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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컴퓨터 이용하여 계산할 때 각 데이터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구구단을 

만들 때 3.00X4.00=12.00으로 표현하거나 5타수 2안타를 반올림하여 0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업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 형태(data type)를 정의되어야 한다.  

 

3.1 변수(variable)와 상수(constant) 

프로그램 내에서 변하지 않는 데이터(예를 들면 전화 번호, π)가 상수(constant)이고 

변하는 데이터(예: 입력되는 값, 계산되는 값)를 변수(variable)이라 한다. 예를 들어 보

자. 전화 번호 안내 프로그램의 경우 “이름”, “전화번호”은 변수이고 전화 번호부 내용은 

상수이다. 

상수는  

1)프로그램 내에서 값이 변하지 않는다.  

2)문자열(string) 상수는 “Sum”, “How are you?”로 나타낸다.  

3)문자(character) 상수는 ‘A’, ‘*’로 나타낸다. 

변수는  

1)프로그램 내에서 값이 변할 수 있다.  

2)변수는 사용 전에 반드시 선언되어야 한다  

3)변수명은 영문 대소문자, 숫자, 밑줄(_)을 사용할 수 있고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이

나 밑줄 문자이며 대소문자를 구별해야 한다. 

Chapter III. 데이터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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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degree)을 원주율(radius)로 바꾸는 예제에서 pi는 상수이고 변수명 d는 변수

이다. 상수이든 변수이든 데이터 형을 결정해 주어야 적절하게 출력되고 계산이 정확하

게 된다. 

 

(1)DEFINE 헤더에 의해 pi를 3.141592 값의 상수로 지정된다. 

(2)MAIN() 함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3)FLOAT 문장은 사용될 d라는 변수를 float라는 데이터 형으로 정의  

(4)SCANF 함수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하여 입력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5)PRINTF 함수는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하게 한다. 

*)printf 는 “ ” 문자를 화면에 출력한다. 단 \는 특수문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안

의 %는 콤마 뒤에 순서대로 지정한 변수 값을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scanf 는 “ ” 에 지정한 변수 형태로 입력된 값을 콤마 뒤에 지정한(&변수명) 변수 

이름으로 입력 값(enter 치기 전까지 키보드를 통하여 입력한 값)을 순서대로 저장

한다. 

 

%f  10진수 실수 입출력  %d  10진수 정수 입출력 

%c  한 문자 입출력   %s  문자열 입출력 

 

다음은 형식 문자열(“ “) 안에 사용되는 특수 문자에 대한 표이다. 

확장 문자 내용 

\n next line 커서를 다음 라인으로 이동 (새로운 라인) 

\t tab 일정한 간격만큼 커서 이동 

\b back space 커서를 한 칸 앞으로 이동 

\f form-feed 프린트 header를 다음 페이지로 이동 

\\ backslash출력 

\”, \’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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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에서 변하는 데이터를 변수라 하며 변수는 사용 전에 int, float 등을 사용

하여 선언해 주어야 한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으로 그냥 숫자로 사용하거나 #define 

을 이용하여 값을 지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pi( π )의 값을 3.141592 미리 선언한 

것과 같다. 그러나 pi 값이 프로그램에서 한 번 밖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굳이 지정할 

필요 없이 pi 자리에 3.141592를 적으면 된다. 변수의 경우 초기값 설정도 가능한데 다

음과 같이 하면 된다.  

float d=0; (변수 d를 실수형으로 선언하고 초기값으로 0이 저장되었다.) 

 

3.2 기억 장치 

Bit, Byte, Word는 컴퓨터 기억 장치의 기억 단위이다.  

비트(bit)는 가장 작은 기억단위로 0 혹은 1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 0의 값은 off, 1은 

on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2값 밖에 저장할 수 없는 최소의 기억 단위이며 기억 단위를 

증가하기 위하여 n2 으로 늘려 가면 된다.  

바이트(byte)는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0~255(정수만을 표현한다면) 정수를 

표현할 수 있다. 영어 알파벳 문자와 0~255의 값을 부여하여 놓은 규칙을 ASCII 값이

라 한다. 예를 들어 영문자 A의 경우는 01000001(2진수, 65)로 표현되어 있다. 

