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목표

- 람다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법을 알아본다.

- 필터 함수와 맵 함수를 이해하고 람다 함수를 이용하여 필터링과 매핑을 수행한다.

- 리듀스 함수를 이해하고 람다 함수를 이용하여 리듀스를 수행한다.

- 람다 함수를 사용한 간결하고 강력한 코딩기법을 익힌다.

- 리스트 축약표현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다.

- 리스트 축약 표현을 이용하여 필터링과 매핑을 수행한다.

- 다양한 리스트 축약 표현을 이해하고 익힌다.

- 리스트 축약 표현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힌다.

Chapter 12. 
람다 함수와 리스트 축약

12.1 람다 함수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의 람다 함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람다 함수는 람다 표현식이라
고도 하는데 C/C++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간결한 표현식으로 문제
를 기술하고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우선 일반 함수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자. 함수란 특정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작성된 프로
그램의 블럭을 말하는데,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필요한 기능을 함수로 정의해 두
면,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
가 가끔씩은 함수를 만들지 않고 함수화 된 기능만을 불러 사용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또
한 재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1회용으로 사용할 함수를 만들고 싶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 def xxx(): 같은 문법으로 함수의 이름을 짓고, 몸체를 구현한 후, return 문
으로 반환 값을 지정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파이썬은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1회용의 간단한 함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람다 함수lambda 
function이다. 람다 함수는 람다 표현식lambda expression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름이 없는 
함수이다. 이 특성 때문에 람다 함수를 익명 함수anonymous function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람다 함수는 호출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한 걸까? 그것은 아니다. 
이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할당문을 사용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람다 함수의 사용 시 주의할 
점은 표현식 안에서 새 변수를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람다 함수의 반환 값은 변
수 없이 식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함수가 필요하면 def 키워드로 
함수를 정의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람다 함수는 return 문도 없고 함수의 이름도 없는 아주 
간략화된 함수이다. 람다 함수는 [그림 12-]와 같이 lambda 키워드로 정의한다.



 코드 12-1 : add() 함수를 이용한 정수의 덧셈과 결과 반환

function_add.py

# add() 함수를 이용한 덧셈

def add(x, y):

    return x + y

lambda 매개변수 : {표현식}

[그림 12-] 일반 함수와 람다 함수 : 일반 함수는 def 
키워드와 함수명, 매개변수, 콜론, 그리고 몸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람다 함수는 매개변수와 함수의 기능만을 가진다.

 [그림 12-1]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반 함수 add()와 람다 함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일
반 함수 add()는 우선 def라는 키워드 뒤에 add 라는 함수 이름이 나오고, 괄호로 둘러싸인 
매개변수 x, y를 받아서 실행문에서 두 매개변수 x와 y의 합을 return 키워드로 반환해주고 
있다. 반면 람다 함수는 키워드 lambda를 선언한 다음 함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며, 매개
변수 x, y만을 괄호없이 바로 적어준다. 그리고 함수 실행문을 콜론(‘:’)으로 구분하고 함수 
수행 후 그 결과를 return 문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식(x + y)만을 적어서 반환한다. 한눈
에 봐도 굉장히 간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람다 함수의 정의와 호출은 다음과 같이 사용
한다.

(lambda 매개변수1, 매개변수2, ... : 반환값)

(lambda 매개변수1, 매개변수2, ... : 반환값)(인자1, 인자2, ...)
[그림 12-] 람다 함수의 정의 방법과 인자 전달 방법

 람다 함수의 문법은 다음과 같다.

 람다 함수의 호출은 일반 함수와 같이 반환 값 뒤에 매개변수들을 괄호로 둘러싸 주면 된
다. 다음의 실습을 통해 간단한 일반 함수의 사용법을 알아보자.



print('100과 200의 합 :', add(100, 200))

실행 결과

100과 200의 합 : 300

 코드 12-2 : 람다 함수를 정의하고 add라는 변수를 통해 참조하기 

lambda_add.py

add = lambda x, y: x + y

print('100과 200의 합 :', add(100, 200))

