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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야 할까요?

마치 고민 상담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 같은 이런 질문에 C++를 떠올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자바나 오브젝티브-C(이제는 스위프트로?)를 추천하며 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언어

를 선택하느냐는 필요나 용도에 따라 개인이 선택할 문제, 또는 강제적으로 배워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C++를 구태의연한, 지나간 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기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의 장점은 본문에서 충분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

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언어에 익숙하다면 다른 언어를 배

우는 것이 대단히 수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한 가지 언어로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이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에서도 

몇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C++를 다루는 책은 참으로 많습니다. 즐비하게 꽂힌 책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맞는 한 권

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어 문법책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영자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기껏 몇 줄 나가지도 

않고 막히는 느낌, 다들 아시나요? 열심히 C++ 문법을 공부하고 개념도 이해했는데, 막상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지는 느낌을요. 

머리
말

옮
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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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그런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책이 제공하는 실용적인 내용

을 섭렵하려면 각 장에 마련된 퀴즈와 실습 과제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하나하나

를 고민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앞서 말씀드린 이 책의 장점을 고

스란히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많이 해보고 익숙해지는 것만큼 

확실한 공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Code::Blocks라는 오픈 소스 IDE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Visual Studio는 덩치가 너무 커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대학생

이라면 무료로 Visual Studio를 구할 방법이 있지만, 대학생만 C++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

므로 상용 프로그램인 Visual Studio에 대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Xcode라는 무료 

IDE가 있지만, 이는 애플의 맥 사용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픈소스 IDE인 

Code::Blocks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에

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Code::Blocks는 리눅스용과 OS X용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예상하신 대로 C++의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C++ 문법은 정말로 필요한 것만을 다루면서 프로그램 개발 시 어떻게 써

먹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법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열이라든가 구조체, 메모리, 포인터, 

연결 리스트, 벡터, 트리 등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과 구체적

인 구현 방법을 자세하고 실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실무와 관련된 실용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들 프로그래

밍 언어 공부가 궤도에 오르면 몇 줄짜리 프로그램까지 짜보았다고 자랑삼아 말하고는 합

니다. 코드가 1,000줄이 넘고 10,000줄이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단 몇십 줄짜리 코

드를 작성할 때보다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3부에서는 이를 집중적으

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몇 가지 참고해야 할, 그러나 중요도는 떨어지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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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무엇을 하든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은 탄탄한 밑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 한 가지 언어를 깊이 있게 알고 있다면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대단히 수월해집니다. 몇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멋진 생

각을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매만지고 매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색하거나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리고 이 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이펍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장성두 대표님을 비롯하여 제이펍 식구 모두에게 이 자

리를 빌려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을 아끼지 않는 딸 

서정이와 아내에게도 고마움의 말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7월 

옮긴이 배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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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준비 완료! 프로그래밍은 창조와 동의어다. 여느 예술 형태와 다를 바 없다. 다

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컴퓨터의 속도와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나 바이오쇼크

(Bioshock), 기어스 오브 워(Gears of War), 매스 이펙트(Mass Effect)처럼 몰입도가 높은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심즈(The Sims)처럼 세밀한 묘사와 강한 흡인력이 장점인 시뮬레이션 게임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 크롬(Chrome)류의 웹 브

라우저, 이메일 에디터, 채팅 클라이언트, 페이스북이나 아마존닷컴류의 웹사이트가 그것

이다. 또한, 고객을 즐겁게 하는 앱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과 같은 새로운 장치의 장

점을 고스란히 활용하는 앱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그런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기술적 숙련도 또한 그만큼 높아야 한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흥미를 끄는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만

들 수 있다. 수학 숙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테트리스처럼 친구들에게 기쁜 마음

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게임, 손으로 직접 한다면 며칠이나 몇 주가 걸릴지도 모를 반

복적이고 복잡한 계산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 등이 바로 그런 예다. 한번 컴퓨터 프로그

래밍의 기초를 세워 놓는다면, 게임이든 과학 시뮬레이션이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

드는 데 필요한 그래픽이나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

다. 바로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다.

C++는 현대 프로그래밍 기법의 튼튼한 기초 지식을 선사하는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사실, C++는 상당히 많은 개념을 다른 언어들과 공유한다. C++에서 배운 지식은 대부분 다

른 언어에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한 가지 언어만 고집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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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로그래머는 유연한 기술 능력의 집합체로서, 다수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이 C++로 

작성되었다. 믿기지 않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애플리케이션 모두가 C++만으로 작성되었거

나 C++로 작성된 핵심 구성 요소들을 담고 있다.1

사실, C++에 대한 관심은 자바나 C# 등의 새로운 언어가 날로 인기를 더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식지 않았다. 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Cprogramming.com의 트래픽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변

함없는 선택의 대상으로서, 자바나 다른 언어보다도 매우 빠른 C++는 하나의 완전한 언어

로 입지를 굳게 다져가고 있으며, C++11이라는 새로운 언어 사양에 따라 고성능이라는 기

존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자에게 선사

하고 있다.2 탄탄한 C++ 지식은 구인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며, C++ 능력이 필수인 직

업은 C++의 가치만큼이나 보수도 높다.

이 책을 일독할 때쯤이면 흥미롭고 쓸 만한 진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게임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게임 프로그래밍에 특화된 도전 과제를 수행

할 만반의 준비가 완료될 것이고, C++ 수업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독자는 여기서 습

득한 지식으로 수업 시간에 존재감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혼자서 학습하는 독자라면, 관

심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원하는 대로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부족함 없이 습득하고, 

C++에 제공되는 각종 도구를 솜씨 좋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오탈자 및 업데이트

이 책이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사용된 도구 가운데 일부는 구

식이어서 새 버전으로 대체되어야 할 수도 있고, 코드나 텍스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업데이트나 수정 사항은 http://www.cprogramming.com/errata.html에서 제공된다.

1  이들 애플리케이션과 C++의 다양한 쓰임새는 http://www.stroustrup.com/application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새로운 사양은 이 책이 완성될 무렵 최종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곳에는 새로운 표준의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았

다. C++11에 관한 이모저모는 http://www.cprogramming.com/c++11/what-is-c++0x.html에서 둘러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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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희

대학 졸업 후 거의 10년 만에 다시 보는 C++ 입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쉬운 예제로 시작하여 점점 살을 붙여 쓸 만한 프로

그램을 만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C++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볼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입문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도회린(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대부분 컴퓨터 관련 전공에서 처음으로 학습하는 언어는 C/C++입니다. 이 책은 C++에 

대한 입문 과정을 깔끔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을 처음 학습하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윤재석(GDG Soongsil University)

이 책은 C++를 소설을 읽듯이 설명해 줍니다. C++ 입문을 위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떠한 

책보다 더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제들을 통해 C++을 파헤치다 보면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 입니다. C++ 시작을 망설이는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아름

C 언어도 배우고 자바도 배웠으면서 막상 C++을 본격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프

로그래밍 언어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어서 다소 헷갈린 부분들도 있었지만, 책 

설명이 친절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궁무진한 언어이니 잘 배워

보시길 바랍니다.

후
기

베
타
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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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로 뛰어들기

P A R T

  최해성(티켓몬스터)

이야기하듯 풀어가는 구성이 이해를 쉽게 도와줍니다. 다만, 한 도서에 많은 내용을 다루

려다 보니 각 파트에 대한 학습은 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초심자에게 

초반부는 친절할 수 있겠는데, 후반부에 들어가면 아쉽게 느껴지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

다. 하지만 입문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책입니다. 덧붙이자면, 오브젝티브-C나 자

바를 미리 학습한 사람은 기존의 개념을 통해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홍은석(삼성전자)

코딩에 관심이 있거나 학교 또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부족했던 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책입니다. line by line으로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간

결한 소스들은 흥미와 함께 저자의 설명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eta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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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1부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본적인 C++의 빌딩 블록을 사용하기 

위한 곳이다.

