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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Hello C Language
안녕하세요?

 

1장에서작성한 first.c파일의소스코드를분석해보자. 다음코드는앞서작성한코드와함께

C언어의기본구성요소들을설명하기위해몇가지요소를추가한상태다.

Visual C++에서소스코드를빌드(컴파일 +링크)함과동시에생성되는실행파일을실행하기

위해서는 Ctrl + F5키조합을누르면된다고했다. 이렇게하면결과를출력하는도스창(Dos

Prompt)이사라지지않고출력상태를유지하게된다.

실제로이프로그램을실행하면결과를출력하는도스창에서 ”안녕하세요?”문자열뒤에추

가적으로 ”계속하려면아무키나누르십시오...”라는문장을보여준다. 이때아무키나누르

면도스창은종료된다.

2.1 첫번째프로그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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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 한 행 주석(Comment) ? 파일명: first.c
/* 한 행 주석 ? 파일명: first.c */
/* (주석 시작)
여러 행 주석 ? 파일명: first.c
(주석 끝) */

#include <stdio.h> //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헤더 파일 포함

int main(void) { // C 언어의 시작 함수인 main() 함수 정의
printf(”Hello C Language\n”);
printf(”안녕하세요?”);
return 0;

} // main() 함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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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첫번째프로그램분석 65

그림 2-1 도스창결과출력

■주석문은컴파일되지않는다

1행부터 5행까지는주석(Comment)문들이다. C언어에서는소스코드내용에대한설명글을

작성해놓기위해주석문을사용할수있다. 주석문은 컴파일 과정에서 무시되고 번역되지 않으

며, 주석문의내용으로는무엇이든작성할수있고, 한행또는여러행으로작성할수도있다.

주석문은소스코드를번역하는컴파일러를위한것이아니라, 추후에라도소스코드를다시

읽어야하는프로그래머자신뿐만아니라후임자를위한메모라고생각하면된다. 이와같이

소스코드에대한설명을주석문으로작성해놓으면프로그램의가독성을높일수있는장점

이있다. 일반적으로주석문에는프로그램의구조와동작을설명하는내용들을작성한다. 예

를들어, 작성자, 작성목적, 작성일자, 소스코드설명등을주석문으로작성한다.

소스코드에서주석문을표기하는방법으로는 1행과같이 “/“(Slash) 2개(“//“)를사용하여

한행전체를주석으로처리할수있으며, 2행과같이 “/“와 “*“(Asterisk)를붙여쓴 “/*“와

“*/“사이에설명글을작성함으로써한행전체를주석으로처리할수도있다. 또한 3행과같

이 “/*“다음에설명글을작성하고, 그다음줄에연이어서작성한후마지막에 “*/“로주석

문의끝을표기하면여러행의문장들도주석으로처리할수있다. 즉, “/* */“형태의주석

문은한행주석뿐만아니라여러행주석에도사용할수있다. 하지만 “//“형태의주석문은

“//“가위치한시작위치부터그한행의끝까지만주석으로처리한다.

Visual C++뿐만아니라대부분의통합개발환경(IDE) 도구에서는가독성을높이기위해주석

문들을녹색으로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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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은주석문의사용은잘못된방법이다. ”/* */”형태를사용하는주석문내부에동

일한형태인 ”/* */”을추가했을경우인데, C 언어는상단에서부터하단방향으로순차적으

로코드를읽어나가기때문에 1행에밑줄이그어진 ”/*”부터주석이시작되어 3행에밑줄이

그어진 ”*/”까지가주석문으로처리됨으로써결국, 4행의코드를해석할수없게되어결과

적으로컴파일에러가발생된다.

하지만 다음의 주석문 사용 예와 같이 “/* */“ 사이에 한 행 주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를사용하면, 1행의 “/*“와연결되는주석문의끝이 5행이되기때문에아무런문제가

없다.

66 CHAPTER 02  첫번째프로그램분석과 C 언어기초

// 한 행 주석
/* 한 행 주석 */
/* 여러 행 주석
여러 행 주석 */

/*
파일명: first.c
작성자: Great Dragon. Kim
프로그램 내용: C 언어 소스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
*/

/*
파일명: first.c
/* 작성자: Great Dragon. Kim */
프로그램 내용: C 언어 소스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
*/

⊙잘못된주석문

/*
파일명: first.c
// 작성자: Great Dragon. Kim
프로그램 내용: C 언어 소스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
*/

⊙올바른주석문

02장  2012.3.8 6:5 PM  페이지66



■헤더파일을포함한다

C 언어컴파일러들은표준함수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는헤더파일(Header File)들을기본

으로 제공하고 있다. 7행에서는 이러한 헤더 파일을 포함하기 위해 추가한 코드다.

’#’(Sharp) 문자로 시작하는 코드는 전처리기 지시자인데, 전처리기(Preprocessor)는 컴파일

러가컴파일을수행하기이전에파일포함또는치환작업을수행하는컴파일러의일부분이

다. 예를들어, #include지시자는소스코드내에특정파일의내용을현재파일에포함시키

기위해사용하고, #define지시자는매크로를정의하기위해사용한다.

파일확장자명으로 ’h’ 문자를가지는 xxx.h 형태의파일들을헤더파일이라고하며, 이들

헤더 파일들은 각종 함수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다. C 언어에서기본으로제공

하는표준함수들의기능을사용하기위해서는해당함수에대한정보가기재되어있는헤더

파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수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include 문장을

사용하여사용할함수의정보가정의되어있는헤더파일을포함해야한다.

C언어는절차지향적, 즉상단에서부터하단방향으로순차적으로문장을해석해가는방식이

므로전처리기부분은항상소스파일의시작부분에작성해야한다. stdio.h 헤더파일은표

준입출력(I/O: Input/Output) 함수들의정보를가지고있으며, stdlib.h 헤더파일은표준라

이브러리함수들의정보를가지고있다. 여기서라이브러리(Library)란각자자신만의기능을

가지고있는함수들을묶어놓은묶음으로이해하면된다.

■빈줄과들여쓰기를사용한다

8행은비어있다. 이행은전처리기와main() 함수와의구분을위해, 즉소스코드의가독성

을향상시키기위해한행을비워둔것이다. 이빈줄(Empty Line)은컴파일과정에아무런영

향을미치지않는다.

