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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의원소추가/삭제

• 리스트의원소추가

• append() 함수 : 리스트마지막위치에새로운원소추가

• insert() 함수 : 리스트특정위치에새로운원소삽입

• len() 함수 : 리스트객체의원소개수반환

• 리스트의원소삭제

• del 예약어

• 리스트객체에서특정위치의원소삭제

• 특정구간에있는모든원소를삭제할경우에는위치첨자이용

하여범위지정

• del fruit[0:2] 문장의경우 0부터 2까지의원소가아닌 0 부터 2   
미만, 즉 0부터 1까지의원소삭제

• remove() 함수 : 특정원소의값삭제

fruit = []
fruit.append("사과")
fruit.append("배")
fruit.append("감")
print(fruit)
for i in range(len(fruit)):

print(i, fruit[i])

fruit.insert(2, "딸기")
print(fruit)
for i in range(len(fruit)):

print(i, fruit[i])

print(fruit, len(fruit))
del fruit[2]
print(fruit, len(fruit))
del fruit[0:2]
print(fruit, len(fruit))
fruit.remove("감")
print(fruit, len(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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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
• 팬을 강하게 회전시켜 호스 속의 공기를 밖으로 뽑아내므로 청소기의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장치

• 기계 안의 압력이 줄어들면 흡입력이 생기며, 대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바

깥쪽의 공기 압력은 기계 안의 공기 압력 보다 높기 때문에 먼지가 공기와 함

께 대기압이 낮은 호스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됨

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𝑃𝑃𝑖𝑖𝑖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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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 진공 청소기와 자율 주행하는 로봇이 결합된 청소기

• 초음파 센서 등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피하며, 청소를 시작하면 정해진 청소

이동 모드에 따라 전체 공간을 빠짐없이 돌면서 청소

• 청소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기로 돌아가 충전을 함

• 로봇청소기의동작모드
• 자동 모드

• 구석 모드, 자유 모드, 집중 모드 등
• 미리 정해진 청소 이동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경로를 정하여 이동하면서 청소함

• 수동 모드
• 사용자가 임의의 지점을 지정하면 해당 지점을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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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의이동과귀환
[문제] 마우스를클릭한곳을순서대로저장하고, 스페이스키를누르면저장된클릭순서
대로경로를이동함. Backspace 키를누르면해당경로의역순으로귀환함. s키를누르면처
음위치에서마지막위치로최단거리를이동하고, r키를누르면마지막위치에서처음위치
로최단거리이동한다. e키를누르면저장된경로를모두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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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분석 (1)
• 터틀스크린의지점들을연속적으로클릭하여해당지점들을순서대로저장

• 키보드의스페이스키, Backspace 키, s 키, r 키, e 키를누르면해당키에맞는동작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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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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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설계 (1)
• 문제분석에서의함수, 입력, 출력에대한알고리즘을자연어로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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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설계 (2)



IIRC 10 2019

2. 알고리즘설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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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딩 (1)
• 알고리즘설계를이용하여파이썬프로그램을코딩

import turtle as t
robot_fn = "robotic_vacuum.gif"
rx = []
ry = []
move_cnt = 0

def move_robot(action):
t.clear()
if action == 0:

for i in range(move_cnt):
t.goto(rx[i], ry[i])

elif action == 1:
for i in range(move_cnt-1, -1, -1):

t.goto(rx[i], ry[i])
elif action == 2:

t.goto(rx[move_cnt-1], ry[move_cnt-1])
elif action == 3:

t.goto(rx[0], ry[0])
t.penup()

def clicked(x, y):
global move_cnt
move_cnt += 1
rx.append(x)
ry.append(y)

def list_clear():
global move_cnt
del rx[1:move_cnt]
del ry[1:move_cnt]
move_cnt = 1

def key_SP():
move_robot(0)

def key_BS():
move_robot(1)

def key_s():
move_robot(2)

def key_r():
move_robot(3)

def key_e():
list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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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딩 (2)

t.setup(600, 600)
s = t.Screen()
t.hideturtle()

s.addshape(robot_fn)
t.shape(robot_fn)
t.speed(6)
t.penup()
clicked(-265, 265)
t.goto(-265,265)
t.showturtle()

s.onkey(key_SP, "space")
s.onkey(key_BS, "BackSpace")
s.onkey(key_s, "s")
s.onkey(key_r, "r")
s.onkey(key_e, "e")
s.onscreenclick(clicked)
s.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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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디버깅 (1)
• 실행을하여데이터입력에대한예상결과가나타나는지결과확인

• 동작상태를확인하고, 오류가발생하는지확인하여디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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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디버깅 (2)



IIRC 15 2019

4. 테스트/디버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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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 문자열(string)
• 문자나기호가순서대로나열되어있는자료
• 글자를뜻하는텍스트(text) 또는스트링(string)으로부르고
있음

• 스트링은 '끈'이라는의미이며,글자들이끈으로연결된
모양이기에스트링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음

