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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람다 함수와 리스트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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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람다 함수

• 람다 함수lambda function
• 1회용의 간단한 함수를 만드는 것

• 람다 표현식lambda expression
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름이 없는
함수

• 익명 함수anonymous function
[그림 12-] 일반 함수와 람다 함수 : 일반 함수는
def 키워드와 함수명, 매개변수, 콜론, 그리고

몸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람다 함수는 매개변수와
함수의 기능만을 가진다.



(lambda 매개변수1, 매개변수2, ... : 반환값)

(lambda 매개변수1, 매개변수2, ... : 반환값)(인자1, 인자2, ...)

코드 12-1 : add() 함수를 이용한 정수의

덧셈과 결과 반환

function_add.py

# add() 함수를 이용한 덧셈

def add(x, y):

return x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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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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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필터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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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알고리즘이 비교적 단순하다.

2. 별도의 내부 변수가 필요 없다.

3. 성년 리스트를 필터링한 후 더 이상 재사용할 필요가 없다.

실행 결과

성년 리스트 :

34 39 20 54



[그림 12-2] 필터(filter) 함수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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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맵 함수

1 2 3 4 5 6 7

1 4 9 16 25 36 49

a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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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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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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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1 8 27 64 125

a

x**3 216 343

[그림 12-] 람다 함수를 사용한 매핑 함수의 동작



17.3 리듀스 함수

[그림 12-5] 열거 가능한 객체와 매핑 함수에 의해
변환된 반복자 객체 [그림 12-7] reduce() 함수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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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 표현식을 이용한 값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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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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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리스트 축약 표현식을 이용한 a 리스트의 제곱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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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a)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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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12-x : 문자열 각각을 대문자로 바꾸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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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2 if 조건식을 이용한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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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스트 축약표현을 이용한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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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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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결과

성년 리스트 : [34, 39, 2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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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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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결과

음수 리스트 : [-30, -5, -9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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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product_xy)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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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