10행부터 12행까지는앞부분이몇칸비어있다. 이와같이작성하는이유는코드의가독성을

높이기위해들여쓰기(Indentation)를한것이다. 특히함수의 몸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들여쓰

2.1 첫번째프로그램분석 67

//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헤더 파일을 포함
#include <stdio.h>

//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헤더 파일을 포함
#include <stdli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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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사용하는것이관례이므로항상들여쓰기를하는습관을가지도록하자. 일반적으로들여

쓰기는탭

 

(Tab)키를사용하여 4칸의공백을사용하며, 2칸또는 3칸, 8칸을사용하는프로그

래머들도있다. 이와같이들여쓰기를사용하면코드를읽을때함수명과함수의내용을쉽게

구분할수있으므로코드읽기와코드작성에많은도움이된다.

■함수를작성한다

함수는영문으로 Function인데, 이는

 

’기능’으로해석할수있다. 즉, 어떤특정한작업을수

행하는기능을의미하기때문에 C 언어에서의함수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집합을

뜻한다.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작업 지시서와 같아서 컴퓨터가 수행할 기능을 작성하

는 것이므로 함수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C 언어는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고도말한다.

9행부터시작되는main()함수처럼일반적인함수작성법은다음과같다.

그림 2-2 함수(Function)

하나의프로그램은하나의함수(main() 함수)로만구성할수도있고, 여러개의함수(main() 함

수+추가함수)로도구성할수있다. 앞의예제에서main()함수하나만존재하는것처럼보이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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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main(void) {

 

// [반환 자료형] 함수명([입력 자료 매개변수])
... // 함수의 몸체. 수행할 작업 코드를 작성함.
return 0;

}

⊙함수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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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만, 자세히보면

 

main()함수내에 printf()함수를호출하는문장을볼수있다. 즉, 하나의프로

그램은여러개의기능(함수)을가질수있으며, 또한각각의기능이필요할때언제든지해당함

수를호출(Function Call)하여해당함수를실행할수있기때문에다수의함수를가질수있다.

함수 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함수가 있는데, C 언어에서는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에의해프로그램이시작될때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실행하도록 정의되어 있는 시작 함

수가 main() 함수라는것이다. 그래서 C언어에서는main()함수는반드시작성해야하고, 하

나의프로그램은 오직 하나의 main() 함수만 가질 수 있다.만약하나의프로그램코드내에

main()함수가 2개이상작성된다면컴파일에러가발생된다.

대부분의프로그램들은main() 함수내에또다른기능을실행하는함수들을추가적으로호

출하여전체코드를완성한다. 이때추가적으로실행할함수들이표준함수일경우에는 C 언

어에서기본으로제공하는헤더파일들을소스코드상단에서포함(#include <stdio.h>)하도록

작성해야한다. 만약프로그래머가직접만들어서사용하는사용자함수일경우에는 C 언어

가절차지향적언어이기때문에main() 함수가작성되기이전에해당함수를직접미리정의

해놓아야한다.

그림 2-3 main() 함수와사용자함수정의

main() 함수는운영체제로부터호출되어실행이되며, main() 함수는실행이완료되기직전

에자신이아무런에러없이정상적으로종료하였는지를운영체제에게알려주어야한다. 그

하나의프로그램은시작함수인main() 함수가반드시필요하며, main() 함수는오직하나만존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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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main()함수의마지막행에서는 return문을사용하게된다. main()함수가아닌일반함

수들은함수가호출되어실행을마치면해당함수를호출한곳으로되돌아간다. 즉, return문

은종료와반환의의미를가지고있다.

그림 2-4 운영체제와함수

함수의 구성 요소에는 반환 자료형(Return Data Type), 함수명(Function Name), 입력 자료

(Input Data), 함수의시작(Function Start), 함수의몸체(Function Body), 반환값(Return Value),

함수의끝(Function End)이있다. 다음그림을참고하자.

그림 2-5 함수의구성요소

C언어에서함수를정의할때는운영체제에게전달해주는반환값의자료형을가장먼저지정

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return문에의해반환되는반환값의자료형(예제에서는 int형)

을 가장 먼저 명시해야 한다. 만약 return문에서 반환하는 값의 자료형이 함수 정의에서의

반환자료형과동일하지않다면, 컴파일에러가발생되어실행파일을생성할수없게될수

도있다.

다음으로

 

”main”과같은함수명을적는다. 이때주의할사항이있다. C 언어에서는대문자

와소문자를서로다른문자로구분하기때문에 ”main”과 ”Main”은서로다른함수를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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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첫번째프로그램분석 71

하게된다. C언어에서의시작함수명은반드시소문자로구성된main()함수임을기억하자.

main 함수명의뒤를이어 ’(’(소괄호, left round bracket)와 ’)’(소괄호, right round bracket) 사

이에입력받을자료를명시한다. 여기에 ”void”를사용하면입력받을자료가없다는의미다.

만약 함수가 입력받아야 할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형과 변수명을 int

inputdata 형태로작성해놓으면되며, 여러개의자료를입력받아야할경우라면콤마(,) 연

산자를사용하여나열하면된다. 이와같이함수정의에서입력받을자료를명시한변수들을

매개변수(Parameter)라한다. 여기서변수란어떤값을저장할수있는메모리공간에이름을

붙여놓은것으로서값을변경할수있는메모리공간을의미한다.

다음으로main()함수가운영체제에의해호출되었을때는실제로실행할내용을 ’{’(중괄호,

left curly brace)로시작하는함수의몸체에작성하고, 함수의끝을명시하기위해 ’}’(중괄호,

right curly brace)를적는다. 함수가처리할내용들은모두이함수의몸체내에작성하게되

며, 이때처리내용들의기본단위를문장(Statement)이라한다. 일단함수가호출되면함수의

몸체내에있는문장들은순차적으로실행되게된다.

C 언어는절차지향적언어이므로소스코드의상단에서부터시작해서하단으로읽어가면서

순차적으로프로그램을실행하는데, main() 함수의몸체내에서또다른함수를호출하면해

당함수의위치로가서실행한다. 그리고호출한함수실행을완료하면다시main() 함수몸

체의다음위치로되돌아와서그다음코드를계속실행하게된다.

예제코드에서main()함수가운영체제에의해호출이되면, 함수의몸체내에작성되어있는

또다른기능을가지는 printf() 함수를호출하게된다. 이행의마지막문자를보면세미콜론

(’ ; ’, Semicolon)이사용되고있다. 우리가사용하는일반문장이마침표(.)로끝나는것과마

찬가지로 함수의 몸체 내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위치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입력하여

해당문장이끝났음을명시해야한다. 이때하나의문장은 2행이상으로구성될수도있다.

