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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xii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각광받기 시작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프

로그래밍 언어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문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

은 개발자들이나 컴퓨터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수학과 얽혀 있어 어

렵고 복잡한 것’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책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마치 

여행지를 산책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입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몇 가지 독특한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커를 통해 테스트가 완료된 실습 환

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보유한 실습 환경, 즉 운영체제의 종류나 버전에 

상관없이 바로 실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점입니다. 1958년에 발표된 리스프에서부

터 2011년에 발표된 엘릭서까지 6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함수형 언어들을 함께 다루며, 그 

안에 일관적으로 녹아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오픈 소스 빅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점입니다. 빅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떠오른 아파치 하둡, 아파치 스파크, 아파치 플링크를 다룰 때 사용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책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다루어 독자 여러분들

의 탄탄한 기초 실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되도록 많은 도구와 언어를 사

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기에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개발자로서의 실무 역량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저서인 만큼 많은 욕심과 기획을 품고 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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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xiii

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향후 독자 반응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개발서를 추가로 집필할 계

획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프로그래밍의 재미를 느끼고 보다 나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 제목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 나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값

진 경험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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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xiv

이 책은 함수형 언어와 빅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를 입문하기 위한 실습형 안내서다. 최초의 

함수형 언어인 리스프(LISP)부터 시작해서, 리스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에디터인 이

맥스(Emacs), JVM 위에 되살아난 현대판 리스프인 클로저(Clojure), 순수 함수형 언어인 하스

켈(Haskell), 객체지향과 함수형 패러다임을 조합한 스칼라(Scala), 얼랭(Erlang) 위에 핀 모던한 

언어인 엘릭서(Elixir)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함수형 언어들을 실습해 볼 수 있

도록 구성했다.

이렇게 함수형 언어를 실습한 뒤에 여러분들은 최첨단 테크닉으로 무장된 빅 데이터 처리 프

레임워크 사용법도 실습해 볼 것이다. 함수형 언어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아파치 하둡 맵리

듀스(Apache Hadoop MapReduce), 메모리를 활용하여 고속으로 분산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아

파치 스파크(Apache Spark), 차세대 스트리밍 처리 프레임워크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치 플링크

(Apache Flink)를 다룬다. 이 3개의 빅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는 모두 함수형 언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습은 도커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도커를 설치하고, 도커 허브(Docker 

Hub)에 등록된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 실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 도

커 이미지에는 모든 실습 환경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책이 출간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소프

트웨어 버전 문제로 책의 내용을 실습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도커

와 각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REPL(대화형 프로그래밍 환경)을 기반으로 핸즈온 방식으

로 실습하다 보면 자연스레 여러 프로그래밍 테크닉과 개념들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디자인할 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바로 ‘유럽 여행’이다. 유럽은 개성이 강

한 여러 나라가 붙어 있어 볼거리가 풍부하다. 여러분이 만약 석 달간 유럽 여행을 떠난다고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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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xv

하면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가? 아마 최대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각 나라의 고유한 개성

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도 최대한 각 언어의 고유한 개

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각 언어의 독특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책을 구성하였다.

언어 주요 특징

리스프 S-표현식, 재귀 함수, 람다 함수, 고차 함수, 리스트 처리

이맥스 에디터 사용법, Elisp로 확장 커맨드 작성

클로저 게으른 평가(Lazy Evaluation), 동시성

하스켈 정적 타입 시스템

스칼라 Akka 액터 시스템

엘릭서 파이프 연산자, 패턴 매칭, Flow 병렬 처리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기본 뼈대가 되는 테크닉은 리스프와 이맥스에서 주로 다룬다. 그리고 

클로저부터는 보다 심화된 주제를 다루는데, 게으른 평가를 통한 큰 파일 처리와 웹 서버 환

경에서의 동시성을 실습해 보게 된다. 그리고 하스켈에서는 타입과 함수형 언어의 관계에 대

해 살펴본다. 스칼라에서는 Akka 라이브러리를 다루는데, 스파크나 플링크와 같은 분산 병렬 

처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Akka의 정체가 궁금했던 독자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엘릭서에서는 Flow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병렬 처리를 다룬다. 

이 책에서는 꽤 많은 언어를 다루는데,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언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해당 언어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실습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시작한다. 여러 함수형 언어를 기초부터 실습해 보면서 여러분은 함

수형 언어들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기본 구조와 패턴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책을 덮을 즈

음에는 어떤 함수형 언어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빅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다루는데, 이들이 얼마나 함수형 언어

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래서 함수형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최신 기술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재미다. 이 책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공

부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새로운 언어와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가

지고 그 안에 흐르는 원리에 흥미를 가지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자세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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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xvi

대상 독자

이 책은 여러 함수형 언어를 다루지만 각 언어에 대한 사전지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 개 이상의 범용 언어(자바, C, 파이썬, C＃ 등)를 다룰 수 있고, 함수형 언어에 이제 막 입문

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이 책이 가장 적합하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리눅

스의 기본 조작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도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담았으나 가상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법

먼저, 함수형 언어 입문을 읽어서 함수형 언어를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한 배경지식을 이해하고 

시작하기 바란다. 그리고 되도록 1장부터 순서대로 공부해 나갈 것을 추천한다. 초반에 다루

는 함수형 언어의 기초가 뒤에 나오는 심화된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습은 주로 각 언어의 REPL(Read Eval Print Loop)을 활용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일

에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하여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각 언어의 빌드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책에서는 리눅스 터미널에서 내리는 명령과 REPL에서 실행할 코드를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

($과 >)와 배경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 LINUX Terminal Command

> REPL CODE

따라서 >로 시작하는 코드는 반드시 REPL에서 실습을 하면서 진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파

일을 작성하면서 실습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습에 필요한 파일의 경로를 상단에 표시하

였다. 

