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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안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정적 분석 문제들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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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최근 몇 년 동안,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기존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코드에 

반대하는 소수의 개발자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다. 그들은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이 대

중화되지 않는 점에 불만이 많았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수의 개발자만

이 지지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장점과 간결함을 제대로 이해해보고 실전에 사

용해 보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필자는 ‘런던 자바 커뮤니티’의 개발자들에게 자바 8의 새로운 변화

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해왔다. 커뮤니티의 많은 개발자가 이 새로운 방식과 라이

브러리들을 사용하면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꼈다. 그들은 아마도 전문 용어와 엘리

트 느낌의 방식에 어려움을 느꼈을 테지만, 간결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주는  장

점을 좋아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과 내용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동작하는 다양한 

예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예제와 코딩을 반복함으로써  

제대로 사용하는 패턴을 익혀나갈 수 있다. 따라서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는 배제

하고 최대한 읽기 쉽게 설명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바 8에서 제공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모나드01도 없고, 언어 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연 평가 방법도 없으며, 특정 

값이나 클래스를 더는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추가적인 지원도 없다고 말이다. 하

지만 실제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이브러리 단

계의 추상화로 더 간단하고 깔끔한 코드를 작성하여 실제 비즈니스 단계에서 발생

01　 역자주_ 모나드(monad)는 하스켈 등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입출력 및 데이터 구조를 다룰 때 쓰이는 

개념이다. http://www.haskell.org/haskellwiki/Monad 참조.

http://www.haskell.org/haskellwiki/Monad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다

면 실제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다.



IT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끝없이 변화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들 때문에 개발자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공부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은 부담스러우면서도 상당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훌륭한 개발자가 되고자 한다

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편

견 없이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이 책은 자바 8에 새롭게 도입된 람다식을 소개한다. 람다식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독자라면 조금 더 읽기가 수월할 것이다. 또한, 자바에 대한 경험이 있는 독자

를 대상으로 한 책이므로 자바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자바 기초 책을 함께 보는 것

을 권장한다. 현재 자바 개발자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자바를 공부하고 있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란다.

학창 시절에 수학을 배울 때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을 이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마찬가지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람다식의 사용 예제뿐만 아니라 람다식을 도입하는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도 충분

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람다식을 도입하면 안 되는 경우도 설명하고 있어서 개발

자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람다식을 사용하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준다.

역자 서문



이 책에서는 다음 내용을 알아본다.

● 컬렉션과 관련하여 더 간단하며 깔끔하고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성능 개선을 위한 병렬 처리를 좀 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도메인 모델을 더 정확히 구현하고, 더 좋은 DSL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 에러가 덜 발생하고 좀 더 간단한 병행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람다식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단지 개발자의 생산성을 위해 람다식이 자바에 도입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프로그

래밍 패러다임에 맞는 변화를 자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책의 목표



이 책은 자바 SE를 이미 다룰 줄 알고 자바 8의 변화를 빨리 익히고자 하는 자바 개

발자들을 위해 작성되었다. 

람다식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전문적 개발자로 거듭나고 싶다면, 이 책을 읽기 바란

다. 이 책은 독자가 람다식과 핵심 라이브러리 변화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

고 개념, 라이브러리, 기술을 소개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개발자에게 아주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책은 모든 이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자바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다면, 이 책은 아직 이르다. 또한, 

자바의 람다식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지만, 람다식이 다른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되

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컬렉션, 익명 내부 클래스, 스윙의 이벤트 핸들링 등 자바 SE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

해서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은 이 항목들에 대해 이미 알

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그에 맞는 예제 코드를 보여준다. 가끔은 예제 코

드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다음 단락에서 추가 설명함으

로써 이해를 돕는다. 

풍부한 예제 코드는 독자에게 자신만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것이

다. 실제로,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연습 문제를 두어 실제로 코딩 연습을 

할 수 있다. 연습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직접 프로그래밍하기를 권장한다. 훌

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코딩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연습만이 살길이다.

람다식은 복잡한 추상화를 라이브러리 단계에서 사용하므로 흔하게 사용되는 라이

브러리들의 상세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자바 8의 핵심 변경 사항과 향상된 라이브

러리들에 대한 설명을 2장부터 6장에 걸쳐서 다양하게 설명한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다. 7장에서는 테스트 코드와 디버깅 코드를 조금 더 쉽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8장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좋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원리를 어떠한 방식

으로 람다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9장에서는 람다식을 사용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유지보수도 가능한 동시성 코드 작성법을 알아본다. 이 세 장에서

는 필요한 곳마다 외부 라이브러리도 사용한다. 

책의 앞부분은 자바 8을 잘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후반부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를 이해한다면 실제 업무에 람다식을 자

이 책을 읽는 방법



신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습문제가 장마다 있고, 해답은 GitHub01에서 찾

을 수 있다. 연습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곧 람다식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

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01　 https://github.com/RichardWarburton/java-8-lambdas-exercises 

https://github.com/RichardWarburton/java-8-lambdas-exercises
https://github.com/RichardWarburton/java-8-lambdas-exercises


이 책에서 사용하는 예제 코드는 https://github.com/RichardWarburton/

java-8-lambdas-exercises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제안이나 팁을 의미한다.

이 아이콘은 일반적인 주석을 의미한다.

이 아이콘은 경고나 주의를 의미한다.

