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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지만 강력한 개발자의 신무기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가이드
파이썬은 배우고 사용하기 쉬운 언어로 알려져 있다. 언어
자체에서 지원하는 기능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자동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 널리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파이썬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
관리,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전방위로 확산하며 ‘대세’
언어로 부상했다. 파이썬의 기본 특성부터 파이썬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환경 설정 등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는
방법을 살펴본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머신러닝에 파이썬을
사용하는 이유와 파이썬 언어의 미래도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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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파이썬은 ‘지루한 일을 자동화하는’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려져 있었다.
다른 언어로 구현할 애플리케이션의 원형을 신속하게 만드는 보완재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파이썬은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 관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성장했다. 이제는 변방의 유틸리티 언어가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시
스템 관리 분야의 대세이자,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언어가 됐다.

파이썬의 핵심 장점 3가지
파이썬이 이처럼 성공을 거둔 것은 초보자나 전문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장점이 있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파이썬은 배우고 사용하기 쉽다. 파이썬은 언어 자체의 기능이 많지 않
아 프로그램 초기 버전을 만들기까지 투자해야 할 시간이나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파이썬 구
문은 가독성이 좋고 간단하게 설계됐다. 이런 단순성 덕분에 이상적인 교육용 언어로, 초보자도
빨리 따라올 수 있다. 노련한 개발자라면 해결하려는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언어의 복
잡성에 대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코드를 읽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파이썬의 인기는 여러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티오베 인덱스(Tiobe Index) 같은 프로그래
밍 언어 인기 리스트에서 이미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파이썬을 사용하는 다수의 깃허브
(GitHub) 프로젝트가 그 대중성을 잘 보여준다. 파이썬은 모든 주요 운영체제와 플랫폼에서 실
행되며, 비주류 운영체제나 플랫폼도 대부분 지원한다. 주요 라이브러리 및 API 지원 서비스는
파이썬 바인딩(Binding) 또는 래퍼(Wrapper)를 가지고 있어서, 파이썬이 다른 서비스와 자유
롭게 인터페이스하거나 파이썬에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파이썬이 가장 빠
른 언어는 아니라고 해도 속도에 대한 부족함을 다양성으로 보상하고 있다.
파이썬은 ‘하찮은’ 언어가 아니다. 주로 스크립트 작성과 자동화에 쓰이긴 하지만 독립형 애
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 분야 모두에서 전문가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다.

파이썬,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는 스크립트 작성과 자동화다. 파이썬은 웹 브라우저와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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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또는 애플리케이션 GUI를 자동화하거나 앤서블(Ansible)과 솔트(Salt) 같은 툴의 시스템
프로비저닝과 구성 작업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파이썬은 셸(Shell) 스크립트나 배치(Batch) 파
일의 단순한 대체물이 아니다. 스크립트 작성과 자동화는 파이썬을 사용하는 빙산의 일각에 불
과할 뿐이다.
범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파이썬으로 명령줄 애플리케이션과 교차 플랫폼 GUI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해 독립형 실행 파일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스크립트에서 독립형 바이너리
를 생성하는 기능은 없지만, cx_Freeze와 파이인스톨러(PyInstaller) 같은 서드파티 패키지를
사용하면 된다.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세련된 데이터 분석은 IT에서 가장 변화가 빠른 분야지만, 파이썬의
대표적인 사용례이기도 하다. 데이터 과학이나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대부분은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파이썬이 머신러닝과 수치 알고리즘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고급 명령어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은 이유다.
웹 서비스 및 RESTful API. 파이썬의 고유 라이브러리와 서드파티 웹 프레임워크는 몇 줄의
코드로 작성된 간단한 REST API부터 완전한, 데이터 주도 사이트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빠르
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파이썬 최신 버전은 강력한 비동기 작업을 지원해, 사이트가 적합
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1초에 수천, 수만 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메타프로그래밍과 코드 생성. 파이썬에서는 파이썬 모듈과 라이브러리 자체를 포함해 모든
것이 객체다. 이는 파이썬을 고효율 코드 생성기로 바꿔놓았다. 이를 이용하면 다른 언어로는
어렵거나 불가능한 확장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파이썬은 다른 언어의 코드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LLVM 같은 코드 생성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파이썬을 흔히 ‘글루 언어(Glue Language)’라고 부른다. 이질적인 코드를 상호 운용할 수 있
다는 의미다.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분야에서 파이썬이 널리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지
막으로 파이썬이 적합하지 않은 작업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파이썬은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장치 드라이버나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에는 적합하지 않다. 독립형 교
차 플랫폼 바이너리 호출에도 이상적이지 않다. 특히 파이썬은 애플리케이션
의 모든 측면에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경우 최상의 선택이 아니다. 이를 위
해서는 C/C++ 같은 속도 중심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간결한 이유
파이썬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가독성 좋은 구문을 추구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의 기본인 “hello world”는 파이썬
으로 다음 한 줄이다.
print(“Hello world!”)

