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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은 비전공자들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배우기가 쉬운 반
면에 마스터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과실이 너무 달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달
콤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여 빠르고 쉽게 원하는 기
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다고는 하지만 실제 비전공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막힐 수 있는 암
초가 많이 존재합니다. 저도 일반인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생각지도 못
한 부분에서 막혀 고생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현직 개발자들에게는 너무 당
연한 사실이, 입문자에게는 몇 시간을 헤매게 하는 새롭고 어려운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삽
질을 통해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삽질은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시간은 필수이지만,
정확한 개념과 지식 없이 헤매는 것은 그저 블랙홀에 빠진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도 낭비되고,
실력도 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다면 정확한 지식과 개념을 쉽고 친절하
게 알려 주는 책이나 선배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책 한 권과의 만남이 몇십 시간
의 낭비를 줄여 주곤 합니다.
이 책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친절합니다. 설치 방법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프로그래밍의 개념
들을 이해하기 쉽게 일상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 심지
어 컴맹이라도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책에서 다
루는 내용이 겉핥기식이거나 얕은 수준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법부터 객체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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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처리, 웹 스크래핑, GUI 프로그래밍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입문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래
밍과 관련한 여러 개념이 아직 엉성한 초보 개발자들도 이 책을 통해 파이썬과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프로그래밍이 전문 개발자의 전유물이던 시절에서 누구나 일상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절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상업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의 업무나 일상을 효율적으로 만들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프로그래
밍의 주요한 개념을 배우고 파이썬이라는 매력적인 언어에 입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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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게임이나 스마트폰 앱,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싶어서인가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인
가요? 아니면 학교와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뭔가 큰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막연히 멋있는 일이라고 동경해 왔
습니다. 처음 접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C언어였습니다. 잘 모르면서도 작성한 프로그램이 처음
움직일 때는 무척이나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서히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잃었고, 어느
날 보니 프로그래밍을 좋아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는 장래에 프로그래밍
과 관계없는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프로그래밍에 매력을 느낀 것은 실제로 사람이 쓰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입니
다. 제 손으로 현실 세계에서 의미 있는(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데서 재미를 느끼게 됐습
니다. 재미가 없었다면 현재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아직도 현역 프로그래
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막 흥미를 느끼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한
여러분들이 제가 느낀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담아 집필했습니다. 예제
프로그램도 현실 세계에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반영하여 무엇 때문에 이 기능이 존재하며 어
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과거의 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바탕
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덮을 즈음에 프로그래밍의 즐거움과 재미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필자로
서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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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책을 끝까지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알려 주고 도와주신 주위의 고
마운 분들 덕분입니다. 특히, 본업 이외의 많은 시간을 집필에 사용하여 책을 세상에 낼 수 있
었던 것은 아내의 내조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가마타 마사히로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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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KAIST)
파이썬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읽기에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책의 구성은 일반적인 프로
그래밍 언어를 설명하는 책들과 비슷하나,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로 프로젝
트를 만들어 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파이썬 입문자들이 이 책을 처음이나 두
번째 교재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훌륭한 구성을 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예제와 실생활에
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성법들을 통해 저 또한 즐겁게 리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
로, 책의 마무리를 독자가 나름의 GUI 코드를 이용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진영(프리랜서 프로그래머)
‘2017년, 당신이 배워야 할 언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페이스북에서도 활발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파이썬! 다른 언어를 접해 보셨던 분이라면 무척 수월하게, 아예 처음 시
작하는 분이라도 무난하게 파이썬을 시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주로 자바를 사용하기에
파이썬은 라이트 유저 정도에서 바라봤는데, 책은 전반적으로 초급자 수준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볍게 소설 읽는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Django를
통한 파이썬 중급 정도의 학습을 계획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성욱(SKP)

