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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옮긴이 머리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프로그래머라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에 항상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 자신에게 생소한 프로그래밍 스

타일 또는 ‘패러다임’을 따르는 언어라면 새로운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후자의 

의미에서 새로운 언어 중에는 이 책에서 다루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을 것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초기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해서 포기하

고, 그러다 보니 함수형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해 나쁜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도구로 쓰이는 스칼라Scala 언어는 Java와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초점은 함

수형 프로그래밍 자체에 있으며, Java에 대한 지식은 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책(원서)을 

읽으면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점 하나는, 진입 장벽을 인위적으로 낮추려 하는 대신 독자가 

진입 장벽을 직시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통찰을 갖추도록 돕는 데 주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장점이 번역서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길 바랄 뿐입니다.

 번역하면서 용어 선택과 관련해서 고민했던 사항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책의 주제

인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독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functional programming의 functional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였습니다. 흔히 쓰이는 ‘함수

형 프로그래밍’은 일상적인 조어법에서 ‘~nal’을 ‘~적’으로 옮기는(논리적, 전형적, 물리적 등

등) 것이 압도적이라는 이유에서 그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적’의 남용이 문제이긴 하지

만, 그렇다고 ‘~적’ 대신 ‘~형’을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형’을 제2의 ‘~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꽤 확립된 용어

라서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선택한 절충은, functional programming

은 관례대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되 programming 이외의 용어에 붙는 functional

은 ‘함수적’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함수적이 언젠가는 함수형에 버금가는 관례로 자리 잡길 바

라면서). 본문에 나오는 함수적 자료구조, 함수적 접근방식 등은 이러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는 자료구조 tree를 관례상 ‘트리’로 표기하되, root, leaf, branch는 나무의 비유를 잘 살린 

머리말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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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잎, 가지로 옮기는 전략과 비슷합니다.

 둘째는 functor의 번역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래

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대한수학회의 수학 용어집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용어

집에서 functor에 해당하는 용어는 프로그래머들이 흔히 사용하는 ‘함수자’가 아니라 ‘함자

函子’이고, 여러 수학 관련 글에서도 함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결국은 프로그래머들

에게 익숙한 ‘함수자’를 사용하기로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다가 

functor에 관한 추가 자료를 검색할 때에는 함수자뿐만 아니라 함자라는 용어도 찾아보라

는 점과 흔히 함수자라고 부르는 C++ 함수 객체는 이 책에서 말하는 함수자와는 무관하다

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끝으로, 연습문제에 관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책을 읽으

면서 모든 연습문제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풀지 않기로 한 연

습문제라도 문제 자체를 한 번 읽어보긴 해야 합니다. 연습문제에서 새로운 함수나 자료 형

식, 용어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과 탐험에 이 번역서가 좋은 

지침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홈페이지 occam’s Razor(http://occamsrazr.net/)에 책에 대한 의

견이나 질문을 받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으니 많이 활용해 주세요. ‘번역서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페이지로의 링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옮긴이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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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로 배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흥미를 돋우는 제목이다. 사실 스칼라Scala가 함수

형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점은 대체로 널리 알려졌으며, 스칼라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

다. 그 모든 책이 이 언어의 함수적 측면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좀 더 파헤쳐 보

면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우선, 함수형 프로그래밍(functional programming)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그냥 ‘함수들로 하는 프로그래밍(programming with 

functions)’의 별칭이다. 즉,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의 함수들에 초점을 둔 프로그래

밍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의 정의는 다양하다. 함수가 결과를 돌려주

는 것 외에 부수 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정의도 존재하지만, 순수 함수형 프로그

래밍에서 함수는 수학의 함수처럼 인수를 결과에 사상하는(map) 이항관계로 한정된다.

 스칼라는 순수 함수뿐만 아니라 불순한 함수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순수 함수

와 불순한 함수를 각자 다른 문법이나 형식으로 구분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하지 

않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스칼라에서 순수 함수와 불순 함수를 구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스

칼라에 주저 없이 추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유연한 구분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칼라 프로그래밍에서 순수 함수의 사용이 권장됨은 확실하다. 그러나 변

이, 입출력, 예외 사용 같은 부수 효과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상호운용성이나 효율성, 편의 

면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유용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부수 효과의 남용

을 좋은 스타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렇긴 하나 스칼라로 불순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명령식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더 익

숙한 독자라면 명령식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함수적 접근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스칼라를 그냥 세미콜론을 생략할 수 있는 

Java처럼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스칼라를 이용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배우려면 먼저 Haskell 같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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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 할까? 그러한 접근방식을 옹호하는 모든 

논거는 이 책에 의해 그 힘을 크게 잃을 것이다.

 저자 폴Paul과 루나르Rúnar가 하는 일은 간단히 말해서 스칼라를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취급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변이 가능 변수, 예외, 전통적인 입출력을 비롯한 모든 

불순한 요소들이 제거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한다. 그런 편리한 요소들 없이 어떻게 유

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제1원

리들로부터 시작해서 함수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차츰 쌓아나가면서 결국에는 순수 함

수적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는 입출력 라이브러리에까지 도달하며, 그 과정에서 프로그

램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순수 함수만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책은 그런 접근방식이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코드와 계산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로도 이어짐을 보여준다.

 이 책은 독자의 도전 의식을 고취한다. 독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관한 기존의 관점을 크게 고쳐야 할 수도 있다. 이 책을 읽고 제

시된 연습문제를 풀다 보면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무엇이고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으

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장점은 무엇인지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책이 자기 완결적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가장 

단순한 표현들에서 시작해 모든 추상을 상세히 설명한 후 그 추상들에 기초해서 추가적인 

추상들을 구축한다. 어떤 면에서 이 책은 변이 가능 상태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함수가 순

수한, 또 다른 스칼라 우주를 전개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쓰이는 스칼라 라이브러리들은 

그러한 이상에서 다소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거의)함수적인 인터페

이스를 갖추었지만 부분적으로 명령식 구현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스칼라에서 변이 가

능 상태를 함수적 인터페이스로 감쌀 수 있다는 점은 스칼라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오•남용되는 경우도 많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능력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고 느끼는 독자라면 이 책이 좋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스칼라의 창시자 마틴 오더스키Martin Oder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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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두 저자)는 수년간 다른 여러 접근방식

으로 고생하다가 함수형 프로그래밍(Functional Programming, FP)을 발견하고 FP와 사랑에 

빠졌다. FP의 접근방식이 생소했지만, FP의 규율을 따르면 일관되고 합성하기 좋으며 아름

다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케임브리지 시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Boston Area Scala Enthusiasts 그

룹에 참여했다. 초창기에는 주로 뭔가 더 나은 것을 찾던 Java 프로그래머들이 주된 구성원

이었는데, 그중에는 스칼라로 FP의 장점을 취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기 어렵다고 불평하

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도 공감했다. 우리 역시 FP를 다소 좌충우돌식으로, 그러니까 함

수적 코드를 많이 작성해 보고, 다른 스칼라나 Haskell 프로그래머와 대화하고, 여러 기사

와 블로그 게시물, 책을 짜깁기 식으로 읽으면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룹 창설자 중 한 분인 

Nermin Šerifovíc가 2010년 4월에 우리에게 스칼라를 이용한 FP라는 주제에 집중하는 책

을 써보라고 권했다. 그간의 학습 경험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책이 어떤 종류

의 책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책을 금세 수월하게 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로부터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괜찮은 책 한 권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바

로 그 책이다.

 우리가 FP를 처음 발견했을 때 느꼈던 흥분을 독자도 이 책에서 느끼길 희망한다.

지은이 폴 키우사노Paul Chiusano, 루나르 비아르드나손Rúnar Bjarnason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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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많은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 책의 씨앗을 처음

으로 우리 머리에 심은 보스턴 스칼라 그룹의 친구 Nermin Šerifovíc에게 감사한다.

 우리를 지원하고 이 책의 커리큘럼 첫 버전의 베타 테스트를 용감하게 도와준 Capital 

IQ의 멋진 팀에게 감사한다.

