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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표현식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툴이다. 서버 내에서 파일을 찾거나 

로그 등의 텍스트 파일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때는 물론, 입력 데이터의 유효

성 검증 등 그 적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늘 사용되고 있는 정규표현식은 사실 그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다. 엔진(라이브러리)

이나 명령어 자체도 다양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알고리즘 및 방식도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차이에 의해 성능 차이도 발생한다. 적합하지 않은 정규표현식

을 사용하는 경우 수 밀리초에 끝낼 수 있는 처리를 몇 초 또는 수십 초나 걸려서 끝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정규표현식 뒤에 숨겨진 이론적 배경을 모르

는 엔지니어라면 엔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다.

반면, 정규표현식 뒤에 숨겨진 다양한 방식(알고리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엔지니

어라면 성능을 몇백 배 또는 몇천 배까지 향상할 수 있다. 이런 엔지니어를 만들어주

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정규표현식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활용법을 

알려준다. 정규표현식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정규표현식의 성능/기능 차이를 설명

한다. 자바스크립트, 루비, 파이썬, 자바 등의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벤치마크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각 정규표현식 엔진의 차이도 함께 설명한다. 또한, 실제 

정규표현식 엔진의 코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정규표현식이 구현돼 있는지도 확인

할 수 있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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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규표현식의 최적화, 고속화 비법을 소개하고 있어서 정규표현식을 좀 더 

쉽게 작성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심지어 정규표현식을 자동으로 생성

해주는 기술도 보여준다(이 기술은 이 책을 읽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기술이다). 이 

책을 통해 이론과 실무로 무장한 정규표현식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이다.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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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세계에는 수많은 기술과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정규표현

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자열 패턴을 간단한 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정규표현

식은 문자열 처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는 편리한 도구다. 정규표현식

을 사용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편리하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책의 특징을 정리해보겠다.

이 책에서는 정규표현식의 기초/입문부터 시작해서 정규표현식의 역사/구조/구

현/이론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각 주제에 정통한 세 명의 저자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나누어서 저술했다(집필 담당 목록은 ⅹⅹⅱ페이지 참조).

정규표현식에 대해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할 것이

다. 특히, 정규표현식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데 필요한 ‘정규표현식 엔진의 구조’에 대

해서는 실제 코드를 사용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보자도 이 책을 통해 정규표현식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정규표현식이란 무엇인

가?’라는 기본부터 시작해서 책 전반에 걸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규표현식의 역사/구조/이론은 물론 정규표현식 처리를 위한 VM 

설계 방침이나 JIT를 이용한 최적화 방법까지 다루고 있어서, 매일 정규표현식을 업

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나 정규표현식을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열혈 학습자 

그리고 언어 처리 관련 개발에 관심 있는 독자들도 이 책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

다. 이론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정규표현식의 수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록으로 정리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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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각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공식 매뉴얼,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한 

기술 해설서, 블로그, 정보 공유 서비스 등이 넘쳐나고 있어서 정규표현식에 관한 다

양한 정보를 웹을 통해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정보가 

정리돼 있지 않거나 내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한 권의 책’으로 정규표현식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불필

요한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리라 확신하고 집필을 

시작했다. 이 책을 한 손에 들고서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정규표현식의 세계를 여

행하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 대표 신야 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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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절 집필 담당

부속물 각 언어의 공식 문서 및 정규표현식 대응 목록 신야 료마

1장 [입문] 정규표현식 신야 료마

칼럼 스즈키 유스케

2장 정규표현식의 역사 신야 료마

‘자바스크립트’ 절 스즈키 유스케

‘루비’ 절 타카타 켄

3장 프로그래머를 위한 고급 정규표현식 신야 료마

4장 DFA형 엔진 신야 료마

5장 VM형 엔진 타카타 켄

6장 정규표현식 엔진의 3대 기술 동향

6.1절 ‘JIT 컴파일: 자바스크립트와 정규표현식 엔진의 고속화’ 스즈키 유스케

6.2절 ‘고정 문자열 탐색을 이용한 고속화’ 신야 료마

6.3절 ‘비트 병렬 기법을 이용한 일치’ 키다 타쿠야

(특별 기고)