참고사항

https://github.com/RichardWarburton/java-8-lambdas-exercises
https://github.com/RichardWarburton/java-8-lambdas-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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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을 아무리 뒤져도 조금이나마 정리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잘 

정리되어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경험하

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이책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책을 그대로 옮긴 전자책도 많습니다. 전자책에는 전

자책에 적합한 콘텐츠와 전자책의 특성을 살린 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빛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개발자를 위한 리얼타임 전자책은 이렇습니다.

1.  eBook Only -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잘 정리된 도서(종이책)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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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펴내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엄두를 못 내는 선배, 전문가, 고수 분에게는 보다 

쉽게 집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O'Reilly의 전자책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책 전용 서비스입니다. 

  종이책으로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이 일정 분량 이상으로 

집필되고 정리되어 나오는 동안 기술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후에도 

버전 업을 통해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있거나 저자(역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보완하여 

발전된 노하우가 정리되면 구매하신 분께 무료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3. 독자의 편의를 위해 DRM-Free로 제공합니다. 

  구매한 전자책을 다양한 IT 기기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DRM-Free PDF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한빛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전자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편리하게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전자책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와 디자인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종이책을 그대로 옮겨 놓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기 힘든 전자책이 아니라, 전자책의 환경에 

가능한 한 최적화하여 쾌적한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링크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글자 크기나 행간, 여백 등을 전자책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자책에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없거나 타인의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있다면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전자책은 인쇄, 검색, 복사하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오탈자 교정이나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구매하신 전자책의 수정본은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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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식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적어

도 람다식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람다식의 

배경과 이 책의 구성과 학습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1.1  어째서 자바를 또 다시 바꾼 것일까

자바 1.0은 1996년 1월에 출시되었고, 이때부터 프로그래밍 세계는 계속해서 변

하고 있다. 산업은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요구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강력

한 멀티코어 CPU를 가진 기기들에서 동작한다. 효율적인 런타임 컴파일러와 함께 

자바 가상 머신JVM, Java  Virtual Machines은 프로그래머에게 CPU의 클락 사이클이나 

메모리 바이트에 따라 작성하는 효율적인 코드보다는 깔끔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코드 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멀티코어 CPU의 도래는 마치 방안에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락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코딩

해도 에러를 만들기 쉬우며, 추가로 상당한 개발 시간을 요구한다. 물론, 많은 양의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추상화하여 발전시킨 java.util.concurrency 패키지와 훌

륭한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면 멀티코어 CPU에서도 꽤나 잘 동작하는 코드

를 작성할 수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만으로는 최적의 효율을 

가진 코드를 작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자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개발자들은 추상화 단계에서 많은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일례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는 컬렉션에 효율적인 병렬 처리를 하기가 매

우 어려운 상황이다. 자바 8에서는 복잡한 컬렉션 처리 알고리즘 코드를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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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함수에 약간의 수정만 해주면 해당 코드를 멀티코어 

CPU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 이와 같은 거대한 데이

터를 병렬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는 람다식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물론 이 때문에 우리가 람다식 코드를 이해하고 만들 줄 알아야 하지만, 이는 충분

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많은 양의 복잡한 thread-safe 코드를 일일이 손으로 작성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새로운 문법과 몇 가지 용어를 익히는 것이 개발자에게는 훨

씬 쉽고 편하다. 좋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거대한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사용이 쉽고 효율적인 라이브러리 개발

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추상화라는 개념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접하는 친숙한 용어다. 객체 지

향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위주로 추상화하고 함수형 프래그래밍은  주로 동작을 

추상화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실제 프로그래밍 세계에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모

두 혼합되어 사용되므로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 새로운 추상화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프로그램 성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코

드를 작성하지 않는 많은 프로그래머에게 이 장점들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

다.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는 코드보다는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

을 직접 보여주는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코드는 관

리하기도 수월하고, 더 안정적이면서 에러 발생률도 낮춰준다. 

콜백이나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익명 내부 클래스들로 발생하는 코

드의 복잡성이나 가독성 문제 때문에 더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새로운 방

식은 개발자로 하여금 이벤트 처리 시스템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함수

를 넘기는 것을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할 때에만 초기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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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코드 작성01도 수월해진다.

자신의 라이브러리를 직접 관리하는 개발자들도 새롭게 추가된 컬렉션 함수들과 

기본 함수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더는 낡고 오래된 방식의 자바가 아닌 매

우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2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뜻이 될 수 있지만, 함수형 프로

그래밍의 핵심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불변성을 지닌 변수와 함수를 새로운 관점으

로 생각하는 데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해온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는 각각 그들의 언어에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게끔 유도해 왔다. 하지만 자바는 지금 이 시

점에서 자바 개발자들에게 어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은 조

금 이른 감이 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좋은 코드를 짜는 것이지 모든 코드를 

함수형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실용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고, 읽기 쉽고 유지보수도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알

아보겠다.

1.3  예제의 구성 방식

이 책에서 사용된 예제들은 음악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에 관한 

예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악 앨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예제들을 

사용한다. 예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01　 역자주_ 지연 초기화(Lazy Initializations)를 말하며 변수의 초기화를 유동적으로 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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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음악을 만든 개인이나 집단 

● name: 아티스트의 이름(예, “The Beatles”)

● members: 그룹을 구성하는 개별 아티스트들(예, “John Lennon”), 비어 있

을 수 있음

● origin: 그룹이 처음 결성된 곳(예, “Liverpool”)

Track 

음악 한 곡

● name: 트랙의 이름(예, “Yellow Submarine”)

Album 

여러 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하나의 음악 앨범

● name: 앨범의 제목(예, “Revolver”) 

● tracks: 트랙 목록

● musicians: 앨범을 위해 도움을 준 아티스트들

이러한 형태의 구성은 일반적인 사업이나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함수형 프로그래

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절한 예시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고 실제 IT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코드들과 유사하다. 



