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파일과 배열 안의 데이터:
데이터 정렬하기데이터 정렬하기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 상 정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컴퓨터와 현대기술

학습 내용학습 내용

 프로그램이 커지면 데이터 처리 필요성도 커짐 프로그램이 커지면 데이터 처리 필요성도 커짐
• 데이터를 개별 변수에만 사용 저장할 수 없음

•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해 주는 자료구조를 사용

 데이터는 종종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서 가져옴
• 파일 안의 데이터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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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서핑 대회 예서핑 대회 예

 매년 열리는 서핑대회 서파톤(Surf-A-Thon) 매년 열리는 서핑대회 서파톤(Surf A Thon)

 주최 측에서 점수를 기록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요청

 심판이 참가자들의 점수를 매기면 점수는 result txt 파일에 심판이 참가자들의 점수를 매기면 점수는 result.txt  파일에
저장
• 각 참가자들의 점수는 한 라인에 기록각 참가자들의 점수는 한 라인에 기록

• 각 라인의 점수를 읽어 서파톤 최고의 점수를 찾아내야 함

점수

8.65
9 12

result.txt 파일

9.12
8.45
7.81
8.0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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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8.31

컴퓨터와 현대기술

파일 데이터 접근파일 데이터 접근

 파일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 open for close 패턴 사용 파일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 open, for, close 패턴 사용

 open() 내장 함수
• 지정된 파일을 열고 파일 핸들을 리턴지정된 파일을 열고 파일 핸들을 리턴

• 파일 작업 시 파일 이름 대신 파일 핸들을 사용

• open() 함수 사용 예
(" ")result_f =  open("result.txt");

 for 루프를 사용하여 파일 안에서 한 번에 한 라인씩 읽음 for 루프를 사용하여 파일 안에서 한 번에 한 라인씩 읽음

result_f =  open("result.txt");        # 파일을 열음

for  each_line in  result_f:            # each_line 변수에 읽은 라인(스트링) 저장

print(each_line)                      # 더 이상 읽을 라인이 없으면 루프 종료

result f close() # 파일 사용 종료 시 파일 닫음

4. 파일과 배열 안의 데이터

result_f.close()                            # 파일 사용 종료 시 파일 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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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서핑대회 코드서핑대회 드

highest_score = 0

result_f = open("results.txt") 

for line in result_f: 

if float(line) > highest score:if float(line) > highest_score:

highest_score = float(line)   

result_f.close() 

print("The highest score was:") 

i t(hi h t )print(highest_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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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시험주행시험주행

 에러 원인은?   Value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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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result.txt 파일 내용 확인result.txt 파일 내용 확인

 result txt 파일에는 점수와 함께 선수 이름도 기록 result.txt 파일에는 점수와 함께 선수 이름도 기록

Jonny 8.65
Juan 9.12
Joseph 8.45
Stacey 7.81
Aideen 8.05
Zack 7.21
Aaron 8.31

.

.

 파일을 읽을 때 각 라인의 데이터 분리해야 함 파일을 읽을 때 각 라인의 데이터 분리해야 함
• 파이썬 스트링은 split() 메소드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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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split() 메소드split() 메소드

 split() 메소드는 여러 단어로 구성된 스트링을 분할 split() 메소드는 여러 단어로 구성된 스트링을 분할

 다중 할당(multiple assignment)을 사용하여 분리된 단어를
여러 변수에 저장여러 변수에 저장

 사용 예
rock band = "Al  Carl  Mike  Brian"rock_band Al Carl Mike rian

(rhythm, lead, vocals, bass) = rock_band.split()

Al Carl Mike Brian

rhythm lead vocals 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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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서핑대회 코드: 데이터 분리서핑대회 드  데이터 분리

highest_score = 0

result_f = open("results.txt") 

for line in result_f: 

(name score) = line split()(name, score)  line.split()

if float(score) > highest_score:

highest_score = float(score)

result_f.close() 

i t("Th hi h t ")print("The highest score was:") 

print(highest_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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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시험주행시험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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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데이터 정렬데이터 정렬

 2등과 3등도 알고 싶다면? 2등과 3등도 알고 싶다면?
• 데이터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되면 쉽게 알 수 있음

