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썬의 자료형 



Python 자료형 

•  자료형이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이는 숫자, 
문자열등 자료 형태로 저장되는 그 모든 것 

•  Python에는 기본적으로 Number, String, 
List, Tuple, Dictionary 등이 제공 됨.	



Python 자료형: Number  

항목	 Example	

Integer	 123,    -345,    0	

Real number	 123.45,    -1234.5,    3.4e10	

Complex number	 1 + 2j,  -3j  (python에서 i 대신 j로)	

Octal digit (number)	 034,    025	

Hexadecimal digit (number)	 0x2A,    0xFF	



Python 자료형: Number – cont’d 

• Floating-point	 • Octal	 • Hexadecimal	•  Integer	



Python 자료형: Number – cont’d 
•  Complex number  

–  파이썬에서 복소수는 i 대신 j, J를 사용.	

•  ‘.real’은 복소수의 실수 부분 반환	

•  ‘.imag’는 복소수의 허수 부분 반환	

•  ‘.conjugate()’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반환	

•  ‘.abs(복소수)’는 복소수의 절대값 반환	



Python 자료형: Number – cont’d 

•  숫자 연산 



Python 자료형: String 

•  문자열을 의미함 
•  Single quotation(‘) 혹은 double quotation(“)을 사용.  
•  여러 문장의 문자열은 (“““ ~ ”””) 및 (‘‘‘ ~ ’’’) 사용.	

“Hello World” 
‘Python is fun’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Single quotation(‘)을 문자열 안에 포함시킬 때	

•  Double quotation(“)을 문자열 안에 포함시킬 때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역슬래시)로���������	
��������������������  (‘)과���������	
��������������������  (“)를���������	
��������������������  문자열���������	
��������������������  안에���������	
��������������������  포함시키기���������	
��������������������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여러줄의 문장 처리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I.  줄 바꿈 문자인 ‘\n’ 삽입 

II.  연속된 double quotation 세 개 (“““) 이용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Escape code	 코드	 설명	

\n 개행 (줄바꿈) 

\v 수직 탭	

\t 수평 탭	

\r 캐리지 리턴	

\f 폼 피드	

\a 벨 소리	

\b 백 스페이스	

\000 널문자	

\\ 문자 "\" 

\' 단일 인용부호(') 

\" 이중 인용부호(")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String operation 

–  문자열 합치기 (Concatenation)	

–  문자열 곱하기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String: indexing 

–  Indexing: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의미 
–  Python의 index는 0부터 시작 

>>> a = "Life is too short"	

L	 i	 f	 e	 i	 s	 t	 o	 o	 s	 h	 o	 r	 t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index 번호	

17 or -18 à IndexError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String: indexing - 예 

0 == -0	

-1 == 전체길이 - 1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String: slicing 

–  slicing: 무엇인가를 ‘잘라내다’라는 의미 

•  index_test[0] + index_test[1] + 
index_test[2] + index_test[3] 

•  index_test[:4] 

수식으로 보면… 
0 <= index < 4 

(0, 1, 2, 3)	
또 다른 예 
•  index_test[12:17] == “short” 
•  index_test[12:] == “short”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String: indexing & slicing 

–  String은 내용을 바꿀 수 없음 (Immutable) 
•  복사와 연산 등은 가능 

–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String formatting 

–  문자열 포매팅이란 문자열 내에 어떤 값을 삽입하는 방법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String formatting 

코드	 설명	

%s 문자열 (String) 

%c 문자 한개(character) 

%d 정수 (Integer) 

%f 부동소수 (floating-point) 

%o 8진수	

%x 16진수	

%% Literal % (문자 '%s' 자체) 

%s 포맷 코드로 어떤 형태든 대입이 가능 
%s는 자동으로 % 뒤의 파라미터 값을  
문자열로 치환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참고]	  포맷팅 연산자 %d와 %를 같이 쓸 때는 %%를	  
	
>>>	  print("Error	  is	  %d%."	  %	  98)	  
!	  Error!	  
	  
문자열 포맷코드인 %d	  와 %	  가 같은 문자열 내에 존재하면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 해야.	  
문자열 내에 %d	  같은 포맷팅 연산자가 없으면 %는 홀로 쓰여도 상관이 없음.	  
	  
>>>	  print("Error	  is	  %d%%."	  %	  98)	  
Error	  is	  98%.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String function 
함수	 설명	

str.upper()	 문자열 str을 모두 대문자로 바꾸어 준다.	
str.count(x) 문자열 str 중 x와 일치하는 것의 개수를 반환한다.  
str.find(x) 문자열 str 중 문자 x가 처음으로 나온 위치를 반환한다.  

없으면 -1을 반환한다.  
str.index(x)	 문자열 str 중 문자 x가 처음으로 나온 위치를 반환한다. 