52장  람다식

2 | 람다식

자바 8의 가장 큰 변화는 람다식의 도입이다. 람다식을 짧게 설명하면, 간단한 방식

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람다식을 사용하려

면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코딩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2.1  첫 번째 람다식 만들기

스윙Swing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al user interfaces를 만드는 플랫폼 독

립적인 자바 라이브러리다. 스윙은 다른 GUI 라이브러리들처럼 사용자가 수행하

는 일을 알아내기 위한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보편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이

벤트 리스너는 사용자의 입력에 적절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동작을 수행한

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예제 2-1 익명의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여 버튼 클릭 시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

button.addActionListener(new ActionListener() {

 public void actionPerformed(ActionEvent event) {

  System.out.println("button clicked");

 }

});

이 예제에서 ActionListener 클래스의 구현을 담당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든다. 

이 인터페이스는 actionPerformed라는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는데, 이 메소드는 

사용자가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인스턴스로부터 호출된다. 익명 내부 

클래스Anonymous inner class가 바로 이 메소드를 구현하는데, 예제 2-1에서는 버튼이 

눌려졌다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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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예제 2-1에서는 코드가 데이터 그 자체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하

나의 동작을 수행하는 객체를 버튼에 할당한 것이다.

익명 내부 클래스는 코드를 데이터처럼 간단하게 넘겨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다. 이 내용을 구현하는 단 한 줄의 코

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용구 코드는 네 줄이나 된다. 이 관용구 코드를 회색으

로 칠한다면 예제 코드의 대부분은 회색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문제는 관용구만이 아니다. 이 예제 코드는 개발자의 의도가 불분명하여 

코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원하는 것은 객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동작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바 8에서는 이 예제 코드를 다음과 같이 람다식으

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제 2-2 람다식을 사용하여 버튼 클릭 시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

button.addActionListener(event -> System.out.println("button clicked"));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전달하는 대신에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함수처럼 생

긴 코드 블록을 전달한다. ‘event’는 파라미터의 이름이고, 익명 내부 클래스 예제

에서의 파라미터와 같다. ‘->’ 기호는 파라미터와 람다식을 분리하는 지시자로, 이 

람다식은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된다.

예제 2-2가 익명 내부 클래스를 사용한 예제 2-1과 또 다른 점은 이벤트를 정의하

는 방법이다. 예제 2-1에서는 ActionEvent와 같이 코드에 해당 타입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람다식을 활용한 예제에서는 어떠한 타입도 제공하지 않지만, 정상

적으로 컴파일된다. 내부적으로 자바 컴파일러는 코드의 흐름을 통해 event 변수

의 타입을 추론해서 해당 타입을 알아낸다. 예제 2-2에서는 addActionListener

를 통해서 추론하게 된다. 즉, 타입이 명백한 경우 굳이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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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이다. 이러한 타입 추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우선은 람다

식을 만드는 다른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람다 함수의 파라미터가 이전 방식보다는 관용구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정적으로 

작성해야 할 코드가 남아있다. 가독성과 친숙함을 위해 타입 선언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고, 가끔은 컴파일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2  람다 제대로 활용하기

예제 2-3을 통해 람다식을 만드는 몇 가지 기본적인 표현 방법을 알아보자.

예제 2-3 람다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Runnable noArguments = () -> System.out.println("Hello World");    ➊

ActionListener oneArgument = event -> System.out.println("button clicked");	➋

Runnable multiStatement =	()	->	{		 	 	 	 	 	 	 	 	 	 	 	 ➌

 System.out.print("Hello");

 System.out.println("World");

};

BinaryOperator<Long> add = (x, y) -> x + y;		 	 	 	 	 	 	 	 	 ➍

BinaryOperator<Long> addExplicit = (Long x, Long y) -> x + y;		 	 	 	 ➎

➊은 인자가 전혀 없는 람다식을 보여준다. ‘()’와 같이 비어 있는 소괄호를 사용하

여 인자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람다식은 Runnable 인터페이스(이것의 메소드는 

run이다)를 구현하는 하나의 함수로, 인자 없이 실행되고 반환 타입은 void다.

➋는 빈 괄호가 제거되고 하나의 인자를 가지는 람다식이다. 이는 예제 2-2에서 보

았던 코드와 같은 형식이다.

➌에서는 간단한 한 줄짜리 람다식을 사용하지 않고, 중괄호({})로 둘러싸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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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큰 코드 블록을 사용한다. 이 함수 블록은 일반 함수와 동일한 규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필요한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 예외를 블록 밖으로 던질 수도 있다. 물

론, 한 줄짜리 람다식에서도 중괄호로 람다식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해줄 수 있다.

람다식은 ➍와 같이 하나 이상의 인자를 가진 메소드를 표현할 수 있다. 람다식을 

어떻게 읽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이 코드는 두 숫자를 더하는 코드가 아니라 두 숫

자를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를 생성한다. 즉, add는 두 숫자를 더한 결과값을 가지는 

BianryOperator<Long> 타입의 변수가 아니라 두 수를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다.