실행 결과

100과 200의 합 : 300

 [코드 12-1]은 변수 x와 y를 매개변수로 받아 두 매개변수의 합을 구하여 반환하는 간단
한 함수 add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위와 같이 함수를 정의한 후 add(100, 
200)과 같이 함수명과 100, 200이라는 인수에 넣어 함수를 호출하면 add 함수는 300이라
는 결과를 반환한다. 두 수를 더하는 간단한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함수 이름, 함수 몸체, 반
환을 위한 키워드인 return까지 모든 문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함수 자체가 하는 일
은 두 인자를 더하여 반환하는 아주 간단한 일이므로 def 키워드, 함수 이름, return 문과 
같은 복잡한 부분을 생략하고 그 본질적인 기능만을 만족시키도록 표현식을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add라는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함수가 하는 일을 수행하도
록 다음과 같은 코드를 만들어 보자.

 [코드 12-2]를 살펴보면 lambda라는 키워드로 람다 함수를 정의하는데 x, y를 매개변수
로 받고 x + y를 반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때 def add(x, y): 와 같은 헤드가 필요
없이 인자 두 개를 더하는 기능을 가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 익명의 함수 
lambda에 변수 add에 대입해 준 다음 이 add라는 람다 함수에 100, 200 매개변수를 넣어
서 덧셈 연산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코드를 통해 람다 함수를 사용해 보면 일반 함수
로 선언한 함수와 동일하게 함수형식의 기능을 잘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람다 함수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만들면 동일하게 잘 동작하며 이 람다식을 참조할 
add라는 변수조차 필요 없다.



 코드 12-3 : 인라인 람다 함수와 인자를 이용한 덧셈

inline_lambda_add.py

print('100과 200의 합 :', (lambda x, y: x + y)(100, 200))

실행 결과

100과 200의 합 : 300

 LAB 12-x : 일반 함수와 람다 함수의 정의와 호출

1. 두 수의 차를 구하여 반환하는 sub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여 호출하여라. 
sub(200, 100)을 이용하여 함수를 호출하고 그 반환 값을 출력하여라.

2. 1번 문제에서 정의한 sub 함수를 람다 함수를 이용하여 구현하여라. 그리고 그 반환 
값을 출력 하여라.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든다. 두 수의 합을 표현하려면 (lambda x, y : x + 
y)(100,200)) 과 같이 표현식을 길게 써서 익명 함수를 호출하여 구할 필요 없이 100 + 
200 표현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지 않은가? 그렇다. 위의 예제는 람다 함수의 사
용 문법을 알려주기 위한 예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람다 함수는 다음
과 같은 필터나 맵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이다.

12.2 필터 함수

  우리는 앞서 익명 함수라고 하는 람다 함수를 필터나 맵 기능에서 주로 사용하는 함수라
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필터 함수와 맵 함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람다 함
수는 여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필터 함수filter func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리스트에서 다루어 본 filter() 함
수는 순환 가능한 요소들을 함수에 넣어 그 리턴 값이 참인 것만 묶어서 반환한다. filter() 
함수의 문법은 다음과 같다.
filter(적용시킬_함수, {순환가능객체})

 이제 임의의 나이 값이 들어있는 숫자 리스트에서 19세 이상의 성년 나이만을 선별(filter)
하여 출력하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살펴보자.



 코드 12-4 : 19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adult_func() 함수와 필터함수의 적용

age_filter.py

def adult_func(n):

    if n >= 19: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ages = [34, 39, 20, 18, 13, 54]

print('성년 리스트 :')

for a in filter(adult_func, ages):

    print(a, end=’ ’)

실행 결과

성년 리스트 :

34 39 20 54

1. 알고리즘이 비교적 단순하다.

2. 별도의 내부 변수가 필요 없다.

3. 성년 리스트를 필터링한 후 더 이상 재사용할 필요가 없다. 

