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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의 류블랴나(Ljubljana)에서 컴퓨터 공학을 배웠다. 하스켈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복싱을 즐기며 베이스 키타를 연주하고 그림도 그린다. 그는 해골 춤과 숫자 71에 빠져있으며, 자

동문을 통과할 때면 자신의 마음으로 문을 여는 것처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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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소개

황반석

아이스하키와 전자 기타에 빠져있는 그는 한양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이후 한결같이 

개발자의 길을 걷고 있다. 처음에는 C, Visual C++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가 인터

넷이 확산되면서 Java/JSP를 이용한 대규모 웹 프로젝트들을 하였다. 그 후 모바일 시대가 도래

하면서 Android, iPhone(iPod touch), iPad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트렌디앱

(http://www.trendyapp.co.kr) 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Chief Operating O�cer로 폭넓은 모바일 

세계를 개척하고 펼치겠다는 푸른 꿈을 꾸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2013, 비제이퍼블릭), 《C#과 XAML을 

이용한 Windows 8 애플리케이션 개발》(2013, 제이펍), 《핵심만 골라 배우는 iOS 6 프로그래밍》

(2013, 제이펍), 《고급 개발자를 위한 iOS 프로그래밍: 그 한계를 넘어서》(2012, 비제이퍼블릭), 

《핵심만 골라 배우는 오브젝티브-C 2.0》(2011, 제이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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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머리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하스켈”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에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

다. “하스켈”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은 논리학자인 하스켈 브룩스 커리(Haskell Brooks 

Curry)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1985년 Functional Programming Languages and Computer 

Architecture, FPCA ‘87에서 일반적인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였

고, 위원회가 발족되어 하스켈의 첫 버전인 하스켈 1.0이 1990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고 있는 언어입니다.

명령형(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한 프로그래머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문법

도 그러하고, 동작하는 방식도 새롭습니다. 하지만 하스켈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명령형 언어에서는 힘들었던 함수 정의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스켈에 대한 학습은 기존 프로그

래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역자의 경우 좀 더 유연하고 열린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뤘던 독자들에게는 어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분명 새로운 프로그래밍의 세계와 큰 안목을 가질 수 있

는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원서를 번역하는 일은 언제나 매우 큰 고민의 연속입니다. 단순히 원문을 옮기는 것에 대한 어려

움보다,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늘 어렵고 저를 괴롭게 합니다. 특히 문화적인 차

이로 인해 원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를 옮길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문을 헤치지 않고 의미

를 전달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원문을 번역하는 역자들의 공통된 어

려움이자 의무이겠지요. 역자 역시 부족한 사람이며 역자의 부족함을 알기에, 조금이나마 독자들

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petersboo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저자 또는 역자에게 묻고 싶은 것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이곳에 오탈자 정보들도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lmighty God!”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인도하심은 제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또 큽

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

랑해주시는 양가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으로 곁에서 묵묵히 도와

주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강승희)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새로운 모바일 세상을 열기 위

하여 지금도 고민과 희망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트렌디앱(http://www.trendyapp.co.kr/)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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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나 부족한 역자를 믿고 번역을 맡겨 준 비제이퍼블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그립고 그리운, 그리고 나의 롤모델이자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내 아버지. 오늘도 뜨거운 감사와 그리움을 아버지께 전합니다.

—  2014년 2월, 황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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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하스켈은 재미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이 책은 C++와 자바, 파이썬과 같은 명령형 언어들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제는 하스켈을 공부

해보려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혹시라도 프로그래밍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처럼 

똑똑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스켈을 따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스켈에 대한 필자의 첫 반응은 “이건 너무 이상한 언어잖아!”이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

계에 존재하는 고비를 넘기니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비록 하스켈이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하스켈을 배우는 것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시 처음 배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하스켈을 공부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프리노드(freenode) 네트워크의 

IRC 채널인 #haskell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며 인내

심과 이해심이 많다. 하스켈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자원이다.

하스켈이란?
하스켈은 순수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다.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컴퓨터에 일렬의 작업들을 부여하여 실행시킨다. 그 작업들이 실

행되는 동안 컴퓨터는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수 a에 5를 설정한 다음,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에 a의 값을 수정할 수 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for나 while 루프처럼 명령

들을 몇 번이고 실행하는 흐름 제어 구조도 가지고 있다.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다르다. 어떤 작업을 하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작

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게 숫자의 팩토리얼은 1부터 그 숫자까지의 모든 

정수의 곱이라고 말한다거나, 숫자 리스트의 합은 첫 번째 숫자에 나머지 숫자들의 합을 더한다

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작업들을 함수(function)로 표현할 수 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에 하나의 값을 설정하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 설정할 수 없다. 만

약 여러분이 변수 a를 5라고 지정하면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다른 값으로 지정할 수도 없다. 어

쨌든 여러분이 a가 5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지 않은가!).

NOTE



가장 쉬운 하스켈 책x

순수 함수형 언어에서 함수는 부작용이 없다. 함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떤 것을 계산하

여 그 결과를 반환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좋

은 결과를 갖게 된다. 어떤 함수를 동일한 매개변수로 두 번 호출하면 두 번 모두 동일한 결과를 

반환한다는 것이 보장된다. 이 속성은 참조 투명성(referential transparency)이라고 불리며, 함수가 

올바르다는 것을 프로그래머가 쉽게 예측하고 증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간단한 함수들을 

연결하면 좀 더 복잡한 함수들을 만들 수도 있다.

하스켈은 느긋하다. 이 말은 함수의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하스켈은 함수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참조 투명성으로 가능하게 된다. 만약 어떤 함수의 결과가 함수에 

주어진 매개변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 함수의 결과가 언제 계산되는지는 상관없

다. 느긋한 언어인 하스켈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며, 결과를 계산하는 것을 가능한 오랫동안 미룬

다. 만약 여러분이 화면에 결과가 표시되길 원한다면 하스켈은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계산만 실

행할 것이다. 이러한 이 언어의 느긋함은 겉보기에 무한한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데,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 구조의 일부분만 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스켈의 느긋함에 대한 예를 살펴보자. 숫자들의 리스트(xs = [1,2,3,4,5,6,7,8])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요소들을 두 배로 만들어서 새로운 리스트로 반환하는 doubleMe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에 이 리스트를 8배하고자 한다면 코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doubleMe(doubleMe(doubleMe(xs)))

명령형 언어에서는 리스트를 한 번 전달하고 그것을 복사한 다음, 결과를 반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환된 두 번째 리스트를 전달하고 복사본을 만든 다음, 결과를 반환할 것이다.