파이썬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프로그램 플로우를 간결하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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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여러 구문 요소를 제공한다. 리스트 객체(List Object)로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 끝의 종
료 문자를 제거하는 다음 예제를 보자.
with open(‘myfile.txt’) as my_file:
     file_lines = [x.strip(‘\n’) for x in my_file]

여기서 with/as 구조체는 컨텍스트 관리자(Context Manager)다. 코드 블록에 대한 객체를
인스턴스화한 다음 해당 블록을 빠져나오면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예제에서 객체는

my_file이며, open() 함수로 인스턴스화한다. 파일을 여는 보일러플레이트(Boilerplate)를 대
신하며, 파일에서 각 줄을 읽어온 다음 파일을 닫는다.

[x … for x in my_file] 구조체는 파이썬의 다른 특징인 리스트 컴프리헨션(List Comprehension, 시퀀스의 요소 일부 또는 전부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리스트로 돌려주는 간결한 방
법)이다. 이 구조체는 다른 항목(여기서는, my_file과 그 속의 텍스트 줄)을 끝까지 반복하고, 각
반복 요소 즉, 각 x를 처리한 후 자동으로 리스트에 첨부(Append)한다.
물론 다른 언어처럼 파이썬에서도 for… 루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파이썬은 여러 개 객
체에 대해 반복되고 루프에서 각 요소에 대해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는 루프 같은 것을 간결하
게 표현하거나 혹은 명시적인 인스턴스화와 제거 작업이 필요한 것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간
편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런 구조체는 파이썬 개발자가 간결함과 가독성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한다.
파이썬 언어의 특징은 일반적인 용도를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유니코드 문자열
(Unicode String) 같은 최신의 객체 유형이 언어 자체에 직접 구현돼 있다. 따라서 리스트, 딕
셔너리(Dictionary), 튜플(Tuple), 집합(Set) 등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를 기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들

파이썬 2 vs. 파이썬 3, 어느 것을 써야 할까?

파이썬의 성공은 하드웨어 업체가 개발
한 소프트웨어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의

파이썬에는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초급자라면 실수를 할 수 있을 만큼 차이

풍부한 생태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 파이

가 크다. 이전의 “레거시” 계열 파이썬 2.x는 2020년까지 계속 지원될 예정이

썬은 강력한 표준 라이브러리와 서드파티

다. 이때까지는 공식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개발자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바로 사용할

될 수도 있다. 이 언어의 최신 버전인 파이썬 3.x는 2.x보다 동시성 제어가 개
선됐고 효율적인 인터프리터 같은 2.x에는 없는 여러 고유 기능을 지원한다.
파이썬 3이 나왔지만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지원은 오랫동안 지원이 늦어졌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파
이썬은 이러한 확장과 기여를 통해 발전
해 왔다.

다. 많은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2만을 지원해 파이썬 3이 기대만큼 크
게 확산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파이썬 2만 지원하던 라이브러리 대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공통적

부분이 두 버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제는 파이썬 3을 사용하지 않

인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한 모듈을 제공

을 이유가 없다.

한다. 수학, 문자열 처리, 파일과 디렉터
리 액세스, 네트워킹, 비동기 작업, 쓰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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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ing), 멀티프로세스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신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고급 프로그래밍 작업을 관리하는 모듈도 있다. JSON과 XML 같은 구조화된 파
일 포맷 읽기와 쓰기, 압축 파일 처리, 웹 페이지, URL, 이메일 등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과 데
이터 포맷에 대한 작업, C와 호환되는 외부 함수 인터페이스를 가진 대부분의 외부 코드는 파이
썬의 ctypes 모듈을 사용해 액세스할 수 있다.
기본 파이썬 배포판은 Tkinter를 통해 기초적이지만, 유용한 교차 플랫폼 GUI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SQLite 3 데이터베이스도 내장하고 있다. PyPI(Python Package Index)를 통해 사
용할 수 있는 수천 가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의 인기와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단
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는 HTML을 긁어와 데이터를 추출하는 일체형 툴박스
다. 심지어 연결이 끊어진 HTML까지 처리할 수 있다. 플라스크(Flask)와 장고(Django) 같은 프
레임워크는 간단한 용도는 물론 고급 개발자를 위한 고속 웹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아파치
립클라우드(Libcloud)를 사용하는 파이썬 객체 모델을 이용하면 다중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
할 수 있다.

파이썬의 타협점
C#, 자바, 그리고 고(Go)와 마찬가지로, 파이썬에도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 메
모리 관리 기능이 있다. 즉, 프로그래머가 객체를 추적해 파기하는 코드를 구현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은 배후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이로 인해 성능 문제가 발생한다
면, 수동으로 트리거(Trigger)하거나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 파이썬의 중요한 측면은 역
동성(Dynamism)이다. 함수와 모듈 자체를 포함해 모든 것이 객체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일부
속도를 희생하긴 했지만 고급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개발자는 단지 몇 개 명령어만으로
복잡한 객체를 조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추상 클래스로 다룰 수도 있다.
파이썬의 ‘주요 공백(Significant Whitespace)’ 개념은 파이썬의 최고이자 최악의 속성 중 하
나로 꼽힌다. 다음 구문에서 두 번째 줄의 들여쓰기는 단지 가독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파이썬
구문의 일부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제어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들여쓰기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거부한다. 이러한 구문상의 공백 때문에 몇몇 개발자는 파이썬을 거부한다. 그
러나 엄격한 들여쓰기 규칙은 현실적으로 간결하고 높은 가독성을 제공한다.

