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함수:
같은 코딩을 두 번 하지 맙시다같은 코딩을 두 번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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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학습 내용학습 내용

 프로그램이 커질 수록 코드는 복잡 프로그램이 커질 수록 코드는 복잡
• 복잡한 코드는 읽기도 어렵고 유지보수도 어려움

• 함수(function)를 사용하여 복잡함을 관리( )

 함수는 코드 덩어리로 프로그램 안에서 필요할 때 사용

 함수는 공통된 행위를 따로 분리
• 코드를 더 읽기 쉽고 관리하기 좋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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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스타버즈 코드에 옵션 추가스타버즈 드에 옵션 추가

 매장에서 원두가 떨어지는 경우에 현재 가격에 매장에서 원두가 떨어지는 경우에 현재 가격에
관계 없이 즉시 주문하는 옵션을 추가

 새 프로그램은 두 가지 옵션 제공 새 프로그램은 두 가지 옵션 제공
• 첫번째 옵션은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림

• 두 번째 옵션은 긴급 주문으로 현재 가격을 화면에
바로 보여줌

 두 옵션 모두 현재의 가격 정보가 필요함 두 옵션 모두 현재의 가격 정보가 필요함
• 현재 가격 정보를 얻는 코드를 두 번 작성하지

함수로 작성

• 필요할 때 마다 함수를 재사용(호출)

 파이썬 함수는 def 키워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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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기존 스타버즈 코드기존 스타버즈 드

import urllib requestimport urllib.request

import time

가격 정보 코드price = 99.99

while price > 4.74:

ti l (900)

가격 정보 코드,
재사용되는 코드

time.sleep(900)

page = urllib.request.urlopen("http://www.beans-r-us.biz/prices-
loyalty.html")

text = page.read().decode("utf8")

where = text.find(">$")

start_of_price = where + 2

end_of_price = start_of_price + 4

price = float(text[start of price: end of price])

3. 함수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

price = float(text[start_of_price: end_of_price])

print("Buy!")



컴퓨터와 현대기술

원두 가격 출력 함수 예 1원두 가격 출력 함수 예 1

import urllib requestimport urllib.request

def get_price():                  # 함수 정의

page = urllib.request.urlopen("http://www.beans-r-us.biz/prices-
loyalty.html")

text = page read() decode("utf8")text  page.read().decode( utf8 )

where = text.find(">$")

start_of_price = where + 2

end_of_price = start_of_price + 4

print(text[start_of_price: end_of_price])

get_price()                         # 함수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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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시험주행시험주행

가격정보를 출력
하지 않고 가져오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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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원두 가격 출력 함수 예 2원두 가격 출력 함수 예 2

import urllib requestimport urllib.request

def get_price():                  # 함수 정의

page = urllib.request.urlopen("http://www.beans-r-us.biz/prices-
loyalty.html")

text = page read() decode("utf8")text = page.read().decode( utf8 )

where = text.find(">$")

start_of_price = where + 2p

end_of_price = start_of_price + 4

return text[start_of_price: end_of_price]          # 가격을 반환

price = get_price()              # 함수 호출

print(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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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price)

컴퓨터와 현대기술import urllib.request

import time 스타버즈 코드: 긴급 주문 옵션

def get_price():                  # 함수 정의

page = urllib.request.urlopen("http://www.beans-r-us.biz/prices-loyalty.html")

text = page.read().decode("utf8")

where = text.find(">$")

start of price = where + 2start_of_price  where  2

end_of_price = start_of_price + 4

return float(text[start_of_price: end_of_price]) # 가격을 숫자로 반환

price_now = input("Do you want to see the price now (Y/N)? ")

if price_now == "Y":

print(get_price())           # 가격을 호출하여 출력

else:

price = 99 99price = 99.99

while price > 4.74:

time.sleep(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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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 get_price()      # 함수 호출

print("Buy!")



