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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튜토리얼은 여러분이 Bash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지식도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만, 금방 중/고급 수준의 명령어들을 

소개합니다(...유닉스의 슬기롭고 교훈적인 부분들을 배워 나가면서). 이 

문서는 교과서나, 혼자 공부할 때 볼 수 있는 메뉴얼, 쉘 스크립팅 

기술에 대한 레퍼런스및 소스로 쓰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스크립트를 직접 짜 보는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연습문제와 아주 자세하게 주석 처리된 예제들로 능동적인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 문서의 최신 버전은 저자의 홈페이지에서 SGML 소스와 

HTML을 "타르볼"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고침 변경 사항은 change 

log를 참고하세요. 

  

http://personal.riverusers.com/~thegrendel/abs-guide-1.0.tar.gz
http://personal.riverusers.com/~thegrendel/Change.log
http://personal.riverusers.com/~thegrendel/Change.log


 

2장. #! 으로 시작하기 

The  #! 은 스크립트의 제일 앞에서 이 파일이 어떤 명령어 해석기의 명령어 집합인지를 

시스템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 두 바이트 [1] 의 "매직 넘버"(magic number)로서, 

실행 가능한 쉘 스크립트라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자입니다(man magic을 하면 재미있는 

주제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경로명으로, 스크립트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을 해석할 프로그램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그 프로그램이 쉘인지, 프로그램 언어인지, 

유틸리티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명령어 해석기가 주석은 무시하면서 스크립트의 첫 번째 줄부터 

명령어들을 실행시킵니다. [2] 

#!/bin/sh 

#!/bin/bash 

#!/usr/bin/perl 

#!/usr/bin/tcl 

#!/bin/sed -f 

#!/usr/awk -f 

각각의 줄은 기본 쉘인 /bin/sh이나 기본쉘(리눅스에서는 bash), 혹은 다른 명령어 해석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3] 거의 대부분의 상업용 유닉스 변종에서 기본 본쉘인 #!/bin/sh을 쓰면 

비록 Bash 만 가지고 있는 몇몇 기능들을 못 쓰게 되겠지만 리눅스가 아닌 다른 머신에 

쉽게 이식(port)할 수 있게 해 줍니다(이렇게 작성된 스크립트는 POSIX [4] sh 표준을 따르게 

됩니다. 

"#!" 뒤에 나오는 경로는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틀리게 적는다면 스크립트를 돌렸을 때 

거의 대부분 "Command not found"라는 에러 메세지만 보게 될 것입니다. 

스크립트에서 내부 쉘 지시자를 안 쓰고 일반적인 시스템 명령들만 쓴다면 #!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위의 2번 예제에서는#!이 필요한데, lines=50이라는 쉘 전용 생성자를 써서 변수에 

값을 대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in/sh이 리눅스에서 기본 쉘 해석기인 /bin/bash을 부르고 

있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중요: 이 튜토리얼은 스크립트를 만들 때 모듈별 접근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 보이고 "자주 등장"(boilerplate)하는 코드 조각들을 모아 두세요. 이렇게 

모아두면 나중에 아주 다양하고 매력적인 루틴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스크립트 조각은 스크립트 시작 부분에 두어서 원하는 수 만큼의 매개변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if [ $# -ne 원하는_매개변수_갯수 ] 

then 

  echo "사용법: `basename $0` 어쩌구저쩌구" 

  exit $WRONG_ARGS 

fi 

주석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ha-bang.html#FTN.AEN145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ha-bang.html#FTN.AEN154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ha-bang.html#FTN.AEN165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portabilityissues.html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ha-bang.html#FTN.AEN175


[1] 몇몇 유닉스 버전(4.2BSD 에 기반한)에서는 매직 넘버로 4 바이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 다음에 빈 칸이 필요합니다.#! /bin/sh. 

[2] 해당 명령어 해석기(sh이나 bash)는 #!이 있는 줄을 처음 해석하려고 할텐데, 이 줄은 이미 

명령어 해석기를 부르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석으로 

올바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3] 그래서 이렇게 멋진 트릭도 가능해 집니다. 

#!/bin/rm 

# 자기 자신을 지우는 스크립트. 

 

#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이 파일이 지워지는 것 말고는 아무일도 안 생깁니다. 

 

WHATEVER=65 

 

echo "확신하건데, 이 부분은 절대 출력되지 않을 겁니다." 

 

exit $WHATEVER  # 여기서 exit로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뭐라고 적든 상관없겠죠. 

재미있는게 또 있는데, README 파일의 시작 부분에 #!/bin/more 라고 적고 실행 퍼미션을 

주면, 자기 스스로 내용을 보여주는 문서 파일이 됩니다. 

[4]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유닉스류의 OS들을 위한 표준화 작업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ha-bang.html#AEN145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ha-bang.html#AEN154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ha-bang.html#AEN165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ha-bang.html#AEN175


4장. 특수 문자 

쉘 스크립트에서 쓰이는 특수 문자들 

# 

주석. #으로 시작하는 줄(#!만 빼고)은 주석입니다. 

# 이 줄은 주석입니다. 

명령어 끝에 주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cho "뒤에 주석이 나옵니다." # 주석이 여기에. 

줄 첫부분에 나오는 공백문자뒤에도 주석을 쓸 수 있습니다. 

 # 이 주석 앞에 탭이 있습니다. 

경고 

한 줄에서 주석뒤에 명령어가 올 수는 없습니다. 주석과 "실제 코드"를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명령어는 새로운 줄에 쓰세요. 

참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echo 문에서 이스케이프된 #은 주석의 

시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몇몇 매개변수 치환이나 산술 상수 확장에 

나오는 #도 주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echo "이 # 은 주석의 시작이 아닙니다." 

echo '이 # 은 주석의 시작이 아닙니다.' 

echo 이 \# 은 주석의 시작이 아닙니다. 

echo 이 # 은 주석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echo ${PATH#*:}       # 매개변수 치환으로, 주석이 아니죠. 

echo $(( 2#101011 ))  # 진법 변환, 주석이 아닙니다. 

 

# Thanks, S.C. 

표준 쿼우팅(quoting)과 이스케이프(escape) 문자들인 (" ' \) 들은 # 을 

이스케이프 시킬 수 있습니다. 

몇몇 패턴 매칭 연산자도 #을 사용합니다. 

; 

명령어 구분자. [세미콜론] 두 개 이상의 명령어를 한 줄에서 같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echo hello; echo there 

";"는 가끔 이스케이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ha-bang.html#MAGNUM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pecial-chars.html#WHITESPACE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parameter-substitution.html#PSUB2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numerical-constants.html#NUMCONSTANTS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quoting.html#QUOTING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parameter-substitution.html#PSOREX1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quoting.html#ESCP


" 

부분 쿼우팅(partial quoting). [이중 쿼우트] "문자열" 이라고 하면 쉘이 문자열에 들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특수 문자를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6장을 참고하세요. 

' 

완전 쿼우팅(full quoting). [단일 쿼우트] '문자열' 이라고 하면 쉘이 문자열에 들어 있는 

모든 특수 문자를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보다 더 강한 형태의 

쿼우팅입니다. 6장을 참고하세요. 

, 

콤마 연산자. 콤마 연산자 는 연속적인 산술 연산을 하려고 할 때 쓰입니다. 모든 계산이 

이루어진뒤, 마지막에 계산된 결과만 리턴됩니다. 

let "t2 = ((a = 9, 15 / 3))"  # "a"를 세트하고 "t2"를 계산. 

\ 

이스케이프(escape). [역슬래쉬] \X라고 

하면 X 문자를 "이스케이프" 시키고, 'X' 라고 "쿼우팅" 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는 "나 '이 문자 그대로 해석되도록 쿼우트 할 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케이프된 문자들에 대한 설명이 6장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 

파일명 경로 구분자. [슬래쉬] 파일명에 등장하는 각 요소들을 구분해 

줍니다(/home/bozo/projects/Makefile 처럼). 

나누기 산술 연산자도 됩니다. 

` 

명령어 치환(command substitution). [백틱(backticks)] `명령어` 라고 하면 명령어의 

결과를 변수값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backticks나 

역쿼우트(backquote)라고도 합니다. 

: 

널 명령어(null command). 쉘의 "NOP"(no op, 아무 동작도 않함)에 해당합니다. 쉘 내장 

명령인 true의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은 bash 내장 명령이기 

때문에 종료 상태는 0이라는 것입니다. 

: 

echo $?   # 0 

무한 루프: 

while :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varsubn.html#DBLQUO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quoting.html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varsubn.html#SNGLQUO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quoting.html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ops.html#COMMAOP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quoting.html#ESCP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quoting.html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ops.html#AROPS1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commandsub.html#COMMANDSUB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commandsub.html#BACKQUOTES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internal.html#TRUE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exit-status.html#EXITSTATUSREF


do 

   첫번째 연산  

   두번째 연산 

   ... 

   n번째 연산 

done 

 

#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while true 

#    do 

#      ... 

#    done 

if/then 테스트 문의 Placeholder: 

if condition 

then :   #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진행 

else 

   어떤 작업 

fi 

이진 연산의 placeholder 제공, 예 8-1 와 디폴트 매개변수 참고. 

: ${username=`whoami`} 

# "username"이 명령어나 내장 명령어가 아닌 경우에 

# ${username=`whoami`}   에 : 없이 쓰면 에러가 납니다. 

here document가 나올 곳의 placeholder를 제공. 예 17-8 참고. 

매개변수 치환을 써서 변수의 문자열 평가(예 9-10 참고). 

: ${HOSTNAME?} ${USER?} ${MAIL?} 

# 필수적인 환경변수중 하나라도 세트가 안 돼 있다면 에러를 출력. 

변수 확장/문자열 조각 대치(Variable expansion / substring replacement). 

재지향 연산자인 >과 같이 써서 특정 파일의 퍼미션 변경 없이 크기를 0으로 만들어 

줍니다. 파일이 없었다면 새로 만들어 냅니다. 

: > data.xxx   # "data.xxx"은 이제 빈 파일입니다.        

 

# cat /dev/null >data.xxx 라고 한 것과 동일하지만 

# ":"가 내장 명령어이기 때문에 새 프로세스를 포크(fork) 시키지 않습니다. 

예 12-11 참고. 

역시 재지향 연산자인 >>과 같이 쓰면 파일의 억세스/변경 시간을 업데이트 해 줍니다(: 

>> new_file). 파일이 없었다면 새로 만들어 냅니다. touch와 같습니다.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ops.html#ARITHOPS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parameter-substitution.html#DEFPARAM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here-docs.html#HEREDOC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here-docs.html#ANONHEREDOC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parameter-substitution.html#PARAMSUB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parameter-substitution.html#EX6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parameter-substitution.html#EXPREPL1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io-redirection.html#IOREDIR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textproc.html#EX12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timedate.html#TOUCHREF


참고: 보통 파일에만 사용하고 파이프나 심볼릭 링크, 특수 파일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주석의 시작을 나타낼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주석에 #을 

쓰게 되면 그 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에러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문장도 올 수 

있지만 :의 경우는 다릅니다. 

