에서 과금하는 것과 같이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서 상품과 돈을 흐르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

상품

소비자

돈

그림 0-1-1 게임 산업의 구조

0101. . 

P r o l o g u e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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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 이미 알고 있어요!’라거나 ‘다른 업계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요?’라는 말이 들리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업계 시장은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나뉩니다. 업소용 게임 시장은 게임 센터에 놓여 

있는 게임과 기기 제조 또는 게임 센터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용 게임 시장은 가정용 

게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장입니다.

그럼, 가정용 게임 시장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하드웨어로는 가정용 게임기, 스마트폰, PC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경우 

가정용 게임기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닌텐도(Nintendo)와 소니(Sony)가 패권을 다투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게임 앱 시장이 가정용 게임기 시장을 뛰어 

넘어 수많은 게임 제작 회사가 스마트폰 게임 앱, 특히 소셜 게임(social game)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가정용 게임 상품은 게임기 혹은 패키징된 게임 소프트웨어와 같이 실물이 존재하는 것과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즐기는 앱과 같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로 나뉩

니다. 광디스크와 같은 미디어에 저장되어 설명서 등과 함께 패키징된 게임을 패키지 소프

트웨어라고 부릅니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직접 다운로드하는 게임을 다운로드형 

애플리케이션 혹은 다운로드형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패키지 소프트로 판매되는 게임은 물론 다운로드형 게임도 모두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팀

을 이루어 개발합니다. 게임 크리에이터는 표 0-1-1과 같이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30~40명 정도의 인원이 개발에 참여합니다. 이 

경우 기획자만 여러 명에 달하며, 그래픽 디자이너 또한 십수 명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필

자가 게임 제작 회사의 직원이던 시절에는 10명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에서 업소용 게

임기나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회사를 세운 뒤로는 한 팀에 수 명가량

의 인원으로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참가하는지는 개발

하는 게임의 내용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터 분야 중 게임 프로그래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롤로그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자!xxiv



표 0-1-1 게임 크리에이터의 종류

직종 주요 업무

프로듀서(producer) 개발 전반 지휘

디렉터(director) 일정 등 개발 진척 관리

기획자(planner) 게임 내용, 사양 설계

게임 프로그래머(game programmer) 프로그램 구현, 게임이 움직이도록 함

그래픽 디자이너(graphic designer) 그래픽 데이터 제작

사운드 크리에이터(sound creator) BGM, 효과음 제작

디버거(debugger) 개발 중인 게임 오류 탐색, 게임 난이도에 관한 의견 제시

프로듀서

디렉터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사운드 크리에이터
게임 프로그래머

디버거

그림 0-1-2 게임은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팀을 이루어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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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업계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대다수는 크리에이터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미지를 그려서 게임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상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크리에이터들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나 판매 부문에서는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도 큰 규모의 회사

라면 사무, 회계, 인력 관리 등을 수행하는 부서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업계 전체를 보면 

게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남코(Namco), 세가(Sega), 타이토(Taito) 등에서는 전국 각지의 게임 센

터에 정규직 직원이나 파트타임 직원이 있습니다. 업소용 게임 상품 제조나 뽑기 머신용 경품 제조, 

수입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즉, 게임 업계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있습니다.

P O I N T

게임 프로그래머란?

게임 프로그래머는 기획자 등이 고안한 사양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게임이 실

제로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 능력과 담당 분야에 따

라 크게 표 0-2-1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폰용 게임 등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임 개발에서는 서버 

측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프로그래머가 개발에 참여합니다.

표 0-2-1 게임 프로그래머의 주요 업무

직종 주요 업무

시스템 프로그래머 게임 제작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메인 프로그래머 게임의 주요 부분 개발. 예를 들어, 액션 게임이라면 게임 전체의 흐름과 주인공을 

움직이는 처리를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메인 프로그래머 역할 수행

서브 프로그래머 게임의 부수적인 부분 개발. 액션 게임이라면 적의 움직임이나 메뉴 화면 등을 개발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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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그래머는 게임 본체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에 필요한 도구 소프트웨어를 만들

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롤플레잉 게임 개발에서는 지도 데이터를 만드는 맵 에디터(map 

editor)나 몬스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 소프트웨어 등을 만듭니다.