with open(‘myfile.txt’) as my_file:
     file_lines = [x.strip(‘\n’) for x in my_file]

C나 자바를 사용하던 사람이 파이썬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변수 타이핑
(Typing) 처리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동적 타이핑 또는 덕 타이핑(Duck Typing: 동적
타이핑의 한 종류로, 객체의 변수 및 메소드의 집합이 객체의 타입을 결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이는 빠른 코딩에 매우 적합하지만, 대규모 코드 기반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파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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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컴파일 타임(Compile-time) 타입 힌팅(Type Hinting)에 대
한 지원을 추가했다.

파이썬은 느리다? 꼭 그렇지는 않다!
파이썬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적인 평가는 느리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는 사실이다. 파이썬 프
로그램은 일반적으로 C/C++ 또는 자바로 작성된 같은 프로그램보다 느리다. 어떤 파이썬 프로
그램은 몇 배나 느릴 수 있다. 왜 느린 것일까? 파이썬 런타임 대부분이 컴파일러가 아니라 인
터프리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파이썬의 내재적 역동성과 객체의 순응성 때문에 컴파일해도
속도에 최적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사 느리다고 해도 이는 파이썬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많은 파이썬 프로그램이 느린 이유는 이런 프로그램이 파이썬의 기능
이나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사용지 않기 때문이다. 수학과 통계 작업은 넘파이
(NumPy)와 판다스(Pandas)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파이파이(PyPy)
런타임을 사용하면 파이썬 앱의 속도를 몇 배나 높일 수 있다.
프로그래밍의 오래된 격언 중 하나는 프로그램 관련 작업시간의 90%가 코드의 10%를 차
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10%를 최적화하면 큰 속도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파이썬에서
는 사이썬(Cython)이나 넘바(Numba) 같은 프로젝트를 활용해 이 10%를 C나 심지어 어셈블
리(Assembly)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C 프로그램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도 C의 세세한
메모리 관리로 골머리를 앓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더구나 개발자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시간보다 가치가 있다. 즉, 특정 파이썬 프로그
램이 실행하는 데 6초가 걸리는 데 다른 언어는 순식간에 실행된다고 하자. 그러나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개발자가 단 10분 걸렸고, 다른 언어로는 1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어느
쪽이 이득일까? 파이썬 실행에 걸린 추가 시간은 개발 과정에서 절약된 시간으로 그 이상 보상
받을 수 있다.
물론 거래 애플리케이션처럼 처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동시성 수요가 낮은 소프트웨어를 작
성할 때는 이런 ‘계산’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시스템 관리부터 머신러닝까지, 파이썬
은 다수의 현실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우 빠르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게다가, 파이썬의 높
은 유연성과 빠른 개발 속도는 다른 언어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실행 시간을 몇 초 단축하는 것
보다 개발 속도와 프로그래머의 안락함이 중요한 경우 파이썬은 가장 적합한 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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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 선택부터 라이브러리 설치까지
‘흔들리지 않는’ 파이썬 기본기 갖추기
Sedar Yegulalp│Infoworld

HowTo

파

이썬은 배우고 사용하기 쉬운 언어로 유명하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소프트
웨어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파이썬을 시작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다. 운영 체제부터 파이썬 런타임(Runtime), 그리고 코드 작성에 사용할
편집기 또는 IDE까지 선택할 것이 많다.
여기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파이썬 기본기를 갖추는 방법을 알아본다. 각양
각색의 파이썬 배포판과 여러 가지 개발 환경 중 최상의 개발 환경, 그리고 코드 포매터(Code
Formatter), 프로젝트 템플릿(Template), 가상 환경 같은 파이썬 작업영역(Workspace) 지원
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몇 가지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먼저 다뤄볼 문제는 파이썬 2와 파이썬 3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이다. 답은 간단하다. 파
이썬 3을 사용하라. 파이썬 2가 이전 에디션과의 호환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레거시 버전이
라면 파이썬 3은 현재와 미래의 에디션이다. 이미 거의 모든 서드파티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파
이썬 3을 지원하고, 파이썬 2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동시성(Concurrency) 기능과 성능상의 이
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두 버전 간의 구문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 필요하다면 파이썬 2를 배
우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파이썬 플랫폼 선택하기
파이썬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주로 사용자의 개발 환경에 달려있다. 다행히 파이썬은 모든
주요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좋은 파이썬 편집기와 개발 환경도 마찬가지이므로, 원하는
운영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는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작한 순수한, 표준
버전의 파이썬을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파이썬은 다른 에디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
으며, 때에 따라 다른 에디션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윈도우에는 파이썬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윈
도우에 파이썬을 추가하는 것은 런타임을 다운로드하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된다. 윈도우용 패
키지 관리자인 초콜레티(Chocolatey)를 사용한다면(좋은 생각이다!) 명령 프롬프트에 choco

