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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은 C에 포함된 핵심 데이터 구조다. 배열과 그 사용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효율적

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배열과 포인터의 사용법을 잘못 이해하면 찾기 어려운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배열과 포인터의 

표기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정확한 컨텍스트(context)하에서는 맞바꾸어 사용

할 수 있다.

배열과 포인터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서로 완벽하게 맞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가 아니다. 때로 배열의 이름을 포인터로 다루기도 하고, 

배열의 표기가 포인터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지만, 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언제나 서

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면 배열과 포인터의 표기법을 잘못 사

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열의 이름만 따로 사용하면 배열의 주소를 반환하지만, 

배열의 이름을 할당(assignment)의 대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배열은 애플리케이션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며, 1차원 또는 다차원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포인터와 관련된 배열의 중요한 측면에 대해 설명하여 배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터로 배열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 전반을 통해 

고급 컨텍스트에서 포인터와 배열의 사용법에 대해 보게 될 것이다.

4C H A P T E R

포인터와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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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먼저 배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배열과 포인터 표기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배열은 malloc 부류의 함수를 이용해 생성할 수 있다. 이 함

수들은 전통적인 배열 선언보다 더 많은 유연함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 realloc 함수를 이

용해 배열에 할당된 메모리를 어떻게 증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배열에 대한 동적인 메모리 할당은 특히 2차원 이상의 배열을 다룰 때 어려울 수 있는데, 

배열이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배치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열을 전달하고 반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경우, 배열의 크기를 함께 전달하여 함수 안에서 배열을 적절하게 다루도록 해야 한다. 배

열 안에는 배열 자체의 길이가 내재해 있지 않다. 배열의 크기를 함께 전달하지 않으면, 함

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배열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자주 사용되지는 않

지만, 가변 배열(jagged array)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변 배

열은 배열의 각 행이 다른 수의 열을 가지는 2차원 배열이다.

1차원 배열은 벡터를, 2차원 배열은 행렬을 이용해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벡터와 행렬

은 전자기장 분석, 기후 예측, 수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배열

배열은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는 동일한(homogeneous) 요소의 연속적인 집합이다. “연속

적”이라는 것은 메모리에서 배열의 각 요소가 갭(gap)이 없이 서로 인접해 있다는 뜻이다. 

“동일한”이라는 것은 배열의 모든 요소가 같은 타입을 가진다는 것이다. 배열은 대괄호를 

이용해 선언하며, 여러 차원으로 선언할 수 있다.

2차원 배열의 각 요소의 위치를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행(row)과열(column)을 이용한

다. 3차원 이상의 배열은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몇몇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우 유용하

게 이용된다. 2차원 배열과 포인터의 배열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둘은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동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1차원 포인터 배열 이용하기”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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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길이 배열은 C99 표준에서 도입되었다. 그전에는 realloc 함수를 이용한 기법으로 동

적으로 크기가 변하는 배열을 사용했다. realloc 함수는 “realloc 함수로 배열 크기 조정하

기”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배열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배열을 선언할 때는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요소를 지정하면 공간을 낭비하게 되고, 너무 적은 요소를 지정하면 처리할 수 있는 데이

터에 제한이 생긴다. realloc 함수와 가변 길이 배열은 크기 변화를 필요로 하는 배열을 다

루는 방법을 제공한다.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배열의 크기를 조정하여 딱 맞는 양의 메모

리를 이용할 수 있다.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은 선형(linear) 구조로, 단일 인덱스를 이용해 배열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 

다음은 5개의 정수 요소로 구성된 배열의 선언이다.

int vector[5];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여 배열이 선언된 크기보다 하나 작은 값까지 이용할 수 있

다. 위 vector 배열의 유효한 인덱스는 0부터 4까지다. 하지만 C 언어에서는 이 범위를 강

제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은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했을 때의 동작은 예측할 수 없다. 그

림 4-1에서는 메모리에서 배열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보여준다. 각 요소는 4바이트 크기이

며 초기화되지 않는다. “메모리 모델”에서 설명했던 메모리 모델 중 어떤 모델이 사용되었

는지에 따라 크기는 다를 수 있다.

그림 4–1  배열 메모리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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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내부에는 배열이 가진 요소의 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배열의 이름은 메모리 블록에 

대한 단순 참조이다. 배열에 sizeof 연산자를 이용해 배열에 할당된 바이트 수를 얻을 수 

있다. 요소의 수를 얻으려면, 다음 예제처럼 배열의 크기를 배열 요소의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다음 예제 코드를 실행하면 5가 출력된다.

printf(“%d\n”, sizeof(vector)/sizeof(int));

1차원 배열은 블록 형식의 구문을 통해 쉽게 초기화할 수 있다. 다음 예제 코드에서는 각 

요소가 1부터 시작하는 정수로 초기화된다.

int vector[5] = {1, 2, 3, 4, 5};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을 이용해 각 배열 요소를 구분한다. 이 형식의 배열은 메모리에서 1

차원(선형) 메모리 공간에 대응되어야 한다. C 언어에서는 행-열 순차 배열로 이 조건을 만

족한다. 배열의 첫 번째 행이 메모리에 배치되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행이 배치되는 식

으로, 마지막 행이 메모리에 배치될 때까지 이 순서를 반복한다.