그림 0-2-1 여러 프로그래머가 역할을 분담합니다

복잡한 내용이나 고도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여러 프로그래머가 참여

해서 개발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프로그래머 1명, 메인 프로그래머 1명, 서브 프

로그래머 3명 등 총 5명의 프로그래머가 팀을 이루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형태

입니다. 이때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메인 프로그래머 중 한 명이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끌

면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임 프로그래머는 일단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업 프로그래머로, 게임 회

사에서 일하는 정규직 혹은 계약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게임 업계 외 분야

에서 일하면서 프리랜서 형태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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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프로그래머

우선, 전업 게임 프로그래머를 목표로 하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

려면 게임 제작 회사에 취업해야 합니다. 게임 제작 회사는 입사 시점에 이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로 채용합니다. 대학 졸업자는 물론 경력직 모두 입사 시점에

서 즉시 활용할 만한 프로그래밍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게임 크리에이터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합니다. 프로그래머라면 본인

이 만든 게임 프로그램, 디자이너라면 일러스트나 3D CG 데이터 등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업 게임 프로그래머를 목표로 하는 분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래밍 지식과 기술을 설명

합니다. 게임 회사 입사 지원 시 제출하는 포트폴리오는 C 계열 언어나 자바로 만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 학습한 프로그래밍과 게임 개발 기술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응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작품은 게임 내용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들이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작

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게임이 멈추는(freeze) 등의 중대한 버그가 있거나 처리 내용을 알

기 어렵게 작성한 프로그램을 제출했다면 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버그가 없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불필요한 내용이 많은 프로그램일수록 버그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프로그

램은 매우 단순하게 작성하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프로그래머 채용 전형에 도전하는 분

들이라면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 프로그램’의 샘플로 참고해도 좋을 것입니다.

취미 프로그래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분에게도 힌트를 드립니다.

게임 산업과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혼자서 혹은 소모임에서 게임을 만들어 인터넷

을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프로그래밍과 게임 개발 기

술을 익혀 스스로 완성한 오리지널 게임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래머로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즐기거나, 네트워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실질

적인 수입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

의 저작물을 보급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꼭 한 번 도전해 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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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게임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으로, 이 책을 활용

하는 흐름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의 활용법

각 장에서 학습할 내용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림 0-4-1을 참고해서 이 책을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레벨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파이썬을 사용해 보았다면 5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사용

해 본 경험은 있지만 아직 충분히 자신이 없다면 3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

썬을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게임 개발을 위해 Pygame을 사용해 보고 싶다

면 10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파이썬 설치하기

파이썬 시작하기

프로그래밍 기초

import 사용법

CUI로 미니 게임 
만들기

GUI 기초 ①

GUI 기초 ②기본적인 게임 개발 기술

블록 낙하 퍼즐 만들기!

Pygame 사용법

본격 RPG 만들기! –전편-

본격 RPG 만들기! –후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학습 로드맵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파이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입
출력에 관해 학습합니다.

프로그래밍의 기초 지식인 
변수, 리스트, 조건 분기, 
반복, 함수에 관해 학습
합니다.

파이썬에서 모듈을 임
포트하고 다양한 기능
을 사용할 수 있는 방

법을 학습합니다.

게임 개발을 배우기 전에 
문자열 입출력에 따라 표
현할 수 있는 간단한 게
임을 만들어 봅니다.

윈도우 표시, 버튼이나 텍스트 표시 
배치 방법, 이미지 표시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계속해서 게임 개발 지식을 보다 깊이 학습합니다. 
이 장에서 진단 게임을 만듭니다.

실시간 처리나 키 입력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등 게임 
개발에 꼭 필요한 기술을 학습합니다.

LINE의 ‘츠무츠무’와 같은 인기 소셜 게임
에 필적할만한 게임을 본격적으로 개발
해 봅니다.

파이썬에서 고급 게임을 개발
하기 위해 사용하는 Pygame 
설치 방법과 사용 방법을 학습
합니다.

Pygame을 사용해 롤
플레잉 게임을 만들
기 위한 기초 기술을 
설명합니다.

Pygame을 이용해 본격적
인 롤플레잉 게임을 완성
해 나갑니다.

전업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분을 위한 
필수 지식인 객체지향에 관해 설명합
니다.

그림 0-4-1 이 책에서 게임 개발 학습을 위한 로드맵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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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고자 하는 분이나 동호회용 작품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9장

까지의 내용을 통해 얻은 지식과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준 높은 오리지널 게임을 만

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해 수준 높은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분에게는 10장의 Pygame에 관한 내용

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Pygame을 사용해 RPG를 만듭니다. 필자가 알

고 있는 한, RPG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프로그래머라면 다른 장르의 게임도 만들 수 있

습니다. RPG 개발에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기술

에 관해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전업 프로그래머를 목표로 하는 분을 위해 가장 마지막인 13장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

밍에 대해 구성했습니다.

파이썬은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프로그래밍 입문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포스트잇이나 스티커 등을 붙여 두고 계

속 내용을 읽어 나가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던 것들도 프로그래밍 지식이 늘어

나면서 이해가 갈 것입니다. 표시해 둔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읽어 보면 됩니다.

