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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xii

옮긴이 머리말  

“C/C++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 이제 그만둘 때가 됐어요. 그리고 GC를 쓰지 않는 언어가 

필요한 상황에는 러스트를 쓸 때입니다. 보안성과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업계가 C/C++ 사용 중

지를 선언해야 합니다.”

—  마크 러시노비치Mark Russinovich�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CTO(https://twitter�com/markrussinovich/
status/1571995117233504257 단축 URL  https://bit�ly/useRust)

C++ 개발자의 삶은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신경써야 할 것도 많기 때문이죠. 일

단 C++ 개발자가 되는 과정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입문서 한 권을 떼고 나서도 실무에서 진도를 빼

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 C++ 코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 구사하는 다양한 패턴과 이디엄

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어서 코드를 읽는 속도가 무척이나 더딥니다. 마치 너른 늪을 건너는 심정이

랄까요? 모르긴 몰라도 C++ 개발자를 위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 할 수 있는 

‘Effective C++’ 시리즈 4부작1과 ‘Exceptional C++’ 시리즈 3부작2에 소개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틈나

는 대로 익혀둬야 그나마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퀴를 다시 발명하는 일’을 막으려면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목차 정

도는 술술 꿸 줄 알아야 하고, 코드의 효율성과 표현력을 같이 챙기려면 3년마다 나오는 모던 C++의 

새 기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융통성 있는 코드를 작성하려면 템플릿을 잘 쓸 줄 알아야 

하는데, 자칫 길을 잘못 들면 템플릿 메타프로그래밍template metaprogramming이라는 어두컴컴한 방

에서 한동안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아직 표준에 들어가지 않은 기능이나 하

위 호환성이 중요한 기능이 필요하다면 부스트Boost3와 앱세일Abseil4을 들여다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Effective C++》, 《More Effective C++》, 《Effective STL》, 《Effective Modern C++》 이렇게 4권을 말합니다.

2 《Exceptional C++》, 《More Exceptional C++》, 《Exceptional C++ Style》 이렇게 3권을 말합니다.

3 https://www.boost.org/
4 https://abseil.io/



코딩에 들어가면 눈을 크게 뜨고 챙겨야 할 것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C++는 미정의 동

작undefined behavior을 회피하기 위한 규칙이 수백 개나 되기 때문에, 코드를 한 줄 한 줄 정말 신중

하게 짜지 않으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돌부리가 되어 그 자리에 남기 쉽습니다. 한 마디로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규칙의 대부분은, 이를테면 허가받지 않은 메모

리는 접근하지 말라든지, 산술 연산을 할 때는 오버플로가 안 생기게 조심하라든지, 0으로 나누지 말

라든지 하는 식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아, C++로 안

전하게 코딩하는 법을 다루는 책이 몇 권 나와 있긴 합니다.)5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감한 기능 개선은 늘 뒷

전으로 밀리고, 주석에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조심하라는 식의 주의 문구만 늘어갑니다. 기억해

야 할 것만 더 많아지는 셈이죠. 예를 들어 ‘소유권을 갖지 않는 포인터non-owning pointer’라고 주석이 

붙은 멤버 포인터 변수6를 깜박하고 삭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C++ 개발자는 이런 일이 생기

지 않게끔 코드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 의존성 관리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데, C++ 자체에 

표준화된 패키지 매니저가 없다 보니 적당한 서드파티 도구를 골라서 도입하는 일도 놓치지 않고 챙

겨야 합니다. 테스트를 붙이려는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고요.

뭐, 아무튼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걸 한데 잘 엮어 내기만 하면 앞으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게 내 맘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본경기는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닌데, 프로젝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버그 배쉬bug bash7라는 디펜스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버그와의 지루한 장기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미정의 동작’ 위에 올라탄 

버그에 당하지 않으려면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어이없지만 C++로 작성한 코드는 오류

나 경고 없이 컴파일되더라도 안전하게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 C++ 개발자의 삶은 대체 어

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좌절해 있다면 ‘개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언어, 러스트’8에 눈을 돌려 봅시다!

러스트를 쓰면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거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러스트를 쓸 때도 알아야 할 것

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기 때문이죠. C++가 조금씩 필요한 만큼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언어

5 《Secure Coding in C and C++, 2nd Edition》이 대표적입니다.

6 �https://source.chromium.org/chromium/chromium/src/+/main:chrome/browser/ui/views/omnibox/omnibox_row_view.h;l=60,63,68,71을 참고

해 주세요.

7 버그를 찾아 고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8  러스트는 스택 오버플로가 실시한 2022 개발자 설문에서 7년 연속 개발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언어로 뽑혔습니다(https://survey.

stackoverflow.co/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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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러스트는 모든 걸 제대로 알고서 시작해야 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러스트의 소유와 이동

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곧바로 코딩하려 들면 컴파일러가 늘어놓는 잔소리에 초장부터 진이 빠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탓에 러스트는 학습 곡선이 가파르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C++를 쓰더라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려면 러스트의 학습 곡선 앞쪽에 놓인 개

념들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C++와 러스트 개발자가 다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와 전략이 조금 다른 것뿐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알아둬야 할 것을 미리 확실하게 다져 놓

고 시작할 뿐인데 여기에 따라오는 보상은 무척이나 큽니다. 러스트의 약속은 아주 단순합니다. 컴파

일러의 여러 검사를 통과한 프로그램에는 미정의 동작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러스트는 대상을 

잃은 포인터, 중복 해제, 널 포인터 역참조를 전부 컴파일 시점에 잡습니다. 또 배열 참조를 컴파일 시

점 검사와 실행 시점 검사로 보호하기 때문에 버퍼 오버런buffer overrun이 없습니다. 러스트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C++로 작성한 프로그램과 똑같은 결함을 가졌더라도 오류 메시지와 함께 안전하게 종료

합니다.

뭐든지 삐딱하게 바라보길 좋아하는 역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C++로도 얼마든지 안전한 코드

를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며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내내 의심하고 또 의심했지만, 그때마

다 경험 많은 저자가 이 책의 1장 첫 부분에서 적은 이 한 문장이 마음 한구석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C와 C++에서 미정의 동작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마치 체스 게임에서 규칙을 알고 있으니 이

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C++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언어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C++ 커뮤니

티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성과가 두드러졌는데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관계쯤으로 자리매

김하려고 하는 소위 C++의 미래를 자처하는 후계자가 대거 쏟아졌습니다. 카본Carbon,9 씨피피프론

트Cppfront,10 발Val11이 그 주인공인데요, 무척 기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상

태가 아니다 보니 당분간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러스트는 C++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다각도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안전성은 물론, 쾌적한 사용성

까지 챙기는 걸 목표로 합니다. 세련되고 모던한 문법으로 컴파일러의 친절한 코칭을 받아 가며 즐겁

게 코딩할 수 있는 데다 언어 차원에서 안전성을 담보해 준다니, 정말이지 지금은 러스트가 C++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대세의 흐름에 합류해서 부디 C++

9 https://github.com/carbon-language

10 https://github.com/hsutter/cppfront
11 https://www.val-lang.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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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를 경험하시길 응원합니다.

이제 약간의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 타이밍이군요. 이 책을 옮기면서 마음만은 언제나 철저히 독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

니다. 출간 직전 원고를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드는 아쉬움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갸우뚱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역자의 부족함 탓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이 책에서 접하게 될 우리말로 된 전문 용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언어 포털(https://www.microsoft.

com/ko-kr/language)과 함께, IT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번역가로 손꼽히는 곽용재 님과 류광 님께서 정

리하신 용어 대역을 최대한 참고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일을 해주신 두 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지난 201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RustFest에서의 기억을 추억해봅니다. 저는 

당시에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커뮤니티와 다양하고 열정 넘치는 세션 그리고 세션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던 그때 그 분위기가 정말이지 러스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책에서도 그런 러스트

다움이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감사의 글

이 책이 우리말로 옮겨지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시간과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격려가 필요했습

니다. 이 책의 번역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번번히 예정된 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던 못난 역자에

게 늘 용기를 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님(드디어 책이 나오는군요!!!), 원서보다 더 멋지게 편집해주신 북아

이 김수미 님(와우, 책이 너무 예쁜데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서툰 글을 깔끔하게 다듬어주신 김정준 

님(덕분에 읽을 만한 글이 되었어요!)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기술적인 오류와 내용을 검토해주신 강병수 님, 옥찬호 님, 윤찬식 님, 그리고 제이펍 리뷰어 

12기 김용현 님, 김용회 님, 김태근 님, 양성모 님, 이석곤 님, 이용진 님, 이현수 님, 정욱재 님, 정현

준 님, 황시연 님(이상 가나다순)께도 감사와 고마움의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든든한 우리 가족, 아내 은선이(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와 딸 하은이(이제 아빠 말고 

엄마 좀 닮으면 안 될까?)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전합니다. 

조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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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xvi

베타리더 후기  

강병수(엔씨소프트)

러스트 언어의 폭발적인 인기에 비해 국내에 번역된 양질의 러스트 언어 도서가 별로 없는 환경에서, 

The Book(《러스트 프로그래밍 공식 가이드》) 이후에 읽을만한 기본서~중급도서 사이에 포지셔닝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이 책은 적어도 한 가지의 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러스트 언어를 레퍼

런스 식으로 배우지 않고 테마별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쉽지 않은 도서라 반가웠습니다. 러스

트의 기본적인 문법 및 특징 설명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의 주요 주제별 대표 라이브러리를 통한 문

제 해결 방법을, 코드 샘플 예제와 실습을 통해 꼼꼼하게 빠짐없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분량

이지만, 러스트 입문 후 반드시 생각해야 하거나 겪게 될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김용회(씨에스피아이)

최근의 개발 언어들은 가독성이 좋고 배우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속도 같은 성능적인 요소

가 강조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같은 영역에서는 아직도 C/C++을 대체하기에 다소 역부족이라 생

각합니다. 문제는 어렵다는 건데, 러스트는 C++만큼 강력함을 제공하면서도 메모리 등의 자원을 관

리하고 동시성 제어와 비동기 처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것

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김태근(연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러스트 프로그래밍 공식 가이드》가 친절한 입문서였다면 이 책은 그다음 단계를 위한 중급서에 가깝

습니다. 러스트가 지닌 특징들을 C/C++나 자바, 파이썬 등과 비교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해줍니다. 그

러면서도 이 정도 두께의 책들에서 보이는 고질적인 문제인 지루함을 위트 있는 비유들로 재밌게 헤쳐 

나갑니다. 원서도 워낙 훌륭했었는데, 한글 번역도 수준급이라 술술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양성모(현대오토에버)

이 책은 러스트 프로그래밍 심화 과정에 속할 것 같습니다. 러스트 언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숙련된 

개발자가 러스트의 동작 방식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역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읽기 편했습니다. 