즉, 문장은행으로구분하는것이아니라세미콜론으로구분하는것이다.

printf() 함수는기본적으로소괄호내에작성되는문자열을화면에출력하는기능을수행하

는데, 자세한내용은잠시후에다시언급하겠다.

다음예제에서는 main() 함수내의 printf() 함수를호출하는부분에서하나의문장을 3행에

이어서작성하고, 한행에 2개의문장을작성해보았다. 결과를보면아무런에러가발생되지

않고정상적으로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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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예제에서 printf() 함수내에작성되어있는문자열의끝부분을보면 ’\n’특수문자를

사용하고있다. 이특수문자는 New Line, 즉커서를다음행의첫번째칸으로이동하라는

의미다. 이처럼 C 언어에서는몇가지특수문자에대해특별한의미를부여하고있는데, 이

것을이스케이프시퀀스(Escape Sequence)라한다.

다음예제와같이 printf(“Hello C Language\n“) 함수를호출한후 printf(“안녕하세요?“) 함

수를호출하면, 먼저 1행에 “Hello C Language“를출력하고 ’\n’에의해커서가다음행의

첫번째칸으로이동한다. 그리고현재커서가위치하고있는 2행의첫번째칸부터 “안녕하

세요?“문자열을출력하게되며, 커서는이문자열마지막칸다음에위치하게된다. 그리고

한번더 printf(“Excellent“) 함수를호출하면, 이번에는현재커서위치가두번째 printf(“안

녕하세요?“) 함수가 출력한 문자열의 다음 위치이므로 “Excellent“ 문자열이 “안녕하세요?“

문자열에연이어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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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스코드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 한 문장을 여러 행에 걸쳐서 작성할 수 있음
printf(

”Hello C Language\n”
); // 한 문장의 끝

// 여러 문장을 한 행에 작성할 수 있음
printf(”Hello ”); printf(”C Language\n”);
return 0;

}

실행결과

Hello C Language
Hello C Language

1
2
3
4
5

소스코드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printf(”Hello C Language\n”);
printf(”안녕하세요?”); // ”\n”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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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개발한다는것은어떤형태이든지해당프로그램의실행결과를얻기위한것이

다. 이처럼프로그래머가원하는결과를얻기위해서는입력자료를의미하는매개변수가필

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void) 수도 있다. C 언어에서의화면 출력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는 printf()함수인데, 소괄호내의큰따옴표(

 

““, double quotes)사이에출력할문자열(문

자들의집합) 또는서식문자를적으면, 각각에해당하는자료의값을콘솔화면에출력할수

있다.

C언어에서는이처럼자주사용하는함수들을프로그래머가매번구현하지않아도쉽게호출

해서사용할수있도록함수들의묶음, 즉라이브러리(Library)형태로미리구현해두었다. 이

러한라이브러리를표준라이브러리라하며, 이렇게표준라이브러리에포함되어서기본으로

제공되는함수들을표준함수라한다.

표준라이브러리에서제공하는표준입출력(Standard Input Output) 함수를사용하기위해서

는 표준 입출력 정보를 제공하는 stdio.h 헤더 파일을 소스 코드 상단에 포함(#include

<stdio.h>)시켜야한다. 이헤더파일을포함시키고나면, 즉입출력을위해사용할함수들의

정보를포함시키고나면출력을담당하는 printf() 함수또는입력을담당하는 scanf() 함수를

사용할수있게된다.

2.2 화면출력을위한 printf() 함수

 

73

 

2.2 화면출력을위한 printf() 함수

6
7
8

printf(”Excellent”);
return 0;

}

실행결과

Hello C Language
안녕하세요?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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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소스코드에서 stdio.h 헤더파일을포함하지않고 printf() 함수를호출하면, C 컴파일

러는다음과같이컴파일경고(Warning)를출력하게된다. 이와같은컴파일경고(Warning)는

컴파일에러(Error)는아니지만코드에서문제가될수있는부분을미리경고하는기능이다.

컴파일경고가발생하더라도이를무시하고컴파일을진행할수있지만, 프로그램이정상적

으로실행되지않을수도있으므로가능하면컴파일경고문구를자세히읽어보고문제가되

는코드를수정한후에프로그램을실행하는것이안전하다.

실행결과를보면 3행의첫번째칸에커서가위치해있다. 이는앞서도언급했지만, ’\n’특

수문자를사용하여커서가다음행의첫번째칸으로이동하도록코드를작성했기때문이다.

즉, 5행의출력문자열끝에 ’\n’을사용함으로써커서가다음행의첫번째칸에위치하게

되며, 다음번문자열출력시에는이커서가위치한 3행의첫번째칸이문자열출력의시작점

이된다.

74 CHAPTER 02  첫번째프로그램분석과 C 언어기초

1>------ 모두 다시 빌드 시작: 프로젝트: first, 구성: Debug Win32 ------
1>  first.c
1>d:\c projects\ch0\first\first\first.c(2): warning C4013: ’printf’이(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extern은 int형을 반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first.vcxproj -> D:\C Projects\ch0\first\Debug\first.exe
========== 모두 다시 빌드: 성공 1, 실패 0, 생략 0 ==========

⊙컴파일경고

1
2
3
4
5
6
7

소스코드

#include <stdio.h> //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 포함

int main(void) {
printf(”C 언어 입문\n”);
printf(”Great Dragon. Kim\n”);
return 0;

}

실행결과

C 언어 입문
Great Dragon. Kim
■ <- 현재 커서의 위치(다음번 출력의 시작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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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예제에서는단순히문자열출력만수행하는코드를작성하였다. 하지만일반적으

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자료를 입력받아서 특정 기능으로 처리한 후에 결과를

화면에출력하는구조를가지기때문에, 이번에는이에적합한예제로서연산을수행하는프

로그램을작성하고분석해보기로한다.

가장일반적인형태로서 2개의정수형자료를입력받아서덧셈연산을수행하고, 그결과값을

화면에출력해보자. 이코드에서는앞서배우지않은변수(Variable)라는개념을사용한다. 변

수란, 간단히말해서어떤자료를하드웨어메모리에저장하기위해사용하는일련의식별자

이며, 해당메모리공간에저장된자료에쉽게접근하기위해프로그래머가붙여놓은이름이

2.3 연산을수행하는프로그램 75

참고 라이브러리(Library)

C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미리 정의하여 묶어둔 것을 라이브러리(Library)라 한다.

대부분의 C 언어 컴파일러들은 표준 C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혹 해당 컴파일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컴파일러도 있다.

