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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 혹은 출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justdoit709@gmail.com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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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사

이 책의 초고를 힘들게 읽어 주고, 식사도 스스로 챙기고,  

제 모임이나 워크숍에도 기꺼이 참가해 준 수많은 어른과 아이에게.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지원 덕택에 이 책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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마인.indb   7 2016. 7. 25.   오후 2:44



CHAPTER 5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03

부울의 기초     104

미션 #17: 블록 부수기 그만!  105

부울 연결하기     106

비교 연산자     106

같다  107  /  미션 #18: 내가 수영하는 거 맞지?  108  /  같지 않다  110

미션 #19: 나는 지금 공기가 아닌 블록에 서 있나요?  111  /  보다 크다와 보다 작다  112

보다 크거나 같다와 보다 작거나 같다  113  /  미션 #20: 지금 있는 곳은 땅 위?  114

미션 #21: 근처에 집이 있어요?  116

논리 연산자     117

and  118  /  미션 #22: 지금 여기는 물속?  119  /  or  120  /  미션 #23: 지금은 나무에?  121  /  not  122

미션 #24: 이 블록은 수박이 아닌가 봐?  123  /  논리 연산자의 연산 순서  125

이 숫자는 다른 두 숫자 사이에 있을까요?  126  /  미션 #25: 지금 집이에요?  126

이 장에서 배운 내용     129

CHAPTER 6	 IF문,	미니	게임의	엔진이	되다		131

if문 사용하기     132

미션 #26: 크레이터가 쾅!  134  /  else문  135  /  미션 #27: 부수기 금지? 허용?  137  /  elif문  139

미션 #28: 선물 주기  140  /  elif문 연결하기  142  /  미션 #29: 마음먹은 대로 텔레포트하기  144

중첩된 if문  145  /  미션 #30: 비밀 출입문을 열어라  146

if문을 사용하여 일정 구간의 값 테스트하기     148

미션 #31: 텔레포트 위치를 제한하라  149

부울 연산자와 if문     151

미션 #32: 샤워하고 싶어요!  153

이 장에서 배운 내용     155

CHAPTER 7	 while	루프,	댄스파티와	꽃	퍼레이드를	기획하다		157

단순 while 루프     157

미션 #33: 무작정 떠나는 텔레포트 여행  159

count 변수로 루프 통제하기     162

미션 #34: 받아라, 물의 공격을!  164  /  무한 while 루프  165  /  미션 #35: 꽃길  166

활용도 높은 조건들     167

미션 #36: 물속에 오래 있기  168  /  부울 연산자와 while 루프  171

while 루프에서 구간 판단하기  171  /  미션 #37: 우리 모두 춤을  172

중첩된 if문과 while 루프  174  /  미션 #38: 미다스의 손  175

차례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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마인.indb   9 2016. 7. 25.   오후 2:44



CHAPTER 10	 for	루프,	마인크래프트에	마술을	부리다		247

단순 for 루프     248

미션 #55: 마법의 지팡이  249  /  range() 함수  251  /  미션 #56: 마법의 계단  252

range() 가지고 놀기  253

그 밖의 리스트 함수들     255

미션 #57: 기둥  256  /  미션 #58: 피라미드  258

사전 반복 처리하기     259

미션 #59: 점수판  260

for-else 루프     262

for-else 루프에서 빠져나오기  263  /  미션 #60: 다이아몬드를 캐내라  263

중첩된 for 루프와 다차원 리스트     265

2차원적 사고  265  /  2D 리스트의 값에 접근하기  270  /  미션 #61: 픽셀 아트  272

루프로 2차원 리스트 만들기  274  /  미션 #62: 오랜 풍파를 견뎌 낸 벽  275  /  3차원적 사고  277

3차원 리스트 출력하기  278  /  3차원 리스트의 값에 접근하기  283  /  미션 #63: 구조물 복제하기  285

이 장에서 배운 내용     291

CHAPTER 11	 파일과	모듈,	건축물을	간직하다		293

파일 사용하기     294

파일 열기  294  /  파일에 쓰기와 저장하기  296  /  파일 읽기  297  /  파일의 행 읽기  298

미션 #64: 할 일 관리  299  /  1부: 할 일 리스트 작성하기  299  /  2부: 할 일 리스트 출력하기  301

모듈 사용하기     302

pickle 모듈  303  /  pickle 가져오기  303  /  from절로 함수 하나만 가져오기  305

*로 모든 함수 가져오기  306  /  모듈에 별명 붙이기  307  /  미션 #65: 구조물을 저장하라  307

1부: 구조물 저장하기  308  /  2부: 구조물 로드하기  311

shelve 모듈로 다량의 데이터 저장하기     313

shelve로 파일 열기  313  /  shelve로 항목 추가하기, 수정하기, 접근하기  314

미션 #66: 구조물 단지를 저장하라  315  /  1부: 구조물 한꺼번에 저장하기  316

2부: 구조물 한꺼번에 로드하기  316 

pip로 새 모듈 설치하기     320

윈도에서 pip 사용하기  321  /  맥이나 라즈베리 파이에서 pip 사용하기  322

pip의 Flask 모듈 사용하기     322

미션 #67: 위치를 보고하라  324

이 장에서 배운 내용     325

차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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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느 공공도서관에서 늦게나마 한글을 배우신 어르신들의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그동

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시느라 한동안 환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을 어르신들을 상

상해 보니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강합니다. 경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컴퓨터 글자’가 주는 힘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의 평소 언어 습관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날도 

오겠지만, 아직은 컴퓨터 글자를 배워야 합니다. 컴퓨터 글자만의 규칙도 배워야 하고, 컴퓨터 

글자만의 소통 방식도 배워야 합니다. 컴퓨터 글자를 배우고 컴퓨터 글자의 소통 방식을 배우

면 우리도 ‘컴퓨터 시화전’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선택한 컴퓨터 글자의 규칙은 파이

썬입니다. 파이썬의 장점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더구나 마인크래프트의 재미

나 유익함 또한 ‘동급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났습니다. 최고의 남녀 배우가 로

맨스를 펼치는 새 드라마가 시작하는 거죠. 이 드라마의 장르는 분명히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집중력을 배가하는 삼각관계나 온몸을 오글거리게 하는 대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 어르신들 마음만큼 뿌듯해질 겁니다. 이 책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책이 나

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에게도, 장성두 대표님을 비롯해 그분

들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7월 

옮긴이 배장열

옮긴이	한마디

옮긴이 한마디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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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리처드슨(Craig Richardson)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파이썬 교육자입니다. 크레이그

는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일했으며, 고등학교 컴퓨터 수업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인크

래프트를 통한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수많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기술	검토자	소개

존 러츠(John Lutz)는 뉴올리언스 공립학교의 수학 교사입니다. 존은 정규 수업 이외에 방과 후 

과정으로 스크래치와 아두이노 로보틱스, 3D 프린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처음

으로 컴퓨터 과학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영재를 코딩으로 유도한 계

기가 되었습니다. 존은 이 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외에도 마인크래프트 세계의 아기 좀비들

을 전부 무찌르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은이	소개

지은이 소개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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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멋진 노스타치 프레스(No Starch Press) 사람들을 대표하여 라일리 호프만(Riley Hoffman), 