람다식의 타입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론하지만, 때로는 타입을 직접 명시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 명시하려면 인자를 소괄호로 감싸주면 되고, 여러 개의 인자

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 안에 넣어야 한다. ➎에 이에 대한 예제를 보여준다.

  람다식 자체의 타입은 해당 람다식이 사용된 문맥에서의 타입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람다식에 설정된 지역 변수의 타입이나 람다식이 넘겨지는 함수 파라미터의 타입이 된다.

람다식의 타입은 코드의 맥락에 따라 결정되고, 컴파일러에 의해 추론된다. 이러한 

타입 표현법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제 2-4와 같이 자바에서 일반적인 배

열의 초기화 방식을 보면 코드의 맥락에 따라 타입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null이 있다. null은 실제로 어떤 값을 할당하는 시점에 null이 어

떤 타입인지를 알 수 있다.

예제 2-4 문맥에 따라 타입이 추론되는 코드

final String[] array = { "hello", "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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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값의 사용 

익명 내부 클래스를 사용할 때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에서 메소드 밖의 변수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처리하려면 예제 2-5와 

같이 변수를 final로 만들어야 한다. 변수를 final로 만든다는 것은 이 변수에 값

을 다시 재할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이 변수에는 이미 특정 값이 할당되어 있

다는 뜻이므로 이를 항상 인지하면서 final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예제 2-5 익명 내부 클래스에 의해 캡쳐된 final 지역 변수 

final String name = getUserName();

button.addActionListener(new ActionListener() {

 public void actionPerformed(ActionEvent event) {

  System.out.println("hi " + name);

 }

});

자바 8에서는 이러한 제약 사항이 다소 줄어들어서 final이 아닌 변수를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변수들은 여전히 final과 같다. 변수를 final로 선언하

지는 않았지만, 해당 변수가 람다식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변수는 내부적으로 

final 변수로 바뀐다. 변수를 final이 아닌 변수처럼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final 변수가 되다 보니 그 변수에는 오직 한 번만 값을 할당할 수 있

다.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는 람다식이 변수를 캡쳐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캡쳐하기 

때문이다. 예제 2-6을 살펴보면 name 변수가 final 변수로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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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6 익명 내부 클래스에 의해 실질적으로 final 변수로 인식되는 코드

String name = getUserName();

button.addActionListener(event -> System.out.println("hi " + name));

final 키워드는 코드를 난잡하게도 하므로 이 키워드가 삭제되어야 코드가 더 읽

기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한 final 키워드는 코드를 더 쉽게 이해하

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final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발자

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변수에 여러 번 값을 할당하고, 이 변수를 람다식에 사용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

생한다. 예를 들어, 예제 2-7은 “local variables referenced from a lambda 

expression must be final or effectively final” 에러 메시지와 함께 컴파일

되지 않는다.

예제 2-7 실질적 final 변수의 잘못된 사용으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

String name = getUserName();

name = formatUserName(name);

button.addActionListener(event -> System.out.println("hi" + name));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떤 이들은 람다식을 ‘클로저closures’라고도 한다. 클로저는 해

당 상황에 따라 약간씩 의미가 달라진다. 여기서는 변수일 때를 예로 드는데, 아직 

어딘가에 할당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떤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구문 안에 

위치한 변수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는 final 변수와 같은 형태만 참조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래머 커뮤니티에서는 자바가 정말로 클로저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

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한다면, 클로저를 어떻게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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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상관없이 그것은 그냥 함수다.01 의미 없는 논쟁을 피하고자 이들을 ‘람다식’

이라고만 표현할 것이다. 어떻게 부르든지 람다식은 정적으로 분류된다고 이미 언

급했다. 이제 람다식 자체의 타입을 살펴보자. 이러한 타입들은 함수형 인터페이스

라고 한다. 

2.4  함수형 인터페이스

  함수형 인터페이스란 람다식의 타입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진 인터페

이스다.

자바의 모든 파라미터는 타입, 즉 자료형이 있다. 숫자 3을 인자로 메소드에 넘겨

준다면 파라미터는 int 형이 된다. 그렇다면 람다식의 타입은 무엇일까?

자바에는 하나의 메소드를 가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해당 메소드를 표현하고 

사용할 때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사용하는 패턴이 있다. 스윙 프로그래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예제 2-2 또한 이러한 패턴의 예로, 정확히 같은 방식이 람다식에 

사용된다. 이러한 종류의 인터페이스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 하며, 예제 2-8은 이

전 예제의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예제 2-8 ActionEvent를 받고 반환값이 없는 ActionListener 인터페이스 코드

public interface ActionListener extends EventListener {

 public void actionPerformed(ActionEvent event);

}

ActionListener는 하나의 추상 메소드인 actionPerformed를 가지는데, 이 메소

01　 역자주_ 원문은 “A closure by any other name will function all the same”인데, 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대사 “A ros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sweet”를 

인용한 것이다. 즉, 어찌 되었든 클로저는 결국 함수와 같은 동작을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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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하나의 인자를 받고 반환하지 않는다. actionPerformed는 인터페이스 안에 

정의되었기 때문에 추상화를 위한 abstract 키워드가 필요하지 않고, 아무런 메소

드도 가지지 않은 EventListener를 부모 인터페이스로 가진다.

