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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파이썬)을 다운받고 실행하기python(파이썬)을 다운받고 실행하기

PythonPython

파이썬이랑 C공부해보려고 둘다 병행해보려고요...

뭐든 기초가중요한법..

자그럼 다운받는법과 실행하는법만 알려드릴게요

설치는... 굳이 말안해도아실테니..

먼저

http://www.python.org

파이썬 공식홈페이지로 접속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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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파이썬 홈페이지인데 아래로 살짝 스크롤을 내려보면

Download 라고 두번째에 보이시죠?

근데 저기서 고민을했어요 왜 버전이 2개지..

영어에 약해서 킬름님이라는 걸어다니시는 도서관을 통해... 번역해본결과

왜안둘다요..?

왜안둘다요...!?

...

3버전 대는 윈도우에서 어쩌고저쩌고.. 좀 별로일수도

2버전 대는 리눅스와 맥에서 좋다?

왜안둘다요..

그래서 2개다받았는데 3.4를 주로 사용할거같네요

Click here 말구 버전을 눌르ㅕ서 다운로드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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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려보면 Download 가 보입니다.

download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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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맞는 OS와 비트를 확인하신뒤 다운로드 받으시면됩니다.

자신의 bit를 모르시겠다구요?

윈도우키 + Pause

누르시면 확인하실수있어요..

자 다운로드가 끝났다면 실행을해봐야겠죠?

시작을 누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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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프로그램 Pytho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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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 (Python GUI)를 눌러주세요 바탕화면으로 빼놓는것도 ... 적극추천합니다만..

실행하면 요런화면이 떳다면 성공

실패는 어떻게되는지모르겠네요..

자그럼 파이썬...함해봅시다

C랑 섞여서 이상한언어가탄생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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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랑 HTML까지 섞이면 곤란한데

덧글

킬름 2014/07/19 04:51

으앜ㅋㅋㅋㅋ

버전3은 최신이긴 한데 라이브러리 지원이 좀 별로고 리눅스랑 맥 호환이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반면 버전2는 지원이 잘 되는?

킬름 2014/07/19 05:00

그나저나 데몬툴 쓰시네요 음.

데몬툴 안에 애드웨어 깔려있을텐데 앍...

GM양키 2014/07/19 04:52

킬름 크흐흫... 제가 보는 강좌사이트에선..3.4를쓰더군요..

GM양키 2014/07/19 05:02

아 저거 wubi해보려다갘ㅋㅋㄱㄱㄱㅋㄱㅋ

킬름 2014/07/19 05:33

GM양키 WinCDEmu를 쓰는겁니다 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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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파이썬)1장 살펴보기 command linePython(파이썬)1장 살펴보기 command line

PythonPython

저번 시간에는 설치와 실행까지 했었죠

오늘은 IDLE(아이들)이 아닌 command line으로 실행하고 기본적인것에 대한것을 살펴봅시다.

저번처럼

시작 - > 모든프로그램 -> Python 2.7 -> Python (command line)을 실행해주세요.

바탕화면에 빼놓는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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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시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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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sys

sys.exit()

입력시 커맨드라인창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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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부분인데요

다른명령어 없이

1+2 하면

바로 값이나옵니다.

다소 허무할수도있겠네요 일단은 언어중에서.. 제가해본언어중에는 제일간단한 언어가 아닐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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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1.25

/ <-- 나누기입니다.

* <-- 곱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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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a b c에 각각 값을 주고

a+b+c를 해서 더하면

바로 답이나오는 정말 간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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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ython"

print a

2.7에서는 print a 라고 해도되지만

3버전대에서는

print(a) 라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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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5

if a > 1:

print("a is greater than 1")

a is greater than 1

.... <== 이건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저기서 볼때는 조건문 if가 아직 끝나지않은 형태 라고 보시면됩니

다.

근데 커맨드로 하니 단점이있더군요

.... <<< 요게 있을때 print는 tab키를 눌러 칸이 띄어가줘야합니다.

안그러면 오류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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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in [1,3,5,7,9]:

print a

1

3

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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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

while i <3:

i=i+1

print i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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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의 함수입니다

def

def sum(a,b):

return a*b

print(sum(3,4))

7

그냥 알아보는 시간이었기때문에 어떻게 쓰는거다 정도만 숙지해두시면 될거같습니다.

.... < 요걸 잘 버릇들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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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앞으로는 idle 로 해야겠네요..

그건 알아서 띄워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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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2장 | 변수와 printPython 2장 | 변수와 print

PythonPython

설치법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제는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보아야 하겠죠

자그럼 가장 기초가되는 변수와 프린트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a b c d e 에 1~5를 대입했습니다.

print a처럼 바로바로 대입하고 바로 출력이되는걸 보실수있는데요

변수를 따로 선언하지 않는다는점이 강점인거같습니다.변수를 따로 선언하지 않는다는점이 강점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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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입한 부분을

print a,b,c,d,e

, <-- 콤마라는 이것을 쓰면 한칸씩 띄워서 나옵니다., <-- 콤마라는 이것을 쓰면 한칸씩 띄워서 나옵니다.

