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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문자열 사용의 기본
표준 String 클래스
사용자 정의 String 클래스
C와 C++ 스타일의 혼합된 문자열 사용
실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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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개념

그림: 문자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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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개념


고정길이 문자열(fixed-length string)
z
z

z

z

z

문자들의 배열로 구현된다.
고정길이 문자열 형식으로 구현할 때, 먼저 변수의
크기를 결정
크기가 너무 작으면 모든 자료를 저장할 수 없고,
너무 크면 메모리를 낭비
고정길이 자료구조에 가변적인 자료를 저장할 때
자료와 비자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
자료의 끝에 같은 비자료 문자를 추가함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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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개념


가변길이 문자열 구조
z

z



길이 제어 문자열(length-controlled strings): C++
string
구분문자 사용 문자열: C string

길이 제어 문자열
z
z

z

z

문자열 안에 문자수를 나타내는 계수를 추가
계수는 최대 255 문자로 구성되는, 문자열을 나타
낼 수 있는 1바이트
이 계수는 문자열 조작 함수가 자료의 실제 길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
C++ 문자열 클래스에서 사용된 구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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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개념


구분문자 사용 문자열
z

z

z

z

문자열의 끝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기법으로 구
분 문자를 이용
예를 들어, 영어에서 가변길이 문자열인 각 문장은
구분문자인 마침표로 끝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분문자는 ASCII 문자 순에서
첫 번째 문자인 null 문자(\0)이다.
C언어 구현에서 사용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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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열 개념

그림: 문자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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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열 사용의 기본

[그림 10-1] C스타일과 C++ 스타일의 문자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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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열 사용의 기본

[그림 10-2] C 스타일 문자열 처리 방법에 대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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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lude <iostream>
2: #include <cstring>
3: using namespace std;
4:
5: int main(){
7:

// 원본 문자열을 하나 만든다.

8:

char src[]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

1: #include <iostream>
2: #include <cstring>
3: using namespace std;
4:
5: int main()
6: {
7: // 두 문자열을 준비
8:

char str1[5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

// 원본 문자열을 복사해보자.

9:

char str2[] = "인터넷미디어공학부";

11:

// 1. 원본 문자열의 길이를 잰다.

12:

int len = strlen(src);

10:
11:

// 두 문자열을 결합

12:

strcat(str1, str2);

13:
14:

// 결합된 문자열의 내용을 비교

13:
14:

// 2. 새 문자열이 담길 메모리를 할당한다.

15:

char* dest = new char [len + 1];

15:

16:
17:

// 3. 문자열을 복사한다.

18:

strcpy(dest, src);

19:

if ( strcmp( str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터넷미디어공학부") ==
0)
16: cout << "str1 and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터넷미디어공학부
\" are identical.\n";
17:

20:

// 결과를 출력한다.

18:

21:

cout << "src = " << src << "\n";

19:

if ( strcmp( "한국과학기술원", str1) != 0)

22:

cout << "dest = " << dest << "\n";

20:

cout << "\"한국과학기술원\" and str1 are NOT
identical.\n";

24:

// 메모리를 해제한다.

25:

delete[] dest;

21:
22:

26:

dest = NULL;

27:

return 0;

23:

// 다른 문자열과 비교해본다

return 0;

2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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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문자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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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열 사용의 기본


다음과 같이 char* 타입의 인자를 갖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void Function(char* p);



이 함수는 두 가지 방법의 매개변수를 사용해서 호출할 수 있다. 첫 번째 호출방법은
z

// char 변수의 주소를 매개변수로 넘겨준다.

z

char c = 'A';

z

Function(&c);

또 다른 호출방법은



z

//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매개변수로 넘겨준다.

z

char s[] = "ABCDEG";

z

Function(s); // &s[0]과 동일

void Function(char *p)



{
// char 포인터 p는 char 변수의 주소일까? 아니면 문자열의 첫 번째 바이트 주소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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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열 사용의 기본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끼리 다음과 같이 약속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 p: 문자열을 넣어주세요.
void Function(char* p);



