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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특성 (2/4)

변수의 영역(scope)
•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

•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 의해 결정

• 블록 범위 : 지역 변수
- 이름이 같은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가까운 블록 내의 변수가 우선적으로
사용

• 파일 범위 : 전역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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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특성 (3/4)

변수의 생존 기간(lifetime)
• 변수가 언제 생성되고 소멸되는지

• 자동 할당
- 블록에 들어갈 때 메모리가 생성되고 블록을 빠져 나갈 때 메모리가 소멸

- 메모리의 스택(stack) 영역에 생성

• 정적 할당
-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모리가 생성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메모리가 소멸

- 정적 메모리(static memory) 영역에 생성

• 동적 할당
-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시점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원하는 시점에 해제

- 메모리의 힙(heap) 영역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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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특성 (4/4)

변수의 연결 특성(linkage) 
• 변수를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지,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

• 전역 변수만 연결 특성을 가질 수 있음

• 내부 연결
- 전역 변수를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

- static 키워드를 이용

• 외부 연결
- 전역 변수를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역 변수는 디폴트로 외부 연결 특성을 갖음

- 다른 소스 파일에 선언된 전역 변수를 참조하려면 전역 변수에 대한 extern 선언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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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부류 지정자

생존 기간과 연결 특성에 영향을 주기 위한 키워드

auto, register, static, extern
• auto, register, static은 지역 변수의 생존 기간과 할당 위치에 영향

• static와 extern은 전역 변수와 함수의 연결 특성을 지정

• auto, register은 지역 변수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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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 auto로 선언된 지역 변수는 블록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생성되
고, 블록을 빠져나갈 때 자동으로 소멸

• 지역 변수는 디폴트로 auto로 간주

• auto로 지정된 변수를 자동 변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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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 변수를 메모리에 할당하는 대신 CPU의 레지스터에 할당

• 변수를 레지스터에 할당하면 변수에 좀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음

• 레지스터 변수로 선언해도 변수가 레지스터에 할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레지스터 변수에 대해서는 주소 구하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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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Definition Rule (1/2)

• 함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반드시 한번만 정의해야 함

• 반면에 선언은 여러 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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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Definition Rule (2/2)

변수에도 ODR이 적용됨
• 변수도 한번만 정의할 수 있으며, extern 선언은 여러 번 할 수 있음

• 변수의 선언
- 변수의 데이터형과 이름을 알려주지만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음

• 변수의 정의
- 변수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초기화함

• 변수는 선언과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짐

extern 선언
• extern은 변수에 대해서 정의는 하지 않고 선언만 하게 만듬

• '~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알려주지만, 메모리를 할당하지는 않음

• extern은 전역 변수에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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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 (1/5)

• 전방 선언(forward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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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 (2/5)

• 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은 파일 범위를 넘어서는 외부 연결 특
성을 제공

13



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 (3/5)

• 같은 프로그램 내의 소스 파일이 여러 개일 때는 소스 파일마다
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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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 (4/5)

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은 함수 안에 넣어줄 수도 있음
• 해당 함수에서만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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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 (5/5)

• 변수의 extern 선언 시 초기화를 하면 변수에 대한 메모리가 할
당 ( 즉, 변수의 선언(정의)로 간주 )

• 전역 변수의 선언문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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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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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c

main.c



static

static 지역 변수
• 지역 변수의 생존 기간에 영향을 줌

• 자동 할당인 지역 변수의 생존 기간을 정적 할당으로 변경

• 지역 변수가 프로그램 시작 시 생성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소멸되게
만듬

static 전역 변수
• 전역 변수의 연결 특성에 영향을 줌

• 전역 변수가 내부 연결 특성을 갖게 만듬

static 함수
• 함수의 연결 특성에 영향을 줌

• 함수가 내부 연결 특성을 갖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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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static 지역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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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지역 변수 사용 예 : 누산기 프로그램

• 이전 연산의 결과를 lhs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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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accumulator(char op, int operand)
{

static int result = 0;
switch (op)
{
case '+':

result += operand;
break;

︙
default:

return;
}
printf(“%c %d = %d\n”, op, operand, result);

}

accumulator 함수가호출될
때마다이전연산의결과를
계속해서이용할수있다.



