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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js니, HTML5니, C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술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점에 웬 구닥

다리 C 포인터 책이야?” 이 책의 번역을 의뢰받았을 때 역자에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었다. 그리고 단 3분간의 조사 후에, 역자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구글 트렌드 검색에

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최상위에는 C가 자리하고 있다.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단 1회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

이다. 믿기지 않는가? 역자 역시도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사실 포인터는 이해하기 어렵다. 슬쩍 봐서는 이해도 

되지 않는 외계어 같은 난해한 표기법에, 괄호 하나만 잘못 타이핑해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며, 할당받은 리소스의 관리는 고스란히 프로그래머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게다가, 프로그램이 동작할 하드웨어는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자

바나 C# 같은 언어는 고맙게도 컴파일러와 런타임이 리소스 관리까지 다 해준다. 풍부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와 편리한 IDE를 제공하는 생산성 높은 언어로 비즈니스 로직만 구현

하면 되는데, 굳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C 언어를 쓰고, 그 어렵다는 포인터를 배울 필

요가 있을까? 개발자라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 또한 합리적이다.

사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이미 C 또는 C++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 그리고 C 또는 C++을 이용해본 개발자라면 언어의 핵심에 포인터가 있다는 사실을 거

부하기는 쉽지 않다. 역자 또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프로그래머로서 절대적인 확신을 

옮긴이 머리말

“



xi옮긴이 머리말

가지고 있다.

포인터가 가진 유연함과 강력함, 그리고 리소스 제어에 대한 거의 무제한의 자유는 프로그

래머가 플랫폼이나 런타임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

다. 게다가, C 언어가 가진 범용 OS부터 모바일 플랫폼, RTOS를 모두 지원하는 광범위한 

호환성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설령, 생산성을 이유로 C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인터를 통해 운영체제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나중에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원서인 《Understanding and Using C Pointers》는 아마존의 독자 서평에서 만점

에 가까운 평점을 받은 책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가진 30년 이상의 경험과 통찰력이 그대

로 녹아나 있다. 수년간의 강의 경력에서 나오는 독자 눈높이에 맞춘 설명 방식 또한 이 책

이 가진 큰 매력 중 하나이다. 특히, 책 전반에 걸쳐 사용된 메모리 모델에 대한 다이어그

램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혹시나 번역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여 원서의 주옥같은 내용이 한국 독자에게 잘못 전해

지지는 않을까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분명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서

의 훌륭함과 역자의 노력이 인정받아, 국내에 있는 책 중 몇 안 되는 C 포인터 전문 서적으

로 자리매김하기를,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이 땅의 프로그래머에게 일말의 도

움이나마 되기를 희망한다.

감사의 글 (조인중)

어느 새 두 번째 번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긴 

시간 동안, 번역을 핑계로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남편을 이해해주고, 헌신적으

로 도와준 내 아내 숙인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함과 사랑을 전한다. 번역 기간 동안 두 번이

나 입원한 아이 때문에 몸 고생, 맘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그 배려가 

어찌나 감사한지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소중해지

는 아들 현민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이번에도 같이 번역을 

하면서, 또 궂은일은 혼자 도맡아 해준 성용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항상 든든하게 여

기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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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번역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서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

표님과 역자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메우느라 고생하신 이슬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

한다. (번역이 끝날 때쯤에 역자님이 될지 역자놈이 될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이 궁금

합니다.) 더불어, 이민숙 과장님께는 약속을 꼭 지킬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볼 때마다 일하느라 바쁘다고만 하는 사위를 늘 이해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장인어른, 장

모님과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못난 동생을 늘 염려해주는 

누나와 매형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척박해지는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 온 이 땅의 개발자들에게 감사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해온 노력과 기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감사의 글 (강성용)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번역을 시작한 것 같은

데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스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또 한 권의 역서가 세상

에 나오게 됐습니다. 회사 일과 번역을 함께하느라 그동안 소홀했던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먼저, 포인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 이 책의 저자인 리차드 리스에게 감사를 표합니

다. 역자인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기술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

니다.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좋은 기회와 지금껏 본 적 없는 최고의 포인터 책을 선뜻 제안

해 주신 장성두 실장님과 부족한 저희의 번역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 악물고 교정

하셨을 이슬 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거리 자리를 더욱 반짝반짝 빛내주신 이민숙 과

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햄버거와 피자를 함께 즐겨 먹는 이춘근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일한다는 핑계로 저를 대신하여 항상 아들 연우 곁을 지켜주시는 연우 삼촌과 할머니, 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고백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연우 엄마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의 빈 곳을 채워주는 공동 역자이자 깊은 채무 관

계자인 인중이 형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연우 엄마가 한쪽 다리에 깁스하고 있는 2013년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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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대하여

이 책의 표지를 장식한 동물은 까치피리까마귀 혹은 호주 까치로 불리는 새다. 인도네시아

에서 발견되는 까마귀와 혼동하기 쉬우나 호주 까치는 까마귀가 아니다. 호주 까치는 때까

치와 관련이 있으며, 호주와 뉴기니 남부 태생이다. 호주 까치의 종은 하나에서 셋으로 분

리되었다가 교배를 통해 결국 다시 하나의 종이 되었다.

호주 까치는 머리와 몸이 검으며, 등과 날개 그리고 꼬리에 다양한 흑백 깃털을 가지고 있

다. 이 까치는 다양한 음색과 복잡한 발성으로 피리(piping) 까치라고도 불린다. 호주 까치

는 곤충 애벌레와 다른 곤충들을 즐겨먹지만, 실제 까마귀처럼 잡식성이다. 약 20마리 정

도가 무리 지어 살며, 모든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무리의 영토를 방어한다. 그러나 봄이 

되면 새끼를 키우는 수컷 호주 까치는 그들의 둥지를 지키는 데 굉장히 방어적이며, 행인과 

애완동물을 공격하기도 한다.

호주 까치는 철새가 아니며, 숲이 우거진 지역과 사람들의 환경에 적응해 산다. 이러한 특

징으로 보면 호주 까치는 위험하지 않으나, 이웃인 뉴질랜드에서는 해를 끼치는 새로 간주

되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호주 까치가 두꺼비의 침입을 차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호주

에 두꺼비가 처음 나타나 그 천적이 없었을 때, 두꺼비는 독성 분비물로 자신을 보호하며 

빠르게 번식해 나갔다. 그러나 고도의 지능을 가진 호주 까치는 두꺼비를 뒤집어 긴 부리

로 급소를 관통하여 독성 피부를 피하면서도 장기를 먹는 방법을 배웠다. 생태계 연구가

들은 호주 까치가 두꺼비의 천적이 되어 번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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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중요한 언어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C 언어의 중심에는 언어 자체에 많은 

유연함과 힘을 제공하는 포인터가 있다. 포인터는 메모리를 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메커니

즘을 제공하고, 데이터 구조를 더 강력하게 지원하며,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포인터의 이런 강력함과 유연함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 포인터를 완벽하게 마스터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이 다른 이유

C에 관한 수많은 책이 이미 도처에 널려있다. 그 책들은 일반적인 언어의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포인터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다. 포인터의 기본적인 내용

을 넘어서는 모험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으며, 매우 중요한 주제인 스택과 

힙을 포함하는 메모리 관리 기술에 대해 피상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다루지 않고서는 포인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스택과 힙은 각각 함수의 동작과 

동적 메모리 할당을 지원하는 메모리 영역이다.

포인터는 더욱 깊게 다뤄볼 만한 충분히 복잡한 주제이다. 이 책은 C의 깊은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포인터를 집중해서 다룬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텍스

트에 따라 포인터의 사용과 함께 프로그램 스택(program stack) 및 힙(heap)의 실무 지식이 

필요하다. 어떤 지식이든 피상적인 개요에서부터 깊이 있는 직관적인 이해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각도로 이해될 수 있다. C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포인터와 메모리 관리의 확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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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로 가능해진다.

이 책의 접근 방법

프로그래밍은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위치한 데이터의 조작과 관련이 있다. C가 메모리를 관

리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면, 더 나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malloc 

함수가 힙으로부터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을 아는 것과 이 할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이해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논리적으로 크기가 45바이트인 구조체의 메모리를 할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45바이트보다 더 큰 메모리가 할당되고, 할당된 메모리가 단편화

(fragmented)된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다.

함수가 호출되면, 스택 프레임(stack frame)이 생성되어 프로그램 스택(program stack)에 입

력(push)된다. 스택 프레임과 프로그램 스택을 이해하면, 값에 의한 전달(by value)과 포인

터에 의한 전달(by pointer)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반드시 포인터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스택 프레임을 이해하면 재귀 호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포인터와 메모리 관리 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메모리 모델을 제시

한다. 이러한 메모리 모델은 단순한 선형적인 표현에서부터 예제 코드의 프로그램 스택과 

힙의 상태를 설명하는 더욱 복잡한 다이어그램에까지 다양하다. 우리가 화면이나 책에서 

보는 코드는 동적인 프로그램을 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금은 추상적인 이 의미가 프로

그램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메모리 모델은 이

러한 이해의 차이를 좁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대상 독자

절차적인 측면에서, C 언어는 C++이나 자바 같은 대부분의 언어와 비슷한 블록 구조 언

어다. 대부분의 현대적인 언어들이 프로그램 스택과 힙을 사용한다. 이 언어들은 또한 참

조로 위장한 포인터를 자주 사용한다. 필자는 여러분이 C 언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

다고 가정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C 언어를 배우고 있다면, 이 책은 여러분에게 다른 어

떤 책들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포인터와 메모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C에 대한 여러분의 기반 지식을 확장해 주며, C의 생소한 측면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이미 C와 C++에 익숙한 프로그래머라면, 이 책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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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의 지식의 빈틈을 채워 주고, C 언어 내부의 동작방식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줄 것

이며, 그 결과 좀 더 나은 프로그래머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C#이나 자바 개발자라면 C 언어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객체 기반의 언어가 

스택과 힙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성

이 책은 배열, 구조체, 함수와 같은 전통적인 주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장은 

포인터의 사용과 메모리의 구성 방법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함수에 포인터를 전달하고 

반환하는 주제에 대해 다루며, 스택 프레임의 일부로서 포인터의 사용 방법, 그리고 포인터

가 어떻게 힙에서 메모리를 참조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제1장 시작하기

이 장에서는 포인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인터의 기본을 다

룬다. 포인터 연산자 그리고 상수 포인터, 함수 포인터 같은 다른 타입의 포인터 선언과 

NULL의 사용법 및 NULL의 변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러한 내용은 메모리를 할당하

고 사용하는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제2장 동적 메모리 관리

두 번째 장의 주제는 동적 메모리 관리다. 표준 동적 메모리 할당 함수와 함께 메모리를 

해제하는 기술에 대해 다룬다. 효과적인 메모리 해제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중요

한 이슈이며, 적절히 메모리를 해제하지 못할 경우 메모리 누수와 댕글링 포인터(dangling 

pointer) 문제를 발생시킨다.