 이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한 Tony Morris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책의 초기 

단계에서 그가 한 일은 여전히 가치 있게 남아 있으며, 스칼라로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실천에 그가 이바지한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멋진 추천사를 써준 Martin에게 감사한다. 그가 이 업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 이 강력한 언어를 만들었다는 점도 빼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술 과정에서 우리는 고맙게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열성적인 스칼라 사용

자 공동체의 격려를 받았다. 리뷰어reviewer들과 MEAP* 독자들,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버그 보고서와 풀pull 요청을 제출한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책이 지금과 

같은 품질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개발 편집자 Jeff Bleiel과 그래픽 편집자 Ben Kovitz, 기술 감수자 Tom Lockney, 그

리고 책의 여러 발전 단계에서 원고를 읽고 검토한 리뷰어 Ashton Hepburn, Bennett 

Andrews, Chris Marshall, Chris Nauroth, Cody Koeninger, Dave Cleaver, Douglas Alan, 

Eric Torreborre, Erich W. Schreiner, Fernando Dobladez, Ionut, G. Stan, Jeton Bacaj, Kai 

Gellien, Luc Duponcheel, Mark Janssen, Michael Smolyak, Ravindra Jaju, Rintcius Blok, 

Rod Hilton, Sebastien Nichele, Sukant Hajra, Thad Meyer, Will Hayworth, William E. 

Wheeler를 비롯한 Manning의 모든 이가 더 나은 책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수년간 이 책을 실체화하는 여정 동안 우리를 지원해준 Sunita와 Allison에

게 매우 감사한다.

* [역주] MEAP는 Manning Early Access Program의 약자로, 원서 출판사 Manning이 운영하는 일종의 알파 

테스트 시스템이다.

감사의 글



xix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스칼라에 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급진적이고 규율 있는 소프트웨어 작성 접근

방식인 함수형 프로그래밍 입문서이다. 그러한 프로그래밍 방식을 실현하는 도구로 선택된 

것이 스칼라일 뿐이며, 이 책에서 배운 것들은 다른 어떤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두 

저자)의 목표는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순수 함수적 프로그램을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분야의 새로운 내용도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네 개의 부(part)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핵심 개념 몇 가지를 소개한다. 제1부의 장(chapter)들은 작은 함수적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순수 함수적 자료구조의 정의, 오류 처리, 상태 다루

기 같은 근본적인 기법들을 개괄한다.

 그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제2부는 함수적 설계에 대한 일련의 튜토리얼들이다. 

몇 가지 실용적인 함수적 라이브러리 예제들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의 설계에 

적용된 우리의 사고 과정을 여과 없이 독자에게 전달한다.

 제2부의 라이브러리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 라이브러리들이 특정한 패턴들을 따른다는 

점과 중복된 코드가 존재함이 명확해진다. 이는 좀 더 일반화된 라이브러리를 작성하기 위

한 새로운, 그리고 한 수준 높은 추상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징조이다. 제3부에서는 그러한 

추상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코드의 추론에 아주 강력한 도구이다. 이들에 숙달되면 프로

그래머로서의 독자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제4부는 입출력(데이터베이스 연동이나 파일 입출력, 비디오 디스플레이 제어 등)을 수행하

는 실세계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다룬다. 특히, 변이 가능 

상태를 순수 함수적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책은 독자가 프로그래밍 연습문제를 충실하게 풀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연습

대하여
이 책에



이 책에 대하여xx

문제들은 독자가 본문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로 세심하게 배치

되어 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려면 그냥 이론을 추상적으로 배우는 것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 텍스트 편집기를 띄우고 코드를 직접 짜봐야 하며, 배운 이론을 독자의 업무

에 실제로 적용해 봐야 한다.

 또한, 각 장의 참고자료가 웹으로 제공된다. 장마다 그 장에 관련된 논의와 추가 자료

에 대한 링크가 마련되어 있다. 이 참고자료는 독자들이 직접 확장할 수 있도록 누구나 수

정할 수 있는 위키wiki 페이지 형태로, 주소는 https://github.com/fpinscala/fpinscala/wiki 

이다.

이 책의 대상

이 책은 프로그래밍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함수형 프로그래밍

에 관심이 있는 중급 Java 또는 C 프로그래머를 염두에 두고 책을 썼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

나 프로그래밍 경험과 무관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이 도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전의 경험보다는 동기와 궁금증이 더 중요하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아주 재미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경험이 많은 프로그래머일수록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익숙한 사고방식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기 때문

이다. 독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프로그래밍을 해왔든, 다시 초보자로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스칼라 경험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스칼라의 문법과 언어 기능을 논의하는 데 시간

과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았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문법과 언어 기능은 함수형 프로

그래밍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이야기한다(주로는 다른 어떤 주제를 다루

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연습문제를 푸는 데에는 제1장의 입문 내용으로도 충분할 것이

다. 스칼라 언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스칼라에 관한 다른 책(http://scala-lang.

org/documentation/books.html)을 보거나, 아니면 스칼라 언어 문서화(http://scala-lang.org/

documentation/)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찾아보기 바란다.



xxi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의 부(part)들은 한 부를 읽은 

후 잠시 책을 덮고 그 부의 내용을 스스로 익히고 활용해 본 후에 다음 부로 넘어가도록 꾸

며져 있다. 예를 들어 제4부의 내용은 독자가 제1, 2, 3부에서 논의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

타일에 익숙하지 않으면 제대로 음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3부까지 마친 후에는 시간을 들

여서 본문에 나온 연습문제들 이상의 좀 더 실용적인 함수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작성해 보

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결정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다.

 이 책의 장들은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우선 새로운 개념이나 기법을 소개

하고, 그것을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런 다음 연습문제 몇 개를 풀어보는 식이다. 각 

장의 연습문제들을 직접 풀어보길 강력히 권장한다. 필요하다면 연습문제 소스 코드를 내

려받아서 참고해도 된다. 연습문제들과 힌트, 해답은 모두 https://github.com/fpinscala/

fpinscala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구글 그룹 scala-functional(https://groups.google.com/

forum/#!topic/scala-functional/)과 irc.freenode.net의 IRC 채널 #fp-in-scala도 방문해 보

길 권한다.

 연습문제마다 난이도와 중요도가 명시되어 있다. 연습문제들에는 독자가 풀기에 어려

운 문제도 있고,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생략 가능한 문제도 있

다. 어려운 문제는 본문에 나온 것 이상의 개념과 기법을 독자 스스로 알아낼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는 저자들의 판단일 뿐이며, 독자에 따라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어렵거나 어려운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상당히 쉬운 문제도 있을 것

이다. 생략 가능한 연습문제는 풀면 도움이 되지만 풀지 않더라도 이후의 내용을 따라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략 가능 여부는 연습문제 앞의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연습문제 1

속이 검게 채워진 사각형은 이 연습문제가 꼭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뜻이다.

연습문제 2

속이 비워진 사각형은 이 연습문제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다. 

* [역주] 본문에서는 이들과 앞에서 언급한 참고자료를 통칭해서 ‘웹 부록’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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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곳곳에는 예제가 나오는데, 이들을 그냥 읽고 넘어가기보다는 직접 시험해보기 바란

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에는 항상 스칼라 해석기(interpreter)를 띄워두는 것이 좋다. 또

한, 예제를 그대로 따라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시험해보길 권한다. 뭔가를 이

해하는 데 좋은 방법 하나는 그것을 조금 바꿔가면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는 것이다.

 이 책은 어떤 코드의 실행 또는 평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스칼라 해석기 세션을 제시

하기도 한다. 다음 예처럼 해석기의 scala> 프롬프트로 시작하는 줄들이 바로 그러한 세션

이다. 이를 직접 따라 해 보려면 해당 프롬프트 다음의 코드를 해석기에 입력하거나 복사해 

붙여넣으면 된다. 그다음 줄은 해석기의 출력이니 입력하면 안 된다.

scala> println("Hello, World!")
Hello, World!