: 이 주석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 if [ $x -eq 3] ). 

":"는 또한 /etc/passwd와 $PATH 변수에서 필드 구분자로도 쓰입니다. 

bash$ echo $PATH 

/usr/local/bin:/bin:/usr/bin:/usr/X11R6/bin:/sbin:/usr/sbin:/usr/games 

! 

테스트나 종료 상태의 의미를 반대나 부정해 줍니다. ! 연산자는 해당 명령어의 종료 

상태를 반대로 해 놓습니다(예 3-2 참고). 또한, 테스트 연산자의 의미도 거꾸로 바꿔 

주는데 예를 들어, "equal"( = )을 "not-equal" ( != )로 해석하게 해 줍니다. ! 연산자는 

bash 키워드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간접 변수 참조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 

와일드 카드. [별표] * 문자는 정규 표현식에서 0개 이상의 문자를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게 파일명 확장(globbing)에서"와일드 카드"처럼 쓰입니다. 

이중 별표, **, 는 수학의 누승(累乘, exponentiation) 연산자입니다. 

? 

와일드 카드(하나의 문자). [물음표] ? 문자는 확장 정규 표현식에서 한 문자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빙(globbing)에서 파일명 확장을 나타내는 한 문자짜리 "와일드 

카드"의 역할을 합니다. 

?은 이중 소괄호에서 C 스타일의 삼중 연산자로도 쓰입니다. 예 9-22를 참고하세요. 

$ 

변수 치환. 

var1=5 

var2=23skidoo 

 

echo $var1     # 5 

echo $var2     # 23skidoo 

$은 정규 표현식에서 줄의 끝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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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블럭. [중괄호] "인라인 그룹"이라고도 부르는 중괄호 한 쌍은 실제로 익명의 함수를 

만들어 냅니다만 보통의 함수와는 달리 코드 블럭 안의 변수들을 스크립트의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bash$ { local a; a=123; } 

bash: local: can only be used in a function 

        

a=123 

{ a=321; } 

echo "a = $a"   # a = 321   (코드 블럭에서 설정된 값) 

 

# Thanks, S.C. 

중괄호로 묶인 코드 블럭은 I/O 재지향되거나 재지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4-1. 코드 블럭과 I/O 재지향 

#!/bin/bash 

# /etc/fstab 읽기 

 

File=/etc/fstab 

 

{ 

read line1 

read line2 

} < $File 

 

echo "$File 파일의 첫번째 줄:" 

echo "$line1" 

echo 

echo "$File 파일의 두번째 줄:" 

echo "$line2" 

 

exit 0 

예 4-2. 코드 블럭의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기 

#!/bin/bash 

# rpm-check.sh 

 

#  rpm 파일에 대해서 설치가능여부, 설치정보, 설치목록에 대해서 쿼리를 하고, 

#+ 그 결과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  

# 이 스크립트는 코드 블럭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줍니다. 

 

SUCCESS=0 

E_NOARG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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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z "$1" ] 

then 

  echo "사용법: `basename $0` rpm-file" 

  exit $E_NOARGS 

fi   

 

{  

  echo 

  echo "아카이브 정보:" 

  rpm -qpi $1       # 설치정보 쿼리. 

  echo 

  echo "아카이브 목록:" 

  rpm -qpl $1       # 설치목록 쿼리. 

  echo 

  rpm -i --test $1  # 설치가능여부 쿼리. 

  if [ "$?" -eq $SUCCESS ] 

  then 

    echo "$1 는 설치될 수 있습니다." 

  else 

    echo "$1 는 설치될 수 없습니다." 

  fi   

  echo 

} > "$1.test"       # 블럭의 모든 출력을 파일로 재지향. 

 

echo "$1.test 파일에 rpm 테스트의 결과가 저장되었습니다." 

 

# 여기서 쓰인 옵션에 대한 설명은 맨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it 0 

참고: 위에서 설명했던 (소괄호)로 묶인 명령어 그룹과는 달리 {중괄호}로 묶인 

코드 블럭은 보통은 서브쉘을 띄우지 않습니다.. [2] 

> >& >> < 

재지향. 

scriptname >filename 은 scriptname의 결과를 filename으로 재지향시킵니다. 이 

때, fielname이 이미 있다면 덮어 써집니다. 

command >&2는 command의 결과를 표준에러로 재지향 시킵니다. 

scriptname >>filename은 scriptname의 결과를 filename 으로 덧붙입니다. 이 

때, filename이 없다면 새로 만듭니다. 

프로세스 치환(process substitution). 

(command)> 

<(command)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ubshells.html#SUBSHELLS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pecial-chars.html#FTN.AEN803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io-redirection.html#IOREDIR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process-sub.html#PROCESSSUBREF


"<" 와 ">" 문자는 다른 문맥에서 문자열 비교 연산자로 동작합니다. 

또 다른 문맥에서는 정수 비교 연산자로 동작합니다. 예 12-6를 참고하세요. 

| 

파이프. 여러 명령어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써, 한 명령어의 출력을 다음 명령어나 

쉘에게 전달. 

echo ls -l | sh 

#  "echo ls -l" 의 출력을 쉘에게 전달하는데, 

#+ 그냥 "ls -l" 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cat *.lst | sort | uniq 

# 모든 ".lst" 파일들을 합친 다음 정렬하고 중복된 줄들을 지웁니다. 

파이프는 전통적인 프로세스간 통신방법으로, 한 프로세스의 표준출력(stdout)을 다른 

프로세스의 표준입력(stdin)으로 보냅니다. 전형적인 경우에, cat이나 echo같은 

명령어들은 데이타의 흐름을 필터에게 넘겨 필터가 처리하도록 합니다. 

cat $filename | grep $search_word 

명령어의 출력이나 명령어 자체를 스크립트로 파이프를 걸 수도 있습니다. 

#!/bin/bash 

# uppercase.sh : 입력을 대문자로 바꿔줌. 

 

tr 'a-z' 'A-Z' 

#  한 글자짜리 파일 이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 문자 범위는 꼭 쿼우트 시켜야 합니다. 

 

exit 0 

자, 이제 ls -l의 출력에 파이프를 걸어 이 스크립트로 넘겨 봅시다. 

bash$ ls -l | ./uppercase.sh 

-RW-RW-R--    1 BOZO  BOZO       109 APR  7 19:49 1.TXT 

 -RW-RW-R--    1 BOZO  BOZO       109 APR 14 16:48 2.TXT 

 -RW-R--R--    1 BOZO  BOZO       725 APR 20 20:56 DATA-FILE 

        

참고: 파이프로 묶인 각 프로세스의 표준출력은 다음 명령어의 표준입력으로 

읽혀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데이타의 흐름은 블럭될 것이고 

파이프는 생각했던대로 동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cat file1 file2 | ls -l | sort 

# "cat file1 file2" 의 출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이프는 자식 프로세스로 돌기 때문에 스크립트의 변수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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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initial_value" 

echo "new_value" | read variable 

echo "variable = $variable"     # variable = initial_value 

파이프로 연결된 명령어중 하나가 취소된다면 전체 실행이 취소되는데 

이를 broken pipe라고 하고, 이 때SIGPIPE 시그널이 발생 됩니다. 

&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돌리기. 명령어 뒤에 &를 붙여 주면 백그라운드로 실행됩니다. 

bash$ sleep 10 & 

[1] 850 

[1]+  Done                    sleep 10 

        

경고 

스크립트에서 어떤 명령어를 백그라운드로 돌리게 되면 키가 눌리길 기다리면서 

스크립트가 멈춰버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바로 전 작업 디렉토리. [대쉬] cd - 라고 하면 $OLDPWD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바로 

전 작업 디렉토리로 옮겨갑니다. 

경고 

방금 위에서 설명한 재지향 연산자인 "-"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는 문맥에 따라 

알맞게 해석됩니다. 

- 

빼기. 산술 연산에서 쓰이는 빼기 부호. 

= 

Equals. 할당 연산자 

a=28 

echo $a   # 28 

"="가 다른 문맥에서 쓰이면 문자열 비교 연산자입니다. 

+ 

더하기. 덧셈 산술 연산자. 

+가 다른 문맥에서 쓰이면 정규 표현식 연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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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modulo). 나눗셈의 나머지 산술 연산자. 

%가 다른 문맥에서 쓰이면 패턴 매칭 연산자입니다. 

~ 

홈 디렉토리. [틸드] 이 문자는 $HOME 내부 변수에 해당합니다. ~bozo 는 bozo의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고 ls ~bozo 는 그 홈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 은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고, ls ~/ 는 그 홈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bash$ echo ~bozo 

/home/bozo 

 

bash$ echo ~ 

/home/bozo 

 

bash$ echo ~/ 

/home/bozo/ 

 

bash$ echo ~: 

/home/bozo: 

 

bash$ echo ~nonexistent-user 

~nonexistent-user 

        

~+ 

현재 작업 디렉토리. 이 문자는 $PWD 내부 변수에 해당합니다. 

~- 

바로 전 작업 디렉토리. 이 문자는 $OLDPWD 내부 변수에 해당합니다. 

제어 문자 

터미널이나 텍스트 디스플레이의 동작을 변경. 제어 문자는 CONTROL + key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Ctl-C 

포그라운드 작업을 끝냄. 

• Ctl-D 

쉘에서 로그 아웃(exit와 비슷함). 

"EOF" (파일끝, end of file). 표준입력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끝냄. 

• Ct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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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BEL)"(삑 소리). 

• Ctl-H 

백스페이스(backspace). 

• Ctl-J 

캐리지 리턴(carriage return). 

• Ctl-L 

폼피드(formfeed, 터미널 화면을 청소). clear 명령어와 똑같은 효과. 

• Ctl-M 

뉴라인(Newline). 

• Ctl-U 

입력줄을 지움. 

• Ctl-Z 

포그라운드 작업을 잠시 멈춤. 

공백문자(whitespace) 

명령어나 변수의 구분자 역할. 공백문자는 빈칸, 탭, 빈줄들의 어떠한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수 할당같은 상황에서 공백문자를 쓰면 문법 에러가 납니다. 

빈줄은 스크립트 동작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능별로 구분시켜서 보기 좋게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특수 변수인 $IFS는 어떤 명령어의 입력 필드를 구분해 주는데 이 변수의 디폴트값은 

공백문자입니다. 

주석  

[2] 예외: 중괄호로 묶인 코드 블럭이 파이프의 일부분으로 돈다면 서브쉘로 돌 수도 있습니다. 

ls | { read firstline; read secondline; } 

# 에러. 중괄호 안의 코드 블럭은 서브쉘로 돌기 때문에 "ls"의 결과가  

# 블럭 안의 변수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echo "첫번째 줄은 $firstline; 두번째 줄은 $secondline"  #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 Thanks,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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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변수 치환(Variable Substitution) 

변수의 이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타의 값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변수의 값을 참조하는 

것을 변수 치환(variable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 

변수 이름과 그 값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죠. 만약에 variable1이 변수 

이름이라면 $variable1은 그 변수가 갖고 있는 데이타 아이템인값을 나타냅니다. 변수를 

선언하거나 할당할 때, unset 될 때, export될 때에만 $없이 쓰입니다. 변수 할당은 =을 

쓰거나(var1=27 처럼), read 문에서 쓰이거나, 루프문의 처음에서 쓰입니다(for var2 in 1 2 

3). 