느긋한 언어에서 결과를 표시하라고 하지 않은 채로 리스트로 doubleMe를 호출하는 것은 프로그

램이 여러분에게 “그래 그래, 나중에 할 꺼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결과를 보고 싶다면 첫 번

째 doubleMe는 두 번째 함수를 호출하며 그 결과를 즉시 원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함

수는 세 번째 함수로 동일한 작업을 하라고 말하며, 세 번째 함수는 마지못해 2배를 반환한다. 두 

번째 doubleMe는 그 값을 받아서 첫 번째 함수에 4배를 반환한다. 그런 다음, 첫 번째 doubleMe는 

그 값을 두 배로 하고 최종 결과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가 8이라고 알려준다. 하스켈의 느긋함 때

문에 doubleMe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할 때만 리스트를 단 한 번 전달하여 호출한다.

하스켈은 정적으로 입력된다. 이 말은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컴파일러는 어떤 코드가 숫자인

지, 어떤 코드가 문자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정적 타이핑이라는 말은 수많은 에러들이 컴

파일 타임에 잡힐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려고 한다면 컴파일러는 여

러분에게 투덜거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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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켈은 타입 유추(type inference)를 가진 매우 좋은 타입 시스템을 사용한다. 즉, 모든 코드마

다 타입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 이유는 하스켈의 타입 시스템은 그것을 지

능적으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 5 + 4라고 할 때 그 a가 숫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하스켈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입 유추는 더욱 일반적인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만일 두 개의 매개변수를 받아서 그것들을 더하는 함수를 만든다면, 그 매개변수들의 타

입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도 함수는 그 매개변수들을 숫자로 알고 동작할 것이다.

하스켈은 우아하고 간결하다. 하스켈은 높은 수준의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스켈 프로그램은 더 짧게 작성된다. 짧은 프로그램은 유지보수하기가 더 쉬우며 버그들은 거의 

없어진다.

하스켈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스켈에 대한 작업은 연구원들의 위원회가 강력한 

언어를 만들기 위하여 모였던 1987년에 시작되었다. 이 언어의 안정화 버전을 정의한 하스켈 리

포트(Haskell Report)는 1999년에 발표되었다.

준비사항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스켈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에디터와 하스켈 컴파일러가 필요하

다. 선호하는 텍스트 에디터는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설명하려고 시간을 낭

비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유명한 하스켈 컴파일러는 이 책에서 사용하게 될 Glasgow Haskell 

Compiler(GHC)이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최선책은 하스켈 플랫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하스켈 플랫폼은 GHC 

컴파일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하스켈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스켈 플랫폼을 다운

로드 받으려면 http://hackage.haskell.org/platform/에서 각 운영체제에 대한 안내를 따라가자.

GHC는 하스켈 스크립트(보통 .hs 확장자를 가짐)를 컴파일할 수 있으며, 인터랙티브 모드도 가

지고 있다. 하스켈 플랫폼에서 스크립트의 함수들을 로드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기 위해 직접 호

출할 수 있다. 특히 하스켈을 배울 때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컴파일하여 실행하는 것보다, 인터랙

티브 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하스켈 플랫폼을 설치했다면 새로운 터미널 창을 열어보자(리눅스 또는 맥 OS X를 사용할 경우).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자. 그리고 ghci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인터랙티브 모드를 시작하자(여러분의 시스템이 GHCi 프로그램을 찾는 데 실패했다면 컴

퓨터를 재부팅해보자).

만일 어떤 스크립트(예를 들어, myfunctions.hs)에 몇 가지 함수들을 정의해놨다면 :l my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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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입력하여 그 함수들을 GHCi에 로드할 수 있다(여러분이 시작한 GHCi와 동일한 폴더에 

myfunctions.hs가 위치하도록 하자).

.hs 스크립트를 수정했다면 그 파일을 다시 로드하기 위해 :l myfunctions를 실행하거나, 현재 스

크립트를 다시 로드하기 위해 :r을 실행하자. 필자의 일반적인 작업 방식은 .hs 파일에 함수들을 

정의하고 그것을 GHCi에 로드한 다음, 이래저래 만지작거리다가 그 파일을 수정하는 작업을 계

속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우리가 하게 될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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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여러분이 서문을 읽지 않는 그런 독자들 중 하나라면 서문의 마지막 절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GHC로 함수들을 어떻게 로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GHC의 인터랙티브 모드를 시작하고, 하스켈의 가장 기본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몇 가

지 함수들을 호출해보자. 터미널을 열고 ghci를 입력하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GHCi, version 7.6.3: http://www.haskell.org/ghc/  :? for help
Loading package ghc-prim ... linking ... done.
Loading package integer-gmp ... linking ... done.
Loading package base ... linking ... done.

GHCi의 디폴트 프롬프트는 Prelude>이지만 우리는 이 책의 예제에 있는 프롬프트처럼 ghci>를 사

용할 것이다. 여러분의 프롬프트를 이 책처럼 맞추려면 GHCi에서 :set prompt “ghci>”라고 입력하

자. GHCi를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입력하고 싶지 않다면, 홈 폴더에 .ghci라는 파일을 만들고 :set 

prompt “ghci>”라는 내용을 넣자.

축하한다! GHCi에 들어왔다! 이제 간단한 연산을 해보자.

ghci> 2 + 15
17
ghci> 49 * 100
4900
ghci> 1892 - 1472
420
ghci> 5 / 2
2.5

NOTE

1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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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표현식에 여러 개의 연산자를 사용하면 하스켈은 연산자 우선순위

를 고려하여 연산을 수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는 -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50 * 100 - 4999는 (50 * 100) - 4999처럼 처리된다.

괄호는 다음과 같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ghci> (50 * 100) - 4999
1
ghci> 50 * 100 - 4999
1
ghci> 50 * (100 - 4999)
-244950

정말 멋지지 않은가? (그렇다. 아직은 그렇게 멋지지 않다는 것을 필자도 안다. 하지만 조금만 기

다려달라.)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은 음수다. 음수가 산술식에 사용되는 곳마다 괄호로 감싸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5 * -3이라고 입력하면 GHCi는 불평을 토하겠지만, 5 * (-3)이라

고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다.