코드 관례와 예제 코드 내려받기

예제 코드 목록이나 본문 안의 모든 코드는 보통 텍스트와의 구분을 위해 fixed-width 

고정폭 같은 고정폭 글꼴로 표시했다. 스칼라의 키워드들은 bold fixed-width처럼 고정폭 

굵은 글꼴로 표시했다. 또한, 여러 예제 코드에는 주요 개념을 강조해주는 코드 해설이 붙

어 있다.

 예제 소스 코드와 연습문제 코드, 각 장 참고자료는 https://github.com/fpinscala/

fpinscala 또는 출판사 웹페이지 www.manning.com/FunctionalProgramminginScala에서 내

려받을 수 있다.

기대치의 설정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모든 수준에서 소프트웨어 작성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주었지만, 독자

가 그러한 영향을 충분히 음미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제1장부터 당장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매력에 빠져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기 바란다. 이 

책의 초반부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은 상당히 미묘하며, 어쩌면 그냥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

다. 만일 ‘FP를 접하기 전부터 원래 내가 하던 방식이잖아!’라고 생각한다면 다행이다. 사실 

그것이 요점이다.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각하든 아니든 어느 정도 FP를 실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모범 관행(best practice)이라고 간주하는 여러 가지 것들(함수가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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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책임지게 한다거나, 자료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등등)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전제를 받아

들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단지 그런 모범 관행들에 깔린 

원리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그 논리적 귀결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일 뿐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독자가 스칼라 문법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동시에 배우게 될 가능

성이 크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가 아주 생소하고, 기법이 부자연스럽고, 연습문제가 너무 

골치 아프게 느껴질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정상이니 좌절하지 말기 바란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면 힌트와 해답을 보거나* 아니면 구글 그룹(https://groups.google.com/forum/#!topic/

scala-functional/) 또는 irc.freenode.net의 IRC 채널(#fp-in-scala)에 질문을 올리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책이 독자에게 재미있고 보람찬 경험이 되길, 그리고 함수형 프

로그래밍이 독자의 업무를 더 쉽고 즐겁게(우리가 누렸던 것만큼이나)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책의 목적은 독자가 자신의 일을 좀 더 

생산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독자가 매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지저분

한 편법들의 무더기가 아니라 아름답고 유용한 작품이라고 느끼게 되길 희망한다.

* https://github.com/fpinscala/fpinsc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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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나(삼성전자)

간단한 람다식들을 작성해 본 적은 있지만 진정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겪어본 적이 없었

던 저에게 이 책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개념에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도 눈높이를 맞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

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함수형 프로그래

밍의 필요성 또한 더욱 와 닿았습니다.

  도경원(네이버)

기본적으로 스칼라를 통해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그러한 함수형 프로

그래밍 기법을 통해 코드를 발전시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백경윤(다음카카오)

최근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이고 들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스칼라를 차근차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요구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서지연(다음카카오)

자바8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이 람다에 열광하였고, 스칼라 역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

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제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닌 개발자의 필수 기

술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책을 

통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기베타리더



xxv베타리더 후기

  이상현(SI 개발자)

이 책은 스칼라 언어를 사용하여 본연의 순수한 기능을 하나씩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저

자와 함께 생각하고 구현해 보는 책입니다. 그런 만큼 언어를 배우려는 분들보다는 상위 개

발자를 목표로 하는 분들께 적합하며, 부수적으로 스칼라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책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최아연(숭실대학교)

제법 어려운 수학책을 읽은 기분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특

히 구체적인 예를 통해 함수형 설계의 장점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면이 좋았습니다. 읽는 동

안 어려웠지만, 재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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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a  
Readers...





함수형 프로그래밍 입문

제1부

이 책 전반에는 프로그램을 파일 읽기나 메모리 변경 같은 부수 효과가 전혀 없는 순수 함

수들만으로 구축한다는 급진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함수형 프로그

래밍에서는 독자에게 익숙한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된다.

 제1장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함수형 프로

그래밍이 가진 장점들을 소개한다. 제1부의 나머지 장들은 스칼라Scala를 이용한 함수형 프

로그래밍의 기본 기법을 다룬다. 제2장은 프로그래밍 언어 스칼라를 소개하고 루프를 함수

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나 함수를 보통의 값으로 다루는 방법 같은 기본적인 기법을 설명

한다. 제3장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메모리 내부 자료구조들을 다룬다. 제4장은 순

수 함수에서의 오류 처리 방법을 이야기하고, 제5장은 함수적 코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엄격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제1부의 의도는 독자가 함수(입력을 출력으로 사상하는)만으로 프로그램을 고찰하는 

데 익숙해지게 하고 제2부에서 실질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법들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3  

함수형 프로그래밍(functional programming, FP)은 간단하지만 심오한 뜻을 담은 전제에 기초

한다. 그 전제란, 프로그램을 오직 순수 함수(pure function)들로만, 다시 말해서 부수 효과(side 

effect)가 없는 함수들로만 구축한다는 것이다. 부수 효과가 무엇일까? 그냥 결과를 돌려주

는 것 이외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함수를 가리켜 부수 효과가 있는 함수라고 칭한다. “그냥 

결과를 돌려주는 것 이외의 어떤 일”의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 변수를 수정한다.

• 자료구조를 제자리에서 수정한다.

• 객체의 필드를 설정한다.

• 예외(exception)를 던지거나 오류를 내면서 실행을 중단한다.

• 콘솔에 출력하거나 사용자의 입력을 읽어들인다.

• 파일에 기록하거나 파일에서 읽어들인다.

• 화면에 그린다.

나중에 이번 장에서 부수 효과의 좀 더 엄밀한 정의를 제시하겠다. 일단 지금은, 위와 같은 

일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수 있는 때와 장소가 크게 제한된 상태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아마 그런 프로그래밍을 상상하기 어려운 독자도 있

을 것이다. 과연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긴 할까? 변수에 값을 다시 배정할 

수 없다면, 루프loop 같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변하는 자료는 어떻게 다루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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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며, 예외를 던지지 않고 오류를 처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화면에 뭔가를 

그리거나 파일을 읽어들이는 등의 입출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할까?

 이에 대한 답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제약이

지 표현 가능한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 전반에서 독자는 입

출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오류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자료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부수 효과 없이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FP의 원리를 따

르는 것이 대단히 이롭다는 점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는 순수 함수들로 프로그램을 작성하

면 모듈성(modularity)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모듈성 덕분에 순수 함수는 검사(test), 재사용, 병

렬화, 일반화, 분석이 쉽다. 더 나아가서, 순수 함수는 버그가 생길 여지가 훨씬 적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부수 효과들을 제거

해 가면서 FP의 이점을 보여준다. 또한, FP의 이점을 좀 더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참조 투명성

(referential transparency)과 치환 모형(substitution model)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도 정의한다.

1.1  FP의 이점: 간단한 예제 하나
그럼 예제를 통해서 순수 함수들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의 몇 가지 이점을 살펴보자. 이번 예

제의 요지는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이후에 책 전반에서 그 

개념들을 다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번 예제는 독자가 스칼라의 구문(syntax)을 처음 접하

는 기회이기도 하다. 스칼라의 구문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훨씬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므

로, 다음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세부사항들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

요는 없다. 코드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1.1.1 부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커피숍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과정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한다고 가정하자. 우선 구현

에서 부수 효과를 사용하는(이를 불순한[impure]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칼라 프로그

램부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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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1 부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class Cafe {

 def buyCoffee(cc: CreditCard): Coffee = {

  val cup = new Coffee()

  cc.charge(cup.price)

  cup

 }
}

cc.charge(cup.price)가 부수 효과의 예이다. 신용카드 청구(charge)에는 외부 세계와의 

일정한 상호작용이 관여한다. 이를테면 어떤 웹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카드 회사와 접촉해

서 거래(트랜잭션)를 승인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그것이 성공한다면)이후 참조를 위해 거래 

기록을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함수 자체는 단지 하나

의 Coffee 객체를 돌려줄 뿐이고, 그 외의 동작은 모두 부수적으로(on the side) 일어난다. 여

기서 ‘부수 효과’라는 용어가 비롯되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수 효과는 이번 장에서 나중에 

좀 더 공식적으로 정의하겠다.)