참조되는 값을 큰따옴표(" ")로 묶어도 변수 치환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를 

부분적 쿼우팅(partial quoting)이나 "약한 쿼우팅(weak quoting)"이라고 

합니다. 작은따옴표를 쓰게 되면 변수 이름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완전한 쿼우팅(full quoting)이나 "강한 쿼우팅(strong 

quoting)"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6장을 참고하세요. 

$variable은 ${variable}을 짧게 쓴 표현임에 주의하세요. $variable라고 써서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긴 형태로 써주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다음에 나오는 9.3절를 

참고하세요). 

예 5-1. 변수 할당과 치환 

#!/bin/bash 

 

# 변수: 할당과 치환 

 

a=375 

hello=$a 

 

#------------------------------------------------------------------------- 

# 변수를 초기화 할 때, = 양쪽에는 빈 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  "VARIABLE =value" 라고 하면, 

#+ 스크립트는 "VARIABLE" 명령어가 "=value"란 인자를 갖는것처럼 인식합니다. 

 

#  "VARIABLE= value" 라고 하면, 

#+ 스크립트는 "value" 명령어가 환경변수 "VARIABLE"을 ""로 세팅해서  

#+ 실행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 

 

 

echo hello    # 변수 참조가 아니고 그냥 "hello"란 문자열입니다. 

 

echo $hello 

echo ${hello} # 위와 똑같습니다. 

 

ech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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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 "${hello}" 

 

echo 

 

hello="A B  C   D" 

echo $hello 

echo "$hello" 

# 이제 echo $hello 와 echo "$hello" 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 변수를 쿼우팅해주면 공백문자가 보존됩니다. 

 

echo 

 

echo '$hello' 

#  작은 따옴표로 변수를 쿼우팅해주면 "$"가 문자 그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 변수 참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쿼우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에 주목하세요. 

 

 

hello=    # 널 값을 갖도록 세팅. 

echo "\$hello (널 값) = $hello" 

#  변수를 널 값으로 세팅하는 것과 unset 하는 것은 비록 결과는 같지만 

#+ 엄연히 다릅니다(다음 참조). 

 

# -------------------------------------------------------------- 

 

#  여러 변수들을 공백문자로 구분해서 한 줄에서 세트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렇게 하면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 다른 시스템으로 이식할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var1=variable1  var2=variable2  var3=variable3 

echo 

echo "var1=$var1   var2=$var2  var3=$var3" 

 

# 예전 버전의 "sh"에서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 

 

echo; echo 

 

numbers="one two three" 

other_numbers="1 2 3" 

# 변수에 공백문자가 들어 있다면 쿼우팅을 해줘야 합니다. 

echo "numbers = $numbers" 

echo "other_numbers = $other_numbers" 

echo 

 

echo "uninitialized_variable = $uninitialized_variable" 

# 초기화 안 된 변수는 널 값을 갖습니다(아무 값도 없습니다). 

uninitialized_variable=   #  선언만 하고 초기화 안함. 

                          #+ (위에서처럼 널 값으로 세팅한 것과 똑같음). 

echo "uninitialized_variable = $uninitialized_variable" 



                          # 여전히 널 값을 갖고 있네요. 

 

uninitialized_variable=23       # 세트. 

unset uninitialized_variable    # 언세트. 

echo "uninitialized_variable = $uninitialized_variable" 

                                # 여전히 널 값입니다. 

 

echo 

 

exit 0 

주의 

초기화가 안 된 변수는 "null" 값을 갖는데, 이는 값이 할당 안 된 것이지 0 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값을 할당하기 전에 변수를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2. 변수 할당(Variable Assignment) 

= 

할당 연산자(앞 뒤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됨) 

경고 

할당이 아니라 테스트 연산자인 = 과 -eq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 는 문맥에 따라 할당 연산자나 테스트 연산자로 해석됩니다. 

예 5-2. 평범한 변수 할당 

#!/bin/bash 

 

echo 

 

# When is a variable "naked", i.e., lacking the '$' in front? 

# When it is being assigned, rather than referenced. 

 

# 할당할 때 

a=879 

echo "\"a\" 의 값은 $a 입니다." 

 

# 'let'으로 할당할 때 

let a=16+5 

echo "\"a\" 의 값은 이제 $a 입니다." 

 

echo 

 

# 'for' 루프에서(실제로는, 일종의 속임수 할당) 

echo -n "루프에서 \"a\" 의 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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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in 7 8 9 11 

do 

  echo -n "$a 입니다." 

done 

 

echo 

echo 

 

# 'read' 문에서(역시 일종의 할당임) 

echo -n "\"a\" 를 넣으세요." 

read a 

echo "\"a\" 의 값은 이제 $a 입니다." 

 

echo 

 

exit 0 

예 5-3. 평범하고 재미있는 변수 할당 

#!/bin/bash 

 

a=23              # 평범한 경우 

echo $a 

b=$a 

echo $b 

 

# 이제 약간 재밌게 해 봅니다... 

 

a=`echo Hello!`   # 'echo' 명령어의 결과를 'a' 로 할당 

echo $a 

 

a=`ls -l`         # 'ls -l' 명령어의 결과를 'a' 로 할당 

echo $a 

 

exit 0 

$(...) 기법을 써서 변수 할당하기(역따옴표(backquotes)보다 새로운 방법) 

# /etc/rc.d/rc.local 에서 발췌 

R=$(cat /etc/redhat-release) 

arch=$(unam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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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수한 변수 타입 

 
환경 변수 

쉘의 동작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참고: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각 프로세스는 자신이 참조할 정보들을 담고 

있는 변수들의 그룹인 "환경"이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쉘도 

다른 프로세스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쉘은 자신이 시작될 때마다 자신의 환경 변수에 대응하는 쉘 변수를 만들어 

냅니다. 쉘 변수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롭게 추가하면 쉘은 자신의 환경 변수를 

업데이트 시키고 쉘의 모든 자식 프로세스(쉘에서 실행시킨 명령어들)는 그 

환경을 물려 받습니다. 

경고 

환경용으로 할당된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거나 한 

환경 변수가 공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bash$ eval "`seq 10000 | sed -e 's/.*/export var&=ZZZZZZZZZZZZZZ/'`" 

 

bash$ du 

bash: /usr/bin/du: Argument list too long 

            

(명확한 설명을 해 주고 위의 예제를 제공해준 S. C. 에게 감사) 

만약에 스크립트가 환경 변수를 세트하면 그 변수는 "export"되어야 합니다. 즉, 그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환경으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port 명령어가 이 일을 해 

줍니다. 

참고: 스크립트는 변수를 오직 자신의 자식 프로세스에게만 export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만들어낸 명령어나 프로세스들만 적용을 받습니다. 

명령어줄에서 실행된 스크립트는 특정 변수를 명령어줄 환경으로 거꾸로 export 

할 수 없습니다.자식 프로세스는 자신을 만들어낸 부모 프로세스에게 특정 

변수를 거꾸로 export 할 수 없습니다. 

--- 

위치 매개변수(positional parameter) 

명령어줄에서 스크립트로 넘어온 인자들로 $0, $1, $2, $3... 이런식으로 표현되는데 $0 

은 스크립트의 이름 그 자체를 나타내고 $1 은 첫번째 인자를, $2 는 두번째를, $3 은 

세번째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1] $9 다음의 인자는 ${10}, ${11}, ${12} 처럼 중괄호로 

묶어줘야 합니다. 

예 5-5. 위치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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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bash 

 

# 최소한 10 개의 매개변수를 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세요. 예를 들면, 

# ./scriptname 1 2 3 4 5 6 7 8 9 10 

 

echo 

 

echo "스크립트 이름은 \"$0\"." 

#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 가 추가되어 있죠. 

echo "스크립트 이름은 \"`basename $0`\"." 

# 경로명을 떼어 냅니다('basename' 참고). 

 

echo 

 

if [ -n "$1" ]              # 테스트 할 변수를 쿼우트 해줬습니다. 

then 

 echo "첫번째 매개변수는 $1"  # # 을 이스케이프 시키기 위해서 쿼우트를 해 줘야 

됩니다. 

fi  

 

if [ -n "$2" ] 

then 

 echo "두번째 매개변수는 $2" 

fi  

 

if [ -n "$3" ] 

then 

 echo "세번째 매개변수는 $3" 

fi  

 

# ... 

 

if [ -n "${10}" ]  # $9 보다 큰 매개변수는 {중괄호}로 감싸야 됩니다. 

then 

 echo "열번째 매개변수는 ${10}" 

fi  

 

echo 

 

exit 0 

어떤 스크립트들은 자신이 불린 이름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동작을 원한다면 스크립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불렸는지를 나타내는 $0을 확인하면 

됩니다. 스크립트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0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심볼릭 

링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보: 명령어줄 매개변수를 예상하고 있는 스크립트가 매개변수 없이 

불린다면 널 값이 할당되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위치 매개변수를 변수에 할당하는 문장에서 양쪽에 똑같은 아무 

문자나 붙이면 됩니다. 



variable1_=$1_ 

# 이렇게 해주면 위치 매개 변수가 비어있더라도 에러를 막아줍니다. 

 

critical_argument01=$variable1_ 

 

# 실제로 변수를 쓸 곳에서 다음처럼 해주면 에러 방지용 문자가 잘려 나갑니다. 

variable1=${variable1_/_/}   # $variable1_ 이 "_"로 시작할 때만 부효과(Side 

effects)가 있습니다. 

# 9장에서 논의할 매개변수 치환중의 한 가지 방법을 써서 변경 패턴을 삭제해 

줍니다. 

 

#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원하는 위치 매개변수가 넘어 왔는지 테스트를 해 보는 

것입니다. 

if [ -z $1 ] 

then 

  exit $POS_PARAMS_MISSING 

fi   

--- 

예 5-6. wh, whois 도메인 네임 룩업 

#!/bin/bash 

 

# ripe.net, cw.net, radb.net 중 하나의 서버에 대해서  

# 'whois domain-name' 룩업을 실행 

 

# 이 스크립트 이름을 'wh' 라고 해서 /usr/local/bin 에 넣어두세요. 

 

# 그리고 다음처럼 심볼릭 링크를 거세요. 

# ln -s /usr/local/bin/wh /usr/local/bin/wh-ripe 

# ln -s /usr/local/bin/wh /usr/local/bin/wh-cw 

# ln -s /usr/local/bin/wh /usr/local/bin/wh-radb 

 

 

if [ -z "$1" ] 

then 

  echo "사용법: `basename $0` [domain-name]" 

  exit 65 

fi 

 

case `basename $0` in 

# 스크립트 이름을 확인해서 해당 서버를 부릅니다. 

    "wh"     ) whois $1@whois.ripe.net;; 

    "wh-ripe") whois $1@whois.ripe.net;; 

    "wh-radb") whois $1@whois.radb.net;; 

    "wh-cw"  ) whois $1@whois.cw.net;; 

    *        ) echo "사용법: `basename $0` [domain-name]";; 

esac  

 

exi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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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 명령어는 위치 매개변수를 왼쪽으로 한 단계씩 이동시킵니다. 