*은 곱하기입니다.

/은 나누기입니다.

a = a 라고 쓰시면 위에 대입이 되지않고 위에 써놨던 숫자들이 출력됩니다.

'a' 처럼 ' <-- 표시를 해주셔야 문자값이 대입됩니다.

+를 하게되면 한칸 띄우지 않고 붙어서 출력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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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짧네요..

딱히 설명할게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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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3장 | 숫자형number/사용자 정의 함수Python 3장 | 숫자형number/사용자 정의 함수

PythonPython

지난 시간까지 별거없었지만 공부들좀 하셨나요...

뭐 오늘도 비슷한거 할거라서 기대는 안하시는게..

먼저 정수형(Integer)

정수형이란 정수를 뜻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각각의 a에 숫자들을 대입한것입니다.

양의정수를 대입한 a와 음의정수a를 대입한 a 그리고 숫자0을 대입한 a 입니다.

양의정수는 0보다 큰숫자를 말하며

음의정수는 0보다 작은숫자를 말합니다.

0은 0이죠뭐..

수학공부를 안해서...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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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포함(Floating-point)

여기서 첫번째줄 a와 두번째줄 a는 우리가 흔히쓰는 방식입니다.

세번째줄 a와 네번째줄 a는 컴퓨터식 지수 사용법입니다.

1,2번째 a는 그냥 소수점을 쓰거나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서 쓴 단순한 소수점이들어간 방법인데

3, 4번째는 조금 다르죠? E는 왜들어가고 뒤에숫자는 뭐고...

컴퓨터식 지수표현법에서는 3, 4번째줄 a처럼 6.78E10, 6.78e-10 을 씁니다.

여기서 6.78E10 에서 의미하는 10은 6.78 곱하기 10의 10승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는 6.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10승을 뜻하겠죠.

E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않아도 됩니다.

8진수(Octal)

8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가 0o 또는 0O(숫자 0 + 알파벳 o 또는 대문자 O)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8진수를 출력해보았는데

수학 공부를 역시 안했더니..

중학교때 배운걸 기억하지못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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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열심히해서 잘기억해두세요...

저처럼됩니다?

16진수(Hexadecimal)

16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가 0x로 시작하면 됩니다.

역시 출력을 해보았지만 16진법을 알턱이있나..

어셈블리어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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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j' 대신 'i'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파이썬은 'i' 대신 'j'를 사용한다. 'j'를 써도 되고 'J'를 써

도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복소수라걸 썻던 기억이 없는거같은데.. 아닌가...

복소수에는 복소수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장함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하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복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소수.real은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돌려줍니다.

복소수.imag는 복소수의 허수 부분을 돌려줍니다.

복소수.conjugate()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돌려줍니다.

abs(복소수)는 복소수의 절대값을 돌려줍니다. (1+2j의 절대값은 루트 1^2 + 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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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공부 열심히할걸 그랬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란 무엇일까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주는 함수를 말합니다.

C에서도 함수라고하지만 JAVA만 Method(메소드)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함수 키워드를 def 라고 합니다.

def 함수명():def 함수명():

printprint

함수명()함수명()

출력출력

이런식으로요

저는 yangki 라는 함수명을 이용해서 a와 b를 주고

a+b

a*b 를 프린트해서

4

4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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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하시면될텐데 이해가안되시는 부분은 저에게 물어보셔도 복소수 같은건 저도모릅니다.....

함수는 쉽네요

자바와 C에서 이해가 안되던걸 쉽게 이해해주는 기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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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4장 | 문자열/수학관련 함수/파일저장실행하는방법Python 4장 | 문자열/수학관련 함수/파일저장실행하는방법

PythonPython

Python4장 문자열에 대한 내용과 간단한 수학관련함수 내용을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하고 사이트에서도 보고 블로그도 뒤져보고 카페도봤지만

괜찮은곳이 2가지뿐이라 그2가지의 매체에서 공부를하다보니

비슷하게 되는 부분이많네요

응용을한다했는데 멍때리다보면 안한부분들이...

문자열(String)문자열(String)

문자열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열은 문장을 의미합니다.

아래예제를 봐주세요.

" <-- 인용부호라고 하는 저 어퍼스트로피.. 인용부호가 감싸게되면 그것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자바를 예로들자면요

System.out.println("IT Security/Hacking Bloger GM Yangki is Very Kind!!!");

이 문장이 문자열출력 부분인데 괄호가 문자열이라고 할수있겠죠

문자열을 만드는 4가지 방법문자열을 만드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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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은 파이썬에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 ), ( '''' ), ( """""" ), ( '''''' )

" < 이것을 쓰는게 가장 익숙하고 편할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일 인용부호( ' )를 포함시키는 방법단일 인용부호( ' )를 포함시키는 방법

Yangki's 처럼 ' << 단일인용부호가 들어갔기때문에

' 단일인용부호 로 감싸면 에러가 나오고

" <-- 이중인용부호로 감싸셔야합니다.