워드(word)는 컴퓨터 자료 처리의 기본 단위이며 16bit(소형), 32bit, 64bit(대형) 컴퓨터 

종류에 따라 단위가 다르다. 단위가 높을수록 처리 속도가 높다. 

 

3.3 데이터 형태 

데이터가 상수이면 compiler는 데이터의 형태를 보고 데이터 형을 구별할 수 있으나 

변수의 경우는 미리 선언해 두어야 한다. C 언어에서는 데이터 형을 다음 7가지로 구별

한다. 

unsigned int 

unsigned short int 

int 
short int  

2byte 

2byte 

2byte 

2byte 

0~655535 

0~655535 

-32768~32768 

-32768~32768 

숫자형 정수형 
정수만 
표현 

unsigned long int 

long int 

4byte 

4byte 

0~4294967295 

-

2147483648~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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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4byte 3838 104.3~104.3 ×× −  부동 소수형 
소수 
표현 

double 8byte 308308 107.1~107.1 ×× −  

문자형 문자 char 1byte 0~255 

 
 

형태 사용 선언  출력 시 선언 

숫자형(numeric) Short 

int 
long 

float     실수이므로 소수 가능 
double  

%d 

%d 

%d 

%f 

%d 

문자형(character) char  
문자 하나(character) ‘A’ 

문자열(string)  “Happy” 

%c 

%c 

 

다음은 데이터 타입 선언 방법에 대한 예제이다. 프로그램 내에서 SCANF 함수, 계산 

과정에 사용되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는 미리 선언할 필요는 없다. 

    

(1)%c는 문자로 출력한다. 

(2)%d로 인하여 A알파벳이 대응 숫자 65로 출력. 

(3)65 숫자 %c로 인하여 대응 알파벳으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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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수 선언 방법 

데이터형 변수명; 혹은 데이터형 변수명=초기값; 

한남대학교 학생들 학번  unsigned long int id; 

학생들의 키    float; 

은행 잔고    long int; 

자료 합 초기값 0   double sum=0;   

미리 넉넉하게 float이나 double로 지정하면 되는데 왜 값의 범위와 부호를 예상해야 

하나? 메모리 문제이다.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철저히 분해해 보자. 

(1)프로그램에서 입력되어야 하는 값이 무엇이지 적고 변수명, 데이터 형태, 초기값을 

지정한다. 

입력 내용 변수명 데이터 형태 출력선언방법 초기값 

높이 height  float (실수 값 입력 가능) %f 필요 없음 

밑면 base float (실수 값 입력 가능) %f 필요 없음 

 

(2)프로그램에서 선언해야 하는 상수가 있는지 본다. 있다면 #define 문을 이용한다. 

(3)화면 출력 내용을 정리한다. 

 

사용자가 높이와 밑변을 입력해야 하므로 높이 입력, 넓이 입력 공간이 필요하다. 

“높이는?”, “밑변은?” 

 

▷input/output 관련 header를 포함시킨다. 

▷함수 이름을 지정한다. 시작 {, 끝 }으로 한다. C 프로그램에는 한 개 이상의 함수

가 있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반드시 main()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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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문장: 변수를 부동형 소수로 선언한다. 반드시 사용 전에 선언해야 한다. 

두 개 이상 선언 시에는 comma(,)를 사용하면 된다. 

▷PRINTF 함수: 높이를 물어보는 문장 “삼각형 높이는?”을  화면에 출력한다. 

▷SACNF 함수: 사용자가 입력한 높이/밑변 값을 받아들인다. 입력된 값을 부동형 소

수(%f)로 받아들여 height 변수 공간에 저장한다.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변수이

므로 미리 앞에서 선언되었다. 

▷특수문자 \ n은 커서(cursor)의 라인 바꾸기 명령이다. 

▷마지막 PRINTF 함수는 계산된 면적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 “ ” 사이에서 %를 만나

므로 여기에 %f(실수) 형태로 (height 저장 값)*(base 저장 값)/2 의 계산 값을 출력

하게 된다. 