install python3이라고 입력해 파이썬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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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파이썬은 거의 모든 주요 리눅스 배포판이 기본으로 제공한다. 문제는 최신 버전이
설치됐는지다. 몇몇 리눅스는 여러 이유로 구버전의 파이썬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특정 배포
판에 맞춰 작성된 파이썬 스크립트가 특정 버전의 파이썬에 종속된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다른
버전의 파이썬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 중인 배포판용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설
치된 버전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다면 pyenv 프로젝트를 활용하면 된다. 사용자가 여러 가지 버
전의 파이썬 중 기본으로 사용할 버전을 지정할 수 있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파이썬 버전을
설정할 수도 있다.
맥OS: 맥OS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리눅스와 비슷하다. 첫째, 가장 최신 버전의 맥
OS(10.11)에 사전 설치된 파이썬 버전은 2.7.10이다. 파이썬 3을 사용하려면 맥OS용 패키지
관리자인 홈브루(Homebrew)를 써야 한다. 도커(Docker)가 설치돼 있다면, 파이썬 런타임이
들어있는 도커 컨테이너를 구해 프로젝트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개발한 앱을 최종적으로 도
커를 사용해 배포한다면 이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파이썬 배포판 선택하기
파이썬은 다양한 배포판, 또는 파이썬 런타임의 리패키징(Repackaging: 재구성) 형태로 사
용할 수 있다. 다른 리눅스 배포판이 서로 다른 용도가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파이썬 배포판도
특정 사용자층과 사례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다음은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폭넓게 사
용되고 있는 배포판이다.
C파이썬(CPython):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이 개발한 기본 파이썬 런타임으로, 가장 범용
적인 파이썬 버전이다. 인터프리터(Interpreter)와 표준 라이브러리 외에, SQLite용 바이너리
파이썬 등 인터프리터와 함께 배포되는 여러 가지 서드파티 구성요소가 포함돼 있다. C파이썬
은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이 없다. 서드파티 패키지를 추가하는 pip라는 내장 메
커니즘이 있지만, 때로는 이를 사용해서 더 크고 복잡한 패키지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
다. 예를 들어 바이너리 종속성(Binary Dependencies)이 있는 윈도우용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C파이썬은 별로 모험을 하지 않는 완전 초보자 또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
진정한 자체 개발자에게 적합한 배포판이다.
액티브파이썬(ActivePython): 액티브스테이트(ActiveState)는 다양한 상용 파이썬 런타임
과 IDE를 판매한다. 액티브스테이트의 액티브파이썬에는 핵심 C파이썬 런타임이 포함돼 있으
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기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미리 포함해 C파이썬보다 훨씬 덜
번거롭다. 또한, 고성능 파이썬 수학 라이브러리와 과학 라이브러리가 다수 포함됐다. 이 배포
판에는 3가지 버전이 있다. 무료 커뮤니티 에디션은 지원이 없다. 비즈니스 에디션은 기술지원
과 몇 가지 혜택이 포함돼 있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지원과 법적 보장, 그 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직 초보인 기업 사용자라면 무료 커뮤니티 에디션부터 시작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방법이다. 액티브파이썬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대한 액세스와 유
상 지원을 원하는 기업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파이파이(PyPy): C파이썬의 대체재 중 하나다. 가장 큰 차이는 JIT(Just In Time) 컴파일러를
통해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한다는 점이다. 몇몇 속도 개선 사항은 몇 배에 이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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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이다. 이러한 성능 개선은 실행 후 바로 종료되는 자동화 스타일의 스크
립트보다 오랫동안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파이
파이는 파이썬의 역동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C 확장 프로그램이 많이 사
용되지 않는) 장기적으로 실행되는 서비스 개발자에게 적합하다.
아나콘다(Anaconda): 파이썬의 가장 중요한 용도 중 하나는 수학과 통계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에 적합한 몇몇 파이썬 배포판이 등장했다. 컨티
뉴엄 애널리틱스의 아나콘다는 이 중 가장 유명하고 폭넓게 사용되는 배포판이다. 액티브파
이썬처럼 여러 가지 일반적인 수학과 통계용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며 가능한 경우 인
텔 최적화 버전의 수학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아나콘다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관리하
기 위한 자체 설치 관리자를 통해 자신들의 바이너리 종속성을 관리한다. 따라서 더 쉽게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아나콘다는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용으로 파이썬을 사
용하는 모든 사람에 적합하다.