$1 <--- $2, $2 <--- $3, $3 <--- $4, 등등. 

원래의 $1 은 없어지지만 $0 은 바뀌지 않습니다. 위치 매개변수가 많이 필요하다면 

{중괄호} 표기법으로 가능하지만(예 5-5 참고),shift 를 써서 예전 10개를 쓸 수 

있습니다. 

예 5-7. shift 쓰기 

#!/bin/bash 

# 'shift' 로 모든 위치 매개변수를 처리하기. 

 

#  이 스크립트의 이름을 shft 등의 이름으로 바꾸고 

#+ ./shft a b c def 23 skidoo 

#+ 같은 식으로 몇 개의 인자를 넘겨서 불러 보세요. 

 

until [ -z "$1" ]  # 모든 매개변수를 다 쓸 때까지... 

do 

  echo -n "$1 " 

  shift 

done 

 

echo   # 여분의 한 줄. 

 

exit 0 

주석 

[1] 관습적으로,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프로세스는 $0 매개변수를, 호출하는 스크립트의 이름으로 

세트합니다. execv 맨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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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루프 

루프란 루프 제어 조건이 참인 동안에 여러 명령어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코드 블럭입니다. 

for 루프 

for (in) 

다음은 기본적인 루프문인데 C의 루프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for arg in [list] 
do  

command...  
done 

참고: 루프의 각 단계마다 list의 값들이 arg에 들어갑니다. 

for arg in "$var1" "$var2" "$var3" ... "$varN"   

# 루프 1 단계, $arg = $var1      

# 루프 2 단계, $arg = $var2      

# 루프 3 단계, $arg = $var3      

# ... 

# 루프 N 단계, $arg = $varN 

 

# [list]의 인자들은 쿼우팅을 해서 낱말 조각남(word splitting)을 막아 줘야함. 

list 인자에는 와일드 카드가 올 수도 있습니다. 

do를 for와 한 줄에 쓴다면 list 뒤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합니다. 

for arg in [list] ; do  

예 10-1. 간단한 for 루프 

#!/bin/bash 

# 떠돌이별 목록. 

 

for planet in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Uranus Neptune Pluto 

do 

  echo $planet 

done 

 

echo 

 

# 따옴표로 묶인 전체 '목록'은 한 개의 변수를 만들어 냅니다. 

for planet in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Uranus Neptune Pluto" 

do 

  echo $planet 

done 



 

exit 0 

참고: 각 [list] 항목은 다중 인자를 가질수 있습니다. 이는 인자가 그룹으로 

되어 있을 때 유용한데 이런 경우에는 set 명령어(예 11-10 참고)를 

써서 [list] 각 항목이 위치 매개변수로 파싱되어 할당되도록 해 주면 됩니다. 

예 10-2. 각 [list] 항목이 인자를 두 개씩 갖는 for 문 

#!/bin/bash 

# 떠돌이별 재검토. 

 

# 각 떠돌이별의 이름과 해(sun)까지 거리를 한 쌍으로 묶음. 

 

for planet in "Mercury 36" "Venus 67" "Earth 93"  "Mars 142" "Jupiter 483" 

do 

  set -- $planet  # "planet" 변수를 파싱해서 위치 매개변수로 세팅. 

  # "--" 를 쓰면 $planet 이 널이거나 대쉬 문자로 시작하는 등의 까다로운 상황을 

처리해 줍니다. 

 

  # 원래의 위치 매개변수는 덮어써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저장해 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 배열을 써서 해 볼 수 있겠네요. 

  #        original_params=("$@") 

 

  echo "$1  해까지 거리 $2,000,000 마일" 

done 

 

# (S.C. 가 확실한 설명을 더 해 줬습니다.) 

 

exit 0 

for 문의 [list]에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10-3. Fileinfo: 변수에 들어 있는 파일 목록에 대해 동작 

#!/bin/bash 

# fileinfo.sh 

 

FILES="/usr/sbin/privatepw 

/usr/sbin/pwck 

/usr/sbin/go500gw 

/usr/bin/fakefile 

/sbin/mkreiserfs 

/sbin/ypbind"     #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파일들 목록. 

                  # 더미 파일인 /usr/bin/fakefile 을 그냥 넣었습니다. 

 

echo 

 

for file in $FILES 

do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internal.html#EX34


 

  if [ ! -e "$file" ]       #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 

  then 

    echo "$file 은 존재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echo 

    continue                # 다음 파일을 확인. 

   fi 

 

  ls -l $file | awk '{ print $9 "         파일 크기: " $5 }'  # 2개의 필드를 

출력. 

  whatis `basename $file`   # 파일에 대한 정보. 

  echo 

done   

 

exit 0 

[list]에는 파일명 globbing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파일명 확장을 위한 와일드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예 10-4. for 문에서 파일 조작하기 

#!/bin/bash 

# list-glob.sh: "globbing"으로 for 루트의 [list] 만들어내기. 

 

echo 

 

for file in * 

do 

  ls -l "$file"  # $PWD(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나열. 

  # 와일드 카드 문자인 "*"는 모든 문자와 일치합니다. 기억나죠? 

  # 하지만 "globbing"에서는 점(dot) 파일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만약에 패턴이 아무 파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확장되는데, 

  #+ 이걸 피하려면 nullglob 옵션을 주면 됩니다. 

  #  (shopt -s nullglob). 

  #  S.C.의 지적 사항. 

done 

 

echo; echo 

 

for file in [jx]* 

do 

  rm -f $file    # $PWD에서 "j"나 "x"로만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지움. 

  echo "\"$file\" 이 지워졌습니다." 

done 

 

echo 

 

exit 0 

for 문에서 in [list]을 안 써주면 명령어 줄에서 넘어온 인자인 $@에 대해서 

동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멋진 예제를 보려면예 A-11를 참고하세요.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globbingref.html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contributed-scripts.html#PRIMES


예 10-5. in [list]가 빠진 for 문 

#!/bin/bash 

 

# 인자를 줘서 실행시켜도 보고 안 줘서 실행시켜 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for a 

do 

 echo -n "$a " 

done 

 

# 'in list' 가 없기 때문에 '$@'에 대해서 동작합니다. 

# ('$@'는 공백문자를 포함하는 명령어줄 인자 리스트). 

 

echo 

 

exit 0 

for 문의 [list]에 명령어 치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 12-31과 예 10-9, 예 12-29를 

참고하세요. 

예 10-6. for 문의 [list]에 명령어 치환 쓰기 

#!/bin/bash 

# for 루프의 [list]에 명령어 치환을 쓰기. 

 

NUMBERS="9 7 3 8 37.53" 

 

for number in `echo $NUMBERS`  # for number in 9 7 3 8 37.53 

do 

  echo -n "$number " 

done 

 

echo  

exit 0 

다음은 [list]를 만들어 낼 때 좀 더 복잡한 명령어 치환을 쓰는 예제입니다. 

예 10-7. 이진 파일에 grep 걸기 

#!/bin/bash 

# bin-grep.sh: 이진 파일에서 일치하는 문자열 찾아내기. 

 

# "grep"을 이진 파일에 걸기. 

# "grep -a"라고 해도 비슷합니다. 

 

E_BADARGS=65 

E_NOFILE=66 

 

if [ $# -ne 2 ] 

then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commandsub.html#COMMANDSUB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extmisc.html#EX53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loops1.html#SYMLINKS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mathc.html#BASE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textproc.html#GREPREF


  echo "사용법: `basename $0` string filename" 

  exit $E_BADARGS 

fi 

 

if [ ! -f "$2" ] 

then 

  echo "\"$2\" 은 존재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exit $E_NOFILE 

fi   

 

 

for word in $( strings "$2" | grep "$1" ) 

# "strings" 명령어는 이진 파일에 들어 있는 문자열들을 보여주고, 

# 그 출력을 "grep"에 파이프로 걸어 원하는 문자열을 찾아냅니다. 

do 

  echo $word 

done 

 

# S.C. 가 위의 for 루프는 다음과 같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    strings "$2" | grep "$1" | tr -s "$IFS" '[\n*]' 

 

 

# "./bin-grep.sh mem /bin/ls"  같은 식으로 해서 이 스크립트를 연습해 보세요. 

 

exit 0 

다음도 명령어 치환으로 [list]를 만들어 내는 예제입니다. 

예 10-8. 특정 디렉토리의 모든 바이너리 파일에 대해 원저작자(authorship)를 확인 하기 

#!/bin/bash 

# findstring.sh: 주어진 디렉토리의 이진 파일에서 특정한 문자열 찾아내기. 

 

directory=/usr/bin/ 

fstring="Free Software Foundation"  # FSF에서 만든 파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볼까요? 

 

for file in $( find $directory -type f -name '*' | sort ) 

do 

  strings -f $file | grep "$fstring" | sed -e "s%$directory%%" 

  # 여기서는 "sed" 표현식의 $directory 가 원래 구분자인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 "/" 구분자를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에러 메세지가 납니다(sed -e "s/$directory//" 라고 한 번 

해보세요). 

done   

 

exit 0 

 

# 쉬운 연습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 $directory 와 $fstring 을 명령어줄에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수정해 보세요. 



for 루프의 출력은 다른 명령어로 파이프를 걸 수도 있습니다. 

예 10-9. 디렉토리에 들어 있는 심볼릭 링크들을 나열하기 

#!/bin/bash 

# symlinks.sh: 디렉토리의 심볼릭 링크 파일들을 나열하기. 

 

ARGS=1                 # 명령어줄 인자는 한 개만 필요. 

 

if [ $# -ne "$ARGS" ]  # 인자가 1 개가 아니면... 

then 

  directory=`pwd`      # 현재 작업 디렉토리 

else 

  directory=$1 

fi 

 

echo "\"$directory\" 디렉토리의 심볼릭 링크들" 

 

for file in "$( find $directory -type l )"   # -type l = 심볼릭 링크 

do 

  echo "$file" 

done | sort                                  # 파일 목록을 정렬. 

 

#  Dominik 'Aeneas' Schnitzer 가 지적한대로, 

#+ $( find $directory -type l ) 을 쿼우트 안 해주면 

#+ 파일이름에 공백문자가 들어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exit 0 

방금 전의 예제에 약간의 변경만 가하면 루프의 표준출력을 파일로 재지향 시킬 수 

있습니다. 

예 10-10. 디렉토리에 들어 있는 심볼릭 링크들을 파일로 저장하기 

#!/bin/bash 

# symlinks.sh: 디렉토리에 들어 있는 심볼릭 링크를 나열하기. 

 

ARGS=1                 # 명령어줄 인자가 한 개 있어야 됩니다. 