옥찬호(Momenti)

이직하면서 러스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러스트에 대한 관

심이 많아진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러스트 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프로그래

밍 러스트》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PhantomData, Pin, 매크로 등 

고급 기법까지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러스트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윤찬식(윤개발소)

이 책은 적절한 그림과 상세한 설명을 통해 러스트의 문법 및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러스트의 강력한 컴파일러 덕분에, C/C++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수많은 미

정의/미지정 동작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코드를 작성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러스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언어적 기능은 견고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러스트가 곧 

미래입니다.

이석곤(아이알컴퍼니) 

새로운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C/C++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직 없

고, 러스트가 아마 대체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러스트가 처음에는 배우기가 쉽

지 않으나, 이 책에서는 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어 초심자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

습니다. 이번 베타리딩을 통해서 러스트 언어의 사상과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

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용진(SAP LABS KOREA)

러스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만, 러스트에 대해 약간이라도 이해하고 보면 더 좋을 내용들

을 담고 있습니다. 러스트에만 사용하는 문법들에 대해 코드 예제로 잘 설명되고 있어서 코드를 따라 

해보면서 이해하기 좋습니다. 러스트에 대해 기초부터 단단히 쌓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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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글래스돔코리아) 

러스트가 최근에 나온 언어인 줄 알았는데, 나온 지 이미 10년도 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

지 C, C++, 자바, C#, 스칼라, 파이썬, 타입스크립트, Go 등 여러 언어를 사용해보았는데, 러스트를 

보니 지금까지 거쳐 간 언어들의 특징들이 한데 녹아들어 간 느낌이 들고, 마치 C++와 스칼라가 잘 

섞인 느낌이라 신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리눅스 커널 개발에도 러스트가 들어간다고 하니 매우 기

대됩니다.

정욱재

러스트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시 제대로 개념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 좋은 책입니

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코드를 작성해가며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렬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책으로 잘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 여겼는데, 이 부분도 알기 쉽

도록 설명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현준(원티드랩)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CTO도 이야기했지만, 러스트는 memory safety를 위해 많은 뛰어

난 개발자들이 더 널리 보급되기를 원하는 매우 뛰어난 언어입니다. 학습 곡선이 높다는, 즉 배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만큼 배울 가치가 있는 언어이며, 이 책 《프로그래밍 러스트(개정판)》과 함

께라면 그 길이 조금은 더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황시연(엘로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비해 러스트는 개념과 컴파일 부분을 익히는 데 학습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성과 동시성을 두루 갖춰 많은 사람이 찾고 사용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학

습 곡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이론과 시스템 성능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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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다.

요즘은 따로 설명이 필요할 만큼 대부분의 프로그래머에게 낯선 분야가 됐지만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밑바탕을 이룬다.

노트북을 닫으면 운영체제는 이를 감지해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전부 중단하고 화면을 끄고 컴퓨

터를 잠자기 상태로 전환한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면 다시 화면과 다른 구성 요소의 전원이 들어오

고 각 프로그램이 중단됐던 곳에서 재개된다. 우리는 이 과정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는 시스

템 프로그래머가 많은 코드를 작성해 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범주를 알아보자.

•	운영체제

•	모든 종류의 장치 드라이버

•	파일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	매우 저렴한 장치나 극도로 안정적이어야 하는 장치에서 실행되는 코드

•	암호학

•	미디어 코덱(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파일을 읽고 쓰는 소프트웨어)

•	미디어 처리(예: 음성 인식이나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	메모리 관리(예: 가비지 컬렉터 구현)

•	텍스트 렌더링(텍스트와 폰트를 픽셀로 바꾸는 변환)

•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같은)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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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킹

•	가상화와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	과학 시뮬레이션

•	게임

한마디로 말해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제한된 자원을 다루는 프로그래밍이다. 즉, 모든 바이트와 모

든 CPU 사이클이 소중할 때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다.

기본적인 앱을 지원하는 데 관여하는 시스템 코드의 양은 너무 방대해서 믿기 힘들 정도다.

이 책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알려주지 않는다. 사실 이 책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본 적

이 없는 독자라면 불필요하게 난해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메모리 관리의 많은 세부 사항을 다룬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시스템 프로그래머라면 러스트가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러스트는 수

십 년 동안 전체 산업을 괴롭혔던 주요하고 잘 알려진 문제를 제거하는 새로운 도구다.

대상 독자

이 책은 C++의 대안을 찾을 준비가 된 시스템 프로그래머를 위한 책이면서 동시에 C#, 자바, 파이

썬, 자바스크립트 등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경험이 많은 개발자를 위한 책이다.

하지만 러스트만 배우는 건 아니다. 이 언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시스템 프로그래밍 경험도 어느 정

도 필요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러스트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사이드 프로젝트를 구현해보길 권한다. 

러스트의 속도, 동시성, 안전성을 이용하는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무언가를 구축해 보자. 이 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제 목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집필 배경

이 책은 필자가 러스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원했던 그런 책이다. 러스트의 크고 새로운 여러 개념

을 하나씩 눈앞에 펼쳐놓고 깔끔하고 깊이 있게 따져 물어서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책의 구성

이 책의 1장과 2장에서는 러스트를 간단히 소개하고 둘러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러스트의 기본 데



이터 타입을 알아본다. 이어서 4장과 5장에서는 소유권과 레퍼런스의 핵심 개념을 다룬다. 이 다섯 

장은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한다.

6장부터 10장까지는 언어의 기본기, 즉 표현식(6장), 오류 처리(7장), 크레이트와 모듈(8장), 스트럭트(9

장), 이늄과 패턴(10장)을 다룬다. 이들 주제를 다루는 장은 대강 훑어보고 넘어가도 괜찮지만 오류 처

리를 다루는 장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말자. 필자를 믿어주시라.

11장에서는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개념 중 마지막 두 가지인 트레이트와 제네릭을 다룬다. 트레이트

는 자바나 C#의 인터페이스와 비슷하다. 러스트에서 사용자 정의 타입을 언어 자체에 통합할 때 쓰

는 주요 방법이기도 하다. 12장에서는 트레이트가 어떤 식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을 지원하는지 보여주

고, 13장에서는 더 많은 유틸리티 트레이트를 다룬다.

트레이트와 제네릭을 이해하고 나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묶어 뒀던 자물쇠가 풀린다. 놓치면 후회

할 두 가지 핵심 도구인 클로저와 이터레이터는 각각 14장과 15장에서 다룬다. 나머지 장, 즉 컬렉션

(16장), 문자열과 텍스트(17장), 입력과 출력(18장), 동시성(19장), 비동기 프로그래밍(20장), 매크로(21장), 

안전하지 않은 코드(22장), 외부 함수(23장)는 어떤 순서로 읽든지 상관없고, 필요에 따라서 간만 보고 

넘어가도 좋다.

표기와 조판 관례

다음은 이 책에 쓰이는 글꼴 조판 관례다.

•	고딕체

새로운 용어, URL, 이메일 주소, 파일 이름, 파일 확장자를 나타낸다.

•	고정폭

프로그램 코드와 더불어 문단 안에서 변수, 함수 이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타입, 환경 변수, 실

행문, 키워드 같은 프로그램 요소를 참조할 때 쓴다.

•	굵은 고정폭

사용자가 적힌 그대로 타이핑해야 하는 명령이나 기타 텍스트를 보여준다.

•	기울어진 고정폭

사용자가 제공한 값이나 전후 사정에 따라서 결정된 값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텍스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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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콘은 일반적인 참고 사항을 의미한다.

코드 예제 사용

(코드 예제와 연습문제 등의) 보조 자료는 https://github.com/chosungmann/programming-rust-2nd-

edition-examples( 단축 URL �https://bit.ly/programming-rust-2nd)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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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P T E R1
시스템 프로그래머,  

남부럽지 않은 도구로 날개 달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쟁 상대보다 10배는커녕 심지어 2배만 더 빨라도 승자의 자리를 넘볼 수 있

는데, 이를테면 러스트가 노리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 소프트웨어 시장도 하드웨어 시장처럼 속

도가 한 시스템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레이든 호어Graydon Hoare(https://graydon.livejournal.com/236436.html)12

모든 컴퓨터는 이제 병렬성을 가진다... 병렬 프로그래밍이 곧 프로그래밍이다.

—마이클 맥쿨Michael McCool 외� Structured Parallel Programming13

트루타입 파서의 결함이 국가적 안보를 위협하는 데 쓰였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보안에 민감

하다.

—앤디 윙고Andy Wingo(https://twitter.com/andywingo/status/610765099498872832)

필자가 이 책을 여는 인용구로 굳이 이 세 가지를 고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수수께끼를 하나 

풀고 시작하자. 다음의 C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int main(int argc, char **argv) {
  unsigned long a[1];
  a[3] = 0x7ffff7b36cebUL;

12 옮긴이  러스트의 창시자. 그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https://twitter.com/graydon_pub을 팔로우하자.

13 옮긴이  https://parallel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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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0;
}

오늘 아침 짐Jim의 노트북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출력됐다.

undef: Error: .netrc file is readable by others.
undef: Remove password or make file unreadable by others.

그러고는 죽어버렸다.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실행해 보면 아마 또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프로그램에는 결함이 있다. 배열 a는 요소가 하나뿐이므로 a[3]이라고 쓰는 건 C 프로그래밍 언

어 표준에 따르면 미정의 동작undefined behavior이다.

본 국제 표준이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이식할 수 없거나 잘못된 프로그램 구문 요소 또는 잘못

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의 동작

미정의 동작은 단순히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내고 마는 게 아니다. 해당 표준은 노골적으로 프로그

램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허락한다. 앞서 나온 프로그램의 경우 저런 식으로 배열의 네 번째 요소에 

값을 저장하면, 함수 호출 스택이 깨져서 프로그램이 main 함수에서 복귀할 때 정상 종료하지 않고,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에서 비밀번호를 찾는 표준 C 라이브러리의 코드 한복판으로 점프

한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다.

C와 C++는 미정의 동작을 회피하기 위한 규칙이 수백 개나 된다. 그중 대부분은 이를테면 허가받지 

않은 메모리는 접근하지 말라든지, 산술 연산을 할 때는 오버플로가 안 생기게 조심하라든지, 0으로 

나누지 말라든지 하는 식의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컴파일러는 이러한 규칙을 강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골적인 위반을 탐지할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실제로 앞서 나온 프로그램은 아무런 오류나 

경고 없이 컴파일된다. 미정의 동작을 회피할 책임이 전적으로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다.

경험에 비춰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리네 프로그래머의 실적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유타 대학교의 

연구원이었던 펑 리Peng Li는 C와 C++ 컴파일러를 수정해서 이를 통해 생성되는 프로그램이 특정 

형태의 미정의 동작을 수행할 때마다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만들었는데, 수준 높은 코드로 정평이 

난 프로젝트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문제를 알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C와 C++에

서 미정의 동작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마치 체스 게임에서 규칙을 알고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CHAPTER 1 시스템 프로그래머, 남부럽지 않은 도구로 날개 달다 2



가끔 이상한 메시지가 찍히거나 크래시가 나는 건 품질 문제일 수 있다 치더라도, 부주의에 의한 미

정의 동작은 인터넷 초창기에 1988 모리스 웜Morris Worm14이 앞서 본 것과 비슷한 기법을 사용해 스

스로를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전파한 이래로 보안 결함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C와 C++ 프로그래머의 입장이 여간 난처한 게 아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산

업 표준으로 자리매김해온 이들 언어가 자신이 져야 할 책무를 프로그래머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크

래시와 보안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한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대하다 보면 이런 의문

이 절로 든다.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까?

