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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만나다!”

스칼라 공식 페이지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문구다. 스칼라는 JVM에서 실행 가능한 다중 패러

다임 프로그래밍 언어로, 위의 문구에서처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성과 함수형 프로그래

밍의 특성을 고루 갖추었다. 

스칼라는 스칼라 튜토리얼에 ‘너무 바빠서 다른 언어를 따로 배울 시간이 없는 자바 프로그래

머를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자바와 매우 유사한 언어이지만, 이 언어의 많은 부

분이 자바의 한계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자바와 상충하는 특징이 공존하므로 익히

기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접근은 쉬울지 몰라도 학습 곡선이 완

만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언어에 대해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책을 대하는, 또 이 언어

를 배우는 마음가짐에 좋은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 스칼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타 언어

와의 호환성과 확장성이고, 스칼라가 아직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 트리플 A쯤에 해

당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책을 접하는 대부분의 독자는 아마도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학습 과정에서 각자의 언어적 배경과 유사한 점을 만나는 만

큼, 다른 또는 아예 상반되는 특징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를 새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 주로 상대적으로 생소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 이때 그 

디자인의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 

다른 언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은 스칼라를 학습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타 언어와의 호환성은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스칼라 외에 타 언어(주로 자바)를 이용하여 

머리
말

옮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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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머리말x

해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어느 방식이 최선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은 이러한 언어 간의 차이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스칼라를 배우게 될 여러분은 문제 해결에 있어 간결성, 성능, 확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지고 현명한 해법에 접근해 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 내 신용만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텐데 기꺼이 

보증수표가 되어준 강성용 님, “고맙소. 회사 뛰쳐나오기를 고민한 순간부터 이 일을 시작하기

까지 그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리고 번역이란 낯선 세계에 처음 들어선 나

를 믿고 책을 맡겨준 제이펍 식구들에게 감사한다. “덕분에 넘어지지 않고 첫발을 제대로 디

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내 가족…. 마흔 넘어 번듯한 직장을 뛰쳐나와 안정적

이지 않은 이 길로 접어든 나를 보고 내심 불안해하면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믿음을 보여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언제나 옆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고 말해주는 든든

한 동생, 네가 있어 다행이다.

“Soli Deo Gloria!”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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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스칼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 이 책은 스칼라(Scala)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괄적이

지만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은 지금까지 자바(Java), 루비(Ruby), 파이썬(Python)과 같은 객체지향 언어로 작업해왔으

며, 스칼라를 배워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책이다. 자바 개발자

들은 스칼라에서 객체지향, 정적 타이핑(static typing)과 제네릭 컬렉션(generic collection)들을 알

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컬렉션들을 좀 더 표현력 있고 유연한 스칼라 구문으로 바꾸

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불변 데이터와 함수 리터럴을 사용해야 한다. 루비와 파이썬 개발자는 

컬렉션으로 작업하기 위해 함수 리터럴(즉, 클로저 또는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겠지만, 

스칼라 언어에서는 정적이며 제네릭을 지원하는 타입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스칼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나 다른 개발자들을 

위해 이 책은 점진적 학습 곡선을 고려하여 잘 짜인 예제 중심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책을 쓴 이유
2012년 초반에 스칼라를 배웠는데, 이때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어

려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 스칼라 관련 서적들은 언어의 핵심 특징들에 대해 다루고 있

었다. 하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자바에서 스칼라의 익숙하지 않은 구문, 변하지 않는 데이터 

대하
여

이 

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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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대한 선호, 그리고 완전한 확장 가능성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웠다. 새로운 코드를 작성

하는 것이 편해지는 데까지 몇 주가 걸렸고, 다른 개발자들이 작성한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기

까지는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 언어가 가진 고급 특징들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일 

년여를 보내야 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개발자들이 이 언어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 그렇지만 이 책을 활용하더라도 스칼라를 배우는 과정은 녹녹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언제나 도전적이며, 익숙하지 않은 구문과 새로운 방법론을 가진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은 최소한 그 

과정을 조금은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개발자가 스칼라를 배

우는 기회로 삼고, 자신의 주력 언어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되길 바란다. 

왜 스칼라를 배울까?  
또는 왜 《러닝 스칼라》를 읽어야 할까?
나는 스칼라로 개발하는 것을 즐기고 있으며, 자바 부류의 언어에 적합한 서버 애플리케이션

과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작업(job), 

데이터 처리와 같이 자바 가상 머신(JVM, Java Virtual Machine)을 작동시키기에 적합한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면 스칼라를 사용해볼 것을 권한다. 이 추천을 받아들여 스칼라로 개발하

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유 1 — 코드가 나아진다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을 안정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인한 이슈를 줄이기 위해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한 데이터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데이

터 구조로 바꾸고, 일반 메소드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수 함수로 바꾸면 코드

는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더 이해하기 쉽게 된다. 

이렇게 작성한 코드는 더 단순하고 표현력이 좋다. 현재 파이썬, 루비,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동적 언어로 작업하고 있다면 이미 짧고 표현력 있는 구문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구두점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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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맵(map), 필터(filter), 리듀스(reduce) 연산을 짧은 문장으로 압축하여 줄임으로써 얻는 이

점에 익숙할 것이다. 만일 자바, C#, C++ 같은 정적인 타입 시스템을 갖는 언어에 더 익숙하

다면 명시적 타입, 구두점, 표준 템플릿 코드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컴파일 언어에서 

보기 드문 표현력 있는 구문을 익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코드는 명시적 타입을 기술하지 않고도 강력한 타입 시스템을 갖게 되

며, 다중 상속과 믹스인(mixin)을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어떤 타입 불일

치도 잡아낼 수 있다. 정적 타입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스칼라의 타입 안전성과 성능이 

익숙할 것이다. 동적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표현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성과 성

능을 확연히 높일 수 있다. 

이유 2 —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자바나 C++에 기대하듯이, 타입 안전성과 높은 성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루비나 파이썬

에 기대하는 것처럼 짧고 표현력 있는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인상적이

며 가치 있다고 여길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스칼라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이와 같은 장점들을 

두루 갖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스칼라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특징이 갖는 모든 

장점을 취할 수 있으며, 타입에 안전하면서도 표현력 있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어

느 때보다 더 생산적일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는 문제 해결, 알고리즘, 데이

터 구조 설계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배운다는 것이며, 이 새로운 

기법들을 낯선 구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칼라와 같

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면 데이터 가변성(data mutability), 고차 함수(high-

order functions) 및 그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 새로운 개

념들이 현재의 코딩 작업과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정립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요구사항에서는 인라인 함수와 정적 타입으로 작업할 필요가 없을지 모

르지만, 이들의 장단점에 대해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만일 자바 8에서 새롭게 

람다 표현식을 지원하는 것처럼 현재 작업하고 있는 언어에 이 특징들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들을 적절히 다룰 준비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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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3 — 더 행복한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스칼라 언어와 행복이 당최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여러분도 감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만, 코드의 숙련도가 올라가 이전보다 더 잘 작

동하고, 읽고, 디버깅하며, 더 빨리 실행되는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코드

를 작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물론, 인생에서 코딩이 전부는 아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작업 일정에

는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절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해도 코드를 

작성하며 보내는 시간은 더 즐거울 테고, 여러분의 일이 더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기에 충분한 이유이지 않을까!