이런식으로 "Pyth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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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인용부호로 감싸시면 위와 같이 에러가 출력되니 잘 기억해두세요 나중에되면.. 제대로

기억안하시면

어! 왜 에러 뜨지 아이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코딩했을때 에러오류가 안나고 한번에 성공하면 의심하셔야합니다...

버그 하나쯤은 나오는게 당연한것이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에 완벽하게 코딩하면 제가 작성한 소스코드를 처음부터 3번정도 훑어봅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그래도 괜찮다면 뭐 괜찮은거죠...

이중 인용 부호( " )를 포함시키는 방법이중 인용 부호( " )를 포함시키는 방법

단일로 묶고 이중으로 한번더 묶습니다. 그럼 이중인용부호가 제대로 인식되어 she says. 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중 인용부호( " )가 포함된 문자열에 표현하는 방법이중 인용부호( " )가 포함된 문자열에 표현하는 방법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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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슬래시로 ( ' )과 ( " )를 문자열에 포함시키는 방법역슬래시로 ( ' )과 ( " )를 문자열에 포함시키는 방법

역슬래시로 이중과단일 인용부호를 출력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2번째 print yangki는.. 대소문자 구분을안해서 잘못출력된거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역슬래시 \ 가 들어간 문장을 보면 단일인용부호가 들어간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코드이스케이프 코드(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코드코드 설명설명

\n 개행(줄바꿈)

\v 수직 탭

\t 수평 탭

\r 캐리지 리턴

\f 폼 피드

\a 벨 소리

\b 백 스페이스

\000 널 문자

\\ 문자 "\"

\' 단일 인용부호( ' )

\" 이중 인용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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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슬래시

문자열이 항상 한 줄 짜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줄 짜리 문자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줄바꿈 문자줄바꿈 문자 \n 삽입\n 삽입방법방법

\n 이라는 명령어를 문장사이에 삽입해서 줄을 다음줄로 넘겨버립니다.

자바를 예로들면

System.out.println("life is too short");

System.out.println("You need Python");

이렇게 두번 써줘야하는데

문장사이에 \n 이것만을 써줘서 다음줄로 넘길수 있다는 거죠

정말편하네요

확실히 다른언어를 먼저 공부하고 하니 도움이되는군...

파이썬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쉬운편이니 뒷내용 까지 빠른 습득을하여서

타언어의 구조만 이해하신다면 금방 이해하실수 있으니깐요

연속된 이중인용부호 3개( """ ) 이용연속된 이중인용부호 3개( """ )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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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인용부호를 3번 넣어서 엔터치시면 다음 줄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문장을 입력하시고 다음줄로 넘긴다면 엔터를 하신뒤 다음문장을 입력후

이중인용부호 3번을 다시 작성하시고 마치시면

줄을 나눌수 있습니다.

문자열 합치기(Concateation)문자열 합치기(Concateation)

head = "Python"

head라는 변수에 Python 이라는 문자를 선언

tail = " is fun!"

tail 이라는 변수에 is fun! 문자를 선언

print(head + tail)

출력 head+tail

head와 tail을 합쳐서 두 문장을 이어만드는 방법입니다.

문자열 곱하기문자열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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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ython"

a 라는 변수에 Python 선언

print(a*2)

a를 2번 곱하게되니

Python이 연속으로 2번 출력이 가능합니다.

문자열 곱하기 응용문자열 곱하기 응용(파일 저장 실행방법)(파일 저장 실행방법)

텍스트 에디터로 작성을할텐데요

Edit Plus라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귀찮으니..

저는 html 공부를 했었기에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없으신 분들이 더많을거 같아

메모장으로 해보겠습니다.

메모장은 만능..

# multistring.py

print("=" * 50)

print("My Program")

print("="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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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작성후

파일 -> 다른이름으로 저장

이름은 아무렇게나 쓰셔도 무방하지만 확장자는 .txt에서 .py로 바꿔주세요.

그다음 바탕화면에 마우스를 놓고

Shift + 우클릭 하시면

여기서 명령 창 열기 라는 탭이 생깁니다.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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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바탕화면인 cmd창이 생깁니다.

여기서 저는 파일이름이 Noname1 이었는데

여러분은 예제 라고 쓰시면 됩니다.

저런식으로 나오면 프로그램 제목으로 쓰기 좋을거같다고 저자분이 써놓으셨는데...

왠지 저는 별로...

인덱싱과 슬라이싱인덱싱과 슬라이싱

인덱싱(indexing)이란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의미이고, 슬라이싱(slicing)은 무엇인가를 ‘잘라낸다’라는 의미라고 합니

다.

무슨말인지 모르니 그냥 실습이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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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시나요?

a[0]을 썻더니

'L'이 나옵니다.

a = 이라는 선언을 했기때문에

a[] 인데

a의문장에서 0번 즉 가장첫번째 알파벳인 L이 출력된것 입니다.

그렇다면 -를 쓴다면 어떨까요?

이런식으로 뒤에서 부터 출력이됩니다.

그럼 -0도 있나?

있긴 있더군요...

다만 같을뿐

0은 양의정수도 음의정수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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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응용해 단어를 만들어봅시다.

a[0] 부터 3까지 더해서 Life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릿수만 맞춰본다면 다른것도 만들수있죠.

