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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1. 연산자

2. 산술 연산자

3. 관계 연산자

4. 논리 연산자

5. 비트 연산자



연산자

연산자

- 식 : 계산을 표현하는 기본적 수단으로 연산자, 피연산자, 괄호, 함수 호출 등으로 구성
- 연산자 :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기호나 키워드
- 피연산자 : 연산에 참여하는 변수나 값

예) “+”는 연산자, 3과 4는 피연산자



연산자

연산자 기능에 따른 연산자의 종류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
수학적인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연산자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 사용 예

a = 5
b = 3
print(a+b, a-b, a*b, a/b, a//b, a%b, a**b)

출력 결과는?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 사용 예
a, b, c = 2, 3, 4
Print(a+b-c)
Print(a+b*c)
Print(a*b/c)

출력 결과는?

a+b-c
- 덧셈과 뺄셈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동일하므로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하든 동일
- 특별히 괄호가 없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계산 -> (a+b)-c
a+b*c
- 덧셈(뺄셈)과 곱셈(나눗셈)이 같이 있으면 곱셈(나눗셈) 먼저 계산
- 괄호가 있다면 괄호 우선
-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을 하는 문자열과 숫자의 상호 변환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
- 대입 연산자는 연산자의 좌변(변수)에 우변의 값을 저장
- 좌변에는 반드시 변수만 사용
- 대입 연산자 = 외에도 산술 연산자와 함께 사용하는 대입 연산자 제공
- 파이썬에는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가 없음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관계 연산자
- 어떤 것이 크거나 작거나 같은지 비교
!  참은 Ture, 거짓은 False로 표시

-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사용하며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관계 연산자

관계 연산자 사용 예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

-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모든 숫자와 문자를 비트로 변환하여 저장
- 정수를 2진수로 변환한 후 각 자리의 비트끼리 연산 수행

비트 연산자의 종류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 사용 예

- 123&456은 123의 2진수인 1111011, 456의 2진수인 111001000의 & 결과인
1001000가 되므로 10진수 72 출력(자릿수가 다를 때 빈 자리에 0으로 채운 후 연산)

- 0과 비트 논리곱 수행하면 어떤 숫자든 무조건 0 출력



비트 연산자

비트 논리곱
- &는 비트 논리곱을 수행한 결과가 나옴
- 0는 False, 1은 True

비트 논리합

비트 배타적 논리합
- 두 값이 다르면 1, 같으면 0



비트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
- 비트로 나열된 값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
- 왼쪽 시프트 연산자 :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 마다 2^n을 곱한 효과

-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



연산자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
- 여러 개의 연산자가 있을 경우 정해진 순서



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