우리들이 내비게이터가 될게요.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분이라도 

부담 가지지 말고 계속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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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의 장점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가진 확실한 장점은 이직과 독립이 쉽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프로그래

머로 활동한 경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필자는 남코에서는 기획자로 일했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닌텐도의 자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었

기에 제 회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산업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영위하는 비즈니스는 발전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계속해서 프로그래머 같은 기술자를 채용하고 있습니

다. 확실하게 기술을 몸에 익힌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격’이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게임 제작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

래머, 기획자, 디자이너 등 여러 크리에이터 중에서 프로그래머가 가장 독립하기 쉽습니다. 게임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데이터나 사운드 데이터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서 해당 데이터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찾거나 데이터 제작 회사 등에 의뢰하면 얼마든지 준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작비는 필요하겠지만, 프로그래머라면 준비한 재료들을 활용해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기획자나 디자이너는 독립해서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도 

프로그래머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프로그래밍 기술은 확실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C O L U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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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Microsoft MVP)

이 책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결과물에 대해 나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싶은, 특히 게임 개발을 희망하는 독자라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

입니다. 실습 시 필요한 이론과 파이썬 문법 등 모든 것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로 실습할 때마다 익힌 것을 응용하여 바로 나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진(삼성SDS)

이 책은 ‘파이썬으로 배우는 게임 개발 입문편’이라는 제목에 맞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문용 도서에 맞게 파이썬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도

록 설치부터 간단한 파이썬 문법, GUI 라이브러리(tkinter, pygame)를 이용한 게임 개

발까지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

하겠지만, 입문용 책으로는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화(울산과학기술원)

파이썬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서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인들에게 가

장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이해하고, 직접 구성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즐겁다면 그 매력에 푹 빠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파이썬의 기초부터 다른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만한 게

임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의 폭넓은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독자에게 이 책

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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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재(스캐터랩)

책 한 권에 게임 개발과 파이썬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게임 개발과 파이썬 

둘 중 어느 하나를 모르더라도 이 책의 설명만 잘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다른 파이썬 입문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파

이썬이 처음인 분도 이 책만 보면 될 것입니다.

   정태일(삼성SDS)

이 책은 프로그래밍 초보자도 파이썬 기초 지식을 빠르게 배운 뒤 간단한 게임부터 

복잡한 롤플레잉 게임까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게임의 기

본 기능을 먼저 완성하고 점차 개선해 가는 과정을 통해 게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부

분과 게임 개발 프로세스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해 단기간에 

게임 개발에 입문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게임 개발이 처음이거나,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책의 예제를 하나씩 따

라 해보면 어렵지 않게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제 코드 한줄 한줄의 자세

한 설명을 통해 프로그래밍 입문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

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책이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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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 설치하기

이 장에서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해 설명하며,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에 파이썬을 설치해요. 설치나 설정 

방법이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있지만, 

파이썬은 매우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곧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L e s s o n  L e s s o n  

파이썬이란?1-1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개발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매우 다

양하며, 파이썬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C/C++

PHP Perl Ruby

C 언어 파생 계열
자바스크립트

등

파이썬

그림 1-1-1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표시했습니다. 이 언어들 중 파이썬은 작성 방법이 

비교적 간단해 학습하기 쉽습니다. 파이썬은 코드를 작성한 후 즉시 실행해서 그 동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가 학습하기에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이썬을 설

치한 시점에 PC에 설치되는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

는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린더를 다루는 모듈, Graphical User 

Interface(GUI)를 다루는 모듈, 제곱근이나 삼각함수 등 수학 계산 모듈 등 다양한 모듈을 

제공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이외에도 전 세계 개발자들이 수많은 기능을 가진 모듈을 개발하고 있으

며, 이 확장 모듈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

용해 게임을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한 뒤, Pygame이라는 확장 모듈을 사용해 본격적으로 

롤플레잉 게임(Role Playing Game, RPG)을 개발합니다.

홈페이지(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로는 HTML이 있어요. HTML은 마크업

(markup) 언어라고 부르며, 파이썬이나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구분해요.

CHAPTER 1  파이썬 설치하기2



L e s s o n  L e s s o n  

파이썬 설치하기1-2

파이썬은 2.x 버전 계열과 3.x 버전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2.x 버전 계열은 개발이 중단되

었으며, 점차 3.x 계열 버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향후 호환성을 가진 

3.x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윈도우와 맥 머신에서의 설치 방법을 각각 설명합니다. 맥을 사용하는 분들은 5페

이지를 참고합니다.

 윈도우 PC에서 설치하기

그림 1-2-1 파이썬 공식 사이트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 공

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python.org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림 1-2-2 인스톨러 다운로드

1⃞ ‘Downloads’를 클릭하

고 2⃞ ‘Python 3.*.*’ 버튼

을 클릭합니다.