파이썬 IDE 선택하기
이론적으로 파이썬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텍스트
편집기와 파이썬 런타임뿐이다. 실제로 사소한 스크립트 이상의 소프트웨어
를 개발할 때는 파이썬을 지원하는 IDE가 필요하다. 이미 IDE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고 있다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유명 IDE 대부분은 강력한 파이썬 지
원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확장 기능을 통해 파이썬을
지원한다. 이 2가지 IDE를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축한 모든 개발자는 부가 기능(Add-on)만
설치하면 된다. 이클립스(Eclipse)는 자바를 비롯한 다른 언어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부가 기
능을 통해 파이썬도 지원한다. 다양한 파이썬 지원 부가 기능이 사전 설치돼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클립스 IDE의 한 에디션인 리클립스(LiClipse)를 사용해도 된다. 많은 맥OS 사용자
가 서브라임 텍스트(Sublime Text) 편집기의 속도와 간편성, 그리고 기능을 높이 평가한다. 이
편집기 역시 파이썬을 지원한다. 서브라임 텍스트는 통합 파이썬 인터프리터까지 내장하고 있
으며 플러그인 중 상당수가 파이썬으로 작성돼 파이썬 개발자가 서브라임 텍스트를 손쉽게 사
용할 수 있다. 빔(Vim)과 이맥스(Emacs) 모두 강력한 파이썬 지원 기능이 있다. 빔은 pythonmode 플러그인을 내장하고 있고, 이맥스는 부가 기능을 사용해서 향상될 수 있는 기본적인 파
이썬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파이썬 전용 IDE도 있다. IDLE은 C파이썬과 함께 번들되며, 짧은 스크립트
를 정리하거나 언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파이참(PyCharm)
은 젯브레인즈의 제품으로 널리 추천되고 있다. 파이썬 세계에 고유한 툴들, 예를 들면, 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런 툴에 쉽게 액세스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모도(Komodo)는 액티브스테이트가 제작한 IDE로,
액티브스테이트 자체의 액티브파이썬과 밀접하게 연동됐지만, C파이썬과도 잘 동작한다. 스
파이더(Spyder)는 일반적으로 파이썬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는 주로 과학과 통계학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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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IDE다. 그러나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지원 기능 내장 같은 편리한 보조 기능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파이썬 패키지 선택하기
액티브파이썬이나 아나콘다 같은 배포판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서드파티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돼 있거나 IDE 개발업체의 자체 리포지토리에서 많은 패키지를
가져오는 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C파이썬이나 이런 종류의 편리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
는 다른 배포판을 사용하고 있다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롭다.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진 방대한 리포지토리인
PyPI(Python Package Index: 파이썬 패키지 색인)를 제공한다. PyPI의 모든 패키지는 pip 명령
줄 툴을 사용해 파이썬 설치본에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패키지는 특정 플랫폼용으로 구
축된 바이너리가 필요하며 PyPI에 있는 모든 패키지가 모든 플랫폼에 대한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바이너리를 순식간에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리눅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윈도우에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한 가지 부분적인 솔루션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크리스토프 콜케의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인기 있는 파이썬 패키지의 사전 구축된 윈도우 바이너리로
이루어진 비공식 리포지토리를 제공한다. 패키지 대부분은 과학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이거나
넘파이(NumPy), 텐서플로우 같은 머신러닝용이지만, 많은 패키지가 범용적인 용도를 지원한
다. 예를 들면, 이미지 처리용 필로우(Pillow), 비동기 HTTP 서버 Aiohttp 등이 있다.
특정 유형의 파이썬 프로젝트의 경우 윈도우 사용자가 리눅스, 맥OS, 그리고 다른 유닉스 기
반 시스템 사용자보다 많은 수작업을 해야 한다. 윈도우 개발자가 제공해야만 하는 한 가지 흔
히 놓치고 있는 구성요소는 C 컴파일러다. 몇몇 패키지는 파이썬의 특정 모듈이 바이너리 포
맷으로 제공되지 않을 때 해당 모듈을 구축하기 위해 C 컴파일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파이
썬 코드를 C 코드로 바꾸는 사이썬(Cython)은 작동하는 바이너리를 만들기 위해 C 컴파일러
가 필요하다.
반가운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통해 무료로 마이크로
소프트 자체의 C 컴파일러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그윈(Cygwin)이나 MSYS2 같
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GCC (Gnu Compiler Collection)를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윈도우에
서 C파이썬을 구축하기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 C 컴파일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주얼 스튜
디오를 사용하면 바이너리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LLVM 컴파일러 프레임워크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기본으로 설치되지 않는 서드파
티 추가 기능이다. 파이썬 함수를 어셈블리로 변환하는 넘바(Numba) 등 몇몇 파이썬 프로젝트
는 LLVM을 사용한다. 이런 패키지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면 LLVM을 직접 설치하거나 LLVM
이 이미 통합된 아나콘다나 다른 배포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윈도우는 깃(Git)
같은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깃과 통합하는 IDE는 깃을 찾지 못할 경우 갑
자기 멈춰 버린다. 따라서 윈도우용 깃을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초콜레티를 통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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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코드를 깔끔하게 유지하라
프로그래밍 언어 대부분은 코드 린트(Code Lint)와 구문 표준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지원한
다. 파이썬에는 이런 작업을 처리하는 패키지 묶음이 있다. 모든 주요 IDE는 각자 통합 지원 방
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작업영역에 추가할만한 가치가 있다.
파이썬 코드 포매팅(Formatting: 서식)을 좌우하는 규칙은 PEP 8이란 문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특정 코드베이스에 이런 규칙을 적용하고 싶다면, autopep8이란 툴로 이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 툴은 PEP 8에 맞춰 코드를 정리하고, 개발자의 주의가 필요한 구문에 대
한 경고를 보내준다. 파이썬을 지원하는 IDE 대부분은 기본 코드 포매터로 autopep8을 사용
할 수 있다.
yapf는 파이썬에 대한 포매팅 규칙을 적용하는 더 새로운 프로젝트다. 원래 구글에서 개발했
으며, 기존의 모든 포매팅을 제거하고 PEP 8 규칙에 따라 문서를 완전히 재포맷한다. 단, yapf
의 잠재적 함정 하나는 이 툴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려는 포매팅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때는 필요에 따라 yapf 포매팅을 실행하고 정지할 수 있는 인라인 주석(Inline Comment)
을 사용하면 된다.
파이썬 같은 동적 프로그래밍 언어(Dynamic Language)는 개발자가 미묘한 버그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파이썬은 이런 문제를 막는 지원 툴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Pylint는 파이썬용으
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코드 린팅(Code-linting) 툴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Pylint는 타입 불일
치(Type Mismatch)를 확인하기 위해 파이썬 3.5에 옵션으로 소개된 타입 힌팅(Type Hinting)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마이파이(MyPy)는 타입 검사(Type Checking)에
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조만간 마이파이가 파이썬이 효율적으로 네이티브 코드(Native
Code)로 컴파일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파이썬 프로젝트 템플릿 만들기
같은 유형의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
어 성가신 일을 덜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한 방법은 빈(blank) 프로젝트에 대한 깃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예를 들면, 새 버전의 라이
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각 수정된 템플릿 별로 브랜치나 태그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다음부터는 해당 리포지토리를 복제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인스턴스화 할 수 있다.
파이썬에서는 쿠키커터(Cookiecutter) 프로젝트를 통해 이 작업을 개선할 수 있다. 이 템플
릿을 사용하면 새로운 파이썬 프로젝트를 자동 진행(Bootstrap)할 수 있으며, 해당 템플릿을
필요에 따라 깃에 저장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템플릿을 언제나 공유할 수 있다.

