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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

이 책은 파이썬 3.7.x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제 코드는 제이펍의 깃허브(https://github.com/Jpub/pycodinglec)나 지은이의 카페(cafe.naver.com/pycodinglec)에서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은이 혹은 출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 cafe.naver.com/pycodinglec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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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이 책은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컴퓨팅 사고를 익히는 부분을 놓치
지 않고 있습니다. 코드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책이 아니라 컴퓨팅 사고를 자연스
럽게 익히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파이썬을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
으면서 약간 저 자신의 집필 의욕이 꺾일 만큼 제가 고민하고 교육하고 싶었던 내용을 저자분이
놓치지 않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고 싶은 학생부터 자녀의 컴퓨팅 사고 교육
을 위한 고민을 하는 부모님까지, 이 책으로 한 걸음 더 목표에 가까워지리라 확신합니다.
― 배프, 《배프의 오지랖 파이썬 웹프로그래밍》 저자, 패스트캠퍼스 파이썬 강사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코딩을 도구로써 이용해야 할 필요
성이 생겼다. 그렇다면 코딩을 어떤 언어로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파이썬은 세계
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자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시중에
는 파이썬 교재가 넘쳐나고 있다. 전문가가 쓴 책들은 자칫 비전공자나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
에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책은 비전공자를 교육해 본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처음 시작하는 독자에게 맞춤인 책이다.
― 안성진,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무언가를 새롭게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
이 아니라, ‘왜 하는 거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에게
코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닌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준다. 올바른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기반으로 코딩을 시작하고 싶은 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윤기태, 패스트캠퍼스 강사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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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은 ‘컴퓨터를 배우는 일일까요?’ 아니면 ‘논리를 배우는 일일까
요?’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는 저로서는 후자의 답을 고르겠습니다. 왜 이
답을 골랐는지는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파이썬은 지금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
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배우지 않은 것은 쓸
수 없다”고 말하는 저자가 쓴 이 책이 여러분에게 정말 컴퓨터가 즐거운 것이란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리라 기대합니다. 추천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을 거예요.
― 이지호, 《Flask 기반의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저자
단순히 파이썬 입문서나 코딩 입문서라고 부르기엔 기존 책들과 다른 책이다. 첫 장인 ‘용어
부터 알고 가자’를 보면 이 책이 지향하는 바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정확히 정의하고 풀어 설명한다. 이처럼 용어를 민감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꼭
설명한다. 덕분에 코딩 입문자도 막힘 없이 따라갈 수 있다. 게다가 알고리즘까지 설명하니,
이 책을 모두 읽으면 코딩 초보를 졸업했다고 할 수 있겠다.
― 이태화, 《일 잘하는 평사원의 업무 자동화》 저자

개발과 교육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도 이 책의 꼼꼼함과 자세한 설명에 깜짝 놀랐습니다. 입
문자가 알아야 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이 책에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파이썬다운 프로그램 작성법, 함수와 객체 사용법, 디버깅 방법, 컴퓨터
적 사고방식까지 함께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제와 유제를 머리를 싸매며 직접 풀
어 본다면 책을 덮는 순간 한층 더 레벨업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정호영, 코드스쿼드 강사

x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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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일부 의무화되었다. 비록 고등학교 과정은
선택 과목으로 남았지만, 취업이나 창업 때까지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까?
언론사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적 실업을 연일 경고한다. 매일 보던 패스트푸
드점 직원이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은행 창구 직원이 줄어드는 반면 ATM은 늘어난다. 이러
한 사회 변화를 직시하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사실상 의무화되었다. 이제는 학생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과목을 익히는 것
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 학생의 처지를 이해하는 선생님들은 프로그래밍을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소개한다.
학생들도 흥미를 느끼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는 컴퓨팅 사고 교육에만 전념하
는 블록 코딩 단계, 예컨대 중학교 교육과정의 ‘스크래치’나 ‘엔트리’에서 끝난다.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되어 텍스트 코딩에 접어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처 마음의 준
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친절한 에러 메시지에 주눅이 든 채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수
학을 떠올리게 만드는 함수와 알고리즘을 마주하고 좌절한다.
그러나 이는 학생 탓이 아니다. 배우는 사람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줄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서점에 가보면 프로그래밍 입문서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순서로 가
르쳐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책은 한 손에 꼽는다. 예비 개발자가 아닌 독
자까지 고려한 책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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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책이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몰라
도 일단 넘어가는’ 관행 등 기존의 프로그래밍 입문 서적이 가진 불친절함을 답습하지 않도록
힘썼다. 혹여 정보 교과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이 이 책을 펼치더라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각종 시험을 정복하는 동시에,
격변의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되리라 확신한다.

감사의 글
이 책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부족한 기억력으로나마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한 감수로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권정인 교수님, 콘텐츠를 통한 가치 전달을 지도해
주신 안성진 교수님, 수학에 관한 서술이 엇나가지 않도록 내용을 검토하고 조언해 준 류현규
선배님, 신선한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샘솟게 해준 양현석, 글쓰기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늘 첫
독자가 되어준 김기범, 글에 대한 직감과 한결같은 응원으로 용기를 준 조아라, 투고와 출간
에 관한 지식을 나눠준 한종석.
원고를 좋게 봐주시고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애쓰신 제이펍 출판사 장성두 대표님과 저자
보다도 불타는 열정으로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주신 이슬 과장님, 본문 디자인 및 조판을 담
당해 주신 성은경 디자이너님, 베타리딩으로 책의 완성도를 높여준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
서 힘써주신 제이펍 출판사의 모든 분.
그리고 늘 믿고 격려하며 기다려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누나.
마지막으로, 제가 저자일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어주신 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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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목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터득해야 할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
어 기초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 레벨 1: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고 첫 프로그램을 만든다.
• 레벨 2: 파이썬의 기초 문법을 배우고 익힌다.
• 레벨 3: 컴퓨팅 사고와 알고리즘의 의미를 알아보고, 레벨 2에서 오해했던 문법적 요소
를 바르게 이해하며, 심화된 문법과 디버깅을 학습한다.