다음 예제 코드에서는 2행, 3열을 가진 2차원 배열을 선언한다. 이 배열은 블록 형식 구문

으로 초기화된다. 그림 4-2는 이 배열에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되는지를 보여준다. 왼쪽 다

이어그램은 메모리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 다이어그램은 이 배열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int matrix[2][3] = {{1, 2, 3}, {4, 5, 6}};

열(column)

행(row)

그림 4–2  2차원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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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배열은 배열의 배열로 다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의 첨자(subscript)를 이용해 배열에 

접근할 때, 첨자에 해당하는 각 행에 대한 포인터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배열에

서 각 행의 주소와 크기를 출력하는 다음 예제 코드에서 설명하고 있다.

for (int i = 0; i < 2; i++) {
    printf(“&matrix[%d]: %p sizeof(matrix[%d]): %d\n”,
            i, &matrix[i], i, sizeof(matrix[i]));
}

다음 출력 결과는 배열이 주소 100에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출력된 크기는 각 행이 

각각 4바이트인 요소를 세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가 된다.

&matrix[0]: 100 sizeof(matrix[0]): 12
&matrix[1]: 112 sizeof(matrix[1]): 12

“포인터와 다차원 배열” 절에서 이런 동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다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Multidimensional Arrays)은 2차원 또는 그 이상의 차원을 가진 배열을 뜻한

다. 2차원 배열에서처럼 여러 묶음의 대괄호를 이용해 배열의 타입과 크기를 정의할 수 있

다. 다음 예제에서는 3개의 행과 2개의 열, 4개의 등급(rank)을 가진 3차원 배열을 정의한다. 

“등급”이라는 용어는 3번째 차원의 요소를 지칭한다.

int arr3d[3][2][4]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배열의 요소는 그림 4-3에서 설명한 대로 행-열-등급 순서로 인접하여 메모리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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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3차원 배열

여기서 선언한 변수는 이후의 예제에서 사용할 것이다.

포인터 표기법과 배열

포인터는 배열과 함께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배열과 

포인터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힙으로부터 메모리를 할당하고 할당한 메모리를 마

치 배열처럼 다룰 수도 있다. 배열 표기와 포인터 표기는 어느 정도 서로 맞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열과 포인터의 차이점”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배열과 포인터는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배열의 이름 자체를 이용하면 배열의 주소를 반환한다. 아래 코드에서처럼 이 주소를 포인

터에 할당할 수 있다.

int vector[5] = {1, 2, 3, 4, 5};
int *pv = vector;

변수 pv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한 포인터이며, 배열 그 자체를 참조하는 것은 아니다. 

pv에 처음에 할당한 값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주소이다.

다음 예제 코드처럼 배열의 이름 자체를 이용하거나 배열의 첫 번째 요소와 주소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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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동등하며 vector의 주소를 반환한다. 주소 연산

자가 좀 더 장황하지만 더 명시적이기도 하다.

printf(“%p\n”,vector);
printf(“%p\n”,&vector[0]);

때로는 &vector 표현을 이용해 배열의 주소를 얻기도 한다. 이는 전체 배열에 대한 포인터

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다른 표기법과 다르다. 이 표기법은 정수에 대한 포

인터를 반환하는 대신 ‘정수의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반환한다. 이런 타입의 사용 방법은 

“다차원 배열 전달하기”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포인터와 배열 첨자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pv[i] 표기는 실제로는 다음 연산의 결과와 

같다.

*(pv + i)

pv 포인터는 메모리 블록의 주소를 가진다. 대괄호([]) 표기는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 pv가 

가진 주소에 인덱스 i의 값을 더한다. 이 새 주소를 역참조해 메모리에 있는 값을 반환한다. 

“포인터 연산자” 절에서 다루었듯이 포인터에 정수를 더하면, 더한 정수와 데이터 타입의 

크기의 곱만큼 주소를 증가시킨다. 배열의 이름에 정수를 더할 때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

다. 따라서 다음 두 예제는 같다.

*(pv + i)
*(vector + i)

vector가 주소 100에 위치하고, pv가 주소 96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자. 표 4-1과 그림 4-4

는 배열 이름과 포인터에 대해 여러 가지 값을 이용하여 배열 첨자와 포인터 연산을 다루

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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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배열/포인터 표기법

값 같은 표현

92 &vector[-2] vector-2 &pv[-2] pv-2

100 vector vector+0 &pv[0] pv

100 &vector[0] vector+0 &pv[0] pv

104 &vector[1] vector+1 &pv[1] pv+1

140 &vector[10] vector+10 &pv[10] pv+10

그림 4–4  배열/포인터 표기법

배열 주소에 1을 더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수의 크기인 4를 주소에 더하는 것이다. 이 배열

은 정수의 배열이기 때문이다. 이 예제는 처음과 마지막 명령에서 지정된 주소가 배열의 범

위를 벗어났다. 좋은 예제는 아니지만, 배열의 요소에 접근할 때 인덱스 또는 포인터를 주

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다.

배열 표기법은 ‘이동과 역참조’ 연산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vector[2] 표현은 배열의 시작점

에 대한 포인터인 vector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두 개만큼 위치를 옮기고, 그 위치를 

역참조하여 값을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vector[2]처럼 배열 표기법과 주소 연산자를 같

이 사용하면 역참조 연산을 취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오른쪽으로 두 개만큼 위치를 

옮긴 다음, 그 주소를 반환하라는 명령으로 해석된다. 