 
EXERCISE 2-2 파일명: 0901_DEGREE.C 

섭씨(centigrade) 온도를 화씨(Fahrenheit) 온도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변환식: 32
5
9

+= CF  

 

 
EXERCISE 2-3 파일명: 0905_BMI.C 

비만도(체질량 지수: BMI)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변수 두 개를 동시에 입력 받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몸무게를 입력한 후 

키를 입력하기 전에 스페이스 바를 치거나 Enter를 치면 컴퓨터는 다음 입력 값을 l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용하시오. 

 몸무게(KG)/(키(m))2 

 

 
EXERCISE 2-4 파일명: 0905_CHAR.C 

알파벳 문자가 숫자와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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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2-5 파일명: 0905_CHAR1.C 

정수가 어떤 문자와 대응되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3.5 문자열(string) 

0개 이상의 문자(character)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의미한다. 하나의 문자는 ‘ ‘로 구별

하고 문자열은 “ “로 나타낸다. 문자가 하나도 없는 문자열을 null string이라 하며 “”로 

표시한다. 같은 A라도 ‘’을 사용하느냐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설정하는 공간의 차이가 

있다. 

‘A’ B 하나의 문자로 1 byte 필요  

“A” B \0 문자열로 2 byte 필요  

 

 

문자 하나를 선언하는 방법은 char 변수명; (예: char ch;) 이다. 문자열에 대한 선언 시

는 문자가 차지할 byte 수는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char 변수명[문자열 바이트 수] 

 

다음은 문자열 사용 예 프로그램이다. [20]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저장 가능한 문자열 

길이는 19이다. 왜냐하면 문자열 마지막에 \0이 1 byte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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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izeof 변수명 변수에 할당된 byte 크기를 계산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함수

와는 달리 ()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sizeof(name)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오류가 난다. 

(2)strlen(변수명)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한다. 

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보자. 아니 이런? 분명히 “Love is real”이라고 사용자가 입

력 했는데 Love만 받아들이다. 이는 C 언어에서는 공백(blank), Tab과 같은 white 문자

는 단어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므로 Love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문자열 길이(length)는 

4이다. 문자열의 사이즈는 이미 20으로 지정했으므로 20이 출력된다.  

L o v e \0 \0 . . . \0 

 

회색 셀(byte)이 strlen 함수가 문자열 변수에 저장된 byte 수만 출력하고 sizeof는 변

수에 할당된 바이트 수를 출력하게 된다. 

[참고] #define 문장이 필요한가? 

main() 

{ 

tax =0.12*income; 

} 

 

main() 

{ 

float taxrate=0.12; 

tax = taxrate*income; 

} 

#define taxrate 0.12 

main() 

{ 

tax = taxrate*income; 

} 

 

위의 세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taxrate라는 값이 한 번만 사용되면 오른쪽 프로그램이 

편리하다. 그러나 이 값이 프로그램 내에서 빈번히 사용된다면 가운데 프로그램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오른쪽 프로그램은 가운데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compile 

시 taxrate 0.12로 치환되어 있어 실행 시 처리할 필요 없어 처리 속도가 빠르고 프로그

램 위에 위치하므로 다른 값으로 바꾸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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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2-1 파일명: 0901_ID.C 

화면에 다음과 같이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물론 이름과 비번은 여러분의 

것으로 하시오. “\n”은 특수문자로 라인을 바꾸라는 명령이다. 커서(cursor)가 다음 라인

으로 이동 

  
 

 

 
EXERCISE 2-2 파일명: 0901_DEGREE.C 

섭씨(centigrade) 온도를 화씨(Fahrenheit) 온도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변환식: 32
5
9

+= CF  

 

 

 
EXERCISE 2-3 파일명: 0905_BMI.C 

비만도(체질량 지수: BMI)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변수 두 개를 동시에 입력 받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몸무게를 입력한 후 

키를 입력하기 전에 스페이스 바를 치거나 Enter를 치면 컴퓨터는 다음 입력 값을 l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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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무게(KG)/(키(m))2 

 

 

 
EXERCISE 2-4 파일명: 0905_CHAR.C 

알파벳 문자가 숫자와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EXERCISE 2-5 파일명: 0905_CHAR1.C 

정수가 어떤 문자와 대응되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