 ▶ [/workspace/haskell/hello_haskell.hs]

main = putStrLn "Hello Haskell"

여러분들은 컨테이너의 /workspace 이하에서 각 코드 위에 적힌 경로에 파일을 작성하면서 

실습을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완성된 소스 코드는 컨테이너의 /ref 이하의 같은 경로에 존재

한다. 실습을 진행하다 참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ref 이하를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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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강석(동의대학교)

책이 충분히 독학 가능할 정도로 쉽게 설명되어 있고,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습 과정과 다양

한 센서와 모듈에 대한 사용법, 회로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응용과 실생활의 예를 통해 아두이노의 스케치를 유도함으로써 함수와 스케치 흐름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지훈(동의대학교)

아두이노 우노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도록 간단한 회로도가 나와 있지만, 학습 보드가 있어 

별도로 보드를 제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초보자들도 금

새 따라 하거나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조금 더 발

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민수(동의대학교)

아두이노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 책을 통해 길을 찾

게 되었습니다. 스케치마다 그림을 통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직

접 회로를 구성해 보고 코드를 입력하여 실행하다 보면 아두이노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홍은(동의대학교)

아두이노를 공부하던 중에 이 책을 보게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

할 수 있도록 요점이 정리되어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그림 

및 회로도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 아두이노 입문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마이크로소프트 MVP)

C 혹은 자바를 알고 있으면서 함수형 언어에 호기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은 가장 좋은 선

택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함수형 언어인 리스프, 클로저, 스칼라, 엘릭서를 두루 살펴보면

서 함수형 언어에 대한 중요한 감각을 익히고, 리스프와 일심동체인 이맥스, 하둡과 맵리듀

스, 아파치 스파크 및 플링크를 살펴보면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배양합

니다. 다양한 언어의 환경은 이미 도커로 구축되어 당장 실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삼성SDS)

책 제목과는 달리 간단하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 연

습문제도 있습니다! 함수형 언어들 기반으로 함수와 리스트 처리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

며, 더 나아가 빅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내용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

습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도커 기반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을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이 책을 다 읽고 수록된 예제를 실습해 보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지만, 평소에 다가가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겁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런 것들이 있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경험해 볼 수 있

도록 실습 위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위해 이것저것 찾아서 설치하는 과정도 

실습용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생략할 수 있어 예제를 간편하게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베타리더 후기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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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호(넥슨 코리아)

저와 같이 함수형 언어에 관심은 있지만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분

들이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함수형 언어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공부를 시작할 언어를 선택하

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함수형 언어의 공통적인 기초 지식부터 시작하

여 여러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언

어를 선택하여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책

의 실습이 짤막하게 분할되어서 함수형 언어의 문법들을 하나씩 따라 해보며 결과를 바로 확

인할 수 있어서 이해가 더욱 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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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xviii 베타리더 후기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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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환경 구축하기

이 책의 실습 환경은 도커 이미지로 제공된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도커만 설치하면, 

더 이상 번거로운 개별 소프트웨어의 설치 과정 없이 곧바로 지은이가 테스트한 환경

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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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커 설치 방법

도커(Docker)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환경(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환

경 변수 및 설정값, 파일 등)을 이미지로 만들어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다. 소프트웨어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책을 출간할 때는 돌아가던 코드가 출간 후

에 독자의 컴퓨터에서 돌려보면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기술 서적의 딜레마

다. 운영체제의 종류와 버전,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버전 및 환경 변수에 따라 안 돌아가는 경

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커를 사용한다면 그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

러분의 컴퓨터에 도커만 잘 설치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책의 내용을 실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지은이가 전하고 싶은 핵심 개념을 실습하며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도커 툴박스

집필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도커 설치 도구는 도커 데스크탑(Docker Desktop)이다. 그러

나 윈도우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10 프로(혹은 엔터프라이즈나 교육용) 이상이어

야 하며, SLAT(Second Level Address Translation)을 지원하는 64비트 CPU를 사용하고, BIOS에

서 하드웨어 가상화 지원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맥의 경우는 2010년 이후 출시된 

기종에, macOS 10.13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도커 데스크탑 이전에 많이 사용된 도커 툴박

스(Docker Toolbox)는 오라클 버추얼박스(Oracle VirtualBox)를 기반으로 하며 윈도우7, macOS 

10.8 이상에서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독자들의 개발 환경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는 도커 툴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도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하도록 한다.

• 도커 홈페이지: URL  https://www.docker.com/

• Docker Toolbox for Mac: URL  https://docs.docker.com/toolbox/toolbox_install_mac/

• Docker Toolbox Release: URL  https://github.com/docker/toolbox/releases

도커 툴박스의 깃헙 릴리즈 페이지에서 윈도우의 경우는 exe로 끝나는 최신 설치 파일(예  

DockerToolbox-19.03.1.exe)을 다운받고 맥의 경우는 pkg로 끝나는 최신 설치 파일(예  DockerToolbox-

19.03.1.pkg)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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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 도커 퀵스타트 터미널(Docker Quickstart Terminal)

• 카이트메틱(Kitematic)

• 오라클 버추얼박스(Oracle Virtualbox)

도커 퀵스타트 터미널(Docker Quickstart Terminal)을 기동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콘솔 화면

이 준비된다.

처음 설치되는 가상 머신에는 할당되는 리소스가 적다. 실습 중에 병렬 처리하는 코드가 있

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개의 CPU가 할당되어야 성능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다음과 같이 default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가상 머신을 삭제한다. 

$ docker-machine rm default

도커 설치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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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다음과 같이 가상 머신에 할당할 리소스를 지정하여 가상 머신을 만든다. 

$ docker-machine create -d virtualbox --virtualbox-cpu-count=2 --virtualbox-
memory=4096 --virtualbox-disk-size=30000 default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따라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하는데, 적어도 2개의 CPU, 4GB의 메모

리, 30GB의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가상 머신을 종료한다. 

$ docker-machine stop
$ exit 

그리고 도커 퀵스타트 터미널을 다시 기동한다. 