2011년에 파이썬을 만나 ‘Hello World’를 찍어 보고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라즈베리 파이를 활
용한 IoT와 AI를 지향하는 딥러닝 시스템을 화두로 파이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을 배우기 위한 첫 언어로 추천받고 있는 파이썬, 그 파이썬을 가장 쉽고 친절하게 배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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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설치, 실행까지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고, 입문서의 마무리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경험하고 트러블슈팅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입문, 초급 단계에서 활용하기 좋은 기본서입니다. 파이썬을 처음 만나거나 다시 공
부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박재유(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
이토록 얇은 책에 기대 이상의 알찬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설치 방법
이나 문법 설명에 상당한 분량을 낭비하는 다른 책들에 비해, 이 책은 기초 설정에서부터 애
플리케이션 제작까지 다양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문자나 비전공자도
쉽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접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파
이썬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포스팅하는 유명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의 신조는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입니다. 개발자들의 짧은 인생에서 파이썬은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통
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는 효자 언어입니다. 이 책을 통해 효자 언어를 꼭 자신의 것
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찬주(원티드랩)
개인적으로 iOS 책을 제외하고 가장 재미있게 베타리딩한 책이었습니다.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예제들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GUI 부분은 프
로그래밍 자체가 처음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한 도전 과제를 던져 주는 느낌이었
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문법부터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이어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제 코드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간단하지만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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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한홍근
많은 사람이 프로그래밍에 입문하기 쉬운 언어로 파이썬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목표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봐 왔습니다. 이 책
은 파이썬을 이용한 이미지 변환, 크롤링, 스크래핑, QR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미니 프로젝트
를 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미니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작은 성공을 통해 프로그래밍에 재미
를 느끼고, 부디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이 파이썬을 습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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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파이썬 소개

이번 장에서는 Python
파이썬이
이란
무엇인지에
무엇인지에
관해
대해
알아보고
알아볼 것이다.
실습을 그리고
위한 실행
각자의
환경컴퓨터에서
구축 방법에
관해 알
을
Python
(Windows
/Mac)와
아볼
것이다.
돌려보기
위해운영체제
실행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그 버전에
대해 알아볼
따라 구축
것이다.
방법이
(윈도우/Mac각자의
)와 그 버전에
환경에 맞
따
OS달라지므로

게
설정하도록
한다.각자의 환경에 맞게 설치 및 설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라 설치하고
구축 방법이
달라지므로,

1-1
Python을
파이썬
시작하기
시작하자

여기서는 파이썬에 관해 소개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 독자는 건너뛰어 1-2절부터
읽기 시작해도 된다.

파이썬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파이썬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파이
썬은 199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 개발자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
어다. 파이썬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코미디언 그룹 ‘몬티 파이썬’에서 유래되었는데, 파이썬이라
는 단어 자체는 비단뱀이라는 뜻을 가진다. 로고로 뱀이 그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파이썬의 특징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C, C++, 자바(Java), 코볼(COBOL), PHP, 펄(Perl), 루비(Ruby), 자바스크
립트(JavaScript) 등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 이들 언어는 원체 유명하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
고 있어 이름은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한 시대에 공
존하는 이유는 각각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 목적과 무엇이 중요한지(개
발 효율, 연산 속도 등)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가 결정되기도 하고, 개발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

택되기도 한다. 파이썬이 가지는 여러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받는 것은 코드를 읽기
쉽다는 점이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첫 언어로 많이 선택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컴퓨터학과 코스를 개설한 상위권 대학의 70% 이상이 파이썬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용으로 개발된 작은 PC 보드인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도 파이썬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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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파이썬은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한 첫 언어로 선택
되고 있다.

(사진: Raspberry Pi Foundation)

이처럼 작은 기판에 디스플레이나 키보드를
연결시켜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라즈베리 파이

파이썬이 읽기 쉬운 이유는 언어의 단순함에 있다. 단순하다고 하면 간단한 프로그램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책을 통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할 것
이지만, 파이썬을 메인 언어로 활용하는 구글(Google)이나 드롭박스(Dropbox), 미항공우주국
(NASA) 등의 세계적인 기업이나 단체에서 파이썬은 고도의 계산이나 핵심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나 또한 실무에서 영상 분석 시스템을 파이썬으로 개발하였는데 아직
도 잘 서비스되고 있다.

파이썬의 커뮤니티
파이썬은 파이썬을 좋아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흥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
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이 커뮤니티에 의해 파이콘(PyCon, Python Conference)이라는 이벤트가 세
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국에도 파이썬 코리아라는 사용자 모임이 있다. 파이썬과 관련
한 각종 프레임워크 스터디 및 세미나를 통해 실력 향상을 다지고 있다. Python Korea라는 페
이스북 그룹도 있으니 가입하여 교류해 보기 바란다. 어떤 커뮤니티도 처음에는 참가하기까지
망설여질 수 있으나 막상 용기를 내어 참가해 보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멋진 사람들을 만
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자극을 받게 되고, 더 열심히 학습해 볼 동기를 다지게 된다. 스터디

1-1 파이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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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지만, 듣기만 하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도 되니 반드시 참가해 보기 바란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현재 지명도가 있고 일정 수 이상의 사용자(user)를 보유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20개 내외로 손꼽을 수 있
다. 그러나 현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인
이 만들 수도 있으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엄밀히 세려면 범위를 정해야겠지만, 적어도 1,000개 이상은 될 것이다.

