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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다음 두 결과가 왜 다를까? 

방법 1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음을 그림으로 넣어둔다.

방법 2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것도 그림으로 넣어둔다.



In[1]:=

Out[1]=

위는 등호를 두 번 눌러 wolfram alpha를 호출하여 거기서 계산한 것이다. 

Mathematica의 작동 방식

1.1
먼저  N[expr,  n]의  출력을  이해함에  있어서  expr이  계산을  요하는  표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expr이  계산을  요하는  표현이면  n은  유의미하게  작동하니  그렇지  않으면  n은  무시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expr이 소수 표현이면 N은 계산을 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N은 계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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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N[expr,  n]의  출력을  이해함에  있어서  expr이  계산을  요하는  표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expr이  계산을  요하는  표현이면  n은  유의미하게  작동하니  그렇지  않으면  n은  무시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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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2]:= N[1 / 3, 10]

Out[2]= 0.3333333333

In[3]:= N[1 / 3, 100]

Out[3]= 0.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333333333333333333333333

1.2
expr이 소숫점이 들어 있는 실수 표현으로 쓰여 있으면 N은 계산을 하지 않으며 이 때 n은 무시된다. 이 때 N[expr,
n]은 어떤 값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는 PrintPrecision이라는 옵션과 상관있다. Mathematica는 Default로 6으로 설정되어 있다. 

In[4]:= Options[SelectedNotebook[], PrintPrecision]

Out[4]= {PrintPrecision → 6}

N은 6개 까지의 숫자를 보여준다. 

In[5]:= A = {N[0.1234, 2], N[0.12345, 2],
N[0.123456, 2], N[0.1234567, 2], N[0.12345678, 2]};

A

Out[6]= {0.1234, 0.12345, 0.123456, 0.123457, 0.123457}

위 다섯 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계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3

이제 PrintPrecsion를 바꿔보자.

(*

SetOptions[SelectedNotebook[],PrintPrecision→100]
*)

In[8]:= Options[SelectedNotebook[], PrintPrecision]

Out[8]= {PrintPrecision → 6}

이걸 했을 때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실행한 코드들의 결과가 달라진다.  

실험 문제) 위에 있는 (* 와 *) 사이의 코드를 실행하여 A의 출력이 달라짐을 확인하여라. 

Wolfram Alpha의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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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ram Alpha의 작동 방식
Wolfram  Alpha에는  이  옵션이  아예  없다.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다.  N[expr,  n]에서  n이  항상
유의미하게 작동한다. 근본적인 설계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1] 김바라 교수님과의 대화
[2] 황지원 wolfram language technical consultant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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