 도커 머신에 ssh 접속하기

도커 퀵스타트 터미널에는 가상 머신을 관리하기 위한 docker-machine이라는 도구가 준비되

어 있다. 

$ docker-machine
Usage: docker-machine.exe [OPTIONS] COMMAND [arg...]
Create and manage machines running Docker.

앞서 기본으로 만들어진 가상 머신을 지우고 새롭게 만드는 데 이미 사용했었다. 이번에는 

해당 머신에 ssh로 접속해 보도록 하자.

$ docker-machine ssh
   ( '>')
  /) TC (\   Core is distributed with ABSOLUTELY NO WARRANTY.
 (/-_--_-\)           www.tinycorelinux.net
docker@default:~$

생성한 가산 머신에 접속했다. 여기서 CPU의 개수나 메모리를 확인해 보면 앞서 생성할 때 

지정한 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cat /proc/cpuinfo | grep cores
cpu cores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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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h | grep Mem
Mem: 3.9G 76M 3.5G 229M 274M 3.5G

 윈도우에서 putty로 접속하기 

윈도우에서는 putty 같은 전문 터미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도커를 다루는 것이 좋다. 먼

저, 다음 페이지에서 putty.exe를 다운로드하도록 한다.

URL  https://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latest.html

도커 퀵스타트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접속 정보를 확인한다. 

$ docker-machine ip
192.168.99.100

출력된 IP 정보와 22번 포트를 사용하여 putty로 접속한다.

이때 사용자 이름은 docker이며, 비밀번호는 tcuser다. 

기본적인 도커 사용법

도커를 사용하면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환경 설정까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다. 도커 허브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

는지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검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우분투(Ubuntu)에 대해 검색해 보자.

기본적인 도커 사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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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ker search ubuntu

그러면 ubuntu와 관련된 이미지 리스트가 출력된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표시한 Star 지수나 

공식적인 이미지 여부를 의미하는 Official이란 항목이 함께 표시되므로 참고하여 다운로드

할 이미지를 선택한다. 우리는 ubuntu:16.04를 다운로드해 보자.

$ docker pull ubuntu:16.04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ubuntu:16.04의 이미지가 다운로드된다. 로컬에 저장된 도커 이미

지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docker images 

이어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하자. 이미지는 멈춰 있는 프로그램이

라 한다면, 컨테이너는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docker run 명령어를 사용하면 

지정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테이너가 생성된다. 

$ docker run -it --name hello-docker ubuntu:16.04 /bin/bash

위 명령어는 도커 이미지 ubuntu:16.04를 기반으로 hello-docker라는 이름의 컨테이너를 만

들면서 -it 옵션을 부여하여 표준 입출력이 가능한 터미널을 할당해 /bin/bash를 실행한 것

이다. 즉, 위 명령어를 통해 컨테이너의 터미널로 접속할 수 있다. 자, 이제 컨테이너의 세상이

다. 루트 폴더를 탐색해 보자. 

$ ls / 

여러분이 사용 중인 물리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과 전혀 다른 파일 시스템이 출력될 것이다. 

그러면 컨테이너 내에서 다음과 같이 파일을 작성해 보자.

$ echo "Hi" >> /text.txt
$ cat /test.txt
Hi

그리고 컨테이너의 터미널을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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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t 

현재 시스템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한다. 

$ docker ps -a 

그러면 이번에 만든 컨테이너의 정보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 컨테이너의 상태(STATUS)가 Exit

라고 출력되고 있을 것이다. 해당 컨테이너에 다시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

를 재시작하고 접속해야 한다. 

$ docker restart hello-docker
$ docker attach hello-docker

아까 작성한 test.txt를 출력해 보자. 

$ cat /test.txt
Hi

이처럼 컨테이너를 나갔다가 다시 시작해도 이전에 저장했던 파일이 남아 있다. 즉, 컨테이너

는 삭제되기 전까지 컨테이너에서 수행한 정보를 유지한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습할 때는 하

나의 컨테이터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이전에 중단한 작업에 이어서 실습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은 경우에는 새

로운 컨테이너를 만들어 진행하면 된다. 

컨테이너의 포트 열기

컨테이너 내에서 웹 서버를 돌리거나 할 때는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해 포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p 옵션을 사용한다. 

$ docker run -p 80:80 -p 8080:8080 -it  --name port-open-test ubuntu:16.04 /bin/bash

위 예에서는 -p 옵션을 통해 컨테이너의 80과 8080 포트를 각각 호스트의 80과 8080 포트에 

연결했다. 

컨테이너의 포트 열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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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이미지 다운로드하기

도커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 책의 실습을 위해 지은이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다

운로드하자. 

$ docker pull everypreciousday/functionalbigdata:latest

다운로드하는 데 제법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한번 다운로드하면 이후 컨테이너를 띄울 

때는 1초 이내로 빠르게 실행된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되었

는지 다음 명령어를 통해 확인한다. 

$ docker images | grep functionalbigdata

이미지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를 기동한다. 

$ docker run -it --name fpstudy everypreciousday/functionalbigdata:latest /bin/bash

실습을 진행하다 중간에 컨테이너를 빠져나왔더라도 마지막 상태 그대로 이어서 실습을 진행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를 재시작하고 접속하면 된다. 

$ docker restart fpstudy
$ docker attach fpstudy

CHAPTER 0  실습 환경 구축하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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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형 프로그래밍 입문

모든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는 원칙과 철학이 존재한다. 그러한 철학을 제대로 이해

하지 않은 채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

한 코드를 작성하게 된다. 패러다임이 생기고 널리 사용되는 데는 그 나름의 배경과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눈앞의 문법을 익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배울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수학적 함수를 모티프로 삼았다. 

