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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C 프로그램은 작성된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지만 경우에 따라 실행 순서를 

제어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에 관련된 문장을 제어문(control statement)이라 한다. 제

어문에는 조건에 따라 문장(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건문, 일정한 문장을 반복 수행하는 

반복문, 프로그램 흐름을 강제로 바꾸는 분기문이 있다. 조건문에는 if(){}, if(){}~else{}, 

switch(){~case}, 반복문에는 for(){}, while(){}, do{}~while(), 분기문에는 break, continue, 

goto, return이 있다. 

 

6.1. 조건문 

조건에 따라 일정한 문장(프로그램)의 실행 여부를 제어하는 제어문이다. 

 

6.1.1. if()문 형식 if(조건){프로그램 문장} 

()안의 조건이 성립하면(참이면) {}안의 문장(프로그램)이 실행하고 거짓이면 {}을 실행

하지 않고 지나간다. 

    

입력된 값이 음수이면 (x<0) 자료 값에 –1을 곱해 양수로 만들어 준다. %–5.2f의 의

미는 변수 x의 값을 부동형(소수점 형태)으로 출력하되 소수점 2자리 포함 5자리로 하

며(5.2) –의 의미는 왼쪽 정렬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EXERCISE 6-1 파일명: 1006_IF1.C 

위의 예제 프로그램을 if()문을 사용하지 말고 조건 연산자 ?을 이용하여 수정하시오.  

Chapter VI. 제어문 



Chapter VI. 제어문         ▼ 46 

 

  

 
EXERCISE 6-2 파일명: 1006_IF2.C 

페이지 41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아래 프로그램)을 ? 연산자 대신 if() 문

을 사용하여 수정하시오. 

  

 

 
EXERCISE 6-3 파일명: 1006_IF3.C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 연산자

와 if(){} 문을 사용하시오. 

    

 

getchar()는 키보드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아 들여 val 변수 공간에 저장한다. 이를 %c 

사용하면 문자로 출력하고 %d 사용하면 문자에 해당되는 정수(integer)가 출력된다. 

알파벳에 대한 숫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A=65~Z=90 /  a=97~z=122  대문자 소문자 차이는 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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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6-4 파일명: 1006_IF4.C 

대문자가 입력되면 소문자로 소문자가 입력되면 대문자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5.1.2. if()~else문 형식 if(조건){문장1}~else{문장2} 

()안의 조건이 성립하면(참이면) 문장1을 거짓이면 문장2를 실행한다. if~else 문은 전

체가 () 안의 조건에 의해 두 개로 나뉘어질 때 사용한다. 

If()~else 문장은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if(조건1){ 

if(조건2){ 

문장1; 

else{문장2;} 

} 

else{문장3}  

조건 1 이 성립하면 if(조건 2)의 조건 성립 여부를 따져 조건

2가 성립하면 문장 1을 아니면 문장 2를 실행한다.  

조건 1이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문장 3을 실행한다. 

if(조건1){문장1;} 

else if (조건2){ 

문장2;} 

else{문장3;} 

조건 1 이 성립하면 문장 1 을, 성립하지 않으면 조건 2 의 성

립 여부를 검사하여 성립하면 문장 2 을, 성립하지 않으면 문

장 3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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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숫자(X)가 어떤 두 수의 배수인지 체크하기 위하여 아래 프로그램을 작성하였

다.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임의의 숫자가 앞의 숫자의 배수는 아니지만, 뒤 수의 배수인 경우 이를 체크하지 못

한다. 예를 들면 X=12, M1=5, M2=3인 경우 “3의 배수”라 출력하지 못한다.  

 
EXERCISE 6-5 파일명: 1013_IF5.C 

위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완전하게 하시오. 아래 프로그램은 else문을 모를 경우 if()문

만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이다. 

 

 
EXERCISE 6-6 파일명: 1006_IF6.C 

fat
high
normal

lowBMI

=>
=><
=><
=><

~30
29~25
25~185

5.18

   

2)(/ mkg 신장체중비만지수 =  

사용자가 체중과 키를 입력하면 비만(체질량: Body Mass 

Index) 지수를 출력하고 비만 정도를 알려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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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 switch(수식){case}문  형식 switch(수식){case n*: 문장; break} 

switch(수식){ 

case n1: 문장 1; break; 

case n2: 문장 2; break; 

case n3: 문장 3; break; 

default: 문장 4; break;} 

문장 5; 

수식과 n1, n2, n3, ..와 차례로 비교하다가 일치하는 곳이 있으면 그 문장을 실행하고 

break 문에 의해 switch(){}을 빠져 나와 문장5를 실행한다. default는 조건이 맞는 것이 

없는 경우 실행되는 문장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가능하면 각 문장에 break 문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case 문을 차례로 점검하므로 실행 시

간이 오래 걸린다. n1, n2, n3 중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default 문장4를 실행한다. 

default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입력된 숫자가 2이면 case 2 뒤 문장, 3이면 case 3 뒤 문장을 일치하는 case가 없으

면 아무 것도 실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2를 입력하면 *가 2개 찍히는 문장이 실햔된다. 