 부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는 검사하기가 어렵다. 코드를 검사하기 위해 실제로 

신용카드 회사와 연결해서 카드 이용 대금을 청구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코드에 검사

성(testability)이 부족하다면 설계를 변경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회사와 연동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CreditCard에 집어넣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이 결

제에 관한 정보를 우리의 내부 시스템에 영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집어넣

지 말아야 할 것이다. CreditCard가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 지급을 위한 

Payments 객체를 buyCoffee에 전달한다면 코드의 모듈성과 검사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Java에서처럼 class 키워드는 

클래스를 도입한다. 중괄호 {와 } 
사이는 클래스의 본문(body)이다.

세미콜론이 없어도 된다. 

한 블록 안의 문장들은 

새 줄로 구분된다.

부수 효과. 신용카드를 

실제로 청구한다.

return이 없어도 된다. 

cup이 블록의 마지막 문장

이므로 자동으로 반환된다.

클래스의 메서드는 def 키워드로 

도입한다.

cc: CreditCard는 형식이 

CreditCard이고 이름이 cc
인 매개변수를 정의한다. 매개변

수 목록 다음에 있는 Coffee는 

buyCoffee 메서드의 반환 형식

이다. = 다음의 중괄호 쌍 사이에 

있는 블록은 메서드의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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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2  지급 객체 추가

class Cafe {
  def buyCoffee(cc: CreditCard, p: Payments): Coffee = {
    val cup = new Coffee()
    p.charge(cc, cup.price)
    cup
  }
}

p.charge(cc, cup.price)를 호출할 때 여전히 부수 효과가 발생하지만, 적어도 검사성

은 조금 높아졌다. Payments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의 모의(mock) 

구현(검사에 적합한)을 작성하면 검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이상적인 

방식은 아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Payments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하며, 구체(concrete) 

클래스를 잘 만든다고 해도 모의 구현은 사용하기가 어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uyCoffee 

호출 이후에 조사해야 할 어떤 내부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검사 과정에서는 

charge 호출에 의해 그 상태가 적절히 변경(변이[mutation])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부

분을 모의 프레임워크(mock framework)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buyCoffee의 청구 금액이 커피 한잔 가격과 동일한지만 검사하는 데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

용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다.

 검사 문제 외에도 이 구현에는 buyCoffee를 재사용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

다. 예를 들어 앨리스라는 손님이 커피 열두 잔을 주문한다고 하자. 그러면 루프를 돌려서 

buyCoffee를 열두 번 호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구현에서는 지급 시스템과 12회 연

결해서 앨리스의 신용카드에 열두 번이나 청구해야 한다. 그러면 카드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앨리스에게나 커피숍에나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대금을 누적하는 특별한 논리(logic)를 갖춘 

buyCoffees라는 완전히 새로운 함수를 작성하면 된다.1 지금 예에서는 buyCoffee의 논리가 

아주 단순하므로 그런 새 함수를 만드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복제할 논리

가 그리 간단하지 않을 때에는 코드의 재사용성과 합성(composition) 능력에 해가 될 수 있다.

1 Payments 인터페이스의 특화된 구현인 BatchingPayments를 만들어 신용카드에 대한 청구건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역시 간단하지 않다. 하나의 일괄 처리에 몇 개까지의 청구건을 포함시킬 것인가? 

기간은 얼마로 잡을 것인가? 일괄 처리의 완료를 buyCoffee에게 알려야 하는가(이를테면 closeBatch를 

호출해서)? 게다가, 완료를 알릴 시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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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Coffee 호출

부수 효과 있는 버전 부수 효과 없는 버전

신용카드

거래 정보 전송
청구 부수 효과

신용카드 
서버

신용카드커피 커피

청구

청구

신용카드 서버 없이는 

buyCoffee를 검사할 수 없음

두 거래를 하나로  

결합할 수 없음 목록(청구1,  

청구2, ...)

만일 buyCoffee가 부수 효과를  

수행하는 대신 청구 객체를 돌려준다

면 호출자는 여러 청구건을 하나의  

거래로 쉽게 결합할 수 있다(또한 실제 

지급 처리 과정 없이 buyCoffee를 

쉽게 검사할 수 있다).

취합

1.1.2 함수적 해법: 부수 효과의 제거

이에 대한 함수적 해법은 부수 효과들을 제거하고 buyCoffee가 Coffee뿐만 아니라 청구

건을 하나의 값으로 돌려주게 하는 것이다. 청구 금액을 신용카드 회사에 보내고 결과를 기록

하는 등의 처리 문제(concern)*는 buyCoffee 바깥의 다른 어딘가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앞

에서 말했듯이 스칼라의 구문은 이후의 장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음은 스칼라

로 표현된 함수적 해법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예이다.

class Cafe {
  def buyCoffee(cc: CreditCard): (Coffee, Charge) = {
    val cup = new Coffee()
    (cup, Charge(cc, cup.price))
  }
}

* [역주] 프로그래밍의 주요 원리 중 하나인 separation of concerns를 흔히 ‘관심사의 분리’라고 번역하긴 하

지만, 지금 같은 문맥에서는 관심사보다는 ‘문제’가 자연스럽다. 이후에도 concern을 문맥에 따라 관심사, 문제, 용

건, 우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겠다.

buyCoffee는 이제 

Coffee와 Charge
의 쌍(pair)을 돌려

준다. 그 쌍의 형

식은 (Coffee, 
Charge)로 지정되

어 있다. 시스템이 

지급을 처리하는 구

체적인 방식은 이제 

이 함수와 무관하다.

쌍을 만들기 위해, cup과 

Charge를 쉼표로 구분해서 

하나의 괄호로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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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구건의 생성 문제가 청구건의 처리 또는 연동 문제와 분리되었다. buyCoffee 함수는 

이제 Coffee뿐만 아니라 Charge도 돌려준다. 이런 변경 덕분에 여러 잔의 커피를 한 번의 

거래로 구매하기 위해 이 함수를 재사용하기가 쉬워졌음을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데 Charge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은 필자가 방금 만들어 낸 자료 형식(data type)으

로, CreditCard와 amount를 담으며, 동일한 CreditCard에 대한 청구건들을 취합하는 편

리한 함수 combine도 갖추고 있다.

case class Charge(cc: CreditCard, amount: Double) {

  def combine(other: Charge): Charge =

    if (cc == other.cc)

      Charge(cc, amount + other.amount)

    else

      throw new Exception("Can't combine charges to different cards")

}

그럼 커피 n잔의 구매를 구현한 buyCoffees 함수를 보자. 이전과는 달리, 이 함수는 

buyCoffee를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다(우리가 바랐던 대로).

목록 1.3 여러 잔의 커피를 구매하는 buyCoffees

class Cafe {

 def buyCoffee(cc: CreditCard): (Coffee, Charge) = ...

 def buyCoffees(cc: CreditCard, n: Int): (List[Coffee], Charge) = {

case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지금은 Charge) 다음에 인수 목록이 있는 하나의  

주 생성자(primary constructor)로 구성된다. 이 목록의 매개변수들은 클래스의 공용

(public), 수정 불가(unmodifiable; 불변이[immutable]) 필드들이 된다. 이 필드들에는 

other.cc 같은 통상적인 객체 지향적 마침표 표기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if 표현식의 구문은 Java의 것과 동일하나, 선택된 

분기의 결과와 동일한 값을 돌려준다는 점이  

다르다. 만일 cc == other.cc이면 combine은 

Charge(..)를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분기에서 예외가 던져진다.

case 클래스는 new 키워드 없이 생성할 수 

있다. 그냥 클래스 이름 다음에 주 생성자를 

위한 인수들의 목록을 지정하면 된다.

