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12

DSLAB



Example

• 과제에서표현하는 Code 캡쳐와실행화면캡쳐에대한설명입니다.

– Cygwin terminal 을캡쳐후이미지를함께보내시면됩니다.

• 과제번호와알파벳으로이름을저장하여코드와같이압축하여보내주세요.

– ex) 8_1_a.png

• Alt + Printscreen (insert 위에있는키) 를누르면현재포커스 되어있는프 로그

램의화면을캡쳐할수있습니다.

• 그림판에붙여넣기를한뒤저장하면됩니다.

➢ Code 캡처 ➢ 실행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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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문제 1

➢ 문자와 아스키 코드 (File: 12_1.c)

· C에서는 아스키 코드라는 숫자를 이용하여 문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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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a, d) 실행화면 캡처

(e) 12_1.c (code)



실습 문제 2

➢ 문자 배열과 문자열 (File: 12_2.c)

· C에서는 문자 배열을 이용하여 문자열을 표현한다.
문자 배열에 문자들을 입력한 후에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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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a, b, c) 실행화면 캡처

(e) 12_1.c (code)



실습 문제 3

➢ 문자 배열의 처리 (File: 12_3.c)

· 문자 배열의 원소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보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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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a, b) 실행화면 캡처

(c) 코드 캡처

(d) 12_3.c (code)



실습 문제 4

➢ 문자 입출력 및 처리 함수 (File: 12_4.c)

· 문자 입출력 함수와 문자 처리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
들을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여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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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a, b) 실행화면 캡처

(c) 코드 캡처

(d) 12_4.c (code)



실습 문제 5

➢ 문자 입출력 및 처리 함수 (File: 12_5.c)

·  사용자로부터 2개의 문자열을 받아서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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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a, b, c) 코드 캡처

(d) 12_5.c (code)



실습 문제 6

➢ 문자열 수치 변환 (File: 12_6.c)

· 사용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영을 받아서, 계산을 수행하여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보자.

(예) “10 20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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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m, n, o, p, q) 코드 캡처

(r) 12_6.c (code)



과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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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제출 & 포맷
• E-mail: dslab.pp@gmail.com

• A반: 목요일, 금요일 (11:00~13:00) 602호
• B반: 목요일, 금요일 (15:30~17:30) 402호
• 메일제목: [프프#반] 학번_이름_실습6

➢ ex) [프프#B] 201111339_김민우_실습6
• 과제파일을메일제목과동일하게압축하여제출

➢ ex) [프프#A] 201111339_김민우_실습6.zip

▪ 제출일자
• 4월 19일수요일 23:59 (기한 엄수)

▪ 과제 제출 파일 List (마지막 항목까지 수행한 파일 제출)

• Code(c 파일): (12_1, 12_2, 12_3, 12_4, 12_5, 12_6).c

• 이미지 파일: 실습 문제의 Code 및 실행화면 캡쳐 이미지

• C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압축하여 포맷에 맞게 명명하여 제출

mailto:dslab.pp@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