다음 예제 코드는 스칼라 증가 연산의 구현 과정에서 포인터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이 연산은 값을 입력받아 vector의 각 요소에 곱하는 연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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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 vector;
int value = 3;
for(int i=0; i<5; i++) {
    *pv++ *= value;
}

배열과 포인터의 차이점

배열의 사용법과 배열에 대한 포인터의 사용법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 절에서는 다

음과 같이 정의한 vector 배열과 pv 포인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int vector[5] = {1, 2, 3, 4, 5};
int *pv = vector;

vector[i] 표기로 생성되는 코드는 *(vector + i) 표기로 생성되는 코드와 다르다. vector[i] 

표기는 vector 위치로부터 시작하여 i만큼 이동하고, 이동한 위치의 내용을 이용한다. 

*(vector + i) 표기는 vector 위치로부터 시작하여 주소에 i만큼을 더하고, 그 주소의 내용

을 이용한다. 결과는 같지만 생성된 기계어(machine code)는 다르다. 이 차이는 대부분 프

로그래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sizeof 연산자가 배열에 적용될 때와 같은 배열에 대한 포인터에 적용될 때는 차이가 있다. 

sizeof 연산자를 vector에 적용하면 배열에 할당된 바이트 수인 20을 반환한다. sizeof 연

산자를 pv에 적용하면 포인터의 크기인 4를 반환한다.

pv 포인터는 lvalue이다. lvalue는 대입 연산에서 좌측에 있는 항목을 지칭하는 단어로, 값

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vector 같은 배열 이름은 그 값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lvalue가 

될 수 없다. 배열에 할당된 주소는 바뀔 수 없지만, 포인터는 새 값을 할당받아 메모리의 

다른 영역을 참조할 수 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pv = pv + 1;
vector = vector + 1; // 구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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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뿐 vector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 예제에

서 볼 수 있듯이 vector + 1은 적합한 표현이다.

pv = vector + 1;

malloc 함수로 1차원 배열 생성하기

힙에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주소를 포인터에 저장하면, 포인터에 배열 첨자를 이용하거

나 메모리를 배열처럼 다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음 예제 코드에서는 앞에서 사용했던 

vector 배열의 내용을 복제한다.

int *pv = (int*) malloc(5 * sizeof(int));
for(int i=0; i<5; i++) {
    pv[i] = i+1;
}

다음 예제처럼 포인터 표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종종 배열 표기법이 더 이해하기 쉽다.

for(int i=0; i<5; i++) {
    *(pv+i) = i+1;
}

그림 4-5는 이 예제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여준다.

프로그램스택

힙

그림 4–5  힙에 할당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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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법은 메모리 영역을 생성하고, 그 영역을 배열처럼 다루는 방법이다. 영역의 크기는 

런타임에 결정된다. 하지만 메모리 영역을 다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앞의 예제에서  *pv+i 대신 *(pv+i)를 이용했다. 참조 연산자가 +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첫 번째 표현에서는 pv 포인터가 역참조되어 포인터가 참조하는 값을 반환한다. 

그 후에 1을 더하면 포인터가 참조하는 값에 정수 1을 더하게 된다. 이것은 의도한 바가 아

니다. 게다가, 이 표현을 lvalue로 이용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오류를 표시할 것이다. 이를 

원하는 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괄호를 이용해 포인터에 대한 증가 연산이 먼저 이루어지도

록 강제한 다음, 역참조 연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realloc 함수로 배열 크기 조정하기

malloc 함수로 생성한 배열의 크기를 realloc 함수로 조정할 수 있다. realloc 함수의 핵심

에 대해서는 2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C99 표준에서는 가변 길이 배열을 지원한다. 어

떤 경우에는 realloc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변 길이 배열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도 있

다. 만일, C99 표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realloc 함수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변 

길이 배열은 함수 내에서만 선언할 수 있다. 만약, 배열이 함수의 생명 주기보다 더 오래 존

재해야 한다면, realloc 함수를 이용해야 한다.

realloc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 표준입력(stdin)에서 문자를 읽어 들여 버퍼에 저장하는 함

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 버퍼에는 문장의 끝을 알리는 개행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가 

저장된다.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문자를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버퍼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여기서는 realloc 함수를 이용해 일정한 크기만큼 할당된 공

간을 늘리도록 한다. 이 함수에 대한 구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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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 getLine(void) {
    const size_t sizeIncrement = 10;
    char* buffer = malloc(sizeIncrement);
    char* currentPosition = buffer;
    size_t maximumLength = sizeIncrement;
    size_t length = 0;
    int character;

    if(currentPosition == NULL) { return NULL; }

    while(1) {
        character = fgetc(stdin);
        if(character == '\n') { break; }

        if(++length >= maximumLength) {
            char *newBuffer = realloc(buffer, maximumLength += sizeIncrement);

            if(newBuffer == NULL) {
                free(buffer);
                return NULL;
            }

            currentPosition = newBuffer + (currentPosition - buffer);
            buffer = newBuffer;
        }
        *currentPosition++ = character;
    }
    *currentPosition = '\0';
    return buffer;
}

표 4-2에 요약한 대로 필요한 변수를 먼저 선언하도록 한다.

표 4–2  getLine 함수의 변수들

sizeIncrement 초기버퍼의크기,증가가필요할때증가량

buffer 읽은문자들의시작위치

currentPosition 버퍼에서다음문자를저장할위치

maximumLength 버퍼에안전하게저장할수있는문자의최대길이

length 읽은문자수

character 마지막에읽은문자

버퍼(buffer)는 sizeIncrement 크기로 생성된다. malloc 함수가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으면, 

첫 번째 if 문에서 함수가 NULL을 반환한다. 무한 루프에서는 입력된 문자를 하나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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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루프가 끝나면 문장을 종료하는 NUL 문자를 추가하고, 버퍼의 주소를 반환한다.

while 루프 안에서 문자 하나를 읽어 들인다. 읽은 문자가 개행 문자(carriage return, ‘\n’)

라면 루프가 종료된다. 그다음 if 절에서는 버퍼의 크기를 초과했는지 검사한다. 그렇지 않

으면 문자가 버퍼의 현재 위치에 추가된다.

