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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ython] C에서 Python사용하기(1) - 함수 호출

Python을 접한지도 여러달 되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알수가 없다...ㅡㅡ;;

대충 어떤것이다. 어떻게 쓰는것이다 정도...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져서야...휴~~

사이트를 찾아보나 책을 찾아보나 Python에서 C 모듈을 불러와 사용하는것은 많으나, C에서 Python 모듈을 사용하는것에 대

해서는 찾기가 무척 힘들었다.(몇일을 찾았는지...휴~~)

일단 용어부터 정의 하자면...

Extending : Python 에서 C 모듈을 사용하는 것.

Embedding : C 에서 Python 모듈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정의 할수 있다.

Extending 에는 C확장 모듈과 C확장형이 있다.

C확장 모듈은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은(함수로만 구성) Python 모듈을 C로 구현한 것이다.

C확장형은 Python 클래스를 C로 구현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많은 정보가 있는 Extending 보다는 알려진 것이 적은 Embedding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간단한 소스의 예제를 두어 설명하기로 한다.

보기에 앞서 C확장 모듈과 C확장형에 대해서 알고있는것이 예제를 보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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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main.cpp source

/* python.h 을 include 하면 모든 python 관련 Header 를 include 한다. */

#include <python.h>

#include <stdio.h>

int main(int argc, char** argv)

{

    PyObject *PyModule, *PyFun, *PyName, *PyArgs, *PyValue, *PyDict;

    PyObject *PyPath;

    printf("C/Python Embedding Test\n");

    if(argc != 4)

    {

        printf("명령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return 0;

    }

/* Python 인터프리터 초기화한다. */

    Py_Initialize();

/* C의 String을 Python의 String로 바꾼다. */

    PyName = PyString_FromString(argv[1]);

/* Python Module을 Import한다. */

    PyModule = PyImport_Import(PyName);

/* namespace에 Import되어 있는 모듈을 호출한다. */

    PyDict = PyModule_GetDict(PyModule);

/* Python 기능(함수,모듈) 참조한다. */

    PyFun = PyDict_GetItemString(PyDict, argv[2]);

/* 정상 호출되었는지 체크한다. */

    if(PyCallable_Check(PyFun))

    {

/* Python에 전달할 인수의 갯수 지정. */

        PyArgs = PyTuple_New(1);

/* C의 Float형을 Python의 Double형로 바꾼다. */

        PyValue = PyFloat_FromDouble(atof(argv[3]));

/* 0번째 인자를 전달한다. */

        PyTuple_SetItem(PyArgs, 0, PyValue);

/* 해당함수의 호출과 인자를 전달한다. */

        PyValue = PyObject_CallObject(PyFun, PyArgs);

        if (PyArgs != NULL)

        {

/* 레퍼런스 카운터를 감소시킨다. */

            Py_DECREF(PyArgs);

        }

        printf("실행 결과 : %f\n", PyFloat_AsDouble(Py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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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e

        PyErr_Print();

    if(PyModule != NULL)

        Py_DECREF(PyModule);

    if(PyName != NULL)

        Py_DECREF(PyName);

/* Python 인터프리터 종료한다. */

    Py_Finalize();

    return 0;

}

예제) min_test.py source

def min_add(num):

    return num * num

개발

Commented at 2011/01/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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