프로그래머의 짐을 덜어 주는 안전성

여기에 대한 필자의 답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인용구로 풀어 볼 수 있다. 세 번째 인용구는 2010년 

당시 산업용 제어 장비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난 컴퓨터 웜 스턱스넷Stuxnet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장악

할 때 사용했던 여러 기법의 하나가, 바로 워드 프로세서에 내장된 트루타입 글꼴 파싱 코드의 미정

의 동작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며 언급된 이야기다. 해당 코드를 작성한 사

람은 자신의 코드가 그런 식으로 쓰일 줄 전혀 몰랐겠지만, 이 사건은 보안이란 게 단순히 운영체제

와 서버만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신뢰할 수 없는 외부 데이터를 다

루는 소프트웨어는 누구든 취약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스트 언어가 내미는 약속은 단순하다. 컴파일러의 여러 검사를 통과한 프로그램에는 미정의 동작

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러스트는 대상을 잃은 포인터, 중복 해제, 널 포인터 역참조를 전부 컴파일 

시점에 잡는다. 또 배열 참조를 컴파일 시점 검사와 실행 시점 검사로 보호하기 때문에 버퍼 오버런

buffer overrun이 없다. 러스트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앞서 본 C 프로그램과 똑같은 결함을 가졌더라도 

오류 메시지와 함께 안전하게 종료한다.

게다가 러스트는 안전성과 쾌적한 사용성을 둘 다 잡는 게 목표다. 러스트는 프로그램의 동작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C와 C++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약을 코드에 부과하므로, 이런 제약 속

에서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어 자체는 전반적으

로 유연성이 높고 표현력이 뛰어난데, 러스트로 작성된 폭넓은 코드의 양과 다양한 응용 범위를 알고 

나면 아마 쉽게 수긍이 갈 것이다.

14 옮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진 최초의 컴퓨터 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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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언어가 실수를 많이 잡아 준다는 신뢰가 생기면, 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시

도해 볼 마음이 든다. 메모리 관리와 포인터 유효성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신경 써준다는 걸 알면 크

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고칠 때 위험성이 줄어든다. 또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다른 부분이 망가질 가능성이 없으면 디버깅이 훨씬 단순해진다.

물론 러스트가 탐지할 수 있는 버그의 양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코드에서 미정의 동

작만 사라져도 개발 특성이 크게 좋아진다.

맘먹은 대로 되는 병렬 프로그래밍

C와 C++는 동시성concurrency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아, 개발자들은 보통 싱글 스레

드 코드로 필요한 성능을 낼 수 없겠다 싶을 때만 동시성에 의지한다. 그러나 두 번째 인용구는 모던 

컴퓨팅에서 병렬성을 최후의 수단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곧 알게 되겠지만 러스트에서는 메모리 안전성을 책임지는 데 쓰이는 제약이 데이터 경합이 없는 프

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 한 스레드 간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변

경되는 데이터는 동기화 기본 요소를 써야만 접근할 수 있다. 러스트는 뮤텍스mutex, 조건 변수, 채

널, 원자성 지원 등 기존의 동시성 도구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이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점검해 준다.

바로 이런 점이 러스트를 최신 멀티 코어 기기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언어로 만들

어 준다. 러스트 생태계는 복잡한 작업 부하를 프로세서 풀에 고루 분배할 수 있게 도와주고 Read-

Copy-Update와 같은 무잠금 동기화 기법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등, 일반적인 동시성 기본 요소의 역

할을 뛰어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빠른 속도

끝으로 첫 번째 인용구를 볼 차례다. 러스트는 비야네 스트롭스트룹Bjarne Stroustrup15이 그의 논문 

‘Abstraction and the C++ Machine Model’16에서 표명하고 있는 C++의 포부를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C++ 구현 환경은 무비용zero-overhead 원칙을 따른다. 즉,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용

을 쓰지 않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 사용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을 제공한다.

15 옮긴이  C++의 창시자. 이름이 어렵기로 유명한데, 정확한 발음은 https://www.stroustrup.com/pronounciation.wav에서 확인하자.

16 옮긴이  https://www.stroustrup.com/abstraction-and-machine.pdf(또는 https://bit.ly/st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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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프로그래밍은 머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일과 관계가 있다. 비디오 게임의 경우에는 플레이

어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데 머신 전체가 전념해야 한다. 웹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효율성이 콘텐츠 제작자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치를 결정하므로, 콘텐츠 자체에 머신의 고유 한도 내

에서 가능한 많은 메모리와 프로세서의 관심을 할애해야 한다. 운영체제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

용되는데, 커널은 머신의 자원을 사용자 프로그램에게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어야지 자신이 소비해

서는 안 된다.

그런데 러스트가 ‘빠르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속뜻은 뭘까? 범용 언어를 쓰면 누구라도 느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 사실 그보다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밑바닥에 있는 머신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기꺼이 투자할 마음이 있다면, 러스트가 그 노력의 여정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러스트는 효율적인 기본값을 가지고 설계된 언어로서, 메모리의 사용 방식과 프로세

서의 관심이 할애되는 방식을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협업이 쉬워지는 개발 환경

사실 이번 장의 제목에는 네 번째 인용구가 숨어 있다. ‘시스템 프로그래머, 남부럽지 않은 도구로 날

개 달다’라는 말은 러스트의 코드 공유와 재사용에 관한 지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러스트의 패키지 관리자이자 빌드 도구인 카고Cargo를 이용하면 러스트의 공개 패키지 저장소인 

crates.io 웹사이트에 올라온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라이브러리의 이름

과 버전 번호를 파일에 적어 두기만 하면, 카고가 해당 라이브러리와 여기에 딸린 부속 라이브러리를 

차례로 내려받아서 전부 링크해 준다. 여기서 카고를 견고한 버전 관리와 재현 가능한 빌드에 주안점

을 둔 러스트식 NPMNode Package Manager이나 루비젬스RubyGems라고 보면 쉽다. 이런 식으로 가져

다 쓸 수 있는 러스트 라이브러리의 종류는 규격화된 직렬화에서부터 HTTP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

리고 모던 그래픽 API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러스트는 언어 자체도 협업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러스트의 트레이트trait와 제네

릭generic을 사용하면, 다양한 맥락에서 쓸 수 있는 유연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

다. 또한 러스트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흔히 마주하는 사례를 위한 공유 관례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일련의 기본 타입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손쉬운 사용을 돕는다.

다음 장은 러스트의 이러한 강점을 잘 보여 주는 작은 프로그램 몇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 이번 장에

서 다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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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H A P T E R  

러스트 둘러보기

필자는 이 책을 쓰면서 고민이 있었다. 러스트가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징은 책 첫 페이지에 미사

여구로 담아낼 수 있는 독특하고 신기한 기능이 아니라, 언어의 모든 부분이 앞 장에서 제시한 안전

하고 빠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서로 원활하게 협업하도록 설계된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러스트는 언어의 각 부분이 전체의 맥락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존재 가치를 발

휘한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기 전에, 작지만 완전한 프로그램 몇 가지를 둘러보면

서 각 맥락에 따라 관련된 언어 기능을 조금씩 알아보는 장을 마련했다.

•	먼저 가볍게 몸을 푸는 차원에서, 명령줄 인수를 받아 간단한 계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살펴

본다. 이 과정에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해 보고, 러스트의 핵심 타입과 트레이트trait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	다음으로 웹 서버를 만들어 본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써서 HTTP에 관한 세부 사항을 처리

해 보고, 문자열 처리, 클로저closure, 오류 처리에 대해서도 짚어 본다.

•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프랙탈fractal을 그리는데, 그냥 하지 않고 여기에 필요

한 계산을 여러 스레드로 분산시켜서 속도를 같이 챙긴다. 이를 통해서 제네릭 함수의 예를 살펴보

고, 픽셀 버퍼 같은 것은 어떻게 다루는지 또 러스트의 동시성 지원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본다.

•	끝으로 정규 표현식을 써서 파일을 처리하는 강력한 명령줄 도구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러스트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파일 처리 기능과 더불어, 서드파티 정규 표현식 라이브러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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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H A P T E R  

가장 많이 쓰이는 것 한 가지를 소개한다.

미정의 동작을 방지하면서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러스트의 약속은 벡터와 문자열 

같은 표준 데이터 구조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

체적인 시스템 설계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책 전반

에 걸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러스트가 얼마나 유능하고 쓰기 좋은 언어인지 알아

보자.

먼저, 당연한 이야기지만 러스트를 사용하려면 컴퓨터에 설치부터 해야 한다.

rustup과 카고
러스트는 rustup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좋다. https://rustup.rs로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따라 하면 된다.

아니면 러스트 웹사이트(https://www.rust-lang.org/)로 가서 리눅스, 맥OS, 윈도우용으로 미리 빌드해 

둔 패키지를 내려받는 방법도 있다. 일부 운영체제 배포판에는 러스트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필

자는 rustup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루비의 RVM이나 노드의 NVM에 해당하는 러스트의 

설치 관리 도구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러스트의 새 버전이 나왔을 때 아무것도 클릭할 필요 없이 그

냥 rustup update라고 치기만 하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설치를 마치고 나면 명령줄에서 다음의 세 가지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cargo --version
cargo 1.49.0 (d00d64df9 2020-12-05)
$ rustc --version
rustc 1.49.0 (e1884a8e3 2020-12-29)
$ rustdoc --version
rustdoc 1.49.0 (e1884a8e3 2020-12-29)

여기서 $는 명령 프롬프트인데, 윈도우에서는 C:\>와 같은 식으로 표시될 것이다. 앞서 나온 내용은 

설치된 세 가지 명령의 버전을 출력한 결과다. 각 명령을 차례로 살펴보자.

•	cargo는 러스트의 컴파일 관리자이자 패키지 관리자이며,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도구다. 새 프로

젝트를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빌드해 실행하고, 코드가 의존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기 위

한 용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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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tc는 러스트 컴파일러다. 보통은 카고를 통해 실행하지만, 가끔은 직접 실행해야 할 때도 있다.

•	rustdoc은 러스트 문서화 도구다.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적절한 형식의 주석으로 문서를 작성

해 두면 이를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HTML 문서를 만들어 준다. rustc처럼 보통은 카고를 통

해 실행한다.

카고를 쓰면 새 러스트 패키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카고가 만들어 주는 패키지에는 적절한 값으

로 미리 설정해 둔 표준 메타데이터 몇 가지가 함께 제공되어 매우 편리하다.

$ cargo new hello
     Created binary (application) `hello` package

이 명령은 명령줄 실행 파일을 빌드하기 위한 hello라는 이름의 새 패키지 디렉터리를 만든다.

