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사고와 반복
08강

반복 필요성
• '터틀 그래픽을 이용한 도형 그리기‘ 과정 중 반복된 코드부분 발생
• 반복된 코드 부분들은 반복문 형태로 표현 가능
• 프로그램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쉽게 파악 가능
• 반복문 = 동일한 문장이나 부분을 지정된 횟수나 조건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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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프로그램 내 반복 (for 문 / while 문)
• for 문

• while 문

•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는 횟수 제어 반복

• 지정 조건을 만족할 때 계속 반복되는 조건 제어
반복

• 정확한 반복 횟수를 미리 아는 경우에 사용 가능

• 조건을 만족하면 (조건이 참인 경우) 계속 반복
•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조건이 거짓인 경우)
반복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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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만큼 반복 (리스트 이용)
• 리스트(list)
• 순서를 갖는 여러 가지 값들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
• [ ] 안에 리스트 원소를 순서대로 나열

• 리스트 이용 for 문
• 리스트를 이용하여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

• 리스트 원소들의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문장(또는 블록) 반복 수행

for i in [1, 2, 3, 4, 5]:
print('파이썬')
• 변수 i의 값을 반복되는 부분에서 사용하여 출력 가능

for i in [1, 2, 3, 4, 5]:
print('파이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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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만큼 반복 (range() 함수 이용)
• Range() 함수
• 정수들을 생성하는 함수
• start에서 시작하여 (stop - step)까지 step 간격으로 정수들 생성
• 만약 start와 step이 생략되어 호출되면 start는 0, step은 1로 간주됨
• (예) range(5)는 start와 step은 생략된 것이며, range(0, 5, 1)와 같음. 0부터 시작하여 (stop(5) - step(1))
까지인 [0, 1, 2, 3, 4] 생성
• (예) 1부터 5까지 생성할 경우 range(1, 6, 1) 또는 range(1, 6)으로 호출

• range() 함수를 이용한 for 문
• range() 함수를 이용한 for 문 형태

• range() 함수의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문장(또는 블록)을 반복 수행
• range(5)는 range(0, 5, 1)로 호출한 것과 같고, 함수의 결과는 (stop - 1)까지 0, 1, 2, 3, 4가 생성되어 5회 반복됨

for i in range(5):
print(i, end=" ")
• print() 함수의 end=" "에 의해 출력 결과가 줄이 바뀌지 않고 한 줄에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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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문 실습
• 리스트/range()를 이용하여 1부터 5까지 정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s=0
for i in range(1, 6):
s=s+i
print('i :', i, ', s :', s)
print('s :', s)

s=0
for i in [1, 2, 3, 4, 5]:
s=s+i
print('s :', s)
s=0
for i in [1, 2, 3, 4, 5]:
s=s+i
print('i :', i, ', s :', s)
print('s :', s)

s=0
for i in range(1, 11, 2):
# for i in range(9, -1, -2):
s=s+i
print('i :', i, ', s :', s)
print('s :', s)

s=0
for i in [5, 4, 3, 2, 1]:
s=s+i
print('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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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1, 6, 1):
# range(5)
# ran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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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른 반복 (while 문)
• 조건식의 값이 참인 경우 문장(또는 블록)을 반복 수행
• 조건식의 값이 거짓이면 반복을 종료하고 루프에서 빠져나감
• 초기 조건 값, 조건 비교, 조건 값 변경
• while 문에 진입하기 전 초기 조건 값 설정
• while 문에 진입하면서 조건 비교
• while 루프 내에서 다음 번 반복을 위한 조건 값 변경

• 루프 제어 변수
• 초기 변수의 값 설정
• 설정된 변수 값을 이용하여 조건 비교
• 변수의 값을 변경한 후 다시 조건식 비교
• 변수를 통해 반복문을 제어함
• 반복문의 조건 비교 변수를 루프 제어 변수라 함

• 1부터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값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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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while i <= 5:
print(i, end=' ')
i=i+1
print(' ')
print(i)

2019

while문 실습
• 1부터 시작하여 루프 제어변수 n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숫자가 짝
수인 경우의 합계를 구함 (단, 루프 제어 변수n은 1씩 증가함)
n=1
s =0
while n <= 10:
if n%2 == 0:
s=s+n
print('n :', n, ', s :', s)
n=n+1
print('s :', s)

# while n >= 10:

# print('n :', n, ', s :', s)

n=2
s =0
while n <= 10:
s=s+n
print('n :', n, ', s :', s)
n=n+2
print('s :', s)

• while문을 이용하여 9부터 1까지 반복하면서 홀수의 합을 구함 (단, 루프 제어 변수n은 -2
씩 변화함)
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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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0
while n >= 1:
s=s+n
print('n :', n, ', s :', s)
n=n-2
print('s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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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Loop) 제어 (루프 탈출과 계속 반복)
• break 문
• 반복문의 루프를 빠져 나옴

• continue 문
• continue문 아래에 있는 문장들은 건너뛰고 다음 반복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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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제어문 실습
• for 문을 이용하여 1부터 20까지 반복하면서 홀수인 경우 continue를 사용하여 반복을 계
속 진행하고, 짝수인 경우만 합계를 구함. 단, 합계가 30을 넘을 경우, 반복을 종료함. 반복
을 진행하면서 반복 진행 횟수와 합계를 계속 표시하고, 반복이 종료된 후에도 표시함.
s=0
for i in range(1, 21):
if i%2 == 1:
continue
s=s+i
print('i :', i, ', s :', s)
if s > 30:
break
print('i :', i, ', s :', s)
• for 문을 이용하여 1부터 20까지 반복하면서 짝수인 경우 continue를 사용하여 반복을 계
속 진행하고, 홀수인 경우만 합계를 구함. 단, 합계가 30을 넘을 경우, 반복을 종료함. 반복
을 진행하면서 반복 진행 횟수와 합계를 계속 표시하고, 반복이 종료된 후에도 표시함.
if i%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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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