Lesson 1-2 파이썬 설치하기 3



그림 1-2-3 인스톨러 실행

3⃞ ‘실행’ 혹은 ‘저장’을 선

택해 설치를 시작합니다. 

‘저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PC에 다운로드한 인스톨

러를 실행합니다.

선택합니다(일반적인 경우 
‘실행’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림 1-2-4 설치 진행

4⃞ ‘Add Python 3.* to 

PATH’ 박스에 체크합니다.

5⃞ ‘Install Now’를 클릭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박스에 체크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림 1-2-5 설치 완료

6⃞ ‘Setup was successful’ 

다이얼로그에서 ‘Close’를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설

치가 완료됩니다.

클릭합니다.

CHAPTER 1  파이썬 설치하기4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양한 버전의 파이썬 인스톨러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실행’을 선택한 경우 

‘Setup Progress’ 다이얼로그에서 ‘Installing...’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상태로 몇 분이나 정지 상

태에 빠지는 PC도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몇 분가량 기다리자 설치가 진행되었고, 무사히 ‘Setup 
was successful’ 메시지가 표시된 단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PC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설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P O I N T

 맥에서 설치하기

그림 1-2-6 파이썬 공식 사이트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 공

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python.org

그림 1-2-7 인스톨러 다운로드

1⃞ ‘Downloads’를 클릭하

고 2⃞ ‘Python 3.*.*’ 버튼

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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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인스톨러 실행

3⃞ 다운로드한 ‘python-3. 

*.*-맥osx***.pkg’를 클릭

합니다.

pkg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림 1-2-9 설치 진행

4⃞ ‘계속’을 선택해 설치를 

시작합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림 1-2-10 사용 허가 동의

5⃞ 사용 허가에 ‘동의합니

다’를 선택하고 설치를 계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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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1 설치

6⃞ 사용자 설정은 필요하

지 않습니다. 그대로 설치

를 계속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림 1-2-12 설치 완료

7⃞ 설치가 완료되면 ‘닫기’

를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클릭합니다. 

Lesson 1-2 파이썬 설치하기 7



게임 개발에 앞서 프로그래밍 기초를 학습할

게요. 이 장에서는 변수와 그 계산, 리스트※, 

조건 분기, 반복, 그리고 함수에 관해서 설명

합니다. 이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게임 개발

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 아

주 중요한 것이에요. 빨리 게임을 만들고 싶

어 하는 분들의 마음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

만, 기초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

아요

※ C/C++  혹은 자바에서의 ‘배열(array)’에 해당한다.

3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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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s s o n  L e s s o n  

3-1 변수와 계산식

변수는 프로그래밍의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입니다. 변수가 무엇인지, 변수를 어떻게 사

용하는지 설명합니다.

게임 개발에서는 변수로 스테이지 수나 캐릭터 

위치를 관리하거나 점수 계산을 해요.

 변수란?

변수란 컴퓨터 메모리 상에 존재하며, 값을 넣는 상자와 같습니다. 이 상자에 숫자나 문자

열을 넣고 계산이나 판정을 수행합니다. 변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사

그림 3-1-1 변수 이미지

위 그림은 ‘a’라는 이름의 상자(변수)에 ‘100’이라는 숫자, ‘score’라는 이름의 상자에 ‘0’이라

는 숫자, 그리고 ‘job’이라는 이름의 상자에 ‘용사’라는 문자열을 넣은 상태를 표시한 것입

니다. 상자 속 내용물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어떤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자 속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을 ‘변수값을 꺼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꺼낸다’고 표현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담긴 내용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수 선언과 초기화

변수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변수명을 정한 뒤(선언), 최초 값(초기값)을 넣습니다. 파

이썬에서는 이와 같이 입력한 시점부터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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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변수 선언과 초기값 대입

a = 100
score = 0
job = "용사"

변수에 값을 대입할 때 사용하는 등호(=)를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문자열은 큰따옴표(“)

로 감싸서 대입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등호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등호와 의미가 다르

니 주의하세요.

프로그램 파일은 장별로 폴더를 나누어 저장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서 파이썬과 게임 제작에 관해 학습합니다. 이제부터 입력할 프

로그램은 작업 폴더 안에 장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바탕화면에 만든 작업 폴더(이 책에

서는 ‘python_game’)에 Chapter3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별로 파일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프

로그램을 복습하기 편합니다.

장별로 폴더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모아둡니다. 