《러닝 스칼라》가 맞지 않는 독자
스칼라는 배우기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 언어는 명백히 상충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두 

패러다임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결합하였다. 이 결합으로 얻어지는 

동반상승 효과는 입문자에게는 놀라운 일이며, 그 결과로 나온 구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실습

이 필요하다. 스칼라는 또한 학문적인 언어 밖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맞춤형 타입 선언이 

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타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언어의 구문과 타입 시스템의 용도를 

이해하기는 꽤 어려울 것이며, 특히 추상 대수학이나 타입 이론을 학문으로 배운 적이 없다면 

더 그렇다. 

이 책을 읽고 연습문제를 풀어나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 책의 학습 방식과는 다르게 

스칼라를 더 도전적이거나 이론적인 방식으로 배우기를 선호하는 독자라면 이 책과 맞지 않

을 것이다. 

이 책의 구문 표기법
앞으로 이 책에서 보게 될 구문 표기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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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identifier>[: <type>] = <data>

이 예제는 스칼라에서 재할당할 수 없는 변수의 타입인 값(value)을 정의한다. 이 예제는 스칼

라 언어의 구문을 정의하는 저자만의 비공식적인 표기법을 사용하는데, 전통적인 표기법에 

비하면 읽기 쉬우나, 덜 형식적이며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 표기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키워드와 구두점은 소스 코드에서 등장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출력된다.

• 값, 타입, 리터럴과 같은 변수들은 화살괄호(‘<’와 ‘>’)로 감싼다. 

• 선택적인 부분은 대괄호(‘[’와 ‘]’)로 감싼다.

예를 들어, 위 예제의 ‘val’은 키워드이며, ‘identifier’와 ‘data’는 맥락에 따라 변하는 변수, ‘type’

은 만약 기술된다면 콜론(:)으로 식별자와 구분되어야 하는 선택 항목에 해당한다. 

이 책과 함께 공식적인 스칼라 언어 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비록 배우기 어려운 전통적

인 구문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설명서는 모든 특징에 대해 정확한 구문의 요건을 정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공식적인 제목은 《The Scala Language Specification》(Odersky, 2011)이

며, 공식 스칼라 사이트에서 또는 웹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의 표기 규칙
이 책에서는 다음의 표기 규칙을 따르고 있다.

고딕 서체(Gothic)

새로운 용어, 이메일 주소, 파일명, 파일 확장자를 나타낸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프로그램 목록과 단락 내에서 변수, 함수명,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타입, 환경 변수, 문장, 

키워드 같은 프로그램 요소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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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노트를 나타낸다.

조언이나 제안을 의미한다.

경고나 주의사항을 뜻한다.

코드 예제 활용법
코드 예제, 실습문제 등의 보조 자료는 http://bit.ly/Learning-Scala-materials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작업 수행을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이 책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는 여러분

의 프로그램과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드의 상당 부분을 상업용으로 재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별도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여러 코드

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O’Reilly에서 발매

한 예제가 수록된 CD-ROM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책의 질

문에 답하거나 예제 코드를 인용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 책의 예제 코드의 상당 

분량을 여러분의 상용 제품 문서에 포함하는 것은 승인이 필요하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출처를 밝힌다면 감사하겠다. 출처를 밝힐 때는 일반적으로 제목, 저

자, 출판사, ISBN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러닝 스칼라》(제이슨 스와츠, 제이펍979-

11-85890-79-1)”

만약 여러분이 코드 예제를 공정한 사용 범위 또는 위에서 언급한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다고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jeipub@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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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스칼라》 표지의 동물은 미국 타조 혹은 더 커다란 레아(레아 아메리카나, rhea americana)

로, 남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서식하는 날지 못하는 큰 새다. 그 지역에서는 난두로 알려진 이 

새는 레아종을 이루는 두 새 중 하나로, 나머지 하나는 그보다 작고, 덜 알려지고, 개체 수가 

적은 레아(레아 페나타, rhea pennata)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지에 분포하며, 더 큰 레아는 초원지대, 

사바나, 습지의 관목지대처럼 키가 큰 초목으로 덮여 있으면서 탁 트인 지역에 서식한다. 신기

하게도, 비토착종인 적은 수의 개체군이 독일 북서 지방에 사는데, 2000년에 몇몇 개체가 농

장에서 탈출하여 서식하기 시작했다. 이 새들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야생 지역에서 번성하

고 있다. 

아프리카 타조와 매우 비슷하지만, 더 큰 레아는 발가락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이며, 아프리

카 타조의 반 정도로 작다. 성체의 키가 1.5m이며, 무게는 20~27kg 사이다. 솜털 같은 깃털은 

회색빛이며, 정수리와 목 그리고 등덜미의 깃털은 짙은 색을 띤다. 길고 힘찬 다리로 빠르게 

달리는데, 시속 55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다. 커다란 날개는 달리는 동안 균형을 잡도

록 도와주며, 이 날개를 과시하며 구애를 표현한다. 

미국 타조는 일반적으로 물가에 둥지를 튼다. 레아는 다혼성으로, 각 수컷은 번식기인 봄과 

여름 동안 약 열두 마리에 달하는 암컷과 교미한다. 이 기간에 수컷은 텃세가 심해져서 서로

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교미 후에 암컷은 둥지에 알을 낳고, 보통 새로운 짝으로 옮

겨간다. 암컷 짝들이 남기고 간 알을 같은 둥지에서 수컷 홀로 품는다. 부화 후에도 수컷이 강

력하게 어린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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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기를 제외하면 10~100마리 정도 떼를 지어 생활하며, 심지어 사슴같이 다른 종의 큰 동

물과 섞여 살기도 한다. 레아는 식물, 씨앗, 과일을 주로 좋아하지만, 벌레, 작은 설치류, 파충

류 그리고 작은 새들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화를 돕기 위해 자갈을 

삼킨다. 

오라일리 표지에 나오는 많은 동물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 모두 세상에 중요하다. 이

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animals.oreilly.com을 방문해보기 바란다.

표지 이미지는 《Cassell's Natural History(카셀의 자연사)》에 실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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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Microsoft MVP)

자바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스칼라를 절반은 배운 상태입니다. 이 책은 

크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부분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부분으로 나누어 간결하고 쉽게 타이

핑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IDE가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고, 스칼라

가 제공해주는 환경에서 예제만 타이핑해도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 문서보다 핵심

이 돋보이고 간결하면서도 알찬 입문서입니다.

  박두현(마블러스)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언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접한 

함수형 언어인 스칼라는 기존의 언어와는 다르게 생소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책

의 설명과 알차게 구성된 예제를 따라가다 보니 스칼라라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 함수형 언어

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냥 친절한 책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동욱(우아한형제들)

국내에 몇 안 되는 스칼라 책이 등장하였습니다. 기존 도서들이 두껍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다

루고 있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틴 오더스키의 교과서

(?)를 보기 전에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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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SI개발자)

스칼라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언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의 자세한 설명과 풍부한 예제

를 접했을 때 드디어 스칼라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즐겁게 책을 보았네

요. 책을 읽고 예제를 실행해보는 내내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자

들도 부디 저와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네요. 

  이정훈(SK주식회사)

스칼라는 참 매력적이고 실용적인 언어입니다. 함수형 언어로서, 그리고 객체지향 언어로서 많

은 장점이 있고 충분히 배워볼 만한 언어입니다. 이 책은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아두었습

니다. 읽으실 때 한 번에 모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쭉 읽어

보세요. 그리고 따라 해보세요. 어느 순간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알면 알수록 스칼라의 매력

에 빠지실 겁니다.