라이브러리는 보통 윈도우즈에서는 .lib 확장자, 리눅스에서는 .a 확장자를 가지는 바이너리 파일이며, 바

로 링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컴파일된 오브젝트 코드를 묶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컴

파일해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링크하여 실행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2-6 실행파일의생성과정

2.3 연산을수행하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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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자료가저장될특정크기의메모리공간이름으로이해하면될것이다.

예를들어, 우리가살고있는집들은모두주소를가지고있는데, 우리집의왼쪽옆집은유신

이네집, 오른쪽옆집은계백이네집이라고부르는것처럼집집마다주소가있음에도불구하

고사람이쉽게인식할수있는이름을붙여서부르는것과유사하다. 이때각집들은자료를

저장할메모리공간이되고, 각집에붙여진이름들은변수명이되며, 각집의주소는메모리

공간의주소가되는것이다.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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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소스코드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 변수를 선언한다.
int x; //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x의 메모리 공간 생성
int y; //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y의 메모리 공간 생성
int sum; // 두 정수의 합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sum의 메모리 공간 생성

// 변수에 값을 저장. 즉, 변수명으로 명명된 메모리 공간에 값을 저장
x = 100;
y = 500;

// 두 수의 합을 구하고, 이 값을 변수 sum으로 명명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
sum = x + y;

// sum 변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
printf(”두 수의 합: %d\n”, sum);
return 0;

}

실행결과

두 수의 합: 600

int x; // int형 변수 x 선언, 변수 x를 위한 메모리 공간 생성
int y; // int형 변수 y 선언, 변수 y를 위한 메모리 공간 생성
int sum; // int형 변수 sum 선언, 변수 sum을 위한 메모리 공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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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문장들은모두변수(Variable)를선언하는문장들이다. 이와같이변수를선언하면운영

체제는선언에사용된각자료형크기만큼의메모리공간을프로그램에게할당하게되고, 이

렇게할당된메모리공간에변수명이라는이름을붙이게된다.

int x;와같이변수를선언하면컴파일러는 int형, 즉전체메모리크기내에서임의의 4바이트

크기의메모리공간을 x라는변수명으로지정하도록운영체제에게요청하게되며, 이때확보

되는메모리공간의위치는운영체제가임의로결정하게된다. 이처럼자료를저장할메모리

공간에이름을붙여놓으면그다음코드에서해당메모리공간에값을저장하거나값을불러

와야할경우, 해당메모리공간의위치(시작주소) 정보를알지못하더라도변수명으로쉽게

접근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림 2-7 변수선언과운영체제의메모리공간할당

위의그림과같이자료를저장할수있는메모리는연속된바이트의모임이며, 메모리에접근

할경우에는 1바이트단위로접근한다. 즉, 메모리 1바이트가값을담아둘수있는 1개의상

자라고생각하면된다. 다음그림에서한개의네모상자가 1바이트메모리공간이라고생각

하자.

C언어에서는메모리에저장할자료의크기에따라몇가지기본자료형을규정하고있다.

그림 2-8 기본자료형과메모리공간크기

2.3 연산을수행하는프로그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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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그림에서와같이하나의문자를저장하기위해서는 1바이트메모리공간이필요하고, 정

수를저장하기위해서는 4바이트메모리공간이필요하다. 그리고실수를저장하기위해서는

8바이트메모리공간이필요하다. 또한일단메모리에한번저장된자료의값은변경이불가

능한상수(Constant)를위해서는해당상수의자료형태에따라메모리공간이할당된다. 특히

3과같은정수형태의리터럴상수는기본적으로 int형(4바이트)으로저장되고, 3.14와같은실

수형태의리터럴상수는기본적으로 double형(8바이트)으로저장된다. 아직배우지는않았지

만, 이러한상수값들의메모리크기는 sizeof()연산자를사용하면쉽게알아낼수있다.

변수를사용하려면가장먼저변수에저장할자료의종류에따라운영체제로부터메모리공

간을할당받아야하는데, 이것을변수선언이라한다.

■변수선언

C 언어에서는변수를사용하기에앞서반드시변수가미리선언되어있어야만한다. 변수선

언이란컴파일러에게선언된자료형크기만큼의메모리공간을운영체제로부터할당받아달

라고요청하는것이다. 변수가선언되면선언된변수의자료형크기만큼임의의특정주소를

가지는메모리공간을운영체제로부터할당받게된다. 이시점에서할당된메모리공간의주

소는정해진주소가아니라운영체제가부여한임의의주소가된다.

변수를선언할때는변수의자료형과변수명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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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printf(”%d byte\n”, sizeof(3));
printf(”%d byte\n”, sizeof(3.14));
return 0;

}

실행결과

4 byte
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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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이란변수에저장할자료가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인지등어떤형태의자료인지를

지정하는것이다. C 언어에서사용가능한자료형에는크게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이있다.

정수형은 10이나 -20과같이정수를나타내는것으로정수의유효범위에따라 short형, int

형, long형으로나누어진다. 실수형은소수점을가지는실수값을나타내며, 실수의유효범위

에따라 float형, double형으로나누어진다. 문자형은하나의문자를나타내며 char형뿐이다.

모든변수는함수의첫부분에선언해야하며, 변수의이름이필요하다. 이때변수이름을작

성할때에는다음과같은규칙을준수해야한다.

①C언어에서기본적으로정의되어있는키워드들은사용할수없다.

②변수명은영문자와숫자, 밑줄표시(_, Underscore)를사용해서만들어야한다.

③영문자는대소문자를구분한다.

④변수의이름중간에는빈칸을사용할수없다.

⑤시작문자로는영문자와밑줄표시(_, Underscore)만사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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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 [변수명];

운영체제에게 자료형 크기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달라고 요청하고,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변수명

의 이름을 붙여놓는다.

char ch; // 문자형 변수 선언(1바이트)
int i; // 정수형 변수 선언(4바이트)
float f; // 실수형 변수 선언(4바이트)
double d0, d1; // 실수형 변수 선언(8바이트)

예

변수선언형식

문자형 - char [1바이트]

정수형 - short [2바이트], int [4바이트], long [4바이트]

실수형 - float [4바이트], double [8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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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value01, value_test, _value 등은변수이름으로사용할수있지만, 숫자로시작

하거나달러싸인($)을제외한특수문자로시작하는 01value, #value등은변수이름으로사

용할수없다.