1부를 무사히 마무리하면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래머

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단숨에 C++ 마스터가 되지는 않겠지만, 진정으로 강력하고 

쓸모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저런 기능을 배우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충분한 배경지식과 용어를 제공할 것이다. 다만, 여러분이 기초지식을 쌓을 때까지 어떤 주제에 대

한 복잡한 설명은 잠시 뒤로 미룰 것이다.

2, 3, 4부에서는 고급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파일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쉽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대용량 데

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되는지 속속들이 파헤칠 것이다(그리고 여러 지름길도 안내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우왕좌왕하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전

문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각종 도구들의 사용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1C H A P T E R



3

프로그래밍 언어란?

컴퓨터를 통제하려면 컴퓨터에 말을 건넬 방법이 필요하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리가 이해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는데 반해, 컴퓨터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 컴퓨

터 프로그램 자체는 책이나 수필집처럼 텍스트다. 하지만 자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그런 텍스트와 다르다.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해도 

일반적인 언어보다 구조가 사뭇 엄격하다. 더구나 이 언어를 구성하는 어휘는 매우 제한적

이기도 하다. C++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 중의 하나다. 그것도 인기가 높은 언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는 이를 컴퓨터에서 동작하게 할 방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작성한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가리켜 흔히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관해서는 곧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종류가 많다. 각각은 저마다 고유한 구조와 어휘로 구성되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닮아 한 가지를 익히면 다른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1C H A P T E R

소개와 개발 환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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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와 C++는 어떻게 다를까?

C는 원래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다. C는 강력한 저수준 

언어이지만, 유용한 현대적인 구문은 크게 부족했다. 한편, C++는 C를 바탕으로 더욱 새

로워진 언어다. C보다 프로그램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다양

한 기능이 C++에 추가되었다.

C++는 C 언어의 강력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용성이 높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선사한다.

예를 들어, C++는 한결 쉬워진 메모리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일

반’ 프로그래밍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기능도 제공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지금은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와 같은 그런 핵심적이면서도 세밀한 

내용은 잠시 제쳐 두고, 프로그래머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상당수가 C++로 보다 쉽게 해

결할 수 있다는 점만 받아들이자.

C와 C++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주저하고 있다면, 나는 강력하게 C++를 추천한다.

C++를 배우려면 C부터 알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C++는 C의 초집합(확대집합, superset)이다. C로 할 수 있는 일이면 C++에서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C를 이미 알고 있다면, C++의 객체 지향 기능에 쉽게 적응할 수 있

다. C를 모른다면? 그래도 상관없다. C++를 배우기 전에 C부터 배운다고 해서 정말로 득

이 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강력한 C++ 전용 기능(더 쉬워진 입력과 출력이 C++의 가장 큰 특징

이다)도 곧바로 써먹을 수 있다.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수학이 필수일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동전 하나씩만 받았어도 나는 지금 떼돈을 벌었을 것이다. 힘

주어 대답하건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정말 다행이 아닐까? 프로그래밍은 대부분 디자인

과 논리 추론의 과정이지, 산술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방정식과 미적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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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수학과 프로그래밍의 교집합은 주로 논리 추

론과 정확한 사고를 중심으로 생겨난다. 수학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있다. 고급 

3D 그래픽 엔진 프로그래밍, 통계분석 등 전문 수치 프로그래밍이다.

용어

이 책 전체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정의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써먹어야 하는 기초적인 개념

이 몇 가지 있는데, 이들 용어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은 명령들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이

른다. 명령 자체를 소스 코드라 부른다. 여러분이 작성할 대상이 바로 소스 코드다. 잠시 뒤

에 소스 코드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실행 파일

프로그래밍의 최종 결과는 실행 파일이다. 실행 파일은 컴퓨터가 동작시킬 수 있는 파일을 

가리킨다. 가령, 윈도 운영체제에서 EXE류의 파일은 실행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 파일인데, 일부 프로그램은 다른 파일을 더 필

요로 하지만(그래픽 파일, 음악 파일 등), 실행 파일이 없는 프로그램은 없다. 실행 파일을 만

들려면 컴파일러가 있어야 한다.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이다. 컴파일러가 없다면 소스 코드를 쳐다보는 것 말고는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

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는 금세 따분한 기계 덩어리로 전락할 테니 서둘러 컴파일러 설치 

단계를 진행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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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파일 편집하기와 컴파일하기

이제부터는 단순하고 사용하기도 쉬운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구체적

으로 두 가지 도구를 설정할 텐데, 컴파일러와 에디터다. 컴파일러가 왜 필요한지는 앞에서 

이해했을 것이다. 노파심에서 다시 언급하자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컴파일러다. 에디터가 무엇인지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에디터는 소스 코드를 적절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

소스 코드는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일반 텍스트 파일은 본문 내용 말고는 아

무것도 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본문 내용의 서식을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저렇게 치장하

기 위한 추가 정보가 없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제품)로 작성

한 파일은 일반 텍스트 파일이 아니다. 그 안에는 본문 내용에 사용된 글꼴의 종류나 크

기, 본문 내용의 서식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는 워드로 파일을 열어도 보이

지 않는다. 일반 텍스트 파일에는 오로지 텍스트만 담기며, 이런 파일을 만들려면 곧 우리

가 다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에디터는 매우 멋진 기능 두 가지를 제공한다. 바로 문법 하이라이트와 자동 들여쓰기인

데, 문법 하이라이트는 프로그램 요소들에 각기 다른 색상을 부여하여 서로 구별하기 쉽

도록 해주는 기능이고, 자동 들여쓰기는 코드를 읽기 쉽도록 가지런하게 정리해 주는 기능

이다.

윈도나 OS X을 사용한다면 에디터와 컴파일러가 결합된 형태인, 이른바 통합 개발 환경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라는 정교한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다. 리눅스 사

용자에게는 나노(nano)류의 간편한 에디터가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부터 이들에 관해서 언

급하고자 한다.

샘플 소스 코드

이 책에는 광범위한 샘플 소스 코드가 포함돼 있다. 모두 독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형

태로 제공되는데, 사용상 제한도 없고 어떤 보증서도 없다. 샘플 소스 코드는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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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ogramming.com/c++book/code/sample_code.zi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샘플 소스 코드 

파일은 모두 각 장별로 폴더에 따로 담겼다(예를 들어, 이 장의 파일들은 ch1 폴더에 들었다). 이 

책에 실린 소스 코드는 (장이 아니라) 파일의 이름으로 구분된다.

윈도

윈도에서는 Code::Blocks라는 도구를 설치할 것이다, 이 도구는 C++용 무료 개발 환경이다.

1단계: Code::Blocks 다운로드

• http://www.codeblocks.org/downloads에 방문한다.

• Download the binary release 링크를 클릭한다.

• Windows 2000/XP/Vista/7/8 링크를 클릭한다.

•  이름에 mingw가 들어간 파일을 찾는다(이 책을 쓰는 현재, 찾을 파일은 codeblocks-

12.11mingw-setup.exe다. 숫자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한다. 이 책을 쓰는 현재, 이 파일은 크기가 대략 103MB다.

2단계: Code::Blocks 설치

• 인스톨러를 더블 클릭한다.

•  Next를 몇 번 클릭한다. 여기서는 디폴트 설치 위치를 C:\Program Files\CodeBlocks로 

가정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위치에 설치해도 된다.

•  Full Installation(전체 설치)을 선택한다(Select the type of install 드롭다운 메뉴에서 Full: All 

plugins, all tools, just everything을 선택한다).

•  Code::Blocks를 시작한다.

3단계: Code::Blocks 실행하기

Compilers auto-detection 창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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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compilers auto-detection 창에서 OK를 클릭한다. Code::Blocks가 C/C++ 파일에 디폴트 뷰어

를 그대로 연결하겠냐고 물어온다. 굳이 다른 옵션을 선택하지 말고 Code::Blocks를 디폴트 

뷰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OK를 클릭한다. File 메뉴의 New에서 Project...를 클릭한다.

다음 창이 나타날 것이다.

● 그림 1.2

Console Application을 선택하고 Go 버튼을 클릭한다. 이 책에 사용된 샘플 코드는 모두 콘

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된다.

