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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계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의 산술 연산(더하기, 빼

기, 곱하기, 나누기) 뿐 아니라 크기를 비교하는 관계 연산, 논리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

는 논리 연산 등이 필요하다. 연산자(operator)는 변수, 상수에 대해 기본적인 연산에 

필요한 기호(예: +, -, /, *, <=, |=)를 의미하고 연산의 대상이 되는 상수나 변수를 연산항

(operand)라 한다. 

EXAMPLE  sum=sum+data*2  +, *는 연산자, sum, data, 2는 연산항이다. 

 

=를 치환(substitution) 연산자라 부르기도 한다. 오른쪽 연산 결과를 왼쪽 변수에 저
장하게 한다. 즉, sum+data*2의 결과를 sum에 저장하게 된다. 연산자는 사칙 연산을 수

행하는 산술 연산자, 두 수식의 키기를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 수식간 논리의 참과 거

짓을 판정하는 논리 연산자, 수식에 대해 bit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 Bit-wise 연산자, 

우측의 연산 결과를 좌측의 변수에 대입하는데 필요한 대입 연산자, 연상항의 값을 1씩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증감 연산자 연산항의 참, 거짓에 따라 다른 연산항을 사용하는 

조건 연산자, 자료 변환형 연산자 등이 있다. 연산자도 수학의 사칙 연산처럼 실행 우

선 순위가 존재하므로 사용 시 주의하여야 한다. 

위 프로그램은 f값을 0(초기치 설정하였음)부터 110(while문 조건 내)까지 (10씩 증가, 

f=f+10;)화씨 온도를 섭씨(centigrade) 온도로 바꾸는 프로그램이다. while(){ }문은 () 조건

이 만족되는 동안 {} 내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한다. 변수 f의 초기값은 0이고 f+f+10;에 

의해 10씩 중가하고 (f<=110)에 의해 f 값이 110 이하이면 {}이 반복 실행된다. =은 치

환 연산자, <=은 관계 연산자, /, *, -는 산술 연산자이다. f, 10 등은 연산항이다. %3.0f는 

실수형으로 출력하되 자리 수 3자리, 소수점 이하 없이 출력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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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expression)은 연산자와 연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um+data, 5/9*(f-32)가 수식

의 예이다. 명령문(statement)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로 semicolon(;)으로 끝난다. 

sum=data+sum;과 c=5/9*(f-32);가 그 예이다. 

 

5.1 산술 연산자 (arithmetic operator) 

연산항 산술연산자 연산항 

 

변수와 상수의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

기), %(나머지)가 있으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a%b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이다. 즉 

23%5의 결과 3이다. 

우선 순위는 (*, /, %)  (+, -)이고 ()안에 있는 연산자 순위는 동일하다. 연산자 적용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순위를 바꾸려면 ()만을 사용하며 {}

나 []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연산자)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는 연산항은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 

 

사칙 연산 시 연산항의 형태에 따라 연산 결과가 저장되는 방법이 다르다. 이는 물론 

데이터 형태를 미리 선언하였더라도 바뀌게 된다. 우선 순위는 char<int<float이다. 즉 

사용된 연산에 실수형 과 정수형이 함께 있으면 연산 결과는 실수형이다. 만약 모두 정

수형이면 당연히 정수형으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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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프로그램은 초를 입력 받아 시간, 분, 초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다. % 연산자는 

나머지를 계산하게 된다. 입력되는 초가 정수이고 출력 결과(시, 분, 초)도 정수이므로 

굳이 변수 입력 형식을 float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float으로 지정하게 되면 저장 공간

을 많이 지정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다.  

 

 

 

사실 지정된 변수를 프로그램 내에서 계산이나 출력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 굳이 

변수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입력 형식을 지정하고 계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만 한다. 아래 프로그램의 결과는 위와 동일하다. 

 

 

참고 int 로 선언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655535, -32768~32768(부호가 있는 

경우)이다. 만약 655535 보다 큰 값이 입력되거나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long int

로 선언하면 된다. long int 을 사용하면 저장소에 -2147483648~ 2147483648 사이 

정수 값을 가질 수 있다. 

