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책은독학으로 C++를 배우려는독자를돕기위해만들어진책이다. 이책에수록된 24개의강의를

통해서 독자는 루프, 배열, 입출력,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템플릿, C++ 응용 프로그램 작성 같은

C++ 프로그래밍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배울 수 있다. 각 강의는 잘 짜여진, 그리고 따라 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강의들은 예제 프로그램 코드도제공한다. 예제다음에는실행출력예가나오

며, 코드의 중요한 부분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본문이 뒤따른다. 프로그램 예제 외에, 특정 구문(문법)

을 보여주기 위한 짤막한 예제들도 눈에 잘 들어오는 형태로 제시한다.

각 강의 끝에는 질문/답변 형태로해당 강의의 요점을정리해 준다. 그리고이번 판(제4판)에서부터는

강의의내용에대한이해정도를독자스스로확인할수있도록퀴즈(간단한시험문제)와연습문제도

제공한다. 퀴즈 해답 역시 제공한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C++를 한 번도 접해보지않은 독자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책은아주 기초부터

시작하며, C++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C++ 프로그래밍의 주요 기법들도 이야기한다. 이 책은 개념을

설명할뿐만아니라개념을잘보여주는예제와그에대한상세한분석까지제공하므로독학으로 C++

를배우고자하는독자에게좋은지침서가될것이다. 완전초보이든어느정도경험이있는독자이든,

잘 구성된 24개의 강의들을 차례로 따라가다 보면 C++를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C부터 배워야 하는가?
C++는 C를 포함하므로 C부터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C++

의 창시자 스트롭스트룹(Stroustrup)을 비롯한 많은 C++ 프로그래머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며, C를 먼

저 배우면 C++에 맞지 않는 프로그래밍 습관을 들일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한다. 이 책

은 독자가 C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가 C 프로그래머라고 해도 문제는 되지 않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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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처음몇강의는이미알고있는내용일수도있지만, 그뒤에나오는강의들은그렇지않을것이

다. C 프로그래밍에 익숙한독자는새로운 언어를배운다는열린 마음으로 나머지강의들을 읽어나가

길 희망한다.

왜 C+ +를 배워야 하는가?
이것도흔히들 하는질문이다. 이질문과함께 X라는더최신의 강력한언어가있으며그것이 C++를

대체할 것이다 같은 주장도 흔히 따른다. 그런 주장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이다.

COBOL을대신하려는 언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수백만 줄의 COBOL 코드가 돌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COBOL 응용 프로그램들도 여전히 개발되고 있다. 새롭고 개선된 언어들이 많이 나오긴 했

지만, C++의 구문을 이어받은 것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Java와 C#은 C++의 구문을

공유하며, 여러 측면에서 C++보다 배우기 어렵다.

C++를배워두면비슷한 언어들을배우기가쉬워진다. Java나 C#뿐만아니라 awk, Perl, 심지어는 C도

그런 언어들에 속한다. 그리고 C++는 수많은 플랫폼들이 지원하는 대중적인 언어이다. 이식성 있는

코드를 만드는 기술을 익힌다면, PC에서 대규모 유닉스기계나 메인프레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

폼들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완전한 이식성을 갖춘 C++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독자가 가진 C++ 프로그래밍 기술 자체는 이식성이 있다.

이 책에 쓰인 관례들
이 책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항목들이 나온다.

잠깐만

중요한 내용을 중간 중간에 확실하게 정리해주며, 꼭 필요한 팁과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조심

이 상자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부수 효과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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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이 부분은 강의의 요점들로 는 지켜야 할 것 는 피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방금 나온 예제 코드를 실행해서 나온 출력이다.
이 부분은 방금 나온 예제 코드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문단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꼴들이 쓰인다.

▣ C+ + 코드를 일반문장과구분하기 위해, 실제 C+ + 코드는 [고정폭글꼴]로표시한다.

▣ 자리표, 즉 실제의 코드나 단어를 입력해야 할 위치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이는 임시적인 단어는 [이

탤릭 고정폭]으로 표시한다.

▣새로운또는 중요한용어는 [강조된글꼴]로 표시한다.

▣ 예제들에서, 각 실제 코드 줄에는 줄 번호가 붙어 있다. 줄 번호가 붙지 않은 줄은 그 전 코드 줄에

서 이어지는 것이다(일부 코드가 지면의 너비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직접

입력할 때에는줄을나누지 말고계속 이어서입력해야한다.

부록 CD의 내용
부록 CD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 있다.

▣책의모든예제코드

▣오픈소스 IDE/컴파일러인 Dev-C+ +

▣ 이 책의 모든 예제들은 이 컴파일러로 테스트해 보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책이 이 컴파일러에 대

한 책은 아니다. 이 책의 내용과 예제는 다른 C+ + 컴파일러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모든 컴

파일러들이 표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것. 오래된 컴파일러는 일부 예제들을 컴파일

하지 못할 수 있다. 컴파일러의 종류와 버전들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컴파일러/버전들

을 필자가일일이지적하는 것은불가능하다.

▣ Borland의무료 IDE/컴파일러인 C+ + Builde rX.

▣ 각 장 끝에 있는 연습문제들의 해답(모든 연습문제에 대한 해답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코드를 수정하거나 작성하는 문제에대한 해답들이 수록되어있다).

실행 결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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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지원
효과적인 강의를 돕기 위한 자료를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 t p : / / www. i nf opub . co . k r

Microsoft Powerpoint로 작성된 슬라이드 — 강사 분들이나 교수 분들을 위해 본 서적의 강의를 도

와줄 수 있는 교육용 자료(교안)를 제공한다. 단, 도서 문의 게시판을 통해 교육용 자료를 요청한 교

수, 강사 분들께만 제공되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실습과제의 해답에 대해서
부록 CD에 포함된 실습과제의 해답 파일들 중 영문으로만 되어 있거나 해답 코드에 영문 주

석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유로 출판사와 역자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

명을 제공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길. 영문으로만 된 파일들은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은 없다. 독자가 직접 해보는 문제이다 가 요지이며, 해답 소스 코드 역시 본문을 이해했다면

주석 없이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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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에서 배울 내용

▣컴파일러설치 및설정

▣C++ 프로그램을개발하는 단계들

▣첫 번째 C++ 프로그램의 입력, 컴파일, 링크

시작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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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을 위한 사전 준비
Java 같은 다른 객체 지향적(object-oriented) 언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C++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는 무작정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을 설계(design)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책의 처음

