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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장
source file  [1장 5쪽]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게 작성한 문서 파일. 여기서는 C 언어의 문법에 맞

게 작성한 문서 파일을 말한다.

source code  [1장 13쪽]

= 코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게 작성한 글.

compile [1장 5쪽]

소스 파일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

컴파일 3단계

Visual Studio [1장 6쪽]

소스 코드를 편집하고 컴파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C 언어를 컴파일할 

때는 VC++ 컴파일러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파일의 확장자를 .c로 적어야 C 언어

의 문법에 맞게 컴파일한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자동완성 기능과 문법 검사 기능, 

VC++ 컴파일러를 이용해 컴파일하거나 디버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소스 파일

 소스 코드

 컴파일

  비주얼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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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ging  [1장 15쪽]

에러를 수정하는 것

main function     함수, 블록 [1장 24쪽]

코드 실행이 제일 처음 시작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끝나는 곳. 줄여서 ‘main’ 또는 

‘메인’이라고도 한다.

02장
 [2장 31쪽]

출력 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변숫값을 텍스트로 바꾸어주거나, 입력 시 텍스트

를 알맞은 변숫값으로 바꾸어주는 문자 

normalization  [2장 40쪽]

소수점 앞에 0이 아닌 한 자리만을 사용하여 지수 형태로 바꾸는 것

 디버깅

 main 함수

 변환 문자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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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I code  [2장 43쪽]

사람이 사용하는 기호를 컴퓨터 안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약속한 것

comment  [2장 26쪽]

실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장. 소스 코드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 // : //부터 해당 줄의 끝까지 주석 처리

• /* ~ */ : /*과 */ 사이의 모든 내용 주석 처리

 [2장 27쪽]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함수. print formatted의 약어. 변환 문자를 사용해서 

변수에 맞는 자료형을 알려준다.

control character  [2장 28쪽]

문자는 아니지만, 출력 방식에 영향을 주는 문자. \n, \t 등등 

constant  [2장 36쪽]

값을 한 번 정하면 프고르램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변수. 원주율 값처럼 값이 

정해져 있고 변하면 안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bit [2장 43쪽]

컴퓨터 저장장치의 가장 작은 단위. 스위치와 같이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낸것. 1(혹

은 true)과 0(혹은 false)으로 나타낸다.

 아스키 코드

 주석문

 printf 함수

 제어 문자

 상수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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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e [2장 43쪽]

컴퓨터 저장장치의 단위. 1바이트는 8비트. 16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4비트 단

위로 이진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03장
variable     지역 변수, 전역 변수 [3장 52쪽]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의 공간

변수와 관련된 용어

•  변수 선언: 어떤 형태와 이름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알리는 것

• 할당: 변수에 값을 넣거나 저장하는 것을 ‘할당한다’고 한다

• 참조: 변수에 접근하는 것을 ‘참조한다’고 한다

signed 변수와 unsigned 변수

signed 변수는 부호를 가진 변수이며 선언 시 따로 표기해주지 않는다. unsigned 변수는 부호가 

없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예약어이며, 변수 선언 시 unsigned int와 같이 사용하면 

된다. int를 2바이트라고 하고 예시로 들면 signed int는 -32768 ~ 32767, unsigned int는 

0~65535의 범위를 갖는다. 즉,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양수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garbage ( value)  [3장 53쪽]

변수로 지정했던 공간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남아있는 이 값이 쓰레기 값!

 바이트

 변수

 쓰레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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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ize [3장 53쪽]

변수, 배열, 구조체에 값을 처음으로 대입하는 것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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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ype  [3장 57쪽]

자료의 형태. 자료형에 따라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달라진다

• 정수형: int(4bytes), short(2bytes), long(4bytes)

• 문자형: char(1byte)

• 실수형: double(8bytes)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종류 표현 방법

0~9, +, - 기호 사용

0~9, +, -, .(소수점) 기호 사용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묶음

하나 이상의 문자를 큰 따옴표로 묶음

사용 예

10, -5, +20, 0

3.4, -1.7,    .5,    10.0

‘A’, ‘b’, ‘0’, ‘*’

“A”, “banana”

header file      전처리 지시자 [3장 65 쪽]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의 원형 등을 포함하고 있는파일. 줄여서 ‘헤더’라고도 한다. 

라이브러리는 쉽게 가져다 쓰라고 미리 구현해둔 함수. #include라는 전처리 지

시자로 불러들인다.