제3장 포인터와 함수

함수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재사용 가능한 기본 요소를 제공한다. 그러나 함수로 데이터

를 전달하고 반환받는 작업은 초보 개발자에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함수

에서 포인터로 데이터를 반환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와 함께, 함수로 데이터를 전달

하는 기술을 다룬다. 또한, 함수 포인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러한 포인터들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수준의 제어와 유연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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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포인터와 배열

배열의 표기법과 포인터의 표기법이 서로 완벽하게 호환되지는 않지만, 배열과 포인터는 서

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장은 1차원 배열 및 다차원 배열에 관해 설명하고, 어떻게 포인

터와 배열이 함께 사용되는지를 알아본다. 특히,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과 배열에 연속적 

형태나 비연속적 형태로 메모리를 동적 할당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다양한 메모리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제5장 포인터와 문자열

문자열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장에서는 문자열의 기초와 포

인터를 사용한 문자열의 조작에 대해 다룬다. 리터럴 문자열 풀과 그것의 포인터에 대한 영

향은 C 언어에서 종종 간과되었으나, 여기서는 이 주제를 설명하고 넘어간다.

제6장 포인터와 구조체

구조체는 데이터를 정렬하고 조작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포인터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더 많은 유연함을 제공함으로써 구조체의 유용성을 향상한다. 이 장은 

메모리 할당과 포인터에 관련된 구조체의 기본에 대해 다루고, 다양한 데이터 구조에 어떻

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 설명한다.

제7장 보안 이슈와 포인터의 오남용

포인터는 강력하고 유용하지만 많은 보안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버퍼 오

버플로(buffer overflow)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와 포인터 관련 이슈들에 대해 다룬다. 그

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들을 소개한다.

제8장 기타 잡동사니들

마지막 장에서는 다른 포인터 기술들과 이슈들을 언급한다. C는 객체 기반 언어는 아니지

만, 다형성(polymorphic) 동작을 포함한 객체 기반 프로그래밍의 많은 모습을 C 프로그램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스레드 환경에서 포인터 사용 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

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restrict 키워드의 의미와 사용법에 대해 다룬다.

요약

이 책은 포인터의 사용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목적으로 쓰였다. 또한, 이 책은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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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부터 난해한 사용까지 다양한 범위의 예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적인 포인터 문

제들에 관해 살펴본다.

예제 코드 사용하기

이 책은 여러분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은 이 책에서 사용된 코드를 여러분의 프로그램이나 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코드의 중요

한 부분을 재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권한에 대한 문의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이 

책에서 사용된 코드 일부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

지 않지만, 오라일리로부터 배포된 예제 CD-ROM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 권

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예제 코드를 인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나, 예제 코드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의 제품 설명서에 첨부할 경우 법적 권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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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를 얼마나 확실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로 초보와 전문 C 프로

그래머를 구분할 수 있다. 포인터는 C 언어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언어 자체에 많은 

유연함을 제공한다. 포인터는 동적 메모리 할당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배열의 표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포인터가 함수와 함께 사용될 때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또 다른 차원의 기능을 제공한다.

오랫동안 포인터는 C 언어 학습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포인터의 기본적인 개념은 매우 간

단하다. 포인터는 메모리 위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다. 하지만 포인터 연산자를 사용

하고, 암호와도 같은 난해한 표기법을 식별하려고 할 때부터 이 개념이 급격하게 복잡해진

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여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 놓으면, 포인터의 고급 사용 기법 또한 어렵지 않게 따라 하고 적용할 수 있다.

포인터를 이해하는 열쇠는 C 프로그램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결국, 포인터는 메모리의 주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가 구성되고 관리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포인터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포인터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디서든 메모리의 구성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일단, 메모리와 그 구성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포인터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1C H A P T E R

시작하기



CHAPTER 1 시작하기2

이 장에서는 포인터에 대한 소개와 포인터 연산자 그리고 포인터가 어떻게 메모리와 상호작

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포인터 선언 방법과 기본 포인터 연산자들 그

리고 널(null)의 개념에 대해 다룬다. C 언어가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널(null)이 있으므

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다룰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C 언어로 작업할 때면 어김없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메모리 모델을 다

룬다. 컴파일러 및 운영체제 환경에 따라 다른 메모리 모델은 포인터 사용 방법에 영향을 

준다. 추가로, 포인터와 메모리 모델과 관련된 C 언어에 미리 정의된 다양한 타입을 다룬다.

그다음 절에서는 포인터 연산과 비교를 포함한 포인터 연산자에 대해 더 상세하게 다룬다. 

마지막 절에서는 상수와 포인터에 대해 다룬다. 다양한 포인터 선언 방법의 조합을 통해 흥

미롭고 매우 유용하기도 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이 초보 C 프로그래머든 숙련된 프로그래머든 상관없이 이 책은 포인터에 대

한 탄탄한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줄 것이다. 숙련된 프로그래머라면 

관심을 가진 주제를 선택하여 읽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초보 프로그래머라면 좀 

더 신중히 이 책을 읽어주길 바란다.

포인터와 메모리

컴파일된 C 프로그램은 다음 세 종류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   정적(Static)/전역(Global)

정적(Static)으로 선언된 변수들은 정적/전역 메모리에 할당된다. 전역(Global) 변수들 또

한 같은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다. 정적/전역 변수들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할당되며,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 공간에 남아 있다. 모든 함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

역 변수와는 달리 정적 변수의 접근 범위는 해당 변수를 선언한 함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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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Automatic)/로컬(Local)

자동(Automatic) 변수는 함수 안에서 선언되고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된다. 자동 변수의 

접근 범위는 선언된 함수로 제한되며, 함수가 호출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   동적(Dynamic)

동적(Dynamic) 메모리는 힙(Heap) 메모리 영역에 할당되고 필요한 경우 해제된다. 포인

터를 사용하여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참조하며, 포인터에 의해 접근이 제한된다. 메모리

를 해제(Release)하지 않는 한 메모리에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룰 것이다.

표 1-1은 위 메모리 영역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접근 범위(Scope)와 수명(Lifetime)을 나타

낸다.

표 1–1  접근 범위(Scope)와 수명(Lifetime)

접근 범위 수명

전역 전체파일 애플리케이션실행동안유지

정적 선언된함수 애플리케이션실행동안유지

자동(로컬) 선언된함수 함수실행동안유지

동적 참조하는포인터 메모리해제전까지유지

메모리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포인터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부분 포인터

는 이러한 메모리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다. 메모리가 분할되고 구성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포인터가 메모리를 다루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포인터 변수는 다른 변수 및 객체(Object) 또는 함수의 메모리상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여

기서 객체란, malloc 함수 같은 메모리 할당 함수를 사용하여 할당된 메모리를 말한다. 포

인터는 일반적으로 “문자 타입 포인터”와 같이 포인터가 가리킬 대상에 따라 특정 타입을 

가지도록 선언되며, 정수, 문자, 문자열 또는 구조체와 같은 어떠한 C 데이터 타입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포인터 자체는 포인터가 참조하는 데이터 타입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포인

터는 단지 주소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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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

포인터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 빠르고 효율적인 코드 작성

• 다양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 제공

• 동적 메모리 할당 지원

• 작고 간결한 표현의 사용

• 큰 오버헤드 없이 데이터 구조를 포인터로 전달

• 함수의 매개변수로 전달된 데이터 보호

포인터는 하드웨어의 구조에 좀 더 가까우므로 빠르고 효율적인 코드의 작성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컴파일러는 좀 더 쉽게 포인터의 동작을 머신 코드로 변환할 수 있다. 포

인터는 다른 연산자에 비해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적다.

많은 데이터 구조들은 포인터를 사용하면 더욱 쉽게 구현된다. 예를 들어, 연결 리스트

(linked list)는 배열 또는 포인터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지만, 포인터를 사용하여 구현하

기가 좀 더 쉽고 다음 연결 또는 이전 연결을 포인터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배열을 사용

하여 데이터 구조를 구현할 경우 포인터의 역할을 배열의 인덱스로 대체할 수 있지만, 포인

터만큼 직관적이거나 유연하지 못하다.

그림 1-1은 직원 목록을 포함한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 배열을 사용하는 것과 포인

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그림의 좌측은 배열을 사용하였으며, head 

변수는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가 배열의 인덱스 10번에 위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 배열의 요소들은 직원을 나타내는 구조체를 포함하고 있고, 각 구조체의 next 필드는 

배열에서 다음 직원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배열에서 음영 처리된 요소는 사용되지 않은 배

열 요소를 나타낸다.

그림의 우측은 좌측과 같은 직원 목록 연결 리스트를 배열 대신 포인터를 사용하여 구현

한다. head 변수는 첫 번째 직원 노드를 가리키고, 각 노드는 연결 리스트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와 직원 데이터를 포함한다.

포인터의 표현 방식은 배열보다 더 명확하고 유연하다. 배열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배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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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될 때 결정되어 배열이 저장할 수 있는 요소의 수에 제약이 발생한다. 포인터를 사용

하면 이러한 제약이 생기지 않으며, 새로운 노드가 필요할 때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배열 사용 포인터 사용

그림 1–1  배열 연결 리스트 vs 포인터 연결 리스트

C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은 포인터를 사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적 메

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데 malloc과 free 함수가 각각 사용된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크기 조절이 가능한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와 큐(queue) 같은 데이터 구조의 구현에 사용된

다. 하지만 최신 C 표준인 C11에서 이미 가변 배열을 지원하고 있다. 