대부분의 경우에 char* 타입의 변수가 가리키는 것은 문자열이라고
생각



이미 만들어진 많은 함수들이나 C++에서 제공하는 함수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cout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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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열 사용의 기본
1: #include <iostream>
2: using namespace std;
3:
4: int main()
5: {
6: // 한 문자를 준비한다.
7: char c = 'A';
8:
9: // 문자열을 준비한다.
10: char s[] = "This is a string.";
11:
12: // 문자열을 cout 객체에 넘겨준다.
13: cout << s << "\n";
14: cout << &s[0] << "\n";
15:
16: // 문자의 주소를 cout 객체에 넘겨준다.
17: cout << &c << "\n";
18: // 참고
19: cout << c << "\n";
20: return 0;
21: }

[그림 10-4] C++에서의 char*의 의미를
보여주는 실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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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열 사용의 기본

[그림 10-5] cout 객체가 s혹은 &s[0]를 인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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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열 사용의 기본

[그림 10-6] cout 객체가 &c를 인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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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char* 타입의 변수가 실제로는
‘혼자 있는 char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
에도,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함수를 만든 사람과 호출하는 사람간의 약속
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char* 타입의 변수는 문자열을 가리킨다고 생
각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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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표준 라이브러리


C++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와
클래스가 제공된다.



C++ 표준라이브러리는 STL이라는 이름으로 자료구
조(Data Structure)와 알고리즘(Algorithms)을 구현
해 놓은 라이브러리다.



STL은 최근에 C++에서 표준으로 되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학습 후, STL 학습



STL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실력 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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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string 클래스
예제 1) string1.cpp
#include <iostream>
#include <string>
using std::endl;
using std::cout;
using std::cin;
using std::string;

int main()
{
string str1="Good ";
string str2="morning";
string str3=str1+str2;
cout<<str1<<endl;
cout<<str2<<endl;
cout<<str3<<endl;
str1+=str2;
if(str1==str3)
cout<<"equal!"<<endl;

//str1과 str3의 내용 비교

string str4;
cout<<"문자열 입력: ";
cin>>str4;
cout<<"입력한 문자열: "<<str4<<endl;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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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string 클래스
string1.cpp 예제를 실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string 클래스를 정의해 보자.


생성자, 소멸자, 복사 생성자 함수, 대입연산자 정의 필요: string 클래스
는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의 클래스이므로, 문자열을 저장할 공간
을 생성자내에서 동적 할당하는 형태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받는 생성자 함수 정의
string str1(“Good”);



+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야 한다.



<<연산자를 오버로딩



+=연산자를 오버로딩



==연산자를 오버로딩



>>연산자 오버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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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정의 string 클래스
using std::ostream;
using std::istream;
class string{
int len;
char* str;
public:
string(const char* s=NULL);
string(const string& s);
~string();
string& operator=(const string& s); // 생성자에서 동적할당 할 경우 항상 깊은 복사 필요
string& operator+=(const string& s);
bool operator==(const string& s);
string operator+(const string& s); // return type이 string&가 아니고 string 인 이유?
friend ostream& operator<<(ostream& os, const string& s);
friend istream& operator>>(istream& is, string&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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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정의 string 클래스
string::string(const char* s){
len=(s!=NULL ? strlen(s)+1 : 1);
str=new char[len];
if(s!=NULL)
strcpy(str, s);
}

string::string(const string& s){
len=s.len;
str=new char[len];
strcpy(str, s.str);
}
string::~string(){
delete []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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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정의 string 클래스
string& string::operator=(const string& s){
delete []str;

// 메모리의 유출을 막기 위해

len=s.len;
str=new char[len];
strcpy(str, s.str);
return *this;

// 연속적인 대입 연산을 허용하기 위해

}

string string::operator+(const string& s){
char* tStr=new char[len+s.len-1];
strcpy(tStr, str);
// 문자열 복사
strcat(tStr, s.str);
// 문자열 추가
string temp(tStr);
delete []tStr;
return temp;

