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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순서도에서 부알고리즘의 설계와 호출 787
40.2 파이썬 프로그램을 순서도로 변환하기 790
40.3 순서도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기 793
40.4 프로그래밍 연습문제 796
41장 심화 예제: 부프로그램 800
41.1 부프로그램에 관한 이해하기 쉬운 예제 800
41.2 부프로그램의 일반 사항에 대한 예제 806
41.3 프로그래밍 연습문제 811
7부 복습문제 816
찾아보기 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