변수가선언되면자료를저장할메모리공간이확보된다. 하지만아직이들메모리공간에는

값을지정하여저장하지않았기때문에운영체제가의미없는임의의값을저장해두게되는

데, 이값을쓰레기값이라부르기도한다.

■상수

상수(Constant)란프로그램이실행되는동안변하지않는수또는변경이불가능한수를의미

한다. 즉, 3, 1, 4, 3.14 등의숫자자체는상수다. 앞예제의 10행과 11행에서사용한우변의

100과 500이상수다.

상수는변수와반대되는개념으로서변수는실행도중에값을변경할수있지만, 상수는한번

값이정해지면변경이불가능하다. 상수는변수들의초기값을할당할때도필요하고각종산

술연산에서도필요하다.

상수의종류로는기호상수(Symbolic Constant)와리터럴상수(Literal Constant)가있다. 변수

처럼이름을갖는상수는기호상수라하고, 이름을갖지않는상수는리터럴상수라한다. 리

터럴이란컴파일시프로그램내에정의되어있는그대로정확히해석되어야할고정된값을

의미한다.

리터럴상수에는정수상수, 실수상수, 문자상수, 문자열상수가있다. 하나의변하지않는

문자를나타내는문자상수는작은따옴표를사용하여 ’A’와같이표기하며, 변하지않는문

자열을나타내는문자열상수는큰따옴표를사용하여 “Hello C Language“로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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쪾이름을 갖는 상수

1) const 상수

쪾변수처럼 선언하며 const 키워드를 추가

쪾변수와 같이 값이 할당됨

쪾상수의 값은 변경이 불가능

예) const float pi = 3.14159;

기호상수(Symbolic Constant)

⊙상수의종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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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산을수행하는프로그램 81

■변수사용과할당연산자

앞서선언된변수에값을저장하기위해서는 =(equal)연산자를사용한다. 이때사용하는 =연

산자는메모리의측면에서할당연산자라하고, 수식의측면에서대입연산자라한다. 할당

연산자는변수에값을할당한다는의미로서변수명으로할당된메모리공간에값을저장하겠

다는뜻이다. = 연산자의좌변에는항상값을저장할수있는하나의변수가위치하고, 우변

에는저장될값이위치하는데, 이때우변의값으로는상수, 변수또는여러연산자들이포함

된수식이위치할수있다. = 연산자를사용한문장은할당연산자의우변을먼저연산하고,

그결과를좌변변수의메모리공간에저장하게된다.

그림 2-9 정수형변수의메모리공간(4바이트)

만약 x = x + 100; 문장이라면 = 연산자우변의 x + 100 연산을먼저수행하고, 그결과값을

변수 x에다시저장하게된다. 즉, 변수 x의값에 100을더한결과값을다시변수 x의메모리

 

// 선언된 변수에 값을 할당하기 위해 = 할당 연산자 사용
x = 100;
y = 500;

2) 매크로 상수

쪾#define 지시자 사용

쪾전처리기에 의해 치환

예) #define PI 3.14159

쪾이름을 갖지 않는 상수

쪾정수형 상수, 실수형 상수, 문자 상수, 문자열 상수

예) 100, 3.14159, ’A’, “Hello C Language“

리터럴상수(Literal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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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저장하라는의미로서기존에저장되어있던값을덮어쓰게된다.

■산술연산자

컴퓨터의기능은기본적으로계산을수행하는것이다. 따라서프로그램내에서연산기능을

수행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산술연산을하려면 C 언어에서제공하는산술연산자에대해

숙지하고있어야한다. 다음표의산술연산자들을참고하자.

사칙연산자들은 2개의피연산자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항연산자라한다. 위의표에서보

는것과같이 C 언어에서는수학기호와다른산술연산자가 2개존재하는데, 곱셈연산에서

는반드시 *(Asterisk) 기호를사용해야하며, 나머지연산에서는 %(Percent) 기호를사용해야

한다.

예제에서의 sum = x + y;문장은변수 x에저장되어있는정수값과변수 y에저장되어있는

정수값을더해서변수 sum의메모리공간에저장하라는의미다. 여기서 +가연산자이고 x

와 y는피연산자가된다. 이렇게덧셈을수행한결과값은할당연산자를통해변수 sum에저

장된다.

그림 2-10 sum = x + y 연산

82 CHAPTER 02  첫번째프로그램분석과 C 언어기초 2.3 연산을수행하는프로그램 82

연산자 C 언어연산자 C 언어수식 수학기호

덧셈연산자 + x + y x + y

뺄셈연산자 - x - y x - y

곱셈연산자 * x * y xy

나눗셈연산자 / x / y x ÷ y

나머지연산자 % x % y x mod y

표 2-1 산술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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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출력

앞서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printf()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다. printf() 함수는 문자열

출력뿐만아니라서식문자를사용하여특정형식을출력할수있는기능도제공한다. 

위의예제코드에서

 

“%d“는 “%d“라는문자열자체를출력하라는의미가아니라출력형식

을지정한다는의미로, 콤마(,)연산자다음에적은변수 sum의값을 “%d“의위치에정수형

으로출력하라는뜻이다.

C언어에서사용할수있는기본적인서식문자들은다음표와같다.

2.3 연산을수행하는프로그램

 

83

printf(”서식 문자”, 변수);

변수의 값을 서식 문자의 자료형으로 출력한다.

int sum; // 변수 선언
printf(”%d”, sum); // 변수 sum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정수형으로 콘솔에 출력

예

형식

서식문자 의미

%d, %i 부호있는 10진수(decimal, integer) 정수

%ld 부호있는 long형 10진수정수

%lld 부호있는 long long형 10진수정수

%o 부호없는 8진수(octal) 정수

%x 부호없는 16진수(hexadecimal) 정수(소문자)

%X 부호없는 16진수(HEXADECIMAL) 정수(대문자)

%u 부호없는 10진수정수

%c 단일문자(character)

%s 문자열(string)

%f 고정소수점실수(floating point)

%lf long형고정소수점실수(floating point)

%e 지수(exponent) 형태의부동소수점실수(소문자), e 표기

%E 지수(EXPONENT) 형태의부동소수점실수(대문자), E 표기

표 2-2 서식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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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첫번째프로그램분석과 C 언어기초

printf()함수에서사용하는서식문자와변수들은하나혹은그이상이될수있으며, 서식문

자와일반문자열이혼합되어있을수도있다. 이런상황에서는콤마(,)연산자를기준으로서

식문자의순서와변수의순서가차례대로대응되어출력된다.