• 레벨 4: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공통된 원리를 살핀다.
• 레벨 5: 타인의 코드를 이용해 프로그래밍할 때의 느낌을 실감하고, 패스워드 크래킹
을 통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책의 사용법
1. 암기는 시험을 볼 때만 한다
단언컨대, 정보 홍수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암기 능력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이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거리낌 없이 앞으로 돌아가 전에 다뤘던 내용
을 다시 확인하면 된다.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무언가를 암기하는 행위는
불필요하다.
현업 프로그래머는 과거에 자신이 썼던 프로그램 코드나 타인이 공개한 코드를 재활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게다가 대개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프로그래밍한다. 결론적으로 프로
그래머들은 어떤 것도 억지로 외우지 않는다. 찾아서 쓰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프로
그래밍 시험은 오픈북 형태로 치를 때 가장 이상적이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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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선생님께 오픈북 시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시험의 공정성이나 신뢰
성 등 교실에는 무수한 제약과 돌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암기를
요구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외우더라도 왜 그 내용
을 외우도록 요구했을지 의문을 가져보자.

2. 순서대로 차분하게 읽되 문제가 안 풀린다고 좌절하지 않는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리에 따라 치밀하게 구성되었다. 설명부를 읽으면 예제를
파악할 수 있고, 예제를 알면 유제를 풀 수 있도록 내용을 배치하였다. 앞에서 제시했던 것을
뒤에서 다시 다룸으로써 이해를 심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읽는 순서가 이해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독자들이 첫 장부터 차분하게 읽어나가길 바란다.
다만, ‘어떤 문제든 답을 보지 않고 풀어서 맞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이는 완벽
주의의 함정이며, 초심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때로는 에러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접근
방법조차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예시 답안을 확인해도 괜찮다. 다만, 프로그
램 코드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직접 실행해 본 후 학습 포인트까지 확실히 읽고 넘어
가자.

3. 나에게 적합한지 확인한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에 처음 입문하는 학습자가 기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
서 다음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장한다.

• 컴퓨터를 전공하진 않지만 급변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대학생
• 정보 교과서의 내용을 예・복습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고등학생
• 관련 학과 소속으로 학부 과정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을 더 잘 이해하려는 대학생
• 필요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급하게 배워 사용해야 하는 직장인
• 반복되는 사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고 싶은 사업자
• 블록 코딩을 배운 후 텍스트 코딩으로 나아가고 싶은 중학생
• 이외의 이유로 프로그램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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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요소
이 책의 설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참고 요소들을 곳곳에 활용했다.

1. 예제
본문의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예제를 제공한다.

2. 학습 포인트
예제 또는 유제에서 꼭 얻어갈 지식들을 정리하였다.
예제 2-1

문자열출력.py

다음은 애국가의 일부를 print() 명령어로 출력하는 코드다. IDLE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코드
의 실행 결과를 예측하여 서술하라. 그리고 그 결과가 예상과 같은지 확인하라.
print("'동해물과'",
print("마르고 닳도록")

'"백두산이"')

답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학습 포인트

문자열은 큰따옴표(") 또는 작은따옴표(')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다. 큰따옴표로 시작했다면 큰
따옴표로 끝내야 하고, 작은따옴표로 시작했다면 작은따옴표로 끝나야 한다. 컴퓨터는 이 규칙
에 따라 문자열을 받아들이므로 큰따옴표로 시작했을 때 그다음에 나오는 작은따옴표는 표현
대상 문자일 뿐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3. 유제
본문과 예제의 학습 포인트를 이해했다면 풀어볼 수 있는 문제를 따로 제공하여 본문에서 다
룬 내용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했다.
유제 2-9

모니터.py

모니터를 생산하는 백운전자는 출고한 모니터의 일곱 자리 일련번호를 다음과 같이 리스트에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
serial_numbers = [1111555, 2223322, 2521249, 8504037]

지금까지 출고된 모니터는 위와 같이 네 대뿐이라고 가정하자. 고객대응 부서에서는 A/S를 접수
하기 전에 접수된 모니터가 정상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해당 부서 직
원으로부터 모니터의 일곱 자리 일련번호를 입력받아, 출고된 모니터의 일련번호와 같으면 ‘정상’
이라고 출력하고, 같지 않으면 ‘비정상’이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모니터 일련번호가 맞는 경우

모니터 일련번호가 아닌 경우

모니터 일련번호: 1111555
정상

모니터 일련번호: 4531843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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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제 해설
유제의 정답과 학습 포인트를 별도로 정리하여 제공한다. 또한, 코딩에는 한 가지 답안만 존
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답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5. NOTE
본문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이 책의 범위에는 들지 않지만 파이썬의 주요 내
용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다.

NOTE

셸(shell)과 프롬프트(prompt)는 파이썬 IDLE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다. 셸은 ‘명령어를 입력받고 해석
하여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도구’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프
롬프트는 ‘셸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여주는 문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다.