 [3장 65쪽]

문자열 처리와 관련된 함수가 선언된 헤더 파일

 [3장 65쪽]

한 번 초기화하면 값을 바꿀 수 없는 변수. 값이 항상 고정되어 코드가 실행되는 동

안은 바꿀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ex) 원주율, 황금 비율, 게임에서 공격력 수치

가 데미지로 환산되는 비율 등

identifier  [3장 67쪽]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단어. 보통 함수나 변수의 용도에 맞게 의미 있

는 이름을 사용한다.

 자료형

 헤더 파일 

  string.h  

헤더 파일 

 const 변수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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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d word  [3장 67쪽]

언어에 의해 예약된 단어로,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다.

2’s complement  [3장 46쪽]

절대값의 이진수를 0과 1을 반전시킨 상태(이 상태를 1의 보수라 함)에서 1을 더

한 값

[십진수의 숫자를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 2의 보수로 만드는 방법]

04장
operator  [4장 84쪽]

연산에 사용되는 표시나 기호. 

operand [4장 84쪽]

연산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prefix  [4장 89쪽]

연산자가 피연산자 앞에 놓이는 수식 표기 

 예약어

 2의 보수

 연산자

 피연산자

 전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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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fix  [4장 89쪽]

연산자가 피연산자 뒤에 놓이는 수식 표기

자료형을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것 [4장 101쪽]

•  자동 형 변환(묵시적, 암시적 형 변환 / promotion): 자료형이 일치하지 않

는 값이 들어왔을 때, 변환이 가능한 타입에 한하여 알맞은 자료형으로 컴파

일러가 바꾸어주는 것

•  강제 형 변환(명시적 형 변환 / casting): 일시적으로 값을 원하는 형태로 바

꾸는 것

exclusive or  [4장 111쪽]

두 피연산자의 진리값이 서로 다를 때만 참이 되는 연산

short circuit rule  [4장 93쪽]

좌항만으로 &&와  연산 결과를 판별하는 기능

 후위 표기

 형 변환 

 배타적 논리합

 숏 서킷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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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thmetic Logic Unit [4장 95쪽]

CPU의 산술논리 연산장치

register     레지스터 변수 [4장 95쪽]

CPU의 메모리. 연산할 데이터와 연산 후의 결과를 임시로 저장한다.

load  [4장 95쪽]

메인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값을 복사하는 과정

store  [4장 95쪽]

연산이 완료된 값을 레지스터에서 메인 메모리로 복사하는 과정

ALU, 레지스터, 로드, 스토어의 관계

연산을 할 때 CPU는 메모리에 있는 변수의 값을 가져와 연산을 한다. 이 때 CPU는 메모리에서 

연산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CPU의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에 메모리의 내용을 복사해서 연산해야 

하는데, 이 복사하는 과정을 ‘로드’라고 한다.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되면 연산장치인 ALU에 의

해 덧셈 연산이 수행되고 그 결과값은 일단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이후 대입 연산을 수행하면 메모

리 공간인 sum에 복사되어 수식의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연산할 때는 메모리에 있는 변수의 값을 

CPU로 복사해서 사용하므로 아무리 많은 연산을 수행해도 피연산자 a, b의 값은 변하지 않고, 대

입 연산을 수행한 sum은 연산장치 ALU에서 어떤 연산이 수행되느냐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ALU 

 레지스터

 로드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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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장
특정 조건에 따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하는 문장 [5장 122쪽]

• 선택문: if문, swith~case문

• 반복문: for문, while문, do~while문 

• 분기문: break문, continue문, return문

block     지역 변수 [5장 145쪽]

함수, 반복문, 선택문 등의 중괄호로 이루어진 단위를 말한다. 

conditional statement [5장 139쪽]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코드를 실행하는 문법

• if문: 괄호 내의 조건식이 참이면 블록 내의 문장을 실행한다

•  else문: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면 블록 내의 문장을 실행한다. 필요 없으면 

없어도 된다.

•  else if문: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시킬 코드에 추가 조건을 걸고 싶

을 때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필요 없으면 else if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어문 

 블록

 조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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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ling else Problem  [5장 144쪽]

if문을 중첩해서 사용할 때 뒤따르는 else의 위치가 모호해지면서 생기는 문제

 [5장 144쪽]

여러 선택지 중 만족하는 선택지의 코드를 실행하는 문법

• switch문: 괄호에 비교대상을 넣어 블록 내의 각 case문을 검사한다

•  case: ‘case (해당하는 값):’과 같이 적는다. 해당하는 값은 비교대상 변수에 

맞는 자료형의 데이터를 적는다. 정수, 문자, 열거상수 들이 될 수 있다.

