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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개념

❖ 같은 데이터형의 변수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하고 같은 이름

으로 사용하는 기능

❖ 배열의 원소(element)
• 배열 안에 들어가는 변수 하나

하나
• 개별적인 변수인 것처럼 사용

❖ 인덱스(index)
• 배열의 각 원소를 구분하기 위

한 번호
• 항상 0부터 시작한다

❖ 배열의 모든 원소는 항상

연속된 메모리에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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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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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자

❖ 사용 예
int i, a[N];
• 여기서 N은 기호 상수이고,

• 하나의 배열 원소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첨자 i에 적당한 값을

할당한 후 a[i] 수식을 사용하면 됨

• 이때, i는 0보다 크거나 같고 N -1보다 작거나 같아야함

• i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갖는다면, a[i]를 접근할 때 실행

시간 오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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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자

❖ A가 배열이면, a의 원소를 접근할 때 a[expr]와 같이 씀

❖ 여기서, expr은 정수적 수식이고,

Expr을 a의 첨자, 또는 색인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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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크기 (1/2)

❖배열의 크기는 반드시 0보다 큰 정수형 상수로 지정해야 한다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 매크로 상수를 사용할 수 있다

❖const 변수는 변수이므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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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크기 (2/2)

❖ 배열 이름으로부터 배열의 크기(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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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배열의 바이트 크기와 크기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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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크기를 구해서 사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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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크기로 매크로 상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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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매크로 상수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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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초기화 (1/4)

❖ 배열은 자동, 외부, 정적 기억영역 클래스는 될 수 있지만, 레
지스터는 될 수 없음

❖ 전통적인 C에서는 외부와 정적 배열만 배열 초기 자를 사용하
여 초기화할 수 있음

❖ ANSI C에서는 자동 배열도 초기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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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초기화 (2/4)

• { } 안에 배열 원소의 초기값
을 콤마(,)로 나열한다

• 배열의 0번째 원소부터 배열
의 초기값이 나열된 순서대로
초기화한다

• 초기값이 부족하면 나머지 원
소는 0으로 초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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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가장 기본적인 배열의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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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배열의 크기보다 초기값을 적게 지정하는 경
우

16



배열의 초기화 (3/4)

• 초기값을 원소의 개수보다 많
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 { } 안을 비워 두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고 배열의
크기를 생략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 배열의 초기값을 지정하는 경
우에는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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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초기화 (4/4)

• 초기자 목록이 초기화되는 배열 원소 개수보다 적다면, 나머지
원소들은 0으로 초기화됨

int a[100] = {10} ;

→ a[0] = 10, a[1] = 0, a[2] = 0, , a[9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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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f 함수를 사용한 문자열의 입력 (1/2)

❖문자배열에 문자열을 입력 받을 때는 %s변환문자열과 배열명을
• scanf함수의 전달인자로 준다

❖scanf함수로 문자열을 입력 받으면 널문자를 자동으로 채워준다
• word배열에 vitamin을 입력 받은 경우

printf(“문자열을 입력하세요 : ”);

scanf(“%s”,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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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f 함수를 사용한 문자열의 입력 (2/2)

• 배열의 크기보다 입력되는 문자열의 크기가 더 크면 할당되지
않은 기억공간을 침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char word[5]; //이곳에 “vitamin”을 입력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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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원소의 사용

• 배열의 각 원소에 접근하려면 인덱스 또는 첨자를 이용한다

• 배열은 주로 for문과 함께 사용된다

• 배열의 인덱스에는 변수나 변수를 포함한 수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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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배열의 원소가 변수로서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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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ARR_SIZE 5

int add(int a, int b) { return a + b; }

int main(void)
{
int arr[ARR_SIZE] = { 0 }; // 배열 전체를 0으로 초기화
int i;

arr[0] = 5;
arr[1] = arr[0] + 10; // 배열의 원소를 수식에 이용
arr[2] = add(arr[0], arr[1]); // 함수의 인자로 전달
printf("정수를 2개 입력하세요: ");
scanf("%d %d", &arr[3], &arr[4]); // 배열의 원소로 입력

for (i = 0; i < ARR_SIZE; i++)
printf("%d ", arr[i]);

printf("\n");
}



배열 인덱스의 유효 범위

•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0~(배열의 크기 - 1)사이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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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잘못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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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복사

• 원소의 데이터형과 배열의 크
기가 같은 경우에도 배열을 다
른 배열에 대입할 수는 없다

• 배열을 복사하려면 원소끼리
1:1로 대입한다

25

int x[5] = { 10, 20, 30, 40, 50 };
int y[5] = { 0 };
y = x; // 컴파일 에러

배열에는
대입할 수 없다



예제 : 배열의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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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비교

• 두 배열이 같은지 비교하기 위
해서 == 연산자로 직접 배열
을 비교하면 안된다

• 인덱스 없이 배열 이름만 사용
하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의미
한다

• 배열의 내용이 같은지 비교하
려면 for문을 이용해서 원소끼
리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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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x[5] = { 10, 20, 30, 40, 50 };
int y[5] = { 0 };
if (x == y) 

printf("두 배열이 같습니다\n");
배열의 주소를

비교한다

is_equal = 1;
for (i = 0; i < 5; i++)
{

if (x[i] != y[i])    
{

is_equal = 0; 
break;

}
}
if (is_equal == 1) 

printf("두 배열이 같습니다\n");

배열의 원소끼리
비교한다

서로 다른 원소가
있으면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다

배열이 같은지를
나타내는 변수

모든 원소가 같으면
is_equal은 1



예제 : 배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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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탐색 (1/2)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특정 값을 가진 항목을 찾는 기능

