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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수 중에서 더 큰 수를 반환하는 함수 get_bigger()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실수 두 개 중에서 더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함수 :

출력 화면 :

#1

2

double get_bigger(double n1, double n2)
{

double bigger; //큰값을저장할변수
~

return bigger;
}



#2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매개변수로 전달받아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get_perimeter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 받은 가로, 세로의 길이로 직사각
형의 둘레를 구하는 프로그램

함수 :

출력 화면 :

3

실행결과
가로? 10
세로? 20
직사각형의둘레: 60

int get_perimeter(int width, int height){
int perimeter; // 직사각형의둘레를담을변수
~
return perimeter;

}



#3

제품의 가격과 할인율을 인자로 받아서 할인가를 리턴하는
discount_price 함수를 이용해서 할인가를 구하는 프로그램
• 할인율을 먼저 입력받은 다음, 반복적으로 입력된 제품의 가격에 대하여 할인가를 구
해서 출력하며, 제품의 가격으로 0이 입력되면 프로그램을 종료

함수 :

출력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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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할인율(%)? 20
제품의가격? 5000
할인가: 4000원
제품의가격? 2000
할인가: 1600원

int discount_price(int price, int dis)
{        

~
}



#4

다음과 같이 choose_menu의 리턴값에 따라 어떤 메뉴가 선택되었는지
간단히 출력하는 프로그램
• 출력 화면과 같이 메뉴를 출력하고 선택된 메뉴 항목의 번호를 리턴하는

choose_menu 함수를 작성하고 만일 잘못된 번호를 선택하면 올바른 번호를 선택
할 때까지 계속 메뉴를 출력 후 다시 선택 (즉, choose_menu 함수는 반드시 0~3
사이의 값을 리턴)

함수 :

출력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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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1.파일열기 2.파일저장 3.인쇄 0.종료] 선택? 1
파일열기를수행합니다. 
[1.파일열기 2.파일저장 3.인쇄 0.종료] 선택? 2
파일저장을수행합니다.
[1.파일열기 2.파일저장 3.인쇄 0.종료] 선택? 3
파일인쇄를수행합니다
[1.파일열기 2.파일저장 3.인쇄 0.종료] 선택? 0

int choose_menu(){
int choo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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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N사이의 소수를 출력하고 모두 몇 개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
• 소수(prime number)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는 자연수

• 인자로 전달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검사하는 is_prime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

함수 : 

출력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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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1~N사이의소수를구합니다. N을입력하세요: 100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53 59 61 67 71 
73 79 83 89 97
소수는모두 25개입니다.

int is_prime(int N){
for(i=2;i<=N/2;i++){

if(N%i==0)
return 0;

}
return 1;

}



#6

입력받은 점의 좌표가 어느 사분면의 점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
• 인자로 전달된 점의 좌표가 어느 사분면의 점인지 리턴하는 get_quadrant 함수는

1~4사분면이면 1~4를 리턴하고, 원점이나 x축 또는 y축 위의 점은 0을 리턴하도록
작성

함수 :

출력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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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점의좌표 (x, y)? 10 20
1사분면의점입니다.
점의좌표 (x, y)? -10 20
2사분면의점입니다.
점의좌표 (x, y)? 0 0

int get_quadrant(int x, int y){
if( ~ ) return 1; //좌표과 1사분면인조건사용
else if( ~ ) return 2; //좌표과 2사분면인조건사용
else if( ~ ) return 3; //좌표과 3사분면인조건사용
else if( ~ ) return 4; //좌표과 4사분면인조건사용
else return 0; //좌표가 0인경우

}



#7

자신이 은행에 예금한 돈을 카운트 해주는 프로그램
• 숫자를 입력하고 입력받은 숫자들을 다 더해서 리턴하는 deposit함수를 사용해서 출
력하고 0을 입력하면 종료

함수 :

출력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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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예금할금액을입력하세요 (종료는 0) : 100
통장잔고 : 100
예금할금액을입력하세요 (종료는 0) : 500
통장잔고 : 600
예금할금액을입력하세요 (종료는 0) : 0

int deposit(int a){
static int balance;
~

} 



#8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능을 하는 함수들을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값을 입력받
은 후에 작성한 함수들을 테스트하여 보자.

• 주어진 정수가 짝수이면 1을 반환하고 홀수이면 0을 반환하는 짝수 판별 even 함수

• 주어진 정수의 절대값을 구하는 absolute 함수

• 주어진 정수가 음수이면 -1을, 양수이면 1을 0이면 0을 반환하는 음수 판별 sign함수

함수 :

출력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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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정수를입력하시오: -29
even()의결과 : 홀수
absolute()의결과 : 29
sign()의결과 : 음수

int even(int n){
~

}

int absolute(int n){
~

}

int sign(int n){
~

}



#9

두 개의 정수 n, m을 입력받아서 n이 m의 배수이면 1을 반환하고 그렇
지 않으면 0을 반환하는 배수 판별 함수 is_multiple를 이용한 프로그램

함수 :

출력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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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첫번째정수를입력하시오 : 30
두번째정수를입력하시오 : 5
30은 5의배수입니다.

int is_multiple(int n, int m){
int result;
~
return result;

}



#10

다음 규칙을 따라 메뉴 프로그램 작성

• 메뉴를 화면에 출력하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함수 print_menu()

•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정수를 읽은 후에 메뉴 번호의 상한과 하한을 넘지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함수
check_menu_number()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정수가 상한이나 하한을 벗어나면 print_menu()를 호
출하여 화면에 메뉴를 표시하고 범위 안에 드는 정수가 입력되면 메뉴를 처리하는 함수를 호출

• 메뉴에 해당되는 함수가 호출되었다는 메시지만 출력하고 종료

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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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print_menu(){
~

}

int check_menu_number(){
~
return 0;

}

void select_menu(int number){
~

}



#10

• 출력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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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1. 햄버거
2. 치즈버거
3. 샌드위치
4. 종료
원하는메뉴를선택하시오:6
1. 햄버거
2. 치즈버거
3. 샌드위치
4. 종료
원하는메뉴를선택하시오: 1
1번메뉴가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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