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표현식 사용하기(Part 2)
II 닷넷에서 제공하는 정규 표현식 클래스
지금까지 우리는 특정 문자 또는 특정 문자열 또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문자열과
매칭가능한 메타문자로 표현되는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열과 매칭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규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뽑아내거나 원하는 문자열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닷넷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System.Text.RegularExpressions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8개의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Regex

설명
변경할 수 없는 정규표현식 클래스입니다. 정규 표현식의 루트
클래스에 해당됩니다.

Match

정규식으로 찾은 단일 일치 항목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MatchCollection

정규식 패턴을 입력 문자열에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찾은 성공적인
일치 집합을 나타냅니다.

Group

Group 은 하나의 캡처 그룹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캡처 그룹은
수량자로 인해 단일 일치 항목에서 0 개 이상의 문자열을 캡처할
수 있으므로 Group 에서는 Capture 개체의 컬렉션을 제공합니다.

GroupCollection

캡처된 그룹의 컬렉션을 나타냅니다. GroupCollection 은 단일 일치
항목에서 캡처된 그룹 집합을 반환합니다.

Capture

한 개의 하위 표현식을 캡쳐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Capture 는 한
번에

성공적으로

캡처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CaptureCollection

캡처 부분 문자열의 시퀀스를 나타냅니다. CaptureCollection 은
단일 캡처링 그룹으로 수행후

캡처된 부분 문자열의 집합을

반환합니다.
RegexCompilationInfo

컴파일러에서 정규식을 독립 실행형 어셈블리로 컴파일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위 표에서 제시되어 있는 클래스의 사용법과 이 클래스들을 이용한
예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뒤에 나올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표에
나와 있는 클래스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

이상의 클래스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숙지하기를 바라면서 클래스들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1. Regex 클래스
이 클래스는 정규 표현식과 관련한 클래스들 중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식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이 클래스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Regex 클래스는 각각의 정규 표현식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이 클래스에 지정된 정규
표현식은 한번 지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 됩니다. Regex
클래스는 표현식을 생성, 매칭, 변경하는 메소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gex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정규식을 정의하는 것은 아래의 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 했듯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
' Regex 타입의 오브젝트 변수 r 을 선언합니다.
Dim r As Regex
' Regex 오브젝트 인스턴스 개체를 생성하고 정규 표현식을 정의 합니다.
r = New Regex("\s2002")

이 Regex 클래스는 읽기 전용이므로 이렇게 생성된 오브젝트 변수의 정규표현식은
정의된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생성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오버로드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w Regex()
New Regex(“정규식”)
New Regex(“정규식”, 정규식 옵션)

정규식 옵션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표에서 제공되는 것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 이름
Compiled

설명
정규식이 어셈블리로 컴파일되도록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

행은 빨라지지만 시작 시간은 늘어납니다.
ECMAScript

해당 식에 ECMAScript 규격 동작을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이
플래그는 IgnoreCase, Multiline 및 Compiled 플래그와 함께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래그를 다른 플래그와 함께 사용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ExplicitCapture

(?<name>...) 형식의 명시적으로 명명되거나 번호를 매긴 그룹
만 유효한 캡처가 되도록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 식과
같이 구문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없이 명명되지 않은 괄호가 비
캡처링 그룹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IgnoreCase

대/소문자의 구분없이 일치 항목을 찾도록 지정합니다.

IgnorePatternWhitespace

이스케이프되지 않은 공백을 패턴에서 제거하고 주석을 #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Multiline

여러 줄 모드입니다. 전체 문자열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모든
줄의 시작과 끝에서 각각 일치하도록 ^과 $의 의미를 변경합니
다.

None

옵션이 설정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RightToLeft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검색이 진행되도
록 지정합니다.

Singleline

한 줄 모드를 지정합니다.\n을 제외한 모든 문자가 아닌\n을 포
함한 모든 문자와 일치하도록 점(.)의 의미를 변경합니다.

이 옵션들은 Regex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하나 또는 복수의 옵션을 동시에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령 IgnoreCase와 Compiled 옵션을 동시에 지정하고자 한다면

Regex(strRegExpress, RegexOptions.IgnoreCase Or RegexOptions.Compiled)

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와 옵션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정규 표현식은 Match 메소드를 이용해서 Match
타입으로 추출해 내거나(또는 Matches 메소드를 이용해서 컬렉션 형태로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Replace 메소드를 이용해서 특정 패턴을 띄는 문자열을 다른 패턴의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Regex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메소드에 대한 사용법은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gex 메소드]

메소드

설명

Match

오버로드 되어 사용되며, 입력 문자열에 정규식이 있는지 검사하고
정확한 결과를 단일 Match 개체로 반환합니다.

