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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l에서 변수 선언 시
my를 왜 써야 하나요?my를 왜 써야 하나요?

my $why =“???”;



use strict; 

변수선언 시
변수의 사용 범위를변수의 사용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변수의 범위 설정하기

my , local , ourmy , local , our



my 

my로 선언된 변수는
*렉시컬(lexical) 변수이며*렉시컬(lexical) 변수이며
선언 시 scratchpad라는 메모리 영역에
보관되고 영역을 벗어나면
메모리에서 제거 된다.

*렉시컬 변수= 렉시컬 영역에서 한정되는 변수



lexical Scoping

code block { } 안에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각각의 서브루틴도 렉시컬 영역에 해당된다.



#lexical Scope A
{

#lexical Scope B
{ 

#lexical Scope C
}

Scope A

Scope B

Scope C

Scope D{ 
#lexical Scope D

}

}

#lexical Scope A resume

Scope D



my의 사용 - 1

서브루틴 중에서 my를 붙여서

기술한 변수사용 예제



use strict;
use warnings;
my_test();
sub my_test {

서브루틴에서만 사용되고
서브루틴 종료 시 $b변수는
사라진다.

my $b = 100;

}

print $b; #Error 



호출하는 인수의 값을 변경하고 싶지 않을 경우

값이 변경되지 않는 코드

use strict;
use warnings;
my $i = 10; 

값이 변경되는 코드

use strict;
use warnings;
my $i = 10;

use warnings;
my $i = 10; 
my_test($i);
sub my_test {

my $b = shift;
$b = 100;

}
print $i;  #10 출력

use warnings;
my $i = 10;
my_test($i);
sub my_test {

$_[0] = 100;

}
print $i; #100 출력



my의 사용 - 2

서브루틴이 아닌 파일 레벨에서

my를 붙여서 기술한 변수



Code Example 1
이 코드에서 lexical 영역은 몇 개인가? 출력되는 값은 무엇인가?

use strict;
use warnings;

package A;
my $pack_A =3;

package B;
my $pack_B =2;
print $pack_A;



Code Example 2
이 코드에서 lexical 영역은 몇 개인가? 출력되는 값은 무엇인가?

use strict;
use warnings;
{{

package A;
my $pack_A =3;

}
package B;
my $pack_B =2;
print $pack_A;



Code Example 3
이 코드에서 출력되는 값은 무엇인가?

print __PACKAGE__,"\n";
{

현재 Package Name 출력

{
package A;
print __PACKAGE__,"\n";

}
print __PACKAGE__,"\n“;
package B;
print __PACKAGE__,"\n";



local 
local로 선언된 변수는
*심볼 테이블에 기록된다.*심볼 테이블에 기록된다.
기존의 해당이름의 global 변수가
hidden stack에 저장되며
선언된 범위(scope)가 끝날 때까지
local로 선언된 원래 변수가 원래 값을 대처한다.

*심볼 테이블 = 식별자를 관리하는 저장 장소



Dynamic Scoping

local이 선언된 변수는 전역변수지만 임시적으local이 선언된 변수는 전역변수지만 임시적으
로 지역변수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기술적인 용어로
“Dynamic Scoping” 이라 한다.



Code Example 

sub greeting {
print $a;

}
$a = "Hello ";

이전의 $a 변수는
hidden stack에 저장

$a = "Hello ";
{

$a .= "World\n";
print $a; 
local $a = "Bye!\n";
greeting();

}
print $a; 



my vs localmy vs local



our 

my와 마찬가지로 렉시컬(lexical) 변수이지만,my와 마찬가지로 렉시컬(lexical) 변수이지만,
렉시컬 영역 전체에 대한 global 변수로 적용



Code Example 1 

use strict;
use warnings;
{

package Bar;
my $my_bar = 200;

My 로 선언된 변수는
Global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값
으로 메모리에서 제거된 상태my $my_bar = 200;

our $our_bar = 200;
}
package Foo;

print $Bar::my_bar; # Error

print $Bar::our_bar; # 200

으로 메모리에서 제거된 상태



use strict;
use warnings;

Code Example 2 

같은 렉시컬 영역이라도
패키지가 다르면
같은 이름으로 our 변수를
선언 가능

package Bar;
our $bar = 200;
package Foo;
our $bar = 300;
print $bar; #no error,,   300

선언 가능



reference & dereference

${${${${${$a_ref}[2]}[2]}{D}}[2]}{F};${${${${${$a_ref}[2]}[2]}{D}}[2]}{F};

!!?!?



reference - 참조reference - 참조



Symbolic Reference

어떤 변수가 존재할 때, 그 변수의 이름을

저장하여 그 값을 참조한다.