버퍼의 크기를 초과했다면, realloc 함수가 새로운 메모리 블록을 생성한다. 이 블록은 기

존의 메모리 블록보다 sizeIncrement 바이트만큼 더 크다.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

으면, 현재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한 후 함수가 NULL을 반환하도록 한다. 새로운 메모리

가 할당되면, currentPosition 변수가 새로운 버퍼 안에서 적절한 위치를 가리키도록 수

정하고, 버퍼 변수가 새로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도록 할당한다. realloc 함수가 항상 기

존 메모리 영역을 보존하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 조정된 메모리 블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realloc 함수가 반환하는 포인터를 이용해야 한다.

newBuffer 변수에는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가 저장된다. realloc 함수가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buffer가 아닌 새로운 변수를 이용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발생을 인

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realloc 함수가 성공하면 buffer를 해제하지 않는데, realloc 함수가 기존 버퍼의 내용을 새

로운 메모리 블록으로 복사하고 기존 버퍼를 해제하기 때문이다. 직접 buffer를 해제하면, 

같은 메모리 블록을 두 번 해제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된다.

그림 4-6은 getLine 함수에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giant pumpkin” 문장이 입

력되었을 때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되는지 보여준다. 프로그램 스택에서 currentPosition과 

buffer를 제외한 나머지 로컬 변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입력된 문자열을 표시한 사각형에

서 알 수 있듯이 네 번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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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getLine 함수의 메모리 할당

realloc 함수는 포인터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의 양을 줄이는 데에도 이용된다. 문자열 앞

부분에 있는 공백 문자를 제거하는 trim 함수를 통해 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char* trim(char* phrase) {
    char* old = phrase;
    char* new = phrase;

    while(*old == ‘ ‘) {
        old++;
    }

    while(*old) {
        *(new++) = *(old++);
    }
    *new = 0;
    return (char*) realloc(phrase,strlen(phrase)+1);
}

int main() {
    char* buffer = (char*)malloc(strlen(“ cat”)+1);
    strcpy(buffer,” cat”);
    printf(“%s\n”,trim(buffer));
}

첫 번째 while 루프는 old 변수를 이용해 문장 앞의 공백을 건너뛴다. 두 번째 while 루프

는 문자열에 남아 있는 문자를 문자열의 앞으로 복사한다. false로 평가되는 NUL 문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while 루프의 조건문이 true로 평가된다. NUL 문자가 나타나면 문자열

의 끝을 표시하는 0이 더해진다. 그다음, 문자열의 새로운 길이에 기반을 두어 realloc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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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메모리를 재할당한다.

그림 4-7은 “ cat”이라는 문자열에 trim 함수를 적용한 것을 보여준다. trim 함수가 실행

되기 전과 실행된 후의 문자열 상태가 표시된다. 회색으로 표시된 메모리는 이전의 메모리 

영역이기 때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스택

전

후

힙

그림 4–7  Realloc 예제

1차원 배열 전달하기

1차원 배열이 함수로 전달되면, 배열의 주소가 값(by value)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하면 스

택에 공간을 할당하여 전체 배열을 전달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배열의 크기를 반드시 같이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함수 입장

에서는 크기를 모른 채로 배열의 주소만 알게 된다.

배열에 그 경계를 알려줄 무언가가 내재하여 있지 않을 경우, 배열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그 크기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배열에 문자열이 저장된 경우, 어디까지 

배열을 처리해야 할지 NUL 문자에 의존하여 알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

루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배열의 크기를 모르면 그 요소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너무 적은 요소만 다룬다거나 혹은 배열의 범위를 벗어난 메모리 영역을 배열의 일부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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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다룰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함수를 선언할 때, 배열 표기법과 포인터 표기법 중 하나를 이용해 배열을 선언할 수 있다.

배열 표기법 사용하기

다음 예제를 보면 함수에 정수 배열과 그 크기가 같이 전달된다. 그리고 배열의 내용이 출

력된다.

void displayArray(int arr[], int size) {
    for (int i = 0; i < size; i++) {
        printf(“%d\n”, arr[i]);
    }
}

    int vector[5] = {1, 2, 3, 4, 5};
    displayArray(vector, 5);

이 예제 코드의 출력은 1부터 5까지의 숫자이다. displayArray 함수에 배열의 크기를 지

시하는 5(또는 임의의 양수를 전달할 수 있다)를 전달했다. 함수는 전달된 크기가 정확한지와 

상관없이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요소를 출력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

는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려고 하면(옮긴이_배열의 크기를 벗어나는 수를 전달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다. 그림 4-8에서는 이 예제에 대한 메모리 할당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스택

그림 4–8  배열 표기법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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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코드에서처럼 배열에 sizeof 연산자를 이용해 그 크기를 알아내는 것은 흔히 저지르

는 실수다. “1차원 배열”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방법은 배열의 크기를 알아내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 이 코드는 함수에 20이라는 값을 전달하게 된다.

displayArray(arr, sizeof(arr));

배열 요소의 실제 수보다 더 적은 수를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대개 배열의 일부분만 

처리하려고 할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일련의 나이를 입력받아 배열에 저장

했지만, 배열 전체를 채우지는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배열을 정렬하기 위해 sort 함수

를 호출한다면, 배열의 모든 요소가 아니라 유효한 나이만 정렬해야 할 것이다.

