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년도 2 학기

기말고사

프로그래밍 기초 및 실습(나) 기말고사
학번: 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




제출할 USB 에 본인의 학번과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20171234_김숭실’ 로 폴더를 생성하고
구현한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를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프로젝트명은 문제 별로 제시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출제 문항 수는 총 9 문항으로 이론 3 문항, 실기 및 구현 6 문항 입니다.

[이론]
이론 문제의 경우 제시하는 프로젝트명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소스파일에 출력함수를 이용하여
정답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1. 아래 [그림 1]은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운영체제에 의해 예약 되는
메모리 공간을 도식화한 것이다. ‘코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 각 영역별로 할당되는
것이 무것인지와 각 영역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서술하시오. (10 points)
[프로젝트명: Exam_1]

[그림 1]





각 영역 별 주요 키워드를 만족하지 못할 시, 각 -1 point
- 데이터영역: 전역변수, static 변수,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할당, 프로그램 종료 시
소멸
- 스택 영역: 지역변수, 선언된 함수가 종료되면 소멸
- 힙 영역: 원하는 시점에 변수(저장공간 또는 메모리)를 할당, 런타임(프로그램 실행 중)
저장 공간을 할당 또는 소멸,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할 시, 각 -3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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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수 호출 방식에는 크게 ‘Call-by-value’ 방식과 ‘Call-by-reference’ 방식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 함수 호출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points)
[프로젝트명: Exam_2]




각 방법 별 주요 키워드를 만족하지 못할 시, 각 -2 point
- Call-by-value: 값을 전달, 전달인자였던 변수의 값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님
- Call-by-reference: 주소를 전달, 메모리의 주소로 접근, 전달인자의 값을 변경할 수
있음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할 시, 각 -4 points

3. 다음 페이지 [그림 2]의 오른쪽 결과 화면은 그림의 왼쪽과 같이 선언한 배열들의 각 원소의
메모리 상의 할당 주소 값을 출력한 결과이다. 주소 값 출력 시에는 printf 출력 함수의
형식지정자 %p 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10 points)
[프로젝트명: Exam_3]
1) ①, ②, ③ 에 출력될 결과를 예상하여 답하시오. (각 2 points)
예) 1: OOOOOOOO, 2: XXXXXXXX, 3:ㅁㅁㅁㅁㅁㅁㅁㅁ
2) 1) 과 같이 출력되는 이유를 배열의 메모리 할당 시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4 points)

[그림 2]




1) 개별 2 points, 각 -2 points
2) 주요 키워드(배열은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 배열의 원소는 메모리 공간에 나란히
할당)를 만족하지 못할 시, -2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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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및 구현]
4. 배열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입력

받은

정수형

데이터를

역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시오. (7 points)
[프로젝트명: Exam_4]
1) 길이 4 의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고, 반복문과 입력 함수를 이용하여 각 배열의 원소를
순차적으로 초기화한다. (3 points)
2) 길이 4 의 새로운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고, 이 배열의 원소는 반복문을 이용 1) 에서 입력
받은 배열의 역순으로 초기화한다. (3 points)
3) 반복문을 이용하여, 두 배열의 각 원소에 저장된 값을 출력한다. (1 points)


문제별 배점

5. 함수 호출 방식 중 Call-by-reference 방법을 이용하여 두 개의 정수를 서로 교환(Swap) 해주는
함수를 구현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시오. (10 points)
[프로젝트명: Exam_5]
1) Call-by-reference 방법을 이용하여 두 개의 정수를 서로 교환(Swap) 해주는 함수
valueSwap 함수를 구현한다. (7 points)
2) main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현한다. 입력함수를 이용하여 두 개의 정수를 입력 받은 후
valueSwap 함수 호출 전 값과 호출 후 값을 각각 출력한다. (3 points)




1)
2)

함수 선언, 정의는 하였으나 함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경우, -5 points
전역 변수를 이용한 구현
swap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main 함수를 구현하였으나, 입력함수와 출력함수 호출 방법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 , -2

points

6. 아래 수식은 계승, 즉, 팩토리얼(factorial) 에 대한 정의이다. 재귀함수를 이용하여 전달한 값의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함수를 구현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시오. (10 points)
[프로젝트명: Exam_6]

𝑛𝑛! = 𝑛𝑛 × (𝑛𝑛 − 1) × (𝑛𝑛 − 2) × (𝑛𝑛 − 3) × … × 2 × 1
𝑛𝑛! = 𝑛𝑛 × (𝑛𝑛 − 1)!
𝑛𝑛 × 𝑓𝑓(𝑛𝑛 − 1) 𝑛𝑛 ≥ 1
𝑓𝑓(𝑛𝑛) = �
1
𝑛𝑛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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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함수의 선언부를 참고하여 mathFactorial 함수를 구현한다. 단, 반드시 재귀함수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해야 한다. (7 points)

int mathFactorial(int n);
2) main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현한다. 팩토리얼 값을 구하기 위한 0 이상의 정수를 입력
받으면, 이 값을 전달인자로 하여 mathFactorial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하지만, 음수를 입력하였을 때는 예외처리로 오류 메시지의 출력과 함께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3 points)





1) 함수 선언, 정의는 하였으나 함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경우, -5 points
1) 재귀함수 방법으로 구현하지 않았으나 결과는 맞는 경우, -3 points
2) main 함수를 구현하였으나, 예외 처리가 없는 경우, -2 points
0! = 1 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2 points