할리 베이커(Hayley Baker), 타일러 오트먼(Tyler Ortman), 제니퍼 그리피스-델가도(Jennifer 

Griffith-Delgado)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정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기술 

검토자인 존 러츠(John Lutz)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 문제를 겪을 때마다 데이비드 웨일(David Whale)과 마틴 오핸론(Martin O’Hanlon)은 크나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파이 에디션’을 무료로 출시해 준 모

장(Mojang)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여가까지 반납하며 스피곳(Spigot)과 카나리아모

드(CanaryMod)를 개발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그저 머릿속에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리고 마인크래프트 API를 파이썬 3로 업데이트해 준 사람들, 라즈비안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

해 준 알렉스 브래드버리(Alex Bradbury)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길에서 데이비드 웨일(David Whale)이나 매슈 티먼스 브라운(Matthew Timmons Brown), 데

이비드 호네스(David Honess), 제니 브레넌(Jenny Brennan)을 만나게 되면 악수 한번 청해 주세

요. 이들 덕분에 마인크래프트와 파이썬 워크숍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 리처드슨

(Tim Richardson), 마이클 혼(Michael Horne), 앨런 오도노호(Alan O’Donohoe), 로라 딕슨(Laura 

Dixon)에게도 악수를 청해 주세요. 이들이 있었기에 워크숍 기획과 진행이 더할 나위 없이 부

드러웠습니다.

브라이언 코틸(Brian Corteil)이 없었다면 Flask를 사용한 마인크래프트 미션은 무미건조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샬럿 고들리(Charlotte Godley)가 맥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맥 설치 과정을 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들과 가족,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수염을 기르고 세상과 단절

했던 동안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 준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글

감사의 글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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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공민서(숭실대학교)

우리는 흔히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할 때 ‘무얼 만들어야 하지?’라는 고민에 직면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을 해결해 줍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입니다. 마인크래프트란 게임을 만들다 보면 우리의 고민은 해결되고 덤으로 파이썬까지 배우

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파이썬을 충실히 다루기 때문입니다. 

책의 예제와 문제를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자신

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김호진(송호중학교)

평소 즐기던 게임을 통해 배우고 싶었던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쉬운 설명과 

다양한 예제가 있어 빠르게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매우 신기했습니

다. 이 책을 통해 꿈에 한발 더 다가간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박성욱(SK Planet)

친근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우는 책입니다. 프로그래밍 초보자가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어 프로그래밍 기본서로도 적합해 보입니다. 

  이아름

파이썬과 마인크래프트의 만남이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옛날에는 블럭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만들었던 건물을 파이썬 코드 하나로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마인크

래프트 세계가 블록으로 만들어졌지만, 정말로 정글에 있는 것처럼 무서운 이유는 땅을 파다

가 횃불이 다 떨어지거나 밤에 거미를 마주치는 순간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꼭 한 번 그 세계

를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베타리더 후기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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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민(카카오)

연구실에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몰래 띄워 밤새 책을 읽으며 따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파이썬과 마인크래프트의 조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결과를 마인크래

프트 세계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에게 아주 흥미롭게 다

가올 것입니다. 

  전승환(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이 책은 딱딱한 문체가 아니라 말로 가르쳐 주듯이 프로그래밍을 설명합니다. 또한, 마인크래

프트를 통해 파이썬을 배운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쉬운 이해는 물론이고 지루함 없이 

읽을 수 있어 초심자에게도 잘 어울립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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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인크래프트로 배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어서 오세요. 이 책을 통해 여러

분은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마음껏 다루기 위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

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코드를 작성하여 건

물을 짓고 미니 게임을 만들고 지루한 마인크래프트 아이템을 새로운 장난감으로 변신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머릿속 멋진 생각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필

수 기술들을 갖출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마인크래프트처럼 창조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기술들을 섭렵

하면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게임이나 앱, 유용한 도구 등 온갖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집어 든 순간 여러분은 뛰어난 프로그래머의 길로, 마인크래프트 마스터

의 길로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할까요?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할 주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프로그래밍이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면 부딪혀 해결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겠죠. 프

로그래밍은 바로 이런 과정을 연습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창의적인 방

법들을 생각해 내고 그 방법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입니다.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 프로그램의 구

조와 흐름을 더 잘 이해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설령 컴퓨터 코드 관련 일을 하지 않아도 문

제 해결 능력,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 등은 개인의 귀중한 자질입니다.

시작하며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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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관련 직업은 보수도 높습니다. 매일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될 생각이 없다고 해도 프로그래밍 자체는 

취미로서 매력적이고 즐겁습니다. 사실, 저도 프로그래밍을 취미로 시작했고, 그러다 전업 프

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그래밍이 정말 재밌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

습을 보는 것만큼 짜릿한 것이 또 있을까요?

왜	파이썬일까요?

자, 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할까요? 파이썬은 초보 프로그래머에게 어울리는 제1

언어입니다. 읽기도 쉽고 쓰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멋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도 충분

히 강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언어는 파이썬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마인크래프트일까요?

마인크래프트는 재밌고 창의적이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세계 안에서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썬을 

결합하면 무한한 상상력은 날개를 단 격이 됩니다. 몇 초 만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덩치 큰 코

드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썬과 마인크래프트가 함께한다면 멋진 프로그램의 

결과를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흥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각 장은 하나의 파이썬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장씩 끝낼 때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지식이 깊어질 것입니다. 각 장에는 파이썬의 동작 방식과 그 과정을 보여 주는 여러 예시 코

드와 마인크래프트 미션 등이 제공됩니다. 미션에서는 마인크래프트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미션마다 기본 골격은 제공되므로 여러분은 중간중간 필요한 코드만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머라면 필수로 갖춰야 할 문

제 해결 능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시작하며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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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1장: 모험, 채비를 하다에서는 파이썬과 마인크래프트를 설치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하

기 위한 준비 과정인 셈입니다.

• 2장: 변수, 단번에 텔레포트하다에서는 변수를 조작하여 원하는 곳으로 단번에 텔레포트하

는 방법을 다룹니다. 여러분은 변수가 무엇인지, 변수가 데이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배우

게 됩니다. 멋진 텔레포트 기술을 발휘하여 마술 같은 순간 이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 3장: 수학, 빨리 만들다에서는 수학으로 슈퍼파워를 발휘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무언가를 

만듭니다. 1초도 안 걸려서 집을 짓고 싶다면? 수학 연산자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늘 높이 슈퍼점프를 하고 싶다면? 이 역시 수학 연산자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4장: 문자열, 마인크래프트와 말을 하다에서는 문자열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프로그

래밍에서 문자열은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인크

래프트 파이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 것입니다.

• 5장: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부울과 

논리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 참과 거짓을 프로그램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

러분이 직접 만든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지금 물속인가요?”, “지금 나무 위

인가요?”, “지금 집 근처인가요?” 이런 식의 질문에 모두 대답할 수 있습니다. 