그림 3-1-2 작업 폴더 ‘python_game’

P O I N T

 변수값 변경하기

게임 점수를 계산하는 변수를 score라고 할 경우 예를 들어, 100점짜리 보석을 주우면 

‘score = score + 100’이라고 입력해서 score 값을 100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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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수값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IDLE을 실행하고 ‘File’ ➞ ‘New File’

을 선택해 새 파일을 만든 뒤 다음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 저장※한 

뒤, 실행해서 동작을 확인합니다. 실행은 에디터 윈도우에서 ‘Run’ ➞ ‘Run Module F5’를 

선택합니다.

리스트 list0301_1.py

1
2
3
4

score = 0
print(score)
score = score + 100
print(score)

변수 score 선언, 초기값 0 대입

print() 명령으로 score 값 출력

score 값 100 증가

다시 print() 명령으로 score 값 출력

※	파일명은	샘플과	같이	‘list0301_1.py’로	합니다.

print() 명령의 ( ) 안에 변수를 입력하면 해당 변수의 값을 셸 윈도우에 출력합니다. 이 프

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그림 3-1-3 프로그램 실행 결과

2장에서 학습한 연산자(+, -, *, /)를 사용해서 

변수값을 바꿀 수 있어요.

 변수로 문자열 다루기

2장에서 학습한 것처럼 변수로 문자열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자열을 다루는 방

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파일명을 붙여 저장한 뒤 실행해 봅

니다.

리스트 list0301_2.py

1
2
3
4
5

job = "초보 검사"
print("당신의 직업은" + job)
print("클래스를 변경했다！")
job = "신출내기 용사"
print("새로운 직업은" + job)

변수 job을 선언하고, 문자열 '초보 검사' 대입

'당신의 직업은'과 job의 변수값 출력

'클래스가 바뀌었다!' 출력

변수 job에 새로운 문자열 대입

'새로운 직업은'과 job의 변수값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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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그림 3-1-4 프로그램 실행 결과

이 프로그램에서는 ‘+’를 사용해 문자열을 연결한 뒤 print() 명령으로 출력합니다. 파이썬에

서는 여러 문자열을 ‘+’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곱셈도 할 수 있습

니다. 파일 리스트와 실행 화면은 생략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니다.

a = "문자열" * 2
print(a)

문자열을 ‘+’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많지만, 문자열 곱셈을 지원하는 프로

그래밍 언어는 많지 않으므로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하기 바랍

니다.

파이썬에서의 ‘문자열 * n’은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책 5장에서 미니 게임을 만들 때 문자열 곱셈을 사용할 거예요.

 변수명 규칙

변수명은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합니다.

	■ 변수명은 알파벳과 언더스코어(_)를 임의로 조합해서 결정합니다.

	■ 변수명은 숫자를 포함할 수 있으나, 첫 글자로는 반드시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어(keyword 또는 reserved word)란 컴퓨터에 기본적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if, elif, else, and, or, for, while, break, import, def, class, False, True 등이 있습

니다. 이 예약어들의 의미는 이후 차례로 설명합니다.

* (문자열 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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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단어 조합 시, 언더스코어를 넣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if는 예약어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도 예약어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 3-1-5 변수명 예시

여기에서는 변수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변수와 그 계산에는 이외에도 몇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앞으로 차례로 설명합니다.

필자가 학생 시절 게임 제작을 배웠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프로그래밍 기초를 먼저 학습해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 지식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이니 잘 읽어 주길 바랍니다.

P O I N T

파이썬에서 변수명과 함수명은 소문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대문자를 사

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소문자와 언더스코어를 사용하도록 해요. 

또한,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별되요. 예를 들어, Apple과 apple은 다른 변수로 취급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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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s s o n  L e s s o n  

3-2 리스트

변수 다음으로 리스트에 관해 설명합니다. 변수는 숫자나 문자열을 넣는 상자이며, 리스

트는 그 상자에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C 계열 언어나 

자바 등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배열(array)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래밍 입문자인 분들은 리스트를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의 

게임 개발 입력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므로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대략의 그림만 파

악한다는 생각으로 읽기 바랍니다.

게임 개발에서는 리스트로 여러 문자를 모아서 

관리하거나 지도 데이터를 다뤄요.

 리스트란?

리스트를 이미지화해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card라는 이름의 상자

가 n개 있습니다.

엘리먼트(상자) 인덱스

그림 3-2-1 리스트 이미지

card는 리스트이며, 리스트 내의 각 상자를 엘리먼트(element)라고 부릅니다. 또한, 상자 

수를 엘리먼트 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card라는 이름이 붙은 상자가 10개 있다면 엘

리먼트 수는 10입니다. 그리고 상자의 순서를 관리하는 번호를 인덱스(index)라고 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 예를 들어, n개의 상자가 있다면 마지막 상자의 인덱스는 n-1이 됩

니다. 리스트는 변수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숫자나 문자열)를 넣고 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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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초기화

다음 서식으로 리스트에 데이터를 대입합니다.