이번엔 다른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것같나요?

눈치가 있는분들은 보고 바로 이해하신다고합니다.

난 눈치가 어느정도있나보군..

a[0:4]

a라는 문장에서 0부터 3까지 출력해낸다는것이고

a[0:36]

a라는 문장에서 0부터 35까지 출력해낸다는겁니다.

근데 무언가 이상하지않나요?

아까는 a[3]은 분명 e 였는데

e가 빠졌죠.

a[시작번호: 끝번호] 처럼 쓰면 끝번호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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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0 <= a < 3

False

거짓! 뭐야..

수학은 저와 거리가 먼거같네요

자라나는 여러분들은 매우 스마트하시니 공부열심히하세요

저보다 잘알듯..

저도좀 가르쳐주셔도..

a[0:2]

0부터 1번까지

기억하시죠? 방금했는데?

끝번호 자리는 포함하지않습니다.

a[5:7]

5번6번

a[12:17]

12번부터16번

이번에도 다른방법을 사용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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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것 같나요?

a[19:]

19번부터 끝까지 출력합니다.

위에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정도는 가뿐하시겠죠?

처음부터 16번까지 출력합니다.

위에 2가지를 모두 이해하셨다면 당연히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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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요 헷갈리시나요?

마이너스는 뭐라구하였죠?

뒤에서부터 출력

19번부터 -7까지

이것 역시 -7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6부터 쭉 쳐보시고

19부터 쭉 쳐보시면됩니다..

a[-6]

a[-5]

a[-4]

이렇게...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 새벽4시에 열심히 포스팅을 예약하려고 작성중인 양키의 열띤 모습에 댓글과 공감 정도는 해주셔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 새벽4시에 열심히 포스팅을 예약하려고 작성중인 양키의 열띤 모습에 댓글과 공감 정도는 해주셔

도.... 서로이웃공개로 바꿔버리는수가 있어요...도.... 서로이웃공개로 바꿔버리는수가 있어요...

자주사용되는 슬라이싱 ex자주사용되는 슬라이싱 ex))

위의 내용을 공부해보셨다면 뭐 이정도야 가뿐하시죠?

a = "20140723Ra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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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어제 찍어놨더니... 어제도그렇고 포스팅을 하는 내내 비가오네요

date = a[:8]

처음부터 7번까지

weather = a[8:]

8번부터 끝까지

여기서 숫자가 앞에오고 : 이 뒤에오면 앞에온숫자는 그숫자까지 포함되서입니다.여기서 숫자가 앞에오고 : 이 뒤에오면 앞에온숫자는 그숫자까지 포함되서입니다.

기억하세요!기억하세요!

day = a[4:8]

4번부터 7번까지 겠죠?

나너무 설명을 잘해주는것같군..

강사해도될듯 컨설턴트로 빠져야하나

“Pithon”이란 문자열을 “Python"으로 바꾸려면?“Pithon”이란 문자열을 “Python"으로 바꾸려면?

45 · GM양키



그냥

a[i]를

a[i] = 'y' 하시면

에러 나옵니다...

좀 귀찮네요 그냥 제대로 쳐서 만들면 되는데...

어딘가에 쓰일수도 있겠지만 내겐.. 필요없어!!

a[:1]

0번출력

a[2:]

2번부터 끝까지

현재 1번인 i 가 없습니다.

a[:1] + 'y' +a[2:]

0번 + y + 2번부터끝까지

1번이 빠졋으니 그사이에 y를 더해줌으로써 그자리를 매꾸게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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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포매팅(Formatting)문자열 포매팅(Formatting)

숫자 바로 대입숫자 바로 대입

C언어 해보셨나요?

안해보신분들은 모르시겠죠?

아 비꼬는거아니에요.. 때리거나 돌던지마세요...ㅠ

자그럼 뭐가 들어갔는지 살펴 볼까요?

%d 그리고 % 3 이들어갔네요.

%d는 숫자입력을 뜻합니다.

표를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마니 나올테니 표는 외워두시는게..

코드코드 설명설명

%s 문자열(String)

%c 문자 한개(character)

%d 정수(integer)

%f 부동소수(folat-point)

%o 8진수

%x 16진수

%% Literal %(문자 '%s')자체

8진수와 16진수는 굳이 몰라도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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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바로 대입문자열 바로 대입

%s는 문자열 삽입니다.

s를 잘기억해요

s는문자

s는문자다.

s는 문자열이다.

숫자 변수로 대입숫자 변수로 대입

%d는 정수 아닌가요? 왜 number가!?

number=3 이니깐

3이 들어가니깐요..

양키 나이 20세.

두 개 이상의 값을 치환두 개 이상의 값을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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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 다음에 ( ) 사이에 콤마로 구분하여 변수를 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3을 문자열 내에 삽입하려면 문자열 내에 %d가 있어야 하고 3.234를 삽입하려면 문자열 내에 %f가 있어야 하지만 %s

를 사용하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s는 자동으로 % 뒤의 파라미터 값을 문자열로 치환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항상 %s를 사용하면 프로그램 소스를 읽을 때 조금 헷갈리겠지만 에러는 나지 않을 것이다.