파이썬의 버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에는 버전 2와 버전 3이 있다. 숫자가 의미하듯이 버전 3이 최신 버
전이고 지금부터 파이썬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버전 3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이런 사
실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2016년 현재에도 많은 시스템에서 버전 2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썬의 버전 2와 버전 3에는 큰 변화가 있어서 많은 시스템에서 쉽게 새 버전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버전 2도 새로운 버전이 계속 배포(release)되고 있다.
파이썬의 커다란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풍부한 라이브러리(파이썬의 기능을 확장하는 프로그램)
중에도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아직 버전 3에서 돌아가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많다.※1 사용하
고 싶은 라이브러리가 버전 2에만 있어서 일부러 버전 2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1

유명한 라이브러리의 버전 3 대응 현황은 PYTHON 3 WALL OF SUPERPOWERS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
색은 대응 완료를 뜻하고, 붉은색은 미완료를 뜻한다.
http://python3wos.app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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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파이썬 버전과 배포 일자

버전 2

배포 일자

버전 3

2.7.13

2016/12/17

3.5.3

2017/01/17

2.7.12

2016/06/25

3.6

2016/12/23

2.7.11

2015/12/05

3.5.2

2016/06/27

2.7.10

2015/05/23

3.5.1

2015/12/07

2.7.9

2014/12/10

3.5.0

2015/09/13

2.7.8

2014/07/02

3.4.4

2015/12/21

2.7.7

2014/06/01

3.4.3

2015/02/25

2.7.6

2013/11/10

3.4.2

2014/10/13

배포 일자

그런데 버전 2 계열은 향후 버전 2.8이 배포될 예정이 없다. 그리고 버전 2의 지원은 2020년까
지이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버전 3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버전 3을 기본으로 하
고, 아울러 버전 2도 설명하려고 한다. 이는 버전 2가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버
전 2와 버전 3의 차이점은 이후 설명을 진행하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1 파이썬 시작하기

5

1-2
파이썬 실행 환경 만들기

파이썬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행 환경을 준비하자.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춰 다음 순서에 따
라 환경을 준비한다.

윈도우의 경우
 파이썬 설치※2
파이썬 공식 사이트로부터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한다.
1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s://www.python.org

그림 파이썬 공식 사이트

※2

옮긴이

여기에 기재된 설치 방법과 캡처 화면은 2017년 3월 기준이다. 홈페이지 개편과 버전 업데이트에 따라 다소 화면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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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 탭의 ‘Downloads’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밑으로 메뉴가 생긴다. 오른쪽의

‘Download for Windows’로부터 ‘Python3.6.0’※3을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시작한다.

➊ 마우스 오버
(커서를 올리기만 한다)

➋ 클릭

그림 상단 탭의 ‘Downloads’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메뉴가 나온다

3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인스톨러를 실행한다. 다운로드된 ‘python-3.6.0.exe’를 더블 클릭하

여 보안 경고가 표시되면 ‘실행’ 버튼을 클릭한다.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는 아래의 보안 경
고 화면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클릭

그림 보안 경고

4 인스톨러가 시작되면 맨 밑에 있는 ‘Add

Python 3.6 to PATH’의 체크 박스(왼쪽의 네모)를

체크하고 ‘Install Now’를 클릭한다.

※3

계속 개발 중이므로 버전은 더 큰 숫자일 수 있다.

1-2 파이썬 실행 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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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클릭
➊ 체크를 잊지 않도록!

그림 인스톨러 화면

5 사용자 계정 컨트롤 경고 창이 뜨면 ‘예(Y)’를 클릭한다.

클릭

그림 사용자 계정 컨트롤

5 ‘Setup

was successful’이 표시되면 설치가 종료된 것이다. ‘Close’를 눌러 설치를 마친다.

클릭

그림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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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의 환경 변수 설정
파이썬 버전 2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어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 변수를 설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동작 확인(  p.14)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것은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된 위치를 알려 줘서 어디서도 쉽게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다. 파이썬을 호출하기 위한 바로가기(shortcut)를 만든다고 생각해
도 좋다.
1 제어판을 연다.
※

제어판을 열기 위해서는 윈도우(Windows)의 ‘시작 메뉴(바탕화면 왼쪽 아래의 윈도우 마크(창 모양)를 클릭했을 때 표시
되는 메뉴)’에서 ‘제어판’을 클릭한다.