포인터를 사용한 간결한 표현은 매우 기술적인 표현이면서도 많은 프로그래머가 제대로 이

해할 수 없는 매우 난해한 표현이 되기도 한다. 목적과 상황에 맞는 포인터를 사용해야 하

며, 단지 어렵기만 한 코드를 짜기 위해 포인터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는 names 배열의 두 번째 요소의 세 번째 문자를 printf 함수를 사용하여 두 가지 방

법으로 출력한다. 코드에 사용된 포인터 사용법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

다. 이 코드에서 사용된 역참조(dereferencing)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뒤에 있는 

“간접지정 연산자로 포인터 역참조하기” 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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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같은 결과를 출력하지만, 배열 표기법을 사용한 접근 방식이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

char *names[] = {“Miller”,”Jones”,”Anderson”};
printf(“%c\n”,*(*(names+1)+2));
printf(“%c\n”,names[1][2]);

포인터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포인터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배열이나 데이터 구조의 경계를 넘는 접근

• 소멸한 자동/로컬 변수의 참조

• 할당 해제된 힙 메모리의 참조

• 아직 할당되지 않은 포인터에 대한 역참조

이와 같은 포인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포인터 사용법의 구문과 의미는 C 표준 문서(http://bit.ly/173cDxJ)에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 문서가 포인터의 동작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표준 문서는 포인터의 동작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구현 방법에 따라 정의된 행동(Implementation-defined behavior)

동작에 대한 문서화된 구현을 제공한다. 구현 방법에 따라 정의된 행동의 예로, 정수에 

대한 오른쪽 시프트 연산에서 상위 비트의 확장 방법이 있다.

•   명시되지 않은 행동(Unspecified behavior)

동작에 대한 구현을 제공하지만 문서화하지 않는다. malloc 함수에 인자로 0을 주고, 실

행할 때 메모리가 얼마나 할당되는가 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은 행동의 예가 될 수 있다. 

명시되지 않은 행동의 목록을 CERT Secure Coding Appendix DD에서 볼 수 있다.

•   정의되지 않은 행동(Undefined behavior)

포인터의 동작에 대해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동작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예로, free 함수에 의해 해제된 포인터의 값이 있다. (옮긴이_C 표준은 해제된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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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어떤 값이 들어 있는지 정의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은 행동의 목록은 CERT Secure 

Coding Appendix CC(http://bit.ly/16msOVK)에서 찾을 수 있다.

로케일에 따라(locale-specific) 다른 동작도 있다.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컴파일러 제조사

가 문서화한다. 로케일에 따라 정의된 동작은 컴파일러 제작자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포인터 선언하기

포인터 변수는 데이터 타입과 별표 그리고 변수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선언한다. 아래 

예제에서 정수 변수와 정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있다.

int num;
int *pi;

별표 주위에 공백 문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선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 선언

들은 모두 동등하다.

int* pi;
int * pi;
int *pi;
int*pi;

공백 사용은 단지 사용자 취향의 문제다.

별표는 변수를 포인터로 선언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두 수를 곱하거나 포인터를 역참조하

는 데도 사용된다.

그림 1-2는 정수 변수와 정수 포인터 변수 선언이 메모리에 할당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림

에는 3개의 메모리 공간이 3개의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각각의 직사각형 왼편의 숫자

는 각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나타낸다. 주소 옆의 이름은 이 공간에 할당된 변수의 이름이

다. 여기서 사용된 주소 100은 단지 설명을 위해 사용된 주소이며, 포인터의 실제 주소는 

변수의 실제 주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사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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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은 변수나 포인터의 실제 값에만 관심이 있다. 직사각형 안의 세 개의 점은 초기

화되지 않은 메모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1–2  메모리 구조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포인터를 역참조하면, 

포인터가 유효한 주소를 가리키지 않을 것이고, 설령 유효한 주소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 

주소에는 유효한 데이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유효하지 않은 주소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주소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유효하지 않은 주소에 대한 

접근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 종료의 원인이 되는데, 이는 수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변수 num과 pi는 각각 주소 100과 104에 위치하며, 4바이트씩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둘의 크기는 이 장의 뒤에 나오는 “포인터의 크기와 데이터 타입”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

럼 시스템 설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예제

에서 4바이트 정수를 사용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포인터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100 같은 단순한 주소를 사용하여 예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제를 실제로 실행하면 이와는 다른 주소를 얻게 

되며, 이 값도 실행할 때마다 매번 다른 값으로 변경된다.

다음 사항을 기억하도록 하자.

• pi에는 결국 정수 변수의 주소가 할당되어야 한다.

• 이 변수들은 초기화되지 않았으므로 가비지 값을 가진다.

•  포인터 구현 자체에는 포인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참조하는지 포인터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추측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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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포인터의 타입은 지정되어 있고, 포인터가 올바르지 않게 사용되면 컴파일러

가 경고 또는 오류를 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비지 값은 할당된 메모리에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값이 존재할 수 있

음을 말한다. 메모리는 할당될 때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된 데이터가 메모

리상에 존재한다. 이 데이터가 부동 소수라면 이 값을 정수로 해석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전 값이 정수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숫값이 아니므로 결

국 그 값도 가비지 값일 뿐이다.

포인터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초기화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

을 것이다.

포인터 선언을 읽는 방법

포인터 선언을 이해하기 쉽게 읽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비결은 바로, 뒤에서부터 읽는 

것이다.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예제에 포함된 포인터 상수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const int *pci;

그림 1-3에서 보는 것처럼 포인터 선언을 뒤에서부터 읽음으로써 선언을 점차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1.변수pci

2.포인터변수pci

3.정수를가리키는포인터변수pci

4.상수정수를가리키는포인터변수pci

그림 1–3  포인터 선언을 읽는 방법

이미 많은 프로그래머가 선언을 뒤에서부터 읽는 것이 덜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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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포인터 표현이 있는 경우, 저자들이 이 책에서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자.

주소 연산자

주소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를 반환한다. 아래와 같이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여 pi 포인

터를 num 변수의 주소로 초기화할 수 있다.

num = 0;
pi = &num;

그림 1-4에서 설명하듯이 변수 num은 0으로 설정되고, 포인터 변수 pi는 num 변수의 주

소를 가리킨다.

그림 1–4  메모리 할당

포인터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다. 아래 예제는 포인터 변수 pi를 선언과 동

시에 num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초기화한다.

int num;
int *pi = &num;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포인터를 선언하면 다음의 코드는 대부분 컴파일러에서 구문 에러를 

반환한다.

num = 0;
pi = num;

다음과 비슷한 에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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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invalid conversion from ‘int’ to ‘int*’

에러 메시지는 변수 pi가 정수 포인터이고 num은 정수이므로 정수를 정수 포인터로 변환

할 수 없음을 말한다.

컴파일러는 일반적으로 정수를 포인터에 할당할 경우 경고나 오류를 발생시킨다.

포인터와 정수는 엄연히 다르다. 대부분 환경에서 정수와 포인터를 저장하는 데 같은 크기

의 바이트를 사용하지만, 이 둘은 같은 데이터 타입이 아니다. 그러나 정수를 정수 포인터

로 캐스팅하는 것은 가능하다.

pi = (int *)num;

실제 프로그램 실행 시 위 pi를 역참조하면 주소 0 위치의 역참조가 발생하여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지만, 위 코드 자체는 컴파일러에 의해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소 

0은 대부분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주소가 아니다. 이 내용에 대

해서 뒤에 나올 “Null의 개념” 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아래 코드에서 보는 것처럼 포인터는 가능한 한 빨리 초기화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잘못된 포

인터의 사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다.

int num;
int *pi;
pi = &num;

포인터 값 출력하기

위 예제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쉬운 설명을 위해 100과 104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매우 드물긴 하지만 실제 변수의 주소가 이런 주소를 가질 수도 있다. 변수의 주소는 아래 

코드와 같이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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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num = 0;
int *pi = &num;

printf(“Address of num: %d Value: %d\n”,&num, num);
printf(“Address of pi: %d Value: %d\n”,&pi, pi);

위 코드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아래 결과는 설명을 위한 주소가 아

닌 실제 주소를 보여준다. 여러분이 실행한 결과는 아마 다른 주소를 보여줄 것이다.

Address of num: 4520836 Value: 0
Address of pi: 4520824 Value: 4520836

printf 함수에는 표 1-2에 나열된 것처럼 포인터의 값을 출력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형식 지정자가 있다.

표 1–2  형식 지정자

형식 지정자 의미

%x 값을16진수로출력

%o 값을8진수로출력

%p 값을구현에따른방법(implementation-specific)으로출력

(일반적으로16진수로출력)

형식 지정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printf(“Address of pi: %d Value: %d\n”,&pi, pi);
printf(“Address of pi: %x Value: %x\n”,&pi, pi);
printf(“Address of pi: %o Value: %o\n”,&pi, pi);
printf(“Address of pi: %p Value: %p\n”,&pi, pi);

위 코드의 실행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pi 변수의 주소와 값을 출력한다. 이 경우 pi

는 num의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Address of pi: 4520824 Value: 4520836
Address of pi: 44fb78 Value: 44fb84
Address of pi: 21175570 Value: 21175604
Address of pi: 0044FB78 Value: 0044FB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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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지정자 %p는 %x와는 달리 16진수를 대문자로 표시한다. 이 책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주소 출력에 %p 형식 지정자를 사용한다.

포인터의 값, 즉 주소를 다양한 운영체제 환경에서 한결같이 출력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 

가지 방법은 포인터를 void 타입 포인터로 캐스팅하여 %p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

printf(“Value of pi: %p\n”, (void*)pi);

포인터를 void 포인터로 캐스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

의 예제들은 코드를 간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p 형식 지정자만을 사용하고, void 타입 포

인터로 캐스팅하지는 않는다.

가상 메모리와 포인터

주소 출력을 좀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 가상운영체제에서 표시되는 포인터의 주소가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 가상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 머신의 물리 주소 공

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프로그램은 페이지/프레임 단위로 물리 주소 공간을 나눠 

사용한다. 여기서 페이지는 메인 메모리 영역을 말한다. 애플리케이션의 페이지는 잠재적

으로 연속적이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거나 동시에 메모리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영체제는 페이지에 의해 메모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

고 필요한 시점에 다시 읽어 들이며, 일반적으로 이전과 다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다. 이

러한 기술은 꽤 유연한 메모리 관리 방법을 가진 가상 운영체제를 제공한다.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머신의 전체 물리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실

제 물리 메모리 주소와는 다른 가상 주소이다. 운영체제는 필요한 시점에 이 가상 주소를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로 변환한다.