언어를 선택하기 위한 다음 대화상자가 등장할 때까지 Next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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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C와 C++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올 것이다. C++를 배우고 있으므로 선택

은 C++다.

Next를 클릭하면 앞으로 만들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어느 곳에 저장할지 물어온다.

● 그림 1.4

여러 파일이 함께 생성되므로(특히 프로젝트의 종류가 달라지면 함께 생성되는 파일이 더더욱 많

아진다) 폴더를 지정하는 것이 좋다. 프로젝트에 이름도 지정해야 한다(Project title). 어떤 이

름이든 상관없다.

다시 Next를 클릭하면 컴파일러 설정 창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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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이 창에서는 할 일이 없다. 디폴트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므로 Finish를 클릭한다.

이제 왼쪽에서 main.cpp 파일을 열 수 있다.

● 그림 1.6

(main.cpp 파일이 보이지 않으면 왼쪽에서 Sources를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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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로 만들어진 main.cpp 파일이 보일 것이다. 파일의 확장명인 .cpp를 주목해야 하는

데, 이 확장명은 표준 C++ 소스 파일을 나타낸다. cpp 파일이 일반 텍스트 형식이기는 하

지만, .txt가 아니니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코드는 “Hello World!”를 외칠 뿐인데, 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면 코드를 실행해야 한다. F9를 누른다. 처음으로 컴파일이라는 과정

이 지나가며 실행될 것이다. (Build → Build and Run을 클릭해도 된다.)

● 그림 1.7

프로그램이 올바로 실행될 것이다! 얼마든지 main.cpp 파일을 수정하고 다시 F9를 눌러 결

과를 확인해도 된다.

문제 해결

어떤 이유에서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컴파일러 오류와 잘못 설정된 

환경 중 하나다.

환경 설정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오류는 “CB01 - Debug uses an invalid compiler. Probably the 

toolchain path within the compiler options is not setup correctly?! Skipping...”이라는 메시지

가 출력되는 경우다. 유효하지 않은 컴파일러가 사용되었는데, 컴파일러 옵션에서 툴체인

이 올바로 설정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넘어간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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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바른 버전의 Code::Blocks를 다운로드했는지 살핀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MinGW

가 포함된 버전이어야 한다.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compiler auto-detection의 

문제다. 자동으로 감지된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Settings → Compiler...를 클릭한 뒤, 왼쪽

에서 Global Compiler Settings(기어 아이콘)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Toolchain executables 

탭을 클릭한다. 이 탭에서 Auto-detect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도 문

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수동으로 컴파일러를 찾아 해당 위치를 양식에 입력해야 한

다. 아래에 필자의 시스템에 설정된 환경을 담아 스크린샷으로 실었다. 처음에 디폴트 위치

가 아닌 다른 곳에 Code::Blocks를 설치했다면, Compiler’s installation directory에 해당 위

치를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 항목도 위치가 올바른지 그림과 비교하며 확인해야 한다.

● 그림 1.8

설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F9를 눌러 프로그램이 올바로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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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 오류

컴파일러 오류는 main.cpp 파일을 편집하다 무언가 잘못되어 컴파일러가 이를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해 일어난 경우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파악하려면 Build messages 또는 Build log 

창을 확인해야 한다. Build messages 창은 컴파일 오류만을 보여주고, Build log 창은 다른 

문제도 함께 보여준다. 다음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Build messages 창이 어떤 모습인지 보

여주는 스크린샷이다.

● 그림 1.9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오류가 일어난 파일의 이름과 행 번호, 간단한 텍스트 문자열 

등이다. 나는 return 0이라는 코드를 일부러 kreturn 0으로 변경하여 오류를 의도했다. 당

연히 kreturn 0은 유효한 C++가 아니다.

프로그래밍할 때는 컴파일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나 이 창을 예의 주시해

야 한다.

이 책에는 샘플 코드가 상당히 많다.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작

성할 수도 있고, 기존 프로그램의 소스 파일을 수정만 할 수도 있다. 나는 콘솔 애플리케

이션을 새로 작성하라고 추천한다. 그래야 나중을 위해 따로 저장해 놓고 샘플 코드와 어

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다.

Code::Blocks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

나는 앞에서 통합 개발 환경(IDE)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Code::Blocks는 소스 코드 작성

과 프로그램 빌드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IDE가 분명

하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Code::Blocks 자체는 컴파일러가 아니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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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ode::Blocks를 다운로드하면 설치 패키지 안에 컴파일러가 포함돼 있다. 여기서는 

MinGW의 윈도용 무료 컴파일러인 GCC가 그것이다. Code::Blocks는 컴파일러를 설정하고 

호출하는 등의 복잡하고 귀찮은 일을 대신 처리해 줄 뿐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실

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매킨토시

이곳에서는 OS X 시스템의 개발 환경을 설정한다.3

OS X에는 강력한 유닉스 기반 쉘 환경이 함께 제공된다. 따라서 이 책의 리눅스 절에서 다

뤄지는 여러 도구를 맥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맥에서는 애플이 제공하는 Xcode 개

발 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Xcode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설치는 해야 한다. 그래야 

표준 리눅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Xcode 환경 자체를 사용해야만 맥에서 C++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맥 

UI 프로그래밍을 경험하고 싶다면 Xcode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Xcode
Xcode는 맥 OS X의 일부분으로 무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설치는 직접 해야 한다. 맥 

OS X DVD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용량이 꽤 크니 네

트워크 속도가 느리다면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리눅스 환경에서는 gcc나 g++ 등의 

기본 컴파일러는 미리 설치되어 제공되는 것이 디폴트이지만, 맥 OS X에서는 디폴트가 아

니다. 기본 컴파일러를 설치하려면 Xcode Developer Tools를 직접 다운로드해야 한다.

다음은 Xcode 3와 Xcode 4를 설치하는 과정이다. 스노우 레퍼드(Snow Leopard, OS X 10.6)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Xcode 3를 설치하고, OS X 10.7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Xcode 4를 설치한다.

3  맥 OS 9이나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데 OS X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경우라면(OS 9이 오래된 버전이라 설치 과정

을 직접 소개할 수가 없다), 애플의 매킨토시 프로그래머 워크숍 웹사이트인 http://developer.apple.com/tools/mpw-tools/

를 직접 참고해야 했었다. 현재 애플은 매킨토시 프로그래머 워크숍을 Xcode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매킨토시 15

Xcode 3 설치하기

Xcode를 다운로드하려면,

• http://developer.apple.com/programs/register/에서 애플 개발자로 등록한다.

•  애플 개발자 등록은 무료다. 유료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무료로 등록이 진행되며, 

기본적인 개인 정보 몇 가지를 제공해야 한다.

•  https://developer.apple.com/downloads/index.action에 접속한 뒤, Xcode 3.2.6을 검색한다. 

검색 결과는 하나뿐인데, Xcode 3.2.6 and iOS SDK 4.3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된다.

Xcode는 맥의 표준 디스크 이미지 파일로 제공된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고 Xcode and 

iOS SDK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 

설치가 시작되면 라이선스에 동의한다. 설치할 구성 요소 리스트가 등장하는데, 디폴트로

도 충분하다. 나머지 설치 과정을 계속 진행한다.

Xcode 실행하기

설치가 마무리되면 Xcode는 /Developer/App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다. Xcode를 실행해 보

자. Xcode에는 광범위한 문서가 함께 제공되므로 Getting Started with Xcode 튜토리얼을 

읽어 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여기서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로 한다.

Xcode로 첫 번째 C++ 프로그램 만들기

자, 이제 시작하자. Xcode를 시작하면 등장하는 창에서 Create a new Xcode project(새로

운 Xcode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한다. (메뉴바에서 File, New Project…의 순서로 클릭해도 되고, 

Shift-⌘-N을 눌러도 된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Mac OS X 아래 Application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서 Command 

Line Tool을 선택한다. (Application은 iOS 아래에도 있지만, 지금은 선택하면 안 된다.)