Matches

오버로드 되어 사용되며 Match 를 여러 번 호출한 것처럼 입력 문자열에
있는 정규식을 모두 검색하고 성공적인 일치 항목을 모두 반환합니다.
반환되는 타입은 MatchCollection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Replace

오버로드 되어 사용되며, 정규식에 의해 정의된 문자 패턴이 발견되면
지정된 대체 문자열 또는 대체 문자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Split

오버로드되어 사용되며, 정규식 일치에 의해 정의된 위치에서 부분
문자열로 이루어진 배열로 입력 문자열을 분할합니다.

2. Match 클래스
Match 클래스는 정규 표현식과 일치하는 연산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나와있는
예제에서처럼 정규 표현식과 일치하는 Match 형식의 개체를 반환하기 위해 Regex
클래스의 Match 메서드를 사용하여 입력 문자열에서 첫 번째로 일치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일치하는 항목을 찾았는지의 여부는 Match 클래스의 Match.Success 속성을 사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새로운 Regex 오브젝트 개체를 생성합니다.
Dim r As New Regex("abc")
' match 메소드를 이용해서 입력 문자열에서 정규표현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Match 형식
‘개체로 반환 받습니다.
Dim m As Match = r.Match("123abc456")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지 찾습니다.
If m.Success Then
'일치하는 항목을 찾았을 경우 찾은 문자의 위치를 출력합니다.
Console.WriteLine("검색된 ”& m.Value & ” 문자의 위치 : " & m.Index.ToString())
End If

이 예제를 실행하면 콘솔창에 “검색된 abc 문자의 위치 : 3”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match 클래스는 Success 속성으로 일치 항목이 검색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검색된 항목이 있는 경우 Value 속성과 Index 속성을 이용해서 일치된 항목의 문자
열과 그 문자열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문자열의 위치는 컬렉션 또

는 배열등과 마찬가지로 0(zero) Base로 표시된다는 것입니다.(예제에서 부분 문자열 abc에
서 첫 번째 문자 a의 위치는 4이지만 zero Base로 표시되기 때문에 3이 나온 것입니다.)

만일 검색된 문자열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루프문과 NextMatch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
두 추출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치항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자세한 것을 뒤에
서 예제를 통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 Match 클래스의 주요 속성 및 메소드 ]
속성/메소드

설명

Groups

정규식으로 일치시킨 그룹의 컬렉션을 가져옵니다.

Index

캡처된 부분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의 위치 값을 가지고 있는
속성 입니다.(Zero Base)

Length

캡처된 부분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속성 입니다.

Success

일치 작업이 성공하였는지에 대한 Boolean 값을 가지고 있습니
다.

Value

캡처된 부분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속성 입니다.

NextMatch

마지막 일치 항목이 끝나는 위치(마지막으로 일치한 문자 다음
문자)에서 시작하여 다음 일치 항목에 대한 결과와 함께 새로
운 Match를 반환합니다.

3. MatchCollection 클래스
MatchCollection 인스턴스는 Regex.Matches 메소드에 의해 반환되는 컬렉션 클래스
입니다. MatchCollection 클래스는 겹치지 않는 일치 항목 시퀀스를 나타내며 읽기 전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용 생성자를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3abc456ababc”라는
문자열에서 “\da”를 정규 표현식으로 사용해서 Regex.Matches 메소드를 통해 mc라는
MatchCollection으로 넘겨 받으면 mc(1).Value 에는 “3a”가 mc(2).Value 에는 “6a”를 가지게
됩니다.

Dim mc As MatchCollection
' Regex object 의 새로운 인스턴스(r)생성하고 정규식을 정의한다.
Dim r As New Regex("abc")
' Matches method 를 사용해서 모든 매치되는 항목을 입력 스트링에서 모든 매치되는
' 항목을 찾습니다.
mc = r.Matches("123abc456ababc")

' match collection 을 루프를 통해서 모든 매치되는 문자열과 위치를 조회합니다.
Dim i As Integer
For i = 0 To mc.Count - 1
' 매치되는 항목을 프린트 한다.
Response.Write(“검색된 문자열은 ”& mc(i).Value &“ 이고 “)
Response.Write(“검색된 위치는“ & mc(i).Index & ”입니다. <br>“)
Next i