가상 환경에서 파이썬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진행하라
더 많은 파이썬 프로젝트를 작업할수록 더 많은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만 할 가능성
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구버전에 종속된 레거시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해야 하면서 동시에 같
은 라이브러리의 새 버전을 사용하는 대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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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은 이런 상황을 피할 방안을 제공한다. 바로 가상환경이다. 가상환경은 어떤 프로젝
트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설치된 버전을 대체하는 자신만의 로컬 라이브러리 사본을 가질 수
있게 허용한다. 이 기능의 대부분은 명령줄 툴인 virtualenv을 통해 관리되며, 이 툴은 사용자가
특정 순간에 어느 가상환경을 사용할지 토글(Toggle)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툴인 virtualenvwrapper는 가상 환경 생성 과정을 자동화한다. 파이썬 가상환경이 사용 중인 IDE에서 직접 지
원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파이참(PyCharm)에는 가상환경 지원이 내장돼 있다.
가상환경 생성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은 파이썬 런타임의 독립형 설치본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윈도우용 C파이썬을 ‘내장 가능한 집(Embeddable Zip) 파일’ 포맷으로 얻을 수 있
으며, 압축이 해제된 경우 자체 서브 디렉터리에 파이썬 최소 설치본을 제공한다. 여러 가지 버
전의 파이썬 런타임에 대해 테스트하는 중이고, 각 버전을 정식으로 설치하고 버전들 간을 오
가고 싶지 않은 경우 이 방법이 안성맞춤이다.
단, 독립적인 파이썬 설치본을 사용하는 것에는 몇 가지 위험이 있다. 우선, Tkinter UI 툴킷처
럼 전체 파이썬 배포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SQLite는
포함되어 있다). pip 같은 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모든 서드파티 패키지를 수작업으로 제공해
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패키지에 대한 경로를 포함하기 위해 (패키지를 찾을 수 있는 위
치를 지정하는) PYTHONPATH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

파이썬 앱을 공유하라
파이썬은 독립형 실행 파일이나 독립형 파이썬 프로그램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고유의 방법
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 공간을 채우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가 있다. 이런 라이브러리는 애
플리케이션을 파이썬 런타임 사본과 묶는 방식으로 이런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프
로젝트가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파이인스톨러(PyInstaller)
다. 파이인스톨러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파이썬용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앱들, 심지
어 바이너리 모듈을 가지고 있는 앱 (판다스(Pandas) 또는 넘파이(NumPy))까지도 패키지화 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파이썬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PyPI에
서 재배포될 수 있게 프로젝트를 패키지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길 권한다. 이 작업을 처음 할 때
는 PyPI 패키지화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프로젝트 레이아웃을 재작업해야 할 수도 있어서 약간
어색하다. 그러나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PYPI 지원 채택을 통해 프로젝트를 즉시 사용할 수 있
어 사용자의 피드백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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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에 파이썬을
즐겨 쓰는 4가지 이유
Tech
Trend

Sedar Yegulalp│Infoworld

데

이터 과학에서 파이썬(Python)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파이썬은 스크립트 작성
과 프로세스 자동화, 웹 개발, 일반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오