%s 이자식 멋진놈이였어...%s 이자식 멋진놈이였어...

포맷팅 연산자 %d와 %를 같이 쓸 때는 %%를포맷팅 연산자 %d와 %를 같이 쓸 때는 %%를

당연히 결과값으로 "Error is 98%."가 출력될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파이썬은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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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문자열 포맷코드인 %d 와 % 가 같은 문자열 내에 존재하면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 해야 %로

되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꼭 기억해두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문자열 내에 %d 같은 포맷팅 연산자가 없으면 %는 홀로 쓰여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위 예를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짧군

정렬과 공백정렬과 공백

%10s 란 길이가 10개인 문자열 공간에서 그부분을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공백으로 비워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는 %-10s 가 되겠죠.?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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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표현소수점 표현

여기서 %0.4f 는

%0은 위의 내용에서 본것처럼 공백정렬을 의미하니 됬고 .은 소숫점을 의미하며

뒤에 4는 소수점 3.42134234 에서 4자리만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f는 부동소수

이건 10칸 20칸 띄우기..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기(upper)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기(upper)

upper라는 명령어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줄수있습니다.

a에 선언된 hi라는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기위해

a.upper() 를 타이핑 하시면

'HI'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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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갯수 세기(count)문자 갯수 세기(count)

별로 쓸 때는 없지만 count라는 명령어로 문자의 갯수를 셀수 있습니다.

a.count('b')를 보시면 hobby에서 b가 2개가 있다는걸 보실수있죠

a.count('a')를 보시면 hobby에서 a는 없으니 0

위치 알려주기1(find)위치 알려주기1(find)

find 라는 명령어로 그 값이 몇번째자리에 위치했는지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그다지 쓸모는... 파이썬에선 없을듯...하네요

a.find('b')

b라는문자가 10번째에 위치해있네요. 칸띈것도 세셔야합니다.

찾는 문자가 없을경우 -1로 반환되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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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알려주기2(index)위치 알려주기2(index)

index 라는 명령어로 위와같이 가능합니다.

index의 단점은 찾는 문자가 없을경우 에러가 나옵니다...

문자열 삽입 (join)문자열 삽입 (join)

abcdefg라는 문자열의 각각의 문자사이에 변수 a의 값인 ','을 삽입합니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기(lower)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기(lower)

lower 라는 명령어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경할수있습니다.

a = HI

a.lower()

hi

53 · GM양키



왼쪽 공백 지우기 (lstrip)왼쪽 공백 지우기 (lstrip)

lstrip을 이용해서 왼쪽의 공백 즉 칸 띄움을 지울수있습니다.

rstrip을 이용해서 오른쪽 공백을 지울수 있습니다.

공백인데 오타가..

strip으로 양쪽 공백을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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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e 라는 명령어로 문자열을 바꿀수 있습니다.

콤마로 구분합니다. 앞에는 원래문장에서 바꿀 문장 콤마 뒤에는 바뀔문장

split 이라는 명령어로 문자를 나눌수 있습니다.

a.split(':')처럼 괄호안에 특정한 값이 있을 경우에는 괄호안의 값을 구분자로 해서 문자열을 나누어 줍니다.

이건 설명안해도 아실거같네요

swapcase를 이용해서 대소문자를 바꾸는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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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관련함수수학관련함수

파이썬에서는 대표적으로 abs(), round(), int(), folat(), pow() 함수가 존재합니다.파이썬에서는 대표적으로 abs(), round(), int(), folat(), pow() 함수가 존재합니다.

abs 함수는 인자로 보내준값을 식별한뒤 절댓값으로 반환(return)해줍니다.반환(return)해줍니다.

round함수는 인자로 받은 함수를 반올림한뒤 반환(return)해줍니다.반환(return)해줍니다.

pow 함수는 첫번째 인자값에 대한 두번째 인자값만큼의 제곱을 반환(return)해줍니다.반환(return)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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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함수는 인자로 받은값을 정수형태로 반환(return)해줍니다.반환(return)해줍니다.

float 함수는 인자로 받은값을 실수 형태로 반환(return)해줍니다반환(return)해줍니다

오랜만에 다량의 사진들을 포스팅하게되서 정말 잠도못자고 현재시간 4시53분.. 작성시작을 2시에 했는데..

블로거는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이짓을 3년째하고있어....

메이플때를 다시 생각나게하는군요

여러장으로 끊어서 줄여버려야겠네요 다음부턴... 너무힘듬... 졸립다...

댓글과 공감.. 좋아요정말좋아해요

질문과 쪽지 비밀덧글 다받아요~

휴 힘들다...

덧글

블 로 그 상담서비스 2014/07/24 09:46

즐거운 하루 되세요.

GM양키 2014/07/24 12:01

블 로 그 상담서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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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Python) 5장 | 사용자 입력함수/리스트(List)/리스트(List)관련 함파이썬(Python) 5장 | 사용자 입력함수/리스트(List)/리스트(List)관련 함
수수

PythonPython

파이썬 5장

이미지가 이상해서 파이썬 로고를 갖고온.. 이걸 대표이미지로...