  최승호(NAVER)

스칼라 언어를 맛보는 데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책이었습니다. 단, OOP 개념, 디자인 패턴

을 먼저 학습하고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책의 절반은 이해할 수 없으

며, JVM에서 동작하는 스칼라의 묘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스칼라를 

학습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책이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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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칼라 시작하기

C H A P T E R

스칼라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기원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로잔 공과 대학(EPFL,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이어서인지 그 이름에 유럽의 느낌이 담겨 있다. 스칼라 로

고는 나선식 계단을 나타내는데, 이는 이탈리어로 계단 또는 사다리를 의미하는 라스칼라(La 

Scala) 또는 유명한 이탈리아 오페라 하우스인 라스칼라 극장(Teatro alla Scala)으로부터 유래했으

리라 믿게 한다. 실제로 이름 스칼라(Scala)는 이 언어가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는 표현인 확장 

가능한 언어(SCAlable LAnguage)의 약자다. 2003년 마틴 오더스키(Martin Odersky) 교수와 EPFL

의 연구진은 자바 가상 머신(JVM, Java Virtual Machine) 플랫폼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동시에 지원하는, 성능이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언어를 만들었다. 

언어의 탄생 배경을 알았으니 이제 스칼라를 설치하고 배워보자.

스칼라 설치하기
스칼라는 JVM 언어로 자바 런타임(Java runtime)을 사용해야 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칼라 2.12.1은 최소 자바 6이 필요하지만, 최적의 성능을 내려면 자바 8 JDK(또는 자바 표준 

에디션인 Java Standard Edition)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에 대한 자바 8 JDK(또

는 그 이후 버전)는 오라클 웹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설치 파일도 있으므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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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오기 위해 PATH 변수를 직접 설정할 필요가 없다. 

자바 설치가 끝났다면 명령줄(command line)에서 java -version을 실행하여 자바 버전을 확

인하자. 자바 8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다.

$ java -version
java version "1.8.0_91"
Java(TM) SE Runtime Environment (build 1.8.0_91-b14)
Java HotSpot(TM) 64-Bit Server VM (build 25.91-b14, mixed mode)

이제 자바 설치가 끝났으니 스칼라를 설치하자. 스칼라(또는 다른 훌륭한 프로그래밍 도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스템 환경 변수를 직접 설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명령줄의 

달인이라면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자동으로 설치하면 된다.

스칼라를 수동으로 설치하려면 스칼라 2.12.1 배포판을 http://www.scalalang.org에서 다운로드

하고 경로에 다운로드 파일의 ‘bin’ 디렉터리를 추가하면 된다. 배포판에는 스칼라 런타임, 도

구, 컴파일된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scala 명령어다. 이 명령어는 (다른 기능들 중) 우리가 스칼라 언어를 배우고 실습할 때 사용할 

REPL(Read-Eval-Print-Loop) 셸을 제공한다. 

스칼라를 자동으로 설치하려면 OS X의 Homebrew, 윈도우의 Chocolatey, 리눅스에서는 apt-

get/Yum과 같은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면 된다. 이 패키지 매니저는 패키지를 찾아서 다운

로드 및 추출하여 설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령줄에서 그 패키지에 접근할 수 있

게 된다. 패키지 매니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스칼라 패키지는 위에서 언급한 패키지 매니

저 모두에서 ‘scala’로 찾을 수 있으므로 (brew/choco/apt-get/yum) install scala로 설치

할 수 있다. 

설치되었다면 명령줄에서 scala 명령어를 실행해보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환영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마 스칼라와 자바 버전 부분은 설치 내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 scala
Welcome to Scala version 2.12.1 (Java HotSpot(TM) 64-Bit Server VM, Java 1.8.0_91).
Type in expressions for evaluation. Or try :help

sc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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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Scala 메시지와 scala> 프롬프트를 보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칼라 REPL에 들

어왔으며 코딩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 명령어가 있음에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자바 명령어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

지, 그리고 시스템 경로가 정확한 자바 버전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스칼라 REPL 사용하기
파이썬(Python)의 python, 루비(Ruby)의 irb, 그루비(Groovy)의 groovysh처럼 다른 REPL 셸을 

사용해보았다면 스칼라 REPL이 익숙할 것이다. 파이썬, 루비, 그루비 런타임과 함께 제공되

는 REPL처럼 스칼라 REPL에서도 유용한 피드백과 함께 한 번에 한 줄씩 코드를 평가하고 실

행할 수 있다. 

REPL을 사용해본 적이 없거나 IDE나 편집기 없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스칼라 REPL에서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REPL은 스칼라 언어

와 라이브러리를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는 그 무엇에도 뒤

지지 않는다. 세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코드를 한 줄씩 입력하여 평가하고 컴파일할 수 있으

며, 여러분이 만든 변수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줄 붙여넣기 모드(multiline paste mode)는 

함께 컴파일할 여러 줄의 코드를 (줄별로 입력하는 대신)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을 지원하며, 언

제든지 외부 소스 코드와 라이브러리를 적재(load)할 수 있다. REPL은 도움말 시스템을 제공

하는데, :help 명령어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래밍 서적에서 첫 번째 연습문제로 사용하는, 가장 고전적인 ‘Hello World’ 

프로그램을 REPL에서 구현해보자. REPL을 시작하고 화면에 scala> 프롬프트를 확인하자. 

scala>

프롬프트 다음에 println("Hello, World!")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자. REPL은 여러분

이 입력한 println()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명령어 아래에 결괏값을 한 줄로 출력한다. 출력

값 아래에는 새로운 scala> 프롬프트가 있어 실행할 새로운 명령어를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REPL 이름의 유래인 읽어 들이고(Read), 평가하고(Evaluate), 결과를 출력하고(Print), 이 과정을 

반복하는(Loop) 동작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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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에서 입력값과 출력값은 다음과 같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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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a>

축하한다! 이제 여러분은 스칼라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였다. 

println()은 모든 스칼라 코드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로, 메시지를 JVM의 stdout 

스트림으로 출력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사용하는 경우 stdout 스트림은 일반적으로 파

일(예: 톰캣의 경우 catalina.out)에 기록되지만, 스칼라 REPL에서 println() 함수의 메시지는 

REPL에 바로 나타난다. 

REPL에서 표준 줄읽기 방식에 따라 위쪽 화살표와 아래쪽 화살표로 이전/이후 입력행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치면 이전 명령어를 재실행하

게 되며, 또는 위쪽 화살표를 누른 다음 출력할 메시지를 새로 입력할 수도 있다. REPL 히스

토리는 세션이 끝나더라도 유지되기 때문에 세션을 종료하고 scala 명령어를 재실행한 뒤, 위

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 명령어에 접근할 수 있다. 

간단한 수치 연산을 해보자. 새로운 프롬프트에 5 * 7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보자. 화면에 

다음과 같이 보일 것이다.

scala> 5 * 7
res0: Int = 35

scala>

이번에는 스칼라 명령어가 결과를 출력하지 않고, 대신 5와 7을 곱한 결괏값을 반환하였다. 여

러분이 입력한 명령어가 값을 반환한다면(또는 그 자체가 값이라면), REPL은 이 값을 새로운 상

수 변수에 할당하여 나중에 연산할 때에도 그 값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를 의미하는 

‘result’의 단축형으로 보이는) ‘res’ 변수는 그 뒤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서 각 명령어의 결괏값

을 담는 유일한 변수가 된다.