이것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의 메소드가 어떻게 불리는지는 상관없

다. 호환되는 메소드 특징이 있다면 람다식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함수 선언 방식

이 다르지만 않다면 그 함수는 새로 작성할 람다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함수

형 인터페이스는 사용하려는 파라미터의 타입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코드의 목적

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가독성을 높여준다.

앞 예제의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ActionEvent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런 값도 반환하지 않지만(void 반환), 다른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질 수도 있고, 원하는 값을 반환할 수도 있다. 또한 제너릭

generic 형태, 즉 원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살펴볼 여러 종류의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다이어그램으로 설명

하겠다. 함수를 가리키는 화살표는 인자를 나타내며, 함수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는 

반환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ctionListener는 그림 2-1과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그림 2-1 ActionEvent가 들어가고 아무런 값도 반환하지 않는 ActionListener 인터페이스의 모습

앞으로 많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살펴본다. JDK의 핵심이 되는 함수형 인터페이

스가 표 2-1에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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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자바에서 중요한 함수형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이름 인자 반환 예제

Predicate<T> T boolean 이 앨범이 출시되었는가?

Consumer<T> T void 값 출력하기

Function<T,R> T R Artist 객체에서 이름 얻기

Supplier<T> None T factory 메소드

UnaryOperator<T> T T 논리 기호 not(!)

BinaryOperator<T> (T, T) T 두 수의 곱 (*)

지금까지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타입, 그리고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

로 파라미터의 타입을 추측하기도 하고 수동으로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타입을 직접 제공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을까? 

다음 절에서 타입 인터페이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5  타입 인터페이스

어떠한 타입을 가지는지를 직접 명시해야 하는 특정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코드

를 다른 개발자와 공유한다면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타입을 명시하는 편이 

좋다. 한편으로는 타입을 빼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기도 한

다. 처음에는 필자도 타입을 명시하는 것이 더 좋았지만, 나중에는 꼭 필요한 부분

에만 타입을 명시했다. 곧 살펴볼 몇 가지 규칙에 따라 타입 명시가 필요한지 아닌

지를 판단해 보자. 

사실 람다에서 사용하는 타입 추론은 자바 7에서 도입된 타입 추론의 확장이다. 자

바 7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컴파일러가 일반화된 인자를 추측하게 하는 다이아

몬드diamond 연산자(<>)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제 2-9를 보자. 

예제 2-9 변수의 타입 추측을 위한 다이아몬드 연산자 사용 코드

Map<String, Integer> oldWordCounts = new HashMap<String, Integer>();	 ➊

Map<String, Integer> diamondWordCounts = new HashMap<>();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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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ldWordCounts에는 생성자 호출 부분에 해당하는 일반적 타입을 명확하게 

해주었지만(➊), diamondWordCounts에는 다이아몬드 연산자만 사용하였다(➋). 

일반적 타입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컴파일러가 스스로 어떤 타입인지를 찾아낸다. 

완전 마법 같지 않은가!

물론 진짜 마법은 아니다. HashMap의 일반적 타입이 diamondWordCounts의 타입

으로 추론된다(➋). 하지만 여전히 변수가 일반적 타입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할 필

요가 있다.

생성자를 메소드 호출 구문에 직접 사용한다면 컴파일러는 메소드에 선언된 일반

적 타입으로 생성자의 타입을 추론한다. 예제 2-10은 다이아몬드 연산자를 사용한 

HashMap을 이미 일반적 타입이 선언된 함수에 넘기는 코드다.

예제 2-10 메소드로부터 타입을 추론하게 하는 다이아몬드 연산자

useHashmap(new HashMap<>());

…

private void useHashmap(Map<String, String> values);

자바 7에서 생성자를 위한 일반적 타입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자바 8에

서도 모든 람다식의 파라미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역시 마법은 아니

다. 자바 컴파일러는 람다식에 근접한 정보를 찾고 이 정보를 사용해서 타입을 찾

는다. 여전히 컴파일러는 타입을 검사하며, 내부적으로 적절한 타입을 적용하고 있

다. 단지 개발자가 일일이 명시해서 적을 필요가 없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타입 추

론의 동작 방식이다.

  자바 8에서 타입 추론이 개선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앞서 본 “new 

HashMap<>()”에 관한 예제 2-9는 타입 추론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있음에도 자바 7

에서 컴파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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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앞으로 볼 두 가지 예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변수를 직접 대입해 보겠다. 첫 번째로, 예제 2-11은 Integer가 5보

다 큰 수인지를 알려주는 람다식인데, 사실 이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

인해 주는 Predicate 함수다.

예제 2-11 타입 추론

Predicate<Integer> atLeast5 = x -> x > 5;

Predicate 또한 하나의 람다식이긴 하지만, 앞에서 보았던 예제의 ActionListener

와는 달리 반환값이 존재한다. 이 예제에서 수식 “x > 5”는 람다식의 몸체로 쓰이

고, 람다식의 반환값은 몸체에서 계산된 값이다. 

실제로 Predicate는 일반적 타입을 가지는 인터페이스로, 이 예제에서는 Integer

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특정 타입인 Integer로 선언된 Predicate 람다식은 오직 

Integer만을 받는다. 예제 2-12에서 반환값은 boolean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바 

컴파일러는 주어진 람다식이 boolean을 반환하는지 확인한다.

예제 2-12 객체로부터 boolean 값을 만드는 Predicate 인터페이스 코드 

public interface Predicate<T> {

 boolean test(T t);

}

그림 2-2 객체로부터 boolean 값을 만드는 Predicate 인터페이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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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약간은 복잡한 함수형 인터페이스인 BinaryOperator를 살펴보자. 