랫동안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머신러닝 언어로도 주목받고 있다. 머신러닝 분야에서 파이썬
이 주목받는 4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프로그래밍이 단순해진다
첫 번째 이유는 파이썬의 성공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 언어는 간소함을 제공한다. 처음 만들
때부터 주된 목표가 읽고 쓰기 쉬운 언어였다. 코드는 쓰는 것보다 읽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작업
자가 바뀌는 경우 더 그렇다. 예를 들어 여러 서드파티 구성 요소를 사용하거나 사용자 비즈니
스 로직이 복잡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넘겨받아 계속 개발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읽
고 이해하기 편한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좋은 파이썬 코드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
며 다른 언어보다 뛰어나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다양하다
파이썬이 머신러닝 툴로 인기를 얻는 두 번째 이유는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머신러닝 라이
브러리와 프레임워크다. 유명한 사이킷-런(Scikit-learn)부터 텐서플로우(TensorFlow), CNTK,
아파치 스파크 MLlib(Apache Spark MLlib) 등 유명 머신러닝 및 딥 러닝(Deep Learning) 프
레임워크 대부분이 파이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파이썬 API를 지원한다. 그러면서도 훌
륭한 성능을 제공한다.
파이썬의 풍부한 라이브러리 생태계를 활용하면 명령 한 번으로 여러 프레임워크를 작업 공
간에 설치할 수 있다. 파이썬 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최근 파이썬은 여러 머
신러닝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플랫폼 전용 바이너리를 배포하기 쉽도록 라이브러리 패키징 메
커니즘을 변경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면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 아나콘다(Anaconda)
같은 배포판은 파이썬 생태계 밖에서 바이너리 의존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 패키징 메
커니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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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를 대신 관리한다
파이썬 같은 고수준 언어가 제공하는 추상화와 이것을 활용하는 작업은 여러 다른 영역에서
장점이다. 예를 들어 파이썬은 개발자 대신 세부적인 메모리 관리를 수행하므로 결과적으로 개
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제공한다. 목록, 설정, 사전, 투플(Tuple) 등 파
이썬에 내장된 구성물과 데이터 추상화는 모두 파이썬 런타임을 통해 메모리를 관리한다. 자바
(Java)도 같은 방식이지만 파이썬은 이보다 정확하고 사용법도 단순하다.
머신러닝 앱은 파이썬의 메모리 관리 구조를 실제 연산 작업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의 로직
또는 데이터 흐름 정리 용도로 더 활용한다. 연산 작업이 많이 필요한 리프팅(Lifting) 대부분
은 NumPy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가 처리한다. 하지만 언어와 런타임이 제공하는 추상화 덕분
에 이들을 위한 메모리 관리 작업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 여러 계층 아래에서 자동으로 처
리된다.
파이썬이 내부에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은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파이썬은 효
율성 대신에 사용 편의성을 택했지만 상황에 따라 그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따라
서 만약 완벽하게 최고의 성능을 내고 싶다면 결국 ‘뚜껑을 열고’ 더 낮은 수준의 추상화로 직
접 작업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테아노(Theano)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웹사이트(http://
deeplearning.net/software/theano/tutorial/python-memory-management.html)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성능을 최적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싸이썬(Cython)이다. 이 유틸리티 라이브러
리를 통해 파이썬 코드를 C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면 C의 메모리 관리 및 데이터 구성물에 직
접 액세스할 수 있다.

파이썬 자체는 느려도 문제가 없다
많은 사람이 파이썬을 “편리하지만 빠르지는 않다”고 말한다. 대부분 맞는 말이다. 파이썬은
개발 편의성을 얻는 대신 파이썬 자체의 성능은 다소 희생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언어가 아
닌 파이썬을 왜 머신러닝 같은 연산 집약적인 작업에 사용하는 걸까? 대답은 단순하다. 연산 집
약적 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파이썬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이썬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에서 수
행하는 실제 연산작업 대부분은 C, C++, 자바로 작성한다. 파이썬은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를
정리하고 상호작용할 뿐이다. 결국 파이썬에서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정 및 해체, 명령
및 제어, 구성요소 간의 조정과 로깅(Logging) 및 보고 등 일반적으로 성능에 민감하지 않다.
단, 애플리케이션이 파이썬과 라이브러리 영역 사이를 자주 오간다면 성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파이썬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자는 파이썬과 외부 API 사
이의 이동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필요하다면 싸이썬(파이썬을 C로 변환), PyPy(JIT
가속 파이썬 코드용) 등을 통해 순수한 파이썬 코드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결국 파이썬이 머신러닝에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 이유가 아니다. 학습과 사용이
쉽고, 광범위한 머신러닝 사용례를 다루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생태계를 가졌으며, 수행 중인
작업에 걸맞은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이 파이썬을 머신러닝에 가장 적합한 언
어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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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창시자가 말하는

사임 이유와 파이썬의 미래
Tech
Interview

Paul Krill│Infoworld

1990

년 파이썬(Python)을 처음 만든 귀도 반 로섬이 지난 2018년 7월 12일 이
른바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Benevolent Dictator For Life, BDFL)’ 역할을

