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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학습개요 및 내용

-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내리는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지시서이다.
-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
-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파이썬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

이다.
- 파이썬은 http://www.python.org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가

능하다.
- IDLE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개발 환경이다.
- 파이선 쉘에서는 >>> 프롬프트 다음에 코드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

면 코드가 실행된다.
- 파이썬에서 산술 계산을 하는 연산자로는 +, -, *, / 가 있다.
- print()는 화면에 문자열이나 계산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 스크립트 모드를 사용하면 코드를 파일에 저장하였다가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다.

파이썬�입문

http://www.python.org


chapter 1.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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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파이썬 쉘과 스크립트모드의 다른 점을 파악
- 파이썬의 기본 연산자 활용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을 파

악
- 거북이를 소환하여 원하는 모양과 방향대로 진행할 수 있음을 파악



2장 학습개요 및 내용

- 컴퓨터에서는 변수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컴퓨터 메모리 안에 저장할 수 
있다. 

- 변수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 변수들은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다. 사실은 어떤 것이든

지 저장이 가능하다.

스크립트�모드�활용



CHAPTER 2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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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스크립트 모드에서 변수 설정하는 법을 익힘
- int함수와 input함수의 의미와 활용법을 익힘
- turtle모드에서 side와 angle 사용을 익힘



6장 실습내용

- 문장들을 반복 실행하려면 for나 while을 사용한다.
- 반복 실행되는 문장들을 들여쓰기 하여야 한다.
- for 문은 반복 회수를 정해져있을 때 유용하다.
- 반복문의 초입에서 조건식은 검사된다.

반복문�활용하여�문제�해결



lab 01. 구구단 출력

lab 02. 별그리기



lab 03. 스파이럴 그리기

lab 04.사용자가 입력하는 숫자의 합 계산하기



lab 05. 숫자 맞추기 게임

lab 06. 초등생을 위한 산수 문제 발생기



lab 07. 모든 샌드위치 종류 출력하기



lab 08. 시계그리기

lab 09. 점치는 게임



연습문제 01.

연습문제 02.



연습문제 03.

연습문제 04.



연습문제 05.

연습문제 06.



연습문제 07.

연습문제 08.



결과
- 반복문 for I in range()와 while True의 활용을 익힘
- 범위 내에서 숫자를 뽑을 때 random.randint() 사용을 파악
- 결과값을 일자로 정열할 때 end=“”를 사용해야함을 파악
- if, elif, else 활용을 파악

연습문제 09.

연습문제 10.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감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
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조차 몰랐을 뿐더
러 이를 응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접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날 수업에서 “안녕
하세요. 파이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출력하였을 때의 느낌은 아직
도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 스크립트 모드를 활용하여 거북이를 만들거나, 시간을 
계산하거나, 물건의 값을 계산하는 등을 통해 파이썬의 재미를 점차 알게 되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결과를 도출해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공
부하였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쨰로는 import turtle을 사용할 때입니
다. 원하는 방향과 모양, 선을 없애고 다시 생기게 하는 등은 기존에 입력하면 똑
같이 출력하던 것과 다르게 조금만 입력을 다르게 해도 생각과 다른 모양을 출력하
기도 하여 적응하기 꽤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나는 활동은 import 
random입니다. 실습 활동 중에 ‘점치는 문제’가 재밌었습니다. 실제로 운을 점지할 
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 랜덤 결과값이 나오도록 하는 
활동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1학기 동안 소프트웨어 기초를 
수강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활동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4년 중 1번만 배운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선택 교양으로라도 파이
썬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수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