리스트 명 = [데이터 0, 데이터 1, 데이터 2, ······]

[]로 감쌉니다.

콤마(,)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그림 3-2-2 리스트 서식

파이썬에서는 빈 리스트를 선언한 뒤, append() 명령을 사용해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는 게임 제작 과정에서 그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그림 3-2-2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정한 값을 넣은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리스트 사용 예

예를 들어, 트럼프 게임을 만드는 경우 리스트를 사용해 손에 든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관

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my_card라는 이름을 가진 리스트로 트럼프 카드를 관리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림 3-2-3 리스트로 카드 종류를 관리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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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시는 어디까지나 이미지로 ‘클로버 킹 카드’가 my_card[0]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어떤 카드를 몇 번으로 할지 결정해서(각 카드를 숫자로 변환), 그 값을 리스트

에 넣고 꺼내는 방법으로 카드를 관리합니다.

 리스트를 사용한 프로그램 테스트하기

리스트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파일명을 붙여 저장

한 뒤 실행해 봅니다.

리스트 list0302_1.py

1
2
3
4

enemy = ["슬라임", "해골병사", "마법사"]
print(enemy[0])
print(enemy[1])
print(enemy[2])

리스트 선언, 몬스터 이름 대입

enemy[0] 값 출력

enemy[1] 값 출력

enemy[2] 값 출력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그림 3-2-4 프로그램 실행 결과

몬스터 이름을 가진 문자열을 리스트로 정의했지만, 변수와 동일하게 숫자를 넣고 꺼내거

나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명을 붙이는 방법 또한 변수명을 붙이는 방법과 동일합

니다(→ 37페이지).

이상 리스트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리스트 enemy는 1차

원 리스트입니다. 게임 맵 데이터는 2차원 리스트로 관리합니다. 2차원 리스트의 정의 및 

사용법에 관해서는 8장에서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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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부터 게임을 만들어요. 가장 먼저 문자

열 입출력 명령을 사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

들고 게임 개발 기초를 학습할 거예요. 이미지

를 표시하는 본격적인 게임을 어서 만들고 싶

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무엇보다 기초가 중요하

니 이 장의 내용도 확실하게 익혀 주세요. 그래 

픽을 사용한 게임은 다음 장부터 만듭니다.

CUI로 미니 게임 만들기

5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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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UI와 GUI

CUI란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Character User Interface)의 약자로 문자 입출력만으로 컴

퓨터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썬의 셸 윈도우는 CUI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윈도우 내에 버튼이나 텍스트 입력 필드 등이 배치된 조작 환경을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

스(Graphical User Interface, GUI)라고 부릅니다.

그림 5-1-1 CUI와 GUI의 예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는 캐릭터 베이스 유저 인터페이스(Character-Based User Interface)라

고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CUI 상에서 세 가지 게임을 제작합니다. 6장부터 GUI를 이용

한 게임을 만듭니다.

Android 단말과 iOS 단말 화면의 경우에는 어디를 탭(tap)하면 

좋을지 알 수 있는 직관적인 조작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즉, 스마

트폰과 태블릿 화면은 GUI예요. 윈도우 PC와 맥은 운영체제(OS) 
자체와 많은 소프트웨어가 GUI로 만들어져 있지만, 커맨드 프롬

프트나 파이썬 IDLE 등 일부 소프트웨어는 CUI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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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퀴즈 게임 만들기

가장 먼저 퀴즈 게임을 만들어 봅니다. 필요한 프로그래밍 지식은 입력과 출력, 변수, 조

건 분기입니다. 또한, 리스트와 반복을 사용해 퀴즈 문제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if 구문으로 판정하기

문제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문자열)을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파일 이름을 붙여 저장한 뒤 실행해 봅니다.

리스트 list0502_1.py

1
2
3
4
5
6

print("유경자 씨의 남편의 이름은?")
ans = input()
if ans == "정현철":
    print("정답입니다")
else:
    print("틀렸습니다")

‘유경자 씨의 남편의 이름은?’ 출력

입력을 받아 입력한 문자열을 ans에 대입

ans 값이 ‘정현철’이라면

    ‘정답입니다’ 출력

그렇지 않다면

    ‘틀렸습니다’ 출력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그림 5-2-1 list0502_1.py 실행 결과

문제 수는 하나뿐이지만, 단 6줄의 코드로 프로그램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조금씩 업데이트해보도록 합니다. 정답인 ‘정현철’을 영어로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

로 ‘정현철’은 물론 ‘Hyunchul Jung’도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답을 ‘정현철’ 