이제 res0는 곱셈 명령어의 결괏값을 담고 있으니 이를 사용해보자. 새로운 프롬프트에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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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0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scala> 2 * res0
res1: Int = 70

scala>

예상했듯이, REPL은 res0 변수가 이전 계산식에서 생성되었음을 인지하고 새로운 식의 결과

를 저장하기 위해 새로운 변수 res1을 생성하였다. 

요약
이 장에서는 코드를 평가하고 시험하는 스칼라 REPL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데 있

어 강화된 학습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REPL을 계속 

열어두고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을 검증해보길 바란다. 이 책의 코드 샘플은 REPL 세션 자체

를 캡처하여 보여줌으로써 그 코드의 작동 여부와 출력물에 대해 검증하며, 여러분이 REPL 

세션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좋은 것은 예제 코드가 더는 동작할 수 없기 전까지는 수정하고 재작업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스칼라는 정적 타입 시스템을 가진 컴파일 언어라서(엔터키를 누르면 한 줄을 컴파일하는) 

REPL은 여러분이 입력한 스칼라 코드가 올바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 바로 알려준다. 이

는 스칼라 언어를 더 빨리 익히고, 그 구문과 특징의 한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습문제
1. println()이 문자열을 출력하는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println 없이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REPL은 어떤 종류의 숫자, 문자열 및 다른 데이터를 지원하는가?

2. 스칼라 REPL에서 섭씨 22.5도를 화씨로 바꿔보자. 변환식은 cToF(x) = (x * 9/5) + 32다.

3. 연습문제 2의 결괏값을 다시 섭씨로 바꾸자. 그 결괏값을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는 대신 

이미 생성된 상수 변수(예: ‘res0’)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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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PL은 :load <file> 명령어를 이용하여 외부 파일로부터 스칼라 코드를 적재(load)하

여 해석(interpret)할 수 있다. Hello.scala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인사말

을 출력하는 명령어를 추가한 뒤, 이 파일을 REPL에서 실행해보자. 

5. 외부 스칼라 코드를 적재하는 다른 방법은 REPL에 붙여넣기(paste) 모드에서 코드를 붙

여넣는 것이다. 붙여넣기 모드에서는 외부 코드가 실제로 적절한 소스 파일에 있는 것처

럼 컴파일된다. 이렇게 하려면 :paste를 입력한 뒤 엔터키를 치고, 연습문제 4의 소스 파

일의 내용을 붙여넣으면 된다. ‘붙여넣기’ 모드에서 나가면 인사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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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로 작업하기: 리터럴, 값, 변수, 타입

C H A P T E R

이 장에서는 스칼라의 핵심 데이터와 변수 타입을 다룬다. 먼저, 리터럴(literal), 값(value), 변수

(variable), 타입(type)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 리터럴(또는 리터럴 데이터)은 숫자 5, 문자 A, 텍스트 ‘Hello, World’처럼 소스 코드에 바

로 등장하는 데이터다.

• 값은 불변의 타입을 갖는 저장 단위다. 값은 정의될 때 데이터가 할당될 수 있지만, 절대 

재할당될 수는 없다. 

• 변수는 가변의 타입을 갖는 저장 단위다. 변수는 정의 시 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으며, 언

제라도 데이터를 재할당할 수도 있다. 

• 타입은 여러분이 작업하는 데이터의 종류로, 데이터의 정의 또는 분류를 의미한다. 스칼

라의 모든 데이터는 특정 타입에 대응하며, 모든 스칼라 타입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갖는 클래스로 정의된다. 

스칼라에서 값과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바 가상 머신의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이 자동으로 할당을 취소한다. 우리가 직접 할당 취소할 필요도, 그럴 

능력도 없다. 

스칼라 REPL에서 데이터로 작업하면서 이 용어들을 사용해보자. 스칼라의 값은 구문 val 

<이름>: <타입> = <리터럴>로 정의하며, 이 형태에 따라 타입이 Int(‘integer’의 축약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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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x를 만들고 여기에 리터럴 숫자 5를 할당해보자.

scala> val x: Int = 5
x: Int = 5

무슨 일이 일어날까? REPL(Read–Evaluate–Print–Loop 셸)은 값 정의를 읽어 들이고, 이를 평가

하고, 확인차 이를 재출력한다. 이제 이름 x의 새로운 값은 정의되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따라서 이 값을 사용해보자.

scala> x
res0: Int = 5

scala> x * 2
res1: Int = 10

scala> x / 5
res2: Int = 1

각 세 개의 입력줄은 유효한 스칼라 구문으로 정숫값을 반환한다. 각 경우마다 값을 반환하

므로 REPL은 그 값과 타입을 반복하고, res0(‘result’의 축약형)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유일한 이름의 값을 할당한다. 이 ‘결과(result)’ 값은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정의한 여느 

값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scala> res0 * res1
res3: Int = 50

여기에 값 res0와 res1을 곱하면 그 결과로 값 50이 반환되고, 새로운 값 res3에 저장된다.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작업해보자. 값과 달리 변수는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값을 재할당

할 수도 있고, 구문 var <이름>: <타입> = <리터럴>로 정의한다. 변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scala> var a: Double = 2.72
a: Double = 2.72

scala> a = 355.0 / 113.0
a: Double = 3.141592920353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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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 a = 5
a: Double = 5.0

이 예제에서 우리는 배정밀도 부동 소수점 숫자(double-precision floating-point number)인 

Double 타입을 가지는 변수 a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a는 변수이므로 여기에 다른 값을 재할

당해보았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칼라에서 값, 변수, 타입, 리터럴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 주제별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값
값(value)은 불변의, 타입을 갖는 스토리지 단위이며, 관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val 키워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값을 정의할 수 있다.

구문: 값 정의

val <식별자>[: <타입>] = <데이터>

값은 이름과 할당된 데이터 모두 필요하지만, 명시적 타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입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즉, ‘: <타입>’ 구문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스칼라 컴파일러는 할당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입을 추론한다. 

스칼라 REPL에서 값을 정의하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scala> val x: Int = 20
x: Int = 20

scala> val greeting: String = "Hello, World"
greeting: String = Hello, World

scala> val atSymbol: Char = '@'
atSymbol: Char = @

구문 다이어그램을 통해 값 정의에서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선택사항임을 알아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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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할당을 기반으로 그 타입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예를 들어, 첫 번째 예에서 리터럴 

20은 분명히 정수다), 값 정의에서 타입을 빼도 된다. 스칼라 컴파일러는 할당된 값을 보고 그 값의 

타입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를 타입 추론(type inference)이라고 한다. 값을 타입 없이 정의하더라도 

타입이 없는 것은 아니며, 마치 타입을 지정하여 정의한 것처럼 적절한 타입을 할당한다. 

타입을 지정하지 않은 예를 보자.

scala> val x = 20
x: Int = 20

scala> val greeting = "Hello, World"
greeting: String = Hello, World

scala> val atSymbol = '@'
atSymbol: Char = @

이 예제에서 값은 결국 타입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었을 때와 동일한 타입(Int, String, Char)을 

갖는다. 스칼라 컴파일러는 REPL을 통해 리터럴 20은 타입 Int에, 리터럴 "Hello, World"는 

String에, 리터럴 @은 타입 Char에 대응함을 추론할 수 있다. 

스칼라의 타입 추론을 사용하면 명시적으로 값의 타입을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유용하다. 다만, 코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누군

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읽으면서 그 값의 타입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값 정의에 

명시적 타입을 포함하는 것이 더 낫다. 