➋ 클릭

➊ 클릭

그림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한 화면
※

윈도우 8.1이나 10에서는 왼쪽 아래의 윈도우 마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제어판(P)을 선택한다.

1-2 파이썬 실행 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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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클릭

➊ 마우스 우클릭

그림 윈도우 10의 화면

2 제어판에서 ‘시스템 및 보안’을 클릭한다.

클릭

그림 제어판
※

제어판이 위 화면과 다르게 생겼다면 오른쪽 위의 검색 창에 ‘시스템’이라고 입력하여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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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클릭
➊ 여기에 입력

3 ‘시스템 및 보안’에서 ‘시스템’을 클릭한다.

클릭

그림 ‘시스템 및 보안’ 클릭

4 왼쪽 메뉴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한다.

클릭

그림 시스템 설정 화면

1-2 파이썬 실행 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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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속성’의 ‘고급’ 탭에서 ‘환경 변수(N)’를 클릭한다.

클릭

그림 고급 시스템 설정

6 아래의 ‘시스템 변수’ 중에서 ‘Path’ 행을 찾아서 선택한 후에 ‘편집(I)’ 버튼을 클릭한다.

➊ 찾아서 선택

➋ 클릭

그림 환경 변수를 클릭한 화면

7 변수 값(V) 박스 안의 문자열의 끝에 ‘;C:

튼을 클릭하여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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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27’(버전 2의 경우)을 입력하고, ‘확인’ 버

➊ 입력

➋ 클릭

윈도우 10에서는 환경 변수의 설정 화면이 다소 다르다.
1 ‘새로 만들기(N)’ 버튼을 클릭한다.

클릭

2 텍스트 박스가 입력 가능한 상태가 되면 ‘C:

Python27’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

릭하여 종료한다.

➊ 여기에 입력

➋ 클릭

1-2 파이썬 실행 환경 만들기

13

 동작 확인
설치가 완료되면 윈도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커맨드 창에서 동작을 확인해 본다.
1 윈도우의 시작 메뉴를 열고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 박스에 ‘cmd’라고 입력한다.

여기에 입력

그림 윈도우 시작 메뉴

cmd.exe라는 프로그램이 표시되면 클릭하여 기동한다.

2

선택(기동)

그림 cmd를 검색한 결과
※

윈도우 10에서는 왼쪽 아래의 윈도우 마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검색’을 선택한 후에 검색
창에 ‘cmd’라고 입력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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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여기에 입력

➊ 선택(기동)

그림 윈도우 10에서 검색하는 경우

커맨드 프롬프트는 윈도우에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커맨드 프롬프트를 기동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어 Users 디렉터리 이름에 이어 ‘>’ 기호와 깜빡이는 커서가 표
시된다. 여기서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다.

그림 커맨드 프롬프트 화면

1-2 파이썬 실행 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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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ython --version’이라고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른다. 버전이 표시되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다.

여기에 입력

그림 파이썬의 버전이 표시되었다

맥 OS X의 경우
 파이썬 설치
맥(Mac)에는 파이썬 버전 2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최신 버전 3을 설치해
사용할 것이다.
1 파이썬의 공식 사이트로부터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한다.
https://www.python.org/

➊ 마우스 오버
(마우스 커서만 올리기)

➋ 클릭

그림 맥용 인스톨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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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운로드한

pkg 파일을 열면 인스톨 화면이 열린다.

클릭

그림 맥용 인스톨러 화면

3 설명을 확인한 후에 진행한다.

클릭

그림 맥용 인스톨러 확인 화면

도중에 사용 허가 동의/비동의 선택 화면이 표시된다.

1-2 파이썬 실행 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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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클릭

➋ 클릭

그림 사용 허가 동의/비동의 선택 화면

4 설치 대상 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면 ‘설치’를 클릭한다.

클릭

그림 설치 유형

5 도중에 관리자 패스워드를 질문하면 맥을 켜고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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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이 표시되면 설치가 무사히 완료된 것이다. ‘닫기’를 눌러 종료한다.