앞에선 숫자열 문자열 기본함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런걸로 뭐 프로그램 만들기는 많이부족하니 진도를 쭉쭉 빼긴하는데

저는 힘드네요 빠른습득을위한공부를하랴 사진찍으랴 정리하랴 설명쓰랴..

뭐쨋든

58 · GM양키

http://blog.naver.com/tmvlem9595/220071047671


파이썬에서는 자료형 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의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하죠

a 처럼 리스트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비어있는 리스트일수도 있고

b처럼 숫자를 그 요소 값으로 가질수도 있고 c처럼 문자열을 요소값으로 가질수도있고 d처럼 숫자와

문자열을 함께 요소값으로 가질수도 있으며, 또 e처럼 리스트 자체를 그요소값으로 가질수도 있습니다.

더럽게 설명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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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스트의 인덱싱스트의 인덱싱

a라는 변수에 [1,2,3] 값을 설정합니다.

a 를 쓰면

값이나오고

리스트 역시 문자열처럼 인덱싱 이 가능합니다

a[0]

1

a열 리스트 가장첫번째는 0번부터니 0의 자리는 1이있으니

1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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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 a[2]

첫번째 요소값과 3번째 요소값을 더해줌으로

1+3 이니

4가 나오죠

a[-1]

마이너스는 저번시간에 뒤에서 부터라고했죠?

그러니 가장뒤에있는 3이 출력됩니다.

이번에는 위처럼 리스트 a를숫자 1,2,3 ['a','b','c']를 포함하도록 만드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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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을 했는데

['a','b','c']가 출력되었죠?

맨처음 말했던것처럼

리스트 자체를 그 요소 값으로 설정할수 있습니다.

-1은 3과 같으니 똑같이 출력됩니다.

아실거같나요?

a[-1][0]을 했는데

a가 나왔다니

이건 [-1]이 ['a','b','c',] 이니 이 리스트안에서

[0] 0 즉 첫번째 문자를 요구하는겁니다

그러니

a가 나오고

밑에는 1이니 2번째 문자열인 b 가 나오게되는거죠.

62 · GM양키



리스트 a안에 리스트['a','b', ['Life', 'is']] 라는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 리스트 안에

리스트 ['Life', 'is']라는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중 리스트 구조이죠.

'Life'라는 문자열만 끄집어내기위해서는

a[2][2][0]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리스트의 슬라이싱리스트의 슬라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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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도 슬라이싱 기법이 적용되는데요 슬라이싱이란 나눈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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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내에서도 슬라이싱이 됩니다.

문자열과 마찬가지죠 방법은 같습니다.

뭐 딱봐도 이건 안 따라해봐도 되겠군 하는 분들도 있으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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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라는 변수는 리스트 a의 처음부터 2번째 까지 나타내는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a[2]값인 '3'이 포함되지 않는데요.

c라는 변수는 리스트 2번째 부터 끝까지 나타내는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a[3]은 ['a', 'b', 'c']를 나타냅니다.

0 1 2까지가 처음부터 3번째 까지니깐요

3은 리스트안에 ['a', 'b', 'c'] 라는 리스트를 넣어둔거기때문에

리스트전체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하기 그안에서 출력하기 골라서 출력하기위해서는

a[3] 옆에 하나더 작성해주셔야 한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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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를 더하고(+) 반복하기(*)리스트를 더하고(+) 반복하기(*)

리스트 역시 + 기호를 이용해서 더하고 * 기호를 이용해서 곱셈 즉 반복을 할수 있습니다.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되는지 해보도록하죠

리스트 합치기리스트 합치기

a 리스트와 b 리스트를 더하기위해

a + b 를 했더니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더해지네요

"123" + "456" = "123456" 과 같은겁니다.

리스트 반복리스트 반복

a 리스트를 3번 반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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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3,1,2,3] 모두 제대로 출력이 되는군요

"123"*3 = "123123123"과 같은 내용입니다.

리스트 수정리스트 수정

a[2]를 출력하면 3이 나와야 정상이지만

a[2] = 4

4로 변경했기때문에

[1,2,4]가 출력됩니다.

a[1:2] 뭣하러 이렇게 써논진 모르지만 그냥 a[1] 이라는겁니다. a[1]은 2인데 이부분을 바꿔서

a[1:2] = ['a','b','c'] 따옴표 구분을 정말 잘해주셔야합니다.

괜히 아 왜 안돼 씨x 이러시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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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요소 삭제리스트 요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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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 [] 으로 빈리스트가됩니다.

그럼 a를 출력하니

[1, 'c', 4] 가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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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짤라서 했어야했는데...

del a[x] x에 값에 원하는 자리 요소값을 지정해주면 그 요소값을 삭제합니다.

del 함수는 파이썬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로 사용됩니다.

del 객체del 객체

※ 여기서 객체란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형을 뜻합니다.