타입 추론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올바른 타입을 추론하겠지만, 여러분이 설정한 명

시적인 타입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초깃값과 호환되지 않는 타입으로 값을 정의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scala> val x: Int = "Hello"
<console>:7: error: type mismatch;
 found   : String("Hello")
 required: Int
       val x: Int = "Hello"
                    ^

위의 에러 메시지는 Int 타입은 String을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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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컴퓨터 과학에서 용어 변수(variable)는 일반적으로 값을 저장하고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당되거나 예약된 메모리 공간에 대응하는 유일한 식별자를 의미한다. 메모리 공간이 예약되

어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값을 계속 할당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공간의 내용은 동적이며 

가변적(variable)이다.

이는 C, 자바, PHP, 파이썬, 루비와 같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름을 가진, 할당 가능한 메모

리 스토리지를 가지고 작업하는 전형적인 양식이다. 변수는 동적이며, 변경 가능하고, 재할당 

가능하다(자바의 final 키워드처럼 특별한 제약을 두고 정의한 경우는 제외).

스칼라에서는 관례상 변수보다 값을 선호하는데, 이는 값을 사용하면 소스 코드가 안정적이

며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값을 정의하면 다른 어떤 코드에서 접근하더라도 같은 값을 유

지한다. 코드 시작 부분에 값을 할당하면 코드 마지막 부분까지 값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읽고 디버깅하는 일이 더 쉽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수명 기간에 사용할 수 있거

나 동시 또는 멀티 스레드 코드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작업하는 경우, 변하지 않는 값은 

예기치 않은 시점에 변경될 수도 있는 가변 데이터보다 더 안정적이며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

도 작다. 

이 책의 예제 코드와 연습문제는 변수보다 값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임시 데이터

를 저장하거나 루프 내에서 값을 누산하는 로컬 변수와 같이 변수가 더 적합한 경우라면 확실

히 변수를 사용할 것이다. 변수보다 값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이 내용

은 내려놓고 스칼라에서 어떻게 변수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주어진 이름, 타입, 할당으로 변수를 정의할 때는 var 키워드를 사용한다. 

구문: 변수 정의

var <식별자>[: <타입>] = <데이터>

값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변수도 명시적 타입 없이 정의할 수 있다. 만일 타입이 지정되

지 않았다면, 스칼라 컴파일러는 변수에 할당할 올바른 타입을 결정하기 위해 타입 추론을 

사용한다. 하지만 값과 달리, 변수는 아무 때나 새로운 데이터를 재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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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정의하고 여기에 재할당하는 예로 그 변수와 다른 숫자를 곱해보자.

scala> var x = 5
x: Int = 5

scala> x = x * 4
x: Int = 20

변수에 재할당이 가능하다지만, 지정된 타입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그 변수의 타입과 호환되

지 않는 타입의 데이터를 재할당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타입 Int의 변수를 정의하고 여기

에 String 값을 할당하면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한다.

scala> var x = 5
x: Int = 5

scala> x = "what's up?"
<console>:8: error: type mismatch;
 found : String("what\'s up?")
 required: Int
       x = "what's up?"
           ^

하지만 Double 타입 변수를 정의하고 여기에 Int 값을 할당하면, Int 숫자는 자동으로 Double 

숫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scala> var y = 1.5
y: Double = 1.5

scala> y = 42
y: Double = 42.0

명명
스칼라 이름에는 문자, 숫자, 그리고 다양한 특수 연산자(operator)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따

라서 좀 더 표현력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더 긴 이름 대신 표준 수학 연산자(예: *, 1)

와 상수(예: p, )를 사용할 수 있다. 



명명 15

스칼라 언어 설명서(The Scala Language Specification)는 이 연산자 기호를 “\u0020에서 \u0070  

사이의 문자와 유니코드 Sm[Symbol/Math] 카테고리에서 대괄호([])와 마침표를 제외한 모든 

문자”로 정의한다. 대괄호는 타입 매개변수화에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으며, 마침표는 객체

(인스턴스화된 타입)의 필드와 메소드에 접근하기 위해 예약되어 있다. 

스칼라에서 유효한 식별자를 만들기 위해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문자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하나 이상의 문자 또는 숫자가 뒤따라온다. 

2. 하나의 문자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하나 이상의 문자와 숫자가 뒤따르며, 그 뒤에는 

언더스코어(_)를 덧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문자와 숫자 또는 연산 기호가 

뒤따른다.

3.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자 기호.

4.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자를 한 쌍의 역인용부호(backquote, )̀로 둘러싼다.

다른 이름들과 달리, 역인용 부호에 둘러싸인 이름은 true, while, =, var와 같은 키워드

로 예약될 수 있다. 

REPL에서 이 명명 규칙을 시험해보자. 

scala> val π = 3.14159 ➊
π: Double = 3.14159

scala> val $ = "USD currency symbol"
$: String = USD currency symbol

scala> val o_O = "Hmm"
o_O: String = Hmm

scala> val 50cent = "$0.50" ➋
<console>:1: error: Invalid literal number
       val 50cent = "$0.50"
           ^

scala> val a.b = 25 ➌
<console>:12: error: value b is not a member of Double
       val a.b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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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 val `a.b` = 4  ➍
a.b: Int = 4

➊ 특수 문자 ‘p’는 유효한 스칼라 식별자다.

➋ 변수명 ‘50cent’는 유효하지 않은데,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컴파일러는 이 이름을 리터럴 숫자로 파싱을 시작하고 문자 ‘c’에 이르러 문제에 봉착하

게 된다. 

➌ 변수명 ‘a.b’는 유효하지 않은데, 마침표는 연산자 기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➍ 미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3의 이름을 역인용부호와 함께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값과 변수명은 관례상 소문자로 시작하고, 추가적인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는 일반적

으로 낙타대문자(camel case: 단어 중간중간에 대문자가 나오는 것을 의미)라 불리며, 반드시 따라

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스칼라 개발자에게 권장되는 방식이다. 이는 낙타대문자 표기 방

식을 따르는 값/변수와 대문자로 시작하는(이 또한 관례일 뿐 규칙은 아니다) 타입/클래스를 구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타입
스칼라에는 값과 변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숫자 타입(예: Int와 Double)과 숫자가 아닌 타입

(예: String)이 있다. 이 핵심 타입은 객체 및 컬렉션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타입의 기본 요소

가 되며, 그 자체도 자신의 데이터에 동작하는 메소드와 연산자를 갖는 객체가 된다. 

자바, C와 달리 스칼라에는 원시 데이터 타입의 개념이 없다. 자바 가상 머신은 원시 정수 타

입인 int와 정수 클래스 Integer를 지원하는 반면, 스칼라는 정수 클래스인 Int만 지원한다. 

숫자형 데이터 타입

표 2-1은 스칼라의 숫자형 데이터 타입(Numeric Data Type)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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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핵심 숫자형 데이터 타입

이름 설명 크기 최솟값 최댓값

Byte 부호 있는 정수 1바이트 -128 127

Short 부호 있는 정수 2바이트 -32768 32767

Int 부호 있는 정수 4바이트 -231 231 – 1

Long 부호 있는 정수 8바이트 -263 263 – 1

Float 부호 있는 부동 소수점 4바이트 n/a n/a

Double 부호 있는 부동 소수점 8바이트 n/a n/a

위 표의 부동 소수점 숫자의 계산된 최댓값과 최솟값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java.lang.