•  default: 어떤 케이스도 비교 대상과 맞지 않을 때 이 문장을 실행할 수 있

다. case문을 모두 적은 후 마지막에 적을 수 있으므로, 위의 case문에 해당

하지 않을 때 실행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break문: 반복문, 선택문 블럭을 빠져나오게 하는 예약어

  매달린  

else 문제

  switch~case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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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 and conquer   [5장 141쪽]

재귀에 기반하여 큰 문제를 작게 쪼개 해결하여 결과를 취합하는 문제 해결 기법

06장
loop [6장 154쪽]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해서 실행하는 문법

 분할 정복 기법

 반복문



18   혼자 공부하는 C언어

infinite loop [6장 173쪽]

무한히 반복을 하고 싶거나 정해진 횟수 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빠져나오게 

하고 싶을 때 사용. 무한 루프라고도 한다.

 [6장 174쪽]

continue문 아래의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조건을 검사한 후 다시 루프

를 시작하게 하는 예약어

07장
function  [7장 180쪽]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단위

• 함수 정의 : 함수를 실제 코드로 만드는 것

• 함수 호출 : 함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

•  함수 선언 : 프로그램의 상단에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쓸 것이라고 컴파일

러에 정보를 주는 것

• 함수 원형: 함수명, 매개변수, 반환형을 적은 것

 무한 반복문

 continue문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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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원형을 선언하는 이유

컴파일러가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만나기 전에, 매개변수가 어떤 자료형이고 몇 개인지 알려 잘

못된 매개변수를 전달하면서 생기는 에러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recursive call function  [7장 198쪽]

함수 안에서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

어떤 상황에서 재귀를 쓰나요?

재귀 함수는 반복문을 쓰는 경우보다 간결한 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혹은 반복문보

다 많은 메모리를 쓰는 대신 비교적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일부 정렬 알고리즘

이 그런 경우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parameter  [7장 183쪽]

함수가 처리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

인수(argument)와 매개변수(parameter)그것이 알고싶다

 재귀호출 함수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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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장
array  [8장 208쪽]

기본 자료형을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는 것. 인덱스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순회하

며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

•  배열 선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변수가 몇 개인지를 컴파일러에 

알리는 것

index [8장 210쪽]

배열에서 순차적으로 나열된 요소에 매겨진 번호. 요소에 접근할 때 사용한다. 영

문명 그대로 인덱스라고도 한다.

 [8장 216쪽]

변수가 메모리에 할당된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반환하는 함수

 배열

 첨자

 sizeof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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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장
pointer  [9장 238쪽]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로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로 선언 후에 사용한다.

•  간접 참조 연산자(*) :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를 사용할 때 포인터에 사용

하는 특별한 연산자

• 주소 연산자(&) : 변수의 주소를 구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

 [9장 236쪽]

주소를 구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 포인터에 이 주소값을 저장하여 해당 메모리에 

접근할 수도 있고, scanf에서 사용할 때처럼 함수에 메모리 주소를 전달하는 용도

로 사용할 수도 있다. 비트 연산자 &와는 다르므로 헷갈리지 말자

address  [9장 235쪽]

주소, 주소 값이라고도 한다.  메모리 상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값. 보통

은 해당 데이터의 시작 위치를 주소 값으로 가짐.

주소와 포인터의 차이

주소는 변수에 할당된 메모리 저장 공간의 시작 주소값 자체이고 포인터는 그 값을 저장하는 또 

다른 메모리의 공간이다. 또한 모든 주소와 포인터는 가리키는 자료형과 관계없이 크기가 같다.

그것이 알고싶다

 포인터

 주소 연산자 

 메모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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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10장 265쪽]

배열명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이기 때문에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

다.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포인터와 다르게 배열명은 상수이므로 그 값을 

바꿀 수 없다.

11장
 [11장 297쪽]

stdin 스트림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형식에 따라 변환하여 입력하는 함수

white space  [11장 299쪽]

space bar, tab, enter 키를 눌렀을 때 입력되는 문자를 묶어 부르는 말

 배열명

 scanf  함수

  화이트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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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11장 304쪽]

프로그램이 출력한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출력 장치로 보내거나 입력 장치에

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읽어 저장해놓고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간

12장
 [12장 324쪽]

stdin 스트림 파일로부터 한 줄의 데이터를 읽는 함수

 [12장 337쪽]

문자열을 복사한다.

 버퍼

 gets 함수

 strcpy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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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local variable [13장 357쪽]

블록 내에 선언되어 해당 블록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 따라서 다른 블록 내

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auto 예약어와 함께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를 선언한다. 

auto가 없어도 블록 안에 선언된 변수는 자동으로 지역 변수가 된다.