참고 float 로 선언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4*10-38~3.4*1038 이다. 만약 이보다 

큰 값이 입력되거나 계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long float을 사용하면 된다. 

미리 long을 선언해 주어 아무리 큰 값이라도 처리될 수 있게 하지 왜 최대 값을 예

상해 인색하게 잡아주는가? double이면 변수의 자리 수를 두 배(각각 4byte, 8byte) 잡으

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Chapter V. 연산자         ▼ 32 

 

  

 

 
EXERCISE 4-1 파일명: 0912_DATE.C 

요일까지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노란 박스는 키보드 입력이다.  

 

 

http://msdn.microsoft.com/library/default.asp?url=/library/en-

us/dnanchor/html/vs60anchor.asp (함수 사용 방법 보기) 

 

 

위 프로그램은 임의의 정수(난수) 숫자(0-32767)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변수 X에는 

0~32767중 하나의 숫자가 배정된다. 

long t;  변수 t를 4byte 크기의 수로 –2147483648~2147483647, int , float과 유사

한 역할 

time(&t);  컴퓨터 시간을 입력 받는다. &t의 의미는 컴퓨터 시간을 입력 받아 저장

한다. 

srand(t);  받아들인 컴퓨터 시간에 의해 난수의 seed 위치를 지정한다. 

x=rand();  0~32767 사이의 임의의 값을 생성하여 변수 x에 저장한다. 

RAND_MAX는 rand 함수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난수의 최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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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4-2 파일명: 0912_RN.C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눈금은 1과 6사이의 수이다. 프로그램 

실행 때마다 눈금은 달라진다.  

TIP rand 함수와 %연산자를 사용하자. 

 

 

 
EXERCISE 4-3 파일명: 0912_RN2.C 

페이지 29의 while{} 문을 사용하여 주사위를 열 번 던지는 실험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TIP rand 함수와 %연산자를 사용하자. 

    
 

 
EXERCISE 4-4 파일명: 0912_RN3.C 

RAND_MAX 이용하여 0과 1사이의 난수(random number) 10개를 생성하시오. 물론 

while() 문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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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4-1 파일명: 0912_DATE.C 

요일까지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노란 박스는 키보드 입력이다.  

 

 

 

 
EXERCISE 4-2 파일명: 0912_RN.C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눈금은 1과 6사이의 수이다. 프로그램 

실행 때마다 눈금은 달라진다.  

TIP rand 함수와 %연산자를 사용하자. 

 

 

 

 

 
EXERCISE 4-3 파일명: 0912_RN2.C 

페이지 23의 while{} 문을 사용하여 주사위를 열 번 던지는 실험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TIP rand 함수와 %연산자를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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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4-4 파일명: 0912_RN3.C 

RAND_MAX 이용하여 0과 1사이의 난수(random number) 10개를 생성하시오. 물론 

while() 문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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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ER 내용 

C 언어에서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의 형태(prototype)를 미리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

면 자주 사용되는 함수(scanf, printf, 수학 함수 등)에 대해 매번 선언을 해야 하나? 그

렇지 않다. 자주 사용되는 함수에 대한 형태 선언을 미리 HEADER 파일에 저장해 놓는

다. 원하는 함수가 미리 선언되어 있는 Header(헤더)를 삽입(include)하면 된다. scanf(), 

printf() 함수는 STDIO.H 헤더 파일(메모장에 볼 수 있는 아스키 파일)에 선언되어 있으

므로 함수 사용 전에 include 시키면 된다. 

 

TIME.H 헤더 파일에는 시간 관련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고, STDLIB.H에는 SRAND 함

수(난수 생성 관련 함수) 등이 저장되어 있다.  

 

POP Exercise 

주사위 기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결과는 5000번 랜덤하게 던졌을 

때 기대값이다. 이론적 기대값은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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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계 연산자 (relational operator) 

연산항 관계 연산자 연산항 

수식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며 for(), while() 문의 () 안에 조건식으로 사용된다. 

연산식의 결과는 참(true), 거짓(false) 두 값만 갖게 된다. 관계 연산자는 다음과 같다. 

 

연산항 1<연산항 2  연산항 2가 연산항 1보다 큰가? 