Float와 java.lang.Double API 문서를 참조하자.

스칼라는 타입 순위에 기반하여 한 타입의 숫자를 자동으로 다른 타입으로 전환해준다. 표 2-1

의 숫자 타입은 이 자동 전환 순위대로 정렬한 것으로, Byte 타입이 최하위에 있어 다른 모든 

타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제 서로 다른 타입의 값을 생성하고 자동으로 그보다 높은 순위의 타입으로 전환해보자.

scala> val b: Byte = 10
b: Byte = 10

scala> val s: Short = b
s: Short = 10

scala> val d: Double = s
d: Double = 10.0

여기에서 b와 s의 값은 더 높은 순위를 갖는 새로운 값에 할당되며, 따라서 자동으로 더 높은 

순위로 전환된다(누군가는 ‘상향전환, upconverted’된다로고도 말한다). 

자바 개발자는 이 타입들의 이름을 알 것인데, 이들은 동일한 이름(JVM의 Integer가 스칼라

의 Int인 것을 제외하고)의 핵심 JVM 타입의 래퍼(wrapper)다. JVM 타입을 감싸는 것은 스칼

라와 자바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며, 스칼라가 모든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CHAPTER 2 데이터로 작업하기: 리터럴, 값, 변수, 타입18

스칼라는 높은 순위의 데이터 타입이 더 낮은 순위의 타입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더 적은 저장 공간을 갖는 타입으로 전환하면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높은 순위의 타입에서 더 낮은 순위의 타

입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을 해보자. 그 뒤에 에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scala> val l: Long = 20
l: Long = 20

scala> val i: Int = l
<console>:8: error: type mismatch;
 found   : Long
 required: Int
       val i: Int = l
                    ^

여러분은 모든 숫자 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to<Type> 메소드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타입 전

환을 할 수도 있다. 이때 더 하위 순위의 타입으로 전환함으로써 데이터를 잃을 수도 있겠지 

만, 여러분이 해당 데이터가 더 낮은 순위의 타입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을 때는 

유용하다. 

아래 예에서 Long 값은 toInt 메소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Int 타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Int의 저장 공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scala> val l: Long = 20
l: Long = 20

scala> val i: Int = l.toInt
i: Int = 20

명시적 타입의 대안으로 리터럴 타입을 위한 스칼라 표기법을 사용하여 리터럴 데이터의 타입

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리터럴의 타입을 지정하는 전체 표기법을 표 2-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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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숫자 리터럴

리터럴 타입 설명

5 Int 접두사/접미사 없는 정수 리터럴은 기본적으로 Int다. 

0x0f Int 접두사 ‘0x’는 16진수 표기법을 의미한다. 

5l Long 접미사 ‘l’은 Long 타입을 의미한다.

5.0 Double 접두사/접미사 없는 소수 리터럴은 기본 Double형이다. 

5f Float ‘f’ 접미사는 Float 타입을 나타낸다.

5d Double ‘d’ 접미사는 Double 타입을 나타낸다.

리터럴 문자는 대문자/소문자를 가리지 않는다

스칼라의 리터럴 타입에서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리터럴 숫자 5L은 

리터럴 숫자 5l과 동일하다.

리터럴을 시험해보기 위해 타입을 기술하지 않고 새로운 값을 할당해보자. 스칼라 REPL은 각 

값의 적절한 타입을 추정하기 위해 타입 추론을 사용할 것이다.

scala> val anInt = 5
anInt: Int = 5

scala> val yellowRgb = 0xffff00
yellowRgb: Int = 16776960

scala> val id = 100l
id: Long = 100

scala> val pi = 3.1416
pi: Double = 3.1416

문자열

String 타입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핵심 타입 중 하나로, 텍스트의 ‘문자

열’을 나타낸다. 스칼라의 String은 자바의 String을 기반으로 하며, 여러 줄 리터럴(multiline 

literal)과 문자열 보간(interpolation) 같은 고유의 특징을 추가했다. 

큰따옴표 및 역슬래시와 함께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하여 String 리터럴을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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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 val hello = "Hello There"
hello: String = Hello There

scala> val signature = "With Regards, \nYour friend"
signature: String =
With Regards,
Your friend

숫자 타입과 마찬가지로, String 타입은 수학 연산자의 사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String 값을 비교하기 위해 등호 연산자(==)를 사용한다. 자바와 달리 등호 연산자(==)는 객체 

참조가 같은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두 값이 같은지를 검사한다.

scala> val greeting = "Hello, " + "World"
greeting: String = Hello, World

scala> val matched = (greeting == "Hello, World")
matched: Boolean = true

scala> val theme = "Na " * 16 + "Batman!" // 무엇이 출력될까?

여러 줄의 String은 큰따옴표 세 개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여러 줄의 문자열은 리터럴이며, 

따라서 특수 문자의 시작을 나타내는 역슬래시를 인지하지 못한다.

scala> val greeting = """She suggested reformatting the file
     | by replacing tabs (\t) with newlines (\n);
     | "Why do that?", he asked. """
greeting: String =
She suggested reformatting the file
by replacing tabs (\t) with newlines (\n);
"Why do that?", he asked.

문자열 보간

문자열 추가를 이용하여 다른 값을 기반으로 String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쉽다. 여기에서는 

Float 값의 앞뒤로 텍스트를 추가하여 만든 String을 보여준다.

scala> val approx = 355/113f
approx: Float = 3.141593

scala> println("Pi, using 355/113, is about " + approx + "." )
Pi, using 355/113, is about 3.14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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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또는 변수를 String 내에 결합시키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은 외부 값과 변수명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특수 모드인 문자열 보간(string interpolation)을 사용하는 것이다. 스칼라에서 문자열 

보간은 문자열의 첫 큰따옴표 전에 접두사 ‘s’를 추가하여 표기한다. 그런 다음, 달러 기호($)(선

택적으로 중괄호를 함께 쓰기도 한다)로 외부 데이터에 대한 참조임을 표시한다. 

앞의 예제를 다시 문자열 보간법을 이용해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scala> println(s"Pi, using 355/113, is about $approx." )
Pi, using 355/113, is about 3.141593.

여러분이 참조하는 내용에 (계산식처럼) 단어가 아닌 문자가 있다거나 참조 내용이 그것을 둘러

싼 텍스트와 구분되지 않는다면, 선택적으로 중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

scala> val item = "apple"
item: String = apple

scala> s"How do you like them ${item}s?"
res0: String = How do you like them apples?

scala> s"Fish n chips n vinegar, ${"pepper "*3}salt"
res1: String = Fish n chips n vinegar, pepper pepper pepper salt

문자열 보간의 또 다른 포맷은 printf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문자 개수를 세거나 소수

점 표시와 같은 데이터 서식을 제어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다. printf 표기법에서는 접두

사를 ‘f’로 바꾸고, 참조 바로 뒤에 printf 표기법을 써준다.

printf에 익숙하지 않다면 서식 관련 다양한 온라인 참조 문서들이 있으니 이를 이용

해보자. 특히, 스칼라에서 이 문자열 서식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엔진인 java.util.