그림 2-11 서식문자대응

특히서식문자로출력할자료형은대응되는변수의자료형과일치해야한다는점이매우중

요하다. 만약출력할변수의자료형이실수형인데, 서식문자가정수형이라면프로그래머가

원하는값을제대로얻지못할수도있기때문에정확한변수값을얻기위해서는두자료형

을반드시일치시켜야한다.

앞서도언급했지만, printf() 함수에서의출력내용에 ‘\n’특수문자를사용하면커서를다

음행의첫번째칸으로이동시키는역할을하게된다. 이와같은특수문자들을이스케이프

시퀀스(Escape Sequence)라하며, 다음의표에정리하였다.

서식문자 의미

%le long형지수(exponent) 형태의부동소수점실수(소문자), e 표기

%lE long형지수(EXPONENT) 형태의부동소수점실수(대문자), E 표기

%g %e와 %f 중에서더짧은표현사용(소문자)

%G %E와 %F 중에서더짧은표현사용(대문자)

%p 포인터의주소값

%% %기호자체

표 2-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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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rintf()함수에서출력할문자가큰따옴표(“)나백슬래시(\)일경우에는이들특수문자

앞에백슬래시(\)를붙여야한다.

이스케이프시퀀스를사용한간단한예제를작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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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케이프시퀀스 의미

\0 널(null) 문자, 0

\a 경고음발생(audible bell)

\b 백스페이스(backspace), 커서를한문자앞으로이동

\f 폼피드(form feed), 페이지바꿈

\n 개행(new line), 커서를다음행로이동

\r 캐리지리턴(carriage return), 커서를줄의맨앞으로이동

\t 수평탭(horizontal tab) 커서를일정한칸만큼우측으로이동

\v 수직탭(vertical tab)

\“ 큰따옴표(double quotes, “) 자체를출력

\\ 백슬래시(backslash, ￦), ‘\‘ 문자자체를출력

표 2-3 이스케이프시퀀스(Escape Sequence)

1
2
3
4
5
6
7
8
9
10

소스코드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printf(”\t Hello C Language!\n”);
printf(”큰따옴표: ” ” \n”);
printf(”작은따옴표: ’ ’ \n”);
printf(”백슬래시: \ \n”);
printf(”물음표: ? \n”);
return 0;

}

실행결과

그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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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CHAPTER 02  첫번째프로그램분석과 C 언어기초

결과화면을보면작은따옴표와물음표는문자그대로출력이되었지만, 큰따옴표와백슬래

시는출력이되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printf() 함수에서큰따옴표나백슬래시문자자체를출력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것과같

이큰따옴표나백슬래시앞에백슬래시(\)를추가해주면된다.

C언어코드에서작은따옴표(‘)는문자를표기할때사용하는특수문자(‘A‘)이고, 큰따옴표

(“)는문자열을표기할때사용하는특수문자(“ABCD“)다. 그리고 printf()함수내에서출력

할전체문자열은큰따옴표로감싸주어야하는데, 이때출력할문자열중에큰따옴표가존재

하면문자열의끝으로인식하기때문에문법오류가발생하게된다. 그래서 printf() 함수내

의문자열입력시에큰따옴표를문자그자체로인식하도록하기위해백슬래시(\)를붙여서

사용해야하는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소스코드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printf(”\t Hello C Language!\n”);
printf(”큰따옴표: \” \” \n”);
printf(”작은따옴표: \’ \’ \n”);
printf(”백슬래시: \\ \n”);
printf(”물음표: \? \n”);
return 0;

}

실행결과

그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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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printf() 함수에서의백슬래시(\)

앞의예제에서는코드내에서직접변수값을할당하였다. 이번에는변수값을사용자가직

접입력하도록하는방법에대해학습하도록하자. 콘솔창(도스창)에서사용자가키보드로입

력한 값을 읽어올 경우에도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scanf()

함수다.

scanf() 함수를사용할경우에는먼저서식문자가필요하다. 서식문자는앞서 printf() 함수

에서언급한서식문자표를참고하자.

scanf() 함수를사용할경우에는소괄호내에서식문자를먼저적고, 콤마(,)를적은후에사

용자로부터입력받은값을저장할변수명을엠퍼샌드(&, Ampersand)뒤에적으면된다. 여기

서주의할점이한가지있다. 만약문자열을입력받는상황일경우에는 &를사용하지않고

단순히문자배열의이름을사용해야한다. 이는배열과포인터개념이필요한데, 이에대한

자세한내용은뒷장에서배우게될것이다.

2.4 자료를입력받기위한 scanf() 함수 87

2.4 자료를입력받기위한 scanf()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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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f(”%d”, &number); 문장은정수값을입력받기위해사용하는문장으로서사용자로부

터입력받은값을변수 number에정수형으로저장하겠다는의미다.

다음예제는사용자로부터 2개의정수값을입력받은다음, 그 2개의값을더한결과를모니

터로출력하기위해작성한코드다.

88 CHAPTER 02  첫번째프로그램분석과 C 언어기초

scanf(”서식 문자”, &변수);

입력받은 값을 변수에 서식 문자의 자료형으로 저장한다.

int number; // 변수 선언
scanf(”%d”, &number); // 입력받은 값을 변수 number에 정수형으로 저장

예

형식

참고 문자와문자열

C 언어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문자는 문자 하나를 의미하고, 작은따옴표(‘‘,

single quote)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자를 감싼다.(‘A‘, ‘a‘, ‘1‘ 등). 그리고 ‘\n‘이나 ‘\t‘와 같은

특수 문자도 있다.

문자열은 하나 이상의 문자로 구성되며, 큰따옴표(“”, double quotes)로 묶어준다. 이때 문자열의 끝에

는 항상 널 문자(0)가 자동으로 저장된다(”A”, ”a”, ”abc”, ”123” 등).

예를 들어, ‘A‘는 문자가 되고, ”A”는 문자열이 된다. 그리고 ‘A‘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1바이트

의 메모리 공간만 필요하지만 ”A”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널 문자를 포함하여 2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2-15 문자와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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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123 456 입력결과

소스코드의 10행을보면 scanf(“%d %d“, &num1, &num2); 문장이있다. printf() 함수에

서사용하는서식문자형태와동일하다. 서식문자가 “%d %d“이기때문에콘솔창에서 [정

수][빈칸][정수]형태로입력하면첫번째로입력되는정수는 num1이라는변수에정수형으로

저장되고, 빈칸다음에두번째로입력되는정수는 num2라는변수에정수형으로저장된다.