하스켈의 불 대수(Boolean algebra) 역시 간단하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처럼 하스켈은 True와 

False라는 불 값을 가지며, 논리곱(불 and)을 위한 && 연산자와 논리합(불 or)을 위한 || 연산자, 

True와 False 값을 부정하기 위한 not 연산자를 사용한다.

ghci> True && False
False
ghci> True && True
True
ghci> False || True
True
ghci> not False
True
ghci> not (True && True)
False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사하기 위해 == 연산자와 /=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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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ci> 5 == 5
True
ghci> 1 == 0
False
ghci> 5 /= 5
False
ghci> 5 /= 4
True
ghci> "hello" == "hello"
True

값들을 서로 더하거나 일치시키는 경우 주의하자! 만일 5 + "llama"처럼 입력한다면 다음과 같

은 에러 메시지를 얻게 될 것이다.

No instance for (Num [Char]) arising from a use of '+'
Possible fix: add an instance declaration for (Num [Char])
In the expression: 5 + "llama"
In an equation for `it': it = 5 + "llama"

여기서 GHCi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llama"는 숫자가 아니어서 5를 어떻게 더해야 할지 모르겠

다는 것이다. + 연산자는 주어진 두 개의 값이 숫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 연산자는 비교될 수 있는 두 개의 항목(동일한 타입이어야 함)을 가지고 작업한다. 예를 

들어 True == 5를 입력하면 GHCi는 에러를 낼 것이다.

5 + 4.0은 유효한 표현식이다. 비록 4.0은 정수형이 아니지만, 5는 정수이거나 부동소수점수처럼 동

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타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함수 호출하기
아마도 알아차리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는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곱하는 함수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곱하고자 하는 두 개의 숫자 사이에 두면 이 함수가 적

용(호출)된다. 이것을 중위 함수(in�x function)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함수들은 전위 함수(pre�x function)다. 하스켈에서 

전위 함수를 호출할 경우 함수의 이름이 앞에 오고 그 다음으로 공

백, 그리고 매개변수들(공백으로 구분됨)이 온다. 예를 들어, 하스켈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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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지루한 함수들 중에 하나인 succ 함수는 다음과 같이 호출될 것이다.

ghci> succ 8
9

succ 함수는 증가 연산이 잘 정의된 하나의 매개변수를 받아서 증가된 값을 반환한다. 이 함수에 

정수값을 전달하면 그 숫자 바로 다음에 오는 높은 숫자가 반환된다.

이제 여러 개의 매개변수를 받는 두 개의 전위 함수(min과 max)를 호출해보자.

ghci> min 9 10
9
ghci> min 3.4 3.2
3.2
ghci> max 100 101
101

min과 max 함수는 숫자들처럼 어떤 순서가 있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받으며, min 함수는 더 작은 

매개변수를, max 함수는 더 큰 매개변수를 반환한다.

하스켈에서 함수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연산자들 중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다음의 두 구문은 같은 것이다.

ghci> succ 9 + max 5 4 + 1
16
ghci> (succ 9) + (max 5 4) + 1
16

이 말은 9 * 10의 다음 수를 얻고 싶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는 없다는 뜻이다.

hci> succ 9 * 10

연산자 우선순위로 인하여 9에 대한 다음 수(즉, 10)를 먼저 계산하고 10을 곱하기 때문에 100이
라는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한다.

hci> succ (9 * 10)

이 결과는 91이 된다.

어떤 함수가 두 개의 매개변수를 받는다면 역 따옴표(̀ )로 함수 이름을 감싸고 중위 함수처럼 사용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div 함수는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다음과 같이 나눗셈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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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ci> div 92 10
9

하지만 이와 같이 호출한다면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를 나누는지 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역 

따옴표를 사용하면 중위 함수처럼 호출할 수 있으며,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다.

ghci> 92 `div` 10
9

명령형 언어에 익숙한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괄호로 함수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야 한다는 개념

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스켈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워한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은 bar (bar 3)과 같은 코드는 매개변수 3으로 bar 함수를 먼저 호출하고, 그 결과를 다시 bar 함
수에 전달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C에서 bar(bar(3))처럼 표현한 것과 같은 것이다.

첫 번째 함수
함수를 정의하는 구문은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과 비슷하다. 함수 이

름 다음에 매개변수가 오며, 매개변수는 공백으로 구분된다. 매개변

수 다음으로 = 연산자가 오고, 해당 함수의 내용을 구성하는 코드가 

그 다음에 온다.

예를 들어 숫자를 받아서 두 배로 만드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보자. 

여러분이 즐겨 쓰는 텍스트 에디터를 열고 다음의 내용을 입력하자.

doubleMe x = x + x

이 파일을 baby.hs로 저장한다. 이제 ghci를 실행하는데, baby.hs 파
일이 있는 디렉터리에서 실행하도록 한다. GHCi에서 :l baby라고 

입력하여 그 파일을 로드한다. 이제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ghci> :l baby
[1 of 1] Compiling Main             ( baby.hs, interpreted )
Ok, modules loaded: Main.
ghci> doubleMe 9
18
ghci> doubleMe 8.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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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는 정수뿐만 아니라 부동소수점수(게다가 숫자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도 동작하

기 때문에 함수는 이러한 타입의 값들과도 잘 동작한다.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각각 2를 곱한 결과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어보자. baby.hs 파일에 다

음의 코드를 추가한다.

doubleUs x y = x * 2 + y * 2

하스켈에서의 함수들은 특별한 어떤 순서로 정의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떤 함수가 baby.hs 파일

의 처음에 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새로운 함수를 로드하기 위해 GHCi에서 :l baby라고 입력하자. 이 함수

를 테스트하면 예상된 결과를 얻을 것이다.

ghci> doubleUs 4 9
26
ghci> doubleUs 2.3 34.2
73.0
ghci> doubleUs 28 88 + doubleMe 123
478

우리가 정의한 함수들 역시 서로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doubleUs를 다시 정의할 수 있다.

doubleUs x y = doubleMe x + doubleMe y

이것은 하스켈을 사용할 때 보게 될 일반적인 패턴의 매우 간단한 예다. 좀 더 복잡한 함수를 형

성하기 위하여 올바른 함수들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코드를 작

성하는 것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수학자들이 2와 3은 실제로 같

다는 것을 밝혀서 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doubleMe만 x + x + x로 

다시 정의하고, doubleUs는 doubleMe를 호출하기 때문에, 2가 3과 같다는 이상하고 새로운 세상

에서도 자동적으로 올바르게 동작할 것이다.