예외를 던지는 구문은 Java나 다른 여러 언어에서와 

동일하다. 오류 조건을 함수적으로 처리하는 여러  

방법을 이번 장에서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List[Coffee]는 Coffee 
값들의 불변이 단일 연결  

목록이다. 이 자료 형식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좀 더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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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 purchases: List[(Coffee, Charge)] = List.fill(n)(buyCoffee(cc))
  val (coffees, charges) = purchases.unzip
  (coffees, charges.reduce((c1,c2) => c1.combine(c2)))
 }
}

전반적으로, 이 해법은 이전보다 뚜렷이 개선되었다. 이제는 buyCoffee를 직접 재사용해서 

buyCoffees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두 함수 모두 Payments 인터페이스의 복잡한 모의 

구현을 정의하지 않고도 손쉽게 검사할 수 있다. 실제로 Cafe는 이제 Charge의 대금이 어

떻게 처리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물론 실제 청구 처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Payments 클래

스가 필요하겠지만, Cafe는 그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Charge를 일급(first-class) 값으로 만들면, 청구건들을 다루는 업무 논리(business logic)

를 좀 더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이득이 생긴다. 예를 들어 앨리스

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커피숍에서 몇 시간 일하면서 커피를 여러 번 주문했다고 하자. 커

피숍이 그 주문들을 하나로 모아서 청구한다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다. 

Charge가 일급 값인 덕분에, 같은 카드에 대한 청구건들을 하나의 List[Charge]로 취합

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def coalesce(charges: List[Charge]): List[Charge] =
  charges.groupBy(_.cc).values.map(_.reduce(_ combine _)).toList

이 코드는 다수의 함수들을 값으로서 groupBy와 map, reduce 메서드에 전달한다. 이후의 

여러 장에서 이런 한 줄짜리 코드(one-liner)를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_.cc와 

_ combine _은 익명 함수(anonymous function)를 위한 구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개한다.

 이런 종류의 코드는 표기법이 너무 간결해서 읽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스칼라 코드를 읽고 쓰는 것이 금세 제2의 본성이 될 것이다. 이 함수는 청

구건들의 목록을 받아서 신용카드별로 묶은 후 카드당 하나의 청구건으로 취합한다. 이 함

수는 추가적인 모의 객체나 인터페이스 없이도 완벽하게 재사용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다. 

List.fill(n)(x)는 x의 복사본 

n개로 이루어진 List를 생성한다. 

이 신기한 함수 호출 구문은 이번 

장에서 나중에 설명하겠다.

unzip은 쌍들의 목록을 목록들의 쌍으로  

분리한다. 지금 예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하나의 

쌍을 두 개의 값(coffees과 charges)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한 줄의 코드로 표현했다.

charges.reduce는 한 번에 청구건 두 개를 combine을  

이용해서 하나로 결합(조합)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청구

건들의 목록 전체를 하나의 청구건으로 환원(reduction)한다. 

reduce는 고차 함수(higher-order function)의 예인데,  

다음 장에서 제대로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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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논리를 buyCoffee의 첫 번째 구현으로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상은 앞에서 주장한 FP의 이점들을 맛만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예제는 의도적으로 단

순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한 일련의 리팩토링refactoring들이 자연스럽고 자명하

며, 별로 특별할 것이 없이 표준적인 관행이라고 느껴진다면 다행이다. 사실 함수형 프로그

래밍은 많은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논리적인 극한으로까지 밀어붙이는, 그리고 그것

을 언뜻 보기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적용하는 규율일 뿐이다. 이 책을 통해 

차차 배우겠지만, FP의 규율을 일관되게 따르면 심오한 결과와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

다. FP는 아주 간단한 루프에서부터 고수준 프로그램 기반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

서 프로그램의 조직화 방식을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시킨다. FP에서 파생되는 스타일은 다

른 프로그래밍의 것과 상당히 다르지만, 그것은 아름답고 응집력 있는 프로그래밍 접근방

식이다. 그리고 독자도 그러한 접근방식을 잘 이해하게 되길 희망한다.

실제 세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buyCoffee의 예를 통해서 Charge의 생성을 Charge의 해석과 처리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보

았다. 차차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수 효과가 있는 임의의 함수에 이런 종류의 변환을 적용함

으로써 그 부수 효과들을 프로그램의 외부 계층으로 밀어낼 수 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순수한 핵심부와 얇은 계층(부수 효과들이 처리되는 외부와의 경계를 이루는)을 이용해서 프로

그램을 구현하는 방식이 흔히 쓰인다.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는 외부에 실제로 효과를 가해야 한다. 즉, 어느 시점에서는 Charge를 외부

의 어떤 시스템에 제출해서 처리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유용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는 부수 효과나 변이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 책을 읽다 보면, 부수 효과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에는 그에 상응하는 함수적 코드가 존재할 

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부수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관찰되

지는 않도록 코드의 구조를 짜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함수의 본문 안에 

지역적으로 선언된 자료가 함수 외부에서 참조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런 자료는 변이

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함수를 감싸는 다른 함수가 알아채지 못한다면, 함수 안에서 파일에 

뭔가를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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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수)함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앞에서 FP가 순수 함수들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며, 순수 함수는 효과(부수 효과)가 없는 

함수라고 말했다. 커피숍 예제를 논의하면서 효과와 순수라는 개념을 비공식적으로만 언급

했는데, 함수적으로 프로그래밍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또 다른 이점

인, 순수 함수는 추론(분석)하기가 더 쉽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입력 형식이 A이고 출력 형식이 B인 함수 f(스칼라에서는 A => B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표

기한다. 이 형식은 “A에서 B로” 또는 “A 화살표 B”라고 읽는다)는 형식이 A인 모든 값 a를 각각 형

식이 B인 하나의 값 b에 연관시키되, b가 오직 a의 값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조건을 만족

하는 계산이다. 내부 또는 외부 공정의 상태 변경은 f(a)의 결과를 계산하는 데 어떠한 영

향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Int => String 형식의 intToString 함수는 모든 정수를 그

에 대응되는 문자열에 대응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 실제 함수(function)이면, 그 외의 일

은 전혀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함수는 주어진 입력으로 뭔가를 계산하는 것 외에는 프로그램의 실행

에 그 어떤 관찰 가능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를 두고 함수에 부수 효과가 없다고 말한

다. 그런 함수를 좀 더 명시적으로 순수(pure)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다소 군더더

기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책에서 함수는 부수 효과가 없는 함수를 뜻한다.2

 독자에게 익숙한 함수들 중에도 순수 함수가 많이 있다. 정수에 대한 더하기(+) 함수를 

생각해 보자. 이 함수는 정수 값 두 개를 받고 정수 값 하나를 돌려준다. 주어진 임의의 두 

정수에 대해 이 함수는 항상 같은 값을 돌려준다. 그리고 Java나 스칼라 등 문자열의 수정이 

불가능한(즉, 문자열이 불변이不變移 값인) 다른 여러 언어에서 String 객체의 length 메서드도 

순수 함수이다. 주어진 임의의 문자열에 대해 이 메서드는 항상 같은 길이를 돌려주며, 그 

외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순수 함수의 이러한 개념을 참조 투명성(referential transparency, RT)이라는 개념을 이용

해서 공식화할 수 있다. 참조 투명성은 함수가 아니라 표현식(expression)의 한 속성이다. 지

금 논의에서 표현식이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 중 하나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 임의

의 코드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스칼라 해석기(interpreter)에 입력했을 때 답이 나오

2 절차(procedure)라는 용어는 부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매개변수화된 코드 조각을 지칭하는 데 종종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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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면 모두 표현식이다. 예를 들어 2 + 3은 하나의 표현식이다. 이 표현식은 값 2와 3(그 

둘도 표현식)에 순수 함수 +를 적용한다. 이 표현식에는 부수 효과가 없다. 이 표현식의 평가

(evaluation)는 항상 5라는 같은 결과를 낸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2 + 3을 값 5로 

