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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문자열

❖문자열(string) : 연속된 문자들의 모
임
• 널 종료 문자열 : 끝을 나타내는 널 문자
를 함께 저장

• 문자열 상수(문자열 리터럴) : "A", "hello
world"

• 문자열 변수 : 문자 배열(char 배열)

❖문자 : 하나의 문자로 구성
• 문자 상수 : 'A', '\012'

• 문자 변수 : char형 변수, ASCII 코드 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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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배열의 선언 및 초기화 (1/2)

❖문자 배열의 크기
• 저장할 문자열의 길이 + 1

❖문자열 리터럴로 초기화
• 문자열의 끝에 널 문자 저장

• 배열의 나머지 원소도 널 문자
로 초기화

❖문자열 리터럴의 길이가 '문
자 배열의 크기-1'보다 크면
컴파일 경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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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 str[10];

char str[10] = "abc";

char str[10] = "very long string";

v e

[0]

r y l o n g

[1] [2] [3] [4] [5] [6] [7] [8] [9]

배열크기만큼만
초기화한다

맨끝에널문자가
저장되지않는다

str

길이가 9인
문자열저장



문자 배열의 선언 및 초기화 (2/2)

• 초기값을 지정할 때는 문자 배
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음

• 문자 배열 전체를 널 문자로
초기화하려면 널 문자열로 초
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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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 str[] = "abcde";

크기가 6인
배열

char str[10] = "";

널문자열



문자 배열의 사용

•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
소에 접근할 수 있음

• 문자 배열에 직접 다른 문자열
을 대입해서는 안됨

• 인덱스의 유효 범위를 넘어서
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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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 = 0; i < size; i++)
printf("%c", str[i]);

한문자씩출력

printf("%s", str);
printf(str);

문자열
전체출력

str[0] ='A';

한문자씩변경

str = "XYZ"; 배열의시작주소는
변경할수없으므로

컴파일에러

str[20] ='A'; 유효범위가아닌
인덱스를사용하면

실행에러



예제 : 문자 배열의 초기화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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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C 문자열 처리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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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C 문자 처리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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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C 데이터 변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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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길이 구하기

• 널 문자를 제외한 문자열의 길이

11

마지막한글자를
삭제한다



예제 : strlen 함수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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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복사

• src 문자열을 dest 문자 배열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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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문자열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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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비교

❖lhs 문자열과 rhs 문자열을 알파벳 순으로 비교
• lhs와 rhs가 같으면 0을, lhs가 rhs보다 알파벳 순으로 앞쪽이면 음수를, 
뒤쪽이면 양수를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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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 s1[SIZE] = "apple";
char s2[SIZE] = "apple";

if (s1 == s2)
printf("same address\n");

s1과 s2의주소를
비교한다



예제 : 문자열의 비교

16



문자열의 연결

• dest 문자열의 끝에 src 문자열을 복사해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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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에 src를연결할만큼
배열의크기가충분한지
확인후호출해야한다



예제 : 문자열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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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검색 (1/2)

❖str에서 ch 문자가 있는지 확인

• 찾은 위치에 있는 문자의 주소 리턴

• str에서 ch를 찾을 수 없으면
NULL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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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검색 (2/2)

❖str에서 substr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

• 찾은 위치에 있는 문자의 주소 리턴

• str에서 ch를 찾을 수 없으면 NULL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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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 filename[] = "readmetxt";

char *p = NULL;

p = strstr(filename, "txt");

if (p != NULL)
printf("file type: TEXT file\n");



예제 : 문자열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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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토큰 나누기 (1/2)

❖토큰 : 어떤 문장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str을 delim에 있는 문자들을 이용해서 토큰으로 나눔

• 토큰의 주소를 리턴

• 더 이상 토큰이 없으면 NULL 리턴

• 함수 호출 후 첫 번째 매개변수인 str이 변경

❖첫 번째 strtok 함수 호출 후에 이전 문자열에서 다음 토큰을 구
하려면 strtok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NULL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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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토큰 나누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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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문자열의 토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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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C 문자열 입출력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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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입력

• 빈칸을 포함한 문자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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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출력