이제 숫자에 2를 곱하는 함수를 만들어보자. 하지만 숫자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렇게 한

다(왜냐하면 100보다 더 큰 숫자는 이미 충분히 크기 때문이다!).

doubleSmallNumber x = if x > 100
                        then x
                        else x*2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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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는 하스켈의 if 문을 사용한다. 어쩌면 여러분은 다른 언어들을 통하여 이미 if 문에 대해 

익숙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스켈의 독특한 점은 else 부분이 필수라는 것이다.

명령형 언어에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컴퓨터가 수행할 일련의 절차들이다. 명령형 

언어의 프로그램에서 else 문이 없는 if 문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if 문에 있는 것

들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명령형 언어에서 if 문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스켈 프로그램은 함수들의 집합이다. 함수는 데이터 값을 결과값으로 변환시키는 데 사

용되며, 모든 함수는 다른 함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값을 반환해야 한다. 모든 함수는 어

떤 것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if 문은 적절한 else 문이 있어야 한다. else 문이 없다면 

어떤 한 조건에는 맞는 반환값을 가진, 그러나 그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

를 작성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하스켈의 if 문은 값을 반환해야 하는 표현식이지 구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만든 doubleSmallNumber 함수를 통해 생성된 숫자에 1을 더하는 함수를 원

한다고 해보자. 이 새로운 함수는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doubleSmallNumber' x = (if x > 100 then x else x*2) + 1

괄호의 위치에 주목하자. 괄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x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1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 끝에 있는 어퍼스트로피(apostrophe, ’)에 주목하자. 어퍼스트로

피가 하스켈 문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함수의 이름에 사용될 수 있

는 유효한 문자라는 의미다. 대게, '는 함수의 정적인 버전(즉, 느긋한 함수가 아닌 것)이거나 비

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 또는 변수의 약간 다른 버전을 의미한다.

’는 함수 이름에 유효한 문자이므로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다.

conanO'Brien = "It's a-me, Conan O'Brien!"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함수의 이름을 Conan처럼 대문자로 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하스켈에서 함수는 대문자로 시작할 수 없다(조금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으로 이 함수는 어떠한 매개변수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이 함수가 아

니라 정의나 이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함수의 내용을 한 번 정의하면 그 이름의 의미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함수 conanO’Brien과 문자열 "It’s a-me, Conan O’Brien!"은 교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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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소개
하스켈에서 리스트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 구조다. 즉, 동일한 타입의 여러 

항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정수들의 리스트나 문자들의 

리스트를 가질 수 있지만, 정수와 문자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가질 수는 

없다.

리스트는 대괄호로 둘러 쌓이며, 리스트의 값은 콤마로 구별된다.

ghci> let lostNumbers = [4,8,15,16,23,42]
ghci> lostNumbers
[4,8,15,16,23,42]

let 키워드를 GHCi에서 함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자. GHCi에서 let a = 1이라고 입력하

는 것은 스크립트에 a = 1이라고 작성하고 :l로 로딩하는 것과 같다.

 ◆ 연결
리스트 작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연산들 중의 하나는 연결이다. 하스켈에서 ++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ghci> [1,2,3,4] ++ [9,10,11,12]
[1,2,3,4,9,10,11,12]
ghci> "hello" ++ " " ++ "world"
"hello world"
ghci> ['w','o'] ++ ['o','t']
"woot"

하스켈에서 문자열은 그저 문자들의 리스트다. 예를 들어 문자열 “hello”는 사실 리스트 [‘h’, ‘e’, 

‘l’, ‘l’, ‘o’]와 같다. 이런 이유로 문자열에서 리스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매우 편리

하다.

긴 문자열에서 ++ 연산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하도록 하자. 두 개의 리스트를 합

치려고 할 경우, 하스켈은 첫 번째 리스트(++의 왼쪽에 있는 리스트) 전체를 읽어 들여야 하기 때

문이다. 짧은 리스트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5천만 개의 항목 뒤에 어떤 것을 추가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리스트의 시작 부분에 어떤 것을 추가하는 것은 즉각적인 작업이 될 것이며, : 연산자

(cons 연산자라고도 불림)가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NO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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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ci> 'A':" SMALL CAT"
"A SMALL CAT"
ghci> 5:[1,2,3,4,5]
[5,1,2,3,4,5]

첫 번째 예제에서 :이 인자로 문자와 문자들의 리스트(문자열)를 어떻게 받는지 주목하자. 마찬

가지로, 두 번째 예제에서 :은 숫자와 숫자들의 리스트를 받는다. : 연산자의 첫 번째 인자는 항

상 추가될 리스트에 있는 값들과 같은 타입의 단일 항목이어야 한다.

반면, ++ 연산자는 항상 두 개의 리스트를 인자로 받는다. ++를 이용하여 어떤 리스트의 끝에 단 

하나의 항목만 추가하고자 한다 해도 그 항목을 대괄호로 감싸야 한다. 그래야 하스켈이 그것을 

리스트처럼 취급할 것이다.

ghci> [1,2,3,4] ++ [5]
[1,2,3,4,5]

[1,2,3,4] ++ 5라고 작성하는 것은 틀리다. 왜냐하면 ++에 주어지는 두 개의 매개변수는 리스트

여야 하며, 5는 리스트가 아닌 숫자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스켈에서 [1,2,3]은 1:2:3:[]와 문법적으로 같은 것이다. []는 빈 리스트이

며, 앞에 3을 붙이면 [3]이 되며, 앞에 다시 2를 붙이면 [2, 3]이 되는 식이다.

[]와 [[]], 그리고 [[], [], []]는 모두 서로 다른 것이다. 첫 번째 것은 빈 리스트이며, 두 번째는 

빈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이고, 세 번째는 세 개의 빈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다.

 ◆ 리스트 항목에 접근하기
리스트의 항목을 인덱스를 이용하여 얻고 싶다면 !! 연산자를 사용하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

어들처럼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ghci> "Steve Buscemi" !! 6
'B'
ghci> [9.4,33.2,96.2,11.2,23.25] !! 1
33.2

하지만 네 개의 항목만 있는 리스트에서 여섯 번째 항목을 얻으려고 한다면 에러가 날 것이므로 

주의하자.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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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트 안의 리스트
리스트는 리스트를 항목으로 가질 수 있으며, 리스트를 항목으로 가진 리스트를 가질 수가 있다.

ghci> let b = [[1,2,3,4],[5,3,3,3],[1,2,2,3,4],[1,2,3]]
ghci> b
[[1,2,3,4],[5,3,3,3],[1,2,2,3,4],[1,2,3]]
ghci> b ++ [[1,1,1,1]]
[[1,2,3,4],[5,3,3,3],[1,2,2,3,4],[1,2,3],[1,1,1,1]]
ghci> [6,6,6]:b
[[6,6,6],[1,2,3,4],[5,3,3,3],[1,2,2,3,4],[1,2,3]]
ghci> b !! 2
[1,2,2,3,4]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의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타입은 같아야 한다. 약간의 문자와 약간의 숫자

를 가진 리스트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문자 리스트와 숫자 리스트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가질 수 

없다.