컴퓨터와 현대기술

시험주행시험주행

3. 함수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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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버즈 CEO 추가 요구스타버즈 CEO 추가 요구

 CEO는 가격이 휴대폰으로 전송되기를 CEO는 가격이 휴대폰으로 전송되기를
원함
• 외근 중일 때 가격 정보를 트위터 계정으로

받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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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트위터 전송을 위한 작업트위터 전송을 위한 작업

1 트위터 계정을 만듬1. 트위터 계정을 만듬
• http://twitter.com 

2 트위터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2. 트위터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
• http://dev.twitter.com/apps

• 컨슈머 키와 비밀번호, 접근 키와 비밀번호 복사

3. 트위피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설치
• http://code.google.com/p/tweepy/

4. 스타버즈 소스 코드 수정
•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컨슈머 키와 비밀번호, 접근 키와 비밀번호를

삽입삽입

• 트위피 라이브러리 사용하여 트위터에 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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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애플리케이션 등록애플리케이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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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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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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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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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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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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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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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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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트위피 라이브러리 다운로드트위피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http://code.google.com/p/tweepy/ 
• tweepy-1.4-py3.tar.gz 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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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트위피 라이브러리 설치트위피 라이브러리 설치

 압축을 해제 압축을 해제
• 본 예에서는 D:₩tweepy 에 압축해제되었다고 가정

• 파이썬은 D:₩Python32 에 설치 되었다고 가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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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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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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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스타버즈 코드: 트위터 접속 (1)스타버즈 드  트위터 접속 (1)

import sys

import tweepy

import time

import urllibimport urllib

# 트위피 라이브러리 사용하여 트위터에 메시지 전송하는 함수

( )def send_to_twitter(msg):

CONSUMER_KEY = 'PAsoDCqCeZ6CuPK3RvVhJA'

CONSUMER_SECRET = 'ZVC7GiNqvRiavFGbbwhifWAM0cqP0YQ3j3XH0sqSrM'q q j q

ACCESS_KEY = '456669442-WIMtOK1lCqd69Uis01TyTReWmxE3hgcCAdXSa0C6'

ACCESS_SECRET = '8uRhrJLuxUcArxA6Bf2hUIDJfD3Ev7JFlXzHfPKqE'

auth = tweepy.OAuthHandler(CONSUMER_KEY, CONSUMER_SECRET)

auth.set_access_token(ACCESS_KEY, ACCESS_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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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 tweepy.API(auth)

api.update_status(msg)



컴퓨터와 현대기술

스타버즈 코드: 트위터 접속 (2)
def get_price(): 

page = urllib.request.urlopen("http://www.beans-r-us.biz/prices-loyalty.html") 

text = page.read().decode("utf8") p g () ( )

where = text.find('>$') 

start_of_price = where + 2 

end of price start of price + 4end_of_price = start_of_price + 4 

return float(text[start_of_price:end_of_price]) 

price_now = input("Do you want to see the price now (Y/N)? ") 

if price now == "Y":if price_now  Y : 

send_to_twitter(get_price()) 

else: 

price = 99.99 

while price > 4.74: 

time.sleep(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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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price = get_price() 

send_to_twitter("Buy!")

컴퓨터와 현대기술

시험주행 (1)시험주행 (1)

3.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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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시험주행 (2)시험주행 (2)

3.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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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시험주행 (3)시험주행 (3)

3.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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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프로그래밍 도구상자 (1)프로그래밍 도구상자 (1)

 프로그래밍 도구 프로그래밍 도구

• 함수를 사용하여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하지 않음

• 인자는 함수에 전달되는 변수• 인자는 함수에 전달되는 변수

• 함수는 값을 반환

• 컴퓨터는 스택 프레임을 사용하여 변수를 기록하고 추적• 컴퓨터는 스택 프레임을 사용하여 변수를 기록하고 추적

•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스택 프
레임을 만듬레임을 만듬

•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 스택 프레임과 지역 변수는 제거

• 코드가 변수를 볼 수 있다면 그 변수는 범위 안에 있다고• 코드가 변수를 볼 수 있다면 그 변수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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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프로그래밍 도구상자 (2)프로그래밍 도구상자 (2)

 파이썬 도구 파이썬 도구

• def를 사용하여 함수를 생성

• return()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한 코드로 값을 전달• return()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한 코드로 값을 전달

• 괄호 안에 인자를 넣어서 함수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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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과제과제

1 “스타버즈 코드: 트위터 접속”을 수정하여 작성하고 실행1. 스타버즈 코드: 트위터 접속 을 수정하여 작성하고 실행
• 자신의 이름과 학번을 추가하여 트위터에 전송

2. 앞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한 임의의 프로그램 작성
• 프로그램 설명

• 프로그램 소스

•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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