 코드 12-5 : 람다 함수를 이용한 간략화된 필터

age_lambda_filter.py

ages = [34, 39, 20, 18, 13, 54]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개변수로 들어온 나이를 나타내는 변수 n의 값이 성년의 나
이인 19세 이상이면 True를, 19세 미만이면 False를 반환하는 adult_func() 함수를 생성하
였다. 이제 함수의 외부에는 임의의 나이 값을 가지는 ages 리스트가 있으며, 이를 filter() 
함수에 adult_func 함수와 필터링할 순환 가능한 리스트 변수 ages를 인자로 넣어주었다. 
이 filter() 함수는 ages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adult_func() 함수에 인자로 넘겨 True가 반
환되는 원소만 묶은 리스트를 반환해 온다.
 따라서 ages 변수의 원소에서 성년의 나이가 아직 되지 않은 18, 13은 출력되지 않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adult_func() 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adult_func() 함수는 다음과 같이 람다 키워드를 사용해서 익명 함
수로 만들어 더욱 코드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print('성년 리스트 :')

for a in filter(lambda x: x >= 19, ages):

    print(a, end=’ ’)

실행 결과

성년 리스트 :

34 39 20 54

 위의 [코드 12-5]는 [코드 12-4]의 adult_func() 함수를 [그림 12-]와 같이 한 줄짜리 
람다 함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코드가 훨씬 줄어들고 간단해졌다. 비록 코드는 단순하지만 
필터링 역할은 같기 때문에 결과 역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알고리즘에 집중할 수 있고, 일반적
으로 특정 목적으로 한번 사용한 후 뒤에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12-2] 필터(filter) 함수의 동작

[그림 12-6] 열거 가능한 객체와 매핑 함수에 의해 
변환된 iterator 객체2

  [그림 12-]을 통해 다시 한번 필터기능을 하는 람다 함수의 동작을 살펴보면 입력 리스트 
[34, 39, 20, 18, 13, 54]를 특정 조건을 가진 필터 함수를 거치면서 19세 이상인 원소는 
통과시키고, 19세 미만인 원소는 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람다 함수에서 x >= 19
라는 조건식은 lambda x: 의 x에 대하여 매번 조건 검사를 수행하여 True 또는 False를 반
환한다.



 위의 for 순환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즉 filter(lambda x: x

>= 19, ages) 함수를 통해서 생성된 시퀀스를 list() 함수를 이용하여 리스트로 만드는 것

만으로 간단하게 adult_ages라는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ages = [34, 39, 20, 18, 13, 54]

adult_ages = list(filter(lambda x: x >= 19, ages))

print('성년 리스트 :', adult_ages)

 이제 음수에 대한 필터링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minus_func(n)이 있으며, 이 함수
는 n이 음수일 때 True를 반환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False를 반환한다. 이 함수를 lambda 
함수로 고쳐서 [-30, 45, -5, -90, 20, 53, 77, -36]를 원소로 가진 리스트를 음수 값으
로만 구성된 리스트로 만들어 보자.
def minus_func(n):

    if n < 0 :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이 프로그램을 람다 함수로 고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adult_ages라는 성인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과는 달리 minus_list라는 빈 리스트를 생성한 후 
이 리스트에 필터링 된 n을 append()를 이용하여 추가하였다.
n_list = [-30, 45, -5, -90, 20, 53, 77, -36]

minus_list = []

for n in filter(lambda x: x < 0, n_list):

    minus_list.append(n)

print('음수 리스트 :', minus_list)

 이 코드는 minus_list라는 이름의 빈 리스트를 생성한 후 for문을 이용하여 filter 함수가 
True를 반환하는 값만을 이용하여 minus_list를 채우는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filter 함수 
자체가 반환하는 것이 필터링 된 항목을 가진 순환가능객체이므로 이 객체를 list() 함수를 
사용하여 리스트 객체로 만들면 보다 쉽게 필터링 된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 아래 코드는 
위의 코드와 동일한 결과를 얻지만 더욱더 축약된 형태의 필터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n_list = [-30, 45, -5, -90, 20, 53, 77, -36]

n_list = list(filter(lambda x: x < 0, n_list))

print('음수 리스트 :', n_list)



 LAB 12-x : 람다 함수의 응용
1. 정수 원소 값을 가진 n_list = [1, 2, 3, 4, 5, 6, 7, 8, 9, 10]라는 리스트가 있다. 
이 리스트에서 짝수 값 항목만을 가진 even_list라는 리스트를 람다 함수를 이용하여 생
성해 보자.
1) 이때 even_list라는 빈 리스트를 만든 후 append() 메소드를 이용하여 짝수 값 항목
을 추가시켜 보시오.
2) filter() 함수가 반환하는 객체를 list() 함수를 통하여 리스트 객체로 만들어서 
even_list에 할당하시오.