6. FAQ
이 책을 공부하다가 생길 수 있는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실었다.

FAQ

셸과 에디터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
더 좋은 것은 없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셸과 에디
터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셸은 한 줄씩 즉시 실행되므로 여러 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코드를 따로 저장할 수
없다. 셸 창의 [File]-[Save]를 통해 작성한 코드와 실행 결과를 함께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사
용하지 않는다.
에디터는 여러 줄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지만, 계산 결과를 바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작
성한 코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즉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에디터와 셸 모두를 띄워놓고, 에디터를 이용해 코드를 편집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는
셸을 이용하면 적절하다. 이 책은 셸을 이용할 때 ‘>>>’ 표시를 이용할 것이다. 이는 파이썬 셸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릴 때 띄우는 신호이며, 프롬프트(prompt)라고 부른다.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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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딩 영어
이 책을 읽거나 파이썬을 배울 때 알면 좋을 영어 단어나 문장의 뜻을 실었다.
코딩
영어

‘index’는 ‘가리킴’이란 뜻으로, 무언가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집게손가락(검지)을 영어로 ‘index

finger’라고 한다. ‘indexing’은 인덱스를 통해 변수의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slice’는 ‘잘린 조각’이란 뜻으로, 변수의 일부를 나타낸다. ‘slicing’은 인덱스를 통해 변수의 일부 구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에러 메시지
이 책의 내용을 직접 실행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에러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실었다.
에러 메시지
TypeError: unsupported operand type(s) for -: 'str' and 'str'
자료형과 관련된 오류

연산자 –는 지원하지 않는다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에서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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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찬석(LG전자)
파이썬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법부터 이를 활용한 예제까지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이 잘 갖춰져 있는 책입니다.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중간중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과 팁들은 기본을 다지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기범(JDA(SCM consulting firm))
컨설턴트로서 느낀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바로 개발자(고객, 자사 포함)와의 대화입니다. 그동안
화성에서 온 듯한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사실은 컴퓨팅 사고를 가진 훌륭
한 집단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컴퓨터가 활용되는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 이
책과 함께 컴퓨팅 사고를 길러 한발 앞서 나가는 인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양현석(LG CNS)
다른 IT 서적은 단어부터 초보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이 책은 단어 선택부터 진행되는
흐름, 준비된 문제까지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을 위해 쓴 기색이 엿보입니다. 처음부
터 한 단계씩 밟아 가다 보면 어느새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재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호경(kt ds)
기본부터 중・고급 내용까지 ‘잘’ 다룬 책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기본부터 중・고급
내용까지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파이썬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기본기부터
다시 한번 탄탄히 쌓으면서 컴퓨팅 사고력 능력을 키우고 싶은 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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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지부터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까지
몸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숨어 있는 유쾌한 비유들로 까다로운 개념에 좀
더 쉽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정보 시험을 대비하는 독자들과 알고리즘 공부를 파이썬으로
시작하고 싶은 독자 모두에게 적절한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욱재(서울시립대학교)
흥미를 위한 입문서로 보기에는 다소 많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코딩 교육을 위한 책이라 그런지 파이썬 스타일의 책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분이 충분히 좋은 책인 듯합니다.

한홍근
프로그래밍에 입문하고자 하는 독자에 눈높이를 맞춘 프로그래밍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생소한 용어와 그에 대한 설명을 나열하는 형태가 아니라, 배경을 설명하고 그 용어가 나오
게 된 이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책 전체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
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여러분이 공부한 지식으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라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래밍 입문서를 공부하며 어려움을 느꼈던 분께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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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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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01

있어 보이는 계산기 사용자

0과 1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단순히 크기 1만큼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거짓
과 참’ 또는 ‘없음과 있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첫 장을 펼친 우리는 0에서 1이 되었다. 시작은 모든 것의 씨앗이자 신호탄이다. 지금의 초심
을 기억하자. 그리고 작심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3일이 지나기 전에 레벨 2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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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어부터 알고 가자

1.1.1 프로그래밍 vs 코딩
예전에는 프로그래밍(programming)이라는 단어가 코딩(coding)이라는 단어보다 더 일반적이
었다. 그런데 정보 교과 교육의 의무화가 결정되면서 ‘프로그래밍 교육’보다는 ‘코딩 교육’이
라는 단어가 더 자주 보이게 되었다. 길이도 더 짧고 발음도 더 쉬워서 빠른 대체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프로그래밍과 코딩은 서로 다른 단어다. 프로그래밍은 ‘program +

ing’, 코딩은 ‘code + ing’이다. 즉,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 코딩은 ‘코드를 만
드는 행위’다.
프로그래밍

요구 분석

기획・설계

코드 작성

테스트

출시

코딩

프로그래밍과 코딩

코드는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한 후에 작성하므로 사실 코딩은 프로그래밍의 여러 단계 중 하
나일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의무화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코드를 만드는 능력이 아
니라, 기획∙설계 단계에서 더 필요한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다. 따라서 엄밀히 말
하자면 ‘코딩 교육 의무화’라는 단어는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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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코딩’의 의미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코딩과 프로그래밍은 엄연히 다르다. 혼동하지

E

않도록 주의하자.