즉, 페이지에 있는 코드와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메모리의 서로 다른 물리 위치

에 존재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가상 주소는 실행 중에 변경되지 않으며, 포인터의 내

용을 출력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주소이다. 또한, 가상 주소는 실제 주소로 운영체제에 

의해 투명하게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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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이 모든 내용은 운영체제에 의해 처리되며 프로그래머가 제어하거나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상 운영체제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메모리 

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접지정 연산자로 포인터 역참조하기

간접지정 연산자(*)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위치의 값을 반환하며 “참조 연산자로 포인

터 값의 참조”는 종종 포인터 역참조라고 불린다. 다음 예제에서는 변수 num과 pi가 선언

되고 초기화되었다.

int num = 5;
int *pi = &num;

그리고 다음 코드에서 변수 num의 값 5를 출력하기 위해 간접지정 연산자를 사용한다.

printf(“%p\n”,*pi); // 5 출력

그리고 또한 좌변값(lvalue)에 참조 연산자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좌변값은 할당 연산자

의 좌측에 위치한 피연산자를 말한다. 모든 좌변값은 값이 할당될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한 

값이어야 한다.

다음 코드는 포인터 변수 pi가 가리키는 정수에 200을 할당한다. pi는 변수 num을 가리키

고 있으며, 200이 변수 num에 할당된다. 그림 1-5는 메모리가 할당된 모습을 보여준다.

*pi = 200;
printf(“%d\n”,num); // 200 출력

그림 1–5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한 메모리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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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

포인터는 함수를 가리키도록 선언될 수 있다. 함수 포인터 선언은 일반적인 포인터 표기법

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아래는 이름이 foo이며 매개변수와 반환 값이 없는 함수 포인터 

선언 방법을 보여준다.

void (*foo)();

함수 포인터는 다뤄야 할 주제가 많으므로 3장에서 별도로 다룬다.

Null의 개념

널(Null)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하지만 종종 널이 가진 다양한 개념들이 잘못 이해되거

나 혼란을 일으킨다. 널은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한다.

• 널 개념

• 널 포인터 상수

• NULL 매크로

• NUL 아스키 문자

• 널 문자열

• 널 문장

포인터에 NULL이 할당되면 해당 포인터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널 개념

은 포인터가 다른 포인터와 다른 특별한 값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널이 할당된 포인

터는 메모리의 어떤 영역도 가리키지 않으며 두 개의 널 포인터는 항상 서로 같다. 일반적

이지는 않지만, 문자 포인터나 정수 포인터와 같이 각각의 포인터 타입을 위한 널 포인터 

타입이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널의 개념은 널 포인터 상수에 의해 지원되는 추상적 개념이다. 널 포인터 상수는 0이

거나 0이 아닐 수도 있으며, C 개발자는 널 상수의 실제 내부적인 표현에 대해서 신경 쓰

지 않아도 된다.

NULL 매크로는 상수 정수 0을 void 포인터로 캐스팅한 것이다.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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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정의된다.

#define NULL ((void *)0)

위 매크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널 포인터다. 이 널 포인터의 선언은 종종 stddef.

h, stdlib.h 그리고 stdio.h 같은 몇몇 헤더 파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만약 널을 표현하기 위해 컴파일러에 의해 0이 아닌 값이 사용되었다면, 컴파일러는 코드

의 포인터 문맥에 있는 모든 NULL 또는 0의 사용이 널 포인터로 처리되도록 보장할 책

임이 있다. 널의 실제 내부 표현 방법은 구현 방법에 따라 정의된 행동(Implementation-

defined)이며, NULL 그리고 0의 사용은 널 포인터를 나타내는 언어 수준의 심볼이기 때문

이다.

NUL 아스키 문자는 모두 0으로 채워진 바이트로 정의된다. 그러나 NUL은 널 포인터와 

같지 않다. C에서 문자열은 0으로 끝나는 문자들의 연속으로 표현된다. 널 문자열은 빈 문

자열이고 어떤 문자들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널 문장은 단일 세미콜론이 

포함된 문장으로 이뤄진다.

널 포인터는 연결 리스트에서 종종 리스트의 끝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많은 데

이터 구조의 구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포인터 변수 pi에 널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NULL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

pi = NULL;

널 포인터와 초기화되지 않은 포인터는 명백히 다르다. NULL을 포함한 포인터가 메모리상

의 어떤 위치도 참조하지 않지만, 초기화되지 않은 포인터는 어떤 값이라도 포함될 수 있

으며 참조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0 값은 포인터에 할당될 수 있지만 다른 정숫값들은 할당되지 않는다. 다음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pi = 0;
pi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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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 100; // 구문 에러
pi = num; // 구문 에러

포인터는 논리식 표현에서 단독으로 피연산자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코드처

럼 포인터가 NULL로 설정되었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

if(pi) {
 // 널이 아닌 경우
} else {
 // 널인 경우
}

위 코드에서 포인터 변수 pi가 NULL로 초기화된 상태라면 pi의 값은 이진수 0으로 해석

된다. 이진수 0은 C에서 false를 나타내므로 포인터 변수 pi가 NULL을 포함하고 있다면 

else 구문이 실행될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두 코드는 유효하지만 조금 장황한 표현 방법이다. 비록 명확해 보일 

수는 있지만, NULL의 명시적 비교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if(pi == NULL) ...
if(pi != NULL) ...

널 포인터가 포함한 주소는 유효한 주소가 아니므로 절대 역참조해서는 안 되며, 널 포인터

에 대한 역참조는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를 초래한다.

NULL 또는 0

포인터 코드를 작성할 때 NULL과 0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코드일까?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의 기

호에 달려 있다. 어떤 개발자들은 쉽게 포인터 코드임이 식별되는 NULL의 사용을 선호하

고 또 다른 개발자들은 NULL은 단지 0을 재정의했을 뿐 0을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

므로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NULL은 포인터가 아닌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종종 정상적으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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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인터가 아닌 곳에서 NULL의 사용은 NULL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리고 NUL 

아스키 문자가 필요한 곳에 NULL이 사용되면 확실히 문제가 발생한다. NUL 아스키 문

자는 표준 C 헤더 파일의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NUL 아스키 문자는 문자 리터럴 

‘\0’와 같은 뜻이며, 십진수 값 0을 의미한다.

0은 쓰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0은 몇몇 상황에서는 정수 0을 의미하고, 몇

몇 다른 상황에서는 널 포인터를 의미한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int num;
int *pi = 0;  // 널 포인터 NULL을 의미한다
pi = &num;
*pi = 0;  // 정수 0을 의미한다

C 프로그래머들은 하나의 연산자를 중첩되는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 데 꽤 익숙한 편이다. 

예를 들어, 별표(*)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용도 이외에도 포인터를 역참조하거나 두 수를 곱

하는 데도 사용된다. 0 역시 중첩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연산자인 별표(*)와 달리 

피연산자를 중첩된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다소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void 포인터

void 포인터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도 참조할 수 있는 범용 포인터다. 아래에 void 포인터 선

언의 예제가 있다.

void *pv;

void 포인터 선언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다.

• void 포인터는 char 포인터와 같은 표현과 메모리 정렬 방법을 사용한다.

•  void 포인터는 다른 포인터와 절대 같지 않다. 하지만 NULL 값이 할당된 두 개의 

void 포인터는 서로 같다. void 포인터의 실제 동작은 시스템에 의존적이다.

모든 포인터는 void 포인터에 할당될 수 있으며, 할당된 포인터는 다시 원래의 타입으로 캐

스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래의 타입으로 캐스팅이 일어나면 포인터의 값은 기존 값과 같

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아래 코드에 설명되어 있다. 정수 포인터가 void 포인터에 할당되

고 다시 원래의 정수 포인터에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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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num;
int *pi = &num;
printf(“Value of pi: %p\n”, pi);
void* pv = pi;
pi = (int*) pv;
printf(“Value of pi: %p\n”, pi);

위 코드가 실행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포인터 주소가 출력된다.

Value of pi: 100
Value of pi: 100

void 포인터는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에 사용되며, 함수 포인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8장

의 “C 언어에서의 다형성” 절에서 다형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 void 포인터를 다시 다

룰 것이다.

void 포인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임의의 포인터를 void 포인터로 캐스팅한 후, 기존 

타입이 아닌 전혀 다른 타입의 포인터로 캐스팅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void 포인터에 sizeof 연산자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void 자체는

sizeof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다.

size_t size = sizeof(void*); // 유효함
size_t size = sizeof(void);  // 유효하지 않음

여기서 사용된 size_t는 크기를 나타내는 타입이며, 이 장의 뒤에 나오는 “미리 선언된 포

인터와 관련된 타입” 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전역 포인터와 정적 포인터

포인터가 전역 또는 정적으로 선언되면 해당 포인터는 프로그램 시작 시에 NULL로 초기

화된다. 아래는 전역 포인터와 정적 포인터 선언의 예를 보여준다.

int *globalpi;

void f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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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c int *staticpi;
   ...
}

int main() {
   ...
}

그림 1-6은 위 코드의 메모리 상태를 보여준다. 스택 프레임(Stack frame)이 스택에 입력되

고 힙(heap) 영역은 동적 메모리 할당에 사용된다. 힙 위에 있는 영역은 정적(static)/전역

(global) 변수를 위해 사용된다. 그림 1-6은 단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며, 정적 변수

와 전역 변수는 종종 스택과 힙이 위치한 데이터 세그먼트와는 분리된 별도의 데이터 세그

먼트에 위치한다. 스택과 힙에 대해서는 3장의 “프로그램 스택과 힙”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정적/전역

힙

스택

그림 1–6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를 위한 메모리 할당

포인터의 크기와 데이터 타입

포인터의 크기는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과 다른 환경으로의 이식 가능성을 고민할 때 문

제가 된다.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 환경에서 포인터의 크기는 일반적으

로 포인터 타입에 상관없이 같다. 예를 들면, char에 대한 포인터는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와 크기가 같다. C 표준에서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한 포인터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터의 크기는 동일하다. 하지만 함수에 대한 포인터

와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의 크기는 다를 수도 있다.



21포인터의크기와데이터타입

포인터의 크기는 사용하는 장비와 컴파일러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최근에 널리 사용

되는 윈도우 버전에서 포인터의 크기는 32 또는 64비트이며, 오래된 DOS 그리고 윈도우 

3.1 운영체제에서 포인터는 16 또는 32비트다.