예제 : accumulator 함수의 정의 및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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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mulator 함수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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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전역 변수

전역 변수의 연결 특성을 내부 연결로 지정
• 선언된 소스 파일에서만 전역 변수를 사용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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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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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외부 연결 특성

함수는 디폴트로 extern으로 선언되어 외부 연결 특성을 제공
• 함수 선언의 extern은 보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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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다른 소스 파일에 정의된 함수의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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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c main.c



static 함수

• static 함수는 함수가 정의된 소스 파일 밖에서는 호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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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와 전역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1. 소스 파일은 기능 단위로 나누어 작성
- 관련된 함수와 전역 변수를 모아서 소스 파일을 구성
- 소스 파일명도 의미 있는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좋음

2. 소스 파일에서 외부로 노출해야 하는 함수나 전역 변수는

extern으로 정의
- 이때 extern 키워드는 생략할 수 있음
- 헤더 파일에 함수 선언과 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을 넣어줌
- 소스 파일명이 test.c면 헤더 파일명은 test.h로 지정함

3. 소스 파일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함수나 전역 변수는 static

으로 정의

4.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에서 test.c에 있는 함수나 전역

변수를 사용하려면 헤더 파일인 test.h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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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메모리 레이아웃

함수에도 메모리 주소가 있음
• 텍스트 세그먼트에 있는 함수
코드도 메모리의 특정 번지로
로드되서 실행 중에 함수의 주
소로 사용됨

함수 포인터
•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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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의 선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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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의 선언 (2/2)

• 포인터 수식어와 포인터 변수명을 반드시 ( )로 묶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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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의 초기화

• 아직 가리키는 함수가 없으면 널 포인
터로 초기화함

• 함수의 주소를 구하려면 주소 연산자
(&)와 함께 함수의 이름을 사용

• 함수의 주소를 구할 때는 & 연산자 없
이 함수 이름만 사용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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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를 이용한 함수 호출

• 역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음

• 역참조 연산자 없이 함수 포인터를 직접
함수 이름인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음

33



함수 포인터의 변경

함수 포인터도 변수이므로 값을 변경할 수 있음
• 함수 포인터가 다른 함수를 가리키게 만들 수 있음

• 함수 포인터의 원형과 함수 포인터가 가리키는 함수의 원형이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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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가가리키는
add를호출한다.

이제 pf는 add를
가리킨다.

pf와원형이
같은함수



예제 : 함수 포인터의 선언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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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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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형 (2/2)

• 함수 포인터형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음  함수 포인터 변수

• 매개변수가 구조체형일 때는 구조체 정의 후에 함수 포인터형
을 정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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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ef struct point {
int x, y;

} POINT;

typedef void(*PFPRINT)(const POINT*); 매개변수가
구조체형인경우

구조체를먼저
정의해야한다.



예제 : 함수 포인터형의 정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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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 배열 (1/3)

• 원형이 같고 함께 사용되는 함수들을 함수 포인터 배열에 원소
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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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 배열 (2/3)

• 원형이 같은 함수들의 주소를 함수 포인터 배열에 저장한 경우, 
함수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서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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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 배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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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함수 포인터 배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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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의 활용 : qsort 함수 (1/2)

퀵 정렬
• 정렬할 배열의 원소 중 하
나를 선택한 다음 그 값을
키(key)라고 함

• 정렬할 배열의 원소들을 키
보다 작은 값, 키보다 큰 값
의 두 그룹으로 나눔

• 두 그룹에 대해서 각각 다
시 퀵 정렬을 수행

• 그룹 내에 값이 하나만 남
을 때까지 계속 이 작업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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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포인터의 활용 : qsort 함수 (2/2)

qsort : 표준 C 라이브러리 함수

• ptr : 정렬할 배열의 시작 주소 (기본형 배열, 구조체 배열 등)

• count : 정렬할 배열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 size : 배열 원소의 바이트 크기

• compare : 배열의 원소들과 키 값을 비교할 때 호출할 함수의 주소
- 함수 원형이 정해져 있다.

- e1, e2 : qsort 함수에 인자로 전달된 배열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 e1이 가리키는 원소와 e2가 가리키는 원소를 비교해서 e1 > e2면 0보다 큰 값
리턴, e1 < e2면 0보다 작은 값 리턴, e1 == e2면 0 리턴

45



qsort 함수 : int 배열의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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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rt(arr, ARR_SIZE, sizeof(arr[0]), compare_int);

// int 배열의 원소를 비교하는 함수
int compare_int(const void *e1, const void *e2)
{

// e1, e2는 int의 주소이므로 const int*형으로 형 변환해서 사용한다.
const int *p1 = (const int*)e1;
const int *p2 = (const int*)e2;
return (*p1 - *p2);

}

배열의
시작주소

배열의크기
배열원소의
바이트크기

배열원소의
비교함수



예제 : qsort 함수를 이용한 int 배열의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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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callback) 함수

•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함수의 주소를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서 특정 조건일 때 호출하도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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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rt 함수 : CONTACT 구조체 배열의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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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rt(arr, size, sizeof(CONTACT), compare_by_name);

// 이름 순 정렬
int compare_by_name(const void *e1, const void *e2)
{

// e1, e2는 CONTACT의 주소이므로 const CONTACT*형으로 형 변환
const CONTACT *p1 = (const CONTACT*)e1;
const CONTACT *p2 = (const CONTACT*)e2;
return strcmp(p1->name, p2->name);

}

구조체배열의
시작주소



예제 : CONTACT 구조체 배열의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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