이 패키지의 최상위 디렉터리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d hello
$ ls -la
total 24
drwxrwxr-x.  4 jimb jimb 4096 Sep 22 21:09 .
drwx------. 62 jimb jimb 4096 Sep 22 21:09 ..
drwxrwxr-x.  6 jimb jimb 4096 Sep 22 21:09 .git
-rw-rw-r--.  1 jimb jimb    7 Sep 22 21:09 .gitignore
-rw-rw-r--.  1 jimb jimb   88 Sep 22 21:09 Cargo.toml
drwxrwxr-x.  2 jimb jimb 4096 Sep 22 21:09 src

카고가 만든 파일 중에서 Cargo�toml은 패키지의 메타데이터를 담아 두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다

음에서 보다시피 아직은 들어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

[package]
name = "hello"
version = "0.1.0"
edition = "2021"

# See more keys and their definitions at
# https://doc.rust-lang.org/cargo/reference/manifest.html

[dependencies]

이 프로그램이 언젠가 다른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을 갖게 될 때 관련된 내용을 이 파일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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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두면, 카고가 우리 대신 해당 라이브러리를 내려받고, 빌드하고, 업데이트해 줄 것이다. Cargo�

toml 파일은 8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카고는 패키지를 만들 때 git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git 메타데이터 디렉터리와 

�gitignore 파일을 같이 만들어 준다. 명령줄에서 cargo new에 --vcs none을 주면 이 단계를 건너

뛸 수 있다.

src는 실제 러스트 코드를 담아 두기 위한 디렉터리다.

$ cd src
$ ls -l
total 4
-rw-rw-r--. 1 jimb jimb 45 Sep 22 21:09 main.rs

이 디렉터리에는 카고가 우리 대신 작성해 둔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 있다. main�rs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n main() {
    println!("Hello, world!");
}

러스트에서는 ‘Hello, World!’ 프로그램조차 작성할 필요가 없다. 두 개의 파일과 총 열세 줄의 코드, 

이것이 새 러스트 프로그램을 위해 마련되는 기본 틀의 전부다.

이 프로그램을 빌드해 돌려 보려면 cargo run 명령을 실행한다. 패키지 안에 있는 디렉터리이기만 하

다면 어느 위치에서 실행하든 상관없다.

$ cargo run
   Compiling hello v0.1.0 (/home/jimb/rust/hello)
    Finished dev [unoptimized + debuginfo] target(s) in 0.28s
     Running `/home/jimb/rust/hello/target/debug/hello`
Hello, world!

그러면 카고가 러스트 컴파일러인 rustc로 패키지를 컴파일한 다음,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준다. 실행 파일은 패키지의 최상위에 있는 target 디렉터리에 만들어진다.

$ ls -l ../target/de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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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80
drwxrwxr-x. 2 jimb jimb   4096 Sep 22 21:37 build
drwxrwxr-x. 2 jimb jimb   4096 Sep 22 21:37 deps
drwxrwxr-x. 2 jimb jimb   4096 Sep 22 21:37 examples
-rwxrwxr-x. 1 jimb jimb 576632 Sep 22 21:37 hello
-rw-rw-r--. 1 jimb jimb    198 Sep 22 21:37 hello.d
drwxrwxr-x. 2 jimb jimb     68 Sep 22 21:37 incremental
$ ../target/debug/hello
Hello, world!

작업을 마친 뒤에 생성된 파일들을 정리하는 일도 카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 cargo clean
$ ../target/debug/hello
bash: ../target/debug/hello: No such file or directory

러스트 함수

러스트의 문법은 의도적으로 다른 언어들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등

에 익숙하다면 아마 러스트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구조를 통해서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음은 유클리드 호제법(https://en.wikipedia.org/wiki/Euclidean_algorithm)으로 두 정수의 최대공약수를 구

하는 함수다. 이 코드를 src/main�rs 끝에 넣어 두자.

fn gcd(mut n: u64, mut m: u64) -> u64 {
    assert!(n != 0 && m != 0);
    while m != 0 {
        if m < n {
            let t = m;
            m = n;
            n = t;
        }
        m = m % n;
    }
    n
}

fn 키워드(‘펀’이라고 읽는다)는 함수를 정의한다. 여기서는 gcd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함수

는 부호 없는 64비트 정수인 u64 타입의 두 매개변수 n과 m을 받아서 u64 값 하나를 반환한다. -> 토

큰 뒤에 있는 것이 반환 타입이다. 네 칸 들여쓰기는 표준 러스트 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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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의 머신 정수 타입은 이름에 크기와 부호의 유무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i32는 부호 있는 

32비트 정수고, u8은 부호 없는 8비트 정수(‘바이트’ 값을 다룰 때 쓰인다)다. isize와 usize 타입은 포

인터 크기의 부호 있는 정수와 부호 없는 정수를 쥐는데, 32비트 플랫폼에서는 32비트 크기고, 64비

트 플랫폼에서는 64비트 크기다. 러스트의 부동소수점 타입에는 f32와 f64 두 가지가 있다. 이들은 

IEEE가 정의한 단정밀도와 배정밀도 부동소수점 타입으로, C와 C++의 float 및 double과 같다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변수는 한 번 초기화되고 나면 그 값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매개변수 n과 m 앞에 mut 

키워드(mutable의 준말로 ‘뮤트’라고 읽는다)를 붙이면 함수 본문에서 이들에게 값을 배정할 수 있게 된

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변수가 초기화된 이후에 다시 값을 배정받지 않으므로, 예외적인 것 앞에 mut 

키워드가 있으면 코드를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나온 함수의 본문은 assert! 매크로를 호출해서 두 인수가 모두 0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으

로 시작한다. 문자 !는 이것이 함수 호출이 아니라 매크로 호출이라는 걸 말해 준다. C와 C++의 

assert 매크로처럼, 러스트의 assert!는 인수가 참인지 아닌지 검사해 보고 참이 아닐 경우 해

당 소스 위치가 포함된 메시지와 함께 프로그램을 종료하는데, 이런 종류의 갑작스러운 종료를 패닉

panic이라고 한다. C와 C++에서는 단언문을 건너뛸 수 있지만, 러스트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컴파일

되었든 상관없이 항상 단언문을 검사한다. 단, debug_assert! 매크로를 쓰면 프로그램이 고성능 모

드로 컴파일될 때 단언문이 생략된다.

이 함수의 핵심은 if 문과 배정문으로 이뤄진 while 루프다. 러스트는 C나 C++와 달리 조건식을 괄

호로 묶지 않아도 되지만, 통제 범위에 있는 실행문들은 반드시 중괄호({ })로 묶어야 한다.

let 문은 위 함수의 t와 같은 지역변수를 선언한다. 러스트는 변수의 쓰임새에서 타입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t의 타입은 적지 않아도 된다. 앞의 함수에서 t가 될 수 있는 타입은 m과 n 같은 u64뿐이다. 

러스트는 함수 본문 안에 있는 타입만 추론하므로, 함수 매개변수와 반환값의 타입은 앞에서처럼 꼭 

적어 주어야 한다. t의 타입을 적고 싶다면 다음처럼 하면 된다.

let t: u64 = m;

러스트는 return 문을 가지고 있지만, gcd 함수에는 필요치 않다. 함수 본문이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는 표현식으로 마치면, 그것이 함수의 반환값이 된다. 사실 중괄호로 묶인 블록은 모두 표현식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은 메시지를 출력한 뒤 x.cos()를 자신의 값으로 산출하는 표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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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ln!("evaluating cos x");
    x.cos()
}

보통 러스트에서는 제어가 함수 ‘끝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값을 정하며, 함수 중

간에서 일찍 반환해야 할 때만 return 문을 쓴다.

단위 테스트 작성해 돌려보기

러스트는 언어에 간단한 테스트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다음은 앞서 본 gcd 함수를 테스트하는 함수

다. 이 코드를 src/main�rs 끝에 넣어 두자.

#[test]
fn test_gcd() {
    assert_eq!(gcd(14, 15), 1);

    assert_eq!(gcd(2 * 3 * 5 * 11 * 17,
                   3 * 7 * 11 * 13 * 19),
               3 * 11);
}

이 코드는 gcd가 올바른 값을 반환하는지 검사하는 test_gcd라는 함수를 정의한다. 이 정의 맨 위

에 있는 #[test]는 test_gcd가 테스트 함수라는 걸 나타낸다. 테스트 함수는 보통 컴파일 대상에

서 제외되지만, cargo test 명령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포함되어 호출된다. 테스트 함

수는 소스 트리 사방에 흩어놔도 되고, 테스트할 코드 바로 옆에 두어도 된다. cargo test는 이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알아서 전부 모아 실행시켜 준다.

#[test] 표시는 어트리뷰트attribute의 한 예다. 어트리뷰트는 함수와 기타 다른 선언에 추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C++와 C#의 어트리뷰트나 자바의 애너테이션annotation과 같다고 

보면 된다. 컴파일러 경고와 코드 스타일 검사를 제어하고, (C와 C++의 #ifdef처럼) 조건에 따라 포함

시킬 코드를 달리 가져가고, 다른 언어로 쓰인 코드를 러스트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려 주는 

등의 일을 하는 데 쓰인다. 앞으로 더 많은 어트리뷰트의 예를 보게 될 것이다.

gcd와 test_gcd의 정의가 이번 장 맨 앞에서 만든 hello 패키지 안에 있고, 현재 디렉터리가 이 패키

지 내부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돌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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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필Phil

이터레이터iterator는 일련의 값들을 산출하는 값으로, 보통 루프에서 뭔가를 반복 처리하기 위한 용

도로 많이 쓰인다. 러스트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벡터, 문자열, 해시 테이블 등의 컬렉션을 순회할 때 

쓰는 이터레이터뿐만 아니라, 입력 스트림에서 텍스트를 줄 단위로 읽고, 네트워크 서버에 도착한 연

결을 그때그때 수락하고, 통신 채널을 통해 받은 다른 스레드가 보낸 값을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등의 

일을 할 때 쓰는 이터레이터도 제공한다. 물론, 나만의 용도를 가진 이터레이터를 구현할 수도 있다. 

이터레이터는 for 루프에 물려놓고 쓰는 게 문법 구조상 자연스럽지만, 이터레이터 자체도 매핑하기, 

필터링하기, 연결하기, 수집하기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

능하다.