리스트 관련함수리스트 관련함수

문자열 처럼 리스트 변수명 뒤에 . 을 써서 여러가지 리스트 관련함수를 이용하실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는 함수종류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에 요소 추가(append)리스트에 요소 추가(ap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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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x)는 리스트 맨마지막에 x를 추가시키는 함수입니다.

리스트 내에서는 어떠한 자료형도 추가시킬수 있습니다.

리스트 정렬(sort)리스트 정렬(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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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함수는 리스트의 요소를 순서대로 정렬한뒤 정렬된 값을 돌려줍니다.

문자 또한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리스트 뒤집기(reverse)리스트 뒤집기(reverse)

reverse 함수는 리스트를 반대로 뒤집어줍니다. 알파벳을 순서대로 정렬한것처럼

a,c,d,b 라면 b,d,c,a 이런식으로 그냥 반대로 뒤집어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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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반환(index)위치 반환(index)

index 함수는 저번 강의때도 나왔었죠

index(x) 함수는 리스트에 x라는 값이 있으면 그 위치를 돌려줍니다.

a.index(0) 는

0번 처음자리가 아니라 값이기때문에 a 리스트안에 0이라는 숫자가 없기때문에

에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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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요소 삽입(insert)리스트 요소 삽입(insert)

insert(x,y)는 리스트의 x번째 위치에 y를 삽입하는 함수입니다.

a.insert(0,4)

0 첫번째 자리에 4를 삽입해서 [1,2,3] 앞에 4가 추가되었죠

a.insert(3,5)

3 4번째자리에 5를 삽입해서 [4,1,2,3] 에서 2와 3사이에 5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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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요소 제거(remove)리스트 요소 제거(remove)

remove(x)는 첫번째 나오는 x를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a.remove(3)에서 3을 제거합니다.

[1,2,3,1,2,3] 첫번째로 나오는 3만 삭제합니다.

한번더하니 3이 하나뿐이니 첫번째로 인식하여 삭제하게되는거죠.

리스트 요소 끄집어내기(pop)리스트 요소 끄집어내기(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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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함수는 리스트의 맨마지막 요소를 돌려주고 그 요소는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a 리스트 [1,2,3]에서 3을 끄집어내서 삭제가되었죠.

pop(x)는 리스트의 x번째 요소를 돌려주고 그요소는 삭제합니다.

2를 끄집어내서 삭제가되었죠

돌려준다는건

a.pop(1) // 2번째자리인 2를

2 // 끄집어냄(돌려냄)

a // 출력

[1,3] // 2가 삭제되서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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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extend)확장(extend)

extend(x) 에서 x 에는 리스트만 올 수 있습니다. 원래 a리스트의 x리스트를 더하게되는거죠.

a.extend([4,5])는 a + [4,5]와 같습니다.

그외에도 제가 사진이 증발해서...

갯수세기(count) 라는 함수가있습니다.갯수세기(count) 라는 함수가있습니다.

count(x)는 리스트 중에서 x 가 몇개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갯수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문자열과 같습니다.

a = [1,2,3,1]

a.count(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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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력함수 raw_input()사용자 입력함수 raw_input()

이 함수는 C에서 scanf()

C++에서 cin

C#에서 Console.ReadLine() 과 같은역할을 합니다.

사용자의 입력값을 읽어들이는 기능이죠.

이런식으로 입력한 값을 읽어드립니다.

위에서는 print만했는데 값이 덧셈이 안됬죠

raw_input() 함수는 입력한값은 문자열로 인식하기때문에 a와b를 이은값이나옵니다.

합하고싶으시다면 저번시간에 배웠던 int함수를 이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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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분량이 많은데... 더 간략하게는 힘들고..

나눠서 올려야겠네요... 장수가 100장나오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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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Python) 6장 | 터플,튜플(Tuple)파이썬(Python) 6장 | 터플,튜플(Tuple)

PythonPython

터플 또는 튜플이라고도 하며 주로 터플이라고합니다.

터플은 리스트와 몇가지를 제외하곤 그외는 모두 같습니다.

다른점을 알아보도록 할까합니다.

리스트는 [ ] 으로 감싸지만

터를은 ( ) 으로 감쌉니다.

정말 간단하죠?

리스트는 값을 생성 삭제 수정이 가능하지만 터플은 값을 변화시킬수 없습니다.리스트는 값을 생성 삭제 수정이 가능하지만 터플은 값을 변화시킬수 없습니다.

터플은 위 처럼 생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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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해보면 위와 같이 나오죠

리스트와 별로 다를게없어보이지만 특이한점이 하나 있다고합니다.

단지 한가지의 요소만을 갖는 터플은 t2 = (1,)처럼 한 개의 요소와 그 뒤에 콤마를

넣어야한다는 점과 t4처럼 t4 = 1,2,3 이렇게 괄호()를 생략해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리스트와 터플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프로그래밍할때는 터플과 리스트를 구분해서 사용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사용하다보면 알게되겠지요?

터플과 리스트의 가장 크나큰 차이는 값을 변화시킬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고 합니다.

리스트의 항목 값은 변화가 가능한반면 터플의 항목값은 변화가 불가합니다.