예제 2-13을 보면 이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하나의 값을 반환한다. 

이 세 가지 변수들은 모두 같은 타입으로, 예제에서 사용한 타입은 Long이다.

예제 2-13 더 복잡한 타입 인터페이스 예제

BinaryOperator<Long> addLongs = (x, y) -> x + y;

컴파일러의 타입 추론은 꽤 정확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올바른 타입

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

기는지 보자. 예제 2-13의 코드에서 타입 정보를 지우면 예제 2-14와 같은 코드가 

된다.

예제 2-14 일반적 타입이 명시되지 않아서 컴파일되지 않는 코드

BinaryOperator add = (x, y) -> x + y;

이 코드는 “Operator ‘&#x002B;’ cannot be applied to java.lang.Object, 

java.lang.Object.”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다.

복잡해 보인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고 왜 저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것일

까? BinaryOperator는 일반적 타입의 인자를 가진 함수형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기

억해 보자. 이 인자는 두 개의 인자인 x, y의 타입뿐만 아니라 반환값의 타입으로 

사용된다. 예제 코드에서 사용할 변수에 어떠한 일반적 타입도 명시해 주지 않았는

데, 이렇게 되면 자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입으로 추론된다. 결과적으로 컴파일

러는 인자들과 반환값이 java.lang.Object의 인스턴스라고 잘못 생각한다.

타입 추론과 메소드 오버로딩과의 작용에 대해서는 “4.3 오버로드 해결 방법”에서 

다시 살펴본다. 그전까지는 더 깊숙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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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핵심 포인트

● 람다식은 데이터처럼 넘기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 없는 메소드다.

● 람다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다.

BinaryOperator<Integer>	add	=	(x,	y)	→	x	+	y

●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람다식의 타입처럼 사용되는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

진 인터페이스다.

2.7  연습 문제

각 장의 마지막에는 해당 장에서 배운 것들과 새로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

게 해주는 다양한 연습문제가 있다. 연습문제의 답은 GitHub02에 있다.

1. 함수형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문제들

예제 2-15 함수형 인터페이스

public interface Function<T, R> {

 R apply(T t);

}

①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라.

②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떠한 종류의 람다식을 해당 함수형 인터페이스

에 사용해야 하는가?

③ 다음 람다식 중에 Function<Long,Long>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x -> x + 1;

02　 https://github.com/RichardWarburton/java-8-lambdas-exercises 

https://github.com/RichardWarburton/java-8-lambdas-exercises
https://github.com/RichardWarburton/java-8-lambdas-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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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 x + 1;

x -> x == 1;

2. ThreadLocal 람다 표현식: 자바는 현재 스레드에서 마치 컨테이너처럼 동

작하면서 지역성을 가진  ThreadLocal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 자바 8에는 

ThreadLocal 클래스에 람다식을 넘겨 줄 수 있는 새로운 팩토리 메소드가 추가

되었는데, 이는 추가적인 클래스 구현 없이도 새로운 ThreadLocal 객체를 만들 

수 있게 한다.

 ① Javadoc 또는 IDE에서 해당 메소드를 찾아보라.

 ②  DateFormatter는 스레드 안전하지 않은 클래스다. 생성자를 사용하여 스

레드 안정성을 가지는 DateFormatter 인스턴스를 만들고, “01-Jan-1970”

과 같은 날짜를 출력해 보라.

3. 타입 추론 규칙: 다음은 함수에 사용된 람다식의 예제다. 자바 컴파일러가 이 람

다식들의 인자 타입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가? 즉, 다음 코드는 문제없이 컴파

일될까?

 ① Runnable helloWorld = () -> System.out.println(“hello world”);

 ② ActionListener로 사용되는 람다식

JButton button = new JButton();

button.addActionListener(event ->

System.out.println(event.getActionCommand()));

 ③ 오버로딩된 다음 두 메소드에서 check(x -> x > 5)를 추론할 수 있는가? 

interface IntPredunction {

 boolean test(Integer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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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ean test(Predicate<Integer> predicate);

Boolean test(IntPred predicate);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바 문서에서 메소드 인자 타입을 살펴보거나 IDE에서 사용 

가능한 오버로딩 형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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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트림

자바 8은 더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도입했

다. 이들 중에 핵심은 새롭게 추가된 코어 라이브러리들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들

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가장 중요한 코어 라이브러리들에 생긴 변화는 대체로 

컬렉션 API에 집중되어 있고, 추가로 ‘스트림stream’이라는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더해졌다. 스트림은 고차원의 추상화 단계에서 컬렉션 처리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컬렉션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트림 인터페이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

해서 살펴보자.

3.1  외부 반복과 내부 반복

  3장뿐만 아니라 책의 다른 부분에 사용되는 많은 예제는 “1.3 예제의 구성 방식”에서 소

개한 도메인 클래스를 사용한다.