바꾸어도 프로그램의 의미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표현식의 참조 투명성의 전부이다. 즉, 임의의 프로그램에서 만일 어떤 표

현식을 그 평가 결과로 바꾸어도 프로그램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표현식은 참조에 

투명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함수를 참조에 투명한 인수들로 호출하면, 그 함수도 참

조에 투명하다. 그럼 다음 절에서 예제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참조 투명성과 순수성

만일 모든 프로그램 p에 대해 표현식 e의 모든 출현(occurrence)을 e의 평가 결과로 치환해도 p의 

의미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 표현식 e는 참조에 투명하다(referentially transparent). 만

일 표현식 f(x)가 참조에 투명한 모든 x에 대해 참조에 투명하면, 함수 f는 순수하다(pure).3

1.3  참조 투명성, 순수성, 그리고 치환 모형
참조 투명성의 정의가 원래의 buyCoffee 예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def buyCoffee(cc: CreditCard): Coffee = {
  val cup = new Coffee()
  cc.charge(cup.price)
  cup
}

cc.charge(cup.price)의 반환 형식이 무엇이든(아마도 다른 언어의 void에 해

당하는 스칼라의 Unit이겠지만), buyCoffee는 그 반환값을 폐기한다. 따라서 

buyCoffee(aliceCreditCard)의 평가 결과는 그냥 cup이며, 이는 new Coffee()와 

동등하다. 앞의 참조 투명성 정의하에서 buyCoffee가 순수하려면 임의의(any) p에 대해 

3 이 정의에는 다소 미묘한 점이 있는데, 나중에 이 책에서 좀 더 다듬겠다. 추가적인 논의를 원한다면 웹 

부록(https://github.com/fpinscala/fpinscala; ‘이 책에 대하여’ 참고)에 있는 참고자료를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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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uyCoffee(aliceCreditCard))가 p(new Coffee())와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 이 

조건이 참이 아님은 명백하다. new Coffee()라는 프로그램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buyCoffee(aliceCreditCard)는 신용카드 회사에 연결해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참조 투명성은 함수가 수행하는 모든 것이 함수가 돌려주는 값(함수의 결과 형식을 따

르는)으로 대표된다는 불변(invariant) 조건을 강제한다. 이러한 제약을 지키면 치환 모형

(substitution model)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간단하고도 자연스러운 추론 모형

이 가능해진다. 참조에 투명한 표현식들의 계산 과정은 마치 대수 방정식을 풀 때와 아주 

비슷하다. 즉, 표현식의 모든 부분을 전개(확장)하고, 모든 변수를 해당 값으로 치환하고, 그

런 다음 그것들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환원(축약)하면 된다. 각 단계마다 하나의 항(term)을 

그에 동등한 것으로 대체한다. 즉, 계산은 등치 대 등치(equals for equals) 치환을 통해서 진행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참조 투명성은 프로그램에 대한 등식적 추론(equational reasoning)을 가

능하게 한다.

 예제 두 개를 더 보자. 하나는 모든 표현식이 참조에 투명하며 치환 모형을 이용해서 

추론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일부 표현식이 참조 투명성을 위반한다. 이 예제들에서 

복잡할 것은 없다. 그냥 독자가 아마도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번에는 스칼라 해석기를 이용하겠다(스칼라 해석기를 이용한 대화식 모드를 REPL[Read-

Eval-Print-Loop]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REPL은 ‘리플’이라고 발음한다). Java와 스칼라에서 문자

열이 불변이임을 주의하기 바란다. ‘수정된’ 문자열은 사실 새로운 문자열이고, 기존의 문자

열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scala> val x = "Hello, World"
x: java.lang.String = Hello, World

scala> val r1 = x.reverse
r1: String = dlroW ,olleH

scala> val r2 = x.reverse
r2: String = dlroW ,olleH

x 항의 모든 출현을 x가 지칭하는 표현식(해당 정의)으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된다.

scala> val r1 = "Hello, World".reverse
r1: String = dlroW ,olleH

r1과 r2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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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 val r2 = "Hello, World".reverse
r2: String = dlroW ,olleH

이러한 변환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전 예에서처럼 r1과 r2의 값은 동일하며, 

따라서 x는 참조에 투명하다. 더 나아가서 r1과 r2도 참조 투명성을 가지므로, 만일 더 큰 

프로그램의 다른 어떤 부분에 이들이 출현하면 그것들을 모두 해당 값으로 치환할 수 있으

며, 그래도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에는 참조에 투명하지 않은 함수를 살펴보겠다. java.lang.StringBuilder 클래

스의 append 함수를 생각해 보자. 이 함수는 StringBuilder를 그 자리에서(in place) 조작

한다. append를 호출하고 나면 StringBuilder의 이전 상태는 파괴된다. 직접 실험해 보자.

scala> val x = new StringBuilder("Hello")
x: java.lang.StringBuilder = Hello

scala> val y = x.append(", World")
y: java.lang.StringBuilder = Hello, World

scala> val r1 = y.toString
r1: java.lang.String = Hello, World

scala> val r2 = y.toString
r2: java.lang.String = Hello, World

지금까지는 좋다. 그럼 이 부수 효과가 어떻게 참조 투명성을 위반하는지 살펴보자. 앞에서

처럼, y의 모든 출현을 해당 append 호출로 치환하면 어떻게 될까?

scala> val x = new StringBuilder("Hello")
x: java.lang.StringBuilder = Hello

scala> val r1 = x.append(", World").toString
r1: java.lang.String = Hello, World

scala> val r2 = x.append(", World").toString
r2: java.lang.String = Hello, World, World

이러한 변환에 의해 프로그램은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낸다. 따라서 StringBuilder.

append는 순수 함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연하자면, 비록 r1과 r2가 같은 표

현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StringBuilder의 서로 다른 두 값을 참조한다. r2가 

r1과 r2는 여전히 같다.

r1과 r2는 같다.

이제 r1과 r2는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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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ppend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r1은 이미 x가 참조하는 객체를 변이시켰다. 이 부분이 어

렵게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시길. 실제로 이는 추론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부수 효과가 존재

하면 프로그램의 행동에 관한 추론이 어려워진다.

 반면 치환 모형은 추론이 간단하다. 평가의 부수 효과가 전적으로 국소적(local, 지역

적)이기 때문이다(즉, 부수 효과는 오직 평가되는 표현식에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코드 블

록을 이해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일련의 상태 갱신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국소 추론(local 

reasoning)만으로도 코드를 이해할 수 있다. 함수의 실행 이전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태 변화들을 머릿속으로 짚어 나가지 않고도 함수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함수의 정의를 보고 함수 본문에서 인수들을 치환하기만 하면 된다. 비록 ‘치환 모형’

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코드를 추론할 때 독자도 아마 이런 

모형을 사용해 왔을 것이다.4

 순수성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 보면, 함수적 프로그램의 모듈성이 다른 경우

에 비해 더 좋은 경우가 많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모듈적인(modular) 프로그램은 전체와

는 독립적으로 이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구성요소(component)들로 구성된다. 그런 프로그

램에서 프로그램 전체의 의미는 오직 구성요소들의 의미와 구성요소들의 합성에 관한 규칙

들에만 의존하다. 즉, 구성요소들은 합성 가능(composable)하다. 순수 함수는 모듈적이고 합

성 가능한데, 이는 순수 함수에서 계산 자체의 논리가 “결과로 무엇을 할 것인가”나 “입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와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순수 함수는 하나의 블랙박스이다. 