몇 강의들에서 다루는 것 같은 자명한 문제들이라면 설계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전문

프로그래머가 매일 씨름하는 복잡한 문제를 프로그래밍하려면 설계가 꼭 필요하다. 설계가 상세할수

록, 프로그램이 주어진 문제를 제 때, 그리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풀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설계

를잘 해두면비교적 버그가적고유지보수도 쉬운프로그램이만들어진다. 좋은설계는어느정도까

지는 비용을 줄여주므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프로젝트의 비용 하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프로그램을설계하기 전에 우선생각해 볼 첫째사항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

다. 모든 프로그램은 명확하고 잘 서술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잠시 후 보게 되겠지만, 이 책의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둘째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는가? 이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프로그램을직접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프로

그램이나 종이와 연필, 또는 소프트웨어 상점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저렴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프로그래머는 내일의 문

제를 대비하는 데 보다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직접 작성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함수 라이브러리나 클래스 라이브러리(객체

정의들의 모음)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발 속도를 높이는

훌륭한 방법이며, C++의 인기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라이브러리 활용 가능성에서 비롯되었다.

IBM의 DeveloperWorks

주로 J ava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IBM의 DevelopersWorks(http:/ /www.ibm.com/ developerworks/ )에

는 라이브러리 공유 과정에 대한 훌륭한 사례들이 있다.

문제가 명확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는 점 역시 명확하다면, 설계를 시작

할 준비가 된 것이다.

몇 가지 헷갈리는 것들: C+ + , ANSI C+ + , ISO C+ + , Wind ows
C++는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Windows, Unix(AIX, Solaris, HP-UX 등), Linux, Mac OS X는

운영체제이다. 기본적으로 C++를 배운다는것은프로그램이 실행될운영체제와컴퓨터에무관한, 이

식성 있는(portable) 언어로서의 C++를 배운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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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독자의 운영체제에 대해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는다. 이 책은 ANSI/ISO C++를 가르친다.

ANSI/ISO C++는 표준 C++를 가리키는것이다. 표준 C++라는 것은 어떤플랫폼, 어떤 개발 환경에

도 이식이 가능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C++이다.

ANSI는 무엇이고 ISO는 무엇일까?

ANSI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 itute(미국 표준 협회)의 약자이고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 표준화 기구)의 약자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각각 미

국과 세계의 여러 가지 표준들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이처럼 표준 단체가 제정한 표준에 근거한 언어를 사용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칙과 설명을 따른다는 점에서 유리한 일이다.

이책에나오는코드는표준 ANSI/ISO C++를따르며, 그런만큼 거의 모든컴파일러에서아무문제

없이컴파일되고, 거의 모든 컴퓨터에서실행된다. 이 책은윈도우나목록 상자, 그래픽같은 주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운영체제와 개발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출력은 표준 출력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는 컴파일러에게 프로그램을 콘솔 응용 프

로그램 형태로 만들라고 지정해야 한다. Dev-C++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 Console

Application 을 선택하면 된다. Windows나 Mac, 기타 윈도우 환경에 쓰이는 다른 컴파일러들의 경우

에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quick window, simple window, console window 같은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될 컴파일러(compiler)라는 것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프로

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계어 코드로 변환하고, 그것을 목적 파일(object file)로 만드는 프로그램

을 가리킨다. 컴파일러가 만들어 낸 목적 파일을 실제의 실행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은 링커(linker)라

는 프로그램이 담당한다.

부록 CD에는 컴파일러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 바로 Dev-C++이다.1 다음 절에서는 이 컴파일러의 설치,

설정과정을자세히이야기하겠다. 이컴파일러는 Windows 기반운영체제에서실행되며, 그래픽인터페

이스를통해서코드를편집, 컴파일, 디버깅할수있는(그외에도여러가지기능이있다) 통합개발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을제공한다. 물론Windows 환경에의존하지않는다른컴파일러

를 사용해도 좋다. 이 책에 한에서, 컴파일러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취향 문제이다.

1 역주 :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Dev-C++ 자체가 컴파일러는 아니다. Dev-C++는 IDE이며 Mingw라는 컴파일러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
다. 그리고 Mingw는 유명한 GNU GCC 컴파일러 패키지를 Windows 환경에 맞게 이식한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 Dev-C++
컴파일러는 구체적으로는 Mingw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Mingw의 C++ 컴파일러인 g++를 의미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에
한해서)그런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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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 설치, 설정
부록 CD에 있는 Dev-C++ IDE를 사용하려면 Microsoft Windows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이번 절은 Windows 사용자가 아닌 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독자라면 독자의 운영체제에

맞는컴파일러를찾아야한다. 독자의운영체제에있는문서들을점검하거나, 운영체제를판매한회사

에게 컴파일러에 대해 문의해 보라.

Windows를 사용하는 독자라면 Dev-C++ 컴파일러 및 IDE의 설치 과정을 따라 하길 권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IDE를 사용한다.2

CD에서 설치
CD를 드라이브에 넣고, CD의 \Dev-C++ 디렉터리로 가서 devcpp-4.9.9.2_setup.exe를 실행한다. 설치

프로그램이 뜨면 다음 과정을 따라한다.

1. 설치 시작을 알리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확인을 클릭한다.

2. 설치 프로그램의 언어를 선택한다. Korean이 선택된 상태에서 OK 를 클릭한다.

3. 구성요소 선택 화면이 나온다. 기본 설정인 Full을 권장한다. 다음을 클릭해서 넘어간다.

4. 설치 디렉터리 선택 화면이 나온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본 디렉터리를 그대로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이름에 빈칸이 포함된 디렉터리에 설치하게 되면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다음을 클릭해서 넘어간다.

5. 파일 설치 화면이 나온다. 설치가 끝나면, 운영체제에 따라서는 Dev-C++를 이 컴퓨터의 모

든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되는지를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를 클릭한다.

6. 설치 완료 화면이 나온다. 실행 방법은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므로, Dev-C++ 5 ······ 실행

하기 체크 상자를 해제한 후 마침을 클릭한다. 이제 설치가 완료된 것이다.