V
E
L

1.1.2 컴퓨팅 사고

0
1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 생각하는 방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Everybody in this countr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 computer,
because it teaches you how to think).” 이는 애플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자 CEO였던 잡스가

남긴 말이다. 굉장히 멋진 말이고, 프로그래밍 교육의 핵심을 꿰뚫는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이라면 다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방법(how to think)’이라는 단어다. 스티브 잡스는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생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잡스
가 말한 ‘생각하는 방법’이란 컴퓨팅 사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컴퓨팅 사고란 무엇일까?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고 넘어가면 충분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해결 방법을 설계한 뒤,
컴퓨터에게 명령하여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련의 생각

1.1.3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따라서 컴퓨터에게 명령하여 인간이 요구하는 동작
을 수행시키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명령을 표현해야 한다. 이때 컴퓨터가 알
아들을 수 있는 말을 일컬어 ‘기계어’라고 한다. 그런데 0과 1로 이루어진 이 기계어는 인간이
쓰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래서 학자들이 번역기를 만들었다. 덕분에 기계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컴퓨터 입장에서 친숙한
인간의 언어로 사람이 명령하면, 번역기가 그 말을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변환해준다. 이

때 컴퓨터 입장에서 친숙한 인간의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비유를 들자면, 한국어를 모르는 영어권 출신 비서에게 일
을 시키기 위하여 내가 영어를 배우는 꼴이기 때문이다.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
은 이 비서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한 나머지 해고하기는 싫어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영어를 배

1.1 용어부터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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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비서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
금 이 순간에도 컴퓨터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려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언어 능력을 갖추는 수준에 이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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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왜 하필 파이썬인가?

사람들의 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양하다. 지리적 요인에 의해 나눠진
사람의 말과 달리, 프로그래밍 언어는 목적에 따라 분화되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프로
그래밍 언어들이 있지만, 이 책은 파이썬(Python)을 다루기로 한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
하는 언어가 파이썬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1.2.1 적용 가능한 분야가 넓다
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 예컨대 웹에 특화된 JavaScript나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SQL 등은 입문자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특정 분야에서는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 분야 외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워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스크래치(Scratch)와 엔트리(Entry)는 교육 목적 언어다.
그래서 쉽고, 교육 효과가 좋다. 하지만 이들을 이용해 복잡하거나 고급화된 작업을 수행하
기는 어렵다.
파이썬은 활용 범위가 무척 넓은 언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보다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묻는 게 더 빠르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제작, 웹 사이트 제
작, 심지어 최근 이슈화된 인공지능 구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은 비전공자는 파이썬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1.2 왜 하필 파이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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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인기 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
서 공부하기도 힘들다. 이 때문에 프로그래밍 입문 단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언어의 학습을
권장한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파이썬은 수십 개의 언어를 제치고 현재 3위에 올라 있다.1 해외는 물
론이고 국내 자료도 많은 편이다.

1.2.3 학습이 쉽다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교육 목적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프로그
래밍에 갓 입문한 사람이 C나 Java라는 언어를 배울 때, 강의자가 무슨 수를 써도 만족스럽
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초반에 등장한다. 수학에 비유하자면 초등학생이 도형의 부피 구
하기를 배우는 데 적분기호(∫)가 등장하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 뒷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반
부를 꼭 알아야 한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알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외워서 넘
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는 학습자에게 찜찜함을 남긴다. 파이썬은 이러한 불상사가 벌어지
지 않는다. 게다가 문법도 간결해서 배우기 쉽다.

1.2.4 고등학교 정보 교과 교육과정에 채택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현재 파이썬 하나뿐이다.
그래서 최근 프로그래밍 입문 교육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하는 추세다.
고등학교 교과서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총 8종의 2015 개정 정보 교과서 중에서

6종이 파이썬을 채택하였다. 나머지 2종은 C 언어를 채택하였는데, 과거 프로그래밍 입문자
교육에 대개 C 언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 TIOBE Index for January 2019. (2019). https://www.tiobe.com/tiob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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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치와 실행 그리고 첫 프로그램

1.3.1 설치
파이썬 설치는 게임 설치보다 쉽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그
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설치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유튜브 동영상이나 온라인 자료를 검색하
기 바란다. 설치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는 인터넷에 너무도 많다.
여기서는 Microsoft Windows 10(이하 윈도우) 사용자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인터넷 브라우저
는 Microsoft Edge 또는 Google Chrome 등 무엇을 사용해도 괜찮다.
1. 웹 브라우저에서 https://www.python.org/에 접속한다.
2. Downloads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Download for Windows’라는 글자 아래에 ‘Python

3.7.2’ 버튼을 클릭한다. (3.7.2는 2019년 1월 8일 기준 버전이며, 이후 숫자가 커질 수 있다.) 인터
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다면 Downloads 탭을 클릭하여 ‘Download the latest version for

Windows’라는 글자 아래에 있는 ‘Download Python 3.7.2’를 클릭한다.
3.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한 후 아래쪽에 있는 ‘Add Python 3.7 to PATH’에 체크하고 ‘Install

Now’ 버튼을 클릭한다.

FAQ

실수로 ‘Add Python 3.7 to PATH’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설치 파일을 다시 실행하여 Uninstall을 눌러 삭제한 뒤 재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해도 당장은 괜찮다. 그러나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설치를 권한다.

1.3 설치와 실행 그리고 첫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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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실행
키보드에서

(대개 키보드의 왼쪽 아래 Ctrl키와 Alt키 사이에 있다)를 눌러 키보드로 python을

직접 입력하거나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알파벳 P를 찾아 Python 3.7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보일 것이다.