입력이 주어지는 방식은 단 하나이다. 입력은 항상 함수에 대한 인수들로만 주어진다. 그리

고 함수는 결과를 계산해서 돌려줄 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

한 관심사의 분리 덕분에 계산 논리의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결과에 관련된 부수 효과나 입

력을 얻는 데 관련된 부수 효과가 모든 문맥에서 적절한지 걱정하지 않고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buyCoffee 예제에서 이미 보았다. 출력에 대한 지급 처리의 부수 효과를 

제거한 덕분에, 검사를 위해서든 추가적 합성(buyCoffees와 coalesce를 작성하는 등의)을 

위해서든 함수의 논리를 재사용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4 사실, 코드가 순수한지 판단할 때 프로그래머들이 치환 모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보통의 경우 

순수한 코드인지 아닌지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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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약
이번 장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소개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함수적 스타일의 완전한 이점들이 이 책 전반에서 차차 드러

나겠지만, 간단한 예제를 이용해서 FP의 이점 몇 가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또한 참조 투명성과 치환 모형을 논의하고, FP가 어떻게 프로그램에 대한 추론을 쉽게 만들

고 모듈성을 높여 주는지도 이야기했다.

 이 책에서 독자는 아주 간단한 과제들에서부터 그런 과제들에 기초한 프로그램 구축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래밍의 모든 수준에 적용되는 FP의 개념과 원리를 배우게 된다. 다음 장

부터는 근본적인 기법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테면 FP에서는 루프를 어떻게 작성하

는지, 자료구조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오류와 예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야기한다. FP를 

위해서는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는 방법을 익히고 FP의 저수준 관용구들에 익숙해질 필요

가 있다. 제2, 3, 4부에서는 이들에 기초해서 함수적 설계 기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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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형사상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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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칙   226

 적용성 함수자   285

 준동형사상   234

모듈   19, 23

모듈성   4, 171

목록   229

 재귀   49

 접기   229

 조작 함수   52

 최댓값   173

무한 스트림   93

묶기(bind)   43

문맥   365

문맥 민감

 계산(computation)   272

 문법   201

 파싱   218

문맥 의존적   61

문맥 자유

 계산   272

 문법   201

문자 인식   190

문자열

 되풀이   192

 연결   226

문장(statement)   20

미확정 상태   211

밑줄   50, 236

ㅂ

바닥으로 평가   86

반증   158

반환 형식 생략   20

배열 리터럴   31

범주   361

법칙   138

 결합   226, 251, 278

 모나드   251

 모노이드   226

 분기   141

 생성기   183

 오른쪽 항등   255, 278

 왼쪽 항등   255, 278

 적용성 함수자   277

 함수자   244

 항등   226, 255, 277

변수 명명 관례   28

변이 가능(mutable)

 배열   342

 상태   331

 상태 동작   338

 참조   336

변환 융합   361

병렬 계산   121

 검사 모음   175

 결과 취합   136

 조합   125

병렬 파싱   233

보호되는 재귀   95

부분 적용   33

부분 함수   62

부분 형식 적용   259

부수 효과   3, 270, 297, 347, 효과 참고

 자료 생성자   346

 절차   298

 제거   7

분기(branch) 법칙   141

분리합집합   75

분산   68

분할정복 알고리즘   121

불변 매개변수   40

불변, 불변식   13, 335

불변이(immutable)

 값   11

 변수   20

불순 함수   21, 299

블랙박스   15

블록   20

비동기 실행   313

비엄격 함수   83

비엄격성   67, 82, 200

비전용 멤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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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 않은 되풀이   198

비차단(non-blocking) 방식   145

비차단 비동기 입출력   321

빠른정렬   333

뿌리 노드   57

ㅅ

사상(map) 융합   141

사용성   173

사탕 판매기   115

상등 증거   377

상수 함수   182

상위 종류 형식   236

상태   99

 순회   287

 전이   106

 API   99

상태 동작   106, 215

 조합   108

상태기계   114, 356

생산성   95

생산자   370

생성기   158

 법칙   183

 의미   165

서로 소 합집합   75

서명(signature)   19

서술   127, 157, 299

서식   203

선택적 값   70

선형 합동 발생기   102

성질   138

성크   84

소비자   371

속성   138, 157

 검사   157

 의미   163

수축   171

순수 대수적 구조   225

순수 함수   3, 11

 라이브러리 설계   119

 변이 가능 상태   331

 추출   299

순수 해석기   319

순수성   12, 332

 문맥 의존   345

순회   51

 상태 있는   287

 융합   239, 290

 전위   290

 중첩된   290

순회 가능

 자료 형식   283

 함수자   265

 함수자 조합   289

술어   46, 158

스칼라 언어   17

스칼라 프로그램 실행   21

스택

 넘침   213, 220, 307

 안전   51, 321

 StackOverflowError 오류   51, 306, 307

스트림   86, 365

 변환기   355

 입출력   326

 처리기   355

슬라이싱   197

승급(lift)   70, 178

실제 세계   10

실패

 극복   217

 역추적   217

 원인   75

싱크   380

쌍   56

쌍대곱   243

ㅇ

암묵적 변환   134, 192

엄격하지 않은 함수   83

엄격한 함수   83

업무 논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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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   24

영속적 자료구조   45

영역 국한 언어   107

예외   59

 대안   62

 예외 지향적 API   70

 점검된 예외   62

 호출 스택 넘침   307

오류

 발생 위치   207

 보고 파서   206

 중첩   208

 처리 논리 통합 및 중앙집중화   59, 61

오른쪽 항등법칙   255, 278

온도 변환   301

와일드카드 형식   341

완전 비차단 방식   144

완전 함수   64

외부 효과   297

왼쪽 편향   200

왼쪽 항등법칙   255, 278

요소 개수   195

웹 양식 유효성 점검   274

유한상태자동자   115

이름공간(namespace)   23

이름표(label)   208

이진 트리 자료구조   56

이항 함수   72

익명 함수   9, 31

 밑줄 표기법   50

인수 평가 캐싱   85

인스턴스 부류   260

인터페이스   190, API 참고

일급(first-class) 값   32

일급 루프   92

일반적 함수   30

일반화   28

입출력

 게으른   328, 354

 명령식   351

 비차단 비동기   321

 스트림   326

 콘솔   316

 모나드   297

잎 노드   57

ㅈ

자기 재귀   26

자기함수   228

자료 공유   44

 효율성   46

자료 생성자   39

 부수 효과   346

자료 형식   모나드, 특질 참고

 대수적   56

 순회 가능   283

 추상   56

 Either   75

 Option   64

자료구조

 영속적   45

 이진 트리   56

 자루(bag)   238

 접을 수 있는   235

 함수적   37

자루 자료구조   238

자연성   279

자원

 누수   352

 동적 할당   382

 안전성   353, 367, 370

 정리   366, 371

자유 모나드   314

작은 언어   334

재귀 함수   25

재귀적 비계   319

저수준 파일 API   327

적용성 함수자   265

 곱   281

 모나드   269

 모노이드   285

 법칙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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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281

적용성 효과   271

전수 검사   160, 177

 검례 생성   160

전용 메서드   20

전위 순회   290

전일적 루프   327

절차   21

점검된 예외   62

접을 수 있는 자료구조   235

정규표현식   202

정련(refining)   132

정리   138

정의   19

정의역   160

정적 멤버   19

제어 흐름   308

제자리(in-place) 변이   101

제자리 정렬   333

조합기(combinator)   92

 가장 일반적인 형태   151

주사위   100, 110

준동형사상   234

중괄호 쌍   20

중위 구문   134, 192

중위 표기법   24

중첩된 순회   290

지역

 범위   334

 효과   333

지퍼

 열기   243

 채우기   376

질의 수행기(query executor)   382

짝 객체   42

ㅊ

참조

 상등   345

 투명성   4, 11, 60, 332, 346

채널   381

처리 공정

 강제 종료   366

 생성   357

 추가   361

 합성   361, 375

최댓값   57

추상 자료 형식   56

추적(trace)   50

축약   51

치환 모형   4, 13

ㅋ

캐싱   85

캡슐화   58

커리, 해스컬   34

커링   34

커스텀 추출기   179

콘솔 입출력   316

콜론(:)   19

콜백 함수   145

크기별 생성   171

클라이슬리 합성   254, 312

클라이슬리 화살표   254

ㅌ

토큰   205

튜플   56

트램펄린   310

트리   56

특질(trait)   32, 39, 모나드, 자료 형식 참고

 Applicative   266

 Async   313

 Foldable   235

 Free   314

 Functor   242

 Future   145, 323

 IO   300

 Monad   248, 268

 Monoid   226

 Parsers   190

 Process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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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   162

