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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gingDebugging
§ Debugging

•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오류(bug)를 찾아내어 바로
잡는 과정

•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 Debugger
• Source code를 step-by-step으로 실행시키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와 각 변수들에 저장되는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주는 도구.

• printf() 함수를 이용하여 debugging하는 방법은 바람직하
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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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BreakpointsSetting Breakpoints

F9 키를 누르면 해당 line에
breakpoint가 설정된다.

Debug mode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위치에서
멈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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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Breakpoints Setting Breakpoints –– AdvancedAdvanced

Alt+F9 키를 누르면 설정된 breakpoint 
들의 목록이 나타나며, 각 breakpoint마다
중단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다.

특정 조건(boolean statement)이 참일
때만 중단하게 하거나, 특정 변수의 값이
바뀌었을 때 중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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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the DebuggerStarting the Debu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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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ger WindowsDebugger Windows

현재 실행 지점

현재 지점에서 각
변수들에 저장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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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점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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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ger Windows Debugger Windows –– Advanced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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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ng the Program StepExecuting the Program Step--byby--Step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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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ng the Program StepExecuting the Program Step--byby--StepStep

‘계속’ 버튼 혹은 F5 키를
누르면 다음 breakpoint를
만날 때 까지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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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버튼 혹은 F5 키를
누르면 다음 breakpoint를
만날 때 까지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다음 step까지 실행한 뒤
값이 변한 변수는 debugger 
window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Sample PracticeSample Practice
§ Debugger를 이용해 오른쪽

code를 debugging한다.
• 주어진 문자열 ‘PROGRAMMING’

을 출력하고, 이를 뒤집어서
(‘GNIMMARGORP’) 한 번 더 출
력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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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ugger를 이용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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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력하고, 이를 뒤집어서
(‘GNIMMARGORP’) 한 번 더 출
력하는 프로그램.

§ 실행 결과는 아래와 같다.
• Ctrl + F5 키(디버깅하지 않고

시작) 로 실행했을 때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