클릭

그림 맥용 인스톨러 완료 화면

 동작 확인
설치한 파이썬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맥에 기본으로 설치된 터미널이
라는 애플리케이션이 Finder의 응용프로그램 폴더 안의 유틸리티 폴더 안에 있다.※4 터미널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는데, ‘$’ 기호 오른쪽의 깜빡이는 커서에 키보드로 텍스
트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림 터미널 화면

이 화면에서 ‘python3 --version’이라고 입력한 후

Enter

를 눌러 본다. 앞서 설치한 파이썬 3의 버

전 정보가 표시된다.

※4

발견되지 않으면 화면 오른쪽 위의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Spotlight 검색에서 ‘터미널’을 입력하여 찾는다.

1-2 파이썬 실행 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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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ython --version’이라고 입력하면 Python2.7.10이라고 표시된다. 이것은 맥에 기본으로
설치된 버전 2에 해당한다.

이처럼 python3을 지정하면 Python3이 실행되고, ‘python’이라고만 입력하면 Python2가 실행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둔다. 어떤 파이썬 코드는 버전 2에서만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버전 3에서
는 에러가 발생하여 동작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시스템에 설치된 파이썬의 버전과 라이브러
리에서 지원하는 버전을 잘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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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인터랙티브 셸(interactive shell)에서 한 줄씩 실행하는 방법
2. 텍스트 에디터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저장한 후, 해당 파일을 파이썬 커맨드로 전달하여 실행

하는 방법
3. 파이썬 부속 소프트웨어인 IDL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을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볼 것이다. 이 책 전반에서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셸 위
주로 설명을 진행하지만, 세 방법에 큰 차이점은 없다. 그리고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에
디터가 없다면 이번 절의 끝에서 소개할 아톰(Atom) 에디터를 사용해 보기 바란다.

파이썬 인터랙티브 셸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방법
1-2절에서처럼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 맥에서는 터미널을 열어서 ‘python’이라

고 입력한다. 그러면 몇 줄 정도 출력되고 나서 ‘>>>’라는 기호가 표시된다.

1-3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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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기호 오른쪽에 프로그램을 한 줄씩 적고

Enter

를 누르면 바로 실행된다. 직접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한다.

>>> print('hello world')

‘hello world’가 표시되었다. 인터랙티브 셸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exit()’라고 입력하고
누르거나,

Ctrl

+

z

를 동시에 누르고 나서

Enter

Enter

를

를 누르면 된다. 그러면 좀 전까지 표시되던

‘>>>’가 없어지고, 인터랙티브 셸을 기동하기 전의 콘솔 상태로 돌아간다.

파이썬 명령어에 프로그램 파일을 전달하여 실행하는 방법
아톰 등의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방금 전에 인터랙티브 셸에서 입력한 것과 동일한 코드
를 입력한다. 그리고 ‘hello.py’라는 이름으로 저장한다.
hello.py
print('hello world')

※

윈도우 환경에서 텍스트 파일을 저장할 때는 문자 코드를 UTF-8으로 선택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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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문자 코드는 UTF-8으로 저장

hello.py라는 파일로 저장했으면 콘솔(윈도우의 경우 커맨드 프롬프트, 맥은 터미널)을 연다.※5 콘

솔 화면에서 윈도우의 경우 ‘python’, 맥의 경우 ‘python3’을 입력하고 나서 hello.py를 드래그
앤드 드롭하면 hello.py의 경로가 표시된다. 그리고

Enter

를 누르면 실행된다. ‘hello world’

라고 표시되면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5

콘솔을 여는 방법은 14쪽의 ‘동작의 확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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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을 이용하는 방법
IDLE(아이들)은 파이썬 언어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개발 환경 애플리케이션이다. 콘솔(커맨드
프롬프트/터미널)상에서 인터랙티브 셸을 실행하는 것처럼 IDLE상에서도 인터랙티브 셸을 실

행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파이썬 파일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도 있다. IDLE을 사용하여 파
이썬 파일을 작성하면 문법에 맞게 글자색이 표시되어 편리하다. 이 기능은 문법 강조(syntax
highlight)라고 불리며,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읽을 때 가독성이 좋아지고 철자가 틀렸을 경우

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IDLE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소개하는 tkinter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파이썬
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맥의 경우 tkinter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IDLE이 정상적으로 동작하
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부록 2 ‘트러블슈팅 2: 맥에서 한글 입력에 실패하는 경우’  p.292

 윈도우의 경우
1 커맨드 프롬프트를 실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 및 파일 검

색’ 창에 ‘IDLE’이라고 입력하여 검색한다.

클릭

그림 IDLE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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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개가 검색될 경우 최신 버전을 선택하여 ‘IDLE’을 클릭한다.