2. 1번 문제에서 사용한 n_list 리스트에 람다 함수를 이용하여 홀수 값 항목만을 가진 
odd_list를 생성해 보자.
1) 이때 odd_list라는 빈 리스트를 만든 후 append() 메소드를 이용하여 홀수 값 항목을 
추가시켜 보시오.
2) filter() 함수가 반환하는 객체를 list() 함수를 통하여 리스트 객체로 만들어서 
odd_list에 할당하시오.

12.3 맵 함수

 다음은 맵 함수map func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파이썬은 map() 이라는 내장함수를 
제공하는데 열거 가능한 자료형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매핑 함수를 적용한다. [그림 12-]
과 같이 a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1, 2, 3, 4, 5, 6, 7]이라는 항목 값이 있을 경우 이 각각
의 값에 제곱연산을 적용한 후 그 결과 [1, 4, 9, 16, 25, 36, 49] 리스트를 얻고자 한다.

[그림 12-3] 원본 리스트 a와 각 항목 x에 대한 제곱 연산이 적용된 리스트 
 

 for 반복문을 사용하여 a 리스트의 개별적인 요소 x에 제곱 연산을 한 후 이 값을 
square_a라는 리스트에 append() 메소드를 이용하여 추가한 코드가 [코드 12-]에 나타나 
있다.



 코드 12-6 : 맵 함수와 square() 호출을 이용한 제곱값 리스트 생성

square_map_func.py

def square(x):

  return x ** 2

a = [1, 2, 3, 4, 5, 6, 7]

square_a = list(map(square, a))

print(square_a)

실행 결과

[1, 4, 9, 16, 25, 36, 49]

 코드 12-6 : 맵 함수를 이용한 제곱값 리스트 생성

square_map_for.py

a = [1, 2, 3, 4, 5, 6, 7]

square_a = []

for x in a:

  square_of_a.append(x**2)

  

print(square_a)

실행 결과

[1, 4, 9, 16, 25, 36, 49]

이 코드는 map() 함수와 square() 함수를 사용하면 다음 [코드 12-]와 같이 간단하게 수정

할 수 있다. map 함수의 문법은 다음과 같다.

map(적용시킬_함수, 순환가능객체, ...)

map() 함수는 두 개 이상의 인자를 취하는데 첫 번째 인자는 매핑 함수이며, 두 번째 인자

는 매핑 함수에 입력될 리스트와 같은 순환가능 객체이다. 이 map() 함수를 사용하면 리스

트와 같은 순환가능 객체의 개별적인 항목 값들이 차례로 매핑 함수에 적용되어 결과와 같

이 [1, 2, 3, 4, 5, 6, 7]의 제곱 값을 가지는 [1, 4, 9, 16, 25, 36, 49] 리스트가 반환된다.

 이 [코드 12-]는 map() 함수와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다음 [코드 12-]와 같이 간단하게 



 코드 12-6 : 맵 함수와 람다 함수를 이용한 제곱값 리스트 생성

square_map_lambda.py

a = [1, 2, 3, 4, 5, 6, 7]

square_a = list(map(lambda x: x**2, a))

print(square_a)

실행 결과

[1, 4, 9, 16, 25, 36, 49]

수정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된 lambda 함수는 일회용 함수로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외부
에서 def 문으로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해를 위해 리스트의 모든 원소에 대해 제곱과 세제곱을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람다 함수
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a = [1, 2, 3, 4, 5, 6, 7]

square_a = list(map(lambda x: x**2, a))

cubic_a = list(map(lambda x: x**3, a))

 리스트 변수 a의 원소들을 제곱해서 매핑한 square_a와 세제곱해서 매핑한 cubic_a가 있
다. 위 매핑 함수중에서 세제곱 함수의 동작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12-] 와 같이 변수 
a의 원소들이 매개변수를 세제곱하여 반환하는 람다 함수에 반복적으로 입력되어 본래의 원
소의 위치에 다시 매핑되고 있다.