CHAPTER 1 소개와 개발 환경 설치16

● 그림 1.10

프로젝트의 Type을 C에서 C++로 변경한다.

빠짐없이 지나왔다면 Choose…를 클릭한 

다음,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과 저장 위

치를 지정한다. 이제 지정한 프로젝트 이

름으로 새로운 디렉터리가 만들어질 것이

다. 나는 HelloWorld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Save를 클릭한다.

● 그림 1.11

● 그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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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 그림 1.13

이 창(뷰)에는 꽤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왼쪽 사이드바에서 Source, Documentation, 

Products에 접근할 수 있다. Source 폴더에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실제 C++ 파일이 들어

있고, Documentation 폴더에는 여러 문서, 가령 man page(도움말 페이지)에 해당하는 소스

가 들어있다. 지금 당장은 별 소용이 없어 무시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Products 폴더에는 

프로그램의 컴파일 결과가 담긴다. 이들 폴더의 내용물은 가운데 상단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소스 파일 자체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가운데 상단 창 또는 왼쪽의 Source 폴더에

서 main.cpp를 선택한다. (.cpp는 C++ 소스 파일의 표준 확장명이다. 일반 텍스트 파일이지만 .txt

가 아니다.) 이 파일을 클릭하면 현재 No Editor로 표시된 창에 소스 코드가 나타난다. 이곳

에 코드를 직접 입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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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4

반면, main.cpp 파일을 더블 클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더 큰 에디터 창이 별도로 열린

다. 편집할 공간이 더 넓어진 셈이다.

Xcode는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샘플 프로그램을 디폴트로 제공한다. 이 샘플 프로

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자. 우선, 툴바에서 Build and Run을 클릭한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은 컴파일된다. 다시 말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Xcode 3에서는 실행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실행 모습을 확인하려면 HelloWorld 실행 파일

을 더블 클릭해야 한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원래는 빨간색이었던 HelloWorld 실행 파일이 

빌드가 끝나면 검은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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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5

어서 첫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해 보자.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가 등장해야 한다. (스크린샷을 만들겠다고 매킨토시를 빌렸다.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사용자 이름 부분을 검게 칠했다.)

● 그림 1.16

이제 다 되었다! 첫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실행하려는 샘플 프로그램이 있을 때 방금 전 만든 프로젝트를 그대로 사용해

도 된다.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어찌 됐든 직접 코드를 추가

할 때는 main.cpp에서 Xcode가 만들어준 샘플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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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de 4 설치하기

Xcode 4는 맥 앱스토어에서 곧바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크기가 대략 4.5GB이니 

설치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맥 앱스토어에서 Xcode 4를 다운로드하면 독(Dock)에 

Install Xcode라는 아이콘이 생긴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제로 설치가 진행된다.

설치가 시작되면 라이선스에 동의한다. 설치할 구성 요소 리스트가 등장하는데, 디폴트로

도 충분하다. 나머지 설치 과정을 계속 진행한다.

Xcode 실행하기

설치가 마무리되면 Xcode는 /Developer/App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다. Xcode를 실행해 보

자. Xcode에는 광범위한 문서가 함께 제공되므로 Xcode Quick Start Guide 튜토리얼을 읽

어 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여기서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로 한다.

Xcode로 첫 번째 C++ 프로그램 만들기

자, 이제 시작하자. Xcode를 시작하면 등장하는 창에서 Create a new Xcode project(새로운 

Xcode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한다. (메뉴바에서 File, New, New Project…의 순서로 클릭해도 되고, 

Shift-⌘-N을 눌러도 된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할 것이다.

● 그림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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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이드바에서 Mac OS X 아래 Application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서 Command 

Line Tool을 선택한다. (Application은 iOS 아래에도 있지만, 지금은 선택하면 안 된다.) Next를 클

릭한다.

다시 Next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등장한다.

● 그림 1.18

나는 프로젝트 이름을 HelloWorld로 지정

했고, Type을 C++로 골랐다(디폴트는 C다). 

똑같이 따라 한 뒤, Next를 클릭한다.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등장할 것이다.

Create local git repository for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를 담을 로컬 깃 저장소 만들기)

가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 표시를 없앤다. 

깃(git)은 소스 제어 시스템이다. 프로젝트

의 버전을 여럿 두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깃이다. 다만, 여기서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이므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제 프로젝트의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나는 도큐멘트 폴더에 넣기로 했다. 선택이 완료되면 Create를 클릭한다.

이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창이 나타날 것이다.

● 그림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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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0

이 창(뷰)에는 꽤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왼쪽 사이드바에서 소스 코드와 Products에 

접근할 수 있다. 소스 코드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된 폴더에 있는데, 여기서는 HelloWorld에 

해당한다. 화면 대부분은 컴파일러의 환경 설정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건드리

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소스 파일 자체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소스 코드 폴더에 든 

main.cpp를 선택한다. (.cpp는 C++ 소스 파일의 표준 확장명이다. 일반 텍스트 파일이지만 .txt가 

아니다.) 이 파일을 클릭하면 현재 메인 창에 소스 코드가 나타나는데, 이곳에 코드를 직접 

입력하게 된다.

● 그림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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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main.cpp 파일을 더블 클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에디터 창이 별도로 열린다. 화면 

어디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된 셈이다.

Xcode는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샘플 프로그램을 디폴트로 제공한다. 이 샘플 프로

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자. 툴바에서 Run만 클릭하면 된다. 출력 결과는 오른쪽 아래

에 표시된다.

● 그림 1.22

이제 다 되었다! 첫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실행하려는 샘플 프로그램이 있을 때 방금 전 만든 프로젝트를 그대로 사용해

도 된다.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어찌 됐든 직접 코드를 추가

할 때는 main.cpp에서 Xcode가 만들어준 샘플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된다.

문제 해결

어떤 이유에서든 컴파일은 실패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컴파일러 오류다(단순한 오

타가 원인일 수 있다). 컴파일이 실패하면 컴파일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파일러 오류 메

시지를 출력한다.

Xcode는 컴파일러 오류 메시지를 소스 코드 바로 옆에 대놓고 표시해 준다. 오류가 생긴 

그 행에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는 원래 프로그램의 std::cout 부분을 단순히 c로  

바꿔놓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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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3

사각형 안에 컴파일러 오류가 보인다. c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는 Xcode의 메시지

다. 빌드가 실패했다는 메시지도 왼쪽 아래 구석에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구석에는 오

류가 생긴 횟수(여기서는 1)도 보인다. (Xcode 4에서는 비슷한 아이콘이 오른쪽 위 구석에 나타난다.)

전체 오류 리스트를 보려면 Xcode 3에서는 오른쪽 아래 구석에 보이는 망치 아이콘을 클릭

한다. 컴파일러가 찾아낸 오류 전체가 다음과 같이 리스트 형태로 대화 상자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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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4

실제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이라이트했으므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작은 에디터 창에 

오류가 생긴 코드가 나타난다.

Xcode 4에서는 빌드가 실패하면 소스 파일이 자리하고 있는 오른쪽 영역이 컴파일러 오류

들로 바뀌어 표시된다.

오류를 해결하면 Build and Run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컴파일에 재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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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리눅스를 사용한다면 C++ 컴파일러가 이미 설치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눅스 사용자

는 g++라는 C++ 컴파일러를 사용한다. g++가 GNU 컴파일러 컬렉션(GCC)의 일부다.

1단계: g++ 설치하기

g++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터미널 창을 이용한다. 터미널에 g++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 컴파일러가 설치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출력되어야 한다.

g++: no input files

다음처럼 출력될 때도 있다.

command not found

g++가 없다는 뜻이므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g++를 설치하는 방법은 리눅스 배포판의 패

키지 관리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르다. 우분투를 예로 들면, 다음처럼 입력해야 한다.

aptitude install g++

리눅스 배포판마다 제공하는 패키지 관리 소프트웨어가 서로 비슷하긴 한데, 추가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 배포판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단계: g++ 실행하기

g++는 비교적 쉽게 실행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첫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확장명이 .cpp

인 파일을 만들어 다음 텍스트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샘플 코드 1  hello.cpp   

#include <iostream>

int main ()
{
      std::cout << "Hello, world" << std::en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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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을 hello.cpp로 저장하고, 어느 디렉터리에 있는지 알아둔다. (.cpp는 C++ 소스 파일의 

표준 확장명이다. 일반 텍스트 파일이지만 .txt가 아니다.)