그림 기동 직후의 IDLE

 맥의 경우
1

Finder를 열어서 화면 왼쪽의 즐겨찾기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에 응
용프로그램 목록이 표시된다. 여기서 Python 3.6 폴더를 찾아서 열도록 한다.

※

폴더명은 버전에 따라 다르다.

➊ 클릭

➋ 클릭

그림 애플리케이션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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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ython 3.6 폴더 안에 있는 ‘IDLE’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한다.

더블 클릭

그림 Python 3.6

그림 기동 직후의 IDLE

맥의 화면 오른쪽 위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Spotlight 창에서 ‘IDLE’이라고 입
력하여 검색할 수도 있다.

➋ 입력

그림 Spotlight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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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클릭

 한 줄씩 실행하는 방법
IDLE을 실행하면 인터랙티브 셸이 함께 실행된다. 콘솔에서 실행시킨 인터랙티브 셸과 같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 줄씩 입력하여 실행할 수 있다.

 파일을 작성하여 실행하는 방법
IDLE의 메뉴 바에 있는 ‘File’에서 ‘NewFile’을 선택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화
면이 신규 생성된다. 여기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저장하고, 메뉴 바에 있는 ‘Run’에서
‘Run Module’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다.

웹의 개발 환경
지금까지 내 컴퓨터상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기술했는데, 최근에는 브
라우저(Chrome, Firefox, Internet Explorer 등)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즉,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아도 브라우저만 있으면 파이썬을 돌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웹 서비스의 특성상 운영 측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정지될 수도 있다.

 codepad
[Language:]에 ‘Python’을 선택하고, 표시된 텍스트 박스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Submit’ 버튼

을 누르면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파이썬의 버전이 2.5로 다소 오래된 버전임을 유
념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http://codepad.org

 paiza.io
파이썬을 비롯하여 루비(Ruby), PHP 등 24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https://paiz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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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able
페이지의 디자인이 이쁘다.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웹 프레임워크(web framework, 애플리케
이션을 쉽게 만들기 위한 도구)를 돌려볼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http://code.runnable.com

 파이썬 공식 사이트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도 간단한 실행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 다소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
는데 홈페이지의 가운데 근처에 있는 노란색 버튼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파이썬을 실행
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된다.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파이썬 인터랙티브 셸의 기능을 강화한

IPython이라 불리는 실행 환경이 기동된다. 인터랙티브 셸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https://www.python.org

클릭

그림 파이썬 공식 사이트의 터미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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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 에디터 설치
윈도우나 맥에는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 에디터(윈도우에는 메모장, 맥에는 텍스트에디
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되지만, 문자 코드나 파일

형식에 따라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하기 쉽고 기능이 풍부한 아톰
(Atom) 에디터를 소개하겠다.
아톰은 깃허브(GitHub)가 만들어 공개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에디터다. Package(패키지)라
불리는 다양한 확장 기능을 설치해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가능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프
로그램뿐 아니라 메모를 쓰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톰
https://atom.io/

클릭

위 링크에 접속하여 ‘Download’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한다.
※

윈도우의 경우 ‘Download Windows Installer’ 버튼을 클릭하고, 맥의 경우에는 ‘Download for Mac’ 버튼을 클
릭한다.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운영체제 환경을 파악하니 고민할 것 없이 다운로드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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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의 경우
1 인스톨러를 실행한다. 이때 보안 관련 다이얼로그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확인 후 계속 진

행한다.
2 인스톨러가 실행되면 애니메이션이 표시되는데, 잠시 기다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

면서 설치가 완료된다.

 맥의 경우
1

atom-mac.zip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푼다.

2 압축이 풀리면

Atom.app을 Application 폴더로 이동시켜 실행한다.

아톰 사용법(기본편)
 입력
아톰을 처음 실행하면 오른쪽에 Welcome 가이드가 표시되고, 상단은 탭 형식으로 되어 있다.
먼저, Welcome 가이드 탭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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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클릭하여 닫고, 왼쪽의 [untitled] 탭 밑에 파이썬 코드를 입력

 저장
파이썬 파일로 저장할 때는 파일명 끝에 .py로 확장자를 지정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만약
간단히 메모를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txt로 저장한다.

