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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argc, char *argv[]



STL – Standard Template  
Library

vector & list



Lab 6

Task.json



1) STL소개
• Standard Template Library
• C++을 위한 라이브러리
(C#에서는 STL의 비슷한 구조로 ArrayList를사용한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Template으로 제공
(Template으로 제공하는 덕분에 어떠한 데이터 타입도 사용이가능하다.)

2) 장점
1.일반화를 지원한다.
2.표준이므로 이식성이뛰어나다.
3.확장이 가능하다.



3) 종류
3.1) 시퀸스 컨테이너(SequenceContainer)
•기초적으로 배우게 되는 배열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로 이
루어져 있다. (list의 경우 조금 다르다.)
•자료를 입력한 순서대로 저장한다. 검색 및 삽입,삭제 속도
가 느리다.
•많지 않은 양의 자료 / 검색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사
용한다.
•종류 : array (C++ 11), vector, list, deque

3.2) 정렬 연관컨테이너(Associative Container)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검색 및 삽입,삭제 속도가 빠르다.
•많은 양의 자료 / 빠른 검색이 중요한 경우 사용한다.
•종류 : set, multiset, map, multimap



벡터(vector)

• 1. 저장할 개수가 가변적일때 사용한다. (데이터 추가 용이)
• 2. 중간에 데이터 삽입이나 삭제가 일어나지 않을때( 배열과 같
기 때문에 중간 삽입,삭제는 리소스 낭비)
• 3. 데이터 랜덤접근이 용이하다.
• (배열같은 특성이 있어 랜덤 접근이 가능하다, 위치를 알고있다면 검색

도 필요 없고 빠르게 접근 가능)

vector를 생성하면 메모리 heap에 생성되며 동적할당됩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 array(배열)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지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외처리가 쉽다



반복자 (iterator)

for (std::vector<int>::iterator itr = vec.begin(); itr != vec.end(); ++itr) {  
std::cout << *itr << std::endl;

}



vector – push_back(), pop_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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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vector 역순 출력해보세요





Solution 1



Solution 2

for loop 역순 출력하듯이..



Solution 3



vector - insert() , 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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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 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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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list)

• 1. 저장할 데이터 개수가 가변적일때 사용한다.
• 2. 중간에 데이터 삽입이나 삭제가 자주 일어날때 사용한다.(리
스트의 추가 삭제 용이성)
• 3. 저장할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서 검색을 자주하면 다른 컨테
이너를 쓰는 것이 좋다.
• (검색은 map, set사용이 좋다.)

• 4. 데이터에 랜덤접근하는 경우가 적을 때 사용한다.
• (리스트는 순차 접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된 위치를 알더라도 순차

접근해야한다. 메모리 낭비)

• double linked list 구조와 동일



list -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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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peration



function table

(참고) 
https://en.cppreference.com/w/cpp/container

https://en.cppreference.com/w/cpp/container
https://en.cppreference.com/w/cpp/contai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