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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 #4 
 

제시일: 2008.04.29 

제출일: 2008.05.13 

유의사항: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 직접 손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주어진 정수의 약수를 모두 찾아내는 함수 get_divisor( )을 작성하세요. 만약 8이 입력되면 1, 2, 

4, 8을 화면에 출력해야 합니다. 이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main( ) 함수도 작성하세요. 

 

 

2. 주차장의 요금을 계산해 봅니다. 주차장에서 최초의 2 시간은 3,000원입니다. 최초 2 시간 

이후에는 시간당 2,0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단, 주차료는 하루 24시간에 6,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주차 시간이 주어지면 주차료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단, 

함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cal_parking_charge( )라고 하고 

주차 시간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 time을 main( ) 함수로부터 받습니다. 

 

 

3.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받아서 소문자이면 대문자로 변경하는 to_upper( ) 함수를 작성하세요. 

문자의 입출력을 위해 getchar( ) 와 putchar( ) 함수를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Crtl-Z 을 누를 

때까지 반복합니다. 

 

 

4.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지원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한번 실행마다 총 10회를 

계산하게 되며, 각 연산이 몇 번씩 계산되었는지를 기억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각 연산을 

지원하는 함수들은 자신이 호출된 횟수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a) 정적 지역변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b) 전역 변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5. 주사위를 던져서 얻은 결과를 프로그램으로 생성하여 보고 같은 면이 몇 번 생성되었는지를 

연산을 입력하세요 : 1 + 2 
결과 : 3 
덧셈이 총 1 번 실행되었습니다. 
 
연산을 입력하세요 : 5 + 3 
결과 : 8 
덧셈이 총 2 번 실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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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주사위의 면은 난수를 이용하여 생성해야 합니다. 주사위의 

면을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 안에서 각각의 면이 생성될 때마다 횟수를 정적 지역 

변수를 이용하여 기억하게 하면 됩니다. 

 

 

6. 다음을 계산하는 재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n은 입력 받습니다.) 

(a) 13 + 23 + 33 + … + n3 

(b) 1 + 1/2 + 1/3 + … + 1/n 

 

 

7. 재귀 호출을 이용하여 정수의 각 자리수를 출력하는 함수 show_digit(int x)를 작성하고 main( ) 

함수를 이용하여 테스트해 보세요. 즉, 정수가 1234이면 화면에 1 2 3 4와 같이 출력합니다. 

함수는 일의 자리를 출력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다시 같은 함수를 재귀 호출합니다. 

예를 들면, 1234의 4를 출력하고 나머지 123을 가지고 다시 같은 함수를 재귀 호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