 Result   169

 ST   336

 Stream   86

 STRef   337

 TailRec   312

 Traverse   283

 Validation   275

ㅍ

파생   128

파생된 조합기   128

파서   187

 동적 선택   272

 생성기   188

 순차 실행   215

 실행   190

 오류 보고   206

 조합기   187

파싱 확정   211

파이프 연산   361

파이프라인   361

패턴 부합   41

평가   346

평탄화   154

표본   158

표현   128

표현식   11

 서술   89

 평가   89

프로그램 정확성   348

ㅎ

하나 모자라는 오류   100

함수 

 &&   83

 ||   83

 가변 인수   44

 값   32

 계속   145, 309

 고계   25

 고차   ☞ 고차 함수

 공재귀   95

 단형적   29

 리터럴   31

 목록 조작   52

 부분   62

 불순   21, 299

 비엄격   83

 상수   182

 순수   ☞ 순수 함수

 엄격하지 않은   83

 엄격한   83

 완전   64

 이항   72

 익명   31

 익명 함수 표기법   50

 일반적   30

 자기함수   228

 재귀   25

 콜백   145

 항등   244

 효과 있는   300

 map   242

함수자(functor)   242

 법칙   244

 순회 가능   265, 289

 적용성   ☞ 적용성 함수자

함수적 루프   25

함수적 자료구조   37

함수적 해법   7

합성   142

 가능   15

 모나드   291

 적용성 함수자   281

 처리 공정   361, 375

 클라이슬리   254, 312

항등

 모나드   258

 함수   244

 항등법칙   226, 255, 277

 항등식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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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등원   226, 255

해석기   299

 꼬리 재귀적   309

 순수   319

해스컬 커리   34

행위자   148

협동루틴   310

형식

 람다   261

 매개변수   30

 변수   30

 별칭   106

 생성자   190

 안전성   61

 주해(annotation)   20

 추론 개선   47

 추상   30

 캐스팅   140

 표현   131

호출 스택   ☞ 스택

확정된 상태   211

환경   365

효과   270, 297, 부수 효과 참고

 국소   146, 333

 모나드적   271

 부수   3, 270, 297, 347

 외부   297

 자료 생성자 부수   346

 적용성   271

 지역   146, 333

 추출   298

 효과 있는 함수   300

효율성 손실   55

A
abstract data type   56

abstracting over the type   30

actor   148

ADT   56

algebra   ☞ 대수

andThen 메서드   35

anonymous function   9, 31

API

 대수   138

 명령식   99

 상태 있는   99

 예외 지향적   70

 저수준 파일   327

applicative   ☞ 적용성

Applicative 특질   266

apply 메서드   32

array literal   31

assert   158

associative law   226

Async 특질   313

axiom   138

B
bag   238

balanced fold   230

binary function   72

block   20

business logic   9

C
case 키워드   39

category   361

checked exception   62

collapsing   51

combinator   92

companion object   41

composable   15

compose 메서드   35

composition   ☞ 합성

conceptual integration   223

concurrency primitive   120

consolidation of error-handling logic   59

constant function   182

consumer   371

context   365

context-dependent   61

context-free   ☞ 문맥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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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sensitive   ☞ 문맥 민감

continuation   145, 309

coproduct   243

coroutine   310

cotermination   95

covariant   39

Curry, Haskell   34

currying   34

D
data constructor   ☞ 자료 생성자

data sharing   ☞ 자료 공유

data type   ☞ 자료 형식

deadlock   142

def 키워드   19

definition   19

description   127, 299

disjoint union   75

domain   160

domain-specific language, DSL   107

driver   356

E
effect   ☞ 효과

Either 자료 형식   75

encapsulation   58

endofunction   228

environment   365

equality witness   377

equals for equals   13

equational reasoning   13

exception   ☞ 예외

exhaustive test case generation   160

external effect   297

F
falsification   158

finite state automata   115

first-class loop   92

first-class value   32

flattening   154

Foldable 특질   235

for-함축(comprehension)   74, 113

forking   128

free theorem   141

Free 모나드   315

Free 특질   314

fully non-blocking   144

function   ☞ 함수

functional data structure   37

functor   ☞ 함수자

Functor 특질   242

Future 특질   145, 323

G
generator   ☞ 생성기

generic funciton   30

guarded recursion   95

H
Haskell Curry   34

higher-kinded type   236

higher-order function, HOF   25

higher-order type constructor   236

homomorphism   234

I
Id 모나드   258

identity   ☞ 항등

imperative programming   ☞ 명령식 프로그래밍

imperative shell   299

implicit conversion   134

import 키워드   24

impure function   21

infinite stream   93

infix   24, 134

interpreter   ☞ 해석기

invariant   13

I/O   ☞ 입출력

IO 특질   300

isomorphic   258

isomorphism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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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ava Virtual Machine(JVM), 가상기계   22

JSON

 값   204

 객체   204

 서식   204

 파싱   187, 203

K
Kleisli arrow   254

L
label   208

law   ☞ 법칙

laziness   82

lazy I/O   328, 354

lazy list   86

lazy 키워드   85

left-biased   200

lift, lifting   70, 178

linear congruential generator   102

local effect   146

local reasoning   15

M
main 메서드   21, 325

map fusion   141

map 함수   242

match 키워드   42

member   23

memoization   88, 355

message   148

method   ☞ 메서드

modularity   4

module   19, 23

monad   ☞ 모나드

Monad 특질   248, 268

monoid   ☞ 모노이드

Monoid 특질   226

monomorphic funciton   29

mutable array   342

N
namespace   23

naturality   279

non-blocking   145

non-empty repetition   198

non-strictness   67, 82

O
object   ☞ 객체

object 키워드   19

off-by-one error   100

operator   24

Option 자료 형식   64

P
parser   ☞ 파서

Parsers 특질   190

partial application   33

partial function   62

pattern matching   41

pipeline   361

predicate   46, 158

private 메서드   20

procdutivity   95

procedure   21

Process 모나드   362

Process 특질   356

producer   370

Prop 특질   162

property   ☞ 속성

pure function   ☞ 순수 함수

Q
quicksort   333

R
race condition   148

random number generation   ☞ 난수 발생

reference   ☞ 참조

REPL(Read-Eval-Print-Loop)   13, 22

representation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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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자원

Result 특질   169

return 키워드   19

RNG   100

S
sample   158

sbt 도구   21

scalability   119

scalac 컴파일러   22

ScalaCheck 라이브러리   157

self-recursion   26

sentinel value   63

separation of concerns   89, 119

shrinking   171

side effect   ☞ 부수 효과

signature   19

single-input process   373

singleton   19

singly linked list   38

sink   380

sized generation   171

ST 모나드   335

ST 특질   336

stack   ☞ 스택

StackOverflowError 오류   51, 306, 307

state   ☞ 상태

state action   ☞ 상태 동작

state machine   114, 356

State 모나드   259

statement   20, 112

static 키워드   19

stream   ☞ 스트림

Stream 특질   86

STRef 특질   337

structurally equivalent   43

structure-preserving   140

substitution model   4, 13

syntactic sugar   24

syntax tree   204

T
tail call elimination   26

tail position   26

tailrec 주해   26

TailRec 특질   312

test case   ☞ 검례

testability   5

theorem   138

thunk   84

token   205

total function   64

trace   50

trait   ☞ 특질

trait 키워드   39

trampoline   310

traversal   ☞ 순회 가능

traverse   ☞ 순회

Traverse 특질   283

try 블록   60

tuple   56

type   ☞ 형식

U
unit testing   176

Unit 형식   21

unzip   243

usability   173

V
val 키워드   20

Validation 특질   275

variadic function   44

W
wildcard type   341

Z
zipping   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