7장 정규표현식의 함정 신야 료마

8장 정규표현식을 넘어서 신야 료마

(협력: 스즈키 유스케)

부록 A.1절 ‘정규와 비정규의 벽: 정규표현식의 수학적 배경 신야 료마

A.2절 ‘정규성의 매력: 정규 언어의 진보된 수학적 배경’ 우라모토 타케오

1~3장과 부록은 이바나 카즈히로 님이 감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필 담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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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집필에 참고한 펄(Perl)/루비(Ruby)/자바스크립트(Javascript)/파이썬

(Python)/자바(Java)의 정규표현식 관련 공식 문서를 정리했다. 공식 문서에는 기능/

구문이 망라돼 있으므로, 정규표현식을 사용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자. 

또한 각 언어의 정규표현식 관련 주요 기능을 표 0.1 ~ 표 0.5에 정리했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

• 펄

 URL   http://perldoc.jp/docs/perl/5.20.1/perlreref.pod

• 루비

 URL   http://docs.ruby-lang.org/ja/2.1.0/doc/spec=2fregexp.html

• 자바스크립트

 URL   http://www.ecma-international.org/ecma-262/5.1/#sec-15.10

 URL     https://developer.mozilla.org/ja/docs/Web/JavaScript/Guide/Regular_

        Expressions

• 파이썬

 URL   http://docs.python.jp/3/library/re.html?highlight=re#module-re

• 자바

 URL     http://docs.oracle.com/javase/7/docs/api/java/util/regex/package-summary. 

html

각 언어의 공식 문서 및 정규표현식 대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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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0.1   그룹화, 캡처, 전방 탐색 / 후방 탐색

구문 기능 펄 루비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 그룹화(캡처 있음)     

(?:) 그룹화(캡처 없음)     

(?<name>) 이름 지정 캡처   × × 

(?'name') 이름 지정 캡처   × × ×

(?P<name>) 이름 지정 캡처  × ×  ×

(?=) 전방 탐색     

(?!) 부정 전방 탐색     

(?<=) 후방 탐색 △ △ × △ △

(?<!) 부정 후방 탐색 △ △ × △ △

 표 0.2   수량자

구문 기능 펄 루비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욕심 수량자

* 0회 이상 반복     

+ 1회 이상 반복     

? 0회 또는 1회     

{n} n회 반복     

{n,} n회 이상 반복     

{n,m} n회 이상 m회 이하 반복     

겸허 수량자

*? 0회 이상 반복     

+? 1회 이상 반복     

?? 0회 또는 1회     

{n}? n회 반복     

{n,}? n회 이상 반복     

{n,m}? n회 이상 m회 이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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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0.2   수량자(계속)

구문 기능 펄 루비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독점 수량자

*+ 0회 이상 반복   × × 

++ 1회 이상 반복   × × 

?+ 0회 또는 1회   × × 

{n}+ n회 반복  × × × 

{n,}+ n회 이상 반복  × × × 

{n,m}+ n회 이상 m회 이하 반복  × × × 

(?>) 아토믹 그룹   × × 

 표 0.3   점, 문자 클래스, 이스케이프

기능 펄 루비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 (줄바꿈 제외)     

. (줄바꿈 포함) /s 플래그 /m 플래그 × re.DTALL 

플래그

Pattern.

DTALL

플래그

\w 유니코드 

포함

[a-zA-Z0-9_]※1 [a-zA-Z0-9_] 유니코드 

포함

[a-zA-

Z0-9_]

\d 유니코드 

포함

[0-9]※1 [0-9] 유니코드 

포함

[0-9]

\s 유니코드 

포함

[ \t\r\n\f\v]※1 유니코드 포함 유니코드 

포함

[ \t\r\n\
f\v]※2

[…]     

[^…]     

POSIX 문자 

클래스
  × × ×

※1 루비의 경우 \w, \d, \s에 (?u)를 지정하면 유니코드를 포함한다.