 ◆ 리스트 비교하기
리스트가 담고 있는 항목들이 비교될 수 있다면 리스트도 비교될 수 있다. 두 개의 리스트를 비교

하기 위해서 <, <=, >=, >를 이용하면 사전적 순서로 비교하게 된다. 이 말은 두 개의 리스트 앞

쪽에 있는 첫 번째 항목들을 비교하고, 첫 번째 항목들이 서로 같다면 두 번째 항목들을 비교한다

는 의미다. 만약에 두 번째 항목들도 같다면 세 번째 항목을 비교할 것이고, 서로 다른 항목이 발

견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두 개의 리스트 순서는 비교하는 항목들의 첫 번째 쌍의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3,4,2] < [3,4,3]을 비교한다고 할 때, 하스켈은 3과 3은 같다고 보고 4와 4를 비교

한다. 두 번째 항목들도 같으므로, 이제는 2와 3을 비교한다. 2는 3보다 작으므로 첫 번째 리스트

가 두 번째 리스트보다 작다고 결론을 내린다. <=, >=, >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ghci> [3,2,1] > [2,1,0]
True
ghci> [3,2,1] > [2,10,100]
True
ghci> [3,4,2] < [3,4,3]
True
ghci> [3,4,2] > [2,4]
True
ghci> [3,4,2] == [3,4,2]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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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는 비어있는 리스트보다 항상 크다고 간주된다. 이것은 어떤 리스트가 

다른 리스트의 앞 부분일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리스트 순서가 잘 정의되도록 해준다.

 ◆ 더 많은 리스트 연산
다음 예제들에서처럼 몇 가지 기본적인 리스트 함수들이 더 있다.

head 함수는 리스트를 받아서 헤드, 즉 첫 번째 항목을 반환한다.

ghci> head [5,4,3,2,1]
5

tail 함수는 리스트를 받아서 테일, 즉 헤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ghci> tail [5,4,3,2,1]
[4,3,2,1]

last 함수는 리스트를 받아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을 반환한다.

ghci> last [5,4,3,2,1]
1

init 함수는 리스트를 받아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ghci> init [5,4,3,2,1]
[5,4,3,2]

이러한 함수들을 시각화하기 위해 리스트를 다음과 같은 괴물이라고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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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어있는 리스트의 헤드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ghci> head []
*** Exception: Prelude.head: empty list

아, 이런... 뭔가 잘못되었다! 그림과 같은 괴물이 없다면(리스트가 비어있다면) 헤드가 없는 것

이다. head와 tail, last, init을 사용할 경우 비어있는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주의

하도록 하자. 이와 같은 에러는 컴파일 타임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스켈이 빈 리스트에 항목

들을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보기 전에 미리 값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length 함수는 리스트를 받아서 그 길이를 반환한다.

ghci> length [5,4,3,2,1]
5

null 함수는 리스트가 비어있는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True를,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

한다.

ghci> null [1,2,3]
False
ghci> null []
True

reverse 함수는 리스트를 역순으로 만든다.

ghci> reverse [5,4,3,2,1]
[1,2,3,4,5]

take 함수는 숫자와 리스트를 받는다.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리스트의 시작 부분부터 주어진 숫

자의 항목 개수를 추출한다.

ghci> take 3 [5,4,3,2,1]
[5,4,3]
ghci> take 1 [3,9,3]
[3]
ghci> take 5 [1,2]
[1,2]
ghci> take 0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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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항목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스켈은 그냥 그 리스트 전체를 반환한

다. 만약 0개의 항목을 갖는다면 비어있는 리스트를 얻게 된다.

drop 함수도 비슷한 방법으로 동작한다. 다만 이 함수는 리스트의 시작 부분부터 주어진 숫자의 

항목 개수를 버린다.

ghci> drop 3 [8,4,2,1,5,6]
[1,5,6]
ghci> drop 0 [1,2,3,4]
[1,2,3,4]
ghci> drop 100 [1,2,3,4]
[]

maximum 함수는 어떤 순서를 매길 수 있는 항목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가장 큰 항목을 반환한다. 

minimum 함수도 비슷하다. 다만 이 함수는 가장 작은 항목을 반환한다.

ghci> maximum [1,9,2,3,4]
9
ghci> minimum [8,4,2,1,5,6]
1

sum 함수는 숫자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그들의 합을 반환한다. product 함수는 숫자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그들의 곱을 반환한다.

ghci> sum [5,2,1,6,3,2,5,7]
31
ghci> product [6,2,1,2]
24
ghci> product [1,2,5,6,7,9,2,0]
0

elem 함수는 어떤 항목과 항목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그 항목이 리스트의 항목인지를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이 함수는 중위 함수처럼 호출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읽기 더 쉽기 때문이다.

ghci> 4 `elem` [3,4,5,6]
True
ghci> 10 `elem` [3,4,5,6]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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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부터 20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 구성된 리스트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그 모든 숫

자를 직접 타이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강력함을 원하는 프로그

래머를 위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범위(ranges)
를 사용할 것이다. 범위는 열거될 수 있거나 순서대로 번호

를 줄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된 리스트를 만든다.

예를 들어 열거될 수 있는 숫자들은 1, 2, 3, 4 등이다. 열거

될 수 있는 문자들은 A부터 Z까지의 문자들을 열거한 알파

벳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은 열거될 수 없다(“John” 다
음에 무엇이 올지 필자는 모르겠다!).