IDLE
Python 3.7
Python 3.7 Manuals
Python 3.7 Module Docs
Manuals와 Module Docs는 영어로 된 파이썬 설명서다.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Python
3.7을 클릭하면 까만 화면에 하얀색 글씨가 보일 것이다. 이 창은 저장과 불러오기가 어려워
이 책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즉, 이 책에서 사용하는 것은 IDLE뿐이다.

코딩
영어

입문 수준을 넘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어 또한 일정 수준에 도달해
야 한다. 영어 사용자가 한국어 사용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양질의 자료나 최신 정보들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how to make website with python’으로 검색한 결과가 ‘파이
썬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검색한 결과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 영어 실력 향상은 이 책의 범위 밖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영어에 익숙지 못한 학습자를 고려하
기로 한다. 중요한 영어 단어나 문장은 해석을 제공할 것이다. 정확한 해석보다는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IDLE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을 볼 수 있다.

IDLE 실행 화면

메뉴가 많고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첫 실행 기념으로 아무거나 입력
해보자. 한국어나 영어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빨간색으로 에러 메시지를 띄울 것이다.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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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는 숫자를 입력해서 계산을 시켜보자. 이번에는 반응이 조금 다

E

를 것이다.

V
E
L
0
1

IDLE을 통한 여러 가지 시도

이처럼 파이썬은 기본적인 계산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
칙연산 같은 것뿐이지만, 자유롭게 입력하며 하나씩 실험해보자. ‘얼마나 큰 숫자를 넣어야
파이썬이 계산을 포기할까?’ 같은 의문을 해소해보는 것도 좋다.
에러 메시지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다.
ZeroDivisionError: division by zero

0으로 나눈 오류: 숫자를 0으로 나누려 들었음

지금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연산자는 다음과 같다. IDLE에서 직접 테스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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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산술연산자

산술연산자

FAQ

기능

예시

결과

+

덧셈

1+2

3

-

뺄셈

2-8

-6

*

곱셈

4*9

36

/

나눗셈

7/3

2.3333333333333335

//

나눗셈의 몫

7//3

2

%

나눗셈의 나머지

7%3

1

**

제곱

8**2

64

곱셈이 왜 *인가? × 아닌가?
만약 곱셈을 ×로 표기하면 영어 소문자 x와 구분하지 못하여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에
서 표현되는 모든 곱셈 연산은 *를 사용한다. 키보드 오른쪽 숫자 패드를 보면 +, -, *, /라고 표시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영어로 애스터리스크(asterisk)라고 하거나 우리말로 ‘별표’라고 읽는다.

화면을 다시 살펴보자. 사용자가 엔터를 한 번 칠 때마다 그 결과를 일일이 반환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하나씩 해석하여 실행하는 언어를 인터프리터 언어
(interpreter language)라고 하며, 그 해석기를 인터프리터라고 부른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파이썬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해석기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다. 이때,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 도구는 통합 개발 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라 부른다.
파이썬의 해석기와 함께 설치된 IDLE(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은 여
러 종류의 IDE 중 하나다.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기능이 없어 입문
자들의 학습용으로 적합하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IDLE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NOTE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터프리터 언어인 것은 아니다. C는 분류상 컴파일 언어다. 명령이 입력될 때마
다 이를 번역하는 인터프리터와 달리, 컴파일러는 코드 전체를 실행 가능한 형태로 번역하여 실행 파일
을 미리 만든다.

이번에는 ‘Python 3.7.2 Shell’이라고 쓰인 제목 표시줄 바로 아래 메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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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되는 메뉴를 다음 표에 나타냈다.

E
V

IDLE에서 자주 사용되는 메뉴
설명

E

메뉴

L

[File]

- [Open]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열기’와 같다.

- [Save]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저장하기’와 같다. 단축키가 Ctrl+S임을 알아두고 수시로
저장하자.

- [Savs As]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과 같다.

1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새 문서’와 같다. 이를 통해 셸(Shell) 모드에서 벗어나
편집기(Editor)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0

- [New File]

[Edit]
- [Find]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찾기’와 같다. 단축키는 Ctrl+F다.

- [Replace]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찾아 바꾸기’와 같다.

[Debug]

무척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알기 어렵다. 레벨 3에서 설명한다.

[Options]
- [Configure IDLE]

글꼴 등 스타일을 바꾸거나 기본 창을 셸에서 에디터로 바꾸는 등 유용한 설정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엔터를 한 번 칠 때마다 IDLE이 반응해주는 창을 셸 창(shell window)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File]-[New File]을 눌러 새로운
화면을 띄워 보자.
그러면 새하얀 공백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새 창이 뜰 것이다. 이곳에는 무엇을 적어도

IDLE이 반응하지 않는다. 마치 메모장처럼 생긴 이것을 에디터 창(editor window)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편의상 이 두 화면을 셸과 에디터라고 부르기로 한다. 에디터 화면은 다음과 같다.

IDLE의 에디터 창

에디터의 메뉴는 셸의 메뉴와 조금 다르다. 에디터에서 꼭 알아둬야 할 메뉴는 [Run]의 하단
부에 위치한 [Run Module]이다. 셸과 달리 에디터에서는 IDLE이 알아서 명령을 실행해주지

1.3 설치와 실행 그리고 첫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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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한 줄 이상의 코드를 작성한 후 직접 실행(Run)해야 한다. 단축키는 F5다. 자주 사
용되므로 단축키를 알아두자.

