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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함수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프로그램 관리, debugging, 수정 등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부분 프로그램으로 (sub-program) 나누어 작
성한 후 결합하여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main{}도 일종의 함수(C 언어는
프로그램 중 우선 main{}이라는 함수부터 찾아 실행하게 된다)이고 printf(), scanf(),
getchar() 등과 같은 것은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library function)이다. 본 장에서는 프
로그래머(programmer)가 직접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user define function)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7.1 함수란?
함수(function)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독립적인 프로그램이다.
(1)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부분을 독립적인 함수로 작성한 후 사용되는 곳에
서 호출(call)하여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래밍이 용이하고
2)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기 쉽도록 모듈화(modularization) 하는데 있다.
다음은 두 개의 정수를 읽어 합과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main() 함수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함수(read_data(), add(), average())로 이루어
져 간결해졌다. 각 부분 함수는 입력(인수)을 받아 적절한 출력 결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도록 작성된다. 물론 read_data(), add(), average() 함수는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부분
함수는 입력과 출력만 알 수 있으므로 일종의 Black Box 이다. 이 함수를 본인 직접 작
성할 수도 있고 이미 작성된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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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파일 math.c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들이다. 이들을 사용하려면 math.c 헤더 파일을
include 시켜야 한다.

||EXAMPLE|| (1) 3 ? x = sqrt (3)

(2) 43 ? x = pow(4,3)

(3) e 5 ? x = ex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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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함수 정의(definition)
변환 자료형 함수이름
{
변수 선언;
프로그램 문장
}

(매개 변수 선언)

변환 자료형
함수를 수행한 후 수행 결과를 호출 함수로 전달하는 데이터의 형태로 정수형(int),
부동형(float), 문자형(char)를 사용할 수 있다. 정수형 int 는 생략 가능하다. 호출 함수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return 문이 필요하다. (cf) 호출(call) 함수는 함수를 부른 함수
로 이전 페이지의 c=add(a,b)가 호출 함수이다.

함수 이름
함수의 이름을 나타내면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동일 함수 이름을 사용하면 안된다.

매개 변수(argument)
호출 함수와 부분 함수와 값을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변수들의 목록과 데이터
형태를 선언한다. c=add(a,b)가 호출하였으므로 a 의 값은 정수형으로 x 에 저장, b 값
은 정수형으로 y 에 저장된 후 add 함수 {} 내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호출 함수의 변
수 이름과 매개 변수 이름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단지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값을 주고
받는다.

변수 선언
함수 내의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변수의 데이터 형태를 선언한다.

프로그램 문장
함수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적절하게 프로그래밍 작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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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함수 호출 및 반환
함수를 호출하려면 필요한 변수 값을 매개 변수를 통하여 피호출 함수로 전달한다.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를 호출 함수(calling function), 호출 받는 함수를 피호출 함수
(called function)라 한다.
함수가 호출되면 피호출 함수가 실행되고 피호출 함수는 매개 변수로부터 전달 받은
값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를 return 문을 통하여 호출 함수로 반환한다.
C 프로그램은 main 함수를 가장 먼저 실행하므로 주로 main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
출하게 된다. main()에서 호출한 함수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멈추어 버리니 주의하기 바
란다. 컴파일 전에 프로그램 저장하라.

main() 함수가 실행되면 for 문 안에 있는 line1() 함수가 10 번 호출되고 line1() 함수
의 출력 결과(단지 printf()만 있음)가 호출된 부분에 출력되게 된다. 주고 받을 값이 없
는 경우에는 함수의 () 안에는 변수 이름이 없어도 된다.