없으면 에러를 발생시킨다.	
str.join(s)	 s라는 문자열의 각각의 요소 문자 사이에 문자열 str를 삽

입한다.	
str.lower()	 문자열 str을 모두 소문자로 바꾸어 준다.  
str.lstrip()	 문자열 str의 왼쪽 공백을 모두 지운다.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함수	 설명	

str.rstrip()	 문자열 str의 오른쪽 공백을 모두 지운다.	
str.strip() 문자열 str의 양쪽 공백을 모두 지운다. 
str.replace(s, r) 문자열 str의 s라는 문자열을 r이라는 문자열로 치환한다. 
str.split(s)	 문자열 str을 s라는 문자열로 나누어 리스트 값을 돌려준다. 	
str.split()	 s를 주지 않으면 공백으로 나누어 리스트 값을 돌려준다.	
str.swapcase()	 문자열 str의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각각 

바꾸어 준다.	

•  String function 



Python 자료형: String – cont’d 
•  String function - 예 



Python 자료형: List 
•  리스트 (C언어의 배열과 유사함)	

>>> a = [] 	

>>> b = [1, 2, 3] 	

>>> c = ['Life', 'is', 'too', 'short'] 	

>>> d = [1, 2, 'Life', 'is'] 	

>>> e = [1, 2, ['Life', 'is']]  

•  리스트 내에는 어떠한 자료형도 포함 시킬 수 
있다.	



Python 자료형: List – cont’d 
List indexing List sliding 



Python 자료형: List – cont’d 
List plus & minus List editing & deletion 

List는 내용을 수정 가능 
(Mutable) 



Python 자료형: List – cont’d 
•  List function 

함수	 설명	

a.append(x)	 리스트 a의 마지막에 x추가 	

a.sort()	 리스트 a를 정렬 	

a.reverse()	 리스트 a의 순서를 거꾸로 만든다.	
a.index(x)	 리스트 a에서 x를 찾아서 그 위치 반환	

a.insert(i, x) 	 리스트 a에서 i 위치에 x 삽입	

a.remove(x)	 리스트 a에서 처음 나오는 x 삭제	

a.pop()	 리스트 a의 맨 마지막 요소 반환하고 마지막 요소 삭제	

a.count(x)	 리스트 a 안에 x가 몇 개 있는지를 반환 	

a.extend(x)	 리스트 a에 리스트 x를 더함(확장) 	



Python 자료형: List – cont’d 
•  List function - 예 



Python 자료형: Tuple 
•  List와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곤 모든 것이 같다. 

–  List는 ‘[‘ 와 ‘]’로 둘러싸지만 튜플은 ‘(‘와 ‘)’로 둘러싼다. 
–  List는 그 값을 생성, 삭제, 수정이 가능하지만 튜플은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다(Immutable). 

리스트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지만, 
단지 한 개의 요소만을 갖는 튜플은  
t2 = (1,) 처럼 한 개의 요소와 그 뒤에 
콤마(',')를 넣어야 한다는 점과, 
네 번째 보기 t4 = 1, 2, 3 처럼 괄호()
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Python 자료형: Tuple – cont’d 

•  Tuple vs. List 
– 튜플과 리스트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그 값이 항상 변하지 않
기를 바란다면 튜플을 사용	

– 수시로 그 값을 변화시켜야 할 경우라면 리스트를 
사용 



Python 자료형: Tuple – cont’d 
Tuple indexing & slicing Tuple plus & multiple 



Python 자료형: Dictionary 
•  ‘사람’을 예로 들면 누구든지 “이름” = “홍길동”, “생일” = 

“몇 월 몇 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Python은 이러한 대응관계를 기본 자료형으로 만들었음 
•  이것은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들도 갖고 있는 자료형으로 

Associative array, Hash 라고도 불림 
•  Dictionary는 Key와 Value라는 것을 한 쌍으로 갖는 자료형 

–  딕셔너리는 리스트나 튜플처럼 순차적으로(sequential) 해당 요소 값을 

구하지 않고 key를 통해 value를 얻는다.	
–  Baseball이란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사전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모
두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baseball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만을 펼쳐보는 

것과 같음 



Python 자료형: Dictionary – cont’d 
•  Dictionary 생성 

–  {Key1:Value1, Key2:Value2, Key3:Value3,…}  
–  Key와 Value 쌍들 여러 개가 '{'과 '}'으로 둘러싸이고 각각의 요소는 

Key : Value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쉼표(',')로 구분되어짐	

>>> dic = {'name':'pey', 'phone':'0119993323', 'birth': '1118'}  
>>> a = {1: 'hi'}  
>>> a = { 'a': [1,2,3]} 
>>> a = {} key	 value	

name	 pey	

phone	 0119993323	

birth	 1118	



Python 자료형: Dictionary – cont’d 
•  리스트, 튜플, 문자열은 요소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덱
싱이나 슬라이싱 사용  

•  딕셔너리는 Key를 이용해서 

Value를 얻어냄 .	
–  a[1]은 'a'라는 값 
–  리스트나 튜플의 a[1]과는 다
른 것. 



Python 자료형: Dictionary – cont’d 
•  data pair append & deletion •  dictionary cautions	

Key가 동일한 것이 존재할 경우  
{1:’a’}라는 쌍이 무시된다.	