[그림 12-] 람다 함수를 사용한 매핑 함수의 동작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핑되어 반환되는 리스트가 각각 square_a, cubic_a에 저장되어 출력
된다. 이렇게 map 함수와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 간결한 표현식으로 리스트의 원소들을 변
환할 수 있다.



 LAB 12-x : map 함수의 응용
1. [‘a’, ‘b’, ‘c’, ‘d’]와 같은 영문 소문자가 들어있는 a_list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A’, 
‘B’, ‘C’, ‘D’]와 같이 영문 대문자가 들어있는 리스트로 변환시키는 map() 함수를 작성
하여라. 
1) 이때 to_upper()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여 변환시키시오.
2) 1)에서 생성한 to_upper() 함수를 lambda 함수로 고쳐서 간결하게 변환시키시오.
(힌트 : str의 upper() 메소드를 사용해 보시오.)

2. [10, 20, 30]과 같은 값을 가진 n_list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map() 함수에 넣은 후의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입력 값의 두 배 : [20, 40, 60]

입력 값의 새 배 : [30, 60, 90]

1) twice()와 triple()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각각 입력 값의 2개와 3배 큰 값
을 반환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map 함수를 이용하여 위의 결과와 같이 나오도록 하시
오.
2) twice()와 triple() 함수를 lambda 함수로 고쳐서 간결하게 변환시키시오. 

  NOTE : 람다 함수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람다 함수는 축약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가 간결해 진다. 일반 함수의 경우 재
사용을 위하여 함수를 위한 이름과 이 메모리 공간의  할당이 필요하지만 람다 함수는 
메모리 공간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아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 즉 람다 함수는 익명 
함수이므로 표현식 내에서 사용된 후 다음 코드로 이동하면 힙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된
다.

 단점 :
 lambda 선언문 뒤에 쉼표와 콜론 수식으로 구성되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즉 람다식은 
그 자체에 쉼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매개변수와 시각적인 구분이 모호해지
고, 읽기가 어려워진다.

17.3 리듀스 함수

 파이썬은 filter(), map() 이라는 내장함수를 제공하는데 열거 가능한(iterable) 자료형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매핑 함수를 적용한다. 이 함수들이 반환하는 것은 각각 iterable 객체
이며, 이 객체는 list() 함수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리스트 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림 12-5] 열거 가능한 객체와 매핑 함수에 의해 변환된 반복자 객체

 [그림 12-5]와 같이 열거 가능한 자료형인 set, list tuple 등의 각 요소들을 filter(), 
map() 와 같은 매핑 함수를 통해 변환되어 반환되는데, 이 값들은 각각 iterator 객체이며, 
이러한 객체들은 자료형 변환 함수 list() 등을 통해 다시 열거 가능한 자료형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reduce()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리듀스 함수는 
functools 이라고 하는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데 순환 가능 요소들을 같은 방법으로 연산하
여 하나의 값을 얻는데 사용할 수 있다. 글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니 예제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 seq = [ ] 라는 리스트가 있고 reduce(func, seq)가 호출되면 다음
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림 12-7] reduce() 함수의 동작

 가장 먼저 seq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인 과 가 reduce() 함수에 매개
변수로 넘겨준 func() 함수의 입력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func( , )에서 특정한 값이 반
환이 되는데, 그 반환 값과 seq의 다음 원소인 가 다시 func() 함수의 입력으로 주어진
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func(func( , ), )와 같은 형태가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재
귀적으로 반복해 마지막 원소가 func() 함수의 입력으로 주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의 값만을 반환한다.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자.