※2 자바의 경우 UNICODE_CHARACTER_CLASS를 지정하면 유니코드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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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0.4   유니코드 속성 / 스크립트 / 블록

기능 펄 루비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p{L} 등의 일반 속성   × × 

\p{InHiragana} 등의 블록   × × 

\p{InHiragana} 등의 

스크립트

  × × 

 표 0.5    매칭 / 치환 기본 구문

처리 코드

펄

매칭
if ($text =~ m/pattern/) {
    # 일치 성공

}

치환 $text =~ s/pattern/format/;

루비

매칭

if text.match(/pattern/)
    # 일치 성공

end

치환 text.gsub(/pattern/, format)

자바스크립트

매칭

if (text.match(/pattern/)) {
     // 일치 성공

}

치환 text.replace(/pattern/,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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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0.5    매칭 / 치환 기본 구문(계속)

처리 코드

파이썬

매칭

import re
if re.match(pattern, text):
    # 일치 성공

치환
import re
re.sub(pattern, format, text)

자바

매칭

if (java.util.regex.Pattern.matches(pattern, text)) {
    // 일치 성공

}

치환  text.replaceAll(pattern,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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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광(플랜티넷)

이 책은 단순히 정규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정규식에 관한 이론

적 배경, 발전 과정, 내부 구현 등을 다룬 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규식을 사용하

고자 하시는 분보다는 정규식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승헌(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대량의 로그 파일을 다루다 보면 필연적으로 공부하게 되

는 것이 정규표현식입니다. 이 책은 정규표현식의 이론적인 배경과 엔진 구현 사례

를 통해 정규표현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왜 언어나 엔진에 

따라 다른 정규표현식이 사용되고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규표현식을 제대로 정복하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원강민(원하다닷컴)

정규표현식을 문자열 검색, 유효성 검사, 라우트의 URL 매핑 등에 사용하기만 하는 

저에게 이 책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정규표현식의 역사, 엔진, 수학적 해석 등 그동

안 접하지 못했던 주제에 압도되어 베타리딩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책을 이렇게 읽

어볼 수 있었을까 싶네요. 하지만 늘 만나던 사람도 그의 특별한 스토리를 알게 되면 

비범하게 보이듯이, 이 책을 읽은 지금은 정규표현식이 특별하게 생각됩니다. 사고

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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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SI 개발자)

얼마 전 정규표현식을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책의 베타리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많은 패턴과 예제를 다룬 책을 원한다면 

다른 책들을 권합니다. 이 책은 정규표현 엔진의 종류와 구현된 알고리즘,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이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표현식의 내부를 알고자 하는 숙련된 개발자에게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이철민(카카오)

저는 평소 정규표현식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쓰고 있었기에 베타리딩 도서로 정규

표현식 관련 책을 맡게 되어 매우 반가웠습니다. 다만, 2장 이후부터는 학창시절에 

힘들게 수강했던 계산이론 과목이 떠올라 조금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책 내용이 상당

히 깊은 만큼 제대로 학습한다면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은 책으로 생각됩니다.

  장윤주(탱그램팩토리)

지금까지 정규표현식에 관한 책들은 사용 방법을 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책은 정

규표현식의 이론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설명이 많아 내용이 조금

은 어렵습니다만, 정규표현식에서 형식 언어까지의 이론 설명은 전산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겐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eta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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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pter 1  [입문] 정규표현식 

정규표현식은 원래 문자열 패턴을 기술하기 위한 ‘표현식’으로 탄생했지만, 프로그

래밍 세계에선 검색이나 치환 등의 문자열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그래

밍 언어’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정규표현식을 제대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구문은 많지 않지만 다양한 처리에 빈번히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자열 검색, 

추출, 삭제, 치환 등의 처리에 사용된다.

프로그래밍 세계에는 수많은 기술과 방법론이 넘쳐나며, 그중에서도 정규표현식

은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정규표현식의 장점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단순하고 쉽다.

단순한 것이 장점이다. 정규표현식의 기본은 쉬운 구조로 돼 있다.

•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정규표현식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표준 라이브러리나 내장 기능으로 정규표현을 지원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존재감을 

알 수 있다.

• 쇠퇴하지 않는 기술이다.

  정규표현식은 반세기 전부터 문자열 처리를 위해 프로그래머가 애용해온 도구다. 정

규표현식은 단단한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지니고 있어서 쉽게 쇠퇴하지 

않는 기술이다.