Code Example 1

$x = “Symbolic”;
$x = symbolic

$Symbolic = “ Reference”;

print $x . $$x . ”\n”;

# Symbolic Reference

$$x = $symbolic = “Reference”



Hard Reference

어떤 변수가 존재할 때, 그 변수의 위치를

저장하여 그 값을 참조한다.



Code Example 2

$x = “Hard”;
$hard = \$x;$hard = \$x;
@array = (“ Reference”,” Dereference”);
$ref = \@array;

print ${$hard} . $ref->[0] . ”\n”;

# Hard Reference

Reference  � Dereference



dereference - 역참조dereference - 역참조



Dereference 규칙

1. [sigil]{} 사용
- sigil은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가질 것인지 결정

2. 특정 [sigil]{} 에서는 {} 생략 가능2. 특정 [sigil]{} 에서는 {} 생략 가능
- 단 생략할 때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른 해석 순서에 문제가 없어야 함

3. [sigil]{} 는 -> 로 대체 가능
- 여러 개의 [],{} 들 사이의 ->는 편의상 생략 가능



Code Example 1
이 코드에서 $arrayref를 dereference 하여 20을 출력해보자.

use strict;
use warnings;use warnings;
my $arrayref = [ 

"one", "two", "three", "four", 
[10, 20, 30, 40, 50] 

];



use strict;
use warnings;
my $arrayref = [ 

"one", "two", "three", "four",

[ 10, 20, 30, 40, 50 ] 

문장 분석

[ 10, 20, 30, 40, 50 ] 
];

- [ ] 익명 배열의 배열을 가르키는 레퍼런스

- 5개의 배열의 구성 요소

- 마지막 배열의 요소는 또 다른 익명의 배열 레퍼런스



use strict;
use warnings;
my $arrayref = [ 

"one", "two", "three", "four",

[ 10, 20, 30, 40, 50 ] 

Dereference!!

[ 10, 20, 30, 40, 50 ] 
];

@{$arrayref}   # one two three four ARRAY(0x39074)

@{$arrayref}[4];  #ARRAY(0x39074)

@{@{$arrayref}[4]} # 10 20 30 40 50

@{@{$arrayref}[4]}[1]  # 20 !!



Dereference 규칙적용

@{ @{$arrayref}[4]} [1] [sigil]{} 는 -> 로 대체 가능

@{ $arrayref }[4] ->[1] [sigil]{} 는 -> 로 대체 가능

$arrayref ->[4] ->[1] 여러 개의 [],{} 들 사이의
->는 편의상 생략 가능

$arrayref->[4][1]  # 20 !!



Quiz
아래의 코드를 dereferencing 하여 숫자 10을 출력하기

일반적인 방법의 코드와 최적의 방법으로 출력하는 코드 작성

$ref = [ 1, 2, 3 => [ 4, { 5=>[ 7,8,{ 9=>10 } ] } ] ]; 



참고자료 (Scope)

* Perlmania : http://www.perlmania.or.kr:8949/pmdocs/kys/perlmylocal.html

* aer0 spring note : 
- scope http://aero.springnote.com/pages/914354

- Reference http://aero.springnote.com/pages/994276

* perldoc

- my    : - my    : http://perldoc.perl.org/functions/my.html
- local : http://perldoc.perl.org/functions/local.html
- our   : http://perldoc.perl.org/functions/our.html
- perlsub

1. 번역 : http://doc.perl.kr/twiki/bin/view/Perldoc/PerlSub_5x10#persistent_private_variables

2. 영문 :

my : http://perldoc.perl.org/perlsub.html#Private-Variables-via-my()
local : http://perldoc.perl.org/perlsub.html#Temporary-Values-via-local()

* Learning Perl 번역 : http://www.perlmania.or.kr:9000/trac/wiki/LearningPerl/Subroutines

* wiki – dynamics coping : http://en.wikipedia.org/wiki/Scope_(programming)#Dynamic_scoping



참고자료 (reference)

* Perlmania : http://www.perlmania.or.kr:8949/pmdocs/kys/perlmylocal.html

* aer0 spring note : 

- reference   http://aero.springnote.com/pages/994276

* perlmeme : http://perlmeme.org/howtos/using_perl/dereferencing.html

* advanced perl : http://oreilly.com/catalog/advperl/excerpt/ch01.html

* perldoc

- perlref : http://www.perl.com/doc/manual/html/pod/perlref.html

* MIT Student Information Processing Board : 

http://stuff.mit.edu/iap/2009/perl/slides/ref_referencing.html



감사합니다. ^^

문의메일 : k.h0neyperl@gmail.com

== thank you ==

a3r0 , mana , pung96
and perlmani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