러스트의 이터레이터는 유연하고, 표현력이 뛰어나며,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1부터 n까지 이어지는 

양의 정수들의 합(이를 보통 n번째 삼각수nth triangle number라고 한다)을 반환하는 함수를 보자.

fn triangle(n: i32) -> i32 {
    let mut sum = 0;
    for i in 1..=n {
        sum += i;
    }
    s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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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식 1..=n은 RangeInclusive<i32> 값이다. RangeInclusive<i32>는 시작 값부터 끝 값까지 이

어지는 정수들(양 끝 값 포함)을 산출하는 이터레이터이므로, 1부터 n까지 이어지는 값들의 합을 구하

는 for 루프의 피연산자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이터레이터에는 이 for 루프와 같은 일을 하는 fold 메서드가 있어서 앞서 나온 함수의 정의

를 다음처럼 쓸 수도 있다.

fn triangle(n: i32) -> i32 {
    (1..=n).fold(0, |sum, item| sum + item)
}

fold는 1..=n이 산출하는 값을 하나씩 받아서 0을 초깃값으로 갖는 누적 합계와 이 값을 대상으

로 클로저 |sum, item| sum + item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클로저의 반환값은 새 누적 합계가 되

고 마지막 반환값은 fold 자체의 반환값이 되는데, 이때 이 반환값은 전체 시퀀스의 총합이다. for와 

while 루프만 주로 써왔다면 이게 뭔가 싶겠지만,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 루프를 읽기 쉽고 간결하게 

쓰고 싶을 때마다 fold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표현력을 중요시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일이 꽤 흔하다. 그러

나 러스트의 이터레이터는 컴파일러가 좋은 성능을 내는 머신 코드로 옮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

되어 있어서 표현력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같이 챙긴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정의를 릴리스 

모드로 빌드하면, 러스트는 fold의 정의를 파악해서 이를 triangle 안에 인라인으로 처리하고, 이

어서 클로저 |sum, item| sum + item를 다시 그 안에 인라인으로 처리한다. 그런 다음 이 인라인 처

리가 끝난 코드를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1부터 n까지 이어지는 수들의 합을 구

하는 것이 항상 n * (n + 1) / 2를 푸는 것과 같다는 걸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러스트는 

루프와 클로저 등으로 된 triangle의 전체 본문을 곱셈 명령 하나와 기타 산술 명령 몇 가지로 된 

보다 간단한 식으로 옮겨 낸다.

단순한 계산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이터레이터는 이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일도 잘 해낸다. 이터레

이터는 러스트가 제공하는 유연한 추상화의 또 다른 예로서 보통 사용하는 데 따르는 오버헤드가 거

의 없거나 아예 없다.

이번 장에서 설명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러스트 이터레이터의 기반이 되는 Iterator와 IntoIterator 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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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이터레이터 파이프라인의 세 가지 단계: 원하는 값 소스에서 이터레이터 생성하기, 이터

레이터를 조정해서 흐르는 값을 취사선택하거나 가공하기, 이터레이터가 산출하는 값 소비하기

•	사용자 정의 타입을 위한 이터레이터 구현법

이번 장은 다루는 메서드의 양이 많으므로 일단 대략적인 개념만 파악한 다음, 각 절에서 다루는 세

부 내용은 대강 훑어 보고 넘어가도 괜찮다. 그러나 러스트다운 코드를 작성하려면 이터레이터를 피

할래야 피할 수 없으므로, 러스트를 마스터하려면 이터레이터를 비롯하여 여기에 딸린 여러 가지 도

구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한다.

Iterator와 IntoIterator 트레이트
이터레이터란, std::iter::Iterator 트레이트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값을 말한다.

trait Iterator {
    type Item;
    fn next(&mut self) -> Option<Self::Item>;
    ...  // 이 외에도 많은 기본 메서드들이 있다.
}

Item은 이터레이터가 산출하는 값의 타입이다. next 메서드는 Some(v)나 None 둘 중 하나를 반환하

는데, 여기서 v는 이터레이터의 다음 값이고 None은 시퀀스의 끝을 나타낸다. Iterator는 이 외에도 

많은 기본 메서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 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씩 다루어볼 것

이다.

만일 어떤 타입을 반복 처리하는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 타입은 std::iter::IntoIterator

를 구현할 수 있다. 이때 이 트레이트의 into_iter 메서드는 값을 하나 받아서 그 값을 반복 처리하

기 위한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trait IntoIterator where Self::IntoIter: Iterator<Item=Self::Item> {
    type Item;
    type IntoIter: Iterator;
    fn into_iter(self) -> Self::IntoIter;
}

IntoIter는 이터레이터 값 자체의 타입이고, Item은 그가 산출하는 값의 타입이다. IntoIterator

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타입은 요청하면 반복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터러블iterabl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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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의 for 루프는 이 모든 부분을 아주 멋지게 결합해 낸다. 벡터의 요소들을 반복 처리하려면 

다음처럼 작성하면 된다.

println!("There's:");
let v = vec!["antimony", "arsenic", "aluminum", "selenium"];

for element in &v {
    println!("{}", element);
}

사실, 모든 for 루프는 내부적으로 IntoIterator와 Iterator의 메서드들을 호출하도록 된 축약 표

기에 불과하다.

let mut iterator = (&v).into_iter();
while let Some(element) = iterator.next() {
    println!("{}", element);
}

이 while 루프는 IntoIterator::into_iter를 써서 피연산자 &v를 이터레이터로 변환한 다음, 

Iterator::next를 반복해서 호출한다. 이때 Some(element)가 반환되면 그때마다 자신의 본문을 

실행하고, None이 반환되면 루프를 종료한다.

이 예를 바탕으로 이터레이터와 관련된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터레이터란 Iterator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타입을 말한다.

•	이터러블이란, IntoIterator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타입을 말한다. 이터러블이 가진 into_iter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 이터러블의 이터레이터를 얻을 수 있다. 앞서 나온 예에서는 벡터 레퍼런스 

&v가 이터러블이다.

•	이터레이터는 값을 산출한다.

•	이터레이터가 산출하는 값을 아이템 item이라고 한다. 앞서 나온 예에서는 "antimony"와 

"arsenic" 등이 아이템이다.

•	이터레이터가 산출하는 아이템을 전달받는 코드를 소비자consumer라고 한다. 앞 예에서는 for 루

프가 소비자다.

for 루프는 항상 피연산자에 대고 into_iter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for 루프에 이터레이터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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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전달해도 상관없는데, 이를테면 Range를 반복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모든 이터레이터

는 자동으로 IntoIterator를 구현하며, into_iter 메서드가 이터레이터 자신을 반환하게 되어 있다.

Iterator 트레이트는 이미 None을 반환한 이터레이터에 대고 다시 next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시해 두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이터레이터는 다시 None을 반환하

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뒤에 나올 �fuse� 절에서 다루고 있는 fuse 어댑터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터레이터 생성하기

러스트 표준 라이브러리 문서에는 각 타입이 제공하는 이터레이터의 종류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라이브러리의 구성 방식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서 이를 잘 이해하면 필요한 것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iter와 iter_mut 메서드
대부분의 컬렉션 타입은 그 타입의 고유한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iter와 iter_mut 메서드를 제공

한다. 이들 메서드가 반환하는 이터레이터는 각 아이템의 공유된 레퍼런스와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

스를 산출한다. &[T]와 &mut [T] 같은 배열 슬라이스도 iter와 iter_mut 메서드를 갖는다. for 루

프 말고 다른 데서 이터레이터를 써야 할 때는 이들 메서드로 가져오면 된다.

let v = vec![4, 20, 12, 8, 6];
let mut iterator = v.iter();
assert_eq!(iterator.next(), Some(&4));
assert_eq!(iterator.next(), Some(&20));
assert_eq!(iterator.next(), Some(&12));
assert_eq!(iterator.next(), Some(&8));
assert_eq!(iterator.next(), Some(&6));
assert_eq!(iterator.next(), None);

이 이터레이터가 산출하는 아이템의 타입은 &i32다. 이 이터레이터에 대고 next를 호출하면 벡터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매번 다음 요소의 레퍼런스가 산출된다.

타입에 iter와 iter_mut를 구현할 때는 이렇다 할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타입의 목적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을 찾아 자유롭게 구현하면 된다. 한 예로 std::path::Path의 iter 메서드는 경로

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산출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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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std::ffi::OsStr;
use std::path::Path;

let path = Path::new("C:/Users/JimB/Downloads/Fedora.iso");
let mut iterator = path.iter();
assert_eq!(iterator.next(), Some(OsStr::new("C:")));
assert_eq!(iterator.next(), Some(OsStr::new("Users")));
assert_eq!(iterator.next(), Some(OsStr::new("JimB")));
...

이 이터레이터가 산출하는 아이템의 타입은 운영체제 호출이 허용하는 형식으로 된 문자열의 빌려 

온 슬라이스를 뜻하는 &std::ffi::OsStr다. 

어떤 타입을 반복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존재할 때는 iter 메서드가 어떤 방법을 나타내

야 할지 모호하므로, 보통 그 타입에서 각 순회 방법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메서드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문자열 슬라이스 타입 &str에는 iter 메서드가 없다. 그 대신 s가 &str일 때 

s.bytes()는 s의 각 바이트를 산출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고, s.chars()는 s의 내용을 UTF-8로 

해석한 뒤 각 유니코드 문자를 산출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IntoIterator 구현
어떤 타입이 IntoIterator를 구현하고 있다면 for 루프가 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고 직접 into_iter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 보통은 HashSet을 써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반복 순서가 매번 달라지므로,
// 이 예에서는 BTreeSet을 쓰는 게 더 어울린다.
use std::collections::BTreeSet;
let mut favorites = BTreeSet::new();
favorites.insert("Lucy in the Sky With Diamonds".to_string());
favorites.insert("Liebesträume No. 3".to_string());

let mut it = favorites.into_iter();
assert_eq!(it.next(), Some("Liebesträume No. 3".to_string()));
assert_eq!(it.next(), Some("Lucy in the Sky With Diamonds".to_string()));
assert_eq!(it.next(), None);

사실 대부분의 컬렉션들은 IntoIterator의 구현을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 제공하는데, 이들은 공

유된 레퍼런스(&T)용,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mut T)용, 이동(T)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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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렉션의 공유된 레퍼런스shared reference가 주어지면 into_iter는 해당 아이템들의 공유된 레

퍼런스를 산출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예를 들어, 앞의 코드에서 (&favorites).into_

iter()는 Item 타입이 &String인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	컬렉션의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mutable reference가 주어지면 into_iter는 해당 아이템들의 변

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산출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예를 들어, vector가 Vec<String>일 

때 (&mut vector).into_iter() 호출은 Item 타입이 &mut String인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	컬렉션이 값 전달by value로 주어지면 into_iter는 컬렉션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해당 아이템들

을 값 전달로 반환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이때 이 아이템들의 소유권은 컬렉션에서 소비

자에게로 이동되고, 그 과정에서 원본 컬렉션은 소비된다. 예를 들어 앞의 코드에서 favorites.

into_iter() 호출은 각 문자열을 값 전달로 산출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데, 이때 소비자가 

각 문자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이 이터레이터가 드롭되면 BTreeSet에 남아 있는 모든 요소가 

함께 드롭되고, 빈 껍데기로 남게 되는 세트도 폐기된다.

for 루프는 피연산자에 IntoIterator::into_iter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용하려는 구현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용구가 만들어진다. 즉, 컬렉션의 공유된 레퍼런스를 반복 처리하

기 원하는지, 컬렉션의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반복 처리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컬렉션의 소유권

을 넘겨받아 해당 아이템들을 소비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피연산자의 형태를 달리 가져가야 한다

는 뜻이다.

for element in &collection { ... }
for element in &mut collection { ... }
for element in collection { ... }

이들은 각자 위에 나열된 IntoIterator 구현 중 한 가지를 호출하게 된다.