• 6장: if문, 미니 게임의 엔진이 되다에서는 부울 논리를 한 차원 끌어올립니다. if문을 사용

하여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다뤄집니다.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특정 위

치에 특정 블록을 놓으면 비밀의 길이 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if문을 사용

하면 그 상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7장: while 루프, 댄스파티와 꽃 퍼레이드를 기획하다에서는 루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멋진 과정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련의 동작을 자동화하는 방법도 이 장에서 경

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지나가면 그 뒤로 꽃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

면 휘황찬란한 마법의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은요? 이 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그

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 8장: 함수, 슈퍼파워를 안기다에서는 함수를 사용하여 숲이나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만드

는 방법을 다룹니다. 프로그램을 재사용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 9장: 리스트와 사전, 블록을 강타하다에서는 리스트로 미니 게임을 만듭니다. 리스트는 강력

한 프로그래밍 개념으로서, 중요한 정보를 한곳에 몰아 저장하게 해 줍니다. 리스트를 사

시작하며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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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플레이어가 검으로 내리친 모든 블록을 프로그램에서 기억할 수 있고, 몇 행의 코

드만으로도 즐거운 미니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10장: for 루프, 마인크래프트에 마술을 부리다에서는 루프를 사용하여 피라미드 같은 구

조물을 만듭니다. for 루프를 사용하여 픽셀 아트를 그리거나 마인크래프트 건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석상을 만들어 단번에 여러 개로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 11장: 파일과 모듈, 건축물을 간직하다에서는 외부 파일의 생성과 편집을 통해 마인크래프트

에서 만든 구조물을 저장했다가 다른 세계에서 원래대로 복제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즉, 

건물을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저

장할 수 있을까요? 문제없습니다! 파일을 사용한다면 대저택도 저장했다 다른 곳에서 불

러올 수 있습니다.

• 12장: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우아해지다에서는 클래스, 객체, 상속 등 고급 주제를 소개합

니다. 여러분은 이 장을 마치고 나면 파이썬 마스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션에서는 건

물을 짓는 코드로 시작하여 클래스와 객체, 상속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을 복제

하거나 마을, 호텔 등으로 변형하게 됩니다.

• 블록 ID 치트 시트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마인크래프트 블록 ID 리

스트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리소스

이 책에 사용된 모든 코드와 리소스는 https://www.nostarch.com/programwithminecraft나 

https://github.com/Jpub/ProgramWithMinecraf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션을 진행하

다 막히는 곳이 있으면 해당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해결책을 찾는 데 활용하기 바랍니다. 기존 

코드를 수정하여 여러분만의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장에 필요한 설치 파

일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험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도 저만큼 흥미로운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마인크래프트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험을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며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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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	채비를	하다

C HA PTE R

1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돌아갈 멋진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우선 마인크래프트와 파이썬을 비롯하여 몇 가지를 컴퓨터에 설치

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하고 

실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설

정하는 과정이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

다. 혹시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앞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따르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컴퓨터

를 사용하고 있나요? 윈도 PC인가요? 맥인가요? 마인크래프트는 윈도 PC에서도 

맥에서도 즐길 수 있거든요. 아! 한 가지 더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마인크래

프트(파이 에디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윈도 PC를 사용하고 있다면 계속 차근

차근 읽어 주시고요. 맥을 사용한다면 16쪽 ‘맥 설정하기’로 텔레포트해 주세요. 라

즈베리 파이 사용자가 텔레포트할 곳은 27쪽 ‘라즈베리 파이 설정하기’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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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367쪽의 ‘저는 왜 안 될까요?’를 참고하세요.

NOTE  업데이트된 설정 과정이나 다른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s://www.nostarch.

com/programwithminecraft/를 참고해 주세요.

윈도	PC	설정하기
파이썬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쥐락펴락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인크래프트Minecraft

• 파이썬 3Python 3

• 자바Java

•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

• 스피곳Spigot 마인크래프트 서버

이제부터 하나씩 컴퓨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부터 시작할까요?

마인크래프트	설치하기

마인크래프트 최신 버전이 이미 여러분의 PC에 설치되어 있다면, 4쪽 ‘파이썬 설

치하기’로 텔레포트하세요. 설치된 마인크래프트가 최신 버전인지 잘 모르겠다고

요? 그럼 다음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마인크래프트 공식 웹사이트인 https://minecraft.net/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님 등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인크

래프트를 구입할 때는 계정부터 만들어야 하며,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한 사용자명

과 암호는 나중에 로그인할 때 꼭 필요하니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하셨나요? 이제 다음 단계에 따라 마인크래프트를 직접 설치

해 보겠습니다.

1. https://minecraft.net/download에 방문합니다.

2. Minecraft for Windows 항목에서 Minecraft.msi 링크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CHAPTER 1  모험, 채비를 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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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파일을 실행할지 저장할지 물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3.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 파일을 엽니다. 실행하겠느냐고 묻는 팝업 대화상자

에서 실행을 클릭합니다. 이 파일은 바이러스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니 걱

정 말고 힘차게 클릭하세요.

4. Minecraft Setup Wizard(마인크래프트 설치 마법사)가 실행되면 Next를 클릭합

니다. 그리고 Next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Install을 클릭합니다.

5. 마인크래프트를 설치하겠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해야겠죠? 잠시 기다리면 마

인크래프트가 설치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쿠키 하나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6.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를 클릭합니다.

마인크래프트가 깔끔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주저하지 말고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합니

다. 잠시 기다리면 마인크래프트 창이 나타날 겁니다.

1. 마인크래프트를 열려면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키보드에서 윈도 키를 눌러도 됩니

다), 마인크래프트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2. 마인크래프트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3. 로그인 창이 열리면,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할 때 만들었던 사용자명과 암호를 

입력하고 Log In 버튼을 클릭합니다.

4. Play를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몇 가지가 더 다운로드될 수도 있습

니다.

5. 마지막 단계입니다. Single Player(싱글 플레이)  Create New World(새로운 세

계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세계’의 이름을 정하고 Create New World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생성되면 실컷 즐길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

우선 키보드에서 W, A, S, D를 눌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단, 어두워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몬스터가 출몰할 수도 있어요! 이 책으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멀티 플

레이 게임 세계는 이 세계와 모습이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9쪽 ‘스피곳 실행하

기와 게임 프로파일 만들기’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 옮긴이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는 것

도 좋지만, 여기서는 과감

하게 한글로 변경하겠습

니다. 마인크래프트의 타

이틀 화면(시작 화면)에서 

Options...  Language 

...를 클릭하고, 한국어(한

국)를 선택합니다. Done 버

튼이 완료 버튼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완료 버튼

을 클릭합니다. 완료 버튼

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이

제 마인크래프트를 한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글 번역이 온전하지 않고 

한글 입력이 올바르지 않

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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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부해요! 이제 파이썬을 설치해야겠죠? 마인크래프트에 고정됐던 마우스 

커서를 풀려면 키보드에서 Esc를 누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닫고 나머지 설치 과

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파이썬	설치하기★

파이썬은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일단 설치부터 할까요?

1. http://www.python.org/downloads/에 방문합니다.

2. Download Python 3.5.0이라는 이름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전이 책을 쓰

는 현재 최신 파이썬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중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

지 말고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3. 파이썬의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파일을 저장할지 실행할지 선택하라고 하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4. 다운로드된 인스톨러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실행하겠느냐고 확인을 요구받으

면 실행을 클릭합니다.

5. 인스톨러가 열리면 그림 1-1처럼 Add Python 3.5 to Path(파이썬 3.5를 경로에 추

가합니다) 확인란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Install Now를 클릭합니다.