또는 ‘Hyunchul Jung’으로 판정합니다. ‘또는’이라는 의미의 영단어는 ‘or’이며, 파이썬에서

도 or를 사용해 조건식을 입력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파일 이름을 붙여 저장

한 뒤 실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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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list0502_2.py

1
2
3
4
5
6

print("유경자 씨의 남편의 이름은?")
ans = input()
if ans == "정현철" or ans == "Hyunchul Jung":
    print("정답입니다")
else:
    print("틀렸습니다")

‘유경자 씨의 남편의 이름은?’ 출력

입력을 받아 입력한 문자열을 ans에 대입

ans 값이 ‘정현철’ 또는 ‘Hyunchul Jung’이라면

    ‘정답입니다’ 출력

그렇지 않다면

    ‘틀렸습니다’ 출력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정현철’ 또는 ‘Hyunchul Jung’ 양쪽 모두 정답이 됩니다.

그림 5-2-2 list0502_2.py 실행 결과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조건식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판정하는 경우에는 

and를 사용해 ‘if {조건식A} and {조건식B}:’와 같이 입력합니다.

 문제 수 늘리기

list0502_1.py 혹은 list0502_2.py의 조건식을 점차 늘리는 방법으로 일단 문제 수를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00개 질문을 가진 퀴즈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방법

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크기가 매우 커집니다. if 구문을 많이 나열하는 프로그램은 버그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문제 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리스트와 반복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입

력하고 파일 이름을 붙여 저장한 뒤 실행해 봅니다.

리스트 list0502_3.py

1
2
3
4
5
6
7
8

QUESTION = [
"유경자 씨의 남편의 이름은?",
"이경수 씨의 딸의 이름은?",
"민주희 씨는 이경수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R_ANS = ["정현철", "이현지", "조카"]
for i in range(3):
    print(QUESTION[i])
    ans = input()

리스트로 3개 문제 정의

리스트로 문제의 답 정의

for 구문으로 반복, i 값은 0→1→2로 변화

    문제 출력

    입력을 받아 입력한 문자열을 ans에 대입

CHAPTER 5  CUI로 미니 게임 만들기78



9
10
11
12

    if ans == R_ANS[i]:
        print("정답입니다")
    else:
        print("틀렸습니다")

    ans 값이 정답의 문자열이라면

        ‘정답입니다’ 출력

    그렇지 않다면

        ‘틀렸습니다’ 출력

※		R_ANS라는	변수명은	right	answer(정답)의	약자입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값을	변경하지	않는	변수(상수

라고	부릅니다	→	265페이지)는	관습적으로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므로	QUESTIONS,	R_ANS	모두	대문

자로	표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문제가 순서대로 출력되고 각 문제의 정답을 입력하면 ‘정답입니

다’를 출력합니다.

그림 5-2-3 list0502_3.py 실행 결과

프로그램을 자세히 확인해 봅니다. 1~4번 행은 리스트를 사용해 질문 문자열을 정의했습

니다. 리스트 데이터는 콤마 위치에서 줄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행의 리스트는 줄바

꿈을 하지 않고 정의했습니다.

6번 행의 반복 구문에서 for나 range() 사용법에 관해 잘 모르겠다면 48~49페이지로 돌

아가 복습하도록 합니다. 이 for 구문은 i 값이 0 → 1 → 2로 3회 반복됩니다. 7번 행의 

print()에 인수로 입력한 QUESTION[i]의 경우 i 값이 0일 때 QUESTION[i]는 “유경자 씨

의 남편의 이름은?” 문자열이 됩니다. i 값이 1일 때, QUESTION[i]는 “이경수 씨의...”, i 

값이 2일 때 QUESTION[i]는 “민주희 씨는...”이 됩니다. 9번 행의 R_ANS[i] 또한 마찬가

지로 R_ANS[0], R_ANS[1], R_ANS[2]는 각각 “정현철”, “이현지”, “조카”가 됩니다. 리스

트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이 프로그램에서 영어로 입력한 ‘Hyunchul Jung’은 정답이 아닙니다. 영어로 입력한 경우

에도 정답으로 판정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파일 이름을 붙여 저장한 뒤 실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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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list0502_4.p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QUESTION = [
"유경자 씨의 남편의 이름은?",
"이경수 씨의 딸의 이름은?",
"민주희 씨는 이경수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R_ANS = ["정현철", "이현지", "조카"]
R_ANS2 = ["Hyunchul Jung", "Hyunji Lee", 
"niece"]

for i in range(3):
    print(QUESTION[i])
    ans = input()
    if ans == R_ANS[i] or ans == R_ANS2[i]:
        print("정답입니다")
    else:
        print("틀렸습니다")

리스트로 3개 문제 정의

리스트로 문제의 답 정의

리스트로 문제의 답(영어) 정의

for 구문으로 반복, i 값은 0→1→2로 변화

    문제 출력

    입력을 받아 입력한 문자열을 ans에 대입

    ans 값이 정답의 문자열 중 하나라도 일치한다면

        ‘정답입니다’ 출력

    그렇지 않다면

        ‘틀렸습니다’ 출력

실행 화면은 생략합니다. 영어로 입력한 값도 정답으로 판정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리스트 사용법이 포인트예요. 리스트는 이처럼 

데이터를 모아서 취급할 때 유용해요.