7. 배열을 이용하여 정답이 저장된 배열과 문제에 대한 문답이 저장된 배열을 서로 비교하여,
정오표를 만들고 점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시오. (15 points)
[프로젝트명: Exam_7]
1) 다음 페이지 [Code 1]은 rand, srand, time 함수를 이용하여, 1~4 까지의 정수 값을 랜덤으로
생성하고 각 변수에 저장한 후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이다. 이 코드를 참고하여 길이 10 의
정답을 저장하는 정수형 배열(arrayRandom)과 길이 10 의 문제에 대한 문답을 저장하는
정수형 배열(arrayAnswer)를 선언하고, 두 배열의 각 원소를 1~4 의 랜덤 값으로
초기화한다. (5 points)
2) 10 문제의 정오표를 저장할 배열은 문자형 배열(arrayCorrect)로 선언한다.
3) 다음으로, 정오표를 작성해주고 정답의 수를 반환해주는 함수 checkCorrect 를 구현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 함수의 설계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참고하여 함수를 구현하시오. (7 points)
- 함수명: checkCorrect
- 전달인자(총 4 개): 정답 배열의 이름, 문답 배열의 이름, 정오표 배열의 이름, 배열의 길이
- 기능: 동일한 인덱스의 정답 배열의 원소와 문답 배열의 원소의 값을 비교하여 서로
같으면, 정오 배열에 동일 인덱스에 문자 ‘O’ 를 저장하고, 서로 다르면 ‘X’ 를 저장한다. 이
함수의 반환 값은 정답과 문답이 일치한 수 이다.
- 반환 값: 정답의 수
4) main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현한다. 1), 2) 과정을 통하여, 선언한 배열들과 배열의 길이를
전달인자로 하여 3) 에서 구현한 checkCorrect 함수를 호출한다. 함수 호출 결과 정오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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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고 정답의 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출력함수를 이용 [그림 3]과 같이 각 배열에
저장된 값(정답 배열, 문답 배열, 정오표 배열 순)과 정답의 수를 화면에 출력한다. (3 points)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 srand, rand 함수 사용을 위해 추가

#include <time.h>

// time 함수 사용을 위해 추가

int main(void)
{
srand((unsigned int)time(NULL));

// 난수 발생을 위한 시드 초기화

int valueRandom = (rand() % 4) + 1;

// 1 ~ 4 까지의 랜덤 값 생성

int valueAnswer = (rand() % 4) + 1;

// 1 ~ 4 까지의 랜덤 값 생성

printf("Random: %d, Answer: %d \n", valueRandom, valueAnswer); // 출력
return 0;

}

[Code 1] 7 번 문제의 랜덤 값 생성 예제 코드

[그림 3] 문항에서 제시한 각 배열 및 정답의 수 출력 방법





3) 함수 선언, 정의는 하였으나 함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경우, -5 points
- 전역 변수를 이용한 구현
- 함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결과만 맞게 출력하는 경우
4) main 함수를 구현하였으나, 초기화 및 출력 과정이 잘못된 경우, -2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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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래 지시에 따라 구조체 배열을 이용하여 학생 정보를 입력 받고,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시오. (15 points)
[프로젝트명: Exam_8]
1) 이 프로그램에서 구조체를 이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학생의 정보는 학생의 성명, 두 과목의
점수, 두 과목의 점수의 총합이다. [Code 2]는 이와 같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체와
열거형의 정의부, 최대 학생 수(2 명)에 대한 심벌릭 상수로 이 정의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2) 학생들의 데이터는 구조체 배열을 선언(arrayStudent)하여 관리하며, 배열의 길이는 최대
학생 수로 한다(2 points).
3) 최대 학생 수만큼 데이터를 입력 받아 구조체 배열 각 원소에 초기화 한다. 입력 받을
정보는 학생의 성명, 수학 점수, 프로그래밍 점수 이다. 점수의 총합은 입력 받은 점수로부터
합을 계산하여 저장한다. (6 points)
참고: 별도의 함수를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4) 3)

에서

초기화가

완료된

구조체

배열

arrayStudent

에

저장

되어있는

데이터를

StudentData.txt 파일에 [그림 4] 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한다. (7 points)
- 이름, 수학 점수, 프로그래밍 점수, 총점 순으로 저장한다.

typedef enum SubjectNames
{
MATH,
PROGRAMMING,
NUMBER_OF_SUBJECT
} SUBJECT_NAME;

// 과목에 대한 열거형 정의부

typedef struct Student
{

// 학생 정보에 대한 구조체 정의부

[그림 4] StudentData.txt

char studentName[15];

// 학생 성명(문자열)

int scoreSubjects[NUMBER_OF_SUBJECT]; // 두 과목 점수
int scoreTotal;
} StudentInfomation;
#define MAX_USERS 2

// 두 과목 총점

// 최대 학생 수
[Code 2] 8 번 문제에 필요한 정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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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적 메모리 할당과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하여, 문자열의 저장 공간을 최적화하여 입력 받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시오. (15 points)
[프로젝트명: Exam_9]
•

[그림 5] 와 같이 문자 ‘0’ (숫자 zero) 이 입력되기 전 까지 입력 받은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

이 프로그램은 문자열의 저장 공간을 최적화 하기 위하여 동적 메모리 할당과 관련된 함수를
이용한다.

•

문자열 저장 공간의 최적화 전략으로 매 문자가 입력 될 때마다 할당 공간에 문자를 추가해
나간다. 따라서 중간에 문자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입력 중 문자 ‘0’ (숫자 zero) 을 입력하면, 입력은 중단 되고, 현재까지 저장된 문자들로
문자열을 구성한 후 이 문자열을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한다.

•

scanf 입력 함수를 이용하여 구현한 경우 [그림 5]와 같이 공백 문자(스페이스키)의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8 points 만 인정 합니다.

[그림 5] 문제 9 의 예





_getche()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구현에 만족한 경우
- getchar: -3 points
- scanf: -7 points
문자열 마지막에 널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2 points

:::::::::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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