Formatter에 대한 공식적인 자바독(JavaDoc)을 참조하도록 하자. 

scala> val item = "apple"
item: String = apple

scala> f"I wrote a new $item%.3s today"
res2: String = I wrote a new app today

scala> f"Enjoying this $item ${355/113.0}%.5f times today"
res3: String = Enjoying this apple 3.14159 time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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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rintf 표기법은 이전 예제에 비해 참조 읽기를 다소 어렵게 하지만, 출력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자열로 데이터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으니 이제는 정규 표현식으로 정반대의 작

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regular expression)은 검색 패턴을 나타내는 문자와 구두점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다. 펄(Perl)과 Grep 같은 명령줄 유틸리티에 의해 널리 보급된 정규 표현식은 스칼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 기능이다. 

스칼라 정규 표현식의 포맷은 자바 클래스 java.util.regex.Pattern에 기반한다. 자바(즉, 

스칼라) 정규 표현식은 다른 언어와 도구에서 사용하는 포맷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타입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자바 API 문서인 자바독에서 java.util.regex.Pattern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String 타입은 정규 표현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내장(built-in) 연산을 제공한다. 표 2-3은 이 

연산 중 일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다. 

표 2-3 정규 표현식 연산

이름 예시 설명

matches "Froggy went a' courting" matches ".* 
courting"

정규 표현식이 전체 문자열과 

맞으면 참(true)을 반환함

replaceAll
"milk, tea, muck" replaceAll ("m[̂  ]+k", 
"coffee")

일치하는 문자열을 모두 치환 

텍스트로 치환함

replaceFirst
"milk, tea, muck" replaceFirst ("m[̂  ]+k", 
"coffee")

첫 번째로 일치하는 문자열을  

치환 텍스트로 치환함

정규 표현식의 고급 처리 기법을 위해서는 r 연산자를 호출하여 문자열을 정규 표현식 타입으

로 전환하면 된다. 이는 캡처 그룹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검색/치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Regex 인스턴스를 반환한다. 캡처 그룹(capture group)은 정규 표현식 패턴을 기반으로 

주어진 문자열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이를 로컬 값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패턴은 최소 

하나의 괄호로 정의된 캡처 그룹을 포함해야만 하며, 입력값은 값을 반환할 최소 하나의 캡처

된 패턴을 포함해야 한다. 



타입 23

구문: 정규 표현식으로 값 캡처하기

val <정규 표현식 값>(<식별자>) = <입력 문자열>

이전 예제의 산출값에서 숫자형 값을 캡처해보자(20쪽 ‘문자열 보간’ 참조). 정규 표현식 패턴을 

저장하기 위해 여러 줄 문자열을 사용할 것인데, 이는 리터럴로 역슬래시를 인식하기 위해 두 

번째 역슬래시가 없어도 되게 해준다.

scala> val input = "Enjoying this apple 3.14159 times today"
input: String = Enjoying this apple 3.14159 times today

scala> val pattern = """.* apple ([\d.]+) times .*""".r ➊
pattern: scala.util.matching.Regex = .* apple ([\d.]+) times .* ➋

scala> val pattern(amountText) = input ➌
amountText: String = 3.14159

scala> val amount = amountText.toDouble ➍
amount: Double = 3.14159

➊ 캡처 그룹은 단어 apple과 times 사이에 있는 일련의 숫자와 점으로 이루어진 문자열

이다. 여기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얻기 위해 StringOps의 r 메소드를 (문자열 뒤에 .r을 

붙여) 사용하였다.

➋ 전체 정규 표현식 타입은 scala.util.matching.Regex 또는 간단히 util.matching.

Regex이다. 

➌ 포맷은 확실히 다소 특이하다. 캡처 그룹 매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값의 이름인 amountText

는 val 식별자 뒤에 바로 따라나오지 않는다. 

➍ 텍스트 형태의 숫자를 Double로 전환하여 숫자 값을 얻는다. 

정규 표현식은 매칭, 치환, 캡처와 같은 연산을 이용하여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텍스트를 처리

하는 방법이다. 여전히 정규 표현식이 생소하다면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 널리 적용되고 있

으니 시간을 들여 공부해볼 가치가 있다. 

스칼라 타입의 개요
이 절에서는 숫자, 문자열 외 스칼라 핵심 타입에 대해 더 살펴보자. 모든 스칼라 타입은 숫자

에서 문자열 그리고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타입 계층구조의 일부로 존재한다. 여러분이 스칼라

에서 정의한 모든 클래스 또한 자동으로 이 계층구조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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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스칼라 핵심(숫자형과 비숫자형) 타입의 계층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1 스칼라 타입 계층구조

다이어그램에서 화살표는 객체지향 다이어그램에서는 보편적인 표기법대로 슈퍼타입을 가리

킨다. 하단의 다중 화살표는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를 포함하여 시스템 내 모든 타입의 서브

타입임을 나타낸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언급한 타입들을 설명과 함께 표 2-4에 정리하였다. 

표 2-4 핵심 비숫자형 타입 (계속)

이름 설명 인스턴스화

Any 스칼라에서 모든 타입의 루트 불가

AnyVal 모든 값 타입의 루트 불가

AnyRef 모든 참조(값이 아닌) 타입의 루트 불가

Nothing 모든 타입의 하위 클래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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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핵심 비숫자형 타입 (계속)

이름 설명 인스턴스화

Null 널(null) 값을 의미하는 모든 AnyRef 타입의 하위 클래스 불가

Char 유니코드 문자 가능

Boolean 참(true) 또는 거짓(false) 가능

String 문자열(텍스트) 가능

Unit 값이 없음을 나타냄 불가

Any, AnyVal, AnyRef 타입은 스칼라 타입 계층구조의 루트다. Any는 절대 루트로, 다른 모든 

타입들은 이 루트의 두 자식 노드인 AnyVal과 AnyRef의 자식이다. AnyVal을 확장한 타입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값들이기 때문에 값 타입(value type)이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루었던 숫자 타입과 함께 Char, Boolean, Unit이 포함된다. AnyVal 타입은 다른 타

입들과 마찬가지로 접근되지만, 객체로 힙 메모리에 할당되거나 JVM 기본값으로 스택에 지역

적으로 할당된다. 값 타입 이외의 모든 타입들 AnyRef가 루트이며, 오직 객체로 힙 메모리에

만 할당된다. ‘AnyRef’의 ‘Ref’라는 용어는 메모리 참조를 통해 접근되는 참조(reference) 타입임

을 의미한다. 

스칼라 타입 계층구조의 최하위에 Nothing과 Null 타입이 있다. Nothing은 다른 모든 타입의 

서브타입으로, 프로그램 흐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산에서 호환성 있는 반환값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반환값과 함께 함수를 일찍 끝내는 return 키워드는 반환 

타입 Nothing을 가지고 있어 값을 초기화하는 도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값의 타입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Nothing은 타입으로만 사용하며, 인스턴스화할 수 없다. 

이 밖에도 Null이 최하위에 위치하는데, 이는 모든 AnyRef의 서브타입으로 키워드 null에 타

입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어, String 변수는 언제라도 null에 할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변수는 메모리의 어떤 문자열 인스턴스도 가리키지 않는다. null은 String 타입과 

호환되므로 이렇게 null을 String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null을 위한 타

입을 정의한 것은 스칼라 구문이 예약된 키워드보다 실제 타입과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Char는 16쪽 ‘숫자형 데이터 타입’에도 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타입이다. String 타입의 기본

이 되는 타입으로 단일 문자를 가지며, 따라서 때로는 텍스트의 한 단위로 간주된다. 근본적으

로 이 타입은 다른 숫자와 양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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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 리터럴은 작은따옴표로 작성되어 큰따옴표로 작성되는 String 리터럴과는 구분된다. 