2 역주: 원서는 원래 Borland C++ BuilderX IDE를 기준으로 했다. 부록 CD-ROM에 C++ BuilderX 설치본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그러나 C++ BuilderX는 한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계속 사용하려면 Borland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과정이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 번역서는 한국어 UI를 지원
하며 등록하지 않고도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컴파일러/ IDE인 Dev-C++를 기준으로 삼았다. 원서의 내용
중 아래에서 말하는 설치, 설정 과정을 제외하고는 IDE나 컴파일러에 특화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Dev-C++를 사용한다
고 해도 원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훼손될 일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책에 나오는 Dev-C++ 관련 내용은 특별히 역주로
지적되어 있지 않더라고 해도 모두 역자가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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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Dev-C++ 버전 4.9.9.2 공식 패키지에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국어 파

일(lang\Korean.lng)은 최신 버전이 아니다. 부록 CD의 \Dev-C++ 디렉터리에 있는 Korean.lng 파일을

Dev-C++ 설치 디렉터리의 lang 하위 디렉터리에 덮어쓰기 바란다.3

IDE 최초 실행과 설정
Dev-C++ IDE를실행해보자. 최초실행시에는 Dev-C++ 전반에영향을미치는기본적인설정과정이

진행된다.

1. Windows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그램 - Bloodshed Dev-C++ - Dev-C++를 차례로

선택한다. 그러면 이 Dev-C++가 베타 버전임을 알리는 메시지 상자가 나타난다. 확인을

클릭해서 닫는다.

2. 그 다음 화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언어와 스타일을 설정하는 것이다. 한국어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위해, Select your language: 에서 Korean(한국어) 을 선택한다. 그 아래에는 아

이콘, 버튼 등의 스타일을 선택하는 목록 상자와 체크 상자가 있다. 원하는 대로 선택한 후

Next 를 클릭한다

3. 그 다음에는 클래스 및 함수들을 찾거나 입력할 때 편리한 클래스 탐색기와 코드 완성 기

능을 사용하겠냐고 묻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 기능은 컴퓨터 자원을 잡아먹긴 하지만 코딩

할 때 매우 편리하므로, 컴퓨터 CPU 속도와 메모리가 아주 부족하지 않다면 Yes를 선택하

길 권장한다. 이제 Next 를 클릭한다.

4. 그 다음은 코드 완성 기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캐시를 지금 생성하겠냐고 묻는 화면이

다. Yes를 선택하면 캐시가 생성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No를 선택해도 나중에 메인 메

뉴 편집기 설정 - 클래스 탐색기 - 자동 완성에서 생성할 수 있다. 이제 Next 를 클릭

한다.

5. 이제 최초 설정 마지막 화면이 나온다. OK 를 클릭하면 Dev-C++ IDE와 함께 오늘의 팁

대화상자가 뜬다. 닫기를 클릭해서 닫는다. 이 오늘의 팁은 Dev-C++를 실행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으로, IDE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제공한다. Dev-C++를 실행할

때마다 이 팁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시작할 때 팁 표시 안함을 체크

하기 바란다. 이 대화상자는 언제라도 메인 메뉴 도움말 - 오늘의 팁으로 볼 수 있다.

3 역주: 참고로, Dev-C++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국어화 작업은 2003년부터 한국 Dev-C++ 사용자 그룹 (http :/ / kldp. net/
projects/ devckorcomm/ )에서 담당했다. 그전에도 여러 자원봉사자 분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길)의 노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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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그림 1.1과 같은 Dev-C++ IDE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1 Dev-C++ 통합 개발 환경

IDE 둘러보기
IDE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위쪽에는 메뉴 줄과 도구모음이 있고, 왼쪽에는 프로젝트 탐

색기와 클래스탐색기, 디버깅패널이 겹쳐져있다. 오른쪽의가장큰 공간은편집창이나타나는곳이

다. 아래쪽에는 컴파일 결과나 디버깅 제어 버튼들을 보여주는 창들이 숨겨져 있는데,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해당 탭을 클릭해도 나타난다.

IDE 상단의 메뉴 줄 아래에는 아이콘 두 줄이 있다. 그 부분이 도구모음(toolbar)이다. 아이콘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 버튼이 하는 일에 대한 풍선 도움말이 나타난다. 첫 번째 줄의 처음 일곱 버

튼들은 각각 새 프로젝트 만들기, 기존 프로젝트나 파일 열기, 새 소스 파일 추가, 현재 파일 저장,

모든파일저장, 현재파일닫기, 인쇄이다. 나머지버튼들은텍스트검색및치환, 프로젝트파일추가

/제거 등이다. 두 번째 줄의 왼쪽에는 프로젝트의 컴파일과 실행, 디버깅을 위한 버튼과 기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다.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 프로젝트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소스 파

일들을 하나로묶은것이다. Dev-C++에서 프로젝트 정보는확장자 .dev인프로젝트파일에 저장된다.

이 책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다. 소스 파일이 하나인 프로그램마다 매번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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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작성하는 것은 좀지겨운 일이지만, 수십, 수백 개의 소스 파일들로 이루어진 복잡한프로그램

에서는 프로젝트라는 조직화 단위가 매우 요긴하다.

컴파일러와 편집기
이 IDE와는 달리, 편집기가없는컴파일러도 있다. C++ 소스파일은 그냥보통의 텍스트 파일이므로,

일반 텍스트 편집기로도 얼마든지 C++ 소스 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심지어는 워드 프로세서로도 작

성할 수 있다. 어떤 편집기를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소스 파일을 저장할 때 워드 프로세싱 관련 정보

(포매팅)가 포함되는 고유한 파일 형식이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Windows 메모장(Notepad), DOS의 Edit 명령, Brief, Epsilon, EMACS, vi 등은 보통의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WordPerfect나 Word, 아래한글 같은 상용 워드 프로세

서들도 문서를 보통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소스 파일의 형식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 포매팅을 포함하는 파일 형식으로 소스 파일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파

일은 사람이 눈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컴파일러는 이해하지 못한다.

C++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편집기에서 작성한 파일을 소스 파일이라고 부른다. C++ 소스 파일의

확장자로는 . cpp, . cxx, . cp, .c, .C 등이 쓰인다. 이 책에서는 Dev-C++의기본 C++ 소스 파일 확장

자인 . cpp만 사용한다.

소스 파일 확장자

대부분의 C+ + 컴파일러들은 소스 파일의 확장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cpp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

요점 정리

소스 코드를 만들 때에는 단순한 텍스트 편집기나 컴파

일러에 내장된 편집기를 사용할 것.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포매팅

정보를 담은 파일 형식은 사용하지 말 것. 항상

ASCII 텍스트형식으로소스파일을저장해야한다.