※ 중복되는 Key를 사용하지 말 것!	

Dictionary는 내용을 수정 가능 
(Mutable) 



Python 자료형: Dictionary – cont’d 

•  Dictionary function 

함수	 설명	

a.keys()	 딕셔너리 a의 Key들을 모아놓은 리스트를 돌려준다.	
a.values()	 딕셔너리 a의 Value들을 모아놓은 리스트를 돌려준다.	
a.items()	 딕셔너리 a의 (Key, Value)쌍의 터플을 모아놓은 리스트를 돌려줌 
a.clear()	 딕셔너리 a의 모든 Key:Value 쌍들을 삭제한다.  
a.get(x)	 딕셔너리 a의 Key가 x인 것의 Value를 돌려준다.  
a.has_key(x)	 딕셔너리 a에 x라는 Key가 있는지 조사하여 참, 거짓을 돌려준다.	



Python 자료형: True & False 

자료형	 True & False	

“Python”	 True	

“”	 False	
[1, 2, 3]	 True	

[]	 False	
()	 False	
{}	 False	
1	 True	

0	 False	
None	 False	

String, List, Tuple, Dictionary 
등의 값이 비어 있지 않으면 참,  
비어 있으면 ("", [], (), {}) 거짓.	



Python 자료형: True & False – cont’d 

•  True & False - 예 

>>> a = [1,2,3,4] 	
>>> while a: 	
... a.pop() 	
... 	
4	
3	
2	
1	

>>> if []:	
 ... print 
"True"	
 ... else:	
 ... print 
"False"	
 ... 	
False	

>>> if [1,2,3]:	
 ... print 
"True"	
 ... else:	
 ... print 
"False"	
 ... 	
True	



Python 변수(Variable) 
>>> a = 1 	
>>> b = "python" 	
>>> c = [1,2,3]	

•  왼쪽의 예제와 같이 a, b, c를 ‘파이썬 변수’라 한
다. 

•  변수를 만들 때는 왼쪽과 같이 ‘=‘(assignment) 
기호를 사용한다. 

•  C와 달리 선언(declare)할 필요가 없음 

•  변수(Variable): 객체(Object)를 가리키는 것으
로, 객체는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던 자료형을 포
함한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그 모든 것 

•  변수 a와 b가 서로 3이란 정수형 객체의 메모리 
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즉, a == b 처럼 실행한다 
하면, 왼쪽의 예제와 같이 True를 return하게 된
다. 

>>> a = 3 	
>>> b = 3 	
>>> a == b	
True	



Python 변수(Variable) 
•  Variable 변수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 a, b = 'python', 'life'	

>>> (a, b) = ('python', 'life')	

>>> [a,b] = ['python', 'life']	

>>> a = b = 'python'	

>>> a = 3 	
>>> b = 5 	
>>> a, b = b, a 	
>>> a 	
5 	
>>> b 	
3	

튜플 a, b에 값을 대입 한다.	

위와 같이 튜플 a, b에 값을 대입한다.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다.	
a, b = b, a 라는  
문장을 수행하면 두 값이  
서로 바뀜	



Numbers are immutable 

>>> x = 4.5 
>>> y = x 
>>> y += 3 
>>> x 
4.5 
>>> y 
7.5 

x 4.5 

y 

x 4.5 
y 7.5 



Strings are immutable 

>>> x = ‘ab’ 
>>> y = x 
>>> y += ‘c’ 
>>> x 
‘ab’ 
>>> y 
‘abc’ 

x ‘ab’ 

y 

x ‘ab’ 
y ‘abc’ 



Lists are mutable 

>>> x = [1, 2] 
>>> y = x 
>>> y.append(3) 
>>> x 
[1, 2, 3] 
>>> y 
[1, 2, 3] 

x [1, 2] 

y 

x [1, 2, 3] 
y 



Tuples are immutable 

>>> x = (1, 2) 
>>> y = x 
>>> y += (3,) 
>>> x 
(1, 2) 
>>> y 
(1, 2, 3) 

x (1, 2) 

y 

x (1, 2) 
y (1, 2, 3) 



Dictionaries are mutable 

>>> x = {1:2} 
>>> y = x 
>>> y[2] = 4 
>>> x 
{1:2, 2:4} 
>>> y 
{1:2, 2:4} 

x {1:2} 

y 

x {1:2, 2:4} 
y 



copy.deepcopy(): List 

>>> import copy 
>>> x = [1, 2] 
>>> y = copy.deepcopy(x) 
>>> y.append(3) 
>>> x 
[1, 2] 
>>> y 
[1, 2, 3] 

x [1, 2] 

y 

x [1, 2] 
y 

[1, 2] 

[1, 2, 3] 



copy.deepcopy(): Dictionary 

>>> import copy 
>>> x = {1:2} 
>>> y = copy.deepcopy(x) 
>>> y[2] = 4 
>>> x 
{1:2} 
>>> y 
{1:2, 2:4} 

x {1:2} 

y 

x {1:2} 
y 

{1:2} 

{1: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