 코드 12-6 :

reduce_lambda_sum.py

from functools import reduce

a = [1, 2, 3, 4]

n = reduce(lambda x, y: x + y, a)

print(n)

실행 결과

10

 코드 12-6 : 람다 함수와 리듀스를 이용한 축약

reduce_lambda_mult.py

from functools import reduce

a = [1, 2, 3, 4]

n = reduce(lambda x, y: x * y, a)

print(n)

실행 결과

24

 [코드 12-]를 살펴보면 리스트 변수 a에 1, 2, 3, 4가 원소로 주어져 있다. 우선 이 리스
트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1, 2 값을 두 입력 값을 더하는 람다 함수 lambda x, y: x + y에 
넘겨주면 3이 반환된다. reduce()는 이러한 과정을 리스트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반환 값 3을 다시 세 번째 원소 3과 람다 함수의 입력 값을 준다. 그러면 합인 6을 
반환하는데, 이 6 값을 다시 마지막 원소인 4와 함께 람다 함수의 입력으로 넣어서 최종적
으로 10을 반환하는 것이다.
 즉 [코드 12-]의 reduce()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10을 얻게 된다.
(((1 + 2) + 3) + 4) => 10

 이제 유사한 실습 코드를 통해 다시 한번 reduce()와 람다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에는 람다 함수가 두 입력의 곱을 출력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reduce() 함수의 동작
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원소인 1과 2를 람다 함수의 입력으로 주어 결과값 2를 반환하
고 반환값 2와 세 번째 원소 3과 람다 함수의 입력으로 주어져 6을 반환한다. 마지막으로 



반환값 6과 네 번째 원소 4와 람다 함수의 입력으로 주어져 결과적으로 reduce() 함수는 
24를 반환한다.

 즉 [코드 12-]의 reduce()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24를 얻게 된다.
(((1 * 2) * 3) * 4) => 24

  NOTE : 람다 함수는 얼마나 많이 사용될까?
 람다 함수는 코드가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일반 함수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reduce 함수는 파이썬의 창시자인 기도 반 로썸이 좋아하지 않는 표
현식이라서 기본 모듈에 포함되어 있다가 파이썬 3부터 기본 모듈에서 빠지고 functools 
모듈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조작하는 경우 람다 표현식의 간결함과 리스트의 축약 표현은 
코드를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 주므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2.4 리스트와 축약 표현

 리스트의 축약 표현list comprehension이란 순환가능한 객체에 대하여 쉽게 리스트를 생성
할 수 있는 기능이다. 파이썬은 리스트의 축약 표현을 통해서 map, filter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람다식의 본체가 될 표현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람다 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 리스트의 축약 표현은 맵이나 필터뿐만 아니라 순환가능한 모든 객체
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간단하고 편리하게 리스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리스트 축약의 문법은 다음과 같다. {표현식}에는 리스트의 각 요소에 대해서 적용되는 수
식으로 맵의 기능을 수행하며, for {변수} in {반복자/연속열}에는 반복자나 연속열이 순환
하는 기능이 들어간다. 이때 뒤에 나타나는 if {조건 표현식}은 필터의 기능을 하게 된다.

[ {표현식} for {변수} in {반복자/연속열} if {조건 표현식} ]

12.4.1 표현식을 이용한 값의 수정

 이 리스트 축약문법에서 if {조건 표현식}은 생략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반복자를 통해 반복되는 값을 표현식에 적용하는 간단한 기능을 먼저 알아보자.
[ {표현식} for {변수} in {반복자/연속열}]   

 예제 코드는 제곱 값을 반환하는 코드이다. 이 코드는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여 리스트 a의 



실행 결과

[1, 4, 9, 16, 25, 36, 49]

 코드 12-x : 문자열 각각을 대문자로 바꾸는 기능

제곱 값을 얻고 이 값을 a에 재할당하여 [1, 4, 9, 16, 25, 36, 49]를 얻었다.
1) 리스트함수, 맵함수, 람다 표현식을 이용한 a 리스트의 제곱구하기

a = [1, 2, 3, 4, 5, 6, 7]  # 연속열

a = list(map(lambda x: x**2, a))

print(a)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한 줄의 리스트 축약된 표현으로 고칠 수 있다. for x in a 표현식
을 통해서 반환되는 x의 변수 각각에 대해서 x**2를 통해 x의 제곱 값을 반환하므로 위의 
람다 함수와 map()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리스트 축약 표현식을 이용한 a 리스트의 제곱구하기

a = [1, 2, 3, 4, 5, 6, 7]  # 연속열

a = [x**2 for x in a]

print(a)