2.4 자료를입력받기위한 scanf() 함수 8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스코드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int num1, num2, sum;
num1 = 0;
num2 = 0;
sum = 0;

printf(”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면 합을 구합니다.([예] 10 5) : ”);
scanf(”%d %d”, &num1, &num2);

sum = num1 + num2;
printf(”%d + %d = %d\n”, num1, num2, sum);
return 0;

}

실행결과

1>------ 빌드 시작: 프로젝트: first, 구성: Debug Win32 ------
1>  first.c
1>d:\c projects\ch0\first\first\first.c(10): warning C4996: ’scanf’: This function or
variable may be unsafe. Consider using scanf_s instead. To disable deprecation, use
_CRT_SECURE_NO_WARNINGS. See online help for details.
1>          c:\program files\microsoft visual studio 10.0\vc\include\stdio.h(304) : ’scanf’
선언을 참조하십시오.
1>  first.vcxproj -> D:\C Projects\ch0\first\Debug\first.exe
========== 빌드: 성공 1, 실패 0, 최신 0, 생략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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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행에서는 앞서 입력받은 값을 저장해놓은 num1과 num2 변수의 정수 값을 더하여 sum

변수에저장한다. 13행에서는화면출력을위해 printf()함수를호출하여 3개의변수값을출

력하면서각각의자료형과일치하는서식문자를사용하여출력했다.

Ctrl + F5를사용했을때의빌드출력창을보면, C 언어표준라이브러리에서제공하는형태

의 scanf() 함수는 Visual C++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scanf_s()함수사용을고려해보라는경고메시지를보여주고있다.

일반적인 C 언어표준컴파일러에서는 scanf() 함수를사용하지만, Visual C++ 2005 버전부

터는표준함수명과다르게 Visual C++에서자체적으로제공하는 scanf_s() 함수사용이안

전하다고알려주고있다. 하지만 scanf()함수를사용한다고해서문제될것은없다.

만약표준함수인 scanf() 함수가아닌 scanf_s() 함수를사용했다고하자. 그런데추후에이

코드를리눅스에서 gcc컴파일러로컴파일할일이생겼다면, gcc컴파일러는 C언어표준함

수가아닌 scanf_s() 함수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기때문에정상적으로컴파일되지않을

것이다. 즉, scanf_s()는 Visual C++에서만제공하는함수라서 Visual C++에서만사용할수

있으며, gcc컴파일러에서는사용할수없으므로가능하다면표준함수를사용하는것이바람

직하다. 그렇지만 해당 소스 코드를 윈도우즈의 Visual C++ 2010에서만 사용할 것이라면

scanf_s()함수를사용한다고해도아무런문제가없다.

다음은리눅스에서위의예제코드와동일하게작성하고, gcc 컴파일러로컴파일해본것이

다. gcc 컴파일결과를보면 scanf_s() 함수가정의되어있지않다는에러메시지를출력하고

있다. 즉, gcc컴파일러사용시에는표준라이브러리에서제공하는 scanf() 함수를사용해야

한다.

90 CHAPTER 02  첫번째프로그램분석과 C 언어기초

[root@localhost ~]# cat first.c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int num1, num2, sum;
num1 = 0;
num2 = 0;
sum = 0;

printf(”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면 합을 구해줍니다.([예] 10 5) : ”);
scanf_s(”%d %d”, &num1, &nu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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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를입력받기위한 scanf() 함수 91

sum = num1 + num2;
printf(”%d + %d = %d\n”, num1, num2, sum);
return 0;

}
[root@localhost ~]# gcc first.c
/tmp/cc1iEgMU.o: In function `main’:
first.c:(.text+0x47): 

 

undefined reference to ’scanf_s’
collect2: ld returned 1 exit status
[root@localh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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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CHAPTER 01  C 언어프로그래밍개요와개발환경

■주석(Comment)문은컴파일되지않는다.

주석문에는작성자, 작성목적, 작성일자, 소스코드설명등을작성한다. “//“ 기호를사용하

면한행전체를, “/* */“기호를사용하면여러행을주석으로처리할수있다.

■헤더파일(Header File)을포함한다.

C 언어의소스코드해석과정은상단에서부터하단방향으로순차적으로진행된다.

헤더 파일은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표준 함수들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함수를 사

용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 상단에 #include 전처리기 지시자를 사용하여 .h 확장자를 가지는

헤더파일들을포함시켜야한다. 이때 #include 지시자는포함한다는의미다.

■빈줄(Empty Line)과들여쓰기(Indentation)를사용한다.

소스 코드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빈 줄을 사용하며, 함수의 몸체에서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탭

(Tab)키를사용하여 4칸등의들여쓰기를사용한다.

■함수(Function)를작성한다.

Function은기능을의미하며, 특정한작업을수행하는코드의집합을뜻한다.

 

CHATPER

요점정리

 

02

// 한 행 주석
/* 한 행 주석 */
/* 여러 행 주석
여러 행 주석 */

/*
파일명: first.c
작성자: Great Dragon. Kim
프로그램 내용: C 언어 소스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
*/

int main(void) { // [반환 자료형] 함수명([입력 자료 매개변수])
... // 함수의 몸체. 수행할 작업 코드를 작성함.
return 0;

}

⊙함수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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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프로그램은 시작 함수인 main() 함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main() 함수는 오직 하나만 존

재해야 한다. 그리고 C 언어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main() 함수와 Main() 함수는

다른함수이므로주의해야한다.

함수의구성요소는다음그림과같다.

그림 2-17 함수의구성요소

쪾반환자료형과 return문으로반환하는반환값의자료형은일치해야한다.

쪾void는입력받을자료(매개변수)가없다는의미다.

쪾하나의문장(Statement)은세미콜론(;)으로문장의끝을표기해야한다.

쪾printf() 함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표준 함수다.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io.h 헤더

파일을소스파일상단에포함시켜야한다(#include <stdio.h>).

쪾printf() 함수에서 ’\n’특수문자는 New Line, 즉커서를다음행의첫번째칸으로이동하라

는 의미다. 이처럼 C 언어에서는 몇 가지 특수 문자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이스케이프시퀀스(Escape Sequence)라한다.

쪾return 0; 문장은함수의종료와반환을의미한다.

C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미리 정의하여 묶어둔 것을 라이브러리

(Library)라한다.

■변수(Variable)

메모리는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연속된 바이트의 모임이다. 변수를 선언하면 운영체제는 선언

한변수의자료형크기만큼의메모리공간을할당하게된다. 이때변수에할당되는메모리주소

는 운영체제가 임의로 할당하며, 저장하는 값 또한 임의의 값, 즉 쓰레기값을 저장하게 된다.