6. 컴퓨터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될지 묻는 대화상자가 표시될 수도 있

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클릭합니다. 파이썬이 설치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겠

죠? 저는 일어나 창문을 닫고 왔더니 설치가 끝났네요.

7. Close를 클릭합니다. 이제 파이썬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바	설치하기

마인크래프트와 파이썬의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둘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더 설치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파이썬이 대화를 하려면 

스피곳Spigot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피곳이 실행되려면 그보다 먼

저 ‘자바’라는 것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자바가 이미 설치되었

을 수도 있으니까 이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 옮긴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이썬

이 설치된 적이 없어서 이 

과정으로 파이썬을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책

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문

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에 파이썬 2.x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특

별히 파이썬 2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파이

썬 2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

니다. 파이썬 2와 파이썬 3

를 함께 사용하려면 이 책 

마지막에 마련된 ‘저는 왜 

안 될까요?’를 참고하기 바

랍니다.

CHAPTER 1  모험, 채비를 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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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dd Python 3.5 to Path에 체크 표시를 꼭 해 주세요.
★

1.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키보드에서 윈도 키를 눌러도 됩니다), 검색 상자에 cmd를 

입력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2. 배경이 검은색인 창이 나타납니다. 프롬프트(여기서는 C:\Users\Craig>)에서 java 

-version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3. 그림 1-2처럼 메시지가 출력되었고, 자바의 버전이 7 이후라면 적합한 버전의 

자바가 이미 설치된 겁니다. 출력된 내용에서 java version의 오른쪽 숫자 중 

첫 번째 점 다음의 숫자가 버전입니다. 7쪽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와 스피

곳 설치하기’ 절로 텔레포트해 주세요.

그림 1-2 java -version 명령을 입력하면 자바의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옮긴이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길 때 

최신 버전은 3.5.2였습니다. 

화면 구성이 같고, 이 책으

로 마인크래프트에서 프로

그래밍할 때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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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바를 찾을 수 없다거나 설치된 자바의 버전이 7 이전이라는 메시지가 출력

되었다면 다음 과정에 따라 자바를 설치합니다.

자바를 설치하려면 다음 과정을 진행합니다.

1. http://www.java.com/ko/download/에 방문합니다.

2. 무료 Java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의 및 무료 다운로드 시작 버튼을 클

릭합니다.

3. 다운로드된 인스톨러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느냐고 물어보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예를 선택합니다.

4. 인스톨러가 나타나면 설치를 클릭합니다.

5.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합니다. Ask Search App이라든가 Yahoo! 검색 표시줄 

같은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하겠느냐고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확인

란에 체크 표시를 없애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마세요. 필요한 프로그램

들이 아니랍니다.

6. 야후!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

지 않겠죠? 다른 어떤 설정도 하지 않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잠시 기다리면 자바 설치가 끝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자바가 올바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1.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키보드에서 윈도 키를 눌러도 됩니다), ‘검색’ 상자에 cmd를 

입력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2.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java -version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3. 그림 1-2처럼 메시지가 출력되면 자바가 올바로 설치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에 'java'은(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

닙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면, 자바가 올바로 설치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바를 다시 설치합니다. 그랬는데도 오류 메시지가 계

속되면 도움말 페이지인 http://java.com/ko/download/help/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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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바를 설치했으니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실행할 준비도 

얼추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볼까요?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와	스피곳	설치하기

이제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와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말이 좀 어렵죠? API가 무엇일까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줄여 API로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애플리케이

션과 서로 말이 통하려면 이 API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파이

썬으로 만든 프로그램과 마인크래프트가 서로 말이 통하도록 하기 위해 마인크래

프트 파이썬 API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직도 감을 잡을 수 없나요? 다시 말해, 마

인크래프트 게임 안에서 블록을 만든다거나 플레이어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이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가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싱글 플레이 게임을 즐길 때는 API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마인크래프트 서버server와 말을 주고받으려면, 즉 소통하려면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서버는 하나의 게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도록 대개 온라인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운영하며 직접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멀티 플

레이 서버든 싱글 플레이 서버든 서버를 운영하려면 마인크래프트 API가 필요합

니다. 이 책에서는 스피곳Spigot이라는 싱글 플레이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이용하겠

습니다.

이제 API와 서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을 잡았나요? 그렇다면 이 둘을 직접 설치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간편한 파일을 미리 만들어 두었으니 그 파일을 다

운로드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을 잘 따라 오세요.

1. https://www.nostarch.com/programwithminecraft/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윈

도용 Minecraft Tools.zip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2. 다운로드한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모든 파일 압축 풀기를 

선택합니다. 어느 곳에 압축을 풀지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찾아보기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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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을 클릭하고 내 문서 폴더를 선택합니다. 새 폴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Minecraft Python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듭니다. 이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압축 풀기를 클릭하면 모든 파일이 새 폴더에 풀립니다.

3. 내 문서 폴더에 만든 Minecraft Python 폴더로 이동합니다. 모든 파일을 확인

할 수 있겠죠?

4. Minecraft Tools 폴더를 엽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그림 1-3을 참고하

세요.

5. Install_API라는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새 창이 열리면서 마인크래프트 파

이썬 API가 설치됩니다.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실행 버

튼을 클릭합니다.

6. 설치가 완료되면 아무 키나 누르라는 안내가 출력됩니다. 정말로 아무 키나 

누릅니다.

그림 1-3 Minecraft Tools 폴더

NOTE  간혹 pip를 인식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실은 파

이썬이 올바로 설치되지 않아서 생긴 메시지입니다. 4쪽 ‘파이썬 설치하기’ 절로 되돌아가 파

이썬을 다시 설치하기 바랍니다. Add Python 3.5 to Path 확인란에 체크 표시가 있어야 한다

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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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와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

은 이 서버를 실행하는 것뿐이겠죠? 다음 절에서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

스피곳	실행하기와	게임	프로파일	만들기

스피곳이 처음 실행되면 마인크래프트 세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만, 처음에는 

몇 가지 설정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피곳과 마인크래프

트가 항상 같은 버전으로 실행되도록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겁니다. 스피

곳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1. Minecraft Python 폴더로 이동하여 Minecraft Tools 폴더를 엽니다.

2. Minecraft Tools 폴더에서 Start_Server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
 액세스를 허

용하겠느냐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액세스 허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스피곳이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시작해 줍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텍스트

가 주르륵 출력되는데, 이 텍스트들은 스피곳이 게임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

서 출력하는 것들입니다. 그림 1-4와 비슷한 결과가 표시될 텐데, 창을 위로 

스크롤해서 텍스트 맨 위로 이동하세요. 대충 서너 행쯤 되는 곳에 Starting 

minecraft server version x.x.x.라는 메시지가 보이나요? 그림에서는 서버 버전

이 1.9.4네요.

그림 1-4 이 서버의 버전은 1.9.4입니다.

★ 옮긴이

게시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며 그래도 실행하겠느냐고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실

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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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전을 종이에 적어 둡니다. 이 창은 닫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요.★

적합한	마인크래프트	버전	고르기

잊지 않고 서버의 버전을 적어 두었나요? 이제 게임 프로파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1.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세요. 단, 로그인만 하고 Play 버튼은 아직 클릭하면 안 

됩니다.

