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문

5

프로그램 코드는 라인 단위로 순차
적으로 실행된다. 이런 흐름을 조
건문, 반복문으로 제어하여 원하는
작업을 하게 하는데 이를 제어문
코드라 한다.

섹션 1

논리연산자
Boolean 자료형
•

secret에 정수 3을 입력하고 input() 함수에 의해 콘솔에 키보드 입력 창이 열린
다. 키보드로 입력 받은 값은 int() 함수에 의해 정수로 guess에 저장된다.

•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값 7은 guess에 저장된다.

•

guess 값과 secret 값을 비교하 불린 자료형은 False가 출력된다.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과 함께 Boolean이 있다. 불리언(
자료형은 논리 자료형이라고도 하며,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Boolean

내용

==

좌변과 우변이 같다

!=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다

>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

>=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논리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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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if 문

예제 1
(1)

개념

(2)
(3)

프로그램 코드의 연산은 좌에서 우로 라인(행)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된다. 이
를 제어하는 것을 제어문이라 한다.
제어문 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여 조건의 만족여부에
따라 샐행 흐름 규칙을 제언하는 if 문이다.

if 조건(논리연산자) :
실행문장1
실행문장2
...
•

조건문에는 if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

if 다음에는 '조건'(논리연산자)이 나타난다. 참 true, 거짓 false 둘 중 하나

•

if 문의 종료(끝)는 콜론(:)으로 표현한다.

•

조건이 참(True)이면 (반드시) 들여쓰기한 문장이 실행된다. 들여쓰기는 :을 입력
하고 엔터를 하면 자동 들여쓰기가 된다.

•

조건이 만족되는 실행문은 여러 개인 경우 라인 단위로 입력한다. {}을 사용 할
필요는 없다.

•

들여쓰기를 하지 않은 실행문은 오류가 발생한다.

(4)

(1) secret에 정수 값 3이 입력된다.
(2) Enter (1-9)? 콘솔 화면에 (Jupyter는 바로 아래 공간) 출력되고 키보드 입력을
기다린다. 키보드 입력된 값은 guess에 저장된다.
(3) secret 값과 guess 값을 비교하여 True이면 : 아래 문장을 실행한다. False이면
: 아래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다.
(4) (3)의 조건이 만족하면 실행되는 문장이다.

•

코드를 실행하면 바로 아래 입력 창이 나타난다. 키보드 입력 전까지는 In[]안에
*가 표시되는데 이는 아직 실행 중이거나 외부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

키보드에서 4를 입력하고 Enter Key를 친다. 그러면 파이썬은 guess에 4를 입
력하고 다음 라인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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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조건 :
실행문1
else :
실행문2
if 조건이 만족하면 : 아래 문장이 실행되고 만족하지 않으면 else : 아래 문장이 실행
된다.

•

secret=3, guess=4가 저장되어 있어 같지 않으므로 두번째 조건이 성립하므로
두번째 문장인 “Try Again”이 콘솔 출력된다.
•

앞에서 if 문장을 두 번 사용되는 대신 else: 문장을 한 번 사용하면 된다.

•

secret=3, guess=4가 저장되어 있어 if 다음 조간이 만족하지 않으므로 : 다음
문장은 실행되지 않는다.

•

대신 else : 아래 문장이 실행되어 Try Again 이 출력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이 실행되어 출력된 Try Again은 사라지고 다음 input 문장이 콘솔에 나타난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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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창세기 1장 1:4절에서 if 문을 사용하여 ‘day’ 단어가 있는 경우 콘솔 출력하는 코드

pass 문 사용
pass 문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 문법적으로 문장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이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if 조건 :
실행문1
elif 조건 :
실행문2
else :
실행문3
if 조건이 참이면 실행문 1, 거짓이면 elif 조건 참이면 실행문2, 거짓이면 실행문3을
실행한다.

예제
쌍으로 된 데이터도 in 연속 옵션으로 가능하다. ds 타입은 lis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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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식 for 항목 in 반복가능객체]
range(1,5,2)에 의해 x=[`1, 3]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for 문의 number 는 1, 3이
차례로 들어간다.

[표현식 for 항목 in 반복가능객체 if 조건문]
반복 문 in에 if 조건문이 있어 조건에 맞는 값만 반복된다. x에는
가게 된다.

3의 배수만 들어

for 항목1 in 반복가능객체1 if 조건문1
for 항목2 in 반복가능객체2 if 조건문2
...
for 문을 두 번 연속하여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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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for 문

range(a,b) 사용
(a, b)는 모두 정수이여야 하며, a<b이어야 한다. a, a+1, …, (b-1) 정수 값이 차례
로 들어간다. a부터 시작하지만 (b-1) 값이 종료 값이다.

for 반복변수 in 리스트(또는 튜플, 문자열):
수행할 문장1
수행할 문장2
•

리스트에 지정된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문장을 실행한다.

•

리스트에는 숫자(실수, 정수), 문자 모두 가능하고 숫자인 경우 크기 순으로 일련
하여 넣을 필요는 없다.

•

반복문장에 반복변수를 넣지 않아도 된다.

range()는 일련의 정수가 있으나
정수 값을 데이터로 사용하려면
list()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list()를 사용하지 않으면 Rep에
range()가 저장된다.

예제
in 반복 리스트에는 문자, 숫자 모두 가능하다.

반복변수 i에 9, 3.5, “wolfpack” 차례로 입력하면서 반복문장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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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조건문의 예와 동일하다. in 리스트에는 쌍으로 된 리스트 형태도 가능하다.

for 문과 Tuple 예제

for 문에 range() 사용할 때는 list()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for 문과 Dictionary 예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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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문과 continue
if 조건 : - 조건이 만족하면 continue에 의해 print() 문 실행하지 않고 넘어간다.

break 문 사용
if 조건 : else : 사용 시 조건에 range() 처럼 반복 체크해야 하는 경우 조건 만족여
부에 따라 참 실행문, 거짓 실행문이 반복 실행된다.
만약 조건이 2부터 시작하여 10까지 숫자 중 3의 배수만 출력하고 싶다면…

for 문과 range 함수

continue 문 사용
if 조건 : else : 에서 else 문을 사용하는 대신 다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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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while 문

while 문과 if 문 사용, break, continue
break 사용하기
0~9까지 비번은 열번 안에 맞출 수 있다.

필요 이유
for문과 동일하게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다. for문은 반복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거
나 자료구조 (리스트, 튜플, 사전)를 사용할 수 있다.

(1)
(2)

반면 while 문은 반복해야 할 횟수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만 실행될 때 주로 사용한다.

(3)
(4)

while <조건문>:
<수행할 문장1>
<수행할 문장2>
10까지 정수 합을 구하는 코드이다. sum+=1 <=> sum=sum+1 과 같다. print 문
을 들여 쓰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while 문 내에서 실행되지 않고 while 문이 끝난 후
실행된다.
(1) randint(0,9) 함수는 0~9 사이 정수 중 하나를 임의 추출하여 secret에 저장한
다. 이 함수는 random 모듈에 있어 import 문을 사용한다.
(2) 시도 회수의 초기 값을 0으로 한다. 마지막 두 번째 행의 tri+1에 의해 1씩 증가
(3) input() 함수에 의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guess에 저장되어 있어, 비번과 입력
값이 같은지 체크한다.
(4) True인 경우 게임을 끝나기 위하여 break 문을 사용했다.
while 문이 무한 루프를 돌면 CTRL+c 로 탈출 가능하다.

72

continue 사용하기

피보나치 수열

continue 문에 의해 if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while로 돌아간다.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 3의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