 

 
EXERCISE 6-7 파일명: 1006_IF7.C 

switch() 문을 이용하여 입력된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even), 홀수이면 odd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TIP switch() 안에는 홀수 짝수를 판별하는 식이 들어가면 된

다. % 이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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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6-8 파일명: 1006_CAL.C 

(숫자)(사칙연산)(숫자) 계산결과를 출력하는 사칙연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한 번 만들어 본 프로그램         ▼ i 

 

  

 
EXERCISE 6-7 파일명: 1006_IF7.C 

switch() 문을 이용하여 입력된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even), 홀수이면 odd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TIP switch() 안에는 홀수 짝수를 판별하는 식이 들어가면 된

다. % 이용하시오. 

  

 

 

 
EXERCISE 6-8 파일명: 1006_CAL.C 

(숫자)(사칙연산)(숫자) 계산결과를 출력하는 사칙연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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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반복문 

일정한 문장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며 while(), for(), do~while()문 등이 있다. 

 

6.2.1 while(){}문 형식 while(조건){문장;} 

() 안의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 안의 문장이 반복 시행된다. while() 문은 for(){}에 의

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while(){}문에 대한 연습이 이미 많은 연습을 하였으니 실

습을 해 보자. 

while문과 if 문을 사용하여 1-100까지 정수 중 사용자가 지정한 숫자의 배수만 출력

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적성하시오. while(){} 문의 () 안에 if(배수 체크)문을 사용한다. 

 

6.2.2 do{}~while()문 형식  do{문장;} while(조건); 

while() 문과 유사하지만 ()조건을 나중에 점검하므로 {}안의 문장은 적어도 한 번은 

실행된다. 

다음은 위 프로그램을 do{}~while() 문을 이용하여 수정한 것이다.  

 

 

6.2.3 for(){}문  형식 for(초기값;조건식;증감 값){문장}; 

() 안의 조건에 따라 {} 문장이 반복 실행 된다. () 안을 살펴보면 변수의 초기값; 조건

식은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증감 값에는 사용된 변수를 얼마씩 증가시킬 것인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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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j를 1부터(j=1) 70이 되기 전까지(j<=70) 하나씩 (j++) 증가시키면 {} 문장을 반복

한다. printf() 문에서 앞의 j는 %d로 출력되므로 숫자, 뒤 j는 %c로 출력하므로 그 숫자

에 해당하는 ASCII 문자가 출력된다. j++ 대신 j=j+1 을 사용하여도 된다. 

 

 

 
EXERCISE 6-9 파일명: 1024_4MEAN.C 

for 문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개별 데이터를 입력

하는 문장은 for 문 안에 넣으면 된다. 

 

 
EXERCISE 6-10 파일명: 1024_KOOKOO.C 

for 문을 이용하여 구구단(2단-12단) 출력하시오. for 문을 두 번 사용하면 된다. 

 

 
6.3 분기문 

프로그램 실행의 흐름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문으로 break, continue, goto, return 등

이 있다. 일반적으로 goto 문은 BASIC이나 FORTRAN 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만 C언어

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return 문은 함수에 함께 사용되므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

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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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break문 

switch(){}, for(){}, while(){}, do{}while() 문에서 제어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으

로 break 문이 실행되면 현재 실행되는 반복문에서 벗어난다. 

키보드로부터 자료를 읽어 들인다. 만약 q이 나오면 자료 읽기를 끝낸다. i<=1000으

로 크게 잡아 놓아 사용자가 자료를 1000개까지 입력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자료 입

력이 끝나 “q”를 입력하면 자료 입력이 끝난다. n=n+1;은 자료 입력 개수를 세는 문장이

다. ch 변수는 enter 키를 치면 숫자 10 혹은 “LF”가 저장된다. “q”가 입력되기 전까지는 

자료 입력 for(){}문이 끝나지 않는다. 

  

 
EXERCISE 6-11 파일명: 1024_4MEAN2.C 

Exercise 6-9에서 break문을 이용하여 데이터 개수 입력 없이 데이터만 입력하도록 수

정하시오. 

 

6.3.2 continue문 

for()문, while(){}, do{}while() 문에서 다음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continue 문이 나오면 for(0문의 경우는 continue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안의 변

수를 증감시키며 while(), do~while() 문에서는 ()조건을 검사한다. (i%3==0) 조건을 만족

하는 경우 그 다음 문장을 printf()를 실행하지 않고 for의 () 안의 증감식 i++에 따라 그 

i를 하나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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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6-9 파일명: 1024_4MEAN.C 

for 문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개별 데이터를 입력

하는 문장은 for 문 안에 넣으면 된다. 

   

 

 
EXERCISE 6-10 파일명: 1024_KOOKOO.C 

for 문을 이용하여 구구단(2단-12단) 출력하시오. for 문을 두 번 사용하면 된다. 

   

 
EXERCISE 6-9 파일명: 1024_4MEAN2.C 

위 프로그램과 for(){} 문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

램을 작성하시오.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개수를 묻을 필요는 없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

면 “q”를 입력하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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