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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 조건식1 ? 식2: 식3;

-조건식이 참이면, 식2의 값을 변수에 입력한다.

-조건식이 거짓이면, 식3의 값을 변수에 입력한다.

(float) i;

-변수형을 강제적으로 선언해준다.

-int i;

 (float) i;

 윗줄에서 정수형으로 I를 선언해 주었어도 

 ‘(float) i;’ 명령을 만나면 float형으로 i를 강제로 전환해준다.

○

○



1년은 365.2422일 -> 날, 시간, 분, 초로 나타내어 보자

-프로그램의 실행순서를 바꾸어야 할때 사용.

-(if, else if, else),(switch, case)





while
while(P)

P의 조건이 만족한때 까지 반복한다.

do-while

우선 한번 반복한 후에 조건식을 검사 한다.

while이 조건이 맞지 않을 시 한번도 실행 되지 않을 수 있지만,

do while은 무조건 한번은 실행하고 조건식은 검사한다.

for

for(p1;p2;p3)

p1에서부터 p2까지 p3조건을 부여 하여 반복 실행한다.

ex)for(i=1;i=6;++i)

   1~6까지 반복해서 출력

for( ;   ;   ;) {

  if(조건) break;

}

while(1) {

  if(조건) break;

}

* for 문에는 함수 사용 가능



○



○

(float) i;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위에서 어떠한 변수형으로 정의를



해주었던 이 명령어를 통해 ()안의 자료형 형태로 변환 해준다. 위의 예제를 보면

‘1년은 365.2422일 -> 날, 시간, 분, 초로 나타내어 보자’

예제가 있는데 시간을 계산할 때는 float형 날- int형 날 을 해주게 되면 소수점 이하만

만 남게 된다. 이를 이용해 각각의 시간, 분 , 초를 계산해 볼수 있다. 분기제어란

if,else if,else 또는 switch 문이 있는데, 각각의 조건들에 부합되는 명령만 실행 시키게

된다. 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열해놓고 그에 부합하는 조건의 명령만 실행시키

는 일종의 제어가 가능할 것 같다. 

또한 실습문제를 통해서 루프제어에 대해 알아 볼수 있었는데,

루프제어는 for,while,do-while 명령등을 통해서 조건에 부합할 때 까지 루프반복하는 것

이다. 1번문제에서는 I를 1부터 3까지 증가 시켰는데. I를 3보다 클수 없게 조건을 걸어주

어 I=1,2,3반복하게 되어 3번 반복되어 3명의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게 될 것이다.

실습문제 2번은 for문 안에 for문을 넣어 2번의 루프제어를 하게 된다. 첫 번째 for문은

개행문자를 실행시켜주고 그안에 for문은 *를 출력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행문자 for문은 j가 입력한 k 보다 작을 때까지 진행시켜주고, 그 안에 for문은 I가 j보다

작거나 같을때까지 반복하게 되면서 열의 수와 *의 수를 일치시켜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