여기서 '수학'이라는 단어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단순한 규칙과 개념을 이해하

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번 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어지는 실습을 진행하면 

많은 개발자들이 낯설고 어렵게 생각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

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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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의 함수

지은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는 《수학의 정석》이란 책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정석이었다. 성경책처럼 꽤 두꺼운 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은 친구들의 책이 앞

부분만 때가 타서 검었다. 큰마음 먹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얼마 안 가 포기하기를 반복한 흔

적인 것이다. 당시 《수학의 정석》의 1장은 집합이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중에는 집합만큼은 자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았다. 

다행히도 함수형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지식은 《수학의 정석》 앞부분 

에 많이 모여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에 대해 알면 함수형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집합

2. 함수

3. 수열

4. 귀납적 증명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합과 함수의 정의다.

집합이란, 서로 다른 원소의 모임이다. 즉, 하나의 집합에는 동일한 원소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성질은 프로그래밍에서 중복 제거를 위한 자료 구조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함수란 임의의 집합 X와 Y가 있을 때 집합 X의 모든 요소 각각에 대해 집합 Y의 한 요

소로 대응시키는 규칙을 말한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X

1

2

3

D

B

C

A

Y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CHAPTER 01  함수형 프로그래밍 입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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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 X의 모든 요소에 대해 매핑 규칙이 있어야 한다. 즉, 어느 한 요소에 대해서도 누

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의 그림에서는 X의 요소 1, 2, 3 모두에 대해 집합 Y로 향하

는 화살표가 있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 한편, 집합 Y에는 A나 B처럼 대응되지 않

는 요소가 있어도 무방하다. 

2. X의 한 개의 요소가 Y의 2개 이상의 요소로 매핑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그림처럼 X의 

요소 하나가 Y의 요소 2개로 매핑된다면 이것은 함수 정의에 어긋난다. 한편 앞 그림에

서 2, 3이 동일하게 C로 매핑되고 있는데, 이것은 집합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괜

찮다. 

X

1

2

3

a

d

b

c

Y

수학에서의 집합과 함수의 정의를 알아봤는데, 이를 모티브로 삼은 함수형 언어는 함수가 다

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한다. 

• 동일한 입력에 대해 출력값이 언제나 같아야 한다. 

함수가 동일한 입력에 대해 언제나 같은 출력값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부작용(Side 

Effect)이 없어야 한다. 

부작용이란?

함수의 부작용이란, 함수 내부에서 외부에 있는 상태를 참조하거나 외부에 있는 상태에 변화

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외부에 있는 상태란, 쉽게는 함수 외부에 정의된 변수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즉,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를 참조하여 출력값을 내놓는다면, 같은 입력

값이라 하더라도 전역 변수의 값에 따라 다른 값을 반환할 수 있어 수학적 함수의 요건을 만

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함수 내에서 외부 변수를 바꾸는 일은 질이 매우 안 좋은 부작용이

다. 함수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반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하면 할수록 코드의 가독성

부작용이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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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떨어지게 되며, 디버깅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객체의 내부 상태에 따라 다른 출력값을 내놓는 함수(메소드)가 일

반적인데, 이것도 부작용을 포함한 함수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객체지향 패러다임은 

본질적으로 함수형 패러다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입출력(I/O)은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 로그를 파일이나 화면에 출력하는 일도 부작용인 것이다. 네트워크 통신은 그렇다 쳐도 

콘솔에 로그를 출력하는 것조차 부작용이라니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로그를 출력하면 콘솔에 보이는 글자가 변한다. 즉, 함수 내부에서 외부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함수형 언어가 부작용이 불가능한 언어는 아니라는 점이다. 하

스켈을 포함한 모든 함수형 언어가 콘솔/파일/네트워크 입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함수

형 언어의 이론적 이상향은 함수 내에서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

양한 개념과 문법들이 탄생하였다. 

순수 함수

앞서 설명한 부작용이 없는 함수를 순수 함수(Pure Function)라고 한다. 순수 함수는 입력값을 

출력값으로 변환하는 일만을 하며, 이때 외부에 변화를 가하거나, 외부의 상태를 참조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학에서의 함수와 같이 동일한 입력에 대해 

언제나 같은 결과를 반환한다. 입력값이 같다면 어제 밤에 호출했을 때와 오늘 호출했을 때

의 결과가 같다. 이처럼 함수가 호출될 때의 외부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함수의 동작을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순수 함수의 개념을 알고 적극적으

로 사용한다면 함수형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도 보다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순수 함수는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되므로 입력 인자와 출력 인자만 봐도 이 함

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예측하기가 쉽다. 함수의 동작을 파악하기 위해 스파게티 면을 

휘젓듯이 코드를 여기저기 뒤적여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면

서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도 쉬워진다.

CHAPTER 01  함수형 프로그래밍 입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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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불가 변수 

순수 함수와 함께 함수형 언어의 핵심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변경 불가 변수(Immutable 

Variable)다. 변경 불가 변수는 한번 값을 할당하면 값을 바꿀 수 없는 변수를 말한다. 사실, 

이 개념은 컴퓨터의 기본 동작 원리와 상충하는 개념이다. 프로그램은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

리에 적절히 기록하고 그 값을 바꿔가면서 동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CPU의 기본 동작

도 레지스터라는 공간에 값을 기록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컴퓨터의 

물리적 동작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절차 지향 언어의 입장에서 보면 변경 불가 변수는 

터무니없는 말과 같다. const나 final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변수를 변경 불가하게 만들 

수 있지만, 기본 철학은 변경 가능 변수에 기반한다.

그러나 함수형 언어에서는 변경 불가 변수가 기본 사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변수에 

값을 재할당하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이는 함수형 언어가 수학에서의 식, 값, 그

리고 이들이 평가되는 방식을 모사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수형 언어에서

의 함수란 식이고, 입력값과 결합하여 새로운 식이 되거나 최종값이 도출되는 형태로 전개된다. 