1장에서는 정규표현식의 기본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한다. 이 기본을 통해 정규표

현식이 지닌 ‘단순함’과 ‘강력함’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규표현식이란 무엇

인가?’부터 시작해서 정규표현식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예를 살펴본다. 그리

고 정규표현식의 기본적인 작성법(기본 3연산)과 편리한 구문, 문자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정규표현식의 확장 기능을 이해하고 다음 장 이후의 설

명 방향을 논의한다. 

여기서는 정규표현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설명하겠다. 

정규표현식을 이미 알고 있거나 사용 중인 독자도 후반부에 있는 ‘정규표현식의 확장 

기능’에서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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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규표현식의 기본

먼저 정규표현식이 문자열 패턴을 기술하기 위한 ‘표현식’이라는 것부터 설명하겠다. 

여기서는 정규표현식을 구성하는 부품(메타 문자나 연산자)부터 시작해서 ‘패턴’과 ‘일

치’라는 중요한 기본 용어를 설명한다.

정규표현식이란 무엇인가?

정규표현식은 ‘regular expression’이라는 영어에서 온 용어다. 즉, 정규표현식은 

일종의 ‘식(expression)’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식’은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작성법’이다. 예를 들어 103+4×13×19는 1988을 의미하는 ‘수식’이고, H2O
는 물을 의미하는 ‘화학식’이다. 프로그래머는 ||(or)이나 &&(and), !(not)을 사용해

서 (if 문 등의) 조건을 표현하는 ‘논리식’을 자주 사용한다. 

보통은 식을 작성하기 위한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특정 규칙하에 조합해서 식을 구성한다.

• 구성 요소: 수식의 숫자나 화학식의 원소 기호에 해당하는 기호

• 연산자: 수식의 덧셈(+), 곱셈(×)에 해당하는 기호

패턴과 일치

수식이 숫자를, 화학식이 화학 물질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정규표현식은 ‘문자

열의 패턴’(1.3절에서 설명)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규표현식은 

‘0부터 9 사이에 있는 하나의 숫자’라는 패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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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는 ‘또는’이라는 여러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규표현식 연산자다. 

예를 들어 ‘나는 1(0|1|2|3|4|5|6|7|8|9)살이다.’라고 하면, 정규표현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10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1(0|1|2|3|4|5|6|7|8|9)’라
는 정규표현식은 ‘10부터 19까지의 두 자리 숫자’를 표현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둥근 괄호는 정규표현식을 부품 단위로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이 괄호

의 유무에 따라 정규표현식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수식에서 x * (y + z)와 x * y 

+ z가 전혀 다른 식인 것과 같다. 예를 들어 ‘1(0|1|2|3|4|5|6|7|8|9)’에서 괄호를 

제거하고 ‘10|1|2|3|4|5|6|7|8|9’라고 표현하면 전혀 다른 의미의 정규표현식이 

된다. 전자는 ‘10부터 19까지의 숫자’를 의미하지만, 후자는 ‘10 또는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의미한다.

주어진 문자열이 정규표현식에 포함되는 경우 ‘정규표현식은 주어진 문자열에 일

치한다’ 또는 ‘주어진 문자열은 정규표현식에 일치한다’라고 한다. 약간 헷갈릴 수 있

지만, ‘일치한다’의 주어는 정규표현식도 될 수 있고 문자열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정규표현식은 문자열 ‘10’과 일치하지만 ‘25’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1(0|1|2|3|4|5|6|7|8|9)

주어진 문자열이 정규표현식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정규표현식의 일치’ 또는 

‘정규표현식 일치’라고 한다. 정규표현식 일치에 대해서는 이번 장 후반부에서 자세

히 설명한다.

■■ 다양한■작성법

3 + 4 + 3과 4 + 2×3처럼 식은 다르지만 결과가 같은 경우가 있다. 정규표현식

도 마찬가지다.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패턴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0부

터 9까지의 숫자 하나’라는 패턴도 ‘[0-9]’나 ‘\d’
1
처럼 짧은 정규표현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처럼 정규표현식과 수식은 각각 ‘문자열 패턴’과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1■ 각각 문자 클래스, 이스케이프라 불리는 것으로 1.4절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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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지만 비슷한 면이 많다. 이 책에서도 정규표현식을 설명하기 위해 가끔 수식

을 사용하고 있다.