OUTFILE=symlinks.list  # 저장할 파일 

 

if [ $# -ne "$ARGS" ]  # 인자가 1개가 아니라면... 

then 

  directory=`pwd`      # 현재 작업 디렉토리 

else 

  directory=$1 

fi 

 

echo "\"$directory\" 디렉토리의 심볼릭 링크들" 

 

for file in "$( find $directory -type l )"   # -type l = 심볼릭 링크 

do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io-redirection.html#IOREDIRREF


  echo "$file" 

done | sort > "$OUTFILE"                     # 루프의 표준 출력이 

#           ^^^^^^^^^^^^                       저장될 파일로 재지향 됩니다. 

 

exit 0 

이중 소괄호를 쓰면 C 프로그래머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for 루프 문법도 쓸 수 있습니다. 

예 10-11. C 형태의 for 루프 

#!/bin/bash 

# 10까지 세는 두 가지 방법. 

 

echo 

 

# 표준 문법. 

for a in 1 2 3 4 5 6 7 8 9 10 

do 

  echo -n "$a " 

done   

 

echo; echo 

 

# +==========================================+ 

 

# 이제는 C 형태의 문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해 보겠습니다. 

 

LIMIT=10 

 

for ((a=1; a <= LIMIT ; a++))  # 이중 소괄호와 "$" 없는 "LIMIT". 

do 

  echo -n "$a " 

done                           # 'ksh93' 에서 빌려온 문법. 

 

echo; echo 

 

# +=========================================================================+ 

 

# C 의 "콤마 연산자"를 써서 두 변수를 동시에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for ((a=1, b=1; a <= LIMIT ; a++, b++))  # 콤마를 쓰면 여러 연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do 

  echo -n "$a-$b " 

done 

 

echo; echo 

 

exit 0 

예 26-6와 예 26-7도 참고하세요.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arrays.html#QFUNCTION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arrays.html#TWODIM


--- 

자,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봅시다. 

예 10-12. 배치 모드로 efax 사용하기 

#!/bin/bash 

 

EXPECTED_ARGS=2 

E_BADARGS=65 

 

if [ $# -ne $EXPECTED_ARGS ] 

# 적당한 명령어 줄 인자가 넘어 왔는지 확인. 

then 

   echo "사용법: `basename $0` phone# text-file" 

   exit $E_BADARGS 

fi 

 

 

if [ ! -f "$2" ] 

then 

  echo "$2 는 텍스트 파일이 아닙니다." 

  exit $E_BADARGS 

fi 

   

 

fax make $2              # 주어진 텍스트 파일에서 팩스 포맷의 파일을 생성. 

 

for file in $(ls $2.0*)  # 변환된 파일을 이어 붙임. 

                         # 변수 목록에서 와일드 카드를 사용. 

do 

  fil="$fil $file" 

done   

 

efax -d /dev/ttyS3 -o1 -t "T$1" $fil   # 동작. 

 

 

# S.C. 가 지적했듯이,  

#    efax -d /dev/ttyS3 -o1 -t "T$1" $2.0* 

# 라고 하면 for 루프를 안 써도 됩니다만,  

#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 

 

exit 0 

10.2. 중첩된 루프 

중첩된 루프는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바깥쪽 루프의 매 단계마다 안쪽 

루프를 돌리는데, 이 전체 동작은 바깥쪽 루프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안쪽 루프나 바깥쪽 루프에서 break가 나타나면 전체 동작을 중단시킵니다. 



예 10-18. 중첩된 루프 

#!/bin/bash 

# Nested "for" loops. 

 

outer=1             # 바깥쪽 루프 카운트 셋. 

 

# 바깥쪽 루프 시작. 

for a in 1 2 3 4 5 

do 

  echo "바깥쪽 루프의 $outer 단계." 

  echo "---------------------" 

  inner=1           # 안쪽 루프 리셋. 

 

  # 안쪽 루프 시작. 

  for b in 1 2 3 4 5 

  do 

    echo "안쪽 루프의 $inner 단계." 

    let "inner+=1"  # 안쪽 루프 카운터 증가. 

  done 

  # 안쪽 루프의 끝. 

 

  let "outer+=1"    # 바깥쪽 루프 카운터 증가.  

  echo              # 바깥쪽 루프 매 단계마다 빈 줄 삽입. 

done                

# 바깥쪽 루프의 끝. 

 

exit 0 

 

  



12.1. 기본 명령어 

명령어 목록 

ls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기본 명령어로서, 너무 간단해서 과소평가되기 쉬운 명령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위 디렉토리까지 표시해주는 -R 옵션을 쓰면 디렉토리 

구조를 트리같은 형태로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다른 옵션들로는, 파일 크기대로 

정렬해주는 -S, 변경 시간으로 정렬해주는 -t, 파일의 inode를 보여주는 -i 가 

있습니다(예 12-3 참고). 

예 12-1. CDR 디스크를 구울 때 ls로 목차 만들기 

#!/bin/bash 

 

SPEED=2    # 여러분의 CDR 속도에 맞게 수정하세요. 

IMAGEFILE=cdimage.iso 

CONTENTSFILE=contents 

DEFAULTDIR=/opt 

 

# CDR 을 자동으로 구워주는 스크립트. 

 

# Joerg Schilling 의 "cdrecord" 패키지 사용. 

# (http://www.fokus.gmd.de/nthp/employees/schilling/cdrecord.html) 

 

# 일반 사용자가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려면 cdrecord 에  

# suid 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루트로 chmod u+s /usr/bin/cdrecord). 

 

if [ -z "$1" ] 

then 

  IMAGE_DIRECTORY=$DEFAULTDIR 

  # 명령어줄에서 지정 안 했을 경우의 기본 디렉토리. 

else 

    IMAGE_DIRECTORY=$1 

fi 

     

ls -lRF $IMAGE_DIRECTORY > $IMAGE_DIRECTORY/$CONTENTSFILE 

# "l" 옵션은 "자세한"(long) 파일 목록을 보여줍니다. 

# "R" 옵션은 하위 디렉토리까지 보여줍니다. 

# "F" 옵션은 파일 타입을 표시해 줍니다(예를 들면,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이름 끝에 / 

를 붙임. 

echo "목차를 만드는 중." 

 

mkisofs -r -o $IMAGFILE $IMAGE_DIRECTORY 

echo "ISO9660 파일 시스템 이미지($IMAGEFILE) 만드는 중." 

 

cdrecord -v -isosize speed=$SPEED dev=0,0 $IMAGEFILE 

echo "디스크를 굽고 있습니다." 

echo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기 바랍니다."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moreadv.html#IDELETE


 

exit 0 

cat 

cat은 concatenate (연속으로 잇다)에서 따온 말로써 파일을 표준출력으로 뿌려 줍니다. 

보통 재지향(>이나 >>)과 같이 써 여러 파일을 한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cat filename cat file.1 file.2 file.3 > file.123 

cat에 -n 옵션을 주면 대상 파일의 모든 줄 앞에 줄번호를 붙여 줍니다. -b 옵션은 빈 

줄이 아닌 줄에만 줄번호를 붙여 줍니다. -v 옵션은 출력할 수 없는 

문자들을 ^ 표기법으로 보여 줍니다. 

예 12-21와 예 12-17를 참고하세요. 

rev 

파일의 각 줄을 거꾸로 뒤집어 표준출력으로 내보냅니다. tac과 다른 점은 줄의 순서는 

그대로 살리고 각 줄을 줄 끝에서 줄 처음으로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bash$ cat file1.txt 

This is line 1. 

 This is line 2. 

 

 

bash$ tac file1.txt 

This is line 2. 

 This is line 1. 

 

 

bash$ rev file1.txt 

.1 enil si sihT 

 .2 enil si sihT 

        

cp 

파일 복사(copy) 명령어입니다. cp file1 file2은 file1을 file2로 복사하는데 file2가 

이미 존재한다면 덮어 씁니다(예 12-5 참고). 

작은 정보: 특별히 유용한 옵션은 아카이브 옵션, -a(디렉토리 트리 전체를 

복사할 때)와 재귀 옵션인 -r과 -R입니다. 

mv 

파일 이동(move) 명령어입니다. cp와 rm을 합친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개의 파일을 한 

디렉토리로 옮기거나 디렉토리 이름을 바꿀 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mv가 

쓰이는 예제는 예 9-13와 예 A-3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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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파일을 삭제(remove). -f 옵션은 읽기 전용 파일도 강제로 지워줍니다. 

주의 

재귀 옵션인 -r과 같이 쓰이면 디렉토리 트리 이하 모든 파일을 지워버립니다. 

rmdir 

디렉토리를 삭제. 삭제할 디렉토리안에는 안 보이는 "도트 파일" [1] 을 포함해서 아무 

파일도 없어야 이 명령어가 제대로 실행됩니다. 

mkdir 

디렉토리 만들기.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해 줍니다. mkdir -p 

project/programs/December 라고 하면 주어진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는데 -p 옵션을 주면 

자동으로 필요한 부모 디렉토리가 만들어 집니다. 

chmod 

파일의 속성을 변경(예 11-8 참고). 

chmod +x filename 

# 모든 사용자가 "filename" 을 실행시킬수 있게 함. 

 

chmod u+s filename 

# "filename" 소유권에 "suid" 비트를 걸어줍니다. 

# 이렇게 하면 일반 사용자가 "filename"을 실행시켰을 때 그 파일 사용자의  

# 권한을 갖습니다. 

# (이것은 쉘 스크립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chmod 644 filename 

# "filename"에 대해 파일 소유자는 읽기/쓰기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읽기만 하게 

# 해 줍니다(8진 모드). 

chmod 1777 directory-name 

# 모든 사람들이 디렉토리안에서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게 하고 또한 

# "스티키 비트"를 설정합니다. 

# 이렇게 하면 오직 그 디렉토리의 소유자나 그 디렉토리에 들어 있는 파일의  

# 소유자나 루트만(당연하죠?) 특정 파일을 지울 수 있습니다. 

ln 

이미 존재하는 파일에 대한 링크를 만들어 줍니다. 심볼릭이나 "소프트" 링크 플래그를 

나타내는 -s 옵션을 많이 씁니다. 참조되는 원래의 파일이 하나 이상의 이름을 갖도록 해 

주기 때문에 별칭보다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예 5-6 참고). 

ln -s oldfile newfile 라고 하면 이미 존재하는 oldfile에 대한 새로운 링크 

파일인 newfile을 만들어 줍니다. 

주석 

[1] ~/.Xdefaults처럼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파일들은 보통의 ls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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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고, 실수로 rm -rf *라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도트 파일은 보통 셋업이나 

설정을 위해서 사용자의 홈디렉토리에서 놓여집니다. 

 

12.4. 텍스트 처리 명령어 

명령어 목록 

sort 

주로 파이프에서 필터로 쓰여 파일을 정렬할 때 쓰입니다. 다양한 키나 문자 위치에 따라 

텍스트 스트림이나 파일 전체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m 옵션을 쓰면 이미 정렬된 파일을 

합쳐줍니다. info page에서 많은 기능과 옵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10-8과 예 10-

9를 참고하세요. 

tsort 

위상 정렬(Topological sort) 명령어로서, 공백문자로 구분되는 문자열의 쌍을 읽어 

패턴에 따라 정렬. 

diff, patch 

diff: 유연한 파일 비교 유틸리티. 대상 파일들을 줄 단위로 차례 차례 비교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낱말 사전을 비교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sort와 uniq를 써서 파일을 

필터링하고 파이프를 통해 diff로 넘겨주는 상황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diff 

file-1 file-2 는 두 파일에서 서로 다른 줄이 있으면 그 줄이 속해 있는 파일을 캐럿과 

함께 보여줍니다. 