 리스트와 튜플

리스트와 비슷한 튜플(tuple)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튜플은 ()로 입력합니다.

튜플 입력 예시

ITEM = ("약초", "철 열쇠", "마법약", "성스러운 돌", "용자의 증거")

튜플은 선언 시에 대입한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문제와 답을 변

경하지 않으므로 튜플로 정의해도 관계없지만, 이 책에서는 프로그래밍 초보자 분들이 이

해하기 쉽도록 9장까지는 리스트와 튜플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도 여러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는 리스트[ ]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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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사위 게임을 만듭니다. 주사위 숫자 면을 표시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보다 깊게 이해해 봅니다. 이 게임은 주사위를 굴려 말을 앞으로 움직이는 게임으로 ４장

에서 학습한 난수를 사용합니다.

 대전 게임이란?

게임의 재미 중 하나로 ‘대전’이 있습니다. 격투 게임과 같은 액션 계열의 대전 게임이 있는

가 하면, 오셀로(othello), 마작, 장기 등 테이블 게임과 같이 두뇌를 다루는 대전 게임도 있

습니다.

이 절에서는 컴퓨터와 주사위로 대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코드 행 수가 점점 길어

지므로 3단계로 만들어 봅니다.

 단계 1: 주사위 게임 보드 표시하기

CUI라는 텍스트로만 표시해야 하는 환경에서 ‘주사위 게임의 보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 또한 게임 크리에이터나 게임 프로그래머를 목표로 하

는 분이라면 솜씨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운뎃점(‘•’)을 사용해 위치를 표시하고 플레이어의 말을 P, 컴퓨터의 말을 C
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그림 5-3-1 CUI에서의 주사위 게임 보드 화면

왼쪽부터 칸 1, 칸 2로 위치가 커지며, 전체 칸은 30칸으로 합니다. 가장 오른쪽 위치에 먼

저 도착한 쪽이 승리합니다.

단계 1에서는 보드 위치와 플레이어의 위치를 표시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다음 프로그

램을 입력하고 파일 이름을 변경해 저장한 후 실행해 봅니다.

주사위 게임 만들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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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list0503_1.py

1
2
3
4
5

pl_pos = 6
def board():
    print("•" * (pl_pos - 1) + "Ｐ" + "•" * (30 - pl_pos))

board()

플레이어 위치 관리 변수

함수 선언

  가운뎃점과 P로 문자열을 만들어 출력

함수 호출

※		함수의	정의(2~3번	행)와	해당	함수	호출	처리(5번	행)를	구별하기	쉽도록	4번	행에	공백을	넣었지만,	4번	행은	없어

도	문제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그림 5-3-2 list0503_1.py 실행 결과

1번 행에서 플레이어 위치(P 표시 위치)를 관리하는 pl_pos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여기에

서는 확인을 위해 초기값을 6으로 대입했습니다. 2번 행이 함수 선언으로 이 함수에서 수

행하는 처리는 3번 행의 print() 명령입니다. print() 내부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파이썬에서

는 ‘“문자열” * n’이라 입력하면 그 문자를 n개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pl_pos 
- 1)’이 P 좌측의 가운뎃점 수를 나타내며, ‘”•” * (30 - pl_pos)’가 P 오른쪽 가운뎃점의 수

를 나타냅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5-3-3 print() 명령과 출력 결과와의 관계

이 코드의 의미가 어려운 분들은 우선 P가 가장 왼쪽 첫 번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봅니

다. ‘”•” * (pl_pos - 1)’은 ‘”•” * (1 - 1)’, 즉 ‘”•” * 0’이 되어 P 왼쪽에는 가운뎃점이 없습니

다. ‘”•” * (30 - pl_pos)’는 ‘”•” * (30 - 1)’, 즉 ‘”•” * 29’가 되어 P 오른쪽에는 가운뎃점이 29
개입니다. 다음으로 P가 왼쪽 10번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 * (pl_pos - 1)’은  

‘”•” * 9’가 되어 P 왼쪽에는 가운뎃점이 9개, ‘”•” * (30 - pl_pos)’는 ‘”•” * 20’이 되어 P 오

른쪽에는 가운뎃점이 20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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