숫자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정규표현식 예를 보자.

02-[0-9][0-9][0-9][0-9]-[0-9][0-9][0-9][0-9]

이 정규표현식은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즉 서울의 유선 전화번호를 나타내고 있

다. ‘[0-9]’가 한 자리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02-3513-6150도 이 패턴

에 포함된다.

또한 수식 x + x + x + x를 4x로 짧게 쓸 수 있듯이, 정규표현식도 ‘[0-9][0-9]

[0-9][0-9]’를 ‘[0-9]{4}’로 짧게 쓸 수 있다. {4}는 ‘4회 반복한다’는 의미의 정규표현

식 연산자다. 이 {4}처럼 ‘반복’ 관련 연산자를 모아서 수량자(quanti�er)라고 부른다. 

수량자를 잘 사용하면 ‘02-[0-9][0-9][0-9][0-9]-[0-9][0-9][0-9][0-9]’라는 정규표

현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02-[0-9]{4}-[0-9]{4}

그런데 ‘-[0-9]{4}’ 부분도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02(-[0-9]{4}){2}

‘[0-9]’는 ‘\d’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의 유선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은 짧은 정규표현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02(-\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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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정규표현식 메타 문자와 구문

정규표현식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문자를 메타 문자(meta-character)라고 한다. 반

면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문자를 리터럴(literal)이라고 한다.

앞에서 본 ‘[0-9]’에서 ‘[’와 ‘]’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메타 문자이고, 0과 9가 리

터럴이다. 또한 ‘\d’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므로 메타 문자다. 간단하게 말하면 ‘적혀 

있는 그대로(문자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 리터럴이고, 그 외에는 메타 문자라고 생각

하면 된다.

메타 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숫자’를 의미하는 \d처럼 문자 자체가 특정 패턴을 의미하는 것(구성 요소)

• ‘4회 반복’을 의미하는 {4}처럼 여타 정규표현식과 조합해서 패턴을 만드는 것(연산자)

 둥근 괄호(parenthesis)도 메타 문자(연산자)의 일종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

만,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연산 우선순위 명시(그룹화)

• 일치한 문자열 저장(캡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 ]는 정규표현식에서 메타 문자로 사용되지만 ‘[’를 단독으

로 사용하면 정규표현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와 ]를 함께 사용할 때 의

미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반복을 의미하는 메타 문자 { }는 ‘{로 시작하고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를 적은 후 }로 닫는다’라는 규칙을 갖고 있다. 이처럼 몇몇 메

타 문자는 다른 메타 문자나 리터럴과 조합해서 사용할 때만 의미를 지니는데, 이런 

작성법(또는 조합 방법)을 구문(syntax)이라고 한다.

표 1.1에 정규표현식의 기본적인 메타 문자와 구문을 정리해뒀다. 전화번호 같은 

단순한 예라도 수량자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정규표현식 작성법이 크게 

달라진다. 이들 메타 문자와 구문에 대해서는 1.3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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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정규표현식의 기본적인 메타 문자

명칭 연산자

선택 |

수량자 *  +  ?  {}

그룹화 ()  (?:)

전방 탐색 (?=)  (?!)  (?<=)  (?<!)

명칭 구성 요소

점 .

문자 클래스 [abc]

앵커 ^  $  \A  \b  \B

정규표현 엔진

정규표현식 일치 처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또는 알고리즘)를 정규표현식 엔진(regular 

expression engine)이라고 한다(그림 1.1). 