연산항 1>연산항 2  연산항 1이 연산항 2보다 큰가? 

연산항 1<=연산항 2  연산항 2가 연산항 1보다 크거나 같은가? (예: i<=10) 

연산항 1>=연산항 2  연산항 1가 연산항 2보다 크거나 같은가? 

연산항 1==연산항 2  연산항 1과 연산항 2는 같은가? 

연산항 1!=연산항 2  연산항 1과 연산항 2는 다른가? 

 

EXAMPLE   

(1) a>10  (2) (a+10)<25 (3) who=”wolfpack”  (4)x!=y 

 

아래 프로그램 결과를 예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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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데이터 n개를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먼저 데이터가 몇 

개인지 물어보고 데이터 개수만큼 입력하도록 while()문을 사용한다. 입력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변수는 X이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변수 X에는 어떤 데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을까? 제일 마지막 데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다.  

    

 

 
EXERCISE 5-1 파일명: 0915_MEAN.C 

사용자로부터 n개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5.3. 논리 연산자 (logical operator) 

연산항 논리 연산자 연산항 

수식 간의 논리합(OR), 논리곱(AND), 논리 부정(NOT)의 참과 거짓을 크기를 비교하

는데 사용된다. 연산항이 거짓이면 0, 참이면 1의 값으로 간주된다. 

 

연산자 형식 처리 내용 

|| 연산항1 || 연산항2 연산항1과 연산항2의 논리합(OR) 

연산항1과 연산항2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 

&& 연산항1 || 연산항2 연산항1과 연산항2의 논리곱(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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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항1과 연산항2 모두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

지는 거짓 

! !연산항1 연산항의 논리 부정 

연산항1이 거짓이면 참, 참이면 거짓이 된다. 

 

아래 프로그램의 결과를 예상해 보자. 

  

아래 프로그램을 예상해 보자. ((i!=10)&&(x<=5))의 의미는 변수 i가 10이 아니고 변수 

X가 5 이하인 경우 참(=1)이 되어 while()문 {}안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매번 결과는 

다르다. 과연 언제 이 프로그램은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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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과 9사이의 난수인 정수를 생성하여 사용자가 맞추는 프로그램이다. If(){}은 제어문

의 하나로 () 조건이 만족되면 {} 안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즉 난수 X와 사용자가 입

력한 값이 일치하면 (x==g), 변수 h 값이 1이 된다. 변수 h=1이 되므로 while 문은 멈

추게 된다.  

    

 
EXERCISE 5-2 파일명: 0915_STRIKE.C 

10-99 사이의 숫자(정수)를 난수 생성하여 사용자가 알아 맞히는 스트라이크 게임을 작

성하시오. 가능하다면 십자리, 일자리가 같은 숫자는 생성되지 않도록 하자. 사용자 입

력에 따라 “?S?B”이 출력되도록 하라. 아래 프로그램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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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5-1 파일명: 0915_MEAN.C 

사용자로부터 n개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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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5-2 파일명: 0915_STRIKE.C 

10-99 사이의 숫자(정수)를 난수 생성하여 사용자가 알아 맞히는 스트라이크 게임을 작

성하시오. 가능하다면 십자리, 일자리가 같은 숫자는 생성되지 않도록 하자. 사용자 입

력에 따라 “?S?B”이 출력되도록 하라. 아래 프로그램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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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입 연산자 (assignment operator) 

변수 대입 연산자 연산항 

연산자 우측의 연산항 결과를 왼쪽 변수에 저장(대입)하는 연산자이다. 만약 오른쪽 

연산항의 결과와 변수의 데이터 형태(int, float)가 다르면 오른쪽 연산항의 결과로 데이

터 형태가 변한다. 오른쪽 연산항에 사용된 변수가 왼쪽 사용되면 계산 결과가 저장된

다. (예) sum=sum+data 

 

연산자 형식 처리 내용 

= 변수=연산항 연산항의 결과를 변수에 대입(저장)한다. 