1부터 20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서 [1..20]이라고 타이핑하기만 하면 된다. 하스켈에서 이

것은 [1,2,3,4,5,6,7,8,9,10,11,12,13,14,15,16,17,18,

19,20]이라고 타이핑한 것과 같은 것이다. 둘 중 유일한 차이점은 긴 열거형을 직접 입력하는 것

은 멍청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몇 가지 예제들이다.

ghci> [1..20]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ghci> ['a'..'z']
"abcdefghijklmnopqrstuvwxyz"
ghci> ['K'..'Z']
"KLMNOPQRSTUVWXYZ"

범위 안에 항목들 간의 간격(step)을 지정할 수도 있다. 만약 1부터 20사이의 짝수 리스트를 만들

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니면 1부터 20까지의 숫자들 중에 세 번째 숫자들만의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방법은 간단하다. 첫 번째 두 개의 숫자를 콤마로 구분하고, 마

지막 숫자를 지정하면 된다.

ghci> [2,4..20]
[2,4,6,8,10,12,14,16,18,20]
ghci> [3,6..20]
[3,6,9,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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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매우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간격을 가진 범위는 사람들이 기대한 것만큼 항상 똑똑하진 

않다. 예를 들어 [1,2,4,8,16..100]이라고 입력할 수 없으며, 100보다 크지 않은 2의 배수 전부

를 얻지 못한다.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간격 크기다. 또한 산술 연산이 

아닌 것들은 처음의 몇 개의 값들만 주어서는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다.

20에서 1까지 내림 숫자 모두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20..1]이라고 타이핑하면 안 되며 

[20,19..1]이라고 타이핑해야 한다. [20..1]처럼 간격 없이 범위를 사용하면 하스켈은 빈 리스트를 

가지고 시작할 것이며, 범위에 지정된 마지막 항목에 도달하거나 능가할 때까지 시작 항목에 1씩 더

해갈 것이다. 20은 1보다 이미 크기 때문에 앞의 결과는 비어있는 리스트가 될 것이다.

마지막 값을 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13의 24배수가 처음 나오는 값을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보자.

ghci> [13,26..24*13]
[13,26,39,52,65,78,91,104,117,130,143,156,169,182,195,208,221,234,247,260,273,286,299,312]

하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무한 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ghci> take 24 [13,26..]
[13,26,39,52,65,78,91,104,117,130,143,156,169,182,195,208,221,234,247,260,273,286,299,312]

하스켈은 느긋하기(lazy) 때문에 무한 리스트 전체를 즉시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이 점은 참 

좋은 것이다. 정말로 끝나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무한 리스트에서 어떤 항목을 가

져오려고 할 경우에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앞의 예제에서는 처음의 24개 항목들을 보고 싶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작업을 충실히 이행했다.

다음은 매우 길거나 무한한 리스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이다.

•  cycle은 리스트를 받아서 무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항목들을 무한히 복제한다. 결과를 표시하

려고 한다면 영원히 계속되는 작업이 될 것이므로 어디선가 끊어줘야 한다.

ghci> take 10 (cycle [1,2,3])
[1,2,3,1,2,3,1,2,3,1]
ghci> take 12 (cycle "LOL ")
"LOL LOL LOL "

•  repeat는 항목을 받아서 그 항목으로만 무한 리스트를 만든다. 이것은 단 하나의 항목을 가진 반복 

리스트와 같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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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ci> take 10 (repeat 5)
[5,5,5,5,5,5,5,5,5,5]

•  replicate는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리

스트의 길이와 복제할 항목을 받는다.

ghci> replicate 3 10
[10,10,10]

범위에 대해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하나는 부동소수점수들과 함께 사용할 때 주의하는 것이다! 부

동소수점수는 유한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위에서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매우 이

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ghci> [0.1, 0.3 .. 1]
[0.1,0.3,0.5,0.7,0.8999999999999999,1.0999999999999999]

리스트 통합
리스트 통합(List comprehension)은 리스트를 검색하고, 이동하며, 

결합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은 수학의 조건제시법(set comprehensions) 개념과 매우 비슷하

다. 일반적으로 조건제시법은 다른 집합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간단한 조건제시법의 예로 {2・x|x ∈ N, x ≤ 10}
를 들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구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뜻하는 것이다 —“1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를 가지고, 각각마다 2를 곱하

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생성한다”.

만약에 하스켈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싶다면 take 10 [2,4..]와 같은 연산자로 얻을 수 있

겠지만, 다음과 같이 리스트 통합을 이용할 수도 있다.

ghci> [x*2 | x <- [1..10]]
[2,4,6,8,10,12,14,16,18,20]

리스트 통합 구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앞의 예제에 있는 리스트 통합을 자세히 살펴보자.

[x*2 | x <- [1..10]]에서 리스트 [1..10]으로 항목들을 만든다. [x <- [1..10]]은 x가 [1..10]

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항목 값을 가져온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1..10]의 각 항목과 x를 바인

딩한다. 수직 파이프(|) 앞쪽 부분은 리스트 통합의 결과 부qnsdlsep, 결과 리스트에 반영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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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정한다. 이번 예제에서는 [1..10]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항목이 두 배

가 되길 원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첫 번째 방법(take 10 [2,4..]와 같이 하는 방법)보다 약간 더 길고 복잡해 보이겠지만, 

단순히 두 배로 만드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리스트 통합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통합 작업에 조건(또는 서술부(predicate)라고 함)을 추가해보자. 서술부는 리스트 통

합의 끝에 위치하며 콤마로 구분된다. 두 배로 만든 항목들 중에 1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만 원한

다고 해보자.

ghci> [x*2 | x <- [1..10], x*2 >= 12]
[12,14,16,18,20]

만약 50부터 100까지의 모든 숫자들 중에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

가? 다음과 같이 쉽게 가능하다.

ghci> [ x | x <- [50..100], x `mod` 7 == 3]
[52,59,66,73,80,87,94]

서술부를 이용하여 리스트의 일부를 없애는 것을 필터링(filtering)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자. 10보다 더 큰 홀수를 "BANG!"으로, 10보자 작은 홀수를 "BOOM!"으로 

하는 것을 만들어보자. 만약에 숫자가 홀수가 아니라면 리스트에서 제거한다. 간단하게 하기 위

해 이 결합을 함수에 둘 것이다. 이렇게 하면 쉽게 재사용할 수 있다.

boomBangs xs = [ if x < 10 then "BOOM!" else "BANG!" | x <- xs, odd x]

만약 이 함수를 GHCi에서 정의한다면 함수의 이름 앞에 let을 두어야 하며, 이 함수를 스크립트에 

정의하고 그 스크립트를 GHCi에 로드한다면 let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odd 함수는 홀수가 전달되면 True를 반환하고 짝수가 전달되면 False를 반환한다. 서술부에서 

True로 판단된 항목들만 리스트에 포함된다.

ghci> boomBangs [7..13]
["BOOM!","BOOM!","BANG!","BANG!"]