IDE가 제공하는 문맥 감지 도움말을 활용할 것.

소스 파일의 확장자로는 .c, .cp, .cpp가 흔히 쓰인다

(Dev-C+ + 컴파일러의 기본 확장자는 .cpp이다) .

독자가 사용하는 컴파일러와 링커의 문서화를읽고, 프로

그램을컴파일, 링크하는구체적인방법을익혀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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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의 컴파일과 링크
C++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스 파일에 담긴 소스 코드가 매우 난해하게 보이겠지만, 그 소스

코드는여전히사람이읽을수있는형태이다. 소스코드파일자체가하나의프로그램인것은아니다.

컴퓨터는 소스 파일을 직접 실행하지 못한다.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고 링크해야 한다.

명령줄에서 컴파일하기

소스 코드를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도구가 컴파일러이다. 컴파일러를 실행하는 방법과 컴파일러에게 소스 코

드 파일을 지정하는 방법은 컴파일러마다 다르다.

IDE가 없거나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운영체제의 명령줄에서 컴파일러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운영체제 또는 컴파일러들의 C+ + 컴파일러 실행 방법이다.

GNU 컴파일러: g + + <파일이름> -o <출력 실행파일 이름>

(GNU 컴파일러에는 Linux, Cygwin, Mingw 버전들이 포함된다. Dev-C+ +는 Mingw를 사용한다.)

Borland 컴파일러: bcc32 <파일이름> -o <출력 실행파일 이름>

여러 UNIX 버전들: c+ + <파일이름> -o <출력 실행파일 이름>

통합개발환경에서 컴파일하기
요즘의 컴파일러들은 대부분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런 환경에서는 메뉴에서 Build 또는

Compile을 선택하거나 특정 단축키를 눌러서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한다. Dev-C++ IDE의 경우에는

컴파일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Ctrl-F9 키를 누르면 된다.

프로그램 링크하기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목적 파일이 생긴다. 이 목적 파일(object file)은 아직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이 아니다. 이것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을 링크(link)라고 부르며, 링커가 담당한다.

대체로, C++ 프로그램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목적 파일들을 하나 또는 여러 라이브러리들과 함께

링크해서 만들어진다. 라이브러리(libra ry)는 링크할 수 있는 파일들의 모음이다. 컴파일러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며, 프로그래머가 자신만의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모든 컴

파일러에는 독자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용한 함수들과 클래스들의 라이브러리가 함께 들

어 있다. 여기서 함수(function)는 두 수를 더한다거나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등의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는 코드 집합이다. 클래스는 새로운 형식(type)의 정의이다. 클래스는 자료와 관련 함수들로 구

성된다.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후에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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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 파일을 작성하고 확장자를 . cpp로 해서 저장한다.

2.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로 컴파일해서 목적 파일을 만든다.

3. 링커로 그 목적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든다(이때 필요한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함께

링크한다).

Dev-C++ IDE에서는 기본적으로 컴파일과 링크가 함께 진행된다. 실행 - 컴파일 또는 Ctrl-F9 키를

누르면 IDE는 프로젝트의 모든 소스 파일들을 컴파일, 링크해서 실행 파일을 생성한다. 필요하다면

파일 하나만 컴파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파일할 파일이 편집창에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메인 메뉴

의 실행 - 현재 파일만 컴파일을 선택하거나 Shift-Ctrl-F9를 누르면 된다.

개발 주기
소스코드를작성하고, 그것을컴파일하고, 링크하고, 실행하는과정이단한번으로성공한다면좋을것이

다. 그러나대부분의프로그램에서는그과정에서오류가생기거나버그가발견된다. 그래서컴파일자체

가 실패하거나, 링크가 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뭔가 잘못된 행동이 나오기도 한다.

구문오류(syntax error) 라는것은소스 코드를목적파일로 컴파일할수없게만드는코드상의 실수

를 말한다.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언어 자체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오류 외에 경고

(warning)라는 것이 있는데, 경고는 뭔가이상한 점이 있긴하지만 컴파일이 실패할 정도는아닌 실수

를 가리킨다. 링크 오류는 필수적인 라이브러리를 지정하지 않았다거나 함수 이름을 잘못 작성한 경

우에생긴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생기는 오류는 실행시점 오류(runtime error) 라고 부른다. 실행

시점 오류는 논리적 오류(logic error) 때문에 생긴다.

어떤오류이든, 일단오류를발견했다면소스코드를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다시링크하고, 프로

그램을 다시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개발 주기(development cycle)라고 부른

다. 그림 1.2에 이 개발 주기의 각 단계들이 나와 있다. 이것은 하나의 개발 주기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이러한 개발 주기 한 번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통은 이런 개발 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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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C++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들

처음 만들어 보는 C+ + 프로그램 - HELLO.CPP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서적에서는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첫 번째 예제로

제시하는것이오랜전통인데, 이러한 전통은 C 언어의창시자인 Kernighan과 Ritchie가직접쓴 최초

의 C 책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 역시 그 전통을 따른다.

그럼유서깊은 Hello World 예제프로그램을 Dev-C++로만들어보자. Dev-C++로프로그램을만들

때에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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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프로젝트시작
Dev-C++ IDE에서 새 프로젝트를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구모음 첫째 줄 제일 왼쪽의 프로젝

트 버튼 또는 메인 메뉴의 파일 - 새 문서 -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새 프로젝트 대화상자의 Basic

탭에서 Console Application 을 선택한다. 그리고 아래쪽의 이름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한다. 이번

경우에는 Hel l o라고 하자. 기본적으로 이 이름은 실행파일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대화상자 오른쪽에

는 C와 C++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 C++가 선택된 상태로 그대로 둔다. 이제 확인을 클릭해서

프로젝트 파일 저장 상자가 나오면, 적절한 디렉터리를 택해서 프로젝트 파일 Hel l o .dev를 저장한

다.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들과 실행 파일도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디렉터리에 저장된다.

소스 코드 작성
저장을 마치면기본적인 뼈대 코드를담은 mai n . cpp 파일이 자동으로생성되고, 그 파일이 편집기에

열린다. 이 mai n . cpp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본문의 예제들은 모두 파일 이름이 다르므로, 이

파일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해, IDE 왼쪽의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Hello 폴더를 열고

mai n . cpp를 오른쪽 클릭한 후 파일 제거를 선택한다(그림 1.3). 파일을 저장할 것이냐고 묻는 메시

지 상자가 나타나면, 저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No 를 클릭한다. 이러면 mai n . cpp가 프로젝트에서 제

거된다.