❖순차 탐색(sequential search)
• 배열의 0번째 원소부터 순서대로 탐색키와 비교

❖탐색키와 일치하는 항목을 모두 찾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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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 = 0; i < size; i++) 
if (data[i] == key)

printf("찾은 원소의 인덱스: %d\n", i);



예제 : 배열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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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탐색 (2/2)

❖탐색키와 일치하는 첫 번째 항목만 찾는 경우
• 탐색키와 같은 값을 가진 원소를 찾으면 break로 for를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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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 0; 
for (i = 0; i < size; i++) {
if (data[i] == key) {
found = 1;
break;

}
}
if (found == 1)
printf("찾은 원소의 인덱스: %d\n", i);

else
printf("탐색 실패\n");

탐색 성공 시
for 탈출

탐색이 성공하면 1, 
실패하면 0



예제 : 탐색의 성공, 실패를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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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정렬

❖주어진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서 나열하는 기능
• 오름차순(ascending order) 정렬 : 크기가 커지는 순서로 나열

• 내림차순(descending order) 정렬 : 크기가 작아지는 순서로 나열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면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이 간
단해진다
• 최소값을 찾거나, 최대값을 찾는 작업은 배열의 0번 원소나 마지막 원

소를 가져오면 된다

• 2진 탐색을 할 수 있으므로 빠른 탐색이 가능하다

❖선택 정렬(selection sort)
• 전체 배열의 원소 중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배열의 첫 번째 위치로 옮

기고, 그 다음 작은 값을 찾아서 배열의 두 번째 위치로 옮기는 식으로
정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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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정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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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 = 0; i < SIZE - 1; i++) // 0~(i-1)까지는 정렬된 상태이다
{

index = i;
// data[i]~data[SIZE-1]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의 인덱스를 index에 저장한다
for (j = i + 1; j < SIZE; j++) 
{

if (data[index] > data[j])
index = j;

}

// i번째 원소를 index에 있는 원소와 맞바꾼다
if (i != index) 
{

temp = data[i];
data[i] = data[index];
data[index] = temp;

} // i번째 원소가 i번째로 작은 값이 된다
}



선택 정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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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선택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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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인자로 배열 전달하기

• 함수의 매개변수로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배열의 크기를 생략한다

• 배열의 크기를 함수의 매개변수로 받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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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print_array 함수의 정의 및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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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copy_array 함수의 정의 및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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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전달 (1/2)

• 함수의 매개변수는 배열 원
소에 대한 포인터형으로 선
언한다

• 함수를 정의할 때 배열의 크
기가 필요하면 배열의 크기
도 매개변수로 받아와야 한
다

• 배열이 입력 매개변수일 때
는 const 키워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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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전달 (2/2)

• 배열을 매개변수로 가진 함
수를 호출할 때는 배열의 이
름을 인자로 전달한다

• 함수를 정의할 때는 매개변
수인 포인터를 배열 이름인
것처럼 인덱스와 함께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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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배열의 개념 (1/3)

❖2차원 배열
• 행(row)과 열(column)

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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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배열의 개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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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배열의 개념 (3/3)

• 배열 이름 바로 다음의 [ ] 안에 나오는 것이 배열의 크기이고, 
나머지 부분은 배열의 원소형으로 보면 된다

• 전체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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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배열의 선언

• 2차원 배열의 원소들도 1차원 배열처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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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배열의 사용

❖2차원 배열은 원소에 접근할 때 인덱스를 2개 사용한다
• 인덱스를 여러 개 사용할 때는 가장 오른쪽 인덱스부터 증가되고, 가장

오른쪽 인덱스가 모두 증가되면 다시 그 왼쪽에 있는 인덱스가 증가된
다

46

for (i = 0, k = 0; i < ROW; i++) 
for (j = 0; j < COL; j++)     

data[i][j] = ++k;

행 인덱스를
증가시킨다

열 인덱스를
증가시킨다



예제 : 2차원 배열의 선언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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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배열의 초기화

• 초기값을 열 크기의 개수만큼
씩 { }로 묶어서 다시 { } 안에
나열한다

• 1차원 배열처럼 { } 안에 값만
나열할 수도 있다

• 초기값을 생략하면 나머지 원
소를 0으로 초기화한다

• 초기값을 지정하는 경우에 배
열의 행 크기를 생략할 수 있
다

48

{{1, 2, 3}, {4, 5, 0}, 
{6, 0, 0}, {0, 0, 0}} 

으로 초기화

{{1, 2, 0}, {3, 0, 0}, 
{4, 5, 0}} 으로 초기화

3



예제 : 2차원 배열의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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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배열 프로그램
int main() /* 3명의 4과목 점수를 2차워 배열을 이용 저장

{ 총점, 평균을 구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 */

int i, j, tot, score[3][4]; // 3명의 4과목 점수를 저장할 2차원 배열 score[3][4] 선언

double avg;

for(i=0; i<3; i++){ // 3명이므로 3번 반복

printf("네 과목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

for(j=0; j<4; j++) // 4과목이므로 4번 반복

scanf("%d", &score[i][j]); // 점수 입력

}

for(i=0; i<3; i++){

tot=0; // 각 학생의 점수를 새롭게 누적할 때마다 0으로 초기화

for(j=0; j<4; j++)

tot+=score[i][j]; // 한 학생의 점수를 총점에 누적한다

avg=tot/40; // 한 명의 총점을 모두 누적한 후에 평균 계산

printf("총점: %d, 평균: %2lf\n", tot, avg); // 총점, 평균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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