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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의 기초 지식

프로그램의 개념을 이해하자1
제 장1

완성파일 없음

예습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은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책을 편 여러분은 어쩌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개념의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계 입문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 탓에 ‘말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입문서에서 자주 다루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정리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기계어

인터프리터

컴파일

모르는용어가너무많아
무엇부터시작해야할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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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프로그램의 개념을 이해하자

이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해하자

	 프로그래밍	언어란?

컴퓨터는 다양한 것을 편리하게 정리해주는 기계이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해서 움직이지는 않습

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군가가 어떠한 지시’를 내려야만 작동하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대고 “~해줘.”라고 말을 걸거나 사람의 언어로 “~해줘.”라고 써도 지시는 전해지지 않

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시할 내용을 써야 합니다.

사람의언어는
모르겠어

계산해줘¿Cuál es el resultado?

Please show me!

((+_+))
?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인 컴퓨터에 

대한 지시서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을  프로그래머, 프로그램을 쓰는 행동 자체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므

로, 이것도 함께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프로그램과 비슷한 키워드로 ‘ 애플리케이션(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컴퓨터

에서 사용하는 워드나 표 계산, 게임 등이 앱에 해당합니다.

컴퓨터에게 무엇을 시킨다는 의미에서는 거의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프로그램이 지시서 자체

를 가리키는 데 반해, 앱은 지시서(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데이터(이미지 등)나 설정 파

일 등을 포함한 커다란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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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의 지시서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보통 운동회나 콘서트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회 프로그램이 사람이 운동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순서를 적은 것이라면, 컴퓨터 프로

그램은 컴퓨터가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import math

def get_circle(radius = 1):
    return radius  radius  math.pi

if _ _name_ _ == "_ _main_ _":
    print(get_circle(10), 'cm^2')
    print(get_circle(7), 'cm^2')

　　●○초등학교운동회

개회식
　
1．체조
2．공굴리기전학년
3．달리기1학년
…
20 학년대표릴레이
　
폐회식

운동회에서는 ‘공 던지기’라고 써 있으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알아서 데리고 움직이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로 집합해서”, “어떤 경로로 입장해서”, “어떤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

행하는가”를 미리 상세하게 적어두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의 어려움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절차를 

얼마나 상세하게 분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단순히 언어 

문법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의 ‘분해’에 항상 유의하면서 ‘컴퓨터에게 지시를 내리

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의식한다면 프로그래밍이 머리에 더욱 쉽게 들어올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의 특수성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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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프로그램의 개념을 이해하자

	 고급언어와	기계어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0과 1만으로 대화합니다. 즉, 컴퓨터에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도 0과 1을 나열

해 표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0, 1로 표시되는 언어를 가리켜 기계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0과 1만 나열해서 지시 내용을 쓰기는 어렵습니다(읽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사람이 알기 쉬운, 일반적으로는 영어와 매우 닮은 고급언어를 사용합니다.

고급언어

간단한계산
print(1  1)
print(2  3)

기계어

10100110101010101010
10101110100010101110
10001011101010111010

컴퓨터에서실행가능

인간은이해할수없음 이해할수있음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기계어와 고급언어로 분류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

어라고 하면 고급언어를 가리킵니다. 이 책의 주제인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고급언어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고급언어도 그 자체로는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컴퓨터에게 전달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컴퓨터에◉대한◉지시서를◉‘프로그램’,◉프로그램을◉작성하기◉위한◉언어를◉가리켜◉‘프로그
래밍◉언어’라고◉한다.
◉◉ 프로그래밍◉언어는◉‘기계어’와◉‘고급언어’로◉분류할◉수◉있다.
◉◉ 파이썬을◉비롯해◉현재◉많이◉쓰이는◉것은◉고급언어이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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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의 기초 지식

파이썬의 개요를 이해하자2
제 장1

완성파일 없음

예습 파이썬이란?

이 책의 주제인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외에도 종

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파이썬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바탕으로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 이해함과 동시에, 프로그래

밍을 진행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를 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풍부한라이브러리

멀티플랫폼대응

다양한
서비스에서채택

스트립트언어 인터프리터언어

PythonPython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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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파이썬의 개요를 이해하자

이해 파이썬의 특징을 이해하자

	 파이썬은	쉽다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은 문법이 심플해서 익히기 쉽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는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언어도 있지만, 이러한 

언어는 보통 코드의 양이 막대하기 마련입니다. 정밀하고 세세한 코드를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만, 

간단한 사항도 아주 자세하게 표시해야만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배워야 하는 것,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Hello, World!”를 

표시하기 위한 파이썬의 프로그램과, Java라는 언어로 쓰인 프로그램을 비교한 것입니다.

PythonPython Java

print('Hello, World!')

public class S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 args){

    System.out.println("Hello, World!");

  }

}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파이썬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

다. 참고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파이썬과 같이 심플함, 간단함에 중점을 둔 언어를 가리켜,  스

크립트 언어라고 합니다(또한 스크립트 언어로 쓰인 프로그램은  스크립트라고도 합니다).

스크립트(script)는 영어로 대본, 각본이라는 의미로, 컴퓨터에 대하여 ‘어떤 동작을 했으면 하는

가’를 각본처럼 알기 쉽게 표시하는 언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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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앞에서는 컴퓨터가 0과 1만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고급언어는 영어와 매우 

비슷한 표현으로 프로그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물론 컴퓨터가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

습니다.

따라서 고급언어로 쓰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컴파일(일괄번역)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

다. 영어와 비슷하게 쓰인 지시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변환하는 것입니다(변경한 결

과를 가리켜  실행형식이라고 합니다).

소스코드
사람이작성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실행형식으로변환

실행형식컴파일
컴퓨터가

이해할수있는형식

그대로는
이해할수없음

이해할수있음

실행형식과는 달리 사람이 직접 쓴 상태의 프로그램을 가리켜  소스코드, 줄여서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스코드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