모든 타입이 이 세 가지 구현을 다 제공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HashSet, BTreeSet, BinaryHeap

은 요소가 변경될 경우 타입의 불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에 대한 

IntoIterator를 구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소가 변경되어서 값이 전과 다른 해시값을 갖게 되거

나 주변 값들과의 상대적인 순서가 틀어지게 되면, 그 요소는 결국 부정확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

문이다. 또 어떤 타입들은 부분적인 변경만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HashMap과 BTreeMap은 앞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해당 항목들의 값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산출하지만, 키에 

대해서는 공유된 레퍼런스만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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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반복 처리가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스

트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예기치 않은 동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구현을 제공하기보다는 아예 배제

하는 쪽을 택했다(예를 들어 변경된 HashSet 항목들을 다시 해싱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반복 처리 단계에서 이들 아이템을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슬라이스는 앞의 세 가지 IntoIterator 변형 중에서 두 가지를 구현한다. 슬라이스는 자신의 요소

들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값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 그 대신 into_iter는 &[T]와 &mut [T]

에 대해서 각각 해당 요소들의 공유된 레퍼런스와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산출하는 이터레이터

를 반환한다. 기본 슬라이스 타입 [T]를 일종의 컬렉션으로 생각하면 전체 패턴에 딱 들어맞는다.

혹시 앞서 나온 IntoIterator 변형 중에서 공유된 레퍼런스용과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용 이 두 

가지가 참조 대상에 대고 iter와 iter_mut를 호출하는 것과 같다는 걸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다. 러

스트는 왜 같은 기능을 중복해서 제공하는 걸까?

IntoIterator는 for 루프를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for 루프를 쓰

지 않을 때는 (&favorites).into_iter()보다 favorites.iter()라고 쓰는 게 더 명확하다. 공유

된 레퍼런스를 이용한 반복 처리는 자주 필요한 일이라서 iter와 iter_mut는 인간 공학적으로 여전

히 가치가 있다.

IntoIterator는 제네릭 코드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예를 들어 T: IntoIterator와 같은 식으로 바

운드를 쓰면, 타입 변수 T를 반복 처리할 수 있는 타입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T: IntoIterator 

<Item=U>와 같은 식으로 써서 반복 처리할 때 U라는 타입만 산출하도록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다음 함수는 "{:?}"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된 이터러블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값들

을 전부 출력한다.

use std::fmt::Debug;

fn dump<T, U>(t: T)
    where T: IntoIterator<Item=U>,
          U: Debug
{
    for u in t {
        println!("{:?}", u);
    }
}

iter와 iter_mut 메서드는 어느 트레이트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앞서 나온 제네릭 함수에서 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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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이터러블 타입이 iter와 iter_mut 메서드를 갖게 된 것은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맞춰 

지었기 때문이다.

from_fn과 successors
일련의 값들을 만들어 내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 값 자체를 반환하는 클로저

를 제공하는 것이다.

std::iter::from_fn에 Option<T>를 반환하는 함수를 넘기면 단순히 그 함수를 호출해서 아이템

들을 산출하는 이터레이터가 반환된다. 예를 보자.

use rand::random;  // Cargo.toml의 dependencies 부분에 rand = "0.7"을 추가해야 한다.
use std::iter::from_fn;

// 양 끝점이 구간 [0, 1] 안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임의의 선분 1,000개의 길이를 생성한다.
// (`rand_distr` 크레이트가 제공하는 균일 분포를 써서 구현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
let lengths: Vec<f64> =
    from_fn(|| Some((random::<f64>() - random::<f64>()).abs()))
    .take(1000)
    .collect();

앞의 코드는 from_fn을 호출해서 난수를 산출하는 이터레이터를 만든다. 이 이터레이터는 항상 Some

을 반환하기 때문에 시퀀스가 영영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take(1000)을 호출해서 산출되

는 요소의 개수를 1,000개로 제한한다. 그런 다음 collect를 호출해서 반복 처리를 통해 얻은 결과

를 가지고 벡터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초기화된 벡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는 이번 장 뒷부분에 있는 �컬렉션 만들기: collect와 FromIterator� 절에서 설명한다.

각 아이템이 이전 아이템에 의존하는 경우라면 std::iter::successors 함수가 제격이다. 초기 아

이템과 함께 아이템 하나를 받아서 다음 아이템을 Option에 담아 반환하는 함수를 전달하면 되는

데, 이때 이 함수가 None을 반환하면 반복 처리가 끝난다. 예를 들어, 2장에 있는 망델브로 집합 플

로터의 escape_time 함수를 이 방식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use num::Complex;
use std::iter::successors;

fn escape_time(c: Complex<f64>, limit: usize) -> Option<usize> {
    let zero = Complex { re: 0.0, im: 0.0 };
    successors(Some(zero), |&z| { Some(z * z + c) })

이터레이터 생성하기 419



        .take(limit)
        .enumerate()
        .find(|(_i, z)| z.norm_sqr() > 4.0)
        .map(|(i, _z)| i)
}

앞서 나온 successors 호출은 0을 초깃값으로 갖는 마지막 점을 제곱한 다음 여기에 매개변수 c를 

더하는 절차를 반복 실행하는 방법으로, 복소평면 위에 있는 일련의 점들을 산출한다. 망델브로 집

합을 그릴 때는 이 시퀀스가 원점 근처를 맴도는지,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봐야 한다. 이를 위

해서 take(limit) 호출로 이 시퀀스의 추적 횟수에 제한을 걸고, enumerate 호출로 각 점마다 번호

를 매겨서 점 z를 튜플 (i, z)로 바꾼 다음, find 호출로 원점에서 주어진 거리 이상 벗어나는 최초

의 점을 찾는다. 이때 find 메서드는 Option을 반환하는데, 그런 점이 존재하면 Some((i, z))가 되

고, 없으면 None이 된다. 여기에 대고 Option::map을 호출해서 Some((i, z))는 Some(i)로 바꿔서 

내보내고 None은 그대로 내보내면, 정확히 원하는 반환값이 만들어진다.

from_fn과 successors는 둘 다 FnMut 클로저를 받으므로 클로저에서 주변 범위에 있는 변수들을 

캡처하고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fibonacci 함수는 move 클로저를 이용해서 변수 하나

를 캡처해다가 이를 자신의 실행 상태로 쓴다.

fn fibonacci() -> impl Iterator<Item=usize> {
    let mut state = (0, 1);
    std::iter::from_fn(move || {
        state = (state.1, state.0 + state.1);
        Some(state.0)
    })
}

assert_eq!(fibonacci().take(8).collect::<Vec<_>>(),
           vec![1, 1, 2, 3, 5, 8, 13, 21]);

한 가지 유의할 점은 from_fn과 successors가 이터레이터를 쓰는 웬만한 코드를 하나의 메서드 호

출 안에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다 보니, 필요한 동작을 전부 클로저 안에 구현하려 드는 경우

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계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명확히 나

타내기 어렵고, 또 자주 쓰이는 패턴에 붙는 표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터레이터가 주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이 두 메서드에만 의존하려 하지 말고 이번 장에 있는 

다른 이터레이터 메서드들을 제대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같은 일을 훨씬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방

법이 생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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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in 메서드
많은 컬렉션 타입들은 컬렉션의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받아서 각 요소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drain 메서드를 제공한다. 하지만 컬렉션을 값으로 받아서 소비하

는 into_iter() 메서드와 달리, drain은 컬렉션의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빌려 올 뿐이며, 이터

레이터가 드롭되면 컬렉션에 남아 있는 요소들을 전부 제거하기 때문에 빈 컬렉션이 된다.

String, 벡터, VecDeque처럼 범위를 색인으로 쓸 수 있는 타입들은 drain 메서드가 전체 시퀀스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내보낼 요소들의 범위를 받는다.

let mut outer = "Earth".to_string();
let inner = String::from_iter(outer.drain(1..4));

assert_eq!(outer, "Eh");
assert_eq!(inner, "art");

전체 시퀀스를 밖으로 빼내야 한다면 전체 범위 ..을 인수로 쓰면 된다.

기타 이터레이터 소스들

앞 절에서는 벡터와 HashMap 같은 컬렉션 타입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외에도 표준 라이브

러리에 있는 많은 타입들이 반복 처리를 지원한다. 표 15-1은 이 중에서 알아 두면 쓸모 있는 것 몇 

가지를 요약해 보여 준다. 여기에 있는 메서드들 중 일부는 16장, 17장, 18장에서 구체적인 타입과 함

께 보다 자세히 다룬다.

표 15-1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기타 이터레이터들

타입 또는 트레이트 표현식 설명

std::ops::Range
1..10

양 끝점은 반복할 수 있는 정수 타입이어야 

한다. 시작 값은 범위에 포함되지만 끝 값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10).step_by(2) 1, 3, 5, 7, 9를 산출한다.

std::ops::RangeFrom 1..
무한 반복. 시작 값은 정수여야 한다. 값이 

해당 타입의 한계에 도달하면 패닉에 

빠지거나 오버플로가 발생한다.

std::ops::RangeInclusive 1..=10
Range와 비슷하지만 끝 값이 범위에 

포함된다.

Option<T> Some(10).iter()
길이가 0(None) 또는 1(Some(v))인 
벡터처럼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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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기타 이터레이터들(계속)

타입 또는 트레이트 표현식 설명

Result<T, E> Ok("blah").iter() Option과 비슷하지만 Ok 값을 산출한다.

Vec<T>, &[T]

v.windows(16)

주어진 길이를 갖는 인접한 슬라이스들을 

전부 산출한다. 이동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윈도들은 끝과 끝이 서로 

겹쳐져 있다.

v.chunks(16)
주어진 길이를 갖는 인접한 슬라이스들을 

끝과 끝이 서로 겹치지 않게 산출한다. 이동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v.chunks_mut(1024)
chunks와 비슷하지만 변경할 수 있는 

슬라이스들을 산출한다.

v.split(|byte| byte & 1 != 0)
주어진 술어 구문과 일치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분할된 슬라이스들을 산출한다.

v.split_mut(...)
앞과 같지만 변경할 수 있는 슬라이스들을 

산출한다.

v.rsplit(...)
split과 비슷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슬라이스들을 산출한다.

v.splitn(n, ...)
split과 비슷하지만 슬라이스들을 최대 

n개까지만 산출한다.