아톰 사용법(응용편)
아톰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의 확장성이다. 전 세계의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편리한 기능(패
키지)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minimap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minimap 패키지 설치
윈도우에서는 화면 상단의 File 메뉴에서 ‘Settings’를, 맥에서는 아톰 메뉴에서 ‘Preferences’를
선택하면 설정 화면인 Settings가 나타난다. 이 페이지의 왼쪽 메뉴에서 ‘+ Install’ 항목을 선택
하면 다음 화면처럼 Install Packages라는 화면이 나타난다. 검색창에 ‘minimap’이라고 입력하
여 패키지를 검색한 후 ‘Install’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에디터 화면 오른
쪽에 minimap이 보인다.

그림 minimap 패키지

또한, 지금부터 파이썬을 공부해 나갈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패키지로 autocomplete-

python이 있다. 위에서 minimap을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색해서 설치한다. 이 패키지를
설치함으로써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동완성 기능이 동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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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동완성 기능

이 외에도 아톰 에디터의 테마를 바꾸거나 편리한 기능을 더해 주는 패키지가 잔뜩 있다. 본인
만의 에디터 툴이 되도록 커스터마이징해 본다.

첫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제 인터랙티브 셸을 사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려 보자.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프롬프트, 맥에서는 터미널을 연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한 줄씩 입력하고 ‘ ( Enter )’를 입력한
다. 파이썬의 버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버전 3으로 실습을 진행한다.
입력할 내용
(유저 폴더명) > python
맥에서는 python3
(버전 등의 정보가 표시됨)
>>>import calendar
>>>print(calendar.month(2015,5))

출력 결과
May 2015
Mo Tu We Th Fr
1
4 5 6 7 8
11 12 13 14 15
18 19 20 21 22
25 26 27 28 29

32

Sa
2
9
16
23
30

Su
3
10
17
2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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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는 철자를 틀리기 쉬우니 주의하여 입력한다. 조금이라도 잘못 입력하면 SyntaxError
가 표시된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는 ^로 표시되므로 참고하여 수정한다.
▶ 괄호를 한 개 더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 print(calendar.month(2015,5)))
File "<stdin>", line 1
print(calendar.month(2015,5)))
^

인터랙티브 셸에서 키보드의

↑잘못된 부분을 표시해 줌

키를 누르면 조금 전에 입력한 코드가 다시 나타난다. 전에 입

력한 코드를 다시 활용할 때 편리하다. 불과 세 줄로 캘린더를 출력하였다. 첫 번째 줄은 파이
썬의 인터랙티브 셸을 기동한 것이므로 프로그램 자체는 두 번째 줄부터다.
먼저, import calendar를 통해 파이썬의 캘린더와 관련된 기능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다음
줄에서 캘린더를 월 단위로 표시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2015년 5월의 캘린더를 표시하였다.
여기서 숫자를 바꿔 calendar.month(2015,6)이라고 하면 2015년 6월의 캘린더가 표시되고,
calendar.month(2014,7)이라고 하면 2014년 7월의 캘린더가 표시된다.

 콘솔 리셋
콘솔에서는

Ctrl

+

c

(복사)나

Ctrl

+

v

(붙여넣기)를 사용할 수 없다. 콘솔에서

Ctrl

+

c

를누

르면 현재 처리를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 의도치 않은 처리를 끊어야 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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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의 구성 요소
 콘솔
이 책에서는 주로 콘솔(커맨드 프롬프트, 터미널)을 사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노란
색 뱀이 왼쪽 위에 있는 테두리는 콘솔 화면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제로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입력해야 하는 문자는 핑크색, 이미 실행
한 문자는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즉,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미 입력했다면 재차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 import tkinter as tk
>>> base = tk.Tk()
>>> radio_value = tk.IntVar()

각 줄의 앞부분에 ‘>>>’라고 표시된 부분은 인터랙티브 셸을 사용했음을 뜻한다. 인터랙티브
셸에서는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고

Enter

를 눌러서 실행한다. 이 책에서

는

Enter

를 뜻한다.

또한, 예제 중에 한 줄이 매우 긴 경우 지면 관계상 두 줄로 표시한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을
실습할 때 교재에서 다음 줄에 있다고
런 경우에는 줄 끝에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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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Enter

를 누르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이

는 를 표시한 곳에서만 누른다고 기억해 두면 된다.

 설명을 위한 프로그램
하늘색 배경 안에 파이썬 코드가 쓰인 부분이 있다.
for count in range(3):

이 부분은 설명을 위한 코드다. 입력해야 될 전체 코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하도록 한다.