정규표현식

정규표현식 엔진
처리 결과

(일치, 추출, 
치환)

텍스트

 그림 1.1   정규표현식 엔진

정규표현식 엔진이 다르면 지원하는 기능이나 구문도 달라진다. 표 1.1에 정리한 

구문은 대부분의 엔진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세 구문이나 고도의 기능

을 사용하려고 하면 엔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규표현식의 엔진 구조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엔진 차이에 따른 처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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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7장에서 설명한다. 이 장들을 읽으면, 정규표현식 엔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왜 엔진에 따라 기능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규표현식

의 효율적인 작성법에 대해서도 7장에서 설명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펄(Perl), 파이썬(Python), 루비(Ruby),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C++, 자바(Java), 

하스켈(Haskell), PHP, 닷넷(.NET), Lisp 등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정규

표현식 전용 구문(정규표현식 리터럴)이나 기본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뿐만 아니라 정규표현식을 다루는 툴이나 애플리케이션도 많다. 바꿔 말하면, 이런 프

로그래밍 언어나 툴이 각자의 정규표현식 엔진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정규’란?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이 ‘표현식’(expression)이라는 사실은 이미 설명했지만, 앞에 

있는 단어인 정규(regular)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정규’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정식인’을 나타내는 형용사이지만 이론의 세계에서 ‘정규’는 ‘좋은 성질’, ‘다루기 

쉬운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처음 정규표현식을 발명한 사람은 ‘좋은 성질’이라는 의미

에 착안해서 정규표현식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정규표현식의 명칭 유래나 역사는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정규표현식의 ‘좋은 성

질’에 대해서는 4장과 8장에서 설명하며, 수학적 배경은 부록에서 다룬다.

C o l u m n

1.2 문자열과 문자열 처리

컴퓨터 시스템상에선 많은 데이터가 ‘문자열’로 표현된다. 문자열(string)이란 ‘문자가 

나열돼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코드나 웹 페이지의 문장, 서버의 로그, 설정 파일 

등도 모두 문자열 데이터다. 반면 문자열 데이터가 아닌 것으로는 음성 데이터나 이

미지 데이터, 프로그램 실행 파일(바이너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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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문자열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는 문자열이든 음성, 이미지 데이터든 모두 2진수의 바이너

리 형태로 처리된다(그림 1.2). 바이너리 데이터의 ‘1과 0’ 자체도 문자열이라고 한다

면 ‘모든 데이터는 문자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데이터 구조’처럼 원래 

상태 그대로는 문자열이 아닌 추상적인 것도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이나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2 등의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

인코딩 방식

바이너리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

‘프로그래머를 위한 
정규표현식 입문’ 

(문장)

png, gif, 
svg, ...

mp3, aac, 
wav, ...

{ int: 3, string:"three", ...}
(JSON)

1010100110001011

데이터 구조

UTF-8, UTF-16, EUC, EUC-KR

음성
데이터

 그림 1.2   컴퓨터 관점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바이너리

■■ 문자열은■다루기■쉽다

문자열은 사람이 다루기 쉬운 데이터다. 문자열로 표현하면 편리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읽을 수 있고’ 데이터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작을 자연스럽게 

2■ 다양한 데이터를 유연하게 기술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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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문자열 검색

• 문자열 변경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당연해진 요즘은 웹 검색 서비스를 사용해서 키워드를 넣

고 관련 정보를 찾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관

리자가 되면 수만 줄이 넘는 코드나 데이터 파일, 시스템 로그 등을 다루게 되며, 이 

가운데서 특정 패턴의 데이터만 추출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특히 프로그래머라면)이 문자열 처리 기술을 필요

로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프로그래머의 지지를 얻

고 있는 것이 정규표현식이다.

프로그래밍 단계

프로그래머에게 있어 문자열 처리는 일상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 웹의 입력 폼에 

‘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대로 된 메일 주소를 입력했는가’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 즉, 입력 데이터를 검증(validation)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

인 메일 주소 형태는 ‘user@hostname.com’의 문자열이지만, 정규표현식을 사용해

서 메일 주소를 검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웹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최신 

사양인 HTML5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만 하면 입력 폼이 메일 주소를 검증해준다.
3

<input type=email>

type=email을 지정함으로써 input 요소를 포함하는 폼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검

증 작업이 실행된다. 이때 메일 주소가 잘못됐다면 그림 1.3처럼 경고 메시지가 표시

3■  URL  http://www.w3.org/TR/html5/for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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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데이터 전송이 중단된다. 그림 1.3에서 입력한 주소는 user[at]host.com으

로, @을 입력해야 할 부분에 [at]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 없습니다’라는 경고가 출

력되는 것이다.