ASCII 문자 번호 체계에 익숙하다면 이 예제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cala> val c = 'A'
c: Char = A

scala> val i: Int = c
i: Int = 65

scala> val t: Char = 116
t: Char = t

Boolean 타입은 true와 false 값만을 가진다. true와 false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비교와 

부울 논리 연산자(Boolean logic operator)로부터 Boolean 값을 얻을 수도 있다.

scala> val isTrue = !true
isTrue: Boolean = false

scala> val isFalse = !true
isFalse: Boolean = false

scala> val unequal = (5 != 6)
unequal: Boolean = true

scala> val isLess = (5 < 6)
isLess: Boolean = true

scala> val unequalAndLess = unequal & isLess
unequalAndLess: Boolean = true

scala> val definitelyFalse = false && unequal
definitelyFalse: Boolean = false

&과 &&의 차이

부울 비교 연산자인 &&와 ||는 게을러서 첫 번째 인수로 충분하다면 두 번째 인수를 평가

하지 않는다. 연산자 &와 |는 결괏값을 반환하기 전에 늘 두 인수를 모두 검사한다. 

다른 동적 언어들과는 달리, 스칼라는 다른 타입을 부울 타입으로 자동 전환해주지 않는다. 

null이 아닌 문자열을 true로 평가하지 않으며, 숫자 0은 false와 다르다. 값의 상태를 부울 

타입으로 평가해야 한다면 명시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타입 27

scala> val zero = 0
zero: Int = 0

scala> val isValid = zero > 0
isValid: Boolean = false

Unit 타입은 여기에서 다룬 다른 핵심 타입(숫자형과 비숫자형)과는 달리, 데이터 타입을 나타

내는 대신 데이터가 없음을 나타낸다. 어떤 면에서 이 타입은 자바와 C에서 데이터를 반환

하지 않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 void와 유사하다. 이와 유사하게, 스칼라에서 

Unit 타입은 어떤 것도 반환하지 않는 함수나 표현식의 반환 타입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일

반 println 함수의 경우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으므로 Unit 타입을 반환한다고 말할 수 있다. 

Unit 리터럴은 빈 괄호 ()로 값이 없음을 나타낸다. 원한다면 Unit 타입으로 값이나 변수를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용도는 함수와 표현식을 정의하는 데 있다.

scala> val nada = ()
nada: Unit = ()

핵심 타입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 타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산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자. 

타입 연산

표 2-5는 스칼라의 모든 타입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을 보여준다. 모든 JVM 인스턴스에서는 

toString과 hashCode 메소드가 필요하다. 

표 2-5 공통 타입 연산

이름 예제 설명

asInstanceOf[<타입>] 5.asInstanceOf[Long]
해당 값을 원하는 타입의 값으로 전환. 그 값이 

새로운 타입과 호환되지 않으면 에러 발생

getClass (7.0 / 5).getClass 해당 값의 타입(즉, 클래스) 반환

isInstanceOf (5.0).isInstanceOf[Float] 해당 값이 주어진 타입을 가지면 true 반환

hashCode "A".hashCode
해당 값의 해시 코드를 반환. 해시 기반 컬렉션에 

유용함

to<타입> 20.toByte; 47.toFloat 하나의 값을 호환되는 값으로 바꿔주는 전환 함수

toString (3.0 / 4.0).toString 해당 값을 String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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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nstanceOf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asInstanceOf 연산은 값이 요청받은 타입으로 전환될 수 없으면 에러가 발생한다. 이 연산

으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타입 지정된 전환 연산인 

to<type>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장에서 지금까지 다룬 타입은 모두 (String을 예외로 하면) 단일 요소를 나타내는(또는 물론 어

떤 요소도 없는 Unit을 포함하여) 스칼라(scalar) 값이다. 이 스칼라 값의 보완책으로 둘 이상의 값

을 새로운, 순서가 있는 단일 요소로 수집하는 Tuple 타입을 살펴보며 이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튜플

튜플(tuple)은 둘 이상의 값을 가지는 순서가 있는 컨테이너로, 여기에 포함된 각각의 값은 서

로 다른 타입을 가질 수 있다. 테이블의 단일 행을 튜플로 간주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작업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용어가 익숙할 것이다. 튜플은 값을 논리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분류한 값들을 하나의 응집된 단위로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리스트와 

배열과는 달리 튜플의 요소들을 반복할 수 없다. 튜플은 단지 하나 이상의 값을 담기 위한 

컨테이너다. 

튜플을 만들려면 괄호 안에 각 값을 쉼표로 분리하여 나열하면 된다. 

구문: 튜플 생성

( <값 1>, <값 2>[, <값 3>...] )

예를 들어, Int, String, Boolean 값을 갖는 튜플을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scala> val info = (5, "Korben", true)
info: (Int, String, Boolean) = (5,Korben,true)

튜플의 각 항목은 1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예를 들어, 첫 번째 항목은 

1, 두 번째 항목은 2와 같이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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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 val name = info._2
name: String = Korben

두 개의 항목을 가지는 튜플을 생성하는 다른 형식으로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

식이 있다. 이 방식은 튜플에서 키-값 쌍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scala> val red = "red" -> "0xff0000"
red: (String, String) = (red,0xff0000)

scala> val reversed = red._2 -> red._1
reversed: (String, String) = (0xff0000,red)

튜플은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데이터 처리를 위해 개별 항목들을 

모아둘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다. 

요약
스칼라에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채 타입과 데이터에 대해 읽어야 했

다. 그래서 이 장을 끝까지 읽어내는 것이 도전적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장을 

끝마쳤을 테니 기쁘다.

이 장에서 가장 특이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값과 변수를 정의할 때 키

워드를 사용한다는 점? (만약 자바에 익숙한 독자라면) 자바의 정의 순서와는 반대로 타입 전에 

변수명을 정의하는 형식? 아니면 코드 대부분에서 (변경 가능한) 변수 대신에 고정된, 재할당할 

수 없는 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일까?

만약 이런 생각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좋은 소식은 스칼라 개발 경험이 쌓일수록 이들이 매

우 일반적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 특징들은 잘 설계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여러분만의 값과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그 값과 

변수에 저장할 유용한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배우지 못했지만 말이다. 다음 장에서는 

표현식(expression)이라 알려진 논리 구조를 이용하여 이 데이터를 얻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것이다. 



CHAPTER 2 데이터로 작업하기: 리터럴, 값, 변수, 타입30

연습문제
1. 새로운 섭씨-화씨 전환(수식 (x * 9/5) + 32)를 이용하여)을 작성하되, 전환의 각 단계를 별

도의 값으로 저장하도록 작성하자. 각 값의 타입은 무엇인가?

2. 섭씨-화씨 전환 수식을 변경하여 부동 소수점 숫자 대신 정수를 반환하도록 만들자.

3. 입력값 2.7255를 이용하여 문자열 “You owe $2.73.”를 만들어보자. 문자열 보간으로 가

능할까?

4. 다음을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val flag: Boolean = false
val result: Boolean = (flag == false)

5. 숫자 128을 char, String, Double로 전환해보고, 다시 Int로 바꾸어보자. 원래의 값이 

유지될까? 이를 위해 특수 전환 함수가 필요한가?

6. 입력 문자열 “Frank,123 Main,925-555-1943,95122”와 정규 표현식 매칭 기법을 사용하

여 전화번호를 추출해보자. 전화번호의 각 부분을 정수 숫자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 숫

자를 어떻게 하나의 튜플에 저장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