2. 지금 열린 창이 Minecraft Launcher입니다. 왼쪽 하단에 New Profile 버튼이 

보이나요? 과감하게 클릭해 주세요.

3. Profile Editor 창이 열리면, Profle Name에서 Learn to Program with 

Minecraft를 입력합니다.

4. Version Selection에서 Use version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적어 두었던 버

전을 고릅니다. 여기까지가 그림 1-5입니다.

5. Save Profile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되었나요?

그림 1-5 Learn to Program with Minecraft라는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요. 버전은 1.9.4이고요.

이제 앞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프로그래밍할 때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마

인크래프트 론처의 왼쪽 하단에서 이 프로파일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언

제든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다른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옮긴이

“Windows 방화벽에서 이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차

단했습니다.”라며 경고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액세

스 허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CHAPTER 1  모험, 채비를 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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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세계	만들기

프로파일을 올바로 설정했나요? 이제 새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만들어 볼까요?

1.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합니다. 시작 화면에서 멀티플레이를 클릭합니다.

2. 서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서버 이름에 Minecraft Python World를 입력합니다.
★
 서버 주소에 locahost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림 1-6입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6 서버 설정하기

4. Minecraft Python World를 더블클릭합니다. 이제 스피곳이 만들어 준 게임 

세계가 열리겠죠?

새로 만든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한번 둘러볼까요? 아마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세

계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의 세계에서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하늘을 날려면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누릅니다.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점점 더 높아지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으면 다시 땅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

시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누르면 순식간에 착륙합니다.

★ 옮긴이

아쉽지만 한글을 올바로 

입력하지 못합니다. 불편해

도 영어 이름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겠죠?

윈도 PC 설정하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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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로	다시	시작하기

서버에서는 싱글 플레이 모드에서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만듭니다. 다음 과정에 따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볼까요?

1. Minecraft Python 폴더로 이동합니다. Minecraft Tools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복사를 클릭합니다.

2. 빈 곳 아무 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잠

시 기다리면 ‘Minecraft Tools - 복사본’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3. Minecraft Tools - 복사본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이름 바

꾸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New World로 바꾸었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꾸세요.

4. New World 폴더(또는 여러분이 직접 바꾼 폴더)를 열고 server 폴더를 엽니다.

5. server 폴더에서 world 폴더, world_nether 폴더, world_the_end 폴더를 함께 

선택합니다. 그림 1-7처럼 되겠죠? 키보드에서 Delete를 눌러 이 세 폴더를 삭

제합니다.

그림 1-7 삭제할 폴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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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속 server 폴더에서 start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잊지 마세요! server 폴더 안

에 있는 start 파일을 클릭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다른 파일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7.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하고 Minecraft Python World를 열면 처음부터 새

로 만들어진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몇 번이든 원하는 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전 세계로 되돌아가려

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Minecraft Tools 폴더에 있는 Start_

Server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어떤 세계를 삭제하고 새로운 세계로 교체하려면, 삭제할 세계의 폴더에 있는 

world, world_nether, world_the_end 폴더들을 삭제만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플레이하기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마인크래프트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마인크래프트에서 서버에 연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겁니

다. 하지만 서버의 속성을 건드릴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버 창이 열려 있으면 닫습니다. 그리고 Minecraft Python 폴더, Minecraft Tools 

폴더, server 폴더의 순서대로 엽니다. server.properties 파일을 메모장 등의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고, online-mode라는 설정을 true에서 false로 변경합니다(그림 1-8). 

이 파일을 저장합니다. Minecraft Tools 폴더로 돌아가 Start_Server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인크래프트를 오프라인으로 즐

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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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하이라이트된 설정을 true에서 false로 변경하기

서바이벌	모드로	전환하기

저는 기본(디폴트) 게임 모드를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즐길 수 있도록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설정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

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플레이어의 체력이 떨어질 일도 없고, 배고파지거

나 공격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바이벌 모드에서 테스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간

단한 방법으로 크리에이티브 모드와 서바이벌 모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

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서바이벌 모드로 서버를 전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CHAPTER 1  모험, 채비를 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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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ecraft Tools 폴더를 열고 그 안에서 server 폴더를 엽니다.

2. server.properties 파일을 찾아 메모장 같은 텍스트 편집기에서 엽니다.

3. 그림 1-9에서처럼 gamemode=1 항목을 찾아 gamemode=0으로 변경합니다.

그림 1-9 gamemode를 0으로 변경하여 서바이벌 모드로 전환하기

4. 파일을 저장하고 메모장 등의 텍스트 편집기를 닫습니다.

5. Minecraft Tools 폴더에서 Start_Server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서버를 시작합니

다. Minecraft Python World 게임을 서바이벌 모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한 단계 중에

서 3단계만 살짝 수정하면 되겠죠? server.properties 파일에서 gamemode=0을 

gamemode=1로 변경하는 겁니다.

PC의 설정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IDLE을 만나

볼까요? 29쪽 ‘IDLE, 넌 누구냐?’로 텔레포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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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설정하기
파이썬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쥐락펴락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인크래프트Minecraft

• 파이썬 3Python 3

• 자바 개발 키트Java Development Kit

•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

• 스피곳Spigot 마인크래프트 서버

이제부터 하나씩 컴퓨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부터 시작할까요?

마인크래프트	설치하기

마인크래프트 최신 버전이 이미 여러분의 맥에 설치되어 있다면 18쪽 ‘파이썬 설치

하기’ 절로 텔레포트하세요. 설치된 마인크래프트가 최신 버전인지 잘 모르겠다고

요? 그럼 다음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마인크래프트 공식 웹사이트인 https://minecraft.net/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님 등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인크

래프트를 구입할 때는 계정부터 만들어야 하며,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한 사용자명

과 암호는 나중에 로그인할 때 꼭 필요하니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하셨나요? 이제 다음 단계에 따라 마인크래프트를 직접 설치

해 보겠습니다.

1. https://minecraft.net/download에 방문합니다.

2. Minecraft for Mac OS X 항목에서 Minecraft.dmg 링크를 클릭하면 마인크래

프트가 다운로드됩니다. (Minecraft for Mac OS X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Show 

all platforms라는 작은 글자 링크를 클릭하세요.)

3. 잠시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끝납니다(창문 한번 내다볼까요?). 이 파일을 열면 창

이 나타나는데, 마인크래프트 아이콘을 Applications 폴더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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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가 깔끔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림 1-10 마인크래프트 아이콘을 Applications 폴더에 끌어다 놓으면 마인크래프트가  

               설치됩니다.

이제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주저하지 말고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합니

다. 잠시 기다리면 마인크래프트 창이 나타날 겁니다.

1. 마인크래프트를 열려면 Dock(독)에 있는 Finder(파인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사이드바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3.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마인크래프트 아이콘을 찾아 더블클릭합니다(그림 

1-11).

그림 1-11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마인크래프트 찾기

맥 설정하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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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인크래프트를 열겠느냐고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인크래

프트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인데, 주저하지 말고 열

기를 클릭합니다.

5. 마인크래프트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6. 로그인 창이 열리면,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할 때 만들었던 사용자명과 암호를 

입력하고 Log In 버튼을 클릭합니다.