4. Group 클래스
이 클래스는 단일 캡처링 그룹 결과를 나타냅니다. Group은 수량자를 사용하여 단일 검
색에서 0개 또는 하나 이상의 문자열을 캡처할 수 있으므로 Capture 개체의 컬렉션을 포함
합니다. Group은 Capture에서 상속되므로 캡처링된 마지막 부분 문자열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Group 인스턴스 자체는 Captures 속성에서 반환하는 컬렉션의 마지막 항목과
같습니다.
Group
형태의

인스턴스는
그룹화

Match.Groups(groupnum)

구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속성,

또는

"(?<groupname>)"과

같은

속성에

의해

Match.Groups("groupname")

반환됩니다.

Dim r As New Regex("^(?<name>\w+):(?<value>\w+)")
Dim m As Match = r.Match("Section1:119900")
이 정규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반환합니다.
m.Groups("name").Value = "Section1"
m.Groups("value").Value = "119900"

5. GroupCollection 클래스
GroupCollection 클래스는 캡처링된 그룹 컬렉션을 나타내고 단일 검색에서 캡처한
그룹을 반환합니다. 이 컬렉션은 읽기 전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용 생성자를 갖지

않습니다.

GroupCollection

인스턴스는

Match.Groups

속성에서

반환하는

컬렉션에

반환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정규식으로 캡처링한 그룹을 찾아서 그 수와 캡처된 그룹의 순번 그리고
그 그룹의 문자열이 나타난 문자열의 위치를 출력합니다. 그룹 컬렉션의 각 멤버에서 개별
캡처 항목을 추출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룰 Capture 클래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Imports System
Imports System.Text
Imports System.Text.RegularExpressions

Public Class RegexTest
Public Shared Sub RunTest()
'그룹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abc", "ab", and "b".
Dim r As New Regex(“(a(b))c”)
Dim m As Match = r.Match(“abdabc”)
Dim i As Integer
Dim strMessage As StringBuilder
strMessage = New StringBuilder()
strMessage.Append("검색된 그룹의 수는 " & m.Groups.Count.ToString & "<br>")
For i = 0 To m.Groups.Count - 1
' 매치되는 항목을 프린트 한다.
strMessage.Append("검색 그룹 " & (i + 1).ToString & "은 " & _
m.Groups(i).Value & " 이고 ")
strMessage.Append("검색된 위치는" & m.Groups(i).Index & "입니다. <br>")
Next i
Response.Write(strMessage.ToString)
End Sub
Public Shared Sub Main()
RunTest()
End Sub
End Class

이 예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된 그룹의 수는 3

검색 그룹 1 은 abc 이고 검색된 위치는 3 입니다.
검색 그룹 2 은 bc 이고 검색된 위치는 4 입니다.
검색 그룹 3 은 b 이고 검색된 위치는 4 입니다.

6. Capture 클래스
Capture 클래스는 하위 표현 캡처 하나를 표현합니다. 매치되는 각 그룹은 하나 이상의
Capture를 가질 수 있으며 한정사가 정규 표현식에서 사용될 경우 더욱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클래스 입니다. (한정사는 0, *, +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Group 컬렉션 전체를 반복하여 Group의 각 멤버에서 Capture 컬렉션을
For Each 문을 이용해서 루프를 돌면서 Capture 문자열을 찾은 원래 문자열 위치를 출력하
는 예제입니다.
Dim m As Match
Dim g As Group
Dim c As Capture
Dim r As New Regex(“(l)+”, RegexOptions.IgnoreCase)
m = r.Match(“hello Mr.Stonwin”)
Dim strR As New StringBuilder()
For Each g In m.Groups
strR.Append("그룹 : " & g.Value & "<br/>")
For Each c In g.Captures
strR.Append(" 캡처: " & c.Value & "(" & c.Index.ToString & ")" & "<br />")
Next
Next
lblMessage.Text = strR.ToString
End Sub

7. CaptureCollection 클래스
CaptureCollection 클래스는 캡처링된 부분 문자열 시퀀스를 나타내고 단일 캡처링 그룹에
의해 수행된 캡처 집합을 반환합니다. 캡처링 그룹은 수량자로 인해 단일 검색에서 둘 이상

의 문자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CaptureCollection 클래스의 개체인 Captures 속성은
Match 및 Group 클래스의 멤버로 제공되어 캡처링된 부분 문자열 집합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