=> 정렬(sorting) 이라고 함

정렬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 정렬된 사본 데이터

1 등
8.65

9.12

8 45

9.12

8.65

8 45

2 등

8.45

7.81

8 05

8.45

8.31

8 05

3 등

8.05

7.21

8 31

8.05

7.8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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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7.21

컴퓨터와 현대기술

데이터 보관데이터 보관

 데이터 보관 2가지 방법 데이터 보관 2가지 방법
1. 데이터를 디스크 파일로 보관

• 많은 데이터 저장, 영구적, 느림

2. 데이터를 메모리에 보관

• 영구적이지 않음, 빠름

– 프로그램의 변수는 메모리에 데이터 보관– 프로그램의 변수는 메모리에 데이터 보관

 데이터 정렬은 빠른 메모리에서 수행
• 데이터를 파일에서 메모리로 읽음

• 많은 데이터를 개개의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하나의 배열 변수에
저장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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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배열(array) (1)배열(array) (1)

 배열은 일종의 집합 변수 또는 데이터 구조체 배열은 일종의 집합 변수 또는 데이터 구조체
•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이름을 부여

• 배열 자체는 하나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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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배열 (2)배열 (2)

 파이썬은 배열을 리스트로 제공 파이썬은 배열을 리스트로 제공

 배열 사용 예 배열 사용 예
my_words = ["Dudes", "and"]           # 배열 생성

print (my_words[0])                        # Dudes 출력

print(my_words[1])                         # and 출력

d d("B tt ") # 배열 뒤에 데이터 추가my_words.append("Bettys")              # 배열 뒤에 데이터 추가

print(my_words[2])                          # Bettys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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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서핑대회 코드: 처음 3개 점수 출력서핑대회 드  처음 3개 점수 출력

scores = []

result_f = open("results.txt") 

for line in result_f: 

(name score) = line split()(name, score)  line.split()

scores.append(float(score))

result_f.close() 

print(scores[0]) 

i t( [1])print(scores[1]) 

print(scor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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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시험주행시험주행

배열 데이터
정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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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파이썬 배열 메소드파이썬 배열 메소드

메소드 메소드가 하는일

count() 배열 안에 특정 값이 몇 개 있는지 알려줌

extend() 일련의 항목들을 배열에 추가

index() 항목을 검색하고 해당 인덱스를 반환

() 지정한 인덱 위치에 항 을 가insert() 지정한 인덱스 위치에 항목을 추가

pop() 배열의 제일 마지막 항목을 제거하고 반환

remove() 배열의 첫 번째 항목을 제거하고 반환remove() 배열의 첫 번째 항목을 제거하고 반환

reverse() 배열 항목들의 순서를 반대로 만듬

sort() 배열을 지정한 순서(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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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서핑대회 코드: 높은 점수 3개 출력서핑대회 드  높은 점수 3개 출력

scores = []scores = []

result_f = open("results.txt") 

for line in result_f: 

(name, score) = line.split()

scores.append(float(score))

()result_f.close() 

scores sort()scores.sort()

scores.reverse()

print(scores[0]) 

print(scores[1]) 

i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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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scores[2])



컴퓨터와 현대기술

시험주행시험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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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프로그래밍 도구상자 (1)프로그래밍 도구상자 (1)

 프로그래밍 도구 프로그래밍 도구

• 파일 –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읽기

• 배열 –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 항목을 갖고• 배열 –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 항목을 갖고
있는 집합 객체 변수

• 정렬 – 원하는 순서로 집합의 데이터를 배치하는 것정렬 원하는 순서로 집합의 데이터를 배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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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프로그래밍 도구상자 (2)프로그래밍 도구상자 (2)

 파이썬 도구 파이썬 도구
• open() – 처리하기 위해 파일을 여는 것

• close() – 파일을 닫음()

• for – 어떤 것을 반복

• string.split() – 스트링을 여러 부분으로 분할

• [] – 배열 인덱스 연산자

• array.append() – 배열의 마지막에 항목을 추가

• array sort() – 배열을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정렬• array.sort() – 배열을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정렬

• array.reverse() – 배열 안의 데이터들을 역순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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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현대기술

과제과제

1 서핑대회 코드를 수정하여 낮은 점수 3개를 출력1. 서핑대회 코드를 수정하여 낮은 점수 3개를 출력

2 앞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한 임의의 프로그램 작성2. 앞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한 임의의 프로그램 작성
• 프로그램 설명

• 프로그램 소스램

•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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