7. Play를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몇 가지가 더 다운로드될 수도 있습

니다.

8. 마지막 단계입니다. Single Player(싱글 플레이)  Create New World(새로운 세

계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세계’의 이름을 정하고 Create New World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생성되면 실컷 즐길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

우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단, 어두워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몬스터가 출몰할 수도 있어요! 

이 책으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멀티 플레이 게임 세계는 이 세계와 모

습이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22쪽 ‘스피곳 실행하기와 게임 프로파일 만들기’에

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공부해요! 이제 파이썬을 설치해야겠죠? 마인크래프트에 고정됐던 마우스 

커서를 풀려면 키보드에서 Esc를 누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닫고 나머지 설치 과

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파이썬	설치하기

파이썬은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일단 설치부터 할까요?

1. https://www.python.org/downloads/에 방문합니다.

2. Download Python 3.5.0이라는 이름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전이 책을 쓰

는 현재 최신 파이썬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중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

지 말고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3. 다운로드된 인스톨러를 클릭합니다.

★ 옮긴이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

며 마인크래프트를 즐기

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는 과감하게 한글로 변

경하겠습니다. 마인크래

프트의 타이틀 화면(시작 

화면)에서 Options...   

Language...를 클릭하고, 

한국어(한국)를 선택합니

다. Done 버튼이 완료 버

튼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

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

니다. 완료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이제 마인크래

프트를 한글로 즐길 수 있

습니다. 다만, 한글 번역이 

온전하지 않고 한글 입력

이 올바르지 않으니 유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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마인.indb   18 2016. 7. 25.   오후 2:44



4. 인스톨러가 열리면 계속 버튼을 세 번 클릭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가 표시되면 동의를 클릭합니다.

5.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파이썬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잠시 기다리는 동

안 날씨를 확인했는데, 여러분은요?
★

6. 닫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파이썬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바	설치하기

마인크래프트와 파이썬의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둘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더 설치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파이썬이 대화를 하려면 

스피곳Spigot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피곳이 실행되려면 그보다 먼

저 ‘자바 개발 키트JDK’라는 것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

작해 볼까요?

1.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l에 방문

합니다. 커피 잔이 그려진 Java Download 버튼을 클릭합니다.

2. Accept License Agreement(라이선스 동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Mac OSX 

x64 항목 오른쪽에 있는 jdk-8u91-macosx-x64.dmg 링크를 클릭합니다.★

3. 다운로드된 인스톨러를 클릭합니다.

4. 인스톨러가 열리면 설치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5. 암호를 입력하라고 안내를 받으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6. 잠시 기다리면 자바 설치가 끝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JDK가 올바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1. 독에서 시스템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2. 그림 1-12처럼 자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바를 설치했으니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실행할 준비도 

얼추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볼까요?

★ 옮긴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

할 때는 맥 사용자의 암호

를 입력해야 합니다. 마인

크래프트 계정의 암호가 

아니니 주의하세요.

★ 옮긴이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길 때 

JDK 최신 버전이 8u91이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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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자바가 깔끔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와	스피곳	설치하기

이제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와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말이 좀 어렵죠? API가 무엇일까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줄여 API로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애플리케이

션과 서로 말이 통하려면 이 API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파이

썬으로 만든 프로그램과 마인크래프트가 서로 말이 통하도록 하기 위해 마인크래

프트 파이썬 API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직도 감을 잡을 수 없나요? 다시 말해, 마

인크래프트 게임 안에서 블록을 만든다거나 플레이어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이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가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싱글 플레이 게임을 즐길 때는 API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마인크래프트 서버server와 말을 주고받으려면, 즉 소통하려면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서버는 하나의 게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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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할 수 있도록 대개 온라인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운영하며 직접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멀티 플

레이 서버든 싱글 플레이 서버든 서버를 운영하려면 마인크래프트 API가 필요합

니다. 이 책에서는 스피곳Spigot이라는 싱글 플레이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이용하겠

습니다.

이제 API와 서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을 잡았나요? 그렇다면 이 둘을 직접 설치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간편한 파일을 미리 만들어 두었으니 그 파일을 다

운로드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을 잘 따라 오세요.

1. https://www.nostarch.com/programwithminecraft/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맥

용 Minecraft Tools Mac.zip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2. 사파리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Finder에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3. 파인더에서 이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MinecraftTools.zip' 

복사를 클릭합니다.

4. 도큐멘트 폴더로 이동한 뒤, 빈 곳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운 

폴더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폴더의 이름으로 MinecraftPython을 지정합니다. 

이름 중간에 공백 문자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5. MinecraftPython 폴더를 엽니다. 빈 곳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항

목 붙이기를 클릭합니다. MinecraftTools.zip 파일이 이곳으로 복사됩니다.

6. 이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음으로 열기  아카이브 유틸리

티를 클릭합니다. MinecraftTools라는 폴더가 새로 생깁니다.

7. MinecraftTools 폴더를 엽니다. 이 폴더의 내용물은 그림 1-13과 같습니다.

8. Install_API.command라는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라며 열기를 확인하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9. 설치가 완료되면 열렸던 창을 닫습니다.

NOTE  Install_API.command는 알 수 없는 개발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는 오류가 생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스템 환경설정을 열고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서 다운로드한 App 허용 항목에서 모든 곳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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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MinecraftTools 폴더의 내용물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API와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

은 이 서버를 실행하는 것뿐이겠죠? 다음 절에서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

스피곳	실행하기와	게임	프로파일	만들기

스피곳이 처음 실행되면 마인크래프트 세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만, 처음에는 

몇 가지 설정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피곳과 마인크래프

트가 항상 같은 버전으로 실행되도록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겁니다. 스피

곳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1. MinecraftPython 폴더로 이동하여 MinecraftTools 폴더를 엽니다.

2. MinecraftTools 폴더에서 Start_Server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

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정말로 열겠느냐고 묻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열기를 클

릭합니다.

3. 스피곳이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시작해 줍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텍스트가 

주르륵 출력되는데, 이 텍스트들은 스피곳이 게임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출

력하는 것들입니다. 그림 1-14와 비슷한 결과가 표시될 텐데, 창을 위로 스크롤

해서 텍스트 맨 위로 이동하세요. 대충 서너 행쯤 되는 곳에 Starting minecraft 

server version x.x.라는 메시지가 보이나요? 그림에서는 서버 버전이 1.9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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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전을 종이에 적어 둡니다. 이 창은 닫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요.

그림 1-14 이 서버의 버전은 1.9입니다.

적합한	마인크래프트	버전	고르기

잊지 않고 서버의 버전을 적어 두었나요? 이제 게임 프로파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1.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세요. 단, 로그인만 하고 Play 버튼은 아직 클릭하면 안 

됩니다.

2. 지금 열린 창이 Minecraft Launcher입니다. 왼쪽 하단에 New Profile 버튼이 

보이나요? 과감하게 클릭해 주세요.

3. Profile Editor 창이 열리면, Profle Name에서 Learn to Program with 

Minecraft를 입력합니다.

4. Version Selection에서 Use version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적어 두었던 버

전을 고릅니다. 여기까지가 그림 1-15입니다.