컬렉션을 가지고 코딩할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은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돌면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런던 출신 음악가의 수를 구하려면 

예제 3-1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예제 3-1 for 문을 사용하여 런던 출신 음악가의 수를 구하는 코드  

int count = 0;

for (Artist artist : allArtists) {

 if (artist.isFrom("London")) {

  count++;

 }

}



213장  스트림

직관적이고 간단한 코드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컬렉션 데이터를 반복

할 때마다 많은 양의 관용구 코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for 문

이 병렬 처리되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코드에 산재하여 있는 

수많은 for 문을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각 for 문을 일일이 바꿔야 하는 점도 매우 

번거롭다. 마지막으로, 이 예제 코드는 개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다. 반복문의 첫 문장은 반복문을 시작한다는 것만 보여줄 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는 그 안의 코드를 일일이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반복문은 별다른 문

제가 되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이 길거나 반복문이 겹겹이 사용되는 등의 거대한 

코드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

for 문을 살펴보면 반복문을 감싸주고 숨겨주는 괜찮은 표현이 있다. 이 표현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iterator 메소드를 호출하여 

반복 수행을 위한 Iterator 객체를 만드는데, 이를 외부 반복External Iteration이라고 

부른다. 그다음 Iterator 객체의 메소드인 hasNext와 next를 호출하면서 반복을 

수행한다. 예제 3-2는 조금 더 확장한 버전의 코드고, 그림 3-1은 메소드들의 수

행 순서다.

예제 3-2 iterator를 사용한 반복문 코드

int count = 0;

Iterator<Artist> iterator = allArtists.iterator();

while(iterator.hasNext()) {

 Artist artist = iterator.next();

 if (artist.isFrom("London")) {

  cou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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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외부 반복법의 메소드 수행 순서

예제 3-1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작성했으나 외부 반복 역시 단점이 있다. 첫째, 

외부 반복은 서로 다른 방식의 동작들을 한데 묶어서 추상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추상화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살펴본다. 또한, 이 방식은 코드가 자연스

럽게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결국 for 문에서 하던 형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예제 3-3과 같은 내부 반복Internal Iteration이 있다. 우선 알

아야 할 것은 앞의 예제에서 iterator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stream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문을 제어하기 위해 Iterator 객체를 만

들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와 동등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Stream을 사용한다.  

예제 3-3 내부 반복을 사용하여 런던 출신 음악가의 인원수를 구하는 코드

long count = allArtists.stream()

         .filter(artist -> artist.isFrom("London"))

         .count();

그림 3-2는 내부 반복에 따른 메소드 흐름이다. 그림 3-1과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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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내부 반복의 메소드 수행 순서

  스트림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복잡한 연산을 더욱 간결한 방법으로 컬렉션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앞에서 본 예제를 간단한 두 동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런던 출신의 모든 음악가 찾기(filter)

● 찾은 음악가의 수 구하기(count)

이 두 동작은 각각 Stream 인터페이스의 메소드에 대응된다. 런던 출신 음악가를 

찾기 위해서 filter 메소드를 통해 Stream을 필터링하는데, 여기서 필터링은 “조

건에 맞는 경우일 때만 계속 진행함”이라는 뜻이다. ‘조건’이란 함수 안의 구현부

에 정의되고, 음악가가 런던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참(true, 1) 또는 거짓(false, 

0)이 반환된다. count 메소드는 주어진 Stream에 존재하는 객체의 개수를 반환

한다. 이 예제는 스트림 API를 사용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연습이므로 

Collection 안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그것을 단지 읽고 사용할 수 있는 스트

림 API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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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 것일까?

예제 3-2는 필터링과 카운팅의 간단한 연산으로 나누어져 있다. 반복문 알고리즘

에 정통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for 문이 사용된 예제 3-1과 비교하여 예제 3-2는 

성능면에서 좋지 않은 코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훌륭하

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때문에 리스트 반복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진다.

자바에서 메소드가 호출되면 일반적으로는 바로 확인 가능한 동작을 수행한다. 예

를 들어, “System.out.println(“Hello World”);”와 같이 터미널로 메시지를 

출력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하지만 Stream의 메소드들은 조금 다르게 동작하기도 

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자바 메소드처럼 새로 생성한 컬렉션을 결과로 반환할 수도 

있지만, 반환되는 Stream 객체가 새로운 컬렉션이 아닌 기존 컬렉션의 부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즉, 새로운 컬렉션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예제 3-4

의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곧 이에 대하여 설명한다. 

예제 3-4 컬렉팅 단계 없이 필터링만 하는 예제

allArtists.stream()

  .filter(artist -> artist.isFrom("London"));

사실 이 코드가 수행하는 일은 많지 않다. filter 구문은 단지 Stream에 사용될 표

현을 만들 뿐 무조건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filter와 같은 Stream 표현

을 완성하는 메소드들은 지연적lazy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지연적 

방식은 변수를 생성해서 바로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해당 코드가 사용될 때 메모

리에 올린다. count와 같은 함수들은 Stream 처리 후 최종값을 만드는 데 사용되

는데, 이러한 방식을 즉각적eager 방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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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filter 구문 안에 println 구문을 추가하여 음

악가의 이름을 출력해 보는 것이다. 예제 3-5는 예제 3-4에 출력을 추가한 버전으

로, 이를 실행하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다.

예제 3-5 지연 수행 때문에 출력되지 않는 코드

allArtists.stream()

  .filter(artist -> {

   System.out.println(artist.getName());

   return artist.isFrom("London");

  });

같은 출력문을 예제 3-3의 종료 처리를 하는 count와 같은 메소드를 가진 스트림

에 추가한다면 음악가의 이름이 출력된다. 예제 3-6은 예제 3-3에 출력문을 추가

하여 이름이 터미널에 출력되는 코드다.