String, &str

s.bytes() UTF-8 형식으로 된 바이트열을 산출한다.

s.chars() UTF-8을 표현하는 char열을 산출한다.

s.split_whitespace()
문자열을 공백을 기준으로 분할한 뒤, 그 
결과를 가리키는 슬라이스들을 산출한다.

s.lines()
문자열의 각 줄을 가리키는 슬라이스들을 

산출한다.

s.split('/')

문자열을 주어진 패턴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분할한 뒤 그 결과를 

가리키는 슬라이스들을 산출한다. 문자, 
문자열, 클로저 등을 패턴으로 쓸 수 있다.

s.matches(char::is_numeric)
주어진 패턴과 일치하는 슬라이스들을 

산출한다.

std::collections::HashMap, 
std::collections::BTreeMap

map.keys(), map.values()
맵의 키나 값에 대한 공유된 레퍼런스들을 

산출한다.

map.values_mut()
항목의 값에 대한 변경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산출한다.

std::collections::HashSet, 
std::collections::BTreeSet

set1.union(set2)
set1과 set2의 합집합에 속한 요소들의 

공유된 레퍼런스들을 산출한다.

set1.intersection(set2)
set1과 set2의 교집합에 속한 요소들의 

공유된 레퍼런스들을 산출한다.

std::sync::mpsc::Receiver recv.iter()
해당 Sender의 다른 스레드에서 보낸 

값들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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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기타 이터레이터들(계속)

타입 또는 트레이트 표현식 설명

std::io::Read

stream.bytes() I/O 스트림으로부터 바이트열을 산출한다.

stream.chars()
스트림을 UTF-8로 파싱한 뒤 char열을 

산출한다.

std::io::BufRead

bufstream.lines()
스트림을 UTF-8로 파싱한 뒤 각 줄을 담은 

String들을 산출한다.

bufstream.split(0)
스트림을 주어진 바이트를 기준으로 

분할한 뒤 그 결과를 담은 바이트 버퍼 

Vec<u8>들을 산출한다.

std::fs::ReadDir std::fs::read_dir(path) 디렉터리 항목들을 산출한다.

std::net::TcpListener listener.incoming() 들어오는 네트워크 연결들을 산출한다.

자유 함수

std::iter::empty() 즉시 None을 반환한다.

std::iter::once(5) 주어진 값을 산출한 뒤 종료한다.

std::iter::repeat("#9") 주어진 값을 계속해서 산출한다.

이터레이터 어댑터

이터레이터를 손에 쥐는 법을 익혔으니 이제 Iterator 트레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어댑터 메서드

adapter method들을 알아볼 차례다. 어댑터 메서드는 줄여서 그냥 어댑터adapter라고도 하는데, 기존

의 이터레이터를 가져다가 유용한 동작을 하는 새로운 이터레이터로 탈바꿈하는 일을 한다. 이번 절

은 어댑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어댑터인 map과 filter

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 어댑터 도구 상자의 나머지 부분을 다룰 텐데, 이 과정에서 잘라내기, 건너뛰

기, 조합하기, 뒤바꾸기, 연결하기, 반복하기 등 다른 시퀀스를 가져다가 새 시퀀스를 만들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짚어 본다.

map과 filter
Iterator 트레이트의 map 어댑터를 쓰면 이터레이터가 산출하는 각 아이템에 클로저를 적용해서 변

화를 줄 수 있다. 또한, filter 어댑터를 쓰면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결정짓는 클로저를 가지고 이터레

이터가 산출하는 아이템들을 필터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줄 단위로 반복 처리할 때 각 줄의 양 끝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싶다고 하자. 

표준 라이브러리의 str::trim 메서드는 &str를 빌려다가 양 끝에 있는 공백이 제거된 새로운 &str

를 반환한다. 따라서 이럴 때는 map 어댑터를 써서 이터레이터가 산출하는 각 줄에 str::trim을 적

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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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text = "  ponies  \n   giraffes\niguanas  \nsquid".to_string();
let v: Vec<&str> = text.lines()
    .map(str::trim)
    .collect();
assert_eq!(v, ["ponies", "giraffes", "iguanas", "squid"]);

앞의 코드에서 text.lines() 호출은 문자열을 줄 단위로 산출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이 이터

레이터에 대고 호출하는 map은 각 줄에 str::trim을 적용한 결과를 자신의 아이템으로 산출하는 두 

번째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끝에 있는 collect는 이 아이템들을 벡터 안에 모아 담는다.

물론, map이 반환하는 이터레이터에도 추가로 어댑터를 적용할 수 있다. 만일 위 결과에서 iguanas를 

제외하고 싶다면 다음처럼 작성하면 된다.

let text = "  ponies  \n   giraffes\niguanas  \nsquid".to_string();
let v: Vec<&str> = text.lines()
    .map(str::trim)
    .filter(|s| *s != "iguanas")
    .collect();
assert_eq!(v, ["ponies", "giraffes", "squid"]);

여기서 filter는 map 이터레이터의 아이템들 중에서 클로저 |s| *s != "iguanas"가 true를 반환하

는 것들만 산출하는 세 번째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터레이터 어댑터의 체인

은 유닉스 셸의 파이프라인과 비슷하다. 각 어댑터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면 시퀀스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어댑터의 시그니처는 다음과 같다.

fn map<B, F>(self, f: F) -> impl Iterator<Item=B>
    where Self: Sized, F: FnMut(Self::Item) -> B;

fn filter<P>(self, predicate: P) -> impl Iterator<Item=Self::Item>
    where Self: Sized, P: FnMut(&Self::Item) -> bool;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map과 filter는 사실 std::iter::Map과 std::iter::Filter라고 하는 구

체적인 불투명 struct 타입을 반환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만 봐서는 알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으

므로, 이 책에서는 그냥 -> impl Iterator<Item=...>과 같은 식으로 써서 진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이들 메서드가 주어진 타입으로 된 아이템들을 산출하는 Iterator를 

반환한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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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어댑터들은 self를 값으로 받기 때문에 Self가 Sized일 것을 요구한다(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터레이터들은 전부 이 기준을 만족한다).

map 이터레이터는 클로저에 각 아이템을 값 전달로 넘기고 그 결과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넘긴다. 

filter 이터레이터는 클로저에 각 아이템을 공유된 레퍼런스로 넘기고, 그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넘

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보존한다. 앞의 예에서 s와 "iguanas"를 비교할 때 s를 역참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filter 이터레이터의 아이템 타입이 &str이므로 클로저의 인수 s의 

타입은 &&str가 된다.

이터레이터 어댑터를 쓸 때는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어댑터를 이터레이터에 대고 호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아이템들이 소비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첫 번째 이터레이터에서 필요에 따라 아이템들을 끄집어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

템들을 산출하도록 된 새로운 이터레이터가 반환될 뿐이다. 어댑터의 체인 끝에 있는 이터레이터에 

대고 next를 호출해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뭔가가 작동한다.

따라서 앞 예에 있는 text.lines() 메서드 호출 자체는 실제로 문자열을 줄 단위로 파싱하지 않는

다. 그저 요구가 있을 때 파싱을 수행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할 뿐이다. map과 filter 역시 마찬가지

로 그저 요구가 있을 때 매핑이나 필터링을 수행하는 새로운 이터레이터를 반환할 뿐이다. collect가 

filter 이터레이터에 대고 next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점은 부수 효과가 있는 어댑터를 사용할 때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는 아무것도 출

력하지 않는다.

["earth", "water", "air", "fire"]
    .iter().map(|elt| println!("{}", elt));

앞의 코드에서 iter 호출은 배열의 요소들을 반복 처리하기 위한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고, map 호출

은 이 이터레이터가 산출하는 각 값에 클로저를 적용하는 두 번째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그러나 여

기에는 전체 체인에서 실제로 값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next 메서드가 영영 실행되지 않는다. 

사실 러스트는 이 부분을 두고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warning: unused `std::iter::Map` that must be used
  |
7 | /     ["earth", "water", "air", "fire"]
8 | |         .iter().map(|elt| println!("{}", 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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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note: iterators are lazy and do nothing unless consumed

해당 오류 메시지에 나오는 ‘lazy(게으른)’라는 단어는 누구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값이 필요

할 때까지 계산을 뒤로 미루는 모든 메커니즘을 지칭하는 우리 쪽 업계 은어다. 러스트에서는 이터레

이터가 각 next 호출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인데, 앞 예에서

는 next 호출이 아예 없으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터레이터 어댑터가 무비용 추상화라는 점이다. map과 filter는 물론이고 여기에 딸린 

기능들이 전부 제네릭으로 되어 있어서, 이들을 이터레이터에 적용하면 그 이터레이터 타입에 맞게 

특수화된 코드가 만들어진다. 이 말은 러스트가 각 이터레이터의 next 메서드를 소비자 안에 인라인 

처리한 뒤, 전체 처리 과정을 한 단위로 된 머신 코드로 옮겨내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lines/map/filter 이터레이터의 체인은 다음과 같이 손으로 쓴 코드만큼

이나 효율적이다.

for line in text.lines() {
    let line = line.trim();
    if line != "iguanas" {
        v.push(line);
    }
}

이번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Iterator 트레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어댑터들을 다룬다.

filter_map과 flat_map
map 어댑터는 들어오는 아이템 하나가 나가는 아이템 하나를 산출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그러나 반

복 처리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들을 삭제하고 싶다거나 개별 아이템을 0개 이상의 아이템들로 대체하

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filter_map과 flat_map 어댑터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할 때 필요한 

유연함을 갖췄다.

filter_map 어댑터는 map과 비슷하지만 클로저가 (map이 하는 것처럼) 기존 아이템을 새 아이템으로 

변형하거나 반복 처리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filter와 map을 조합한 것과 약간 비

슷하다고 볼 수 있다. 시그니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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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filter_map<B, F>(self, f: F) -> impl Iterator<Item=B>
    where Self: Sized, F: FnMut(Self::Item) -> Option<B>;

클로저가 그냥 B가 아니라 Option<B>를 반환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map의 시그니처와 같다. 클로저

가 None을 반환하면 아이템이 반복 처리 과정에서 제외되고, Some(b)를 반환하면 b가 filter_map 

이터레이터가 산출하는 다음 아이템이 된다.

예를 들어, 문자열을 공백을 기준으로 분할한 뒤 수로 파싱할 수 있는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버리

고자 한다면 다음처럼 작성하면 된다.

use std::str::FromStr;

let text = "1\nfrond .25  289\n3.1415 estuary\n";
for number in text
    .split_whitespace()
    .filter_map(|w| f64::from_str(w).ok())
{
    println!("{:4.2}", number.sqrt());
}

앞의 코드는 다음의 결과를 출력한다.

1.00
0.50
17.00
1.77

filter_map에 주어진 클로저는 f64::from_str를 써서 공백으로 분리된 각 슬라이스를 대상으

로 파싱을 시도한다. 파싱 결과는 Result<f64, ParseFloatError>로 반환되고 .ok()는 이를 

Option<f64>로 바꾸는데, 결과가 파싱 실패일 때는 None이 되고 파싱 성공일 때는 Some(v)가 된다. 

filter_map 이터레이터는 None 값을 전부 버리고 각 Some(v)에 대해서 값 v를 산출한다.