터플의 인덱싱터플의 인덱싱

문자열, 리스트처럼 t1[0], t1[3]처럼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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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플의 슬라이싱터플의 슬라이싱

슬라이싱 예 입니다.

터플의 더하기(합)터플의 더하기(합)

기존의 더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터플의 곱(반복)터플의 곱(반복)

터플의 곱(반복)의 예 입니다.

아래는 터플의 요소값은 변경시킬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예 입니다.

터플의 요소값은 한 번 지정하면 지우거나 변경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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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리스트와 터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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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Python

사전 다들 아시죠? 국어사전 백과사전 영어사전 등등

이번시간에는 양키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봅시다.

응용해서 다들 여러분만의 사전을 한번 만들어보아요

도움이 된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지만 응용해서

전부는아니지만 변환을 하며 포스팅 을 하기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포스팅해야 한번더 공부가되서 오히려 도움이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게 되는것같아요.

사전 자료형은 키 : 값의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키(Key)키(Key) 값(Value)값(Value)

GM yangki 어쩌고저쩌고

maple 저쩌고어쩌고

Python 이러쿵저러쿵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자열, 리스트, 튜플은 숫자로 된 인덱스를 이용해 값을 조회하지만

사전에서는 키를 이용한다는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사전 자료형은 해싱 기법이란걸 이용하기 때문에 자료가 순서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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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싱기법이란?

많은 자료속에서 자료를 바로 찾는 방법이라고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속에 많은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친구를 찾아야하는데

한명한명 붙잡고 길동아! 이러면 오래걸리고 찾을수도없지만

길동아!!!! 라고 크게외치거나 확성기를 써서 부르면 찾을수 있겠죠.

예가 좀이상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전만들어보기사전만들어보기

GM = {} 라는 명령어로 GM 이라는 사전을 생성합니다.

맨마지막 GM['GM yangki']는 출력한것입니다.

위의 예제는 조금 다른방법으로 만들어 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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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ki : blogger 라는 부분이 del 명령으로 삭제된걸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 예제는 사전을 리스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family.keys() # 사전 family의 key들을 새로운 리스트에 담습니다.

family.values() # 사전 family의 벨류값들을 새로운 리스트에 담습니다.

사전에 어떤 키가 있는지 없는지는 in 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알아낼수 있습니다.

사전안에 있을경우에는 True, 없을경우엔 False 라고 출력됩니다.

아래의 예제를 참고해주세요.

덧글

에씽짜증나a 2014/08/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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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앙키님 지식인이긔

GM양키 2014/08/06 09:10

반했어요?ㅋㅋㅋㅋㅋ 투데이가 웹해킹지웠는데도..안올라가네.. 콘파쿠님말믿고 지웠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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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Python

집합(Sets)

중학교 1학년때 집합 배웠죠?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이런거..

그런걸 해보려합니다.

set은 Python2.3 version 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집합에 관련된 것들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형이라고 하네요.

set 자료형에대해 알아봅시다.

위 예제는 set자료형을 이용하여 만든 집합입니다.

이전에 했던 리스트와 사전과 비슷한 형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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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문자열을 만들수도 있는데요.

set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중복안함1. 중복안함

2. 랜덤순서2. 랜덤순서

set의 이러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특징은 자료형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 역할로 종종 사용된다고 합니다.

리스트나 터플은 순서가 있어서 인덱싱을 통해 자료형의값을 얻을수 있는 반면에

set 자료형은 순서가없어서 인덱싱 값을 얻는게 불가능합니다.

7장에서 했던 사전 역시 순서가 랜덤이라 인덱싱을 지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set 자료형에 저장된 값을 인덱싱으로 접근하기위해선 리스트나 터플로 변환후 가능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선 집합은 잘안쓸거같네요... 본인에겐 불편한기분..

교집합교집합

2개의 set 자료형을 만들어봅니다.

& 이라는 기호를 이용하여 교집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함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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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ection() 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합집합합집합

| 기호를 이용하여 합집합을 생성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 이기호는

백스페이스 더블유같이 생긴놈에 shift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union()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 기호대신에 합집합 사용할수 있습니다.

같은겁니다.

기호가 좀더 편하네요

차집합차집합

- 빼기 간단하죠?

함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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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함수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추가(add, update)추가(add, update)

add() 라는 함수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add는 한가지의 값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러개의 값을 한번에 추가하기위해서는 아래처럼

update([]) 함수를 이용해 한번에 추가 할수 있습니다.

삭제(remove)삭제(remove)

집합내에서 삭제가 필요할때도 있죠 지우개로 지울수가없으니

remove라는 명령함수로 해당 값을 지워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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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벌써 8장까지 왔네요 포스팅을할때도 저는 여러 파이썬 내용을 보고공부하고

정리해서 포스팅을 올려야하기때문에 설명이 잘되어있는 부분을 오히려 이용을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뭐한것도없어보이고 그럴테지만 파이썬은 다른언어에 비해

그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요구하지않기때문에

나중에는 GUI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합시다.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쓴포스팅이.. 왠지배껴온기분이나..

간략하고 요약설명만 쓰고 응용만 할뿐인거같아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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