--side-by-side 옵션을 주면 비교할 파일을 서로 구분된 컬럼에 두고 줄 단위로 

비교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줄을 표시해 줍니다. 

diff의 다양한 프론트엔드(frontend)로는 spiff, wdiff, xdiff, mgdiff가 있습니다. 

작은 정보: diff 는 비교할 두 파일이 똑같으면 종료 상태 0을 리턴하고 다르면 

1을 리턴합니다. 이것 때문에 diff를 쉘 스크립트의 테스트문에서 쓸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diff는 보통 patch에 쓸 다른 파일을 만들어 내는데 쓰입니다. -e 옵션은 diff가 자신의 

출력을 ed나 ex 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 내게 합니다. 

patch: 유연한 버전 관리 유틸리티. patch는 diff가 만들어낸 다른 파일이 주어지면 

패키지의 이전 버전을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롭게 발표된 패키지 전체를 배포할 필요 없이 비교적 작은 "diff" 파일만 배포하면 

되므로 아주 편리합니다. 따라서 커널 "패치"는 리눅스 커널의 빈번한 배포시 더 

선호됩니다. 

patch -p1 <patch-file 

# 'patch-file'에 나열된 모든 변경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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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일 내부에서 참조하고 있는 파일에 대해 적용 해 줍니다. 

# 이렇게 하면 패키지의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커널 패치 하기: 

cd /usr/src 

gzip -cd patchXX.gz | patch -p0 

# 'patch'로 커널 소스를 업그레이드 하기. 

# 익명의 저자(알란 콕스?)가 쓴 리눅스 커널 문서 "README"에서 인용. 

참고: diff는 디렉토리 트리 전체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존재하는 파일에 

대해서). 

bash$ diff ~/notes1 ~/notes2 

Only in /home/bozo/notes1: file02 

Only in /home/bozo/notes1: file03 

Only in /home/bozo/notes2: file04 

        

작은 정보: gzip으로 묶인 파일을 비교하려면 zdiff 를 쓰세요. 

cmp 

cmp 명령어는 위에서 설명한 diff의 간단한 버전입니다. diff가 두 파일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는 반면, cmp는 단지 두 파일간에 서로 다른 부분만을 보여줍니다. 

참고: cmp도 diff처럼 두 파일이 똑같다면 종료 상태 0을 리턴하고 다르다면 

1을 리턴합니다. 따라서 쉘 스크립트의 테스트문에서 cmp를 쓸 수 있습니다. 

예 12-8. 스크립트에서 두 파일을 비교하기 위해 cmp 쓰기. 

#!/bin/bash 

 

ARGS=2  # 인자가 두 개 필요합니다. 

E_BADARGS=65 

 

if [ $# -ne "$ARGS" ] 

then 

  echo "사용법: `basename $0` file1 file2" 

  exit $E_BADARGS 

fi 

 

 

cmp $1 $2 > /dev/null  # /dev/null 은 "cmp"의 출력을 안 보이게 해줍니다. 

# 'diff'에서도 동작합니다. 즉, diff $1 $2 > /dev/null  

 

if [ $? -eq 0 ]        # "cmp"의 종료 상태를 확인. 

then 

  echo "\"$1\" 은 \"$2\" 와 똑같은 파일입니다." 

else   



  echo "\"$1\" 은 \"$2\" 와 다른 파일입니다." 

fi 

 

exit 0 

작은 정보: gzip으로 묶인 파일에는 zcmp를 쓰세요. 

comm 

다목적 파일 비교 유틸리티. 제대로 된 결과를 얻으려면 파일 내용이 정렬돼 있어야 

합니다. 

comm -options first-file second-file 

comm file-1 file-2 출력은 세 칸으로 이루어 집니다: 

• column 1 = file-1에 유일한 줄 

• column 2 = file-2에 유일한 줄 

• column 3 = 두 파일 양쪽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줄 

다음 옵션은 하나 이상의 출력 칸을 제거해 줍니다. 

• -1 은 1번 칸을 제거 

• -2 는 2번 칸을 제거 

• -3 은 3번 칸을 제거 

• -12 는 1번과 2번 칸을 제거, 등등. 

uniq 

이 필터는 정렬된 파일에서 중복된 줄을 제거합니다. 보통 파이프에서 sort와 같이 

쓰입니다. 

cat list-1 list-2 list-3 | sort | uniq > final.list 

# list 파일들을 붙이고, 

# 졍렬한 다음, 

# 중복된 줄을 제거한 후, 

# 마지막으로 결과를 출력 파일로 저장. 

유용한 옵션인 -c을 쓰면 입력 파일의 각 줄 앞에 중복된 수를 표시해 줍니다. 

bash$ cat testfile 

이 줄은 한 번만 나옵니다. 

이 줄은 두 번 나옵니다. 

이 줄은 두 번 나옵니다. 

이 줄은 세 번 나옵니다. 

이 줄은 세 번 나옵니다. 

이 줄은 세 번 나옵니다. 

 

 

bash$ uniq -c testfile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textproc.html#SORTREF


      1 이 줄은 한 번만 나옵니다. 

      2 이 줄은 두 번 나옵니다. 

      3 이 줄은 세 번 나옵니다. 

 

 

bash$ sort testfile | uniq -c | sort -nr 

      3 이 줄은 세 번 나옵니다. 

      2 이 줄은 두 번 나옵니다. 

      1 이 줄은 한 번만 나옵니다. 

              

sort INPUTFILE | uniq -c | sort -nr 이라고 하면 INPUTFILE 파일의 발생 빈도 목록을 

만들어 줍니다(sort 명령어의 -nr은 숫자를 거꾸로 정렬). 이 템플릿은 로그 파일이나 

사전 목록, 구문 분석이 필요한 어떤 것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 12-9. 낱말 빈도수 분석 

#!/bin/bash 

# wf.sh: 조잡한 텍스트 파일의 낱말 빈도 분석. 

 

 

# 명령어줄에서의 입력 파일을 확인용. 

ARGS=1 

E_BADARGS=65 

E_NOFILE=66 

 

if [ $# -ne $ARGS ]  # 필요한 인자가 스크립트로 맞게 넘어왔는지? 

then 

  echo "사용법: `basename $0` filename" 

  exit $E_BADARGS 

fi 

 

if [ -f "$1" ]       #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 

then 

  file_name=$1 

else 

  echo "\"$1\" 는 없는 파일입니다." 

  exit $E_NOFILE 

fi 

 

 

 

######################################################## 

# 메인 

sed -e 's/\.//g'  -e 's/ /\ 

/g' "$1" | tr 'A-Z' 'a-z' | sort | uniq -c | sort -nr 

#                           ========================= 

#                            발생 빈도 

 

#  점(period)을 걸러내고 낱말 사이의 빈 칸을 라인피드로 바꾼 다음 

#+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한 뒤,  



#+ 각 낱말의 발생 빈도를 맨 앞에 두고 숫자대로 정렬. 

######################################################## 

 

# 독자들을 위한 연습문제: 

# 1) 'sed' 명령어가 콤마같은 다른 구둣점도 걸러내도록 해 보세요. 

# 2) 여러개의 빈 칸과 다른 공백문자도 처리하도록 고쳐 보세요. 

# 3) 다른 정렬용 키를 추가해서 동일한 발생 빈도를 갖는 낱말에 대해서 

#+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도록 해 보세요. 

 

exit 0 

bash$ cat testfile 

이 줄은 한 번만 나옵니다. 

이 줄은 두 번 나옵니다. 

이 줄은 두 번 나옵니다. 

이 줄은 세 번 나옵니다. 

이 줄은 세 번 나옵니다. 

이 줄은 세 번 나옵니다. 

 

 

bash$ ./wf.sh testfile 

      6 이 

      6 나옵니다 

      6 줄은 

      5 번 

      3 세 

      2 두 

      1 한 

      1 번만 

               

expand, unexpand 

탭을 빈 칸으로 만들어 주는 필터로서 파이프에서 주로 쓰입니다. 

unexpand 필터는 빈 칸을 탭으로 바꿔주는 필터로 expand와 완전히 반대로 동작합니다. 

cut 

파일에서 필드를 뽑아 내는 툴. awk의 print $N 명령어 셋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제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awk보다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옵션으로 -d(구분자)와 -f(필드 지시자)가 있습니다. 

cut으로 마운트 된 파일 시스템 목록 알아내기: 쓰기: 

cat /etc/mtab | cut -d ' ' -f1,2 

cut으로 OS와 커널 버전 알아내기: 

uname -a | cut -d" " -f1,3,11,12 

cut 으로 이 메일 폴더에서 메세지 헤더를 뽑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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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h$ grep '^Subject:' read-messages | cut -c10-80 

Re: Linux suitable for mission-critical apps? 

 MAKE MILLIONS WORKING AT HOME!!! 

 Spam complaint 

 Re: Spam complaint 

cut으로 파일을 파싱하기: 

# /etc/passwd 에 들어있는 모든 사용자 목록. 

 

FILENAME=/etc/passwd 

 

for user in $(cut -d: -f1 $FILENAME) 

do 

  echo $user 

done 

 

# Oleg Philon 이 제공해준 예제. 

cut -d ' ' -f2,3 filename 은 awk -F'[ ]' '{ print $2, $3 }' filename 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 12-29 참고. 

colrm 

칸 제거 필터. 파일에서 여러 칸(글자들 단위)을 지워주는데, 칸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원래 파일을 표준출력으로 다시 내보냅니다.colrm 2 4 <filename 이라고 하면 텍스트 

파일인 filename 각 줄의 두 번째 칸에서 4 번째 칸의 글자를 지웁니다. 

주의 

파일에 탭이나 출력 할 수 없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olrm 앞에 expand와 unexpand를 파이프로 걸어서 써 보기 

바랍니다. 

head 

파일 앞부분을 표준출력으로 보여 줍니다(기본적으로 10줄을 보여주지만 따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head는 재밌는 옵션이 몇 개 있습니다. 

예 12-10. 10자리 랜덤한 숫자 만들기 

#!/bin/bash 

# rnd.sh: 10 자리 랜덤한 숫자 출력 

 

# Script by Stephane Chazelas. 

 

head -c4 /dev/urandom | od -N4 -tu4 | sed -ne '1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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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석 

# ---- 

 

# head: 

# -c4 옵션은 첫 번째 4 바이트만 받아 들입니다. 

 

# od: 

# -N4 옵션은 출력을 4 바이트로 제한해 줍니다. 

# -tu4 옵션은 출력을 unsigned 10진 포맷으로 해줍니다. 

 

#  sed:  

#  -n 옵션은 "s" 명령어의 "p" 플래그와 같이 쓰여서  

#+ 오직 일치하는 줄만 출력해 줍니다. 