(사칙연산)= 변수+=연산항 

변수-= 

변수*=연산항 

변수/=연산항 

(변수+연산항) 결과를 왼쪽 변수에 저장  

(변수-연산항) 결과를 왼쪽 변수에 저장 

(변수*연산항) 결과를 왼쪽 변수에 저장 

(변수/연산항) 결과를 왼쪽 변수에 저장 

(예) ;; yxxyx +=⇔=+  

;3*;3* xxx =⇔=  

%= 변수%=연산항 (변수%연산항) 결과를 왼쪽 변수에 저장 

(예)x%=y; x=x%y; 

 

 

5.5. 증감 연산자 (increment/decrement operator) 

증감 연산자 연산항 

연산항 값을 1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로 수식,상수에는 사용할 수 없고 변

수에만 사용한다. 

연산자 형식 처리 내용 

++ ++변수 

변수++ 

변수 값을 1 증가시킨 후 사용한다. 

변수 값을 사용한 후 1을 증가시킨다. 

-- --변수 

변수-- 

변수 값을 1 감소시킨 후 사용한다. 

변수 값을 사용한 후 1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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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프로그램 결과를 예상해 보자. 

  

 

아래 두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EXERCISE 5-1 파일명: 0926_FCT.C 

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actorial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12)2()1(! ×−×−×= L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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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건 연산자 (condition operator) 

연산자 형식 처리 내용 

? 연산항1?연산항2:연산항 3; 연산항1이 참이면 연산항 2를 수행하고 거

짓이면 연산항3을 수행한다. 

 

아래 프로그램 결과를 예상해 보자. 

  

 
EXERCISE 5-2 파일명: 0926_MAX.C 

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n개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하고 그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범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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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타 연산자 

앞에서 살펴본 sizeof, strlen 등의 연산자가 있다. 

연산자 형식 처리 내용 

sizeof size of 변수 변수의 크기 byte를 출력한다. 

strlen strlen(문자변수)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 (float)연산항 

(int) 연산항 

연산항의 데이터 형태를 ()의 지정대로 실수형으로 

바꾼다. 

연산항의 데이터 형태를 ()의 지정대로 정수형으로 

바꾼다. 

Recall: 묵시적인 계산 결과 형태 변환 순서 

char<int<long<float 

 

아래 프로그램 결과를 예상하시오. string.h 헤더 파일은 문자 관련 함수 형태를 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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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산자 우선 순위 

우선 순위 연산자 

1 ()   연산자의 우선 순위를 바꾸어 () 연산을 가장 먼저 실행 

2 논리 연산자(1) ! 증감 연산자 ++, --  기타 연산자  

(자료형), sizeof, strlen 

3 사칙 연산자(1) *, /, % 

4 사칙 연산자(2) +, - 

5 관계 연산자(1) <, <=, >, >= 

6 관계 연산자(2) = =, != 

7 논리연산자(2) && 

8 논리연산자(3) || 

9 조건 연산자 ? : 

10 대입 연산자 =, +=, -=, *=, /=, %=,  

 

 
EXERCISE 5-3 파일명: 0926_STAT.C 

사용자로부터 n개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하고 그 데이터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최대

값, 최소값, 범위,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대표본을 가정하고)을 출력하는 프로그

램을 작성하시오. (HOMEWORK#1 due 9월 29일) 

 

자료 값을 읽어 오면서(변수명을 x라 하면) 바로 합한다면 (sum=sum+x) 이 sum 값

을 나중에 자료의 개수(n)으로 나눈다면 평균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분산이다. 

분산을 계산하려면 평균( x )이 계산되어 있어야 하므로 평균 계산과는 달리 입력된 모

든 데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해결 방법은? 분산 간편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

제 ∑ 2
ix , ∑ ix 만 구하면 되니 평균 구하는 방법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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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파일 math.c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들이다. 이들을 사용하려면 math.c 헤더 파일

을 include 시켜야 한다. 

||EXAMPLE|| (1) 3 ? )3(sqrtx =    (2) 34 ? )3,4(powx =    (3) 5e ? )5exp(=x  

 

 

 

 



한 번 만들어 본 프로그램         ▼ i 

 

  

 
EXERCISE 6-1 파일명: 0926_FCT.C 

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actorial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12)2()1(! ×−×−×= Lnnnn  

  

 

 
EXERCISE 6-2 파일명: 0926_MAX.C 

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n개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하고 그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범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