❖한 줄의 문자열 출력
• 문자열 출력 시 줄바꿈 문자를 함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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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변환

• 형식 문자열을 이용해 문자열을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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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문자열의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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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리터럴 (1/3)

❖문자열 리터럴은 예외적으로 메모리에 할당
• 텍스트 세그먼트라는 특별한 메모리 영역에 문자열 리터럴을 보관하고
그 주소를 대신 사용

• 문자열 리터럴은 문자열 리터럴의 주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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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리터럴 (2/3)

• 문자열 리터럴은 문자 배열처럼 메모리에 저장되지만 값을 변
경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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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리터럴 (3/3)

• 문자열 포인터가 다른 문자열 리터럴을 가리킬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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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포인터

• char*형의 포인터는 문자 배열을 가리킬 수 있음

• 문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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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배열을 가리키는 문자열 포인터의 용도

❖문자 배열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
• 문자 배열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도록 문자열 포인터를 변경해 가면서
문자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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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문자열 포인터가 문자 배열을 가리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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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1/2)

❖문자열의 데이터형을 선택하는 기준

•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거나 변경할 수 있는 문자열, 즉 문자열 변수는 문

자 배열에 저장

•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되지 않는 문자열, 즉 문자열 상수는 문자열

리터럴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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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2/2)

❖문자열 포인터의 데이터형을 선택하는 기준
• char*형의 포인터는 문자 배열, 즉 변경할 수 있는 문자열을 가리킬 때

만 사용

• const char*형의 포인터는 변경할 수 없는 문자열을 가리킬 때 사용

• 문자열 리터럴을 가리킬 때는 const char*형의 포인터를 사용

• 문자 배열을 읽기 전용으로 접근할 때는 const char*형의 포인터를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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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_string 함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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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swap_string(char* lhs, char* rhs, int size)
{

int lhs_len = strlen(lhs);
int rhs_len = strlen(rhs);
char temp[SIZE] = "";

if (lhs_len + 1 > size || rhs_len + 1 > size)
return 0; // swap_string 실패

strcpy(temp, lhs);
strcpy(lhs, rhs);
strcpy(rhs, temp);
return 1; // swap_string 성공

}

입출력 매개변수입출력 매개변수

배열의 크기

lhs와 rhs는 함수
안에서 변경된다



예제 : swap_string 함수의 정의 및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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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배열

❖변경할 수 있는 문자열을 여러 개 저장하려면 2차원 문자 배열
을 사용
• 문자 배열이 여러 개 필요

❖변경되지 않는 문자열을 여러 개 저장하려면 문자열 포인터 배
열을 사용
• 문자열 리터럴을 주소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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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문자 배열의 선언 및 초기화

• 열 크기 : 널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의 길이

• 행 크기 : 문자열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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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문자 배열의 사용

• 2차원 문자 배열의 각 문자열에 접근하려면 행 인덱스만 사용

• i번째 문자열의 j번째 문자에 접근하려면 books[i][ j]처럼 행 인
덱스와 열 인덱스를 모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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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2차원 문자 배열의 선언 및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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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2차원 문자 배열의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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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char*형의 문자열 포인터 (1/2)

❖읽기 전용의 문자열 포인터
• 문자열의 내용을 읽어볼 수만 있고 변경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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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char *p = "abcde";

p[0] = 'A'; // 컴파일 에러
strcpy(p, "xyz"); // 컴파일 경고

char str[64] = "";
const char *p = str; 
p[0] = 'A'; // 컴파일 에러
strcpy(p, "xyz"); // 컴파일 경고

문자열리터럴을가리키는경우 문자배열을가리키는경우

문자 배열을 읽기
전용으로 접근한다



const char*형의 문자열 포인터 (2/2)

❖문자열을 입력 매개변수로 지정할 때 const char*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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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count_space 함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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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포인터 배열

❖const char*형의 포인터 배열
• 문자열 리터럴의 주소만 저장하는 배열

• 각각의 문자열을 읽기 전용으로 접근

• str_menu[i] : i번째 문자열 리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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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문자열 포인터 배열의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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