메모리 모델

64비트 컴퓨터의 도입으로 C 기본 데이터 타입의 메모리 크기 차이가 더 확실해졌다. 컴퓨

터와 컴파일러들은 C 기본 데이터 타입의 메모리 할당을 위해 저마다 다른 옵션의 메모리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 메모리 모델들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표기법을 

사용한다.

I In L Ln LL LLn P Pn

각 대문자는 정수(Integer), 롱(Long), 포인터(Pointer)에 해당하며, 각 소문자는 타입에 할

당된 비트 수다. 표 1-31은 이러한 메모리 모델을 정리한 것이며, 표 안의 숫자는 비트 수를 

나타낸다.

표 1–3  컴퓨터 메모리 모델

C 데이터 타입 LP64 ILP64 LLP64 ILP32 LP32

char 8 8 8 8 8

short 16 16 16 16 16

__int32 32

int 32 64 32 32 16

long 64 64 32 32 32

longlong 64

pointer 64 64 64 32 32

메모리 모델은 운영체제와 컴파일러에 따라 다르다. 운영체제들은 하나 이상의 메모리 모

델을 지원하며, 각 메모리 모델은 컴파일러 옵션에 따라 제어된다.

1 출처:http://en.wikipedia.org/wiki/64-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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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의된 포인터 관련 데이터 타입

포인터를 다룰 때, 다음 네 가지의 사전 정의된(Predefined) 데이터 타입이 종종 사용된다.

•   size_t

안전한 크기 타입 제공을 위해 사용

•   ptrdiff_t

포인터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

•   intptr_t 와 uintprt_t

포인터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

바로 다음 절에서 ptrdiff_t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ptrdiff_t에 대해서

는 좀 더 뒤에 나올 “두 포인터의 빼기 연산” 절에서 다룰 것이다.

size_t 타입의 이해

size_t 타입은 C 언어에서 임의의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나타낸다. 크기를 표현

하는 데 음수의 사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size_t는 부호 없는 정수를 사용한다. size_t 

타입을 쓰는 이유는 시스템에서 주소 지정이 가능한 메모리 영역과 일치하는 크기를 선언

하는 이식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size_t 타입은 sizeof 연산자의 반환 타입으

로 사용되며 많은 함수들의 인자로도 사용된다. malloc 함수와 strlen 함수가 size_t 타입

을 반환하거나 인자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함수다.

문자의 수나 배열 인덱스와 같은 크기 변수를 선언할 때는 size_t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

다. size_t 타입은 반복문(loop)의 카운터나 배열의 참조 그리고 때로는 포인터 연산에 사

용될 수 있다.

size_t 타입의 선언은 구현 방법에 따라 정의된 행동(Implementation-defined behavior)이며, 

stdio.h, stdlib.h 같은 헤더 파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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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ndef __SIZE_T
#define __SIZE_T
typedef unsigned int size_t;
#endif

size_t 타입 선언을 둘러싼 define 지시문은 size_t 타입이 중복해서 정의되지 않도록 한다. 

실제 크기는 구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2비트 시스템에서 32비트, 64비트 시스템에

서 64비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size_t 타입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SIZE_MAX

로 선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size_t 타입은 포인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size_t 타입이 포인터와 

같은 크기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의 뒤에 나올 “포인터와 sizeof 연산자 사용하기”

에서 다루겠지만, 포인터의 저장에는 intptr_t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size_t 타입의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size_t 타입은 부호 없는 

정수(unsigned int)이며, 출력 시 잘못된 형식 지정자를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값이 출력된

다. size_t 타입의 출력에는 %zu 지정자를 사용하도록 하자. %zu 형식 지정자가 지원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대안으로 %u 또는 %lu 지정자를 사용할 수 있다.

아래 예제를 살펴보자. 변수를 size_t 타입으로 선언하고 두 가지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여 

변수의 내용을 출력한다.

size_t sizet = -5;
printf(“%d\n”,sizet);
printf(“%zu\n”,sizet);

size_t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는 양수 값을 할당할 목적이기 때문에 음수를 할당할 경우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size_t 타입 변수에 음수를 할당하고, 각각 %d 그리고 %zu 형

식 지정자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출력된다.

-5
4294967291

%d 지정자는 size_t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를 부호 있는 정수(signed integer)로 해석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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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25 값을 출력한다. 반면에 %zu 지정자는 변수를 부호 없는 정수(unsigned integer)

로 해석한다. 25 값이 부호 있는 정수로 해석되면 변수의 최상위 비트가 1로 설정되며, 이

것은 해당 정수가 음수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변수가 부호 없는 정수로 해석되면 최상위 

비트는 2의 거듭제곱으로 해석된다. (옮긴이_최상위 비트는 32번째 자리이며 232에 해당하는 값) 

이것이 바로 %zu 형식 지정자를 사용했을 때 매우 큰 정수가 출력되는 이유다.

아래 코드처럼 양의 정숫값은 %d와 %zu의 두 형식 지정자에서 정상적으로 출력된다.

sizet = 5;
printf(“%d\n”,sizet);  // 5 출력
printf(“%zu\n”,sizet); // 5 출력

size_t 타입이 부호 없는 정수이므로, 이 타입의 변수에는 항상 양의 정수를 할당해야 한다.

포인터와 sizeof 연산자 사용하기

포인터의 크기를 확인하는 데 sizeof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아래 코드는 char 포인터에 

대한 크기를 출력한다.

printf(“Size of *char: %d\n”,sizeof(char*));

위 코드의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Size of *char: 4

포인터의 크기를 알 필요가 있을 때 항상 sizeof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하자.

함수 포인터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보통은 주어진 환경의 운영체제와 컴파일러의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컴파일러는 32비트나 64비트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지원하며, 같은 프

로그램도 컴파일 옵션에 따라 다른 포인터 크기를 가진다.

하버드 아키텍처(Harvard architecture)에서는 코드와 데이터가 다른 물리 메모리에 저장된

다. 예를 들어, 인텔 MCS-51(8051)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하버드 아키텍처이다. 비록 인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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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 칩을 더는 생산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바이너리 호환 가능한 파생적인 제품들

을 이용할 수 있다. SDCC(Small Device C Compiler)가 이러한 종류의 프로세서를 지원한

다. 이 장비에서 포인터는 1바이트에서 4바이트의 길이를 가질 수 있다. 게다가 보통은 주

어진 환경의 운영체제와 컴파일러의 조합에 의해 포인터의 크기가 결정되지만, 하버드 아키

텍처는 필요시 결정된다.

intptr_t와 uintptr_t 사용하기

intptr_t와 uintptr_t 타입은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이 두 타입은 다른 

환경으로 이식이 가능하고 안전한 포인터 선언 방법을 제공하며,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하

는 포인터와 같은 크기다. 포인터를 정수 표현으로 변환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uintptr_t 타입은 inptr_t 타입의 부호 없는(unsigned) 버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연산에

서 intptr_t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uintptr_t 타입은 intptr_t 타입만큼 유연하지 

않고 사용이 제한적이다. 아래는 intptr_t 타입의 사용 방법을 보여준다.

int num;
intptr_t *pi = &num;

다음 코드처럼 정수 변수의 주소를 uintptr_t 타입의 포인터에 할당하면 문법 오류가 발생

한다.

uintptr_t *pu = &num;

오류는 다음과 같다.

error: invalid conversion from ‘int*’ to
       ‘uintptr_t* {aka unsigned int*}’ [-fpermissive]

그러나 타입을 캐스팅하면 정상 할당된다.

intptr_t *pi = &num;
uintptr_t *pu = (uintptr_t*)&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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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ntptr_t 타입은 캐스팅 없이 다른 타입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char c;
uintptr_t *pc = (uintptr_t*)&c;

이러한 타입들은 이식성과 안전성 이슈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 책의 예제에서

는 코드를 간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포인터를 정수로 캐스팅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정수가 4바이트인 경우 64비트 포인터를 

정수로 캐스팅하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

초기 인텔 프로세서들은 근거리 포인터(Near Pointer) 및 원거리 포인터(Far Pointer)와 연

관된 16비트 세그먼트 아키텍처를 사용했다. 오늘날의 가상 메모리 구조에서 더 이상 의미

는 없지만, 근거리와 원거리 포인터는 초기 인텔 프로세서의 세그먼트 아키텍처를 지원하

기 위한 C 표준의 확장이었다. 근거리 포인터는 한 번에 64KB의 메모리만 지정할 수 있고, 

원거리 포인터는 1MB의 메모리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근거리 포인터보다 연산이 느리다. 

거대 포인터(Huge Pointer)는 원거리 포인터가 정규화(Normalized)된 것으로 높은 세그

먼트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포인터 연산자

포인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연산자가 있다. 지금까지는 역참조 연산자와 주

소 연산자만을 시험했다. 이 절에서는 포인터의 산술 연산과 비교 연산을 좀 더 깊게 살펴

볼 것이다. 표 1-4는 포인터 연산자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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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포인터 연산자

연산자 이름 의미

* 포인터선언

* 역참조 포인터역참조

-> 포인터 포인터로참조된구조체의멤버접근

+ 더하기 포인터증가

- 빼기 포인터감소

==!= 같음,같지않음 두포인터의비교

>>=<<= 큼,크거나같음,작음,작거나같음 두포인터의비교

(데이터타입) 캐스팅 포인터타입변환

포인터 산술 연산

다음을 포함한 몇 가지 산술 연산을 포인터 데이터에 수행할 수 있다.

• 포인터에 정수를 더하기

• 포인터에 정수를 빼기

• 서로 다른 두 포인터를 빼기

• 포인터 비교

이러한 연산들이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도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포인터에 정수 더하기

이 연산은 매우 흔하게 사용되며, 또한 유용하기도 하다. 포인터에 정수를 더하면, 실제 더

해진 양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에 더해진 정수를 곱한 만큼이 된다. (옮긴

이_예를 들어, 정수형 포인터에 4를 더했다면, 실제로는 4(정수형 포인터의 크기)*4(더해진 정수) = 

16바이트가 된다.)

기본 타입의 크기는 앞의 “메모리 모델”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스템마다 매우 다양하다. 