포인터 표기법 사용하기

함수의 배열 매개변수를 선언할 때 반드시 대괄호 표기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다음 예제 코드와 같이 포인터 표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void displayArray(int* arr, int size) {
    for (int i = 0; i < size; i++) {
        printf(“%d\n”, arr[i]);
    }
}

지금까지는 함수 안에서도 계속 배열 표기법만 이용했다. 원한다면 함수 안에서 배열 표기

법 대신 포인터 표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void displayArray(int* arr, int size) {
    for (int i = 0; i < size; i++) {
        printf(“%d\n”, *(arr+i));
    }
}

함수를 선언할 때 배열 표기법을 이용했더라도 함수 내에서는 여전히 포인터 표기법을 이

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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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displayArray(int arr[], int size) {
    for (int i = 0; i < size; i++) {
        printf(“%d\n”, *(arr+i));
    }
}

1차원 포인터 배열 이용하기

이 절에서는 정수에 대한 포인터 배열을 이용하여 포인터 배열의 핵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포인터 배열의 예는 이 책의 다음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 3장 “함수 포인터의 배열 이용하기” – 함수 포인터의 배열 사용

• 6장 “구조체에 메모리가 할당되는 방법” – 구조체의 배열 사용

• 5장 “애플리케이션에 인자 전달하기” – argv 배열 사용

이 절의 목적은 핵심적인 접근 장식에 대해 설명하여 이후에 사용할 예제를 위한 장을 마

련하는 데 있다. 다음 예제 코드에서는 정수 포인터의 배열을 선언하고, 각 요소에 메모리

를 할당한 후 할당한 메모리를 배열의 인덱스로 초기화한다.

int* arr[5];
for(int i=0; i<5; i++) {
    arr[i] = (int*)malloc(sizeof(int));
    *arr[i] = i;
}

이 배열을 출력하면 0부터 4까지의 숫자가 출력된다. 포인터를 참조할 때는 arr[i]를 이용했

고, 포인터가 참조하는 메모리 위치에 값을 할당할 때는 *arr[i]를 이용했다. 혹시라도 배

열 표기법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한다. arr이 포인터 배열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arr[i]는 주소를 반환한다. *arr[i]처럼 포인터를 역참조하면 그 주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과 같이 for 루프 안에 같은 역할을 하는 포인터 표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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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 = (int*)malloc(sizeof(int));
**(arr+i) = i;

이 표기법이 이해하기에는 더 어렵지만, 이를 잘 이해하면 C 언어에 대한 전문성을 더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두 단계의 간접지정을 이용했다. 이런 유형의 표

기법에 통달하면 경험이 적은 C 프로그래머와 차별화할 수 있다.

(arr+i) 하위 표현(subexpression)은 배열의 i번째 요소의 주소를 나타낸다. 이 주소의 내용

을 수정하기 위해 *(arr+i) 하위 표현을 사용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할당된 메모리는 이 

위치에 배치되었다.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이 하위 표현을 두 차례 역참조하면, 할당된 메

모리의 위치가 반환된다. 그다음에는 i 변수를 그 주소에 할당한다. 그림 4-9에서는 메모리

가 어떻게 할당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arr[1]은 주소 104에 위치한다. (arr+1)은 주소 104를 반환한다. *(arr+1)로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예제에서는 그 값이 포인터 504이다. **(arr+1)로 

두 번째 역참조하면 504 주소의 값인 1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9  포인터 배열

표 4-3에 표현 방법의 몇 가지 예가 나열되어 있다. 포인터 표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

고, 괄호에 유의하면 각 표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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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포인터 배열의 표현 방법

표현 방법 값

*arr[0] 0

**arr 0

**(arr+1) 1

arr[0][0] 0

arr[3][0] 3

처음 세 표현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지만, 마지막 두 개는 다르다. 포인터에 대한 포

인터 표기법으로 포인터 배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그것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림 4-9를 다시 살펴보고, arr의 각 요소가 크기가 1인 배열을 가리킨다고 가

정하면 마지막 두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섯 개의 요소를 가진 포인터 

배열이며, 이 포인터 배열의 각 요소는 하나의 요소를 가진 배열에 대한 포인터가 된다. 

arr[3][0] 표현은 arr의 네 번째 요소가 가리키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나타낸다. arr[3][1]

은 네 번째 요소가 가리키는 배열이 두 개의 요소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

는다.

여기서 가변 배열(jagged array)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가변 배

열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가변 배열과 포인터” 절에서 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포인터와 다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의 일부는 하위 배열(subarray)로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원 배열의 각 행

은 1차원 배열로 다룰 수 있다. 이 동작은 다차원 배열을 다룰 때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

에 영향을 준다.