이에 따라, 함수형 언어에서의 변수란 식에 값을 바인딩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테면 

수학에서 수식 f(x) = x + 1이 있을 때, x = 3으로 바인딩하고 식을 평가하여 4란 값을 도출해 

내는 것과 함수형 언어의 기본 동작 방식이 같다. 그런데 x = 3으로 바인딩해서 4라는 값이 

도출되는 중간에 x의 값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f라는 함수는 x = 3일때 4라는 결과를 내놓

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입력값인 x가 전혀 다른 값인 5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천재 수학자가 봐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

적 논리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함수형 언어에서 그토록 부르짖는 

순수 함수도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함수형 언어에서는 순수 함수가 성립할 수 있도록 변경 

불가 변수가 기본이다. 특히 함수가 연달아 적용되는 중간에 초기 입력 인자의 값이 바뀐다

면, 값의 변화를 추적하는 게 무척 어려워지므로 프로그래머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변경 불가 변수는 특히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주목받고 있다. 변경 불가 변수는 본질적

으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 유리하며, 코드를 분석할 때도 값의 변경을 추적하는 범위를 

좁혀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변경 불가 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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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지향 언어 vs 선언형 언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함수형 언어는 물리적 컴퓨터의 동작이 아닌 수학에서의 함수와 식을 

모사한 언어다. 반면, 물리적 컴퓨터의 동작을 모사한 언어가 바로 절차 지향 언어(Procedure 

Oriented Language)로, 컴퓨터의 내부 동작을 프로그래머가 이해한 상태에서 순서대로 어떻

게 동작해야 할지 일일이 지시해 주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따른다.

절차 지향 언어에서는 코드 한 줄 한 줄을 실행문 혹은 명령문이라고 한다. 컴퓨터가 실제 해

야 할 동작(명령)을 알려 주는 코드이기 때문이다. 반면, 함수형 언어에서의 코드 한 줄 한 줄은 

식이다. 수학에서의 식, 즉 값이 적용되어 평가되어야 할 요소인 것이다. 함수형 언어의 프로

그래머는 이 식이 어떤 값으로 변할지를 컴퓨터가 계산해 주기를 원하지, 컴퓨터가 내부적으

로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물리적

인 컴퓨터의 동작을 순서대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컴퓨터에 요구하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언형 언어(Declarative Language)라고 한다. 

선언형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SQL이 있다. SQL을 작성해서 DB

에 던지면 수많은 동작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일어나서 그 결과를 반환해 준다. 그러나 

SQL 언어를 작성하는 사람은 그 내부 동작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오직 원하는 결과를 명

시할 뿐이다. 

언어의 발전은 절차 지향 언어에서 선언형 언어로 발전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하는 단계

에서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람다 대수

함수형 언어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시초에 람다 대수(Lambda Calculus)가 존재한다. 람

다 대수는 컴퓨터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컴퓨터의 역사는 람다 대수와 튜링 

기계, 이 두 가지 이론적 배경에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폰과 안드로

이드폰이 거의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서로 다른 철학과 아키텍처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

듯이, 람다 대수와 튜링 기계도 제공하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철학과 구현 방식이 상당히 다

르다. 하지만 결국 어느 쪽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CHAPTER 01  함수형 프로그래밍 입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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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 대수라고 하면 꽤나 어려울 거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상은 매우 단순한 규칙에 따라 치

환하는 것이 전부다. 가장 간단한 람다식을 한번 해석해 보자.

λx.x + 1

1. λ 기호 옆에 기재된 x가 변수고, x + 1이 식이다.

2. x를 임의의 문자로 바꿔도 람다식이 의미하는 것은 동일하다. 

λy.y + 1
λz.z + 1

3. 위 식에 값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λx.x + 1)1
1 + 1
2

먼저 람다식을 괄호로 묶었고, 그 옆에 1을 적었다. 이는 람다식에 1이란 값을 적용하

겠다는 의미다. 그러면 변수 x에 1이 적용되어 식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이 1로 치환된

다. 그래서 식이 1 + 1이 되었고, 이것이 계산되어 2가 되었다. 

위 예에서는 람다식에 1이라는 값을 적용했는데, 값이 아니라 람다식 자체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때도 단순한 치환의 규칙이 적용될 뿐이다. 

(λx.x + 1)(λy.y - 3)

이 식이 평가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자. 

먼저 (λx.x + 1)의 괄호가 사라지면 다음과 같이 된다. 

λx.x + 1

λx.가 사라지고, 

x + 1

x에 (λy.y - 3)이 대입된다. 

(λy.y - 3) + 1

위 예에서 람다식에 람다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람다식이 나왔다. 이것이 함수형 언어에 있는 

고차 함수(Higher-order Function)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고차 함수란, 인자로 함수를 받아들

람다 대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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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말한다. 함수형 언어에서 함수는 인자로 전달될 수도 있고, 

결과로 반환될 수도 있으며, 변수에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함수를 마치 일반 데이터 타입처

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질을 ‘함수가 1급 시민’으로 취급된다고 표현한다. 

마무리

여기까지 함수형 언어의 입문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인 순수 함수와 부작용, 변경 불

가 변수와 람다 대수에 대해 알아봤다. 함수형 언어에서 함수란 식이며, 입력값을 출력값으

로 바꾸는 일만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작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경 불가 변수가 기본

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함수형 언어의 역사적 뿌리에는 람다 대수가 있다. 이외에도 함수

형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 보면 더 많은 개념과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모두 앞서 말한 네 

가지가 뼈대가 되어 탄생한 개념들이라 볼 수 있다.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이제 본격적으

로 함수형 언어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자. 

CHAPTER 01  함수형 프로그래밍 입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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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형 언어의 증조 할아버지 

리스프

우리의 첫 번째 실습 대상은 리스프(LISP)다. 존 매카시(John McCarthy)에 의해 

1958년에 만들어진 리스프는 모든 함수형 언어의 증조할아버지 격에 해당한다. 무려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로 포트란(Fortran)에 이어 가장 오래된 고

급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오래된 언어를 왜 배워야 할까? 당연히 실무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아니다. 옛말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

을 통해 새것을 안다’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이 말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

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첫 함수형 언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프로그래밍 두뇌를 각성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리스프를 배우면 이맥스(Emacs)와 클로저(Clojure)

에 쉽게 입문할 수 있어 여러분이 얻는 것은 생각보다 클 것이다. List Processing의 

약자인 리스프를 통해 우리는 재귀 함수를 통한 리스트 처리라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의 기초가 되는 테크닉에 대해 배워볼 것이다.