콤마로 구분한다면 서술부를 원하는 만큼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0에서 20까지의 숫자 중

에 13이나 15 또는 19가 아닌 숫자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NO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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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ci> [ x | x <- [10..20], x /= 13, x /= 15, x /= 19]
[10,11,12,14,16,17,18,20]

리스트 결합에 여러 개의 서술부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리스트의 값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여러 개의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가져올 경우 리스트에서 가져온 항목들의 모든 조합

은 결과 리스트에 반영된다.

ghci> [x+y | x <- [1,2,3], y <- [10,100,1000]]
[11,101,1001,12,102,1002,13,103,1003]

여기서 x는 [1,2,3]에서 가져온 것이며, y는 [10,100,1000]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들 두 개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된다. 먼저 x는 1이 되며, x가 1인 동안에 y는 [10,100,1000]

에 있는 모든 값을 가져온다. 리스트 결합의 결과는 x+y이므로, 결과 값 11과 101, 그리고 1001은 

결과 리스트(10과 100, 그리고 1000에 1이 더해짐)의 시작 부분에 추가된다. 그 다음, x는 2가 되

며, 같은 일이 발생한 결과로 12과 102, 그리고 1002가 결과 리스트에 추가된다. x가 3이 될 경우

에도 같은 동작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1,2,3]에서 가져온 각 항목 x는 [10,100,1000]에서 가져온 각 항목 y와 결합되

며, x+y는 그 결합에서 결과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다음은 또 다른 예제다. [2,5,10]과 [8,10,11]의 두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숫자들에 대

하여 가능한 모든 곱셈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ghci> [ x*y | x <- [2,5,10], y <- [8,10,11]]
[16,20,22,40,50,55,80,100,110]

예상했듯이, 새로운 리스트의 길이는 9이다. 만약에 곱한 결과가 50 이상인 것만 원한다면 어떻

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서술부를 추가하여 구할 수 있다.

ghci> [ x*y | x <- [2,5,10], y <- [8,10,11], x*y > 50]
[55,80,100,110]

재미를 위해 형용사의 리스트와 명사의 리스트를 조합하는 리스트 결합을 만들어보자.

ghci> let nouns = ["hobo","frog","pope"]
ghci> let adjectives = ["lazy","grouchy","scheming"]
ghci> [adjective ++ " " ++ noun | adjective <- adjectives, noun <- nouns]
["lazy hobo","lazy frog","lazy pope","grouchy hobo","grouchy frog",
"grouchy pope","scheming hobo","scheming frog","scheming p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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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함수를 직접 만들기 위해 리스트 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함수를 length'라고 

할 것이다. 이 함수는 리스트에 있는 모든 항목을 1로 바꾼 다음, sum으로 그 값들을 더한 다음 그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할 것이다.

length' xs = sum [1 | _ <- xs]

여기서 입력 리스트에서 가져온 항목들을 저장하기 위한 임시 변수로 밑줄(_)을 사용했다. 왜냐

하면 그 값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문자열 역시 리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자. 따라서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하여 리스트 결합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문자열을 받아서 소문자를 모두 없애는 함수다.

removeNonUppercase st = [ c | c <- st, c `elem` ['A'..'Z']]

여기의 서술부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다. 즉, ['A'..'Z'] 리스트의 항목들만이 새로운 리스트

에 포함될 문자가 될 것이다. GHCi에서 이 함수를 로드해서 테스트해보자.

ghci> removeNonUppercase "Hahaha! Ahahaha!"
"HA"
ghci> removeNonUppercase "IdontLIKEFROGS"
"ILIKEFROGS"

리스트를 포함한 리스트를 가지고 작업한다면 중첩 리스트 결합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숫

자들을 가진 여러 개의 리스트들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리스트를 분해하지 않고 

리스트에 있는 모든 홀수를 제거해보자.

ghci> let xxs = [[1,3,5,2,3,1,2,4,5],[1,2,3,4,5,6,7,8,9],[1,2,4,2,1,6,3,1,3,2,3,6]]
ghci> [ [ x | x <- xs, even x ] | xs <- xxs]
[[2,2,4],[2,4,6,8],[2,4,2,6,2,6]]

여기에서 리스트 결합의 결과는 또 다른 리스트 결합이다. 리스트 결합은 항상 어떤 것의 리스트

이므로, 여기에서의 결과가 숫자들의 리스트의 리스트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리스트 결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줄로 나눌 수 있다. 만약 GHCi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첩 결합을 할 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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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플
튜플(Tuple)은 여러 종류의 항목들을 하나의 값처럼 저장하는 데 사

용된다.

어떤 면에서 튜플은 리스트와 많이 비슷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차이

점들이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첫째로 튜플은 여러 종류가 될 수 있

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타입의 요소들을 단 하나의 튜플에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로, 튜플은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 따

라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요소들을 앞으로 저장할 것인지 알고 있

어야 한다.

튜플은 괄호로 둘러 쌓이며, 요소들은 콤마로 구분된다.

ghci> (1, 3)
(1,3)
ghci> (3, 'a', "hello")
(3,'a',"hello")
ghci> (50, 50.4, "hello", 'b')
(50,50.4,"hello",'b')

 ◆ 튜플 이용하기
튜플이 유용할 수 있는 예제를 위해 하스켈에서 2차원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나의 방법은 [x,y]처럼 두 개의 항목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좌표 평면에 있는 2차원 도형

의 꼭지점들을 나타내기 위한 벡터들의 목록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하면, [[1,2],[8,11],[4,5]]

처럼 리스트의 리스트를 그냥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문제는 [[1,2],[8,11,5],[4,5]]처럼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으며, 벡터들의 리

스트의 위치로 사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벡터의 리스트처럼 여겨지진 않겠지만, 

하스켈은 이 리스트로 이전 리스트가 있을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

다. 왜냐하면 두 개의 리스트 모두가 같은 타입(숫자들의 리스트의 리스트)이기 때문이다. 이것

은 벡터와 도형을 생성하는 함수를 만드는 일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크기가 2인 튜플(페어(pair)라고도 불림)과 크기가 3인 튜플(트리플(triple)
이라고도 불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타입처럼 취급된다. 이 말은 리스트는 페어와 트리플 모두로 

구성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것은 벡터를 나타내는데 튜플이 더 유용하게 만든다.