// 메모리 유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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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정의 string 클래스
ostream& operator<<(ostream& os, const string& s){
os<<s.str;
return os;
}

string& string::operator+=(const string& s){
len=len+s.len-1;
char* tStr=new char[len];
strcpy(tStr, str);
// 문자열 복사
delete []str;
strcat(tStr, s.str);
str=tStr;
return *this;

//문자열 추가

}
기존의 operator +와 operator=을 이용하여 좀 더 간단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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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정의 string 클래스
bool string::operator==(const string& s){
return strcmp(str, s.str)? false:true;
}

istream& operator>>(istream& is, string& s){
char str[100];
is>>str;
s=string(str);
return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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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 String 클래스의 추가적인 활용




문자열의 길이를 재는 방법
문자열의 검색
문자열의 일부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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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문자열 입출력


C++ 문자열을 읽는 방법 2가지
z
z









추출 연산자(operator >>)를 사용하는 것
getline 함수 이용

추출 연산자는 키보드(cin 스트림) 또는 파일 열기 스
트림을 이용하여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데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String 객체 month에 대하여
cin >> month; or fsIn >> month;
추출 연산자는 처음에 나타난 공백에서 중단한다. ->
이러한 공백을 포함해서 읽기 위해서는 getline 함수
사용
getline 함수는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글자를 추출하
고 문자열을 만든다.
27/34

C++ 문자열 입출력


getline 함수는 2~3개의 매개변수를 받는다.
z
z

z

첫번째 매개변수는 입력 스트림을 지정
두번째 매개변수는 데이터가 저장될 문자열 객체를
지정
세번째 매개변수는 종결문자를 나타내고, 기본적으
로 아무것도 적지 않을 경우에는 newline 문자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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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문자열 입출력

29/34

C++ 문자열 입출력
#include <iostream>
#include <string>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string temp;
cin >> temp;
cout << temp;
cout << "Enter a name in the form <last, first>: \n";
string lastName;
getline(cin, lastName, ',');
string firstName;
getline(cin, firstName);
cout << "Here is your name:\n \t|" << firstName << ' ' << lastName << "|\n";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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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문자열 입출력 – 타자기 프로그램
#include <iostream>
#include <fstream>
#include <cstdlib>
#include <string>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ofstream fsOut;
cout << "Begin file copy. Enter your text.\n" << "<EOF> to stop.\n";
fsOut.open("test.txt");
if(!fsOut)
{
cerr << " Could not open output file. \n";
exit(100);
}
string str;
while (getline(cin, str))
// EOF 입력시 getline은 거짓을 반환하고, while 문 종료
fsOut << str << endl;
fsOut << str << endl; // Write last line : 마지막 EOF 문자 저장을 위해
fsOut.close();
cout << "End file copy " << endl;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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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문제






다음 프로그램을 string 클래스를 사용하여 프
로그램을 upgrade 하세요.
멤버변수로 char *를 사용하지 말고 string 클
래스를 사용하세요.
char*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생성자 함수에서
동적메모리 할당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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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Person(char* _name, char* _phone, int _age)
{
name=new char[strlen(_name)+1];
strcpy(name, _name);

#include<iostream>
using std::cout;
using std::endl;

phone=new char[strlen(_phone)+1];
strcpy(phone, _phone);

class Person
{
char *name;
char *phone;
int age;

age=_age;
}

public:
Person(char* _name, char* _phone, int _age);
Person(const Person& p);
~Person();
void ShowData();
};
Person::Person(const Person& p)
{
name=new char[strlen(p.name)+1];
strcpy(name, p.name);
phone=new char[strlen(p.phone)+1];
strcpy(phone, p.phone);

Person::~Person()
{
delete []name;
delete []phone;
}
void Person::ShowData()
{
cout<<"name: "<<name<<endl;
cout<<"phone: "<<phone<<endl;
cout<<"age: "<<age<<endl;
}
int main()
{
Person p1("KIM", "013-333-5555", 22);
Person p2=p1;

age=p.age;
}

p1.ShowData();
p2.ShowData();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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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Thank You !
수고하셨습니다.
34/34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