예제 3-6 음악가 이름이 출력되는 코드

long count = allArtists.stream()

      .filter(artist -> {

      System.out.println(artist.getName());

      return artist.isFrom("London");

     })

     .count();

비틀스의 구성원을 리스트로 가진 상황에서 예제 3-6을 실행하면 예제 3-7과 같

은 결과가 출력된다.

예제 3-7 비틀스 구성원들의 이름이 출력되는 결과

John Lennon

Paul McCartney

George Harrison

Ringo St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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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이 즉각적인지 지연적인지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쉽다. 해당 메소드가 무엇을 

반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Stream을 반환한다면 지연적 연산이고, 다른 값이나 

비어 있는 값(void)을 반환하면 즉각적 연산이다. 일반적으로 지연적 연산들은 순서

대로 이루어질 여러 개의 지연 연산이 연결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

는 즉각적 연산이 수행된다. 앞에서 본 카운팅 예제는 이러한 연산들이 함께 동작

하는 아주 간단한 예다.

이러한 접근은 빌더 패턴과 약간 비슷하다. 빌더 패턴에서는 속성이나 변경 사항을 

설정하는 일련의 함수들을 순차적으로 호출한 다음, 마지막으로 build 메소드를 

호출하여 처리한다. 해당 객체는 마지막 build가 수행될 때까지 생성되지 않는다

는 점이 빌더 패턴01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왜 즉각적, 지연적 방식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어떤 결

과값이나 연산들이 더 필요한지 추가로 알아낼 때까지 연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최종값을 만들어내는 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예로 10보다 큰 숫

자를 가진 첫 번째 요소를 찾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모

든 엘리먼트를 일일이 검토할 필요는 없다. 오직 첫 번째 요소만 알아내면 된다. 

즉, 컬렉션에 수행될 많은 수의 다양한 연산을 한데 묶은 후 한 번만 반복하여 처리

하면 된다.

3.3  자주 사용하는 스트림 명령들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Stream 연산의 특징과 기능을 알아보자. 여기에

서는 몇 가지 중요한 예제만을 살펴볼 것이므로 나머지 새로운 API들은 Javadoc

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01　 역자주_ 빌더 패턴(Builder Pattern)은 복합 객체의 생성 과정과 표현 방법을 분리하여 같은 생성 절차에서 

서로 다른 표현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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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collect(toList( ))

  collect(toList())는 스트림의 값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반환하는 즉각적 연산이다. 

스트림 안에서 처리될 값들은 처음에 주어진 값들을 이용하고, 최종값은 여러 스트

림 함수의 순차적인 실행으로 만들어진다. collect는 동작 방식이 간단하지만, 아

주 유용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가진 생성 함수다. collec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알아본다.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자.

List<String> collected = Stream.of("a", "b", "c")	 	 	 	 	 ➊

         .collect(Collectors.toList());	 	 ➋

assertEquals(Arrays.asList("a", "b", "c"), collected);			 	 	 ➌

이 예제는 Stream에서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collect(toList())

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스트림 함수는 바로 수행되지 않는 지연 방식으로 동

작한다. 이러한 함수에서 최종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연결된 함

수들의 가장 마지막에서 collect와 같은 즉각적 연산을 수행하는 메소드를 사용해

야 한다. 

이 예제는 이번 절에 있는 다른 모든 예제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예제 

코드는 List(➊)에서 Stream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후에 리스트를 채워주

는 함수가 뒤따라 온다(➋). 마지막으로, 리스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

는 코드가 있다(➌).

Stream을 여는 함수와 collect를 닫는 함수 또는 다른 함수로 넘기면서 스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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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 함수를 bun 메소드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스트림 내용

을 채워주지는 않고, 연산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02

3.3.2  map

  어떤 타입의 값을 다른 형태로 변환할 때는 map 메소드를 사용한다. map 메소드는 스트

림의 값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새로운 값을 가진 스트림으로 만든다.

map과 같은 기능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 리스트에 있는 모든 문자열을 

전부 대문자로 바꾸는 코드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자. 반복문으로 문자열의 모든 

값을 돌면서 각각에 toUppercase를 호출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낸 대문자 문자

열을 새로운 List에 넣는다. 예제 3-8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한 코드다.

예제 3-8 for 문을 사용하여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꾸는 코드

List<String> collected = new ArrayList<>();

for (String string : asList("a", "b", "hello")) {

 String uppercaseString = string.toUpperCase();

 collected.add(uppercaseString);

}

assertEquals(asList("A", "B", "HELLO"), collected);

map은 Stream 연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메소드 중 하나다. 그림 3-3을 보면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변환

을 하려면 예제 3-8과 같이 for 문을 사용했다. 예제 3-9는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

꾸는 코드를 스트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02　역자 주_ 원문은 햄버거의 내용물과 햄버거 빵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비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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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map 연산

예제 3-9 map을 사용하여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꾸는 코드 

List<String> collected = Stream.of("a", "b", "hello")

         .map(string -> string.toUpperCase())		 ➊

         .collect(toList());

assertEquals(asList("A", "B", "HELLO"), collected);

map 안에서 수행되는 람다식(➊)은 인자로 String 타입을 받아서 처리한 후 결과도 

String 타입을 반환한다. 인자와 반환값이 모두 같은 타입일 필요는 없지만, 구문

에 사용된 람다식은 Function 인스턴스여야만 한다. 그림 3-4는 하나의 인자를 가

지는 일반적인 함수형 인터페이스의 구조다.

그림 3-4 Function 인터페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