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초기화한다.

int matrix[2][5] = {{1,2,3,4,5},{6,7,8,9,10}};



125포인터와다차원배열

그러면 주소와 그 주소에 대응하는 값이 출력된다.

for(int i=0; i<2; i++) {
   for(int j=0; j<5; j++) {
      printf(“matrix[%d][%d] Address: %p Value: %d\n”,
                 i, j, &matrix[i][j], matrix[i][j]);
   }
}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matrix[0][0] Address: 100 Value: 1
matrix[0][1] Address: 104 Value: 2
matrix[0][2] Address: 108 Value: 3
matrix[0][3] Address: 112 Value: 4
matrix[0][4] Address: 116 Value: 5
matrix[1][0] Address: 120 Value: 6
matrix[1][1] Address: 124 Value: 7
matrix[1][2] Address: 128 Value: 8
matrix[1][3] Address: 132 Value: 9
matrix[1][4] Address: 136 Value: 10

배열은 행-열 순서로 저장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행 다음에 차례로 두 번째 행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림 4-10에서 메모리 할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10  2차원 배열이 메모리 할당

이 배열에 사용할 포인터를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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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pmatrix)[5] = matrix;

(*pmatrix) 표현은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선언한다. pmatrix는 선언의 나머지 부분과 결합

하여, 열당 다섯 개의 정수 요소를 가진 2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로 정의된다. 만약 괄호

가 없다면, 다섯 개의 정수에 대한 포인터를 요소로 가진 배열을 선언한 것이 된다. matrix

의 차원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첫 번째 차원의 크기는 2이다. 만약 다른 크기(옮긴이_0 또는 1

이 아닌)를 이용해 배열에 접근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포인터 표기법을 이용해 두 번째 요소인 2에 접근할 때는 아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

printf(“%p\n”, matrix);
printf(“%p\n”, matrix + 1);

출력은 다음과 같다.

100
120

matrix+1이 반환하는 주소는 배열의 시작으로부터 4만큼 떨어진 오프셋의 주소가 아니라 

첫 번째 행의 크기인 20바이트 떨어진 오프셋이 된다. matrix 그 자체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반환한다. 2차원 배열은 배열의 배열이기 때문에 5개의 요소를 가진 정수 

배열의 주소를 얻게 되며, 그 크기는 20이다. 다음 예제 코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예제 코드는 20을 출력한다.

printf(“%d\n”,sizeof(matrix[0])); // 20 출력

배열의 두 번째 요소에 접근하려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행에 1을 더해야 한다.

*(matrix[0] + 1);

matrix[0] 표현은 배열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반환한다. 이 주소는 정수 

배열의 주소이다. 그래서, 거기에 1을 더하면 정수 하나의 크기가 더해지고, 두 번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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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게 된다. 다음 예제 코드의 출력은 104와 2가 된다.

printf(“%p %d\n”, matrix[0] + 1, *(matrix[0] + 1));

그럼 4-11에서 볼 수 있듯이 배열을 그래픽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림 4–11  2차원 배열의 그래픽 표현

그림 4-12에서는 2차원 배열 표기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arr의주소+(i*행크기)+(j*요소의크기)

4–12  2차원 배열 표기법

다차원 배열 전달하기

함수에 다차원 배열을 전달하는 것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특히 포인터 표기법을 

이용할 때 더욱 그렇다. 다차원 배열을 전달할 때는 함수의 시그니처에 배열 표기법을 이용

할 것인지 아니면 포인터 표기법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

은 배열의 형태(shape)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것이다. 형태라는 것은 배열 차원의 숫자와 

크기를 뜻한다. 함수 내에서 배열 표기법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배열의 형태를 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첨자를 사용할 수 없다.

matrix 배열을 전달할 때는 다음 둘 중의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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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display2DArray(int arr[][5], int rows) {

void display2DArray(int (*arr)[5], int rows) {

두 가지 버전 모두 열의 수는 지정되었다. 이는 컴파일러가 각 행의 요소 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포인터와 다차원 배열” 절에서 설명한 

대로 arr[0][3] 같은 식의 값을 알 수 없다.

첫 번째 버전에서 arr[] 표현은 배열에 대한 포인터의 암시적 선언이다. 두 번째 버전에서 

(*arr) 표현은 포인터의 명시적 선언이다.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void display2DArray(int *arr[5], int rows) {

구문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함수는 전달된 배열이 다섯 개의 요소를 가진 정수에 대

한 포인터의 배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1차원 포인터 배열 이용하기”에서 포인터의 배열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함수의 간략한 구현과 호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void display2DArray(int arr[][5], int rows) {
    for (int i = 0; i<rows; i++) {
        for (int j = 0; j<5; j++) {
            printf(“%d”, arr[i][j]);
        }
        printf(“\n”);
    }
}

void main() {
    int matrix[2][5] = {
        {1, 2, 3, 4, 5},
        {6, 7, 8, 9, 10}
    };
    display2DArray(matrix, 2);
}

이 함수는 배열에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는다. 단지 주소만이 전달될 뿐이다. 그림 4-13에서

는 이 호출에 대한 프로그램 스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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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다차원 배열 전달하기

다음과 같이 선언된 함수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 함수에는 포인터 하나와 행, 열의 개수

가 전달된다.

void display2DArrayUnknownSize(int *arr, int rows, int cols) {
    for(int i=0; i<rows; i++) {
        for(int j=0; j<cols; j++) {
            printf(“%d “, *(arr + (i*cols) + j));
        }
        printf(“\n”);
    }
}

printf문은 arr에 이전까지 처리한 행의 요소 개수인 (i*cols)를 더한 후, 현재 열을 지정하

는 j를 더하여 각 요소의 주소를 계산한다.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호출할 수 있다.

display2DArrayUnknownSize(&matrix[0][0], 2, 5);

함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배열 첨자를 이용할 수 없다.

printf(“%d “, arr[i][j]);

포인터를 2차원 배열로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의 문장처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다

음 코드와 같이 배열 표기법을 이용할 수는 있다. 한 개의 첨자는 배열 내에서 단순한 오

프셋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컴파일러가 차원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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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첨자는 사용할 수 없다.

printf(“%d “, (arr+i)[j]);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matrix 대신 &matrix[0][0]으로 전달했다. matrix를 이용하면 올

바르게 실행되기는 하지만, 호환되지 않는 포인터 타입임을 알려주는 컴파일러 경고가 발생

한다. &matrix[0][0]은 정수에 대한 포인터지만 matrix는 정수의 배열에 대한 포인터이다.