[(1,2),(8,11),(4,5)]와 같이 벡터들을 대괄호가 아닌 괄호로 감싸진 튜플로 바꿀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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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페어와 트리플을 섞어보면 다음과 같은 에러를 보게 될 것이다.

ghci> [(1,2),(8,11,5),(4,5)]

<interactive>:3:8:
    Couldn't match expected type `(t0, t1)'
                with actual type `(t2, t3, t4)'
    In the expression: (8, 11, 5)
    In the expression: [(1, 2), (8, 11, 5), (4, 5)]
    In an equation for `it': it = [(1, 2), (8, 11, 5), (4, 5)]

하스켈은 길이는 같지만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튜플을 튜플의 타입으로도 구별한다. 

예를 들어 [(1,2),(“One”,2)]와 같은 튜플의 리스트를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숫자들

의 쌍(페어, pair)이며, 두 번째는 문자열과 숫자를 가지고 있는 쌍이기 때문이다.

튜플은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스켈에서 어떤 사람의 이

름과 나이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Christopher", "Walken", 55)와 같이 튜플을 사용할 수 있다.

튜플은 고정된 크기임을 기억하자.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요소가 필요할지를 알 때만 사용

하도록 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튜플에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함수를 만들 수 없다는 

의미다. 여러분은 트리플을 만들기 위하여 페어를 추가하는 함수나 4-튜플을 만들기 위해 트리플

을 추가하는 다른 함수 또는 4-튜플을 추가하는 또 다른 함수 등을 만들어야 한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튜플은 비교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튜플끼리 비교될 수 있다. 하

지만 리스트와는 달리, 서로 다른 크기의 튜플을 비교할 수는 없다.

단일(singleton) 리스트는 있지만, 단일 튜플같은 것은 없다. 차분히 생각해본다면 이해가 될 것이

다. 단일 튜플의 속성들은 포함하는 값의 속성들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타입을 구별하는 것은 아

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 페어 이용하기
페어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하스켈에서 매우 일반적이며, 그것을 위해 준비된 유용한 함수들

이 있다. 다음은 페어에서 조작되는 두 개의 함수다.

• fst는 페어를 받아서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한다.

ghci>
ghci> fst (8, 11)
8
ghci> fst ("Wow", False)
"Wow"



가장 쉬운 하스켈 책22

• snd는 페어를 받아서 놀랍게도 두 번째 요소를 반환한다.

ghci>
ghci> snd (8, 11)
11
ghci> snd ("Wow", False)
False

이 함수들은 페어에서만 사용되며, 트리플이나 4-튜플, 5-튜플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뒤에서 우리

는 다른 방법으로 튜플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것이다.

zip 함수는 페어의 리스트를 만드는 멋진 방법이다. 이것은 두 개의 리스트를 받아서 매칭되는 

요소를 페어로 결합하여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다. 정말로 단순한 함수이지만, 두 개의 리스트를 

특정 방법으로 결합하고자 하거나 두 개의 리스트를 동시에 가지고 진행하려고 할 때 매우 유용

할 수 있다. 다음은 그 예다.

ghci> zip [1,2,3,4,5] [5,5,5,5,5]
[(1,5),(2,5),(3,5),(4,5),(5,5)]
ghci> zip [1..5] ["one", "two", "three", "four", "five"]
[(1,"one"),(2,"two"),(3,"three"),(4,"four"),(5,"five")]

페어는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zip은 서로 다른 타입의 요소들을 가진 두 개의 리

스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길이가 맞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ghci> zip [5,3,2,6,2,7,2,5,4,6,6] ["im","a","turtle"]
[(5,"im"),(3,"a"),(2,"turtle")]

이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긴 리스트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며, 나머지는 그냥 무시된다. 그리

고 하스켈은 느긋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한 리스트로 유한 리스트를 zip할 수 있다.

ghci> zip [1..] ["apple", "orange", "cherry", "mango"]
[(1,"apple"),(2,"orange"),(3,"cherry"),(4,"mango")]

 ◆ 직각 삼각형 찾기
튜플과 리스트 결합을 합치는 문제로 마무리하자. 우리는 다음의 조건들 모두를 만족하는 직각 

삼각형을 찾기 위하여 하스켈을 사용할 것이다.

• 세 변의 길이는 모두 정수다.

• 각 변의 길이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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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의 둘레(변의 길이의 합)는 24이다.

삼각형 중에 하나의 내각이 직각(90도)인 것은 직각 삼각형이

다. 직각 삼각형은 유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직각을 이루고 

있는 변들의 길이를 제곱하고 그 값들을 더한 것은 직각과 마주

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과 같다는 점이다. 그림을 보면 

직각 옆에 a와 b라는 변이 있으며, 직각의 맞은 편에는 c라는 변

이 있다. 맞은 편에 있는 변을 빗변(hypotenuse)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단계로 10보다 작거나 같은 요소들을 가진 모든 튜플들

을 생성해보자.

ghci> let triples = [ (a,b,c) | c <- [1..10], a <- [1..10], b <- [1..10] ]

리스트 결합의 오른쪽에 세 개의 리스트를 만들고, 왼쪽의 결과 표현식은 트리플의 리스트로 그

것들을 조합한다. 만약 GHCi에서 트리플을 확인한다면 1,000개의 요소를 가진 긴 리스트를 얻

게 될 것이다. 그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표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타고라스 정리(a^2 + b^2 == c^2)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서술부를 추가하여 직각 삼

각형이 아닌 튜플들을 필터링할 것이다. 또한 빗변 c가 가장 큰 변이고, 변 b가 변 a보다 더 크지 

않도록 함수를 수정할 것이다.

ghci> let rightTriangles = [ (a,b,c) | c <- [1..10], a <- [1..c], b <- [1..a], a^2 + 
b^2 == c^2]

리스트들의 범위를 어떻게 변경했는지에 주목하자. 이것은 변 b가 빗변보다 더 큰지(직각 삼각형

에서 빗변은 항상 가장 길다)와 같이 불필요한 튜플들을 검사하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변 b가 변 

a보다 절대로 더 길지 않다고 가정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a^2 + 

b^2 == c^2와 b > a를 만족하는 모든 트리플 (a,b,c)는 트리플 (b,a,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것은 같은 삼각형이며, 반대로 된 것뿐이다(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과 리스트에 

동일한 삼각형들이 포함될 수 있다).

GHCi에서는 정의 및 표현식을 여러 줄에 걸쳐 나눠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코드를 페이지

에 맞도록 조정하다 보니 종종 나눠지게 표현되곤 한다(나눠지게 하지 않았다면 이 책은 정말로 크

기가 큰 책이 되었을 것이며, 보통의 책장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훨씬 더 큰 책장을 

사야 했을 수도 있다).

N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