사임하면서 파이썬 진영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그는 사임 이유로 최신 언어 표현식 기능 추
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꼽았다. 이제 반 로섬은 파이썬 개발 전면에서 물러나지만 이후에 파
이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올해 62세인 그는 현재 드롭박스의 수석 엔지니
어로 일하고 있다. 반 로섬을 만나 근황과 파이썬의 미래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인포월드│BDFL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가?
반 로섬│물론 ‘종신’이라는 말은 그냥 농담이다. 독재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은퇴를 고민했다. 건강 문제도 있었고, 파이썬 커뮤니티를 이끄는 막중한 책임도 부담스러웠다.
이 자리에 있으면 파이썬 언어의 철학을 수없이 되풀이해 설명해야 하고, 항상 합리적으로 행
동해야 한다. 물론 은퇴의 중요한 계기는 극심한 논란을 일으킨 특정 기능 개선 제안이었다. 내
가 이를 수용하자 사람들이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렇게 서운한 말을 했던 사람 중에는 코어 파이썬 개발자도 있었다. 이들이 더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인포월드│논란이 된 개선 제안은 PEP(Python Enhancement Proposal) 572였다.

무엇이 문제였나?
반 로섬│그 제안은 할당(assignments)이 표현식 평가(expression evaluation)의 일부로 발
파이썬 창시자 귀도 반 로섬

생하도록 하는 새 구문(syntax)에 관한 것이다. 따져 보면 사소한 기능 추
가에 불과하다.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표현식 중간에 할당 구문을
삽입하면 된다. 이미 다른 언어가 이를 부가 기능으로 지원한다. C, C++가
그렇고,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상황에서 코딩을 쉽
게 해주고, 중복을 제거해 읽기도 쉬워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기능 제안이 파이썬의 설계 철학과 원리에 부합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 제안의 다른 문제는 처음 제안을 했던 사
람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초기 몇 개 버전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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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심지어 그 제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조차 이를 반대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는 사소한 구문 변경이다. 근본적인 무엇이 전혀 아니다.
인포월드│이 기능은 파이썬의 어느 버전에 포함되나?
반 로섬│1년 6개월 후에 나올 파이썬 3.8이다.
인포월드│후임 BDFL이 임명되나? 앞으로 파이썬 커뮤니티는 어떻게 운영되나?
반 로섬│유감이지만 나는 그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코어 개발자 100~200명으로 구성된 그룹
에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과 누가 지휘를 맡을 것인지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기존까지
파이썬 관련 다른 문제를 처리했던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했다. 기나긴 논쟁
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좋은 소식이라면 결론을 내는 일정에는 합의했다는 점이다.
내가 알기로는 제안 시한은 2018년 10월 1일이다. 그 후 2018년 11월 1일까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2019년 1월 1일까지는 지휘를 맡을 사람을 실제 선출, 임명
하거나, 아니면 이에 관한 거버넌스 문서를 따르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인 BDFL 체제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10월 1일까지 BDFL을 선출하는 방법, 재임 기간, 탄핵 방식 등을 자세히 서술해
확정한다는 의미다. 아마 2019년 1월 1일이면 실제 후임자가 임명될 것으로 본다.
인포월드│파이썬 개발에 관여하는 이들 그룹은 누구인가?
반 로섬│다른 사람보다 영향력이 큰 코어 개발자가 여럿 포함돼 있다. 그중 한 명은 오랜 경력
을 가진 멋진 사나이 브렛 캐넌이다. 내 멘토였던 팀 피터도 있다. 그는 파이썬 개발 비공식 가
이드라인인 ‘파이썬의 선(the Zen of Python)’ 저자이기도 하다. 배리 워소 역시 코어 개발자
중 한 명이다.
인포월드│당신은 앞으로 파이썬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나?
반 로섬 : 기고자나 코어 개발자로 남을 것이다. 가끔 코드를 쓰고 리뷰도 한다. 코어 개발자,
특히 초보 코어 개발자와 여성 및 소수자 멘토링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코어 개발자 집단의 다
양성은 내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다.
인포월드│BDFL을 그만두면 파이썬 애호가들이 놀라 이탈하지 않을까?
반 로섬│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파이썬 커뮤니티는 매우 건강하고, 코어 팀은 매우 역동적
이다. 이들이 이번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앞으로 수십 년간 파이썬 언어를 발전시키지 못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나는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사임은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 우
리는 여전히 성공적인 미래 릴리즈를 준비하고 있고 개발 프로세스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인포월드│지난 몇 년 동안 파이썬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나?
반 로섬│파이썬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언어와 라이브러리에 새 기능을 추가해 왔
다. 가장 큰 변화라면 역시 인기가 높아진 것이다. 5년 전만 해도 파이썬은 이만큼 영향력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주요 툴로써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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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코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이 더 커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방식, 개발하는 방식, 파이썬 언어를 내놓는 방식은 매우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릴리즈 매니저가 있고, 주요 릴리즈 사이에는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둔다. 버그 픽스 릴리즈는 필요할 때 몇 개월 혹은 분기마다 이루어진다. 파이썬 개선 제안 프로
세스도 안정적이다. 이번 PEP 관련 논란이 큰 대립처럼 보이는 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크게
확산한 것이 한 이유라고 본다. 몇 년 전 코드 관리를 머큐리얼(Mercurial)에서 깃(Git)으로 전환
한 것을 빼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다고 생각한다.

테크놀로지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파트너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자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
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
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
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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