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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컴파일

컴파일이란?

컴파일이란 프로그래밍 언어(C, C++, Java, Python ...)로 작성된 소스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컴파일의 전체 과정



01 컴파일

컴파일이란?

다른 과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선 전체 과정을 모두 컴파일이라고

부르도록 가정한다.

프로그래머(인간)

프로그래밍 언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C, C++, Java, Python, …

컴퓨터

기계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1과 0으로 이루어짐



02 g++ 컴파일러

g++ 컴파일러는 C++언어를 컴파일 하기 위한 컴파일러이며

C언어를 컴파일 하기 위하여 개발된 gcc 컴파일러에서 파생되었다.

g++ 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sudo apt-get install g++ 

위의 커맨드를 터미널에 입력하면 된다.



02 g++ 컴파일러

편집기를 사용하여 C++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한 후에 종료시키면

우측 사진과 같이 test1.cpp 파일이 생성된다.



02 g++ 컴파일러

좌측 사진과 같이 $ g++ -o (생성할 실행파일 이름) (소스코드 파일)

위의 커맨드를 입력하면 실행파일이 생성된다.

그 실행파일을 $ ./(생성된 실행파일 이름)

위의 커맨드를 입력하면 실행파일이 실행되어 문장이 출력된다.

-o는 컴파일의 여러 옵션 중 하나인데, 가장 간단한 옵션인 -o를 주로 사용한다.



03 python 컴파일러

python은 1991년 C언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언어이며, g++와 달리

인터프리터 방식 프로그램이다.

인터프리터 방식은 작성된 소스코드를 한 줄 씩 번역하며, 소스코드를

입력하는 동시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컴파일 방식의 언어와,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존재한다.



03 python 컴파일러

편집기를 사용하여 간단한 python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한 후에 종료시키면

우측 사진과 같이 test2.py 파일이 생성된다.



03 python 컴파일러

사진과 같이 $ python (소스코드 파일)

위의 커맨드를 입력하면 터미널에 바로 소스코스에서 출력시킨 “Hello World!”

라는 문장이 출력된다.

(앞서 설명한 인터프리터 방식 언어의 특징)



04 javac 컴파일러

java는 1995년에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javac는 java를 컴파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파일러이다.

C, C++와 다른 점은 C, C++의 경우에는 각 기계 별로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각 기계에 맞는 코드로 변환하는 반면

java의 경우에는 중간 단계인 java bytecode까지 컴파일하고, 실행 단계인

jvm(java virtual machine)이 bytecode를 해석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javac 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sudo apt-get install default-jdk

위의 커맨드를 터미널에 입력하면 된다.



04 javac 컴파일러

편집기를 사용하여 간단한 java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한 후에 종료시키면

우측 사진과 같이 test.java 파일이 생성된다.



04 javac 컴파일러

좌측 사진과 같이 $ javac (소스코드 파일)

위의 커맨드를 입력하면 클래스파일이 하나 생성된다.

생성된 파일을 $ java (클래스파일 이름<.class는 생략>)

위의 커맨드로 실행시키면 소스코드에서 출력시킨 “Hello World!”라는

문장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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