02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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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커 컨테이너 접속

실습을 위해 도커를 사용하는 방법은 0장의 ‘기본적인 도커 사용법’ 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커맨드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한다.

$ docker pull everypreciousday/functionalbigdata:latest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기동한다. 

$ docker run -it --name fpstudy everypreciousday/functionalbigdata:latest /bin/bash

리스프 실행 방법 - REPL

실습을 위한 도커 이미지에는 CLISP 및 REPL 환경이 설치되어 있다. REPL은 ‘Read Eval 

Print Loop’의 약자다. REPL을 사용하면 코드를 한 줄씩 입력하고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즉, 마치 컴퓨터와 대화하듯이 한 문장씩 주고받을 수 있어서 프로그래밍 언어

를 익힐 때 유용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함수형 언어들이 REPL을 지원하며, CLISP의 

REPL을 기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clisp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프를 실습해 볼 수 있다. 

CHAPTER 02  함수형 언어의 증조 할아버지 - 리스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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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다음 표현식을 입력해 보자.

> (+ 3 5)

직관적인 독자라면 예상이 가능했겠지만 8이 출력된다. 

 REPL 종료 방법

REPL을 나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quit)
Bye. 

S-표현식

(+ 3 5)를 입력했을 때 8이 출력되는 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에

게는 매우 생소할 이 표기법을 S-표현식(Symbolic Expression)이라 부른다. S-표현식은 xml, 

json이나 yaml처럼 데이터를 표현하는 포맷 중 하나다. 리스프는 특이하게도 데이터를 표현

하는 포맷을 프로그래밍의 문법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는 마치 xml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

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S-표현식은 매우 단순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포맷보다는 훨씬 더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합하다. 리스프에서 S-표현식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는 다음 규칙을 따른다. 

(함수 인자1 인자2 ...)

규칙1. 하나의 표현식은 괄호로 시작하고 괄호로 끝난다. 

규칙2.  기본적으로 괄호의 첫 번째 요소는 함수의 이름이고, 이어지는 값들은 함수에 전

달되는 인자들이다. 

규칙3. S-표현식은 식이다. 따라서 리스프 인터프리터에 의해 평가되어 값이 반환된다. 

첫 번째 규칙은 괄호 지옥을 만들어 리스프가 읽고 쓰기에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인

상을 준다. 그러나 들여쓰기를 포함해서 몇 가지 규칙에 익숙해지면, 여느 프로그래밍 언어 

못지않게 빠르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S-표현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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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를 기반으로 한 리스프의 코딩 규칙은 얼핏 보면 매우 원시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매우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며 아름다운 문법이다(리스퍼들은 아름답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함수형 언어에서는 함수의 결과를 다른 함수에 넣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S-

표현식을 사용하면 이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프가 처음 만

들어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제약된 컴퓨팅 리소스만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

로 함수형 언어를 표현하는 데 이보다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표현은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전위 표기법(Prefix Notation)이라 한다. 전위 표기법에 익숙해지는 데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코드를 작성할 때 본능적으로 중위 표기법

을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규칙도 익숙해지기만 하면 코드를 작성하

거나 분석할 때 꽤 효율적인 구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세 번째 규칙은 함수형 언어의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장 ‘함수형 언어 입문’에서도 다루

었지만, 함수형 언어는 수학에서의 식, 값, 그리고 이들이 평가되는 방식을 모사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따라서 리스프의 S-표현식은 식이며, 인터프리터는 해당 식에 인자의 값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로 값을 도출해 낸다. 그래서 REPL에서 S-표현식을 입력하면 print 함

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평가 결과가 출력된다. 

 S-표현식의 들여쓰기 규칙

리스프에서 S-표현식을 작성할 때 들여쓰기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지

만, 그만큼 가독성이 상당히 나빠진다. 아무리 능숙한 리스퍼라고 해도 다음과 같이 들여쓰

기가 전혀 안 된 S-표현식을 파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 (* 10 (+ 2 3)) 5)

위 식을 보면서 느껴지는 답답함은 중위 표현식을 바탕으로 한 정규 교육을 마친 사람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느낄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한 가지 요령만 숙지하면 위 식을 풀어낼 수는 있다. 

그 요령은 바로 가장 길이가 짧은 괄호를 찾아서 연산 결과를 치환해 나가는 것이다. 위 예에서의 

시작점은 (+ 2 3)이다. 괄호의 시작과 끝의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치환할 수 있다. 

(/ (* 10 (+ 2 3)) 5) → (/ (* 10 5) 5) 

이번에는 (* 10 5)의 길이가 가장 짧으니 이에 대해 치환한다. 

CHAPTER 02  함수형 언어의 증조 할아버지 - 리스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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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 5) → (/ 50 5)
(/ 50 5) → 10

괄호의 길이가 제일 짧은 것을 우선적으로 치환하여 S-표현식을 직접 계산해냈다. 그러나 위

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로직이 구현된 프로그래밍 코드를 분석한다고 생각하면 끔

찍할 것이다. 따라서 S-표현식을 작성할 때는 들여쓰기가 필수다. S-표현식을 들여쓰는 규칙

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중첩 괄호가 없는 간단한 구조의 경우에는 한 줄에 작성한다. 예를 들어, (+ 1 2 3 4 

5)에 대해 들여쓰기를 수행해서 

(+ 1
   2
   3
   4
   5)

와 같이 기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 중첩 괄호가 나오는 위치에서 다음 줄에 작성하되, 동일한 입력 인자들 간의 들여쓰

기 레벨을 맞추도록 한다. 예를 들어, (+ 1 (+ 2 3))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

를 한다. 