 텍스트
콘솔상에서 한 줄씩 실행하는 방법 말고도 텍스트 파일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그 파
일을 실행할 수도 있다.
get_weather1.py

import requests
api_url = 'http://weather.livedoor.com/forecast/webservice/json/v1';
payload={"city":"130010"}
weather_data = requests.get(api_url, params=payload).json()
print(weather_data['forecasts'][0]['dateLabel'] + '의 날씨는 ' + weather_
data['forecasts'][0]['telop'])

초록색 뱀이 왼쪽 위에 있는 테두리는 텍스트 파일을 뜻한다. 에디터를 열어서 텍스트를 작성
하여 저장한다. 오른쪽 위의

get_weather1.py는 파일 이름에 해당한다.

 서식
파이썬의 문법은 서식으로 정리하였다. 수학 공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서식

class 클래스 이름:
tab 변수의 정의
tab 함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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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파일 다루는 법(윈도우의 경우)
파이썬 파일을 저장할 때는 확장자 이름을 잘 지정하여 저장한다. 확장자는 파일 이름 말미에
점(.) 이후에 나타나는 파일 형식을 뜻하는 문자열이다. 시스템에서는 이 확장자를 기반으로
어떤 타입의 파일인지 판단한다. 파이썬 파일은 .py라는 확장자를 사용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파이썬 파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림 파이썬 파일

혹시 본인의 컴퓨터에서 확장자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확장자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1 키보드의 윈도우 키(윈도우 마크)와 E 를 눌러 익스플로러 창을 연다.
2

Alt

를 누르면 메뉴바가 나타난다.

3 메뉴바에서 ‘도구

폴더 옵션’을 선택한다.

➊ 클릭

➋ 클릭

그림 ‘도구’에서 ‘폴더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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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폴더 옵션’의 ‘보기’ 탭을 클릭한다. 화면 아래의 ‘고급 설정’ 목록에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를 찾아서 체크를 해제한다.

➊ 체크 해제

➋ 클릭

그림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를 찾아서 체크 해제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경우가 많은데, 파이썬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파이썬 코드
가 실행되고 만다.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다시 편집하고 싶은 경우에는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
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연결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다이얼로그
가 표시되면 원하는 에디터를 선택한다.

➊ 마우스 우클릭
➌ 선택(Atom의 경우)

➋ 클릭

그림 마우스 우클릭으로 연결 프로그램 선택

1-4 이 책을 읽는 방법

37

파이썬 파일 다루는 법(맥의 경우)
맥에 표준으로 설치된 텍스트 에디터로 파이썬 파일을 편집하려고 하면 파일 형식 문제로 에러
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깃허브(GitHub)가 개발한 에디터인 아톰을 추천한다(  p.29).
파이썬 파일의 확장자는 .py이다. 혹시 파일의 확장자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환경설정’에서 설
정을 바꿔 준다.
1 바탕화면을 클릭하여 왼쪽 위의 메뉴바에 ‘Finder’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
2 메뉴바의 ‘Finder’를 클릭하여 ‘환경설정’을 클릭

➊ 클릭
클릭

3 ‘고급’ 탭을 선택하여 ‘모든 파일 확장자 보기’를 체크

➊ 클릭

➋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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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의 코딩 규약 PEP8
파이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언어별로 코딩 규약이라 불리는 규칙이 있다. 코딩 규
약이란,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자’는 규칙의 모음이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럿이 함께
개발할 때는 코딩 규약에 따름으로써 코드가 통일감을 가지게 되어 읽기 쉬운 프로그램이 된다. 회사별로
독자적인 코딩 규약을 만들어 따르기도 한다.

PEP는 Python Enhancement Proposals의 약어로, 의역하면 파이썬을 보다 좋게 하는 제안집이다. 특히,
PEP8 ‘Style Guide for Python Code’의 파이썬 코딩 규약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PEP8
https://www.python.org/dev/peps/pep-0008/

PEP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PEP20의 The Zen of Python이다. 여기서 Zen이라는 것은 불교의 선(禪)
을 의미한다. The Zen of Python이란, 파이썬의 선(禪), 파이썬의 마음,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전 세계의 파
이썬 프로그래머에게 알려져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선(禪)은 언뜻 보아 가장 거리가 먼 개념인 것 같은
데 함께 묶여 있어 재미있다. 실은, 이 The Zen of Python의 내용이 파이썬에 포함되어 있다. 인터랙티브
셸을 기동하고, ‘import this’라고 입력하면 내용이 출력된다.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한다.

>>> import this
The Zen of Python, by Time Peters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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