2차원 이상의 배열을 전달할 때는 첫 번째 차원을 제외한 모든 차원의 크기를 지정해야 한

다. 다음 예제 코드는 3차원 배열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함수 선언에서 마지막 두 개 차원

의 크기를 지정하고 있다.

void display3DArray(int (*arr)[2][4], int rows) {
    for(int i=0; i<rows; i++) {
        for(int j=0; j<2; j++) {
            printf(“{“);
            for(int k=0; k<4; k++) {
                printf(“%d “, arr[i][j][k]);
            }
            printf(“}”);
        }
        printf(“\n”);
    }
}

다음 예제 코드는 이 함수에 대한 호출이다.

int arr3d[3][2][4]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display3DArray(arr3d,3);

출력은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8 }
{9 10 11 12 }{13 14 15 16 }
{17 18 19 20 }{21 22 2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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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에서는 배열 메모리 할당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4  3차원 배열

arr3d[1]은 배열의 두 번째 행을 나타내는데, 이 두 번째 행은 두 개의 행과 네 개의 열을 

가진 2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다. arr3d[1][0]는 배열의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요소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크기가 5인 1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다.

2차원 배열 동적으로 할당하기

2차원 배열에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슈가 있다.

• 배열 요소가 인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배열이 가변이어야 하는지 여부

2차원 배열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 메모리가 인접하여 할당된다.

int matrix[2][5] = {{1,2,3,4,5},{6,7,8,9,10}};

하지만 malloc 같은 함수를 이용해 2차원 배열을 생성하면, 메모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할

당된다. 2차원 배열이 배열의 배열처럼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배열이 반드시 인

접할 필요는 없다. 그런 배열에 배열 첨자를 사용하면 비인접성에 투명하게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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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가 인접했는지는 메모리 블록을 복사하는 등의 다른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메

모리가 인접해 있지 않으면 여러 번의 복사가 필요하다.

불연속 메모리 할당

다음 예제 코드는 할당하는 메모리가 연속적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2차원 배열에 메모리

를 할당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먼저, ‘바깥쪽(outer)’ 배열에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 

별도의 malloc 함수를 이용해 각 행에 메모리를 할당한다.

int rows = 2;
int columns = 5;

int **matrix = (int **) malloc(rows * sizeof(int *));

for (int i = 0; i < rows; i++) {
    matrix[i] = (int *) malloc(columns * sizeof(int));
}

별도의 malloc 호출을 사용했기 때문에 할당된 메모리는 인접해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림 4-15에서 메모리가 인접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15  불연속 메모리 할당

실제 할당은 힙 관리자와 힙 상태에 따라 다르다. 물론 인접한 메모리 영역이 할당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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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메모리 할당하기

여기서는 2차원 배열에 인접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첫 

번째 기법은 ‘바깥쪽’ 배열을 먼저 할당한 후 전체 행에 대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기법은 모든 메모리를 한 번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기법은 다음 예제 코드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malloc 호출로 정수에 대한 포

인터의 배열을 할당한다. 각 요소는 행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그림 4-16에

서 500번 주소에 할당된 메모리 블록이다. 두 번째 malloc 호출은 600번 주소에 있는 배

열의 모든 요소에 대한 메모리를 할당한다. for 루프에서는 첫 번째 배열의 각 요소에 두 

번째 malloc에서 할당한 메모리의 일부분을 지정한다.

int rows = 2;
int columns = 5;
int **matrix = (int **) malloc(rows * sizeof(int *));
matrix[0] = (int *) malloc(rows * columns * sizeof(int));
for (int i = 1; i < rows; i++)
    matrix[i] = matrix[0] + i * columns;

그림 4–16  두 번의 malloc 호출과 연속 메모리 할당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배열의 메모리는 배열의 ‘본체(body)’ 부분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

다. 하지만 배열의 본체 부분에는 메모리의 인접한 영역이 할당된다.

다음 예제 코드에서 설명하는 두 번째 기법은 배열에 필요한 모든 메모리를 한 번에 할당

한다. 그림 4-17에서는 두 번째 기법에 따른 할당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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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matrix = (int *)malloc(rows * columns * sizeof(int));

그림 4–17  한 번의 malloc 호출과 연속 메모리 할당

나중에 코드 안에서 배열을 참조할 때는 배열 첨자를 이용할 수 없다. 대신, 다음 코드에

서 설명하는 것처럼 배열에 대한 인덱스를 수동으로 계산해야 한다. 각 배열 요소는 그 인

덱스의 곱으로 초기화된다.

for (int i = 0; i < rows; i++) {
    for (int j = 0; j < columns; j++) {
        *(matrix + (i*columns) + j) = i*j;
    }
}

컴파일러가 배열 첨자를 허용할 때 필요한 배열의 형태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배열 첨자

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개념은 “다차원 배열 전달하기” 절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지만, 2차원 배열의 개념과 메인 메모리의 1차

원적인 성질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더 편리한 2차원 배열 표기법이 이 매핑을 투명하고 

사용하기 쉽게 한다.