 

 

 

# 다음은 이 스크립트의 저자가 'sed'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 head -c4 /dev/urandom | od -N4 -tu4 | sed -ne '1s/.* //p' 

# ----------------------------------> | 

 

# "sed"로 들어가는 출력을   --------> | 

# 0000000 1198195154\n 라고 가정하면 

 

# sed가 0000000 1198195154\n 을 읽으면, 

# 뉴라인(\n) 문자를 발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줄(0000000 1198195154)에  

# 대해서 처리할 준비가 됩니다. 

#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주소 범위><동작> 을 참고하는데 여기서는 

 

#   주소 범위  동작 

#   1          s/.* //p 

 

# 가 됩니다. 

 

# 줄 번호가 주소 범위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작을 수행합니다: 

# 그 줄에서 공백문자로 끝나는 가장 긴 문자열("0000000 ")을  

#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환시키고, 성공한다면 그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 (여기에서, "p"는 "s" 명령어에 대한 플래그지 "p" 명령어가 아닙니다). 

 

# sed 는 이제 다음 입력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 만약에 -n 옵션이 없다면, 그 줄을 한 번 더 출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는 나머지 문자들을 읽어 들이는데, 파일의 끝을 발견하게 됩니다. 

# 이제 마지막 줄임을 나타내는 '$'가 매겨지는 두 번째 줄을 처리할 준비가 된거죠. 

# 그런데 두 번째 줄은 어떤 <범위> 에도 들지 않기 때문에 동작을 멈춥니다. 

 

# 이 동작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 줄만 읽은 다음 제일 오른쪽에 나오는 빈 칸까지 삭제한 다음 출력" 

 

#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           sed -e 's/.* //;q' 

 

# 두 개의 <주소 범위><동작> 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           sed -e 's/.* //' -e q): 

 

#   주소 범위                동작 

#   일치하는 줄 없음         s/.* // 

#   일치하는 줄 없음         q (quit) 

 

# 이렇게 하면, sed 는 오직 첫 번째 줄만 입력으로 받아 들입니다. 

# "-n" 옵션이 없기 때문에 종료하기("q" 명령어) 전에 바뀐 줄을 출력해 줍니다. 

 

# =================================================================== # 

 

# 위의 한 줄짜리 스크립트는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           head -c4 /dev/urandom| od -An -tu4 

 

exit 0 

예 12-27 참고. 

tail 

파일의 마지막 부분을 표준출력으로 보여 줍니다(기본적으로 10줄). 보통, 시스템 로그 

파일의 변경 사항을 추적할 때 쓰는데, 파일 뒷부분에 계속 덧붙여지는 사항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f 옵션을 주면 됩니다. 

예 12-11. tail로 시스템 로그를 모니터하기 

#!/bin/bash 

 

filename=sys.log 

 

cat /dev/null > $filename; echo "깨끗한 파일 생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라면 새로 만들고, 

# 길이를 0 으로 만듦. 

# : > filename   이라고 해도 됩니다. 

 

tail /var/log/messages > $filename   

# 이 명령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var/log/messages 에 아무나 읽을 수 있는  

# 퍼미션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echo "$filename 은 시스템 로그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줍니다." 

 

exit 0 

예 12-4, 예 12-27, 예 30-5 참고. 

grep 

정규 표현식을 쓰는 다목적 파일 검색 도구로서, 원래 예전의 라인 에디터인 ed의 

명령어나 필터였던 g/re/p에서 따온 것으로 global - regular expresstion - print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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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p pattern [file...] 

대상 파일에서 보통 텍스트이거나 정규 표현식인 pattern을 찾아 줍니다. 

bash$ grep '[rst]ystem.$' osinfo.txt 

The GPL governs the distribution of the Linux operating system. 

        

대상 파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파이프에서 쓰여서 다른 명령어의 표준출력에 대한 

필터로 동작합니다. 

bash$ ps ax | grep clock 

765 tty1     S      0:00 xclock 

901 pts/1    S      0:00 grep clock 

        

-i 옵션은 대소문자 구분 없이 찾도록 해줍니다. 

-l 옵션은 일치하는 줄이 아니라 일치하는 줄이 들어 있는 파일만 보여줍니다. 

-n 옵션은 일치하는 줄과 그 줄번호를 같이 보여 줍니다. 

bash$ grep -n Linux osinfo.txt 

2:This is a file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Linux. 

6:The GPL governs the distribution of the Linux operating system. 

        

-v (혹은 --invert-match) 옵션은 일치하는 패턴을 걸러내 줍니다. 

grep pattern1 *.txt | grep -v pattern2 

 

# "*.txt"에서 "pattern2"는 제외하고 "pattern1"을 포함하는 모든 줄. 

-c (--count) 옵션은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일치한 횟수만 보여줍니다. 

grep -c txt *.sgml   # ("*.sgml"에서 "txt"가 나오는 횟수) 

 

 

#   grep -cz . 

#            ^ 점이 있어요. 

# "."과 일치하고 0으로 구분된(-z) 아이템 갯수(-c) 

# 즉, 최소한 1 글자 이상을 포함하는 아이템. 

#  

printf 'a b\nc  d\n\n\n\n\n\000\n\000e\000\000\nf' | grep -cz .     # 4 

printf 'a b\nc  d\n\n\n\n\n\000\n\000e\000\000\nf' | grep -cz '$'   # 5 

printf 'a b\nc  d\n\n\n\n\n\000\n\000e\000\000\nf' | grep -cz '^'   # 5 

# 

printf 'a b\nc  d\n\n\n\n\n\000\n\000e\000\000\nf' | grep -c '$'    # 9 

# 기본적으로 뉴라인 문자(\n)가 아이템을 구분해 줍니다. 

 

# -z 옵션은 GNU "grep"에서만 쓰이는 옵션임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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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S.C. 

대상 파일을 하나 이상 적어주면 일치하는 파일도 같이 보여 줍니다. 

bash$ grep Linux osinfo.txt misc.txt 

osinfo.txt:This is a file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Linux. 

osinfo.txt:The GPL governs the distribution of the Linux operating system. 

misc.txt:The Linux operating system is steadily gaining in popularity. 

        

작은 정보: 오직 하나의 파일에서만 찾으려고 할 때 grep이 강제로 파일이름을 

보여주게 하고 싶으면 두 번째 파일로/dev/null을 주면 됩니다. 

bash$ grep Linux osinfo.txt /dev/null 

osinfo.txt:This is a file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Linux. 

 osinfo.txt:The GPL governs the distribution of the Linux operating system. 

        

grep은 일치하는 패턴을 찾으면 종료 상태 0을 리턴하는데 출력을 안 하게 해 주는 -

q 옵션과 같이 스크립트의 테스트 문에서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SUCCESS=0                      # grep 검색이 성공하면 

word=Linux 

filename=data.file 

 

grep -q "$word" "$filename"    # "-q" 옵션은 표준출력으로 아무것도 에코하지 

않습니다. 

 

if [ $? -eq $SUCCESS ] 

then 

  echo "$filename 에서 $word 발견" 

else 

  echo "$filename 에서 $word 발견 못 함" 

fi 

예 30-5 은 시스템 로그 파일에서 grep으로 특정 낱말 패턴을 찾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12-12. 스크립트에서 "grep"을 에뮬레이트 하기 

#!/bin/bash 

# grp.sh: 'grep'을 아주 조잡하게 다시 구현. 

 

E_BADARGS=65 

 

if [ -z "$1" ]    # 인자 확인. 

then 

  echo "사용법: `basename $0` pattern" 

  exit $E_BADAR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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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echo 

 

for file in *     # $PWD 의 모든 파일을 탐색. 

do 

  output=$(sed -n /"$1"/p $file)  # 명령어 치환. 

 

  if [ ! -z "$output" ]           # "$output" 을 쿼우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n 

    echo -n "$file: " 

    echo $output 

  fi              #  sed -ne "/$1/s|^|${file}: |p"  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echo 

done   

 

echo 

 

exit 0 

 

# 독자용 연습문제: 

# --------------- 

# 1) 주어진 파일에서 하나 이상 일치한다면 출력에 뉴라인을 추가해 보세요. 

# 2) 여러가지 특징들을 추가해 보세요. 

참고: egrep 은 grep -E와 같습니다. 좀 더 유연한 검색 능력을 갖는 확장 정규 

표현식 셋을 사용합니다. 

fgrep 은 grep -F와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검색(정규 표현식 안 씀)만 하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빠릅니다. 

agrep 은 grep이 유사(approximate) 매칭을 할 수 있게 확장해 줍니다. 찾을 

문자열과 찾은 문자열은 주어진 숫자 만큼의 문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는 리눅스 배포판에서 기본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은 정보: 압축된 파일에서 검색을 하려면 zgrep, zegrep, zfgrep을 쓰세요. 압축 

안 된 파일에 대해서도 동작하지만grep, egrep, fgrep 보다는 약간 느립니다. 

압축 파일과 비압축 파일이 섞여 있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bzip으로 압축된 파일에서 검색을 하려면 bzgrep 을 쓰세요. 

look 

look은 grep과 비슷하게 동작하지만 정렬된 낱말 목록인 "사전"에 들어 있는 낱말에 

대해서만 찾습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usr/dict/words 에 들어 있는 낱말만 찾는데 

다른 사전 파일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12-13. 목록에 들어 있는 낱말들의 유효성 확인하기 

#!/bin/b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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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up: 데이타 파일에 들어 있는 모든 낱말들에 대해서 사전 검색을 수행. 

 

file=words.data  # 테스트용 낱말들이 들어 있는 데이타 파일. 

 

echo 

 

while [ "$word" != end ]  # 데이타 파일의 마지막 낱말. 

do 

  read word      # 루프의 끝에서 재지향을 걸었기 때문에 데이타 파일에서 읽음. 

  look $word > /dev/null  # 사전 파일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음. 

  lookup=$?      # 'look' 명령어의 종료 상태. 

 

  if [ "$lookup" -eq 0 ] 

  then 

    echo "\"$word\" 는 유효함." 

  else 

    echo "\"$word\" 는 유효하지 않음." 

  fi   

 

done <"$file"    # 표준입력을 $file로 재지향 하기 때문에 $file에서 "읽음". 

 

echo 

 

exit 0 

 

# ---------------------------------------------------------------- 

# 위의 "exit" 명령어 때문에 다음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 Stephane Chazelas 가 더 간결한 다음 코드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while read word && [[ $word != end ]] 

do if look "$word" > /dev/null 

   then echo "\"$word\" 는 유효함." 

   else echo "\"$word\" 는 유효하지 않음." 

   fi 

done <"$file" 

 

exit 0 

sed, awk 

텍스트 파일이나 명령어 출력을 파싱하는데 특히 알맞은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홀로 쓰일 

수도 있고 파이프 중간이나 쉘 스크립트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sed 

많은 ex 명령어들을 배치 모드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비대화형(non-interactive) "스트림 

에디터"입니다. 쉘 스크립트에서 아주 자주 쓰입니다. 