표 1-5에서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크기를 보여준다. 이 책에서는 별다

른 언급이 없는 한 이 표에 정의된 크기가 예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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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데이터 타입 크기

데이터 타입 크기(byte)

byte 1

char 1

short 2

int 4

long 8

float 4

double 8

포인터에 정수를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정수 배열을 사용한다. 아래

에 보이는 것처럼 매번 1씩 pi에 더하면 실제 주소 값에는 4가 더해진다. 이 변수들이 할당

된 메모리가 그림 1-7에 설명되어 있다. 포인터는 이러한 산술 연산을 지원하기 위해 선언 

시 데이터 타입과 함께 선언되며, 타입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타입에 따른 포인터 값의 자

동 조정이 가능해진다.

int vector[] = {28, 41, 7};
int *pi = vector;  // pi: 100

printf(“%d\n”,*pi);  // 28 출력
pi += 1;   // pi: 104
printf(“%d\n”,*pi);  // 41 출력
pi += 1;   // pi: 108
printf(“%d\n”,*pi);  // 7 출력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주소를 나타내며, 이 주소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에 해당

한다.

그림 1–7  vector 변수의 메모리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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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로 pi 포인터에 배열의 시작 위치를 할당한 후 포인터에 3을 더했다. 결과는 pi의 

주소에 해당하는 112를 가리키게 된다.

pi = vector;
pi += 3;

포인터 pi는 vector 배열의 끝을 넘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연산은 아무 쓸모가 없지

만, 포인터 연산을 행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배열의 끝을 넘어 메모리에 접

근하는 일은 위험하므로 피해야 한다. 접근한 메모리 영역이 유효한 변수인지에 대한 아무

런 보장이 없으며, 유효하지 않거나 잘못된 주소를 계산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발생한다.

아래의 선언은 short 그리고 char 타입 포인터에 대한 더하기 연산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short s;
short *ps = &s;
char c;
char *pc = &c;

위 선언으로 그림 1-8처럼 메모리가 구성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사용된 주소는 모두 

4바이트 워드 경계(boundary)를 가진다고 가정했다. 실제 주소에서는 다른 경계와 순서로 

정렬될 수 있다.

그림 1–8  short 포인터와 char 포인터

다음 순서로 각각의 포인터에 1씩 더하고 포인터의 내용을 출력한다.

printf(“Content of ps before: %d\n”,ps);
ps = ps + 1;
printf(“Content of ps after: %d\n”,ps);

printf(“Content of pc before: %d\n”,pc);
pc = pc + 1;
printf(“Content of pc after: %d\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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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코드가 실행되면 다음과 비슷한 결과를 보게 된다.

Content of ps before: 120
Content of ps after: 122
Content of pc before: 128
Address of pc after: 129

pi 포인터는 short 타입이 2바이트이기 때문에 2만큼 증가했고, pc 포인터는 char 타입이 1

바이트이기 때문에 1만큼 증가했다. 이 주소들은 설명을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의미 있는 데

이터는 아니다.

void 포인터와 더하기 연산

대부분 컴파일러는 확장 기능으로 void 포인터에 대한 산술 연산을 지원한다. 여기에서는 

void 포인터가 4바이트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void 포인터에 1을 더하는 시도는 문법 경고

를 발생시킨다. 아래 예제는 void 포인터 선언 후 1을 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int num = 5;
void *pv = &num;
printf(“%p\n”,pv);
pv = pv+1; // 경고 발생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출력된다.

warning: pointer of type ‘void *’ used in arithmetic [-Wpointer-arith]

이 구문이 C 표준이 아니므로 컴파일러는 경고를 출력한다. 그러나 실행 결과 pv에 포함

된 주소는 1바이트만큼 증가한다.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void 타입을 1바이트 크기의 데이

터 타입으로 다룬다. pv가 void 타입에 대한 포인터이므로 주소가 1바이트만큼 증가한다.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void 데이터 타입에 sizeof 연산자를 이용하면 경고를 발생시킨다. 이

와 달리, void 타입에 대한 포인터는 일반적으로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진다.

포인터에서 정수 빼기

포인터에 정수를 더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숫값을 빼는 것도 가능하다. 더하기 연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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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타입의 크기를 지정된 정수 횟수만큼 뺀다. 포인터에 대한 빼기 연산을 설명하

기 위해 아래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수 배열을 사용한다. 이 예제에 의해 생성되는 메모

리의 구조는 앞의 예제에서 사용된 그림 1-7과 같다.

int vector[] = {28, 41, 7};
int *pi = vector + 2;  // pi: 108

printf(“%d\n”,*pi);  // 7 출력
pi--;   // pi: 104
printf(“%d\n”,*pi);  // 41 출력
pi--;   // pi: 100
printf(“%d\n”,*pi);  // 28 출력

pi에서 1을 뺄 때마다 주소 값이 4씩 줄어든다.

두 포인터의 빼기 연산

포인터에서 포인터를 빼면 두 포인터 주소 사이의 차를 얻게 된다. 두 포인터 사이의 차는 

배열 요소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

포인터 사이의 빼기 연산의 결과는 포인터 타입을 단위로 하는 차이를 나타내며, 피연산자

의 순서에 따라 차이의 값이 양수이거나 음수가 된다. 이것은 포인터 타입의 크기만큼 더

해지는 포인터 더하기 연산과도 일치한다. 다음 예제에서 배열과 배열의 요소들에 대한 포

인터들을 선언한다.

int vector[] = {28, 41, 7};
int *p0 = vector;
int *p1 = vector+1;
int *p2 = vector+2;

printf(“p2-p0: %d\n”,p2-p0); // p2-p0: 2
printf(“p2-p1: %d\n”,p2-p1); // p2-p1: 1
printf(“p0-p1: %d\n”,p0-p1); // p0-p1: -1

첫 번째 printf 문장에서 배열의 마지막 요소와 첫 번째 요소의 위치 차이가 2인 것을 확인

한다. 즉, 배열의 마지막 요소와 첫 번째 요소 사이에 인덱스 2 차이가 난다. 마지막 printf 

문장에서의 차이는 21이며, p0가 p1 바로 앞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9는 이 예제의 메

모리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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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두 포인터의 빼기 연산

ptrdiff_t 타입은 두 포인터의 차를 표현하기 위한 이식성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앞의 예제

에서 두 포인터 차의 결과는 ptrdiff_t 타입으로 반환된다. 포인터의 크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ptrdiff_t 타입을 사용하면 포인터의 차를 다루는 일을 간소화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을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하여 두 수를 빼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아래 예제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에 있는 값 사이의 차를 계산하기 

위해 포인터를 사용한다.

printf(“*p0-*p1: %d\n”,*p0-*p1); // *p0-*p1: -13

포인터 비교

표준 비교 연산자로 포인터를 비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터를 비교하는 일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 배열 요소에 대한 포인터들을 비교할 때, 비교의 결과는 배열 요소들의 상

대적인 순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앞에서 다룬 “두 포인터의 빼기 연산” 절에서 작성한 vector 예제를 포인터의 비교를 설명

하기 위해 여기서 다시 사용한다. 몇몇 비교 연산자를 포인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비교의 

결과 true의 의미로 1이 표시되고 false의 의미로 0이 표시된다.

int vector[] = {28, 41, 7};
int *p0 = vector;
int *p1 = vector+1;
int *p2 = vector+2;

printf(“p2>p0: %d\n”,p2>p0); // p2>p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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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f(“p2<p0: %d\n”,p2<p0); // p2<p0: 0
printf(“p0>p1: %d\n”,p0>p1); // p0>p1: 0

일반적인 포인터 사용

포인터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 절에서는 다음을 포함한 포인터의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서 다룬다.

• 다중 수준 간접지정

• 상수 포인터

다중 수준 간접지정

포인터는 다중 수준 간접지정(indirection)을 이용할 수 있다. 어떤 변수가 포인터에 대한 포

인터로 선언된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이중포인터(double point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중 포인터에 대한 좋은 예는 main 함수에 전통적인 argc와 argv 매개변수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 인자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아래 예제는 3개의 배열을 사용한다. 첫 번째 배열은 전체 책 제목 목록을 포함하는 문자

열 배열이다.

char *titles[] = {“A Tale of Two Cities”,
 “Wuthering Heights”,”Don Quixote”,
 “Odyssey”,”Moby-Dick”,”Hamlet”,
 “Gulliver’s Travels”};

추가적인 두 개의 배열은 전체 책 목록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과 영어책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이 두 배열은 titles 배열로부터 책 제목을 복사하여 가지는 것보

다 titles 배열에서 해당 책 제목의 주소를 포함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 두 배열은 

char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로 선언되어야 하며 배열의 요소들은 titles 배열 요소들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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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해야 한다. 이 방법의 결과 각각의 책 제목에 대한 메모리 복사를 피할 수 있으며 

책 제목이 한 곳에만 위치하게 된다. 만약 책 제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한 곳에

서만 책 제목 변경을 하면 된다.

두 개의 배열은 아래처럼 선언된다. 각각의 배열 요소는 char 포인터의 포인터로 구성된다.

char **bestBooks[3];
char **englishBooks[4];

아래 코드에서 이 두 배열을 초기화하고 하나의 배열 요소를 출력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

된 초기화 문장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값은 배열의 인덱스가 먼저 적용되고 그다음으로 주

소 연산자가 적용되어 할당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문장은 titles 배열의 4번째 요

소의 주소가 bestBooks 배열의 두 번째 요소에 할당된다.

bestBooks[0] = &titles[0];
bestBooks[1] = &titles[3];
bestBooks[2] = &titles[5];

englishBooks[0] = &titles[0];
englishBooks[1] = &titles[1];
englishBooks[2] = &titles[5];
englishBooks[3] = &titles[6];

printf(“%s\n”,*englishBooks[1]); // Wuthering Heights 출력

이 예제의 메모리 구성은 그림 1-10과 같다.

그림 1–10  포인터의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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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수준 간접지정의 사용은 프로그래머의 코드 작성 방법에 많은 유연함을 제공한다. 

특정 작업의 경우, 다중 수준 간접지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들어, 책 제목의 주소가 변경된다면 title 배열에서만 수정하면 되며 다른 배열을 수

정할 필요가 없다.

언어 자체에 내재한 간접지정의 수준에 대한 제한은 없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수준의 간

접지정을 이용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까다로울 수 있다.