(+ 1 
   (+ 2 3))

그러면 맨 처음 나오는 +라는 함수의 입력 인자가 1과 (+ 2 3)임을 알 수 있다. 

또한, (+ (+ 1 2) (+ 3 4))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를 해준다. 

(+
 (+ 1 2)
 (+ 3 4))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라는 함수의 입력 인자가 (+ 1 2)와 (+ 3 4)임을 알 수 있다.

3. 닫는 괄호에 대해서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마지막 괄호를 

다음 줄에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 1 
 (+ 1 2)
)

쓸데없이 코드의 길이를 길어지게 만들므로 닫는 괄호는 다음과 같이 함께 모아서 작

성한다. 

S-표현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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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2))

위 규칙에 따라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S-표현식에 들여쓰기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들여쓰기 전

(+ 1 (+ 2 (+ 3 4))) 

; 들여쓰기 후

(+ 1 
   (+ 2 
      (+ 3 4)))

; 들여쓰기 전

(+ (+ (+1 2) (+3 4) 5))

; 들여쓰기 후

(+ 
 (+ 
  (+ 1 2) 
  (+ 3 4))
 5)

이처럼 들여쓰기가 된 S-표현식을 빠르게 파악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령은 가장 오른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요소를 먼저 평가하여 치환해 나가면 된

다는 점이다. 위 첫 번째 예에서는 (+ 3 4)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령은 같은 들여쓰기 레벨의 요소는 하나의 함수에 대한 입력 인자라는 것을 기억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함수와 인자들 간의 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위 두 번째 예에

서는 (+ 1 2)와 (+ 3 4)가 같은 깊이에 있어 그 위의 함수 +의 인자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상으로 S-표현식을 작성하고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S-표현식에 익숙해진다는 것

은 기존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탑재하는 일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괄호로 점철된 리스프 코드를 보고 구토 증상을 일으킬 때 우리는 차분히 해당 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은근히 멋진 일이다. 이 외에도 함수형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시각과 능력을 탑재하게 되어 차별화된 개발자가 될 수 있다.

CHAPTER 02  함수형 언어의 증조 할아버지 - 리스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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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둡과 맵리듀스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은 본격적인 빅 데이터 시대를 개척한 오픈 소스 소

프트웨어다. 루씬(Lucene), 너치(Nutch) 등으로도 유명한 더그 커팅이 구글의 분산 

파일 시스템(Google File System, GFS 또는 GoogleFS) 논문을 참고하여 만들어 

오픈 소스화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빅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오면

서  여전히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아파치 하둡은 기본적으로 빅 데이터를 큰 덩

어리 단위로 쪼개서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고, 병렬 처리를 실시하는 기술이다. 

우리는 이렇게 저장된 빅 데이터를 큰 리스트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리스트

에 적용할 고차 함수 맵과 리듀스를 구현하면,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분산 병렬 처리

를 수행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둡 맵리듀스는 함수형 프로

그래밍의 영향을 적잖게 받았다. 지금까지 이 책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온 독자라면 

빅 데이터의 세계에 어렵지 않게 입문할 수 있을 것이다. 

08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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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커 컨테이너 접속

지금까지 사용한 컨테이너에 이어서 실습을 진행하면 된다.

$ docker restart fpstudy
$ docker attach fpstudy

환경 설정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Hadoop 3.1.1 release의 압축 파일이 컨테이너의 /workspace/hadoop에 

배치되어 있다. 다음과 같이 압축을 풀도록 하자.

$ cd /workspace/hadoop
$ tar xvf hadoop-3.1.1.tar.gz 
chown -R root:root hadoop-3.1.1
$ cd hadoop-3.1.1

하둡은 한 개의 머신에서 돌려 볼 수 있는 로컬 모드와 여러 머신에서 돌릴 수 있는 완전 분산 

(Fully-Distributed) 모드가 있다. 압축을 풀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바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로컬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 실습은 이 모드를 사용할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설정은 필

요하지 않고 오직 JAVA_HOME 환경 변수만 설정해 주면 된다. 

다음과 같이 JAVA_HOME을 설정하는 코드를 etc/hadoop/hadoop-env.sh에 추가하자(실습 도커 

이미지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다).

$ echo "export JAVA_HOME=/usr/lib/jvm/java-8-openjdk-amd64/" >> etc/hadoop/hadoop
-env.sh 

이어서 hadoop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자.

$ ./bin/hadoop

그러면 지정 가능한 옵션이 여러 줄 출력되는데, 이것으로 실습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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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수행 - 정규식 검색

하둡은 REPL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하둡 배치 작업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도 함

수형 언어가 아닌 자바다. 아파치 스파크나 아파치 플링크가 스칼라를 중심으로 한 REPL을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여튼 우리는 먼저 하둡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배치 작업을 돌리는 법에 익숙해질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하둡 프로젝트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돌려 보는 방

법부터 알아볼 것이다. 

하둡에서는 다양한 예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사용해 볼 프로그램은 정규식 패턴

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럼, 먼저 하둡이 설치된 폴더로 이동하도록 한다. 

$ cd /workspace/hadoop/hadoop-3.1.1

input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정규식 검색을 수행할 파일들을 복사해넣도록 한다. 

$ mkdir input
$ cp etc/hadoop/*.xml input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 bin/hadoop jar share/hadoop/mapreduce/hadoop-mapreduce-examples-3.1.1.jar grep 
input output 'dfs[a-z.]+'

bin/hadoop을 실행하면서 jar이란 옵션과 함께 jar 파일의 위치를 지정해 주었다. 이어서 

grep, input, output, 'dfs[a-z.]+'를 프로그램의 입력 인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grep은 하둡에 포함된 22개의 예제 프로그램 중 문자열 검색을 수행하는 grep 

예제를 수행하겠다고 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input과 output은 grep을 수행할 대상 

파일이 담긴 폴더 경로와 수행 결과가 저장될 폴더 경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dfs[a-z.]+'

는 대상 파일에서 검색할 정규식 패턴이다. 

