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셸 프로그램에 유용한 명령어
 expr – 산술 연산


8. 셸 프로그래밍

Bourne shell은 산술 연산을 지원하지 않으며 산술 연산을 위해
expr 명령어를 사용함

$ expr 1 + 2
3



모든 연산자와 피연산자는 공백으로 구분된 인수로 제공되어야 함
메타문자와 같은 연산자는 \를 함께 사용하거나 인용부호 사용

$ expr 1+2 … 틀렸음
$ expr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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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 – 산술연산/문자열 연산 수행

test – 조건 검사

 산술 연산 – (예) 교과서 참조

 test







 문자열 연산 – (예) 교과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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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유형 검사, 문자열/정수 비교  결과를 종료코드로 반환
 참 : 종료코드 0
 거짓 : 종료코드 1
화면에 결과를 출력하지 않음
셸 프로그램의 제어문에서 조건 검사용 명령어로 주로 사용
사용 형식:
파일 유형 검사
 test –option filename
 [ -option filename ]

문자열/정수 비교
test v1 –op v2
[ v1 –op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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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 프로그램 입력
 파일 속성 검사 옵션



 셸 프로그램의 입출력 경로

-d (directory) -f (보통 file) -e (exist) -s (exist, 크기 0이 아님)
-r (read) –w (write) –x (execute) -L (symbolic link) 등

인수

 문자열/정수/파일수정날짜 비교




셸 프로그램

표준입력

정수 비교: -eq –ne –gt –ge –lt –le
문자열 비교: = != -z -n
파일수정날짜 비교: -nt -ot

(예) $2

표준출력

(read 명령어)
환경변수

(예) $HOME

 검사/비교 결과들의 결합


! -a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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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환경에서 명령어 실행

read – 표준 입력

 환경변수



 read

셸 프로그램이나 명령어에서 접근 가능
프로그램에 전달할 목적으로 셸에서 환경변수 값을 변경한 경우
프로그램이 종료한 이후에도 변경 값이 그대로 유지됨






한 줄을 입력, 인수로 지정된 변수들에 단어 단위로 저장
인수 개수 < 단어 개수  나머지 단어들은 마지막 인수에 저장
read x y

 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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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p

수정된 환경변수 값을 사용하여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함
환경변수 값을 지정한 후 명령어 실행

입력 안내문을 함께 출력

echo -n "입력안내문"
read x y

$ env var1=value1 var2=value2 ... command




env에서의 환경변수 값의 변경은 command에만 전달되며
현재 셸의 환경변수 값에는 영향이 없음

read –p "입력안내문" x y

인수 없이 사용하면 현재 설정된 환경변수 이름과 값을 모두 출력
$ 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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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내장 변수

shift, readonly, unset
 shift – 인수 이동
shift
shift 2


… 인수를 왼쪽으로 이동 ($2가 $1로)
… 인수를 2번 왼쪽으로 이동 ($3이 $1로)

shift할 인수가 없으면 종료코드 1

 readonly – 읽기 전용 변수
readonly var
var=123
readonly




읽기전용 변수 속성은 서브셸로 상속되지 않음

 unset – 설정된(정의된) 변수 제거

 $*와 $@의 차이점


… var을 읽기 전용변수로 지정
… 수정되지 않음
… 모든 읽기전용변수 출력

모든 인수를 나타냄
"$*"와 "$@"가 다름  뒤의 for 반복문에서 차이점을 예시

$ unset var

정의되지 않은(제거된) 변수 값은 null 문자열로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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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

wait
 wait – 자식 프로세스 종료 대기

 eval


모든 인수를 하나의 명령어를 결합하여 셸에서 실행함

$ foo=10 x=foo
$ echo ${$x}
... x에 저장된 이름의 변수 접근을 시도 ($foo)
-bash: ${$x}: bad substitution ... 이중 변수 대치가 되지 않음
$ eval echo \${$x}
... 실행할 명령어를 갖는 인수 생성, eval로 실행
10
... echo ${foo} 를 실행

wait pid
wait
#!/bin/sh
date +%s
sleep 20 &
sleep 10 &
wait
date +%s
#!/bin/sh
date +%s
sleep 20 &
sleep 10 &
pid=$!
wait $pid
dat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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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프로세스 종료 대기
… 모든 자식 프로세스 종료 대기
... 1970년1월1일 이후 경과된 초
... 모든 자식프로세스 종료 대기

... 1970년1월1일 이후 경과된 초
… 최근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번호
... pid번호 프로세스 종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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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입출력 방향전환

8.2 제어 구문

 셸은 일반적인 파일입출력의 방향전환 기능 제공 (참고)

 if .. then .. fi 구문

로 표기 가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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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문: if – then – elif – else – fi
 if .. then .. elif .. else .. fi 구문



 예:

elif : else if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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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문 : case .. in .. easc
 case .. in .. easc 구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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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문: for .. do ..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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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문 : while .. do .. done

 for .. do .. done 구문

 while .. do .. done 구문
생략되면 모든 인수를 리스트로 사용
"$@"

 예:

 예:
조건명령어로 test가 아닌 명령어 사용

 $* $@ "$*"

"$@"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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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문 : until .. do .. done

break와 continue

 until .. do .. done 구문

 break, continue – C언어와 비슷한 동작



break : 현재 반복 종료, done 다음으로
continue : 현재 반복의 done까지의 나머지 부분 생략, 다음 반복으로

 예: 파일 끝까지 입력을 읽어서 출력, 빈 줄은 출력하지 않음
while true 사용가능

 예:

 break n, continue n – 중첩된 반복문에서 n개 바깥 반복문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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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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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수 접근

 trap – signal 처리 명령어 리스트 지정

 예:
^C
kill에 의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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