FAQ

셸과 에디터, 무엇이 더 좋은가?
더 좋은 것은 없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셸과 에디
터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셸은 한 줄씩 즉시 실행되므로 여러 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코드를 따로 저장할 수 없
다. 셸 창의 [File]-[Save]를 통해 작성한 코드와 실행 결과를 함께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사용하
지 않는다.
에디터는 여러 줄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지만, 계산 결과를 바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작
성한 코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즉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에디터와 셸 모두를 띄워놓고, 에디터를 이용해 코드를 편집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는
셸을 이용하면 적절하다. 이 책은 셸을 이용할 때 ‘>>>’ 표시를 이용할 것이다. 이는 파이썬 셸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릴 때 띄우는 신호이며, 프롬프트(prompt)라고 부른다.

NOTE

셸(shell)과 프롬프트(prompt)는 파이썬 IDLE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다. 셸은 ‘명령어를 입력받고 해석하
여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도구’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프롬프
트는 ‘셸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여주는 문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다.

1.3.3 첫 프로그램
우리는 단순히 계산기를 쓰기 위해 파이썬을 설치한 게 아니다. 이제 첫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차례다. 에디터를 띄우고 다음 코드를 입력하자.
print('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메뉴의 [Run]-[Run Module] 또는 F5를 눌러 이 코드를 실행해보자. 실행 전에 저
장하라는 메시지가 뜰 것이다.

코딩
영어

‘Source Must Be Saved. OK to Save?’는 ‘실행 전 소스(코드)를 저장해야 한다. OK 버튼을 눌러 저장할
것인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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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곳에 아무 이름으로나 저장해도 잘 실행되지만, 제대로 이름을 붙여 저장하는 습관을

E

기르자. 그래야 나중에 파일을 쉽게 찾아서 열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 버튼을 눌러 바

V

탕화면에 ‘코딩’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처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한다. 그러면

E
L

‘처음.py’라는 파일이 생성된다.

0

윈도우는 파일의 이름 뒤에 마침표(.)와 함께 확장자를 붙여 분류한다. 이러한 확장자는 대개 세 자리다.

1

NOTE

예컨대 .exe(실행 가능 파일)나 .txt(메모장 파일), .hwp(아래아 한글 문서)와 같은 식이다. 하지만 파이썬
파일은 .py라는 두 글자 확장자를 지닌다.

FAQ

확장자가 뭐지? 안 보인다!
윈도우 설치 후 설정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면, 확장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윈도우+E키를 눌러 파
일 탐색기를 켜서 창 위쪽에 있는 ‘보기’ 탭을 누르고, ‘표시/숨기기’ 영역의 ‘파일 확장명’에 체크하면 확
장자가 보인다. 보기에 거추장스럽다면 다시 숨겨도 된다.

저장 후 셸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에디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실행은 셸을 통하게 된다는 점을 눈여겨보자.
안녕하세요

고작 다섯 글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들었
다. 이것으로 레벨 1을 마쳤다. 축하한다!
하지만 뭔가 허무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다음은 레벨 2의 예
고편이다. 셸에 다음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보자.
>>> for i in range(999): print(i)

엔터 키를 두 번 눌러야 실행된다.

만약 실행되지 않고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뜬다면 무언가 잘못 입력한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특수문자 하나까지 잘 살펴서 다시 시도해보자.

1.3 설치와 실행 그리고 첫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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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드 위의 플레이어

이제는 준비가 끝났다. 가진 지식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반복 숙달할 때가 온
것이다. 컴퓨팅 사고가 급격히 함양되는 것도 바로 이 단계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쉽
게 포기하지는 말자. 골치가 아프고 이해가 될 듯 말 듯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 때 놓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리자. 그러나 만약 문제 풀기가 너무 힘들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조차 오
지 않는다면, 잠시 덮어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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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1

레벨 4는 크게 실습 문제와 알고리즘 설계 패러다임(algorithm design paradigm)의 설명부로 나
뉜다. 실습 문제는 설명 없이 문제부터 제시하였고, 유제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
문자를 대상으로 빈출되는 문제 유형을 다수 포함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반면, 알고리즘 설계 패러다임은 기본적인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이는
입문자 교육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레벨 4에서 다루는 내용

전반부

228

후반부

실습 문제 풀이

알고리즘 설계 패러다임
: 정렬 알고리즘과 빅-오 표기법

유형 1: 프로그래밍 기초
유형 2: 프로그래밍 활용
유형 3: 프로그래밍과 수학

분할 정복
그리디 알고리즘
동적 계획법
전수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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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습 문제

4.2.1 문제 풀이에 앞서
전반적인 풀이 요령과 시각
앞으로 다룰 문제 중 일부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싣는 데
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고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 추가적인 문법 학습을 요구하는 실습 문제
는 단언컨대 없다. 마주친 문제가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인지 자세히 파헤치자. 모
르는 것이 문법이라면 레벨 2와 레벨 3를 다시 펼쳐보자.
둘째, 고민하는 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이 함양될 것을 기대한다. 문법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종이와 펜을 들자. 그리고 손으로 문제를 푼다면 어떻
L

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주어진 정보를 어떤 자료형으로 추상화할 것인지 결정하고, 결과물

E
V

도출에 필요한 가공 과정을 떠올리고, 그것을 코드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고민하자.