 이 때 사용된 [1, 2, 3, 4, 5, 6, 7]의 요소를 가지는 a 리스트는 range(1, 8)을 이용하여 
더욱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3) 리스트 축약 표현식을 이용한 a 리스트의 제곱구하기

a = [x**2 for x in range(1, 8)]

print(a)

 위의 세 코드의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리스트의 축약 표현식을 이용한 제곱 구하기 코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x의 세제곱을 
리스트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a = [x**3 for x in a]

 이때 사용되는 반복자로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코드를 살펴
보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에 대해 for x in 표현식을 통해서 반환되는 개별 문자열 x
에 대해 upper() 메소드를 적용하여 대분자로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upper_chars_from_string.py

st = "Hello World"

s_list = [x.upper() for x in st]

print(s_list)

실행 결과

['H', 'E', 'L', 'L', 'O', ' ', 'W', 'O', 'R', 'L', 'D']

 LAB 12-x : 리스트의 축약기능

1. 리스트 축약기능을 이용하여~~

 
 따라서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H', 'E', 'L', 'L', 'O', ' ', 'W', 'O', 'R', 'L', 'D']
와 같은 개별 문자의 리스트가 대문자로 출력된다.

  NOTE : map 함수와 리스트 축약 표현
 파이썬은 map 함수를 사용하여 리스트의 각 항목에 대해 다양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적
용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리스트의 축약 표현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
스트의 축약 표현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리스트의 축약 표현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
다.
1) map 함수는 map 객체를 생성하지만, 축약 표현을 사용하면 리스트 객체를 바로 생
성할 수 있다.
2) 간결한 표현으로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3) map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4)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축약 표현은 필터링까지 할 수 있어 filter() 함수의 역할도 
수행한다.

12.4.2 if 조건식을 이용한 필터링



실행 결과

성년 리스트 : [34, 39, 20, 54]

실행 결과

 앞서 살펴본 filter() 함수와 람다 함수를 사용한 필터링은 리스트 축약 표현으로 쉽게 구
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age_lambda_filter.py라는 프로그램은 나이 값을 가진 ages라는 
리스트를 필터링하여 19 이상의 성년의 나이 값만을 반환하는 기능이 있다. 
1) list 함수, filter 함수, 람다 표현식을 이용한 필터링

ages = [34, 39, 20, 18, 13, 54]

print('성년 리스트 :', list(filter(lambda x: x >= 19, ages))

 위의 코드는 다음과 같은 리스트 축약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 리스트 축약표현을 이용한 필터링

ages = [34, 39, 20, 18, 13, 54]

print('성년 리스트 :', [x for x in ages if x >= 19]

 이러한 리스트 축약 표현은 fox x in ages라는 반복문을 통해 할당된 각각의 x에 대하여 
if 키워드 다음에 나타나는 x >= 19라는 조건식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x 값이 19 이상인 값만 반환된다.

 비슷한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이 음수 값만을 얻는 필터링이 있다. filter() 함수를 사용하
여 n_list의 숫자 값 중에서 음수만을 얻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하자.
1) list 함수, fliter 함수, 람다 표현식을 이용한 필터링

n_list = [-30, 45, -5, -90, 20, 53, 77, -36]

n_list = list(filter(lambda x: x < 0, n_list))

print('음수 리스트 :', n_list)  

 위의 코드는 다음과 같은 리스트 축약 표현을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리스트 축약 표현과 if 조건식을 이용한 필터링

n_list = [-30, 45, -5, -90, 20, 53, 77, -36]

n_list = [x for x in n_list if x < 0]

print('음수 리스트 :', n_list)

 위의 두 코드의 실행 결과는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음수 값만을 가진 리스트가 출력된다.