터미널 창으로 돌아가 hello.cpp 파일이 저장된 디렉터리로 찾아간다.

다음을 입력한다.

g++ hello.cpp -o hello

틀리지 않고 입력했으면 엔터를 누른다.

-o 옵션은 출력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o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출력 파일의 이름은 디폴트로 a.out이다.

3단계: 프로그램 실행하기

여기서는 파일의 이름을 hello로 지정했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입

력한다.

./hello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Hello, world

첫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멋진 신세계에 인사를 건네자.

문제 해결

어떤 이유에서든 컴파일은 실패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컴파일러 오류다(단순한 오

타가 원인일 수 있다). 컴파일이 실패하면 컴파일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파일러 오류 메

시지를 출력한다.

가령, 샘플 프로그램에서 cout 앞에 x를 붙이면 컴파일러는 다음 오류를 출력한다.

gcc_ex2.cc: In function 'int main ()':
gcc_ex2.cc:5: error: 'xcout' is not a member of '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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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행 번호, 오류 메시지가 차례로 표시된다. 여기서는 컴파일러가 xcout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메시지가 출력되었다.

4단계: 텍스트 에디터 설정하기

리눅스에서는 어떤 텍스트 에디터가 좋을까? 리눅스에는 빔(Vim)이나 이맥스(Emacs)를 많

이 사용한다(나는 빔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에디터는 배우기가 비교적 어렵다. 게다

가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한다. 익숙해진 다음에야 그 가치가 상당하지만, 프로그래밍하는 

데 써먹을 만큼까지 기다리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면 그대로 

계속 사용하면 될 것이다.

아직 즐겨 사용하는 에디터가 없다면 나노(nano)라는 에디터도 좋은 선택일 것이다. 나노는 

비교적 단순한 텍스트 에디터다. 하지만 문법 하이라이트라든가 자동 들여쓰기(프로그램에

서 새로운 행으로 넘어갈 때 매번 탭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별것 아닌 기능 같지만 실

제로는 대단히 요긴하다) 같은 뛰어난 기능을 제공한다. 나노는 피코(pico)라는 에디터를 바탕

으로 개발되었다. 피코는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고급 기능, 가령 프로그

래밍에 필요한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 메일 프로그램인 파인(Pine)을 써본 적이 있다면 피

코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나노를 사용하기 위해 피코를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염려 붙들어 매도 좋다.

이미 시스템에 나노가 설치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확인해 보자. 터미널 창에서 nano를 입력

한다.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실행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처럼 그런 명령은 모르

겠다고 메시지가 출력될 것이다.

command not found

바로 나노의 설치가 필요한 순간이다. 나노를 설치하려면 리눅스 배포판의 패키지 관리자

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나는 이 절을 나노 2.2.4에 맞춰 작성했다. 하지만 그보다 최신 버

전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노 설정하기

나노의 기능을 활용하려면 우선 나노 설정 파일을 제대로 갖춰 놓는 것이 좋다. 나노의 설정 

파일은 .nanorc다. 다른 리눅스 설정 파일처럼 이 파일도 홈 디렉터리에 존재한다(~/.nan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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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면 곧바로 편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 만들

어야 할 것이다. (리눅스에서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한 적이 없어도 나노를 사용하여 설정 파일을 편

집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제공하는 나노의 기초를 참고하기 바란다.)

나노를 올바로 설정하려면 이 책과 함께 제공되는 .nanorc 샘플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

다. 샘플 파일에는 소스 코드를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멋진 문법 하이라이트와 

자동 들여쓰기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나노 사용하기

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나노를 실행하면 새로운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커맨드라인

에서 파일명을 지정하면 곧바로 해당 파일을 편집할 수도 있다.

nano hello.cpp

지정된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나노에서 편집되는 내용이 지정된 파일에 해당하는 새

로운 버퍼에 담긴다. 하지만 실제로 저장하기 전까지는 버퍼에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편집

이 끝나면 반드시 디스크에 저장해야 한다.

다음은 처음 실행되었을 때 나노의 모습이다.

● 그림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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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에 표시된 사각형 자리에 현재 파일의 제목이 나타난다. 파일을 지정하지 않고 나노

만 실행했을 때는 그림처럼 ‘New Buffer’가 등장한다.

맨 아래에 보이는 사각형은 키보드 명령들을 나타낸다. 문자 앞에 붙은 ^ 기호는 해당 문

자와 Ctrl 키를 함께 누르라는 뜻이다. 가령, 종료에 해당하는 키 조합은 X̂이므로, Ctrl-X

를 누르면 될 것이다. 키 조합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세상에서 넘어온 사용자라면 나노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일부 낯

설 것이다. 기본적인 나노 사용법을 익혀 보자.

텍스트 편집하기

나노를 사용할 때는 새로운 파일을 시작하거나 기존 파일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이

런저런 내용을 입력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메모장과 상당히 비슷

하다. 하지만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려는 순간 달라진 용어에 당황해할 수도 있다. 나노에

서는 Cut Text(Ctrl-K)와 UnCut Text(Ctrl-U)가 윈도의 copy, paste처럼 사용된다. 다만, 텍스

트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한 행을 잘라내는 것이 디폴트 동작이라는 점에서 윈도의 그것

과는 매우 다르다.

Where Is는 파일에서 텍스트를 찾을 때 사용한다. Ctrl-W를 누르면 몇 가지 옵션이 새로 

등장하는데,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찾으려는 문자열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

르는 것이다.

Prev Page(Ctrl-Y)와 Next Page(Ctrl-V)를 사용하면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이동할 수 있다. 키

보드 단축키가 윈도와 비슷한 점이 거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나노에만 없고 다른 에디터에는 제공되는 기능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되돌리기 기능이다. 

현재 나노(2.2 버전)는 되돌리기 기능을 실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디폴트로 이 기능

은 꺼져 있다.

나노에서는 파일 간 찾기/바꾸기 기능도 제공한다(Alt-R을 누른다). 먼저 찾으려는 텍스트를 

물어오고, 뒤이어 바꿀 텍스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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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저장하기

나노 세계에서는 파일을 저장할 때 WriteOut(Ctrl-O)을 사용한다.

● 그림 1.26

Ctrl-O를 눌러 WriteOut을 하면, 나노는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묻는다. 파일이 이미 열려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파일을 편집한 뒤 종료할 때는 해당 파일명이 디폴트로 표시된다. 

따라서 엔터만 누르면 원래 파일이 그대로 저장될 것이다. 만일 새로운 위치에 저장하려면, 

파일명을 새로 입력하든가 To Files 메뉴 옵션(Ctrl-T)을 사용하여 직접 대상 파일을 선택하

든가 해야 한다. Cancel(Ctrl-C)은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어떤 명령이든 대부분 취소

할 수 있는 옵션이 지원되는데, 취소에 해당하는 디폴트 키 조합이 Ctrl-C이므로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ESC 키)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금은 다른 옵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테니 말이다.

파일 열기

파일을 열려면 Read File(Ctrl-R)을 사용한다. Ctrl-R을 누르면 다음처럼 새로운 키 조합이 

등장한다.

● 그림 1.27

파일을 열 때는 현재 편집하고 있는 파일에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지 말고, 위의 메뉴에서 

New Buffer를 선택한다. New Buffer의 단축키는 M-F다. M은 메타 키를 나타내는데, 대

개 키보드의 Alt키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M-F는 Alt-F다.4 Alt-F를 누르면 파일을 열 수 있

는데, 직접 파일명을 입력해도 되고 Ctrl-T를 눌러 파일 리스트를 불러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도 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Ctrl-C를 누르면 이 동작이 취소된다.