추후이렇게선언한변수명을사용하여해당메모리공간에값을저장하거나변경할수있다.

요점정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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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선언에서 해당 변수의 메모리 공간 크기를 지정하는 자료형에는 크게 정수형, 실수형, 문

자형이있다.

쪾변수이름작성규칙

① C 언어에서기본적으로정의되어있는키워드들은사용할수없다.

②변수명은영문자와숫자, 밑줄표시(_, underscore)를사용해서만들어야한다.

③영문자는대소문자를구분한다.

④변수의이름중간에는빈칸을사용할수없다.

⑤시작문자로는영문자와밑줄표시(_, underscore)만사용할수있다.

■상수(Constant)

상수란프로그램이실행되는동안변하지않는수또는변경이불가능한수를의미한다. 상수는

변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변수는 실행 도중에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 상수는 일단 값이 정

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상수는 변수들의 초기값을 할당할 때도 필요하고 각종 산술 연산에

서도필요하다.

상수의 종류로는 기호 상수(Symbolic Constant)와 리터럴 상수(Literal Constant)가 있다. 변수

처럼 이름을 갖는 상수는 기호 상수라 하고, 이름을 갖지 않는 상수는 리터럴 상수라 한다. 리

터럴이란컴파일시프로그램내에정의되어있는그대로정확히해석되어야할고정된값을의

미한다.

■할당연산자(=)

변수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equal) 연산자를 사용한다. = 연산자의 좌변에는 항상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위치하고, 우변에는 저장될 값이 위치하는데, 이때 우변의 값으

로는상수, 변수또는여러연산자들이포함된수식이위치할수있다. = 연산자를사용한문장

은할당연산자의우변을먼저연산하고, 그결과를좌변변수의메모리공간에저장하게된다.

94 CHAPTER 01  C 언어프로그래밍개요와개발환경

변수선언형식: [자료형] [변수명];

char ch; // 문자형 변수 선언(1바이트)
int i; // 정수형 변수 선언(4바이트)
float f; // 실수형 변수 선언(4바이트)
double d0, d1; // 실수형 변수 선언(8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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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연산자(+, -, * , /, %)

C 언어에서는 수학 기호와 다른 산술 연산자가 2개 존재하는데, 곱셈 연산에서는 반드시

*(Asterisk) 기호를사용해야하며, 나머지연산에서는 %(Percent) 기호를사용해야한다.

■변수값출력(printf() 함수)

다양한서식문자들중에서 %d는정수형, %f는실수형, %c는단일문자, %s는문자열을출력

하기위해사용한다.

printf() 함수에서특수문자자체를출력하거나특수한의미를부여한기호들이있다. 이를이스

케이프 시퀀스(Escape Sequence)라 한다. 큰따옴표(”)와 백슬래시(\) 문자 자체를 출력하기 위

해서는 백슬래시(\)를 앞에 붙여주어야 하며, 개행(New Line)을 위해서는 ’\n’을 사용해야 한

다.

■자료를입력받기위한 scanf() 함수

C 언어에서는 하나의 문자를 표기할 때 작은따옴표(’A’)를 사용하고, 문자열을 표기할 때에는

큰따옴표(“ABCD“)를사용한다.

요점정리 95

// printf(”서식 문자”, 변수);
int sum; // 변수 선언
printf(”%d”, sum); // 변수 sum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정수형으로 콘솔에 출력

// scanf(”서식 문자”, &변수);
int number; // 변수 선언
scanf(”%d”, &number); // 입력받은 값을 변수 number에 정수형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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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CHAPTER 02  첫번째프로그램분석과 C 언어기초

다음중소스코드에대한설명글을적어놓기위해사용하는문장으로서컴파일러가번역하

지않는것은?

①함수 ②연산자

③주석 ④변수

다음 중 C 언어 표준 함수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로서 printf()와 같은 표준 함

수를사용하기위해반드시소스코드상단에 #include 지시자로포함해야하는파일은?

①소스파일 ②실행파일

③목적파일 ④헤더파일

다음중 C 언어프로그램을실행할때운영체제가가장먼저호출하는함수는?

① printf()함수

②Main() 함수

③main()함수

④ scanf() 함수

할당연산자(=)에대한설명중올바른것은?

①수학에서의 =과동일한의미다.

②할당연산자의좌변에는반드시변수를사용해야한다.

③할당연산자의우변에는상수만사용할수있다.

④할당연산자의우변에는변수를사용할수없다.

변수에대한설명중잘못된것은?

①변수의이름은프로그래머가정한다.

②변수에는오직하나의값만저장할수있다.

③변수에값을한번저장하고나면더이상저장할수없다.

④변수에값을저장하기위해서는할당연산자(=)를사용한다.

CHATPER

연습문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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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C 언어에서한문장(Statement)의끝을의미하는기호는?

① ; ② .

③ : ④ ,

다음중할당연산자의사용법이잘못된것은? (x, y는변수)

① x + y = 10; ② y = x + 10;

③ x = 50; ④ y = x + y;

다음중변수이름으로사용할수없는것은?

① number ② _number

③ new_number ④ $number

상수중에서이름을갖지않는상수를무엇이라하는가?

①기호상수 ②리터럴상수

③정수상수 ④문자상수

printf() 함수에서변수의값을출력할때사용하는서식문자중고정소수점실수를출력하

기위해사용하는것은?

①%f ②%p

③%d ④%e

printf() 함수에서개행을하기위해사용하는이스케이프시퀀스는?

① \0 ② \n

③ \t ④ \b

문자열 “B“를저장하기위해서는최소몇바이트가필요한가?

① 1바이트 ② 2바이트

③ 4바이트 ④ 8바이트

입력장치로부터입력한자료를저장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함수는?

① printf()함수 ② scanf() 함수

③ sizeof()함수 ④main() 함수

연습문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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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값 3.14는컴파일러가어떤자료형으로인식하는가?

① short

② int

③ float

④ double

변수 x, y에대한사칙연산결과를출력하는프로그램에서다음괄호를채워라.

98 CHAPTER 02  첫번째프로그램분석과 C 언어기초

#include <stdio.h>
int main(void) {

int x = 10;
int y = 20;
printf(”덧셈 = %d”, x + y);
printf(”곱셈 = %d”, );
printf(”나눗셈 = %d”, );
printf(”나머지 =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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