그림 1 .3 main. cpp를 프로젝트에서 제거

이제예제소스파일을추가해야한다. 이를위해도구모음첫번째줄의왼쪽에서세번째아이콘을클릭

하거나메뉴의 파일- 새문서 - 소스파일을선택한다. 새파일을추가하겠느냐는메시지상자가나오면

Yes 를 클릭한다. 그러면 빈 편집창이 나타난다. 거기에 목록 1.1의 코드를 정확히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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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번호에 대해

아래의 코드 목록의 왼쪽을 보면 줄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들을 실제로 편집기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목록 1.1의 줄 0이라면 다음만 입력해야 한다.

#i nc l u de <i os t r e am>

이 번호들은 본문에서 해당 줄을 쉽게 참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Dev-C+ + 컴파일러 같은 IDE나 편집기들은

이런 줄 번호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번호들이 코드의 일부인 것은 아니다.

Dev-C+ + 편집창에 줄 번호가 나오게 하려면, 메인 메뉴의 도구- 편집기 설정을 선택하고 화면 탭을 선택

한 후 줄 번호와 0부터 시작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0부터 시작을 선택하면 줄 번호가 책에 나

온 것과 일치하게 되므로 편리하다(단, 오류 메시지에 나오는 줄 번호는 여전히 첫째 줄이 1부터 시작하는 줄

번호이다) . 추가로, 줄 번호의 기본 글꼴이 그리 보기가 좋진 않은데, 원한다면 편집기 설정 대화상자의 화면

탭 하단에서 글꼴을 변경할 수 있다.

목록 1.1 he l l o . cpp — Hel l o Wor l d 프로그램

0 : #i nc l u de <i os t r e am>
1 :
2 : i nt ma i n ( )
3 : {
4 : s t d : : c out << "He l l o Wor l d !\ n "
5 : r e t u r n 0;
6 : }

이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특히 문장부호들에 주의하기 바란다. 줄 4의 <<는 재지정 기호로,

<는대부분의키보드에서 Shift 키를누른채로쉼표(,) 키를눌러서입력한다. 또한줄 4는세미콜론(;)

으로끝나는데, 이것을빼먹어서도안된다. 정확히입력했다면 Ctrl-S를눌러서(또는도구모음의저장

아이콘이나 메인 메뉴의 파일 - 저장을 선택) 소스 파일을 저장한다. 처음 저장하는 것이므로 파일

이름과 디렉터리를 물어볼 텐데, 프로젝트 파일을 만든 디렉터리와 동일한 디렉터리에 hel l o . cpp라

는 이름으로 저장하기 바란다.

이름과 이름공간

예제에 코드에 나온 s t d : : c out 은 s t d와 cout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cout 은 출력을 콘솔로 내보내는 용도

로 쓰이는 객체인데, 표준 라이브러리의 일부이다. 그런데 C+ +로 함수나 객체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

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cout 같은 어떤 이름을 각자 다른 의미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얼마든

지 생길 수 있다. 만일 그런 코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람이나 컴파일러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된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버전의 객체나 함수를 구별하기 위해 이름공간(namespace)이라는 것이 쓰인다. s t d가 바로

한 이름공간의 이름이다. 즉, s t d : : cout 은 표준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s t d에 속한 cout 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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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컴파일, 링크과정도정확히수행해야한다. Dev-C++를비롯한대부분의컴파일러들은자동적으

로 링크를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컴파일러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컴파일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생겼다면 소스 코드를 목록 1.1과 꼼꼼히 비교해 보라.

Dev-C++ 이외의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오류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줄 0에

대해 컴파일러가 Cannot find file iostream 같은 메시지를 냈다면,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들이

있는디렉터리가제대로지정되지않은것이다. 컴파일러문서화에서 include path 등의항목을찾아

적절히 지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mai n에 대한 원형(prototype)이 없다는 뜻의 오류가 났다면, 줄

2 바로 앞에 i nt ma i n () ;을 추가해야 한다. 이는 이 책의 다른 모든 예제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Dev-C++를 비롯한대부분의 컴파일러들은 이렇게할 필요가 없지만, 몇몇 컴파일러는이렇게 해주어

야 컴파일이 된다.

그런 컴파일러들에 맞게 수정된 예제는 다음과 같다.

0 : #i nc l ude <i os t r e am>
1 :
2 : i nt ma i n ( ) ;
3 : i nt ma i n ( )
4 : {
5 : s t d : : c out << "He l l o Wo r l d !\ n "
6 : r e t u r n 0 ;
7 : }

컴파일과 링크
이제 프로젝트(프로그램)를 컴파일, 링크한다. 대부분의 IDE들은 컴파일과 링크를 하나의 단위로 연

달아서 수행한다. 컴파일과 링크를 합쳐서 빌드(build) 라고 부른다. 또는 프로젝트를 만든다(make)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Dev-C++는 내부적으로 mak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파일과

링크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Dev-C++에서 프로젝트를 빌드하려면 Ctrl+F9를 누르거나, 도구모음 두 번째 줄 제일 왼쪽 버튼을 클

릭하거나, 메인 메뉴에서 실행 - 컴파일을 선택한다. 그러면 작은 대화상자가 나타나서 컴파일 진행

과정을 보여준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대화상자의 Status 필드에 Done.이 표시될 것이다. 닫기를 클

릭해서 대화상자를 닫는다. 컴파일이 끝났을 때 이 표시창이 자동으로 닫히게 할 수도 있다. 메인 메

뉴의 도구 - 환경설정을선택하고 인터페이스 탭에서 컴파일진행표시창 부분의 컴파일이끝나

면 자동으로... 체크 상자를 체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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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빌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대화상자가 자동으로 사라지고 IDE 아래쪽의 결과 창에

오류메시지가 나타난다. 또한링크 오류가아닌컴파일 오류인경우에는문제가 있는소스코드 줄이

편집창에서 자동으로 강조된다. 오류가 생겼다면, 소스 코드를 목록 1.1과 비교해서 문제를 수정하기

바란다.