• 문자열의선언
• 작은따옴표(' ')나큰따옴표(" ")를이용하여선언

• 두따옴표를서로조합하여이용할수있음
• 큰따옴표를연속으로 3개사용(""" """)하여문자열을감쌀
경우문자열중간에줄바꿈이있더라도해당줄바꿈을포함
한모든문자열을하나의문자열로선언함

str1 = 'Text'
str2 = "String"
str3 = """Text
String
"""
str4 = "Text's string"
str5 = 'Text "in" string'
print(str1)
print(str2)
print(str3)
print(str4)
print(st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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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문자
• 서식문자를이용하여문자열의형식을새롭게지정가능

• 서식문자열 : 서식문자를포함한문자열

• 왼쪽맞춤과오른쪽맞춤
• -를지정할경우전체자릿수에서왼쪽맞춤으로값을지정
• -를생략할경우전체자릿수에서오른쪽맞춤으로값을지정

• 전체자릿수와소수점이하자릿수를지정
• 소수점이하자릿수가지정된경우해당자릿수에해당하는숫자이하에서반올림이 이루어진
숫자로지정됨

• (예) b = 3.546에서 %4.1f의경우 3.5로지정되며, %4.2의경우 3.55로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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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문자예시

a=10
b=3.5
ch='a'
st="abc"
print("Value = %d"%a)
print("Value = %-4d,%4d"%(a,a))
print("Value = %f"%b)
print("Value = %4.1f,%4.2f"%(b,b))
print("Value = %c"%ch)
print("Value = %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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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특정위치문자얻기

• 문자열의위치첨자는 0부터시작하며, 문자열길이-1까지위치첨자가부여됨

• 위치첨자를이용하여문자열의특정위치문자를구할수있음

st = "Text String"
print(st[0], st[1], st[len(st)-1])
for i in range(len(st)):

print(st[i], end=" ")
print("")
print(st[le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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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관련예약어와함수

• in 예약어 : 문자열에서특정문자가있는지확인

• 문자열과관련된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함수들이제공됨
st = "Text String"
if 'x' in st:

print("Included")
else:

print("Not included")
print("length: ", len(st))
st1 = "123"
st2 = "3.546"
print(st1, st2)
st3 = st.replace('S', 's')
print(st3)
st4 = "TextString"
print(st.upper())
print(st.lower())
print(st.isdigit(), st4.isdigit(), st1.isdigit())
print(st.isalpha(), st4.isalpha(), st1.isalpha())
print(st.isalnum(), st4.isalnum(), st1.isal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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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코드

• 각출판사가펴낸각각의도서에국제적으로표준화하여붙이는고유의도서번호

• 일반적으로같은책을다시출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한책의모든판본종류에하나

씩 ISBN 코드가부여됨

• ISBN 코드는 10~13자리로구성

• 13자리 ISBN 코드의경우다음형식으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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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코드를이용한도서번호검증

• ISBN 코드마지막자리 = 체크기호 (check digit)
• 앞의 12자리가정확한지오류를검증하는기호

• ISBN 코드의체크기호를계산하는방법
1) ISBN 코드 12자리숫자에가중치 1과 3을번갈아곱하여값을누적함

2) 가중치의합을 10으로나누어나머지를구함

3) 10에서나머지를뺀값이체크기호가되며, 나머지가 0인경우체크기호는 0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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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코드검증하기
[문제] 13 자리의 ISBN 코드를입력받아체크기호를계산하여올바른도서번호인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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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분석
• ISBN 코드를입력받음

• 가중치의합을구하고, 10으로나누어나머지로부터체크기호값을계산

• 체크부호의코드검증

• ISBN 코드입력시입력의유효성을검사

• isbn_check() 함수에서결과를반환하면해당반환값을이용하여 ISBN 코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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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설계 (1)
• 문제분석에서의함수, 입력, 출력에대한알고리즘을자연어로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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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설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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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딩 (1)
• 알고리즘설계를이용하여파이썬프로그램을코딩

def isbn_check(isbn):
s = 0

for i in range(len(isbn)-1):
if (i+1) % 2 == 1:

s = s + int(isbn[i]) * 1
else:

s = s + int(isbn[i]) * 3
print("ISBN 1~12자리의가중치반영합계 : %d"%s)

t = s % 10
chk = (10 - t) 
print("ISBN 1~12자리의체크기호값 : %d"%chk)

if chk == int(isbn[12]):
rst = 1

else:
rst = 0

return 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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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딩 (2)

isbn = input("ISBN 13자리(- 제외) : ")

if len(isbn) == 13:
rst = isbn_check(isbn)
if rst == 1:

print("ISBN 코드 : %s는검증되었습니다."%isbn)
else:

print("ISBN 코드 : %s는검증되지않았습니다."%isbn)
else:

print("ISBN 코드입력은 -를제외하고 13자리를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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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디버깅
• 실행을하여데이터입력에대한예상결과가나타나는지결과확인

• 동작상태를확인하고, 오류가발생하는지확인하여디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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