상수와 포인터

C에서 포인터에 const 키워드를 함께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기능이 제공된다. const 키워

드와 포인터의 사용은 몇몇 상황에 전혀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보호 방법을 제공한다. 특

히 상수 포인터가 이러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며, 3장과 5장에서 상수 포인터가 함수에 

의한 매개변수의 변경으로부터 함수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상수에 대한 포인터

포인터는 상수를 가리키도록 정의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포인터는 포인터가 참조하는 값을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 예제에서 정수와 상수 정수를 선언한다. 다

음으로 정수에 대한 포인터와 상수 정수에 대한 포인터를 선언하고 각각의 정수로 초기화

한다.

int num = 5;
const int limit = 500;
int *pi;    // 정수 포인터
const int *pci;   // 상수 정수 포인터

pi = &num;
pci = &limit;

이 내용이 그림 1-11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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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상수 정수 포인터

아래 코드는 위에서 선언된 변수들의 주소와 값을 출력한다.

printf(“  num - Address: %p value: %d\n”,&num, num);
printf(“limit - Address: %p value: %d\n”,&limit, limit);
printf(“   pi - Address: %p value: %p\n”,&pi, pi);
printf(“  pci - Address: %p value: %p\n”,&pci, pci);

위 코드가 실행되면 아래와 비슷한 결과를 보게 된다.

  num - Address: 100 value: 5
limit - Address: 104 value: 500
   pi - Address: 108 value: 100
  pci - Address: 112 value: 104

상수 포인터에 대한 역참조는 단지 정수의 값을 읽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 다음과 같은 

방법은 매우 정상적인 코드 작성 방법이며 유용하게 사용된다.

printf(“%d\n”, *pci);

포인터가 참조하는 값을 변경하기 위해 상수 포인터를 역참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포인터 

값 자체는 상수가 아니므로 포인터 자체의 값은 변경할 수 있다. 즉, 포인터는 다른 상수 정

수나 정수를 참조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상수 포인터 값 자체의 변경은 전혀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상수 포인터의 선언은 단지 포인터를 통해 참조된 값의 변경만을 제한한다.

이 말은 곧 다음 코드가 유효함을 의미한다.

pci = &num;

pci 포인터를 역참조하여 값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값을 수정하기 위해 pci 포인터를 역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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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수는 없다. 

pci 변수를 역참조하여 값을 할당하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생각해 보자.

*pci = 200;

이 코드는 다음과 같은 구문 오류를 발생시킨다.

‘pci’ : you cannot assign to a variable that is const

pci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num은 상수는 아니지만, pci 포인터는 자신이 상수 정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 pci 포인터를 통해 num 정수의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다. num 변수를 사용하면 여전히 그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 pci 변수를 통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

개념적으로 상수 포인터는 그림 1-12처럼 묘사될 수 있다. 투명한 흰 상자는 변경 가능한 

변수를 나타내며, 음영 처리된 상자는 변경할 수 없는 변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pci 변수

에 의해 가리켜진 음영 처리된 상자 역시 pci 변수를 통해 변경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점

선은 포인터가 해당 데이터 타입을 가리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의 예제에서 pci 포인터는 

limit 변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림 1–12  상수 정수 포인터

상수 정수를 가리키는 pci 포인터 변수의 선언은 다음을 의미한다.

• pci는 다른 상수 정수를 가리키도록 할당될 수 있다.

• pci는 다른 비상수 정수를 가리키도록 할당될 수 있다.

• pci는 가리키는 정수의 값을 읽기 위해 역참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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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i는 가리키는 정수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 역참조될 수 없다.

상수 정수 선언 시 const와 type의 키워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아래 두 코드는 같은 의

미다.

const int *pci;
int const *pci;

비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

비상수(nonconstant)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 역시 선언할 수 있으며, 이 선언의 의미는 포

인터 자체의 값, 즉 가리키는 대상은 변경할 수 없지만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값은 변경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에 이러한 상수 포인터 선언의 예가 있다.

int num;
int *const cpi = &num;

위 선언은 다음을 의미한다.

• cpi 변수는 비상수 변수로 초기화되어야 한다.

• cpi 변수는 변경될 수 없다.

• cpi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은 변경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위 포인터의 선언은 그림 1-13처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13  비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

cpi 변수를 역참조하여 읽거나 cpi 변수를 역참조하여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하

다. 아래와 같이 cpi를 역참조하여 값을 변경할 수 있다.

*cpi = limit;
*cpi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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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 코드처럼 cpi 변수를 상수 정수로 초기화하면 컴파일러는 경고를 발생한다.

const int limit = 500;
int *const cpi = &limit;

경고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warning: initialization discards qualifiers from pointer target type

cpi는 상수 limit을 가리키고 있지만, 상수 limit은 cpi 포인터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바람직한 선언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수는 상수로 남길 원한다.

cpi 변수는 주소가 할당되면 아래와 같이 새 값을 할당할 수 없다.

int num;
int age;
int *const cpi = &num;
cpi = &age;

새로운 값을 할당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cpi’ : you cannot assign to a variable that is const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포인터의 값은 변경될 수 없으며,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 역시 포인터를 통해 변경될 수 없다. 아래는 상수 정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의 예다.

const int * const cpci = &limit;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는 그림 1-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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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

상수 포인터처럼 cpci에 상수의 주소를 꼭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일반 정수 

num의 주소를 아래와 같이 할당할 수 있다.

int num;
const int * const cpci = &num;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는 변수의 선언과 함께 초기화해야 한다. 아래 코드처럼 선언

과 함께 초기화하지 않는다면 구문 오류가 발생한다.

const int * const cpci;

구문 오류는 다음과 비슷할 것이다.

‘cpci’ : const object must be initialized if not extern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 포인터 데이터의 변경

• 포인터에 의해 가리켜진 데이터의 변경

cpci 변수에 새 값의 할당을 시도하면 구문 에러가 발생한다.

cpci = &num;

구문 에러는 다음과 같다.

‘cpci’ : you cannot assign to a variable that is co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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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코드처럼 포인터를 참조하여 새 값을 할당하려는 시도 역시 구문 오류를 발생시킨다.

*cpci = 25;

다음과 비슷한 구문 오류가 발생한다.

‘cpci’ : you cannot assign to a variable that is const expression must be a modifiable 
lvalue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는 코드 작성 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다중 수준 상수 포인터

상수 포인터는 다중 수준 간접지정이 가능하다. 아래 예제에서 앞의 절에서 다룬 cpci 포

인터를 가리키는 새로운 포인터를 선언한다. 복잡한 선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

이 선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const int * const cpci = &limit;
const int * const * pcpci;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 그리고 다시 상수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그림 1-15와 

같은 모습이다.

그림 1–15  다중 수준 상수 포인터

아래 코드는 위 상수의 사용 예를 보여준다. 실행 결과로 500이 두 번 출력된다.

printf(“%d\n”,*cpci);
pcpci = &cpci;
printf(“%d\n”,**pcp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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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절에서 언급한 네 종류의 포인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포인터 종류 포인터 데이터 변경 포인터 대상 데이터 변경

비상수를가리키는포인터 O O

상수를가리키는포인터 O X

비상수를가리키는상수포인터 X O

상수를가리키는상수포인터 X X

요약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포인터의 선언과 사용법을 포함한 포인터의 기초에 대해서 다뤘다. 

그리고 다양한 포인터 연산자와 함께 흥미로운 널(null)의 개념과 널의 변형에 대해서도 언

급했다.

포인터의 크기가 대상 장비의 메모리 모델과 컴파일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포인터와 const 키워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 배운 기반 지식은 이후의 장에서 다룰 포인터의 다용한 활용 분야를 탐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러한 분야에는 함수의 매개변수로 구조체를 전달하기 위한 포인터

의 사용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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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적 메모리 해제 실패에 의한 숨겨진 메모

리 누수 49

  동 적 메모리 해제 후 NULL 할당하기  

 62, 225

  동 적 메모리 해제를 위한 RAII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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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적 메모리 해제 시에 민감한 데이터 지우기 

 226

  동적 메모리 해제와 재사용 65

  동 적 메모리 해제의 가비지 컬렉션 71-72

  동적 메모리 해제의 예외 처리 73

  애 플리케이션 종료 시 동적 메모리 해제 65

  할 당 해제된 포인터 참조하기  

 (댕글링 포인터 참조)

  함 수에 의해 반환된 동적 메모리 해제 86

 사 용자 정의 동적 메모리 풀 관리하기 183-185

등호(=)

 초기화 연산자 55

 할당 연산자 55

등호, 같음 연산자(==) 27

따옴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참조)

ㄹ

런타임 시스템 43

로컬 변수

 로컬 변수 스택 43, 76, 77, 78

 로컬 변수 포인터 반환하기 87-88

ㅁ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마 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의 malloca 함수 60

 마 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의 메모리 관리 70

 마 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의 예외 처리 73

매개변수

 값에 의해 전달된 매개변수 81, 82

 매개변수 스택 78, 79

 매 개변수로 다차원 배열 전달하기 127-131

 매 개변수로 문자열 전달하기 141, 160-166

 매개변수로 배열 전달하기 119-120

 매개변수로 상수 포인터 전달하기 83-84

 매 개변수로 포인터의 포인터 전달하기 89-92

 매개변수로 함수 포인터 전달하기 97-98

 매개변수에 널 포인터 전달하기 89

 포인터에 의해 전달된 매개변수 80-82

매크로 정의를 이용한 포인터 선언 210

메모리

 가상 메모리 주소 13

 동적 메모리 (동적 메모리 참조)

 메모리 생명주기 3

 메모리 종류 3

 메모리의 범위 3

 스택 메모리 (스택 참조)

 자동 메모리 3

 전역 메모리 3

 정적 메모리 3

 특 수 목적 주소 메모리 접근하기 232-233

 힙   (힙 참조)

메모리 누수 47-50

 구조체 사용에 의한 메모리 누수 181

 메모리 누수 탐지 70

 메 모리 주소 손실에 의한 메모리 누수 48-49

 반 환 메모리 해제 실수에 의한 메모리 누수 86

 숨겨진 메모리 누수 50

명령줄 인자 165-166

문자

 문자 포인터 144, 182

 문자의 배열로 문자열 선언하기 144

문자 리터럴 143, 150

문자열  141-151

 문자 리터럴 142

 문자열 리터럴로 선언된 문자열 142

 문자열 복사하기 154-156

 문자열 비교 151-153

 문자열 연결하기 156-160

 문 자열을 명령행 인자로 전달하기 165-166

 문자열을 함수로 전달하기 141, 160-165

 문자열을 함수에서 반환하기 16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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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열의 길이 142, 146