5. Save Profile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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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Learn to Program with Minecraft라는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요. 버전은 1.9이고요.

이제 앞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프로그래밍할 때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마

인크래프트 론처의 왼쪽 하단에서 이 프로파일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언

제든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다른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세계	만들기

프로파일을 올바로 설정했나요? 이제 새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만들어 볼까요?

1.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합니다. 시작 화면에서 멀티플레이를 클릭합니다.

2. 서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서버 이름에 Minecraft Python World를 입력합니다.
★
 서버 주소에 localhost

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림 1-16입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Minecraft Python World를 더블클릭합니다. 이제 스피곳이 만들어 준 게임 

세계가 열리겠죠?

새로 만든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한번 둘러볼까요? 아마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세

계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의 세계에서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하늘을 날려면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누릅니다.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점점 더 높아지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으면 다시 땅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

시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누르면 순식간에 착륙합니다.

★ 옮긴이

아쉽지만 한글을 올바로 

입력하지 못합니다. 불편해

도 영어 이름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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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서버를 추가해 놓으면 나중에도 쉽게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다시	시작하기

서버에서는 싱글 플레이 모드에서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만듭니다. 다음 과정에 따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볼까요?

1. MinecraftPython 폴더로 이동합니다. MinecraftTools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MinecraftTools' 복사를 클릭합니다.

2. 빈 곳 아무 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항목 붙이기를 클릭합니다. 

‘MinecraftTools 복사본’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깁니다.

3. MinecraftTools 복사본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이름 변경을 

클릭합니다. 저는 New World로 바꾸었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꾸세요.

4. New World 폴더(또는 여러분이 직접 바꾼 폴더)를 열고 server 폴더를 엽니다.

5. server 폴더에서 world 폴더, world_nether 폴더, world_the_end 폴더를 함께 

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command-delete를 눌러 이 세 폴더를 삭제합니다.

6. New World 폴더에서 Start_Server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서

버가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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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하고 Minecraft Python World를 열면 처음부터 새

로 만들어진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몇 번이든 원하는 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전 세계로 되돌아가려

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MinecraftTools 폴더에 있는 Start_

Server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어떤 세계를 삭제하고 새로운 세계로 교체하려면, 삭제할 세계의 폴더에 있는 

world, world_nether, world_the_end 폴더들을 삭제만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플레이하기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마인크래프트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마인크래프트에서 서버에 연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겁니

다. 하지만 서버의 속성을 건드릴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버 창이 열려 있다면 닫습니다. 그리고 MinecraftPython 폴더, MinecraftTools 

폴더, server 폴더의 순서대로 엽니다. server.properties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고, online-mode라는 설정을 true에서 false로 변경합니다(14쪽 그림 1-8 참고). 이 

파일을 저장합니다. MinecraftTools 폴더로 돌아가 Start_Server 파일을 더블클릭

하여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인크래프트를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	모드로	전환하기

저는 기본(디폴트) 게임 모드를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즐길 수 있도록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설정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

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플레이어의 체력이 떨어질 일도 없고, 배고파지거

나 공격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바이벌 모드에서 테스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간단

한 방법으로 크리에이티브 모드와 서바이벌 모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서바이벌 모드로 서버를 전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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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ecraftTools 폴더를 열고 그 안에서 server 폴더를 엽니다.

2. server.properties 파일을 찾아 텍스트 편집기에서 엽니다.

3. 15쪽 그림 1-9에서처럼 gamemode=1 항목을 찾아 gamemode=0으로 변경합

니다.

4. 파일을 저장하고 텍스트 편집기를 닫습니다.

5. MinecraftTools 폴더에서 Start_Server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서버를 시작합니

다. Minecraft Python World 게임을 서바이벌 모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한 단계 중에

서 3단계만 살짝 수정하면 되겠죠? server.properties 파일에서 gamemode=0을 

gamemode=1로 변경하는 겁니다.

맥의 설정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IDLE을 만나볼

까요? 29쪽 ‘IDLE, 넌 누구냐?’로 텔레포트해 주세요.

라즈베리	파이	설정하기
라즈베리 파이에 로그인하고 startx 명령을 입력하여 데스크톱(바탕 화면)을 시작합

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시작할 때 자동으로 이 데스크톱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모델에 따라 파이썬의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

신 버전인 파이썬 3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마인크래프트 파이 에디션Minecraft: Pi Edition이라는 마인크래프트

의 축소 버전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파이썬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기본 요소가 다 갖춰진 셈이죠. 라즈베리 파이 공식 재단의 웹사이트인 

http://www.raspberrypi.org/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혹 마인크래프트가 기본으로 설치되지 않은 라즈베리 파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에 마인크래프트를 설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라즈베

리 파이를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공식 웹사이트인 http://www.raspberrypi.org/에
서 인터넷 연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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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연결되면 다음 과정을 진행합니다.

1. 데스크톱(바탕 화면)에서 LXTerminal을 더블클릭합니다.

2. LXTerminal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sudo apt-get update

3. 업데이트가 끝나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sudo apt-get install minecraft-pi

4. 잠시 기다리면 마인크래프트가 깔끔하게 설치됩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마인크래프트는 PC나 맥 버전에 비해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게임 세계가 상당히 작고, 없는 블록이나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예: 서바이벌 모

드). 하지만 이 책으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니 걱

정 마세요.

일단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프로그램이 담길 폴더부터 만들어 볼까요? 작업표시줄

에서 파일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Documents 폴더에서 빈 곳 아무 데나 마

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의 이름을 

Minecraft Python으로 지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NOTE  라즈베리 파이 초기 모델에서는 앞으로 작성할 여러 프로그램이 느리게 실행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초기 모델의 한계 때문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2를 권장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열려면, 데스크톱 왼쪽 상단의 시작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초기 모델에서는 시작 메뉴가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게임에서 Minecraft를 클릭합

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Create World를 클릭해야겠죠?

한 가지 유의해야 합니다. 창의 크기를 조절하지 말고 그대로 게임을 즐기세요. 창

의 크기를 조절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혹 다른 창이나 대화상자가 열릴 때(파일을 저장할 때 확인을 요구하는 대화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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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창 뒤로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인크래프트를 최소화

하면 마인크래프트에 가려졌던 다른 창 등이 나타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설치하

고 라즈베리 파이를 재시작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IDLE,	넌	누구냐?
이제 정말로 하나만 더 준비하면 됩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할 소

프트웨어인 IDLE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면 이 IDLE도 함께 설치

되므로 따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어서 IDLE을 

열어 볼까요?

윈도  시작 메뉴를 열고 검색 상자에 IDLE을 입력합니다.

맥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열고 IDLE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데스크톱(바탕 화면)에서 Python 3라는 IDLE 아이콘을 더블클릭

합니다.

그림 1-17과 비슷한 IDLE 창이 나타나는데, 이 창의 이름은 파이썬 셸입니다. 저

는 파이썬 셸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림 1-17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IDLE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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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셸과	친해지기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 번에 한 행씩 작성하며 실행할 때는 파이썬 셸이 제격입니

다. 코드를 한 행 작성하고 바로 실행하여 결과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

어 정말 유용하죠. 프로그램도 쉽게 작성할 수 있고 테스트도 쉽게 할 수 있는 파

이썬 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행 맨 앞에 꺽쇠 세 개(>>>)가 보이는데, 이를 가리켜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부릅니

다. 커맨드 프롬프트 오른쪽에 파이썬 코드를 입력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명령부

터 시작해 볼까요? 파이썬에서 두 수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가볍게 엔터를 눌러 커맨드 프롬프트가 올바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2 + 2를 입력

합니다. 커맨드 프롬프트 자체(>>>)는 입력하지 않는 거 아시죠? 다음처럼 입력하

면 됩니다.