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전송

 그림 1.3   HTML5의 input 요소를 이용한 메일 주소 검증

HTML5에서는 메일 주소 검증에 다음과 같은 정규표현식을 사용하고 있다.

^[a-zA-Z0-9.!#$%&'*+/=?^_`{|}~-]+@[a-zA-Z0-9](?:[a-zA-Z0-9-]{0,61}[a-zA-Z0-9])?(?
:\.[a-zA-Z0-9](?:[a-zA-Z0-9-]{0,61}[a-zA-Z0-9])?)*$

이 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룬다.

• @ 앞이 ‘사용자명: 알파벳이나 기호, 숫자가 오며 한 글자 이상이어야 함’

• @ 뒤가 ‘호스트명: 알파벳이나 숫자, 하이픈 등을 조합’

HTML5의 type=email에서 사용되는 메일 주소 검증용 정규표현식이 완벽하다

고는 할 수 없다. 메일 주소 형식을 ‘엄밀하게’ 조사하기란 힘든 일이다. 이 점에 대해

서는 3.3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하지만 정규표현식으로 실용적인 검증이 가능하

며,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메일 주소를 예로 들었지만 검증은 다양한 곳에 폭넓게 사용되는 기술이

다. 웹 입력 폼만 보더라도 전화번호나 우편번호 등 검증이 필요한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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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행 단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도 ‘작성된 프로그램의 구문이 맞는가’라는 판정이 백그라운

드(컴파일러나 해석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선 변수명을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서 3a = 4라고 작성하면 컴파일 오류나 해석 오

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백그라운드에서 ‘변수명이 와야 할 곳에 정해진 형식의 문자

열로 작성돼 있는가’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파일러나 해석기 내부에서 이루어

지는 변수명 검증 처리
4
도 실은 정규표현식을 사용해서 구현된 경우가 많다.

설정 파일 수정 작업

서버 관리자가 되면 시스템이나 서비스 설정 파일을 확인/수정하는 것이 일상다

반사다. 예를 들어, 웹 서버 관리에 대해 생각해보자. 웹 서버에는 다양한 운용 파라

미터가 있다. 아파치(Apache)의 경우 보통 파라미터가 httpd.conf라는 설정 파일에 

기술돼 있다(리스트 1.1). httpd.conf를 수정해서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리스트 1.1은 httpd.conf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중 극히 일부로, httpd.conf
가 수천 줄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리스트 1.1   httpd.conf의 일부

#각 파라미터는 행 단위로 설정된다.
RLimitNPROC max max
ExtendedStatus On
Timeout 300
KeepAlive On
MaxKeepAliveRequests 500
KeepAliveTimeout 15
ServerLimit 2048
MaxClients 1024
ListenBackLog 511

4■ 전문 용어로 ‘어휘 분석(lexical analysis)’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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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파라미터 중 하나로 ‘동시에 요청을 던질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최대 수’를 

제어하는 MaxClients 항목이 있다. 아파치 튜닝 얘기이긴 하지만, 리소스(메모리 용

량)가 허락하는 한 MaxClients 값을 크게 하는 편이 대부분의 요청을 원활하게 전달

할 수 있어서 좋다. 리스트 1.1 중의 MaxClients 값(1024)을 2048로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물론 편집기로 열어서 MaxClients 항목이 있는 곳을 직접 2048
로 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규표현식이 가능한 수정 툴이 있다면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ed 툴을 사용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실행하면 된다.

 % sed -i -E 's/^(MaxClients) *[0-9]+/\1 2048/' httpd.conf

위 예에선 1.5절에서 설명할 문자열 치환을 이용하고 있다. 편집기를 이용하면 다음

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❶ emacs httpd.conf를 입력해서 편집기를 실행한다.

❷ MaxClients가 있는 부분을 찾는다.

❸ 편집한다.

❹ 저장한다.

❺ 종료한다.

하지만 sed를 사용하면 한 줄의 명령만 입력하면 된다. ‘편집기를 열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명령어만 사용하는 경우는 셸 스크립트를 만

들어서 자동화할 수 있지만 편집기로 편집하면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

규표현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 복잡한 고도의 치환 처리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로그 검색이나 변경 작업

서비스를 지속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있다. 노하우? 사용자? 돈? 아니다. 