실행과 결과확인
Ctrl-F10을 누르거나 도구모음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메인 메뉴의 실행 - 실행

을 선택하면 빌드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런데 실행 창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 예제를 비롯한 이

책의 모든 예제들은 콘솔 응용 프로그램인데, Dev-C++는 콘솔 창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즉시 콘

솔 창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해결책은

mai n () 함수의 r et ur n 문 직전에 sys t em("PAUSE" ) ;를 추가하는 것이다. 소스를 목록 1.2와 같이

수정하기 바란다.

목록 1.2 수정된 Hel l o Wor l d 프로그램

0 : #i nc l u de <i os t r e am>
1 : #i nc l u de <c s t dl i b> / / s y s t em( ) 함수를 위한 것
2 : i nt ma i n ( )
3 : {
4 : s t d : : c out << "He l l o Wor l d !\ n " ;
5 : s y s t em("PAUSE" ) ; / / 창이 닫히지 않게 한다 .
6 : r e t u r n 0;
7 : }

줄 1과 줄 6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본문의 다른 예제들에 대해서도 이 두 줄을 추가하면 된다.

소스를 수정했으므로 다시 컴파일해야 한다. 그런데 컴파일한 후 즉시 실행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F9를 누르거나, 도구모음 두 번째 줄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메인 메뉴의 실행 - 컴파일 후

실행을 선택하면 된다. 세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컴파일, 실행하면 그림 1.4와 같은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 키나 누르면 콘솔 창이 닫히고 다시 IDE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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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 Hello World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He l l o Wor l d !

이 메시지가 나왔는가? 축하한다. 이것으로 독자 생애 최초의 C++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한 것이다. 뭐 그리 대단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전문 C++ 프로그래머들도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컴파일 오류
컴파일 시점 오류가생기는 원인은다양하나, 오타나 사소한실수때문인 경우가많다. 대부분의컴파

일러들은 오류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오류가 있는 소스 코드 위치와 구체적인 오류 설명까지도 제

공한다. 더 나아가서 오류를 고칠 방법을 제시하는 컴파일러도 있다.

컴파일 오류가 어떤 것인지 독자가 체험해볼 수 있도록 오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보겠다. 다음처럼,

hel l o . cpp의 줄 6에 있던 오른쪽 꺾음 괄호를 제거하자(목록 1.3).

목록 1.3 he l l obad . cpp — 컴파일러 오류 체험하기

0 : #i nc l ude <i os t r e am>
1 :
2 : i nt ma i n ( )
3 : {
4 : s t d : : c out << "He l l o Wo r l d !\ n "
5 : r e t u r 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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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하면 Dev-C++ 컴파일러는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를 낸다. 다른 컴파

일러에서도 같은 뜻의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것이다.

ma i n . cpp : I n f un c t i on ` i nt ma i n ( ) ' :
ma i n . cpp : 6 : e r r or : exp e c t e d ` ; ' be f o r e "r e t u r n "
ma i n . cpp : 6 : e r r or : exp e c t e d ` } ' a t en d o f i nput

오류메시지는줄 6의위치에 }가있어야한다는점을정확히지적하고있다. 이번경우는컴파일러가

오류의 위치와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류의 진짜 위치와 원인을 제

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컴파일러 기술의 한계이다. 사실 컴파일러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컴파일러 스스로 코드를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제 코드 목록에 대해 다시 한 번

이 책의 예제 코드 목록에서 줄 번호는 단지 참조용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할 것.

여러 가지 Dev- C+ + 활용 팁

부록 CD의 예제 파일사용하기
본문에 나온 예제 코드를 일일이 입력하는 게 힘들 수도 있을 테니, 여기서는 부록 CD에 있는 예제

파일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단, 이후의 편의를위해서 윈도우즈 탐색기를 이용해부록 CD의 Examples 디렉터리를통째로 하드

디스크의 적당한 폴더로 옮긴다. 여기서는 C: \ Book\ Exampl es로 옮겼다고 하겠다(운영체제에 따라

서는 하드 디스크에 옮긴 파일들의 읽기 전용 속성을 해제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제2강의 예제 목록 2.2(comment s . cpp)를 따라한다고 하자. 먼저 해야 할 일은 새 콘솔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 배운 대로 메뉴나 버튼을 이용해서 새 프로젝트 대

화상자를 띄우고 Console Application 을 선택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제목은 예제 파일을 따라

comments로 입력한다. 확인을 클릭한 후, 프로젝트 파일을 해당 예제가 있는 디렉터리에 저장한다.

이 경우는 C: \ Book\ Exampl es \ Hour 02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mai n . cpp를 프로젝트에서 제거한다. 이번에는 기존 파일을 그대로 사

용할 것이므로, 새 소스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하지는 않는다. 대신 도구모음 첫 번째 줄 오른쪽의

더하기 기호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메인 메뉴의 프로젝트 - 프로젝트에 추가를 선택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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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왼쪽 프로젝트 창의 프로젝트 이름을 오른쪽 클릭하고 프로젝트에 추가를 선택해도 된다. 파일

열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C: \ Book\ Exampl es \ Hour 02 디렉터리의 comment s . cpp를 선택한다. 여

기까지 하면 IDE 왼쪽의 프로젝트 창에 comment . cpp가 추가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클릭하면 편

집창에 코드가 나타난다.

이제앞에서배운방법대로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기 바란다. 실행창이순식간에 사라져서결과를보기

힘들다면, 목록 1.2에서했던것처럼 #i ncl ude <cs t dl i b>와 sys t em("PAUSE" ) ;를추가하기바란다.

본문의 일부 예제들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 개의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했던 것처럼 해당 파일들을 프로젝트에 추가하면된다. 단, .hpp 파일은 프로젝트에 추가할필요

가 없다. Dev-C++의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컴파일이필요한 파일들, 간단히 말해서 .cpp 파일들로만

구성되며, .hpp 파일은 굳이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컴파일 과정에서 컴파일러가 적절히 .cpp

파일에 포함시킨다.

Dev-C++의 디버깅 지원 기능
Dev-C++ IDE에는 편리한 디버거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빌

드할 때 디버깅을 위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디버깅은 어떤 프로젝트에서나 필

요하므로,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다음을 따

라 하기 바란다.

1. 메인 메뉴의 도구 - 컴파일러 설정을 선택하고 설정 탭을 선택한다.

2. 왼쪽 목록에서 링커를 클릭하고 디버깅 정보 생성 오른쪽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한 후

Yes 를 선택한다.