>>> 2 + 2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야 합니다. 파이썬 셸에 결과가 출력되겠죠? 예. 4가 

출력됩니다.

>>> 2 + 2
4

셸에서는 텍스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보

세요.

>>> "W" + "o" * 5
Wooooo

Wooooo가 출력될 줄 예상했나요? 명령 맨 마지막에 있던 숫자는 영문자 o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결정합니다. 이 숫자에 따라 출력되는 단어의 길이가 바뀌겠

죠? 20으로 한번 해 볼까요(다른 숫자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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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o" * 20
Woooooooooooooooooooo

Woooooooooooooooooooo! 참 재밌는 파이썬 셸이죠?

혹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파이썬 셸의 코드와 실행 결과는 색색으로 표시

됩니다. 이런 기능을 가리켜 어려운 말로 문법 하이라이팅syntax highlighting이라고 합니

다. 코드의 여러 부분에 색깔을 입혀 보기 쉽게 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모든 코드는 IDLE에서 표시하는 색깔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파이썬 셸과 같은 색깔이니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한결 수월해지겠죠?

이제 IDLE의 텍스트 편집기를 살펴보겠습니다.

IDLE에도	텍스트	편집기가	있다

좀 더 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IDLE에는 텍스트 편집

기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편집기는 셸과 달리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고 

해서 실행 결과를 곧바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따로 실행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IDLE에서 File 메뉴를 클릭하고 New File을 선택합니다. 그림 1-18과 비슷한 새 

창이 하나 열립니다. 바로 텍스트 편집기의 창입니다.

그림 1-18 IDLE의 텍스트 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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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귀에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라! IDLE의 파이썬 셸과 똑같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열린 창

에는 커맨드 프롬프트(>>>)가 없습니다.

커맨드 프롬프트가 없으면 어떻게 다를까요? 직접 다음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확인해 봅시다.

print(2 + 2)

4가 출력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엔터를 눌러도 화면에는 출력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새 행으로 넘어갈 뿐이죠. 텍스트 편집기는 사용자가 엔터를 눌러도 코드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행을 입력해 놓고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행을 더 입력해 볼까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print(2 + 2)
print("W" + "o" * 20)
print("PYTHON!")
print("<3s")
print("Minecraft")

IDLE 텍스트 편집기에서 작성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려면 프로그램을 저장부터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저장하려면 메뉴에서 File을 클릭하고 Save As를 선택합

니다. Minecraft Python 폴더에 Setting Up 폴더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Setting 

Up 폴더 안에 pythonLovesMinecraft.py로 저장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메뉴에서 Run을 클릭하고 Run Module을 선

택합니다. 셸 창이 열리고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표시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림 

1-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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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파이썬 프로그램의 결과

셸에서 코드를 입력했을 때와는 달리 텍스트 편집기에서 입력한 명령들은 그 결과

가 곧바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 2 대신 print(2 + 2)를 사용한 겁니다. 너

무 깊이 파고들면 머리 아프겠죠? 지금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IDLE의 텍스트 편집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셸에서 그 결과가 표시됩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언제나 셸에서 표시됩니다.

언제	파이썬	셸을	사용하고	언제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할까?

IDLE의 파이썬 셸과 텍스트 편집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

느 한쪽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따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는 다시 사

용할 일이 없는 코드 몇 행을 테스트할 때 파이썬 셸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짧

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때 파이썬 셸을 사용하겠습니다.

코드 행이 꽤 길거나 코드를 다른 곳에 다시 사용할 것 같으면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미션들을 수행할 때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물

론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코드를 테스

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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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사용한	프롬프트

이 책에서는 IDLE의 파이썬 셸에서 작성되는 코드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커맨드 

프롬프트(>>>)도 함께 표시하겠습니다.

>>> print("Wooooo Minecraft")

여러분도 직접 코드를 입력하여 파이썬 셸에 익숙해져야겠죠? 셸에서 표시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print("Wooooo Minecraft")
Wooooo Minecraft

텍스트 편집기에서 작성하는 코드는 다음처럼 커맨드 프롬프트를 표시하지 않겠

습니다.

print("Adventures")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코드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려면 이 코드를 직접 실행해야 합니다.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Adventures

이 책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번호가 붙은 코드 행은 모두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들

이니 같은 번호를 찾아 설명을 먼저 읽어도 괜찮겠죠?

u v w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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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파이썬	설정	테스트하기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올바로 설정되었는지 테스트해 볼까요? 

우선, 마인크래프트에서 사용할 아주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나 살펴보겠

습니다.

PC 사용자든 맥 사용자든 다음 과정에 따라 필요한 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1. Minecraft Tools 폴더에서 Start_Server를 더블클릭하여 스피곳을 엽니다.

2. 마인크래프트를 열고 스피곳 서버에 연결합니다. 스피곳 서버에 연결하려면 

멀티 플레이 메뉴에서 Minecraft Python World를 선택합니다.

3.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면 마인크래프트에서 커서가 잠시 밖으로 풀리는데, 이

때 IDLE의 파이썬 셸을 엽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마인크래프트와 서로 소통하려면 지금처럼 세 가지 

소프트웨어, 즉 서버,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셸을 열어야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사용자는 IDLE과 마인크래프트만 열면 됩니다.

이제 다음 코드 행을 셸에 입력합니다. 단, 영문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별해야 하

니 주의하세요.

>>> from mcpi.minecraft import Minecraft

엔터를 누르고 다음 행에서 다음 코드 행을 입력합니다.

>>> mc = Minecraft.create()

여기서 그림 1-20과 비슷한 오류가 출력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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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스피곳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오류 메시지

차근차근 따져 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열려 있나요? 스피곳이 실행 중인가

요? 멀티 플레이 모드인가요? 파이썬 버전(2가 아니라 3이어야 함)이 올바른가요? 처

음 코드 행을 입력했을 때 오류가 일어났다면 API가 올바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API를 설치하는 단계로 되돌아가 다시 설치해 보세요. 두 번째 코드 행

을 입력하고 오류가 일어났나요? 그렇다면 자바나 스피곳이 올바로 설치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자바와 스피곳을 다시 설치해 보세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설치된 자바의 버전이 낮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설명한 ‘자바 설치하기’로 돌아가 자바의 버전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java -version이랍니다.

“ImportError: No module named 'mcpi'”와 비슷한 오류가 일어났다면 파이썬 버

전이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신 버전의 파이썬으로 다시 설치해 보세요.

오류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행을 IDLE에 입력합니다.

mc.player.setTilePos(0, 120, 0)

엔터를 누르고 마인크래프트로 돌아가면 플레이어가 하늘 높이 날고 있을 겁니

다. 코드 한 행을 실행하여 플레이어를 새로운 위치로 텔레포트했네요!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장으로 달려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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