E
L

그러나 만약 문제 풀기가 너무 힘들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면, 잠시 덮어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거나 답을 봐도 좋다. 몇 문제를 건너뛰더라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

0
4

셋째, 빈출 유형이다. 하노이 탑이나 개미수열 등 학생의 심도 있는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몇
문제는 관행적으로 출제되곤 한다. 이런 문제는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풀 수 있고, 초심
자의 경우 대개 한 번에 풀지 못해 답을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 문제들을 풀지 못했더라
도 실망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몰랐는지 왜 틀렸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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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성
실습 문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난이도에 따라 세 유형을 배치하였으며, 각 유형
내에서도 난이도에 따라 쉬운 문제부터 제시하였다.
유형 1 프로그래밍 기초: 단순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문제, 또는 문법 특정 요소의 심
화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

파이썬 문법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물음은 레벨 2와 레벨 3에서 충분히 다뤘다. 따라서 여기
서는 기본적인 정보 처리를 묻거나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여 해결책을 요구함으로써 문법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것이다.
유형 2 프로그래밍 활용: 일상생활 또는 게임 제작 등에 활용도가 높은 테크닉을 묻는 문제

가장 안 좋은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듯 가장 안 좋은 프로그래밍은 배우고
나서 쓰지 못하는 프로그래밍이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확률에 의
한 사건 발생이나 데이터 변환을 묻는 문제 등을 유형 2에 포함했다.
유형 3 프로그래밍과 수학: 수학이 엮여 어려워 보이는 문제

프로그래밍 문제를 낼 때 가장 참고하기 좋은 교재는 수학 책이다. 수학 책은 이미 추상화된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공식이나 풀이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알고리즘인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이런 이유로 수학과 관련된 문제가 빈출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입문자들이 이러한 유형을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이는 마주친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
니라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다. 그런데 애꿎게도 프로그래밍이 어렵다
는 결론을 내곤 한다.
수학이라고 지레 겁부터 먹지 말자.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문제에 수학이 나와 봤자 최
소공배수나 최대공약수 수준이다. 만약 어려운 수학 개념이 등장했다면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런 문제는 대부분 쉽다. 주어진 자료에는 개념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고, 그 정의대로 계산
만 하면 답이 도출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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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유형 1: 프로그래밍 기초
예제 4-1

최댓값.py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그중 가장 큰 숫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여러 개의 숫자 입력: 1 99 -2 88 3 7 5
가장 큰 숫자: 99

예시 답안
# 출력: 가장 큰 숫자
# 입력: 숫자 여러 개
numbers = input("여러 개의 숫자 입력: ")
numbers = [int(i) for i in numbers.split()]
max_number = numbers[0]
for i in numbers:
if i > max_number:
max_number = i
print("가장 큰 숫자:", max_number)

해설

① 예시 답안은 어디까지 예시일 뿐이므로 똑같이 작성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입력받은
값을 숫자 리스트로 만들 때 리스트 내포가 아닌 for문을 이용해도 괜찮다.
② 가장 큰 숫자를 찾으려면 비교를 해야 하고, 비교를 시작하려면 기준값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예시 답안에서는 max_number(최대 숫자)를 입력받은 값 중 첫 번째 숫자인 numbers[0]로
L

초기화했지만, 마지막 숫자를 사용해도 괜찮다. 그러나 max_number를 임의의 숫자, 예컨대 0

E

이나 -99 등으로 설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보다 더 작은 숫자가 입력되면

V
E

잘못된 답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L

③ 파이썬은 내장함수 max()를 통해 순회 가능 객체의 요소 중 가장 큰 값을 찾는 기능을 제공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다.

0

유제 4-1

4

numbers = input("여러 개의 숫자 입력: ")
numbers = [int(i) for i in numbers.split()]
print("가장 큰 숫자:", max(numbers))

최솟값.py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장 작은 숫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여러 개의 숫자 입력: 1 99 -2 88 3 7 5
가장 작은 숫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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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2

개수세기.py

다음과 같이 정수 묶음과 한 개의 정수(x)를 따로 입력받아 정수 묶음 안에 x가 몇 개 있는지 출
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정수 묶음: 1 3 5 7 2 3 5 8 3 9 8 3 5 2 3
찾을 정수: 3
포함: 5

예시 답안
# 출력: 숫자 포함 횟수
# 입력: 숫자 묶음과 숫자 하나
numbers = input("정수 묶음: ").split()
number = input("찾을 정수: ")
n = 0
for i in numbers:
if i == number:
n += 1
print("포함:", n)

해설

① 정수의 개수를 찾는다고 했을 뿐, 그 정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입력
받은 값을 int로 형 변환할 필요는 없다.
② 파이썬은 리스트의 메서드 count()를 통해 특정 요소가 몇 번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기
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numbers = input("정수 묶음: ").split()
number = input("찾을 정수: ")
print("포함:", numbers.count(number))

유제 4-2

있는지확인하기.py

다음과 같이 정수 묶음과 한 개의 정수(x)를 따로 입력받아 정수 묶음 안에 x가 포함되었는지 확
인하고, 포함되었다면 인덱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단, 정수 묶음에 x가 여러 개 있
다면 가장 작은 인덱스를 출력하고, x가 없다면 ValueError를 발생시키도록 한다.
사례 1
정수 묶음: 1 3 5 7 2 3 5 8 3 9 8 3 5 2 3
찾을 정수: 3
인덱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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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정수 묶음: 1 3 5 7 2 3 5 8 3 9 8 3 5 2 3
찾을 정수: 6

Value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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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3

문자열역순출력.py

다음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문자열 하나를 입력받아 완전히 반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
라. 단, 반복문을 사용하라.
문자열: 가나다라 마
거꾸로: 마 라다나가

예시 답안
string = input("문자열: ")
for i in range(len(string)-1, -1, -1):
print(string[i], end='')

해설

거꾸로 출력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문자열 변수를 거꾸로 뒤집을 필요는 없다.