음수 리스트 : [-30, -5, -90, -36]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축약 표현 실습

>>> [x for x in range(10)] # 0에서 9까지 숫자를 포함한 리스트

[0, 1, 2, 3, 4, 5, 6, 7, 8, 9]

>>> [x * x for x in range(10)] # 0에서 9까지 숫자를 포함한 리스트의 제곱 값

[0, 1, 4, 9, 16, 25, 36, 49, 64, 81]

>>> # 0에서 9까지 숫자 중 짝수 값

>>> [x for x in range(10) if x % 2 == 0]

[0, 2, 4, 6, 8]

>>> # 0에서 9까지 숫자 중 홀수 값

>>> [x for x in range(10) if x % 2 == 1]

[1, 3, 5, 7, 9]

>>> # 0에서 9까지 숫자 중 짝수의 제곱 값

>>> [x * x for x in range(10) if x % 2 == 0]

[0, 4, 16, 36, 64]

>>> # 0에서 9까지 숫자 중 훌수의 제곱 값

>>> [x * x for x in range(10) if x % 2 == 1]

[1, 9, 25, 49, 81]

 코드 12-x : 두 리스트를 곱하여 새 리스트를 생성하는 코드

product_xy_for_loop.py

product_xy = []

for x in [1, 2, 3]:

    for y in [2, 4, 6]:

        product_xy.append(x * y)

 
 이제 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실습해 보자. 우선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생성한 후 이 숫자에 대해 if 조건식을 통해 짝수 값과 홀수 값을 필터링 한 후 필터링 된 
값에 대해 x * x를 통해 각 값의 제곱을 구한 후 이 값을 리스트에 넣는 과정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중 for 루프를 리스트의 축약 표현을 통해서 구현해 보자. 이 프로그
램은 [1, 2, 3]과 [2, 4, 6]이라는 두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를 곱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이
중 for 루프를 사용하여 1*2, 1*4, 1*6, 2*2, 2*4, 2*6,... 을 원소를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결과는 아래와 같이 [2, 4, 6, 4, 8, 12, 6, 12, 18] 리스트가 된다.



print(product_xy)

실행 결과

[2, 4, 6, 4, 8, 12, 6, 12, 18]

실행 결과

[2, 4, 6, 4, 8, 12, 6, 12, 18]

 이 코드는 다음과 같이 리스트 축약 표현을 이용하여 한 줄의 코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코드 12-x : 리스트 축약을 이용한 두 리스트의 곱하기 기능

product_xy_comprehension.py

product_xy = [x * y for x in [1, 2, 3] for y in [2, 4, 6]]

print(product_xy)

 리스트의 축약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이 1에서 30까지의 정수들 중에서 2와 3의 배수를 구
하는 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축약 표현 실습(고급)

>>> [n for n in range(1, 31) if n % 2 == 0 if n % 3 == 0]

[6, 12, 18, 24, 30]

 만일 뒤에 있는 if n % 3 == 0 뒤에 5의 배수를 구하기 위한 조건식 if n % 5 == 0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면, 2와 3과 5의 배수를 구하여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리스트의 축약 표현 실습(고급)

>>> [n for n in range(1, 31) if n % 2 == 0 if n % 3 == 0 if n % 5 == 0]

[30]



  NOTE : 리스트 축약 표현과 가독성
 리스트 축약 표현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넣거나 표현식
을 복잡하게 만들면 코드를 읽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2와 3과 5의 배
수를 구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이 줄바꿈을 통해서 가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n for n in range(1, 31) 

 if n % 2 == 0 

 if n % 3 == 0 

 if n % 5 == 0]

 너무 많은 축약은 가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이해하고 읽기 좋은 코드를 만
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장의 핵심정리
- 람다 함수는 일반 함수의 핵심 알고리즘에만 집중해 간단한 표현식으로 표현한 1회용 

함수이다.
- 함수명이 없기 때문에 익명 함수(anonymous function)라고도 한다.
- 필터(filter) 함수를 사용해 리스트, 집합, 튜플 등과 같은 열거 가능한 변수의 원하는 

원소만을 묶어 가져올 수 있다.
- 맵(map) 함수를 사용해 리스트, 집합, 튜플 등과 같은 열거 가능한 변수의 원소들을 

원하는 형태로 변환시켜 매핑이 가능하다.
- 리듀스(reduce) 함수는 순환 가능 요소들을 같은 방법으로 연산하여 하나의 값을 얻는데 

사용할 수 있다.
- 필터, 맵, 리듀스 등과 같은 함수들은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 더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 리스트 축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