3. 확인을 클릭해서 대화상자를 닫는다. 이제부터 생성되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디버깅이 가능한 상태이다.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에 디버깅 정보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도록 하려면, 메인 메뉴에서 프로젝트 -

프로젝트설정을선택하고 컴파일러 탭을선택한후, 링커의 디버깅정보생성을 No 로되돌리

면 된다. 이것은 해당 프로젝트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럼 Dev-C++의기본적인디버깅지원기능을 시험해보자(여기서 이야기는것은단지 Dev-C++의디

버깅 기능 사용법일 뿐, 디버깅 기법에 대한 것은 아님을 주의하기 바란다). 대상으로 삼을 것은 함수

호출이 포함되는 제5강의 목록 5.4(pas sbyvar . cpp)이다. 앞서 이야기한 방법으로 새 콘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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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든 다음, 프로젝트에서 mai n . cpp를 제거하고pas sbyvar . cpp를 추가한다. 디버깅을 하려면프

로젝트를 빌드할 때 디버깅 정보를 생성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앞서의 과정을 따라했다면 새 프로젝

트는 이미 디버깅 정보 생성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 프로젝트를 빌드해서(Ctrl-F9) 디버깅

정보가 포함된 실행 파일을 만든다.

줄 번호가 흐트러져 있다면

passbyvar.cpp를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편집창에 열었을 때 코드 각 줄 사이에 빈 줄이 삽입되어 있을 수 있

다. 그러면 이후 과정에서 언급된 줄 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을 따라 하기가 힘들 수 있다. 본문의

목록 5.4와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빈 줄들을 적절히 제거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디버깅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잠시 멈추고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 실행을

잠시멈추게 될위치를 중단점(breakpoint)이라고 부른다. 중단점은편집창에서 설정한다. 원하는줄의

왼쪽 여백(줄 번호가 있는 회색 영역)을 클릭하면 중단점이 설정된다. 다시 클릭하면 해제된다. 여기

서는 swap (x , y ) ;가 있는 줄 10의 왼쪽 여백을 클릭해서 중단점을 설정한다. 그러면 그림 1.5와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모니터 상에서는 해당 줄이 빨간 색으로 강조된다).

그림 1 .5 중단점 설정

이제 F8을 누르거나 메인 메뉴의 디버그 - 디버그를 선택해서 디버깅을 시작한다. 그러면 편집창에

서 중단점이 설정된줄이파란색으로 강조될것이다(그림 1.6). 프로그램 실행은멈춘상태이다. 또한

IDE 왼쪽과 하단에는 디버깅 관련 창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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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6 중단점에서 실행이 멈춘 상태

하단디버그제어창에는여러가지버튼들이있다. 다음 단계는실행을 문장단위로 넘기는것이고,

단계 정보는 해당 문장의 실제 코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일단 다음 단계를 클릭해보자. 그러면 줄

11이 파란 색으로 강조될 것이다. 파란 색 줄은 지금 실행할 문장을 가리킨다. r e t ur n 0;을 지나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단계를 계속 눌러서(또는 F7) 디버깅을 끝낸다.

이번에는 단계 정보를 시험해보자. 다시 F8 또는 디버그 - 디버그를 선택해서 디버깅을 시작한다.

줄 10에서 실행이 멈춘 상태에서 단계 정보를 클릭한다(또는 Shift-F7을 눌러도 된다). 이번에는 줄

11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swap () 함수의 정의로 넘어간다(그림 1.7). 다음 단계와 단계 정

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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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7 호출된 함수의 정의로 들어간 상태

여기서 변수 감시 기능을 시험해보자. 마우스 커서를 줄 16의 매개변수 x 위에 잠시 놓아두면 편집창

왼쪽의 변수 감시창에 x = 5가 나타난다. y와 t emp 역시 같은 방식으로 디버그 패널에 추가해 보기

바란다. y는 10이고 t emp는 0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은 t emp의 값을 줄 21에 따라 변경하

는데, 실제로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해서 줄 22까지 나아가보면 왼쪽 창의 t emp 값이 자동으로 5로

변한다(그림 1.8). 이러한 기능은 디버깅 도중에 변수의 값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다.

그림 1 .8 변수 감시창

이처럼, 디버깅 지원 기능을 이용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한 단계씩 추적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단계에서의 변수 값도 확인할수 있다. 이러한기능들 외에, Dev-C++는컴파일된기계어 코드를어셈

블리 언어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디버깅 상태에서메인 메뉴 디버그 - CPU 창 보기 )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버그를 잡아내거나 C++를 좀 더 깊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말에 대해
Dev-C++가 Borland C++ Builder나 Microsoft Visual C++ 같은 상용 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도움말이 매우 부족하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도움말은 De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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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 사용법에 대한 것과 간단한 C 프로그래밍 강좌뿐이고, 그나마도 영어로 되어 있다(물론 상용

C++ IDE들도 상세한 한국어 도움말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C++ 언어에 대한 내용을

담은도움말이나, Dev-C++가사용하는컴파일러(gcc, g++)의옵션또는 오류메시지에대한 도움말은

없다.

C++ 언어에 대한 부분은 책이나 기타 웹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 역시

GNU gcc 홈페이지(http://gcc.gnu.org/)나 기타 자료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다행스러운것은, 임의의도움말파일을 IDE에추가할 수있다는점이다. 지금당장은도움말

이부족하지만, 여러 사람들의노력에 의해 좋은도움말 파일들이 만들어지면(또는쓸만한기존도움

말파일을발견한다면) 언제라도사용할수가있는것이다. 오픈소스제품다운해결책이라할수있다.

메인 메뉴의 도움말 - 도움말 메뉴 편집을 선택하면 도움말 메뉴 편집기가 나타난다(그림 1.9).

그림 1 .9 도움말 메뉴 편집기

추가를 클릭해서 도움말 파일을 추가한다. Windows 표준 도움말 형식인 .hlp나 .chm뿐만 아니라

HTML 파일이나 텍스트파일, RTF 파일등도지원한다. 단, 그런 파일들이 IDE에매끄럽게통합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당 문서를 해당 응용 프로그램(예를 들어 HTML의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으로

열어주는 것일 뿐이다. F1 단축키 할당 등은 단어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F1 키를 누르거나 도움말

메뉴에서 해당 도움말을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그 단어에 해당하는 도움말 페이지를 보여주는 소위

문맥 감지 도움말 기능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hlp 파일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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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다음은 Dev-C++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고자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웹사이트/웹페이지들이다.