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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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가능한 파일 분석및 형식화 명령어로서, 구조화된 텍스트 파일의 필드나 컬럼을 

뽑아내고 조작하는데 아주 적당하며, 문법은 C와 비슷합니다. 

wc 

wc는 파일이나 I/O 스트림에 나타나는 "낱말 갯수"(word count)를 알려줍니다: 

bash $ wc /usr/doc/sed-3.02/README 

20     127     838 /usr/doc/sed-3.02/README 

[20 lines  127 words  838 characters] 

wc -w 는 낱말 갯수만 알려줍니다. 

wc -l 은 줄 수만 알려줍니다. 

wc -c 는 글자 수만 알려줍니다. 

wc -L 을 가장 긴 줄의 길이만 알려줍니다. 

wc 로 현재 디렉토리에 .txt 파일이 몇 개 있는지 알아내기: 

$ ls *.txt | wc -l 

# "*.txt" 중, 파일명에 라인피드가 들어 있지 않는 한, 잘 동작합니다. 

 

# 다른 방법: 

#      find . -maxdepth 1 -name \*.txt -print0 | grep -cz . 

#      (shopt -s nullglob; set -- *.txt; echo $#) 

 

# Thanks, S.C. 

wc 로 d 에서 h 사이의 문자로 시작되는 파일들 크기의 전체 합을 구하기. 

bash$ wc [d-h]* | grep total | awk '{print $3}' 

71832 

        

wc 로 이 책의 메인 소스 파일에서 "Linux"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알아보기. 

bash$ grep Linux abs-book.sgml | wc -l 

50 

        

예 12-27 와 예 16-5 도 참고. 

몇몇 명령어는 자신의 옵션으로 wc의 일부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 | grep foo | wc -l 

# 자주 쓰던거죠? 하지만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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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p -c foo 

# grep의 "-c"(나 "--count") 옵션을 쓰세요. 

 

# Thanks, S.C. 

tr 

문자 변환 필터. 

경고 

적절하게 쿼우팅이나 대괄호로 묶어줘야 합니다. 쿼우팅은 tr 명령어에서 쓰이는 특수한 

문자들이 쉘에 의해 재해석 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대괄호는 쉘이 확장을 못 하도록 

쿼우트 되어야 합니다. 

tr "A-Z" "*" <filename 이나 tr A-Z \* <filename 은 filename에 들어 있는 모든 

대문자를 별표로 변환해서 표준출력으로 내 보냅니다. 몇몇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r A-Z '[**]' 이라고 해야 제대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d 옵션은 지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문자들을 지워 줍니다. 

tr -d 0-9 <filename 

# "filename" 에 들어 있는 모든 숫자를 지워 줍니다. 

--squeeze-repeats(나 -s) 옵션은 연속적인 문자들 중에서 첫번째만 남기고 나머지 

문자들은 지워 줍니다. 이 옵션은 과도한 공백 문자를 지울 때 유용합니다. 

bash$ echo "XXXXX" | tr --squeeze-repeats 'X' 

X 

예 12-14. toupper: 파일 내용을 모두 대문자로 바꿈. 

#!/bin/bash 

# 파일 내용을 모두 대문자로 바꿈. 

 

E_BADARGS=65 

 

if [ -z "$1" ]  # 명령어줄 인자 여부의 표준 확인 작업. 

then 

  echo "사용법: `basename $0` filename" 

  exit $E_BADARGS 

fi   

 

tr a-z A-Z <"$1" 

 

# 위와 같지만 POSIX 문자셋 표기법을 쓰는 방법: 

#        tr '[:lower:]' '[:upper:]' <"$1" 

# Thanks, S.C. 

 

exit 0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pecial-chars.html#UCREF
http://wiki.kldp.org/HOWTO/html/Adv-Bash-Scr-HOWTO/special-chars.html#WHITESPACEREF


예 12-15. lowercase: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명을 소문자로 바꿈. 

#! /bin/bash 

# 

#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 이름을 다 소문자로 바꿈 

# 

# 원래 John Dubois의 스크립트를 Chet Ramey가 bash용으로 수정한 것에서  

# 영감을 얻어 본 문서의 저자인 Mendel Cooper가 상당히 간단하게 수정했음. 

 

 

for filename in *                #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탐색. 

do 

   fname=`basename $filename` 

   n=`echo $fname | tr A-Z a-z`  # 이름을 소문자로 바꾸고, 

   if [ "$fname" != "$n" ]       # 원래 소문자가 아닌 파일만 소문자로 바꿈. 

   then 

     mv $fname $n 

   fi   

done    

 

exit 0 

 

 

# "exit" 때문에 다음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 

# 이 부분을 실행시키려면 위 스크립트를 모두 지우세요. 

 

# 위 스크립트는 파일이름에 공백이나 뉴라인이 들어 있을 때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Stephane Chazelas 가 다음 스크립트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for filename in *    # "*"는 "/"가 들어 있는 파일은 리턴하지 않기 때문에 

                     # basename 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do n=`echo "$filename/" | tr '[:upper:]' '[:lower:]'` 

#                             POSIX 문자셋 표기법. 

#                    명령어 치환을 해도 꼬리부분(trailing)의 뉴라인이  

#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 를 붙였습니다. 

   # 변수 치환: 

   n=${n%/}          # 파일이름에서 아까 붙인 / 를 제거. 

   [[ $filename == $n ]] || mv "$filename" "$n" 

                     # 파일이름이 이미 소문자인지 확인. 

done 

 

exit 0 

예 12-16. du: 도스용 텍스트 파일을 UNIX용으로 변환. 

#!/bin/bash 

# du.sh: DOS 텍스트 파일을 UNIX 텍스트 파일로 변환. 



 

E_WRONGARGS=65 

 

if [ -z "$1" ] 

then 

  echo "사용법: `basename $0` filename-to-convert" 

  exit $E_WRONGARGS 

fi 

 

NEWFILENAME=$1.unx 

 

CR='\015'  # 캐리지 리턴. 

# DOS 텍스트 파일에서는 줄 끝에 CR-LF 가 붙습니다. 

 

tr -d $CR < $1 > $NEWFILENAME 

# CR 을 지우고 새 파일로 쓰기. 

 

echo "원래 DOS 텍스트 파일은 \"$1\" 이고," 

echo "변환된 UNIX 텍스트 파일은 \"$NEWFILENAME\" 입니다." 

 

exit 0 

예 12-17. rot13: 초허접(ultra-weak) 암호화, rot13. 

#!/bin/bash 

# rot13.sh: 아주 유치한 고전적인 rot13 알고리즘 

 

# 사용법: ./rot13.sh filename 

# or      ./rot13.sh <filename 

# or      ./rot13.sh 라고 한 다음 키보드에서 입력(stdin) 

 

cat "$@" | tr 'a-zA-Z' 'n-za-mN-ZA-M'   # "a"는 "n"이 되고, "b"는 "o"가 되는등.. 

# 'cat "$@"' 라고 하면 표준입력이나 파일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exit 0 

예 12-18. "Crypto-Quote" 퍼즐 만들기 

#!/bin/bash 

# crypto-quote.sh: 인용문을 암호화 

 

# 이 스크립트는 유명한 인용문을 간단한 1:1 알파벳 치환을 통해 암호화 시켜줍니다. 

#  결과는 일요 신문의 Op Ed(옮긴이: Opposite Editorial, 신문의 서명 기사나  

#+ 논평이 실리는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Crypto Quote" 퍼즐과 비슷합니다. 

 

 

key=ETAOINSHRDLUBCFGJMQPVWZYXK 

# "key" 는 단순히 알파벳을 뒤섞어 놓은 것입니다. 

# 이 "key"를 바꾸면 암호화가 바뀌게 됩니다. 

 

# 'cat "$@"' 는 표준입력이나 파일에서 입력을 받아 들입니다. 



# 표준입력에서 입력을 받는 다면 Control-D 로 끝내면 되고, 

# 파일이라면 명령어줄 매개변수로 파일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cat "$@" | tr "a-z" "A-Z" | tr "A-Z" "$key" 

#        |  대문자로      |     암호화        

# 소문자, 대문자, 대소문자가 섞인 인용문에 대해서 동작합니다. 

# 알파벳이 아닌 문자들은 그대로 둡니다. 

 

 

# 이 스크립트에 이런 입력을 넣는다면, 

# "Nothing so needs reforming as other people's habits." 

# --Mark Twain 

# 

#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 "CFPHRCS QF CIIOQ MINFMBRCS EQ FPHIM GIFGUI'Q HETRPQ." 

# --BEML PZERC 

 

# 복호화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 cat "$@" | tr "$key" "A-Z" 

 

 

#  이 간단한 암호화는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 평균 12 년 정도 계산하면 금방 깨집니다. 

 

exit 0 

tr 변종들 

tr 유틸리티는 역사적으로 두 개의 변종을 갖고 있습니다. BSD 버전은 대괄호를 쓰지 

않지만(tr a-z A-Z), SysV 버전은 씁니다(tr '[a-z]' '[A-Z]'). GNU 버전은 BSD 

버전을 닮았기 때문에 대괄호속의 문자 범위를 꼭 쿼우팅 해 줘야 합니다. 

column 

컬럼 형식화 명령어. 목록 형태의 텍스트 출력의 적당한 곳에 탭을 넣어서 "예쁜 

출력" 테이블을 얻게 해 주는 필터입니다. 

예 12-20. column 으로 디렉토리 목록을 형식화 하기 

#!/bin/bash 

# "column" 맨 페이지에 있는 에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printf "PERMISSIONS LINKS OWNER GROUP SIZE MONTH DAY HH:MM PROG-NAME\n" \ 

; ls -l | sed 1d) | column -t 

 

# "sed 1d" 는 "total        N" 이라고 나오는 첫번째 줄을 지워줍니다. 

# 여기서 "N"은 "ls -l"이라고 했을 때의 전체 파일 수를 나타냅니다.  

 

# "column"의 -t 는 표를 예쁘게 찍기(pretty-print) 옵션입니다. 

 

exit 0 



nl 

줄 번호 매기기 필터. nl filename 이라고 하면 filename의 빈 칸을 제외한 각 줄에 

연속적인 번호를 붙여서 표준출력으로 보여 줍니다.filename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표준입력에 대해서 동작합니다. 

예 12-21. nl: 자기 자신에게 번호를 붙이는 스크립트. 

#!/bin/bash 

 

# 이 스크립트는 이 스크립트 파일에 줄 번호를 붙여서 표준출력으로 두 번씩 출력해 

줍니다. 

 

# 'nl' 명령어는 빈 줄을 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줄을 3 번째 줄로 봅니다. 

# 'cat -n' 은 바로 윗줄을 5 번째 줄로 봅니다. 

 

nl `basename $0` 

 

echo; echo  # 이제 'cat -n'으로 해 볼까요. 

 

cat -n `basename $0` 

# 'cat -n' 이 다른 점은 빈 줄에도 번호를 붙인다는 겁니다. 

# 주의할 점은 'nl -ba' 라고 하면 'cat -n' 과 똑같이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exi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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