4  Alt키를 메타 키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다. Alt키가 올바로 동작하지 않을 때에는 ESC를 그 대신 눌

러도 된다. Alt-F나 ESC F는 같은 키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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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파일 들여다보기

지금까지 나노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적지 않게 살펴보았다. 이제 소스 파일을 열어 작업할 

수 있을 것이다. 설정 파일인 .nanorc에 문제가 없다면 소스 파일을 열었을 때 앞에서 실행

했던 hello.cpp 파일을 그림처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28

서로 다른 색상으로 텍스트가 표시되어야 한다. 텍스트의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 표현되는 

색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가령, ‘Hello world’ 프로그램을 에디터에서 열면 텍스트는 분홍색

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문법 하이라이트 기능은 소스 코드 파일의 확장명을 

근거로 동작하기 때문에 소스 파일을 실제로 저장해야(.cpp) 이 기능이 온전히 발휘된다.

이제부터는 실행하려는 샘플 프로그램이 있을 때 나노에서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소스 코드 파일로 저장한 뒤, 앞에서 설명한 단계대로 컴파일하면 될 것이다.

더 높은 지적 욕구를 위해

이제 나노로 기본적인 파일은 편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습득하고자 한

다면 내장 도움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Ctrl-G를 누르면 지체 없이 도움말이 등

장한다. 나노의 고급 기능이 깔끔하게 설명된 웹사이트를 한 곳 추천한다. 정말 유용한 곳

이다. http://freethegnu.wordpress.com/2007/06/23/nano-shortcuts-syntax-highlight-and-nanorc-

config-file-pt1/에 방문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2
C++의 기초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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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선보인 대로 개발 환경을 구축했다면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

춘 셈이다. 기쁘지 아니한가? 그것만으로도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것이다.

이 장에서는 C++의 기초 공사를 시작한다. C++의 기본적인 빌딩 블록을 살펴봄으로써 간

단하지만 여러분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주 만나게 될 개념을 

몇 가지 소개할 것이다. 가령,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메인 함수가 무엇인지, 컴파

일러가 제공하는 표준 함수가 무엇인지, 프로그램에 주석은 어떻게 넣는지 등을 언급할 것

이고, 프로그래머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소개하며 이 장을 마무리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C++ 프로그램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설레는 첫걸음을 옮기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

그램이 하는 일은 없다. 그저 한 단계씩 프로그램의 구조를 따라가 보자.

2
C++의 기초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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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코드 2  empty.cpp  

int main ()
{
}

별로 부담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다음이 첫 행이다.

int main ()

이 행에서 ‘main’이라는 함수는 자신이 정수를 리턴한다고 컴파일러에 알린다. 정수는 C++

에서 int로 줄여 표현한다. 함수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대개 다른 함수를 사용하거나 프로

그래밍 언어의 기본 기능을 묶은 코드 조각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

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는 함수는 잠시 뒤에 살펴볼 것이다.

main은 특별한 함수다. C++ 프로그램에는 예외 없이 포함되어야 할 유일한 함수가 바로 

main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시작점 구실을 한다. main 함수는 리턴 값

의 타입을 먼저 밝히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int가 main의 리턴 값 타입이다.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하면, 이 함수를 호출한 코드가 해당 리턴 값에 접근하게 된다. main의 경

우에는 리턴된 값이 운영체제로 직행한다. 대개 리턴 값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지만, 

C++에서는 main 함수에 유연성을 제공하여 return문을 생략해도 되도록 허용한다. 따라

서 0(영)을 리턴하는 것(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운영체제에 알리는 수단이 0이라는 값

이다)이 디폴트로 처리된다.

중괄호인 {와 }는 각각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코드 블록

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는 함수가 하는 일이 없으므로 중괄호 사이에 아무것

도 없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보일까? 아쉽지만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이제는 아주 조금만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정말 아주 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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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코드 3  hello.cpp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
      cout << "HEY, you, I'm alive! Oh, and Hello World!\n";
}

일단 눈여겨볼 곳은 중괄호 사이다. 아까와는 달리 이 사이에 무언가가 들었으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것이다. 한 단계씩 살펴보자.

다음이 첫 행이다.

#include <iostream>

이 행은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header file, 일종의 머리말이다)의 코드를 프로그램에 넣고 

나서 실행 파일을 만들라고 컴파일러에 주문하는 include문이다. iostream 헤더 파일은 컴

파일러와 함께 제공되며, 입력과 출력이 수행되기 위한 코드를 담고 있다. #include는 해당 

헤더 파일에서 모든 것을 가져와 이를 프로그램에 붙여넣기하라는 일종의 명령문이다. 이

렇게 헤더 파일을 포함하면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수많은 함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기본 함수에 접근해야 할 때마다 필요한 헤더 파일을 코드에 포함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함수 대부분을 iostream 헤더 파일에서 제공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

의 시작 부분에는 이 include문이 등장한다. 이 외에도 필요한 헤더 파일이 한두 개씩은 더 

보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헤더 파일을 include문으로 포함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include문 다음에는 이런 행이 보인다.

using namespace std;

이 행은 C++ 프로그램이라면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는 붕어빵 코드★다. 이 구문 자체는 

iostream 헤더 파일이 제공하는 루틴들을 더 짧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떻게 

★  역주  각종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가리켜 보일러판(boilerplate) 코드로 부릅니다. 이 책에서는 ‘붕

어빵 코드’로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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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프로그램 맨 위, include문 바로 아래에 

올려놓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만 잊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 행의 끝에 있는 세미콜론(;)인데, 세미콜론은 C++ 

문법의 일부분이다. 구문의 끝에 도달했다고 컴파일러에 알리는 장본인이 바로 이 세미콜

론이다. C++에서는 거의 모든 구문의 끝에 세미콜론이 자리한다. 세미콜론을 입력하지 않

는 실수는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흔히 저지른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작

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살필 것이 세미콜론의 유무다. 앞으로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할 

때마다 세미콜론을 붙여야 하는지, 안 붙여도 되는지를 일일이 언급할 것이다.

다음은 main 함수다.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곳이다.

int main ()

다음 행은 웃기게 생긴 << 기호 때문에 다소 낯설어 보일지도 모르겠다.

      cout << "HEY, you, I'm alive! Oh, and Hello World!\n";

이 행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리해 보자. C++는 cout(‘씨아웃’으로 발음한다) 객체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표시한다. iostream 헤더 파일을 포함했기에 cout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 기호의 이름은 삽입 연산자인데, cout은 이를 사용하여 출력 내용을 지정한다. 다시 말

해, cout <<가 함수를 호출하면, 텍스트는 이 함수의 인수가 된다. 함수 호출은 해당 함수

의 코드를 실행하는 행위다. 함수는 대개 자신의 코드가 사용할 인수를 받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제공한 텍스트 문자열이 인수에 해당한다. 함수의 인수는 수식에 입력하는 숫자

(파라미터)와도 같다. 가령,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

는데, 이때 변의 길이가 이 공식의 인수다. 함수도 공식처럼 변수를 인수로 받는다. 여기서 

cout 함수는 제공받은 인수를 화면에 놓는다.

따옴표는 자신이 에워싼 문자들의 열을 있는 그대로 출력하라고 컴파일러에 알린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다. \n이 그런 예외 가운데 하나다. \n은 실제로 새 행을 나타내는 단일 

문자로 취급된다. 기본적으로는 엔터를 누른 것과 같다(이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언급

할 것이다). 화면에서 커서를 다음 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때로는 endl이라는 특별한 값이 대

신 사용되기도 하는데, cout << "Hello" << endl과 cout << "Hello\n"은 같은 것이다. end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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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line’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문자는 숫자 1이 아니라 영문 소문자 l(엘)이다. 흔히

들 endl 대신 end1로 잘못 입력하곤 한다. 조심해야 할 내용이다.

이 행 역시 끝에 있는 세미콜론에 주목해야 한다.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므로 그 자리를 지

키고 있는 것이다.