▣ 한국 Dev-C+ + 사용자 그룹 - 국내 Dev-C+ + 사용자들의 자생적인 모임으로, 정보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국어 파일을 갱신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주소는 http :/ / kldp

.net/ projects/ devckorcomm/

▣ GpGiki의 Dev-C+ + 페이지: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위키 사이트 GpGiki의 Dev-C+ + 페이지. 여

러 가지링크들과팁들이 있다. 주소는 http :/ / www.gpgstudy.com/ gpgiki/ DevCpp

▣ Dev-C+ + 홈페이지: Dev-C+ + 최신 버전을 구할 수 있으며, 개발자들이 직접 답변해주는 게시판

도 있다. 주소는 http :/ / www.bloodshed.net/ dev/ index.html

▣ MinGW 홈페이지: MinGW는 GNU의 컴파일러 패키지 gcc를 Windows용으로 이식한 것으로,

Dev-C+ +는 MinGW를 사용해서 C+ + 프로그램을 컴파일, 링크한다. 이 홈페이지에서 MinGW에

대한 소식과정보를얻을 수있다. 주소는 http:/ /www.mingw.org/

▣ GCC 홈페이지: gcc 컴파일러에대한 자세한문서화를구할 수있다. 주소는 http:/ / gcc.gnu.org/

▣ DevPak 리파지토리: DevPak은 특정 응용에필요한 여러 라이브러리들(그래픽, 데이터베이스, GUI

등등)을 편하게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압축 파일이다. DevPak들은 도구- Package Manager로 관

리할 수 있다. DevPak 리파지토리 사이트는 다양한 DevPak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곳이다. 주소는

http :/ / devpaks.org/

Q&A
Q 텍스트 편집기과 워드 프로세서의차이는 무엇인가?

A 텍스트 편집기는 보통의 평범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낸다. 텍스트 편집기는 특정 워드 프로

세서에 쓰이는 포매팅 명령이나 특별한 기호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워드 프로세서와 달리, 텍스

트 편집기는 문서의 일부분만 글꼴을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포매팅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워드 프로세서로도 텍스트 파일을 만들 수 있지만, 저장할 때 워드 프로세서 고유의 파일 형식

이 아니라 보통의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Q IDE에 내장된 편집기를사용하는 게좋을까?

A 거의 모든 컴파일러는 소스 파일이 어떤 텍스트 편집기로 만들어졌는지를 상관하지 않는다. 보

통의 텍스트 파일이기만 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어떤 도구로 소스 코드를 만드느냐

는 프로그램의 컴파일 자체와 별 관계가 없다. 그러나 IDE가 내장 편집기를 제공한다면 사용하

지 않을 이유도 없다. 내장 편집기를 사용하면 편집창을 떠나지 않고도 컴파일과 링크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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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또한 문맥 감지 도움말, 컴파일 및 링크 오류 시 해당 줄로 직접 이동하는 기능

등 개발 주기를 좀 더 편하게 밟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내장 편

집기 이외의 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장 편집기보다 더 다양한 기

능을 제공하는 편집기라던가 이미 손에 익은 편집기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Q 컴파일러의 경고 메시지는 무시해도 될까?

A 절대로 안 된다. 컴파일러의 경고 메시지는 오류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컴파일러의 경고는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징조일 가능성이 많다. 경고 메시지가 떴

다면 반드시 조사해 보고 경고가 사라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컴파일러 오류는 프로그래머가 작

성한 것을 컴파일러가 어떻게 기계어로 변환해야 할 지 모른다는 뜻이다. 컴파일러 경고는, 기

계어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결과가 프로그래머의 의도와는 다를 수도 있음을 뜻

한다.

Q 컴파일시점이무엇인가?

A 컴파일 시점(compile-time)이란 컴파일러가 실행되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그 외에 링크 시점

(링커가 실행되는 동안)과 실행시점(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이 있다.

실습
최초의프로그램을입력하고,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실행해보았다. 그럼몇가지퀴즈와과제를통해

서 지금까지 익힌 것들을 굳혀보자.

퀴즈
1. 프로젝트는 왜 필요할까?

2. 디버깅이란?

3. 국가 또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컴파일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 소스 코드를 편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실습과제
이번 강의의 실습과제들은 IDE와 컴파일러를 사용해 보는 과제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해

답이 없다. 이후의 강의들에서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한 실습과제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문제의 답

들은 부록 CD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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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C++ IDE(또는 독자가 사용하는 IDE)의 여러 버튼들과 메뉴 옵션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개발 주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또는 안 되는지) 시험해 보라.

2. Dev-C++ 컴파일러(또는 독자가 사용하는 컴파일러)와 함께 설치된 여러 예제들을 컴파일,

링크, 실행해 보라. 프로그램의 코드를 살펴보고, 그것이 왜, 어떻게 해당 결과를 내는지 추

측해 보라.

3. Dev-C++ 컴파일러(또는 독자가 사용하는 컴파일러)의 명령줄 버전을 사용해 보라. 전통적

인 편집, 컴파일, 링크, 실행 방식이 더 쉬운지, IDE가 더 쉬운지 평가해 보라.

퀴즈 해답
1. 프로젝트는 실행 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들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준다. 본

격적인 프로그램은 수많은 파일들로 구성되는데,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수많은 파일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다.

2. 디버깅은 프로그램의 버그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과정이다. 버그란 컴파일러가 검출하지 못

하는 논리적 오류를 말한다. 컴파일러는 프로그래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지 못하며, 따라서 컴파일러가 버그를 지적해 주지는 않는다.

3. 간단한 답은, 표준적인 규칙을 따르면 모두가 편하다는 것이다. 컴파일러가 프로그래머의

예상대로, 즉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자동차 가솔린

탱크나 나사 크기 같은 것에도 모두 국가, 국제 표준이 있다. 표준이 없다면 제조사마다 다

른 크기, 다른 모양의 부품을 만들 것이며, 그러면 자동차 제조사는 특정 부품 회사의 부품

만 사용해야 한다.

4. 문서를 보통의 ASCII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운영체제에 들어 있

는 편집기(DOS의 EDIT, Unix/ Linux의 vi와 EMACS, Windows의 메모장 등)를 사용해도

되고 Brief 같은 상용 편집기를 구입해도 되며, IDE의 내장 편집기도 좋다. 심지어는 워드

프로세서도 가능하다. 단, 그런 경우 특별한 포매팅 정보를 가진 고유 형식으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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