로그다.

서비스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또는 해커의 공격을 받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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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가 등을 확인하려면 로그를 분석하면 된다. 하지만 로그라는 것은 서비스마다 형

식이 달라서 원래 상태 그대로는 분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프로그램이나 명령어를 

이용해서 로그를 정제해야 하는 일은 자주 있다. 텍스트 정제라는 분야에서 정규표현

식은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라이브러리나 툴도 많다.

정규표현을 사용해서 검색 처리를 할 수 있는 grep은 유닉스(Unix)를 대표하는 커맨

드라인 툴이다. 구글링이 ‘웹 페이지를 검색한다’는 동사로 정착했듯이
5
 grep도 ‘그렙

(grep)한다’라고 해서 ‘텍스트 파일 내부를 검색한다’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grep을 사용하면 수 기가바이트의 텍스트 파일에서 순식간에(수 밀리초) 패턴에 일

치하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다. 검색하고 싶은 패턴과 검색하고 싶은 파일명을 지정

하면, 해당 파일에서 원하는 패턴이 포함된 부분을 추출해주는 단순한 툴이다.
6

% egrep 'error' error_log

이것은 로그 파일 error_log에서 error라는 문자열을 찾아서 해당 행을 출력해준다. 

첫 번째 인수에는 정규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URL을 의미하는 

정규표현식’(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사용해서 hoge.log에서 URL을 포함하는 

행을 추출할 수 있다.

% egrep <URL을 의미하는 정규표현식> hoge.log

grep을 사용한 예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한다. 3.2절에서는 grep이나 정

규표현식 라이브러리의 벤치 마크 결과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GNU grep의 코드 

내부를 살펴본다.

grep이나 앞서 본 sed는 모두 커맨드라인 툴이지만, 정규표현식을 이용한 검색이나 

5■     역주  영어권에서 처음에는 구글을 이용해서 검색한다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 자체를 

‘구글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6■ 예에서 사용하는 egrep에 대해서는 2장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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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 처리는 거의 모든 OS의 텍스트 편집기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웹 서버나 시스템의 로그는 사람이 즐겨 읽을 만한 게 못 된다. 반면 트위터

(Twitter) 같은 웹 서비스에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트윗한 텍스트 데이터(트위터

에 등록한 글)가 끊임없이 공유된다. 그 규모는 시스템 로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

도다. 정규표현식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글을 선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응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트위터의 공식 서비스에서는 등록된 글을 검색하기 위해 정

규표현식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정규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는 몇몇 클라이언트 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주 좋아wwww’처럼 문장 뒤에 ‘w’가 연속해서 적혀 있는 경우가 있

다고 해보자. 사람에 따라서는 문장 뒤에 ‘wwww’가 붙은 글이 보기 싫을 수도 있

다. 정규표현식을 사용하면 이런 트윗 글도 필터링할 수가 있다(그림 1.4).

 그림 1.4   Janetter에서의 정규표현식을 이용한 필터링 키워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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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생각하면 ‘w를 포함하는 글을 모두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www.google.com처럼 URL의 경우 w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장 뒤에 있다’라는 것을 패턴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

한 w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자인 v나 대문자 W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규표현

식을 사용하면 이 모든 패턴에 대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 문자열 처리는 모든 분야에서 일

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장에서는 정규표현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

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규표현식이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구조

적’ 관점에 대해서는 책 전반에 걸쳐 다룬다.

1.3 정규표현식의 기본 3연산:  
접합, 선택, 반복

정규표현식은 ‘문자열 패턴’을 기술하는 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란 ‘일정한 규

칙을 갖고 있는 문자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정의는 3장에서 하기로 하

고, 여기서는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규표현식을 설명하겠다.

세 가지 기본 연산

‘abcd’처럼 메타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리터럴만으로 구성된) 정규표현식은 그대로 

‘abcd라는 단일 문자열을 의미하는 정규표현식’이 된다. 한편 정규표현식의 연산자

를 사용하면 ‘단일 문자열’보다 훨씬 고도의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정규표현식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연산자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