 문자열의 메모리 위치 150

 문 자열의 범위를 벗어난 메모리 영역에 쓰기  

  219-220

 문자열의 초기화 146-151, 163-165

 문자의 배열로 선언된 문자열 143

  문 자의 배열로 선언한 문자열을 함수 인자

로 전달하기 161

  문 자의 배열로 선언한 문자열의 초기화 144

 문자의 포인터로 선언된 문자열 143

  문 자의 포인터로 선언된 문자열을 함수 인자

로 전달하기 162

  문 자의 포인터로 선언된 문자열의 초기화  

 146-149

 바이트 문자열 142

 와이드 문자열 142

문자열 리터럴  142

 문자열 리터럴 수정하기 145

 문자열 리터럴을 상수로 선언하기 145

 문자열 리터럴의 메모리 위치 144-145

문자열 리터럴 풀 144-145

문자열 선언 143-144

ㅂ

바이트 문자열 143

배열  105-119

 1차원 배열 106-107, 114, 122-124

 2차원 배열 108-109, 131-134

 가변 길이 배열(VLA) 60-61

 가변 배열 135-138

 다차원 배열 109

 다차원 배열 포인터 124-127

 다 차원 배열을 함수로 전달하기 127-131

 문자의 배열로 문자열 선언하기 144

 배열 정렬 171-174

 배열 크기 조정 115-119

 배열 크기 18, 106, 107, 113, 215-216

 배열 표기법 214-215

 배열과 포인터의 배열과 비교 113

 배열과 포인터의 비교 105, 106

 배열을 함수로 전달하기 119-121

 배열의 범위를 벗어난 메모리 접근하기 214-215

 배열의 선언 106-110

 배열의 초기화 108, 109

 배 열의 포인터 표기법 110-112, 114, 121-122, 

  126, 127

 배열의 포인터 110-113

 배열처럼 포인터 사용하기 127, 131-139

 포인터의 배열 122-124

 함수 포인터의 배열 99-100

배열 선언 106-110

버퍼 오버플로 212

 m alloc 함수 호출 실패에 의한 버퍼 오버플로  

  213

 si zeof 연산자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버퍼 오버

플로 216

 구 조체에 대한 포인터 연산에 의한 버퍼 오버

플로 221-222

 댕글링 포인터에 의한 버퍼 오버플로 214

 문 자열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버퍼 오버플로  

  219-220

 역 참조 연산자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버퍼 오버

플로 213-214

 잘 못된 배열의 사용에 의한 버퍼 오버플로  

  214-216

 포 인터 타입 불일치에 의한 버퍼 오버플로 217

 함 수 포인터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버퍼 오버플로 

  223-224

변경 가능한 좌변 값 14, 113

별표(*)

 간 접지정 (역참조) 연산자 14, 27, 46, 213-214

 포인터 선언 7, 27,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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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거나 같음 연산자(,5) 27

보다 작음 연산자(,) 27

보다 크거나 같음 연산자(.5) 27

보다 큼 연산자(.) 27

보안  207-208

 ASLR(주소 공간 배치 랜덤화) 208

 CERT 조직 207

 DEP(데이터 실행 방지) 208

 return-to-libc 공격 208

 Vtable 취약점 공격 214

 메 모리 영역에 입력된 악성 코드 209, 212, 225

 민감한 데이터 지우기 226

 버퍼 오버플로 (버퍼 오버플로 참조)

 서비스 거부 공격 212, 225

 스택 오버플로 80, 212

 포맷 문자열 공격 220

복합 리터럴을 이용한 배열 135-138

불투명 포인터 249-253

블록 구문, 블록 구문에 사용되는 스택 79

비교 연산자 27, 32, 33, 100-101

비항등 연산자(!5) 27

빼기 기호(2), 뺄셈 연산자 27

빼 기 기호, 오른쪽 꺾쇠 괄호(2.), 포인트 연산자  

   27, 177

빼기 연산자(2) 27

ㅅ

산술 연산자 27, 27-31

상속  253-259

상수

 문자열 리터럴을 상수로 선언하기 145

 상수에 대한 포인터 35-38, 83-84

상수 포인터

 비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 38-40

 상수 포인터에 NULL 할당하기 62

 상수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 41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 39-40

서비스 거부 공격(DoS) 212, 225

숨겨진 메모리 누수 50

스레드  229, 242-248

 스레드 간의 포인터 공유 243-246

 스레드 스택 80

 스레드 콜백 함수 사용하기 246-248

스마트 포인터 219

스택  75-80

 스 택을 사용한 alloca 함수와 malloca 함수  

  60-61

 스 택을 사용한 가변 길이 배열(VLAs) 60

 스택을 사용한 로컬 변수 43, 76, 79

 스택을 사용한 매개변수 76, 79

 스택을 사용한 블록 구문 68, 79

 스택을 사용한 스레드 80

스택 오버플로 80, 79-80

스택 프레임 76, 78-79

ㅇ

앰퍼샌드(&), 주소 연산자 10, 112

엄격한 에일리어싱 237, 239-240

에일리어싱 67, 155, 229-238

엔디안 방식 230, 235

역참조 포인터 14

 널 포인터 역참조하기 17

 역 참조 포인터에 의한 다중 수준 간접지정  

  33-35, 41

 역 참조 포인터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  

  46, 213-214

연결 리스트 187-195

 배열로 연결 리스트 구현하기 4

 포인터로 연결 리스트 구현하기 4

연산자  26-33

 비교 연산자 27,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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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술 연산자 27-32

 연산자 목록 27

예외 처리 73

예제 코드 사용 권한 XVIII

오른쪽 꺾쇠 괄호, 등호, 크거나 같음 연산자 27

오른쪽 꺾쇠 괄호, 보다 큼 연산자 27

와이드 문자열 142

와일드 포인터 210-211

왼쪽 꺾쇠 괄호(,), 보다 작음 연산자 27

왼 쪽 꺾쇠 괄호, 등호(,5), 보다 작거나 같음 연산자  

   27

원거리 포인터 27

웹 리소스

 C 언어 사양 명세 웹 리소스 6

유계 포인터 218

이중 포인터 (다중 수준 간접지정 참조)

이중 해제 63-64, 225

ㅈ

자동 메모리 3

자동 변수 (로컬 변수 참조)

작은따옴표(''), 문자 리터럴 둘러싸기 143

점 표기법 177

정수를 정수 포인터로 캐스팅 13

정적 메모리 2

정적 변수 43

 정 적 변수 선언 시 malloc 초기화 실패 55

 정적 변수 포인터 반환하기 88

정적 분석 도구 226-228

정적 포인터 19, 55

주소 연산자(&) 10, 111

주소 영역 배치 랜덤화(ASLR) 208

중괄호({ }), 배열 초기화 중괄호 108, 109, 110

ㅊ

초기화 연산자 (5) 56

ㅋ

캐스팅  26, 230-231

 malloc 함수의 캐스팅 52

 정수를 정수 포인터로 캐스팅 11

 캐스팅으로 엔디안 결정하기 235

 캐 스팅으로 특수 목적 주소 접근하기 232-233

 캐스팅으로 포트 접근하기 233-234

 포인터를 정수로 캐스팅 26

 함수 포인터 캐스팅 101-102

컴파일러 

 컴파일러에 의해 발견되는 오류 226-228

콜백 함수 229, 235, 243-247

큐   196-199

큰따옴표로 둘러싼 문자열 리터럴 143

ㅌ

타입 퍼닝(type punning) 238

트리  201-206

특수 목적 주소 접근하기 232-233

ㅍ

포맷 문자열 공격 220

포인터  1-3

 void 포인터 18-19, 30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의 선언 177

 널 포인터  16-17, 89

 다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 124-127

 댕글링 포인터 63, 66-69, 214

 문자 포인터 144, 238

 배열 포인터 110-112

 불투명 포인터 249-253

 상 수 문자의 포인터를 문자열로 전달하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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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포인터

  비상수에 대한 상수 포인터 38-39

  상수 포인터를 널로 할당하기 63

  상수에 대한 상수 포인터 39-41

 상수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 41

 상수에 대한 포인터 39-40, 83-84

 스마트 포인터 219

 와일드 포인터 210-211

 유계 포인터 218

 전역 포인터 19, 55

 정의되지 않은 행동 6

 정적 포인터 20, 55

 포인터 데이터 타입 22-26

 포인터 메모리 (동적 메모리 참조)

 포인터 배열 122-124

 포인터 선언 7-9

  잘못된 포인터 선언 209-210

  포인터 선언 읽기 9

 포인터 에일리어싱 68, 155, 236-242

 포인터 역참조 14

  널 포인터 역참조 17

  다중 수준 간접지정 33-35, 41

  포인터 역참조에 의한 오류 46, 213-214

 포인터 연산자 26-33

 포인터 유효성 검증 함수 218

 포인터 초기화 10-11

  포인터 초기화 실패 210-211, 227

  포인터를 널로 초기화 211

 포인터 타입 일치시키기 217-218

 포인터로 구현한 자료 구조 185-187

  포인터로 구현한 스택 199-201

  포 인터로 구현한 연결 리스트 187-195

  포인터로 구현한 큐 196-199

  포인터로 구현한 트리 201-206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하기 114

 포인터를 함수로 부터 반환하기 84-86

 포인터에 0 할당하기 16, 17

 포 인터에 대한 포인터를 매개변수로 전달하기  

  89-92

 포인터에 의한 매개변수 전달하기 80-82

 포 인터에 의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문제 6

 포인터와 배열의 비교 105, 106

 포인터와 핸들의 비교 232

 포인터의 값(주소)

  가상 메모리 주소 값 13

  초기화 전 포인터의 값 8

  포 인터의 값 손실에 의한 메모리 누수 47

  포인터의 값 출력하기 11-13

 포인터의 부적절한 사용 감지 226-228

 포인터의 장점 4-6

 포인터의 크기 20-26

 함수 포인터 93-102

  함수 포인터 반환받기 98-99

  함수 포인터 배열 99-100

  함수 포인터 비교 100-101

  함 수 포인터 선언에 사용되는 괄호  

 15, 94-96

  함수 포인터 캐스팅 101-102

  함수 포인터 호출 96-97

  함 수 포인터에 인자 전달하기  

 97-98, 171-174

  함수 포인터의 성능 94

  함 수 포인터의 잘못된 사용 223-224

포인터 선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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