그런데 map과 filter 어댑터를 직접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연산으로 결합해 쓰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 filter_map 어댑터는 방금 본 상황처럼 주어진 아이템을 두고 실제로 뭔가를 해봐야만 그 아

이템을 반복 처리 과정에 포함시킬지 말지 알 수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filter와 map만 가지

고도 똑같은 일을 할 순 있지만 보다시피 눈에 잘 안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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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split_whitespace()
    .map(|w| f64::from_str(w))
    .filter(|r| r.is_ok())
    .map(|r| r.unwrap())

flat_map 어댑터는 map과 filter_map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단 이번에는 클로저가 

(map처럼) 한 개의 아이템만 반환할 수도 있고, (filter_map처럼) 0개 이상의 아이템들을 반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임의의 개수로 된 아이템들의 시퀀스를 반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flat_

map 이터레이터는 클로저가 반환하는 시퀀스들의 연결을 산출한다.

flat_map의 시그니처는 다음과 같다.

fn flat_map<U, F>(self, f: F) -> impl Iterator<Item=U::Item>
    where F: FnMut(Self::Item) -> U, U: IntoIterator;

flat_map에 넘기는 클로저는 반드시 이터러블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터러블의 종류는 아무래도 상

관없다.25

예를 들어, 나라별로 주요 도시들을 매핑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하자. 이때 주어진 나라들을 대

상으로 그들의 주요 도시들을 반복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use std::collections::HashMap;

let mut major_cities = HashMap::new();
major_cities.insert("Japan", vec!["Tokyo", "Kyoto"]);
major_cities.insert("The United States", vec!["Portland", "Nashville"]);
major_cities.insert("Brazil", vec!["São Paulo", "Brasília"]);
major_cities.insert("Kenya", vec!["Nairobi", "Mombasa"]);
major_cities.insert("The Netherlands", vec!["Amsterdam", "Utrecht"]);

let countries = ["Japan", "Brazil", "Kenya"];

for &city in countries.iter().flat_map(|country| &major_cities[country]) {
    println!("{}", city);
}

25  사실 Option은 0개 또는 1개의 아이템으로 된 시퀀스처럼 작동하는 이터러블이므로, closure가 Option<T>를 반환한다고 가정하면 

iterator.filter_map(closure)는 iterator.flat_map(closure)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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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틀: 네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폭탄 20호: 으흠... 난 생각한다, 그러니 존재한다.

두리틀: 좋아, 아주 좋아. 그럼 다른 것들의 존재는 어떻게 알지?

폭탄 20호: 내 감각 기관이 내게 알려 주지.

—〈다크 스타〉
28

러스트의 입력과 출력을 위한 표준 라이브러리 기능은 Read, BufRead, Write 이렇게 세 가지 트레이

트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	Read를 구현하고 있는 값은 바이트 단위로 처리되는 입력을 위한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이를 리

더reader라고 한다.

•	BufRead를 구현하고 있는 값은 버퍼링되는buffered 리더다. Read가 가진 모든 메서드와 더불어 텍

스트를 줄 단위로 읽기 위한 메서드 등을 지원한다.

•	Write를 구현하고 있는 값은 바이트 단위로 처리되는 출력과 UTF-8 텍스트 출력을 모두 지원한

다. 이를 라이터writer라고 한다.

그림 18-1은 이 세 가지 트레이트와 함께 리더와 라이터 타입의 예 몇 가지를 보여 준다.

28  옮긴이  영화 〈2001: A Space Odyssey〉에 대한 존 카펜터 감독의 패러디 작품(https://ko.wikipedia.org/wiki/다크_스타_(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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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 러스트의 세 가지 주요 I/O 트레이트와 이를 구현하고 있는 몇 가지 타입들

이번 장에서는 이들 트레이트와 여기에 포함된 메서드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그림에 나와 있는 리더

와 라이터 타입에 대해 살펴보고, 파일, 터미널,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본다.

리더와 라이터

리더reader는 프로그램이 바이트열을 읽을 때 쓰는 값이다. 예를 보자.

•	std::fs::File::open(filename)으로 연 파일.

•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때 쓰는 std::net::TcpStream.

•	프로세스의 표준 입력 스트림을 읽을 때 쓰는 std::io::stdin().

•	메모리에 있는 바이트 배열이나 벡터를 ‘읽을’ 때 쓰는 리더인 std::io::Cursor<&[u8]>과 

std::io::Cursor<Vec<u8>> 값.

라이터writer는 프로그램이 바이트열을 기록할 때 쓰는 값이다. 예를 보자.

•	std::fs::File::create(filename)으로 연 파일.

•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쓰는 std::net::TcpStream.

•	터미널에 기록할 때 쓰는 std::io::stdout()과 std::io:stderr().

•	벡터 뒤에 덧붙일 때 쓰는 write 메서드를 가진 라이터인 Vec<u8>.

•	std::io::Cursor<Vec<u8>>. 비슷하지만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으며, 벡터의 다른 위치를 찾아

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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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d::io::Cursor<&mut [u8]>. std::io::Cursor<Vec<u8>>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미 있는 바

이트 배열의 슬라이스에 불과해서 버퍼의 크기가 늘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리더와 라이터는 표준 트레이트(std::io::Read와 std::io::Write)가 있어서 다양한 입력과 출력 채

널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제네릭 코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다음 함수는 임의의 리

더에서 가져온 바이트열을 임의의 라이터로 전부 복사한다.

use std::io::{self, Read, Write, ErrorKind};

const DEFAULT_BUF_SIZE: usize = 8 * 1024;

pub fn copy<R: ?Sized, W: ?Sized>(reader: &mut R, writer: &mut W)
    -> io::Result<u64>
    where R: Read, W: Write
{
    let mut buf = [0; DEFAULT_BUF_SIZE];
    let mut written = 0;
    loop {
        let len = match reader.read(&mut buf) {
            Ok(0) => return Ok(written),
            Ok(len) => len,
            Err(ref e) if e.kind() == ErrorKind::Interrupted => continue,
            Err(e) => return Err(e),
        };
        writer.write_all(&buf[..len])?;
        written += len as u64;
    }
}

앞의 코드는 러스트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std::io::copy()의 구현이다. 제네릭으로 되어 있어

서 File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TcpStream으로 복사할 수도 있고, Stdin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메모리 

내 Vec<u8>로 복사할 수도 있다.

여기에 쓰인 오류 처리 코드가 아리송하게 느껴지면 7장을 다시 읽어 보자. 앞으로 계속 Result 타입

을 써야 하기 때문에 동작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std::io가 가진 세 가지 트레이트 Read, BufRead, Write는 Seek와 더불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들 

트레이트만 포함하고 있는 prelude 모듈이 존재한다.

use std::io::pre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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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를 한두 번쯤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습관적으로 

다음처럼 std::io 모듈 자체를 가져다 쓰는 경우를 여러 번 보게 될 것이다.

use std::io::{self, Read, Write, ErrorKind};

여기서 self 키워드는 io를 std::io 모듈의 별칭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하면 std::io::Result와 

std::io::Error를 io::Result와 io::Error로 보다 간결하게 쓸 수 있다.

리더

std::io::Read는 데이터를 읽기 위한 여러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리더 자체를 mut 레

퍼런스로 받는다.

•	reader.read(&mut buffer)

데이터 소스에서 바이트열을 읽어다가 주어진 buffer에 저장한다. buffer 인수의 타입은 &mut 

[u8]이다. 최대 buffer.len() 바이트를 읽는다.

반환 타입은 Result<u64, io::Error>의 타입 별칭인 io::Result<u64>다. 성공하면 u64 값은 

읽은 바이트 수가 되는데, 이 값은 데이터 소스의 상태에 따라 추가 데이터가 있더라도 buffer.

len()과 같거나 작을 수 있다. Ok(0)은 더 이상 읽을 입력이 없다는 뜻이다.

오류가 발생하면 .read()는 Err(err)을 반환하는데, 여기서 err은 io::Error 값이다. 

io::Error를 출력하면 오류의 원인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찍힌다. 프로그램의 경우

에는 io::ErrorKind 타입으로 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kind() 메서드를 쓰면 된다. 이 이늄

의 멤버는 PermissionDenied와 ConnectionReset 같은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다. 대부분은 무

시할 수 없는 심각한 오류를 나타내지만, 어쨌든 종류별로 전략을 달리해가며 잘 처리해야 한다. 

io::ErrorKind::Interrupted는 유닉스 오류 코드 EINTR에 해당하며, 읽기 도중에 시그널에 의

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럴 때는 프로그램이 시그널을 따로 챙겨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닌 한은 그냥 읽기를 재시도하면 된다. 앞 절에 있는 copy() 코드가 이에 대한 적절한 

예를 보여 준다.

보다시피 .read()는 밑바닥에 있는 운영체제의 까탈스러운 면모를 그대로 이어받은 저수준 메

서드다. 그 덕분에 Read 트레이트를 새 데이터 소스 타입에 구현할 때는 충분한 재량이 주어

지지만, 데이터를 읽으려고 할 때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따라서 러스트는 편리한 고수준 메

서드를 몇 가지 제공한다. 이들은 모두 .read()의 관점으로 된 기본 구현을 가지고 있으며, 

ErrorKind::Interrupted를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직접 다룰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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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er.read_to_end(&mut byte_vec)

이 리더에 남아 있는 입력을 전부 읽어다가 Vec<u8>인 byte_vec 뒤에 덧붙인다. 읽은 바이트 수

를 io::Result<usize>로 반환한다.

이 메서드는 벡터에 쌓을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소스에 대고 사용해서

는 안 된다(다음 목록에서 설명할 .take() 메서드를 쓰면 읽어올 데이터의 양을 제한할 수 있다).

•	reader.read_to_string(&mut string)

똑같지만 데이터를 주어진 String 뒤에 덧붙인다는 점이 다르다. 스트림이 유효한 UTF-8이 아니

면 ErrorKind::InvalidData 오류를 반환한다.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바이트 입력과 문자 입력이 서로 다른 타입으로 처리된다. 요즘은 어

딜가나 UTF-8이 대세라서 러스트는 이를 사실상 표준으로 인정하고 모든 곳에서 UTF-8을 지원

한다. 다른 문자 집합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오픈 소스 크레이트인 encoding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reader.read_exact(&mut buf)

데이터를 딱 주어진 버퍼의 크기만큼만 읽는다. 인수의 타입은 &[u8]이다. 리더가 buf.len() 바

이트를 다 읽기 전에 데이터가 소진되면 ErrorKind::UnexpectedEof 오류를 반환한다.

이들은 Read 트레이트의 주요 메서드라 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reader를 값으로 받아서 이터레이터

나 다른 리더로 바꿔 주는 세 가지 어댑터 메서드가 더 있다.

•	reader.bytes()

입력 스트림의 개별 바이트를 반복 처리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아이템 타입이 io::Result<u8>

이므로 모든 바이트에 대해서 오류 검사가 필요하다. 게다가 바이트별로 reader.read()를 한 번

씩 호출하기 때문에 리더가 버퍼링되지 않으면 매우 비효율적이다.

•	reader.chain(reader2)

reader의 입력을 전부 산출한 뒤 이어서 reader2의 입력을 전부 산출하는 새 리더를 반환한다.

•	reader.take(n)

reader와 동일한 소스를 읽되, 입력이 n바이트로 제한된 새 리더를 반환한다.

리더를 닫는 메서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와 라이터는 보통 Drop을 구현하고 있어서 자동으로 닫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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