EXERCISE 7-1

파일명: 1024_FOR3.C

2부터 100까지 짝수만 제곱근과 제곱 값을 출력되도록 for() 문을 이용하여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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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에서 함수 max()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 a 에는 x 값을 b 에는 m 값을 보낸다.
피호출 함수 add 는 결과 값 mx 를 호출 함수 m 으로 돌려 보내므로 m 에는 두 값 중
큰 값이 저장된다. max() 함수도 main()와 동일한 함수이므로 사용되는 변수(mx)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

EXERCISE 7-2

파일명: 1024_NF.C

다음 Factorial(!) 계산하는 함수(FAC)를 이용하여 n!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EXERCISE 7-3

파일명: 1024_CMN.C

다음 Factorial(!) 계산하는 함수(FAC)를 이용하여 n Cr =
을 작성하시오.

n!
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n −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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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math.h>를 포함시킨 것은 pow() 함수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main() 함
수에서 a, b, n 을 sq1 함수로 보내면 x, y, z 변수로 받는다. sq1 에서 다시 sq2 를 호출
한다. sq2 로 s, z 값을 보내면 x, y 로 받는다. 여기의 변수 x, y 는 sq1 의 z, y 와는 다르
다. sq2 의 계산 결과 mul 은 호출된 sq1 의 res 로 보내지고 sq1 의 res 값은 main 함수
의 c 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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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1024_FOR3.C

2부터 100까지 짝수만 제곱근과 제곱 값을 출력되도록 for() 문을 이용하여 작성하라.

EXERCISE 7-1

파일명: 1024_CMN.C

다음 Factorial(!) 계산하는 함수(FAC)를 이용하여 n!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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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7-2

파일명: 1024_CMN.C

다음 Factorial(!) 계산하는 함수(FAC)를 이용하여 n Cr =
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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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n −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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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함수 호출 및 반환
함수를 사용할 때는 다른 함수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Debugging 이나
프로그램 수정이 편리하다. 각 함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이들이 모여 통합된
작업을 수행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함수들 사이의 정보 교환과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호출 함수(calling function)와 피호출 함수(called
function) 사이의 정보 전달은 매개 변수를 값 호출(call by value) 방식이나 포인터
(pointer: 주소) 방식을 사용한다. 값 호출 방식이 선호된다.

7.4.1 값 호출 방식
호출

매개

함수

변수

값

형식

피호출

매개변수

함수

return (반환 값)

호출 함수가 매개 변수를 통해 피호출 함수에 값을 전달할 수 있지만 피호출 함수는
호출 함수의 매개 변수를 직접 변경하지 못하고 오직 return 에 의해 반환되는 값을 통
해서만 호출 함수에 영향을 미친다.

프로그램의 결과를 적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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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포인터 전달
호출

매개

주소

형식

피호출

함수

변수

변경

매개

함수

반환 값

피호출 함수에서 호출 함수의 매개 변수를 변경할 경우 사용된다. 호출 함수에서 명
시적으로 매개 변수의 주소(address: pointer)를 피호출함수로 전달하고 피호출 함수에서
는 주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호출 함수의 실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한다. 이 때 주소를
pointer 라 한다.

지역 변수

두 변수 값 교환 (포인터 사용 않기)

두 변수 값 교환 (포인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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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함수

&x

&y

x

y

sw() 함수

*x

*y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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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함수와 피호출 함수 사이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1: 값 호출 방식Î호출 함수
의 매개 변수 값을 바꾸지 못한다. 이 경우 각 함수의 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
는 local 변수이다.
main() 함수

s에 m이 저장

s=(x, y)

x, y 값은 호출할 때 값과 동일하다.

sw() 함수

(x , y) Î m

return m

호출 함수와 피호출 함수 사이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2: 포인터 전달Î 호출 함수
에서 명시적으로 매개 변수의 주소(pointer)를 피호출함수로 전달하고 피호출 함수에서
는 주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호출 함수의 실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한다. 주소를 전달할
때는 변수 앞에 &를 붙여 보내고 피호출 함수에서 사용될 때는 *를 붙인다. &가 붙은
변수는 global 변수가 되에 함수 간 값의 전달이 가능하다.
main() 함수

&x

&y

sw() 함수

*x

*y

y (값이 변경)

x

작업 결과

*x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