맨 아래 보이는 중괄호는 main 함수를 닫는 표시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

해 보자. 지금까지 설명한 코드를 직접 입력하든가, 이 책에 함께 제공되는 샘플 소스 파일

을 열든가 한다. 어느 쪽도 상관없지만, 직접 일일이 입력하는 과정을 추천한다. 길지도 않

을 뿐더러 컴파일러에 입력하는 내용은 세세한 것 하나까지 빠짐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미콜론을 빠뜨리지 않는 것도 그 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는 cout 함수를 여러 가지로 활용하며 C++ 프로그램을 작

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저런 텍스트도 출력해 보고, 여러 행에 걸쳐서도 출력되

도록 해보면서 컴퓨터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때는 사용하는 운영체제와 컴파일러에 따라 해

당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뭔가 실행되는 것 같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프로그램이 닫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추천하는 환경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다른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는 다음 

행을 추가하여 해결해 보자.

cin.get();

프로그램 마지막에 이 행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은 키가 눌릴 때까지 종료

하지 않고 기다린다. 창이 닫히기 전에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휴, 몇 줄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인데 설명한 내용이 참 많았다. 핵심만 추려 C++ 프로그램의 

골격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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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문]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작성할 코드는 이곳에];
}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빠트리면 어떻게 될까?

include문이나 using namespace std;를 빼먹으면 프로그램은 컴파일 자체가 되지 않는다. 프

로그램이 컴파일되지 않는다는 말은 컴파일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아마도 문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세미콜론이 빠졌다), 헤더 파일을 빼먹었을지도 모른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한다면 컴파일 실패는 찾아내기가 꽤나 어려운 문제다. 컴파일 실

패는 어떤 종류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파일 오류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출력되는 오류 

메시지가 컴파일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의 큰 도움이 된다. 다음은 

다분히 기초적인 컴파일 오류 메시지의 예다.

error: 'cout' was not declared in this scope★

이런 메시지가 보이면, iostream의 include문과 using namespace std; 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컴파일 오류 메시지가 해석하기 쉬운 것만은 아니다. 세미콜론이 빠졌

을 때는 온갖 종류의 컴파일러 오류가 터져 나오는데, 대개 세미콜론이 빠진 행 바로 다음

에서 오류가 출력되곤 한다. 뜻도 모를 오류가 쏟아져 나올 때는 이전 행을 들여다보며 세

미콜론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걱정부터 앞세우지는 말자. 시간이 흐르면 

컴파일러 오류를 정말로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컴파일러 오류 자체의 개수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당분간은 오류가 많다고 해서 답답해하면 안 된다. 오

류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는 것은 일종의 통과의례다.

★ 역주  오류: ‘cout’이 정의된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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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주석 달기

프로그래밍을 익히면서 함께 습득해야 하는 지식이 있다.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자신을 위해

서라도) 프로그램을 문서화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코드에 주석을 입력해 놓는 것만으

로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될 수 있으

면 자주 주석을 사용할 것이다.

컴파일러는 특정 텍스트를 주석으로 인식하면 코드를 실행할 때 이 부분을 무시한다. 따

라서 어떤 텍스트든 집어넣어 실제 코드를 설명할 수 있다. 텍스트를 주석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는 나머지 행 부분을 주석으로 

처리하라는 표시다. /*와 */로 텍스트 블록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둘 사이에 담긴 텍

스트는 모두 주석이 된다.

// 한 줄짜리 주석이다.
이 행의 코드는 주석의 일부가 아니다.

/* 여러 행에 걸친 주석이다.
이 행은 주석의 일부분이다.

*/

주석 영역을 다른 색상으로 처리하는 컴파일러 환경도 있다. 그런 환경에서는 실행 코드와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므로 구별하기가 한결 쉽다. 문법 하이라이트 기능의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다.

코드에서 특정 부분을 주석 처리하면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할 수 있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 그대로 코드의 일부분을 주석 처리했으니 해당 코드가 컴파

일되지 않을 것이다. 가령, cout문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처

럼 cout 코드를 주석으로 처리한다.

샘플 코드 4  hello_comment.cpp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
// cout << "HEY, you, I'm alive! Oh, and Hello 
// World!\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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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코드인데도 주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코드인데도 주석으로 처리한다면, 가령 헤더 파일을 주석으로 처리한다면 프로그

램은 컴파일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자. 코드를 컴파일하지 못할 때 의심

이 가는 곳을 주석으로 처리하고 다시 컴파일하면 문제를 찾아가기가 수월해진다. 주석으

로 처리한 코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아니겠는가?

프로그래머처럼 생각하기,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 만들기

잠시 프로그래밍의 문법 이야기를 내려놓고 프로그래밍 경험에 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예전에 스테이트팜(State Farm) 보험사는 이런 광고를 했다.5 세차장에서 세차가 끝난 자동

차를 직원이 고객에게 내어주는데, 자동차에는 비누 거품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세차장 

직원은 세차를 한답시고 비누칠만 했지 비누 거품을 물로 씻어내지는 않은 것이다. 이 광고

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약관을 작성할 때 당연히 보장받는 것으로 여기는 보험금 지급 조건

을 대폭 줄일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일부러 어렵게 한다고 꼬집고 있다.

이 광고는 프로그래밍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완벽한 메타포

다. 컴퓨터는 광고에 등장하는 세차 업체처럼 일말의 유연성도 보이지 않고 곧이곧대로 움

직인다. 사용자가 시킨 대로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작하는 것이다. 숨겨진 의도 같은 것

은 컴퓨터의 이해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를 비누칠하라고 하면 곧이곧대로 비누칠만 할 뿐

이다. 비누칠을 한 뒤 물로 헹궈내길 원한다면 물로 헹궈내라고 또박또박 말해야 한다. 과

정마다 진행해야 하는 세부 단계를 일일이 생각하며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니 처

음에는 이런 세세한 명령 전달 체계가 갑갑할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일단 

컴퓨터에 무엇을 하라고 말해 놓으면, 이 일에 이름을 붙여 간직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

할 때 같은 과정을 힘들여 반복하지 않고 해당 이름으로 불러오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

로그래밍이 생각만큼 지겹지는 않을 것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할 이유도 없고, 한 번만 명

령을 매우 정확하게 내려놓으면 두고두고 재사용할 수도 있다. 잠시 뒤에 함수를 다룰 때  

5  57초짜리 이 광고는 http://www.youtube.com/watch?v=QaTx1J7ZeLY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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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고통이자 동시에 기쁨인 실습

여러분은 이제 막 이 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장에서조차도 몇 가지 실습 과제를 장 말미

에 제공할 것이다. 내 경험상, 다양한 실습을 하지 않고서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 진리였다. 프로그래밍은 섬세한 주의력이 요구된다. 텍스트를 일부만 읽

고는 “어, 다 이해했어!”라며 장담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세세한 것까지 

챙기지 못했다고 후회한 적이 적지 않다.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지 않고서는 C++ 언어의 

참맛을 느끼면서 C++의 문법을 능수능란하게 요리할 수 없다.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는 간

단한 문제라도 직접 고민하여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머릿속에서 훌륭한 생각이 떠오

르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직접 부딪혀야 하는 실습 과제를 각 장 말미에 제공할 것이

다. 덜컥 겁이 날 정도로 많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니 모든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려

고 노력하기 바란다. 그런 뒤에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축하한다! 드디어 첫 프로그램의 막이 내렸다. 이제는 프로그래머처럼 생각하는 법을 조금

이나마 체득했을 것이다. 많은 내용이 흘러갔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샘플 코드만으

로도 충분히 경험했으리라 믿는다. 다음 장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 사용자와 소통하는 방법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정답은 456쪽에즈퀴로스스

1  프로그램이 올바로 실행되면 운영체제에 리턴되는 값은 무엇인가?

A   -1 B   1 

C   0 D    프로그램은 값을 리턴하지 않는다.

2  C++ 프로그램이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한 가지 함수는 무엇인가?

A   start() B   system()

C   main() 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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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드 블록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기호는 무엇인가?

