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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ython] C에서 Python사용하기(2) - 클래스 호출

지난 "C에서 Python사용하기(1)"에 이어 Embedding 에서 Python의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를 올린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나름대로 수정하여 올리는것이라 세부사항까지는 나역시 잘 알지 못한다.ㅡㅡ;;

딱히 찾을만한 곳이 없더군...휴~~

그럼 예제를 올리겠다.

지난 함수호출에서는  그냥 #include <python.h>만을 선언하였지만 이곳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금 바꾸어서 올려 놓았

다.                                                         

아래와 같이 처리를 안해주면 Visual C++ 에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Visual C++에서 Python을 사용하려면 프로젝트 셋팅에서 Python의 include폴더와 libs폴더의 경로를 알

려주어야한다.

예제) main.cpp

#ifdef _DEBUG 

    #undef _DEBUG 



12. 2. 2. 코코아 한잔, 팥빙수 한그릇 : [C/Python] C에서 Python사용하기(2) - 클래…

2/4mc787.egloos.com/648184

    #include <python.h> 

    #define _DEBUG 

#else 

    #include <python.h> 

#endif

#include <stdio.h>

void main(void)

{

/* Python으로 값을 주고받을때는 PyObject 객체로 하여야한다.  *

*  또한 클래스와 함수를 "C"에서 사용할때 역시 PyObject 객체로 *

*  선언되어 있어야한다.                                                        */

    PyObject *module, *request, *min;

    float mvar = 1007;

/* Python interpreter 를 초기화한다. */

    Py_Initialize();

/* import할 python파일 적어준다. */

    module = PyImport_ImportModule("minprint");

    if (module == NULL) 

    {

        PyErr_Clear();

        printf("Unable to import embed module");

    }

/* Python의 함수호출이나 클래스 호출은 PyObject_CallMethod()를   *

*  사용하며 넘겨줄 인자가 없을경우 3번째 파라미터를 "NULL"로 한다. *

*  현재는 클래스를 불러와 PyObject 객체로 반환한다.                      */

    request = PyObject_CallMethod(module, "minprint", NULL);

    if (request == NULL) 

    {

        PyErr_Clear(); 

        printf("함수호출을 실패하였습니다.");

     }

/* minprint 클래스의 wooprint라는 함수를 호출하며 float값의 mvar값을 *

*  넘겨준다. 여기서 "f"는 float를 넘긴다는 뜻이다.                               */

     min = PyObject_CallMethod(request,  "wooprint", "f", mvar);

     if (min == NULL)

    {

        PyErr_Print(); 

    }

    else 

    {

/* Python의 결과값을 mvar로 반환한다. */

        PyArg_Parse(min, "f", &mvar );

    }

/* Python에서 생성된 레퍼런스 카운터를 감소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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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module != NULL)

        Py_DECREF(module);

    else

        PyErr_Print();

    if(request != NULL)

        Py_DECREF(request);

    else

        PyErr_Print();

    if(min != NULL)

        Py_DECREF(min);

    else

        PyErr_Print();

/*  

/* "Py_Finalize();"와 같이 Python 인터프리터 종료한다. */

    Py_Exit(0);

}

예제) minprint.py

# -*- coding: euc-kr -*-

#!/usr/local/bin/python

class minprint:

    def wooprint(self):

        a = 1007

        return a

    def wooprint(self, a):

        print a+a

        return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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