지역 변수와 자동 변수

둘은 같은 용어다. 지역 변수는 기억 부류 중 하나. 따라서 지역 변수는 변수의 특성 중에 사용 범

위를 강조한 것이며 자동 변수는 지역 변수가 auto 예약어를 사용하므로 쓰는 용어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storage class  [13장 357쪽]

변수를 사용 범위와 메모리에서의 존재 기간에 따라 나눈 것

global variable [13장 361쪽]

함수 밖에 변수를 선언하면 전역 변수가 된다. 전역 변수는 특정 함수의 블록에 포

함되지 않으므로 사용 범위가 함수나 블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static local variable [13장 364쪽]

선언된 함수가 반환되더라도 그 저장 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변수

 지역 변수

 기억 부류

 전역 변수

 정적 지역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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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variable [13장 366쪽]

블록 혹은 함수 내에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다. CPU 내의 공간

인 레지스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 변수와는 다르다.

레지스터 변수로 지정했는데, 레지스터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

레지스터는 CPU의 연산장치가 사용하는 비싸고 중요한 저장 공간이므로 당장 연산할 필요가 없

는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보관하면 레지스터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컴파일러는 사용자가 레

지스터 변수를 선언하더라도 레지스터와 메모리 중에 어디에 할당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판단하

여 적당한 저장 공간을 선택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14장
multi-dimensional array [14장 382쪽]

배열을 요소로 갖는 배열. 2차원 배열에서는 일반 배열(1차원 배열)을 요소로 갖

고, 3차원 배열에서는 2차원 배열을 요소로 갖는 형식이다.

 레지스터 변수

 다차원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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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er array [14장 404쪽]

포인터를 모아 만든 배열. 여러 개의 문자열을 다루거나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

15장
 [15장 416쪽]

주소값 자체를 처리하는 포인터. 즉, 주소를 저장한 포인터도 하나의 변수이고 따

라서 그 주소를 구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포인터에 저장하고 가리키는 형태이다.

 포인터 배열

 이중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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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
 [16장 451쪽]

메모리 동적 할당이나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는 함수 등 다양한 기능의 범용 함수

가 정의된 헤더 파일.

dynamic allocation  [16장 451쪽]

프로그램 실행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는 것. 주로 코드 실행 중에 배열에 저장할 

값의 개수가 결정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memory leak  [16장 454쪽]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고 나서 반환하지 않았을 때 할당된 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이 생기는 것.

command line argument  [16장 469쪽]

명령행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프로그램의 이름 외에 함께 주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

  stdlib.h  

헤더 파일

 동적 할당

 메모리 누수

 명령행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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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17장 477쪽]

형태가 서로 다른 변수들을 묶는 자료형. 한 번 형태가 정의되면 그 이후부터는 구

조체 변수, 구조체 배열, 구조체 포인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기 참조 구조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갖는 구조체

padding byte  [17장 479쪽]

구조체 멤버의 크기가 들쑥날쑥한 경우 정렬할 용도로 멤버 사이에 넣는 것

byte alignment  [17장 479쪽]

패딩 바이트를 넣어 멤버들을 정렬하는 것

17장
 구조체

 패딩 바이트

  바이트  

얼라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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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eration  [17장 504쪽]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정수 값을 기호로 정의하여 나열하는 자료형

linked list  [17장 501쪽]

자기 참조 구조체 변수를 포인터로 연결한 것

typedef [17장 501쪽]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형을 만들어 쉽게 선언하도록 하는 문법

18장
stream  [18장 517쪽]

프로그램이 외부 파일, 외부 네트워크 등과 통신할 때 데이터가 흐르는 길

text file  [18장 529쪽]

데이터를 아스키 코드 값에 따라 저장한 것

binary file  [18장 529쪽]

텍스트 인코딩 이외의 방식으로 저장된 파일

 열거형

 연결 리스트

  형 재정의 

 스트림

 텍스트 파일

 바이너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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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preprocessing [19장 556쪽]

전처리 지시자에 따라 소스파일을 가공하는 과정

module [19장 559쪽]

분할 컴파일 시 컴파일 가능한 파일 단위. 파일을 모듈별로 나누는 목적은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거대한 프로그램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을 때 변경된 부분만 컴파

일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19장 577쪽]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컴파일하는 것

 [169장 561쪽]

인수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값을 갖도록 치환되기 때문에 비록 함수는 아니지만 인

수를 주고 함수처럼 쓸 수 있는 것

token  [19장 567쪽]

프로그램에서 독립된 의미를 갖는 하나의 단위

static function  [19장 585쪽]

같은 소스 파일 내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함수

 전처리

 모듈

 분할 컴파일 

 매크로 함수 

 토큰

 정적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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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ility  [19장 556쪽]

기종이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성질

 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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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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