A   { } B   ->와 <-

C   BEGIN과 END D   (와 )

4  C++ 코드에서 각 행이 끝날 때 사용하는 기호는 무엇인가?

A   . B   ;

C   : D   '

5  다음 중에서 올바른 주석은 무엇인가?

A   */ 주석 */ B   ** 주석 **

C   /* 주석 */ D   { 주석 }

6  cout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헤더 파일은 무엇인가?

A   stream

B   없다. 디폴트로 그냥 접근할 수 있다.

C   iostream

D   using namespace std;

제과습실

1   여러분의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2   여러 행의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단, 각 행에는 여러분의 친구 이름이 나타

나야 한다.

3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각 코드 행을 전부 주석 처리하여 올바로 컴파일되는지 확인하

라.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 오류는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가?

3
변수로 

사용자와 소통하기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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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 193
. 193
_getNextSerialNumber 376
.hxx 426
#ifndef 302
.nanorc 28
.xlsb 형식 404

A
address-of 연산자 166
argc 401
argv 401
ArrayWrapper 423
ASCII 테이블 56
atoi 함수 402

B
break 79
Break Debugger 290
break문 80
Bullet 클래스 368

C
Cancel(Ctrl-C) 31
char 43, 55
cin 44
clear 메소드 394

Code::Blocks 7
const 271
const_iterator 272
const 레퍼런스 268
const 전파 269
continue 80
cout 함수 36
Cut Text(Ctrl-K)와 UnCut Text(Ctrl-U) 30
C 전처리기 300

D
delete 345, 371, 372
delete 키워드 176
destroy_tree 233, 234
double 43, 55, 56
do-while 루프 78, 84
Drawable 377
Drawable 타입 379
drawEverything 377
draw 메소드 378

E
else-if 65
else문 64
enum 105, 107

F
failableFunction 447
find 258, 265

찾아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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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_max 238
findSmallestRemainingElement 138
float 56
for 루프 83

G
g++ 26
gdb 274
getline 263
getName 메소드 368

I
ifstream 388, 398
if문 60
include문 35
insert 229
int 43
iomanip 435
ios_base::left 438
ios_base::right 438

L
length 265

M
makefile 312
max_node 240
MinGW 49

N
NameAndEmail 클래스 349
new 키워드 175
Next Page(Ctrl-V) 30
NIH 신드롬 259
noshowbase 443
ntdll 290
NULL 파라미터 111

O
ofstream 388, 394, 398
operator= 함수 352

P
parseLink 452
parseTable 452
PC-Lint 450
PlayerRecord 인스턴스 408
Prev Page(Ctrl-Y) 30
private 331, 332, 334, 357
public 331, 332, 334

R
RAII 349
Read File(Ctrl-R) 31
read 메소드 410
remove 239, 241
remove_max_node 240
rfind 265
rfind 함수 266

S
search 232
setbase 442
setf 438
setfill 437
setiosflags 442
setprecision 440, 443
setw 435, 440
size 265
sizeof 연산자 407
srand 111, 114
std::exception 449
STL 컨테이너 427
streampos 397
string::npos 266
StumbleUpon 109
substr 265
swap 138
switch case문 101



찾아보기 469

T
tellg 397
tellp 397
template 키워드 422
‘this’ 포인터 353
try/catch 블록 445
typename 419

U
using namespace 385

V
vec.size 423
vector 템플릿 429
virtual 363, 372
void 88
vtable 378

W
Waiting for Godot 104
Watches 280
Watches 창 287
Where Is 30
while 루프 74, 83
write 405

X
Xcode 14, 313
Xcode 3 15
Xcode 4 20

ㄱ
간편 문법(syntactic sugar) 182
개별 컴파일 302
객체 334
거짓 62
게터 335
계약 211
관계 연산자 63

구분자(delimiter) 263
구조체 193
구조체 전달 147
균형 잡힌 트리 226
기계어 명령들 302
꼬리 되부름 213

ㄴ
널 종결자(null terminator) 409
네임스페이스(namespace) 382
노드의 계산 259

ㄷ
다른 문자열로 현재 문자열 붙이기 53
다차원 데이터 132
다차원 배열 181
다형성 367, 377
단순 복사 350
대입 연산자 351
덕 타이핑 420
데이터 타입 43
도우미 함수 122
동적 할당 175
되부름 207, 213
디버거(debugger) 274
디버깅 기호 276

ㄹ
래핑(wrappping) 422
레퍼런스 171, 173
레퍼런스에 의한 전달 267
루프 변수 76
루프 조건 76
루프 카운터 76
리소스 할당은 초기화다 349
리스트 운행 199
링커(linker) 303
링크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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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맵 244
맵(map) 253
메모리 누수 156
메모리 반환 176
메모리 배치도 155
메모리 부족 176
메모리의 주소 153
메소드 251, 325
메소드의 콜러 326
모듈러스 113, 120
목적 파일 302, 304
문법 하이라이트 6
문자열 52
문자열 비교 66

ㅂ
바이너리 I/O 406
바이너리 트리 224, 225
바이너리 트리 구현 228
바이너리 파일 403
바이너리 파일 I/O 403
바이트 55
반복 199, 213
반복자(iterator) 255
배열 129, 201, 204
배열 정렬 136
벡터(vector) 249
벡터 클래스 204
변수 43
변수를 선언한다 44
변수 수정 293
변수 업데이트 76
변수 초기화 76
보호(protected) 375
복사 생성자(copy constructor) 354
본체 61
부동소수점수 56
부모 노드 225
부모 클래스 362
부울 and 67
부울 not 67
부울 or 68
부울 수식 70
부울 연산자 67

부울 타입 64
비(非)디폴트 생성자 342
비트 55
빈 트리 227
빌드 300

ㅅ
삽입 연산자 36
삽입 정렬 141
상향식 접근법 123
생성자(constructor) 339
서브트리 226
선언 95
세그폴트(segfault) 287
세터 335
소스 코드 5
수식 결합 69
순수 가상(pure virtual) 364
스택 215
스택 오버플로 218
스택 풀기(stack unwinding) 447
스택 프레임 215
스트림(stream) 388
시드 110
실행 파일 5

ㅇ
알고리즘 118
앰퍼샌드 165
에디터 6
연결 리스트 201, 204
영역 91
예기치 않은 종료(crash) 285
예외 449
예외(exception) 445
오버로드 99
오프셋 131
요소 129
우선순위 70
유닉스 시간 111
유효하지 않은 메모리 157
의사난수 110
인덱스 131
인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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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텍스트 형식 6
입력 43

ㅈ
자동 들여쓰기 6
자식 클래스 362
자유 저장소 156
작업 디렉터리 389
전역 변수 92
전위 연산자 256
전처리 300
전처리기 지시자 300
접근 위반(Access Violation) 286
정밀도 57
정수 계열 값 101
정적(static) 376
존 벤틀리 455
중괄호 34
중첩된 루프 81
지름길 논리(short circuit) 68
지수 57
지역 변수 92
지정(throw spec) 450
쪼개기 372

ㅊ
참 62
초기화되지 않은 포인터 168
초기화 리스트 343

ㅋ
캡슐화(encapsulation) 336
컴파일 300, 302
코드베이스 304
코어 윈도 DLL 290
클래스 330

ㅌ
타입 43
타입 유추 419
탈출 조건 208, 211

텍스트 파일 403
템플릿(template) 417
템플릿 파라미터 419
템플릿 함수 418
트리 삽입 229
트리 탐색 232

ㅍ
파괴자 345, 371
파일 I/O 388
파일 전용 선언 307
파일 형식 391
포스텔의 법칙(Postel’s Law) 392
포인터 152, 173
포인터 사용 163
포인터 산술 연산 182
포인터 선언 161
포인터 역참조 164
포인터 연산 181
포함 검사기 309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248
프로그래밍 5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3
픽셀 317
필드 145

ㅎ
하향식 디자인 123
함수 34, 87
함수 사용하기 94
함수 원형 95
함수의 정의 95
함수 추상화 320
해시 244
해시 처리 244
후위 연산자 256
힙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