이를 실행하면 배치 처리가 수행되면서 실행 로그가 출력된다. 그리고 실행이 종료되면 출력 

폴더로 지정한 output에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제 프로그램 수행 - 정규식 검색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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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 output
_SUCCESS part-r-00000

part-r-0000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1   dfsadmin

우리가 지정한 정규식 'dfs[a-z.]+'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나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금 싱거운 결과인데, 리눅스 도구인 grep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자. 

$ grep dfs ./input/* 
./input/hadoop-policy.xml:    dfsadmin and mradmin commands to refresh the security 
policy in-effect.

input 폴더에 있는 파일 중에서 dfs[a-z.]+라는 패턴이 들어 있는 문자열은 오직 하나만 있음

을 알 수 있다. 

예제 프로그램 코드 분석

우리가 방금 돌려본 예제 프로그램 hadoop-mapreduce-examples-3.1.1.jar의 소스 코드는 깃

허브(GitHub)에서 확인할 수 있다.

URL  https://github.com/apache/hadoop

그러나 별도로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되게끔 컨테이너의 /workspace/hadoop/hadoop-3.1.1-

src.tar.bz2에 3.1.1의 소스 코드가 압축되어 있다. 다음과 같이 압축 파일을 풀자.

$ cd /workspace/hadoop
$ tar jxvf ./hadoop-3.1.1-src.tar.bz2
$ cd /hadoop-3.1.1-src

그리고 다음 폴더에 가면 하둡에서 제공하는 예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다. 

$ cd hadoop-mapreduce-project/hadoop-mapreduce-examples/

먼저 pom.xml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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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kspace/hadoop/hadoop-3.1.1-src/hadoop-mapreduce-project/hadoop-mapreduce- 

examples/pom.xml]

<plugin>
    <groupId>org.apache.maven.plugins</groupId>
    <artifactId>maven-jar-plugin</artifactId>
      <configuration>
       <archive>
         <manifest>
           <mainClass>org.apache.hadoop.examples.ExampleDriver</mainClass>
         </manifest>
       </archive>
    </configuration>
</plugin>

mainClass가 ExampleDriver라는 클래스로 설정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인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클래스의 코드를 보면 main에서 ProgramDriver를 생성하고 run해 주고 있다. 

 ▶  [/workspace/hadoop/hadoop-3.1.1-src/hadoop-mapreduce-project/hadoop-mapreduce- 

examples/src/main/java/org/apache/hadoop/examples/ExampleDriver.java]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v[]){
    int exitCode = -1;
    ProgramDriver pgd = new ProgramDriver();
    try {
      pgd.addClass("wordcount", WordCount.class, 
                   "A map/reduce program that counts the words in the input files.");
                   ...
      pgd.addClass("grep", Grep.class, 
                   "A map/reduce program that counts the matches of a regex in the 
input.");
                   ...
      exitCode = pgd.run(argv);
    }               

그리고 run하기 전에 ProgramDriver.addClass()를 통해 wordcount나 grep을 포함해 22개의 

예제 클래스를 추가하고 있다. 우리가 실행해 본 것은 그중에서 grep이었다. 이 grep에 해당

하는 코드는 같은 폴더 안의 Grep.java에 기재되어 있다. 107줄짜리의 길지 않은 코드다. 이 

코드의 흐름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workspace/hadoop/hadoop-3.1.1-src/hadoop-mapreduce-project/hadoop-mapreduce- 

examples/src/main/java/org/apache/hadoop/examples/Grep.java]

 Job grepJob = Job.getInstance(conf);
 grepJob.setMapperClass(RegexMapper.class);
 grepJob.setCombinerClass(LongSumReducer.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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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ᅡᆷ수영언어산택_최종.indb   201 2019. 11. 22.   오후 12:06



 grepJob.setReducerClass(LongSumReducer.class);
 grepJob.waitForCompletion(true);
 
 Job sortJob = Job.getInstance(conf);
 sortJob.setMapperClass(InverseMapper.class);
 sortJob.setSortComparatorClass(LongWritable.DecreasingComparator.class);

 sortJob.waitForCompletion(true);

grepJob과 sortJob이라는 2개의 잡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job에서는 Mapper, Combiner, Reducer, SortComparator가 구현된 클래스를 지정해 주고 있다. 

맵리듀스는 프레임워크다. 프레임워크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부 코드를 작성하면 나

머지는 프레임워크의 구현에 따라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앞 코드에서는 클래스를 지정해 주

는 일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 클래스는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따라 기능을 구현한 클래스들이다. 그럼 매퍼로 지정된 RegexMapper라는 클래스의 구현을 

살펴보자. 코드 자체는 매우 짧다.

 ▶  [/workspace/hadoop/hadoop-3.1.1-src/hadoop-mapreduce-project/hadoop-mapreduce- 

client/hadoop-mapreduce-client-core/src/main/java/org/apache/hadoop/mapred/lib/ 

RegexMapper.java]

public class RegexMapper<K> extends MapReduceBase
    implements Mapper<K, Text, Text, LongWritable> {

  private Pattern pattern;
  private int group;

  public void configure(JobConf job) {
    pattern = Pattern.compile(job.get(org.apache.hadoop.mapreduce.lib.map.
                RegexMapper.PATTERN));
    group = job.getInt(org.apache.hadoop.mapreduce.lib.map.RegexMapper.GROUP, 0);
  }

  public void map(K key, Text value, OutputCollector<Text, LongWritable> output,
               Reporter reporter)
    throws IOException {
    String text = value.toString();
    Matcher matcher = pattern.matcher(text);
    while (matcher.find()) {
      output.collect(new Text(matcher.group(group)), new LongWritable(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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