여기서는 2차원 배열에 인접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설

명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두 번째 

접근 방법이 ‘전체’ 배열에 대한 단일 메모리 블록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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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배열과 포인터

가변 배열(jagged array)은 각 행이 각각 다른 수의 열을 가진 2차원 배열이다. 그림 4-18은 

가변 배열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배열이 가진 세 개의 행이 각각 다른 수의 열

을 가진다.

열

행

그림 4–18  가변 배열

이런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복합리터럴(compound literals)을 이용해 생성한 

2차원 배열에 대해 살펴보자. 복합 리터럴은 캐스트 연산자 뒤에 초기화 리스트가 중괄호

로 둘러싸인 형태로 위치하는 C 구문이다. 다음은 상수 정수와 정수 배열에 대한 복합 리

터럴 예제이다. 이 예제는 선언의 일부로 사용된다.

(const int) {100}
(int[3]) {10, 20, 30}

다음 선언에서 배열 arr1을 정수에 대한 포인터의 배열로 선언하고, 복합 리터럴 구문을 이

용해 초기화했다.

int (*(arr1[])) = {
    (int[]) {0, 1, 2},
    (int[]) {3, 4, 5},
    (int[]) {6, 7, 8}};

이 배열은 세 개의 행과 세 개의 열을 가진다. 배열의 요소는 0부터 8까지 행-열 순서로 초

기화된다. 그림 4-19는 이 배열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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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2차원 배열

다음 예제 코드는 각 배열 요소의 주소와 값을 출력한다.

for(int j=0; j<3; j++) {
    for(int i=0; i<3; i++) {
        printf(“arr1[%d][%d] Address: %p Value: %d\n”,
                j, i, &arr1[j][i], arr1[j][i]);
    }
    printf(“\n”);
}

이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된다.

arr1[0][0] Address: 0x100 Value: 0
arr1[0][1] Address: 0x104 Value: 1
arr1[0][2] Address: 0x108 Value: 2

arr1[1][0] Address: 0x112 Value: 3
arr1[1][1] Address: 0x116 Value: 4
arr1[1][2] Address: 0x120 Value: 5

arr1[2][0] Address: 0x124 Value: 6
arr1[2][1] Address: 0x128 Value: 7
arr1[2][2] Address: 0x132 Value: 8

이 선언을 약간만 바꾸면 그림 4-18에서 설명한 가변 배열을 만들 수 있다. 변경된 배열 선

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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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arr2[])) = {
    (int[]) {0, 1, 2, 3},
    (int[]) {4, 5},
    (int[]) {6, 7, 8}};

가변 배열을 선언할 때 세 개의 복합 리터럴을 이용했다. 배열의 요소는 0부터 시작하여 

행-열 순서로 초기화된다. 다음 예제 코드는 배열을 출력하여 제대로 생성되었음을 검증한

다. 배열의 각 행이 각각 다른 개수의 열을 가지기 때문에, 이 예제 코드에는 세 개의 for 

루프가 필요하다.

int row = 0;
for(int i=0; i<4; i++) {
    printf(“layer1[%d][%d] Address: %p Value: %d\n”,
            row, i, &arr2[row][i], arr2[row][i]);
}
printf(“\n”);

row = 1;
for(int i=0; i<2; i++) {
    printf(“layer1[%d][%d] Address: %p Value: %d\n”,
            row, i, &arr2[row][i], arr2[row][i]);
}
printf(“\n”);

row = 2;
for(int i=0; i<3; i++) {
    printf(“layer1[%d][%d] Address: %p Value: %d\n”,
            row, i, &arr2[row][i], arr2[row][i]);
}
printf(“\n”);

이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된다.

arr2[0][0] Address: 0x000100 Value: 0
arr2[0][1] Address: 0x000104 Value: 1
arr2[0][2] Address: 0x000108 Value: 2
arr2[0][3] Address: 0x000112 Value: 3

arr2[1][0] Address: 0x000116 Value: 4
arr2[1][1] Address: 0x000120 Value: 5

arr2[2][0] Address: 0x000124 Value: 6
arr2[2][1] Address: 0x000128 Value: 7
arr2[2][2] Address: 0x000132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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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에서는 이 가변 배열이 메모리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여준다.

그림 4–20  가변 배열 메모리 할당

이 예제에서 배열의 내용에 접근할 때 포인터 표기법 대신 배열 표기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하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다. 하지만 포인터 표기법 또한 잘 동작한다.

복합 리터럴은 가변 배열을 생성할 때 유용하다. 하지만 앞의 예제에서 사용한 세 개의 for 

루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변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 이 예제는 별도

의 배열에 각 열의 크기를 저장한다면 훨씬 간단해질 수 있다. C 언어로 가변 배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요약

이 장에서는 배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배열과 포인터 표기법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

에 대해 알아보았다. 배열은 malloc 부류의 함수를 이용해 만들 수 있다. 이 유형의 함수

들은 전통적인 배열 선언보다 더 나은 유연함을 제공한다. realloc 함수를 이용해 배열에 

할당된 메모리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배열에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다. 2차원 혹은 그 이상의 배열에서 

메모리가 인접한 메모리를 할당받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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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함수에 배열을 전달하고 반환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보통, 함수가 전달된 배열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도록 배열의 크기를 같이 전달해야 한다. 

또한, C 언어에서 가변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