유제 4-3

문자열역순출력.py

다음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문자열 하나를 입력받아 완전히 반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
라. 단, 재귀함수를 사용하라.
문자열: 가나다라 마
거꾸로: 마 라다나가

가중평균.py

L

예제 4-4

E

일반적인 평균과 달리, 각 값에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구한 것을 가중평균이라 한다. 두 숫자 A

V
E

와 B의 가중치가 각각 wA, wB라고 할 때, 두 수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다.

L

wA A + wB B
wA + wB

0
4

다음과 같이 숫자 두 개와 각 가중치를 입력받아 가중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단, wA > 0, wB > 0)
A: 3
B: 12
A의 가중치: 1
B의 가중치: 2
가중평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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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A = int(input("A: "))
B = int(input("B: "))
Wa = int(input("A의 가중치: "))
Wb = int(input("B의 가중치: "))
print("가중평균:", (Wa*A+Wb*B)/(Wa+Wb))

해설

가중평균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으나 이는 수학 교육과정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A와

B를 wA : wB로 가중평균한 값은 수직선 위의 두 점 A와 B를 잇는 선분을 wB : wA로 분할하는 점
이다. (단, 가중치는 모두 0보다 크다.)

유제 4-4

단순평균.py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 평균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단,
몇 개의 숫자가 입력될지는 알 수 없다.
숫자: 1 4 3 6 9 2 10 -3
평균: 4.0

예제 4-5

하노이탑.py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기둥 A, B, C가 있고, 한가운데 구멍이 난 n개(n≥1)의 원판이 A 기둥에 꽂
혀 있다.

n개

A

B

C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을 올려서는 안 되고 한 번에 한 개의 원판만 옮길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원판의 개수 n을 입력받아 A 기둥에 있는 n개의 원판을 C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
과정을 출력하라. (힌트: 원판이 1개, 2개, 3개일 때의 문제를 손으로 먼저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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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 개수: 3

A->C
A->B
C->B
A->C
B->A
B->C
A->C

예시 답안
def hanoi(disks, starting_point, tool, destination):
if disks == 0:
return
hanoi(disks-1, starting_point, destination, tool)
print(starting_point, "->", destination)
hanoi(disks-1, tool, starting_point, destination)

n = int(input("n: "))
hanoi(n, 'A', 'B', 'C')

해설

원판이 한 개(n=1)일 때는 하나의 원판을 A에서 C로 바로 옮기면 된다. 그러나 원판이 두 개 이
상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 n개의 원판을 A 기둥에서 C 기둥으로 옮기는 체계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A 기둥에 있는 n-1개의 원판을 체계적 과정을 거쳐 B 기둥으로 옮긴다.
L

나: A 기둥에 남은 원판 한 개를 C 기둥으로 옮긴다.

E
V

다: B 기둥에 있는 n-1개의 원판을 체계적 과정을 거쳐 C 기둥으로 옮긴다.

E

② 출발 기둥과 도착 기둥이 달라지긴 하지만, 체계적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체계적 과정

L

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여기서 체계적 과정이란, 도구로 쓰이는 기둥(출발지도 목적지도 아
닌 기둥)을 잘 이용해 출발 기둥에서 도착 기둥으로 원판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전체 문

0
4

제의 부분 문제가 전체 문제와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이를 추상화하면 자연스럽게 재귀함수
가 된다.
③ ①의 과정을 재귀함수로 나타내며 베이스 케이스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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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 4-5

하노이탑.py

예제 4-5의 하노이 탑 문제를 일부 변형한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원판의 개수 n을 입력받
아 A 기둥에 있는 n개의 원판을 C 기둥으로 모두 옮길 때 필요한 원판 이동 횟수를 출력하라.
원판 개수: 3
이동 횟수: 7

NOTE

하노이 탑 문제를 부담 없이 풀어낼 수 있으면 재귀함수를 어느 정도 이해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시험
문제로도 빈출된다. 만약 하노이 탑 문제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레벨 3의 재귀
함수 설명부를 다시 읽어보자.

NOTE

유제 4-5의 풀이를 위한 수학적 접근
유제 4-5를 풀었다면 n의 값으로 32를 넣어보자. 프로그램이 멈춘 듯 반응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멈춘
것은 아니고, 계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즉, 재귀 호출을 통해서 하노이 탑의 원판 이동 횟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n이 커졌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유제 4-5를 짧은 시간 안에 계산하기 위해
서는 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 등비수열을 배우지 않았다면 결론만 보고 넘어가자.

A에 쌓여있는 원판 n개를 모두 C로 옮길 때 필요한 원판 이동 횟수를 an이라 하자. 그렇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an = an−1 + 1 + an−1
= 2an−1 + 1
위 식을 가공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an + 1 = 2(an−1 + 1)
이때, bn = an+ 1로 치환하면 위 식은 다음과 같다.

bn = 2bn−1
즉, bn은 초항이 2,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b1 = a1 + 1 = 1 + 1 = 2) 그러므로 bn = 2n이고

an = bn− 1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an = 2n − 1
위 일반항 계산 결과에 따라, 유제 4-5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n = int(input("n: "))
print("이동 횟수:", 2**n-1)

이 프로그램은 32를 넣어도 계산 결과가 순식간에 나온다. 이처럼 같은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을 만들더
라도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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