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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두 가지 대표적인 다단계 언어인 Lisp과 MetaML의 차이를 설명한다. 실행 의미적으로 두 언어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하고, 그러한 차이가 단계 풀기 변환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인다. 마지막으로 두 
언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기원 및 각 언어의 응용에 대해 논한다.

1. 서  론

  다단계 프로그램은 실행 중에 코드를 생성하고, 합치
고, 또한, 그 코드를 다시 실행시킬 수 있는 등 코드가 
일반적인 값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다단계 프로
그램은 “필요한 만큼만 실행하기”(partial evaluation), 
“실행 중 코드 생성”(runtime code generation) 등 여
러 응용 분야를 가진다.
  널리 쓰이는 다단계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
다. Lisp[1,2]과 MetaML[3]이 그것이다. 물론 이 언어 이
외의 다른 언어에서도 다단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목적의 
다양한 다단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로는 위
의 두 가지 언어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다단계 언어의 차
이를 설명한다. 먼저, 실행 의미적으로 두 언어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하고, 그러한 차이가 단계 풀기 변
환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인다. 마지막으로, 두 언어
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온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
한다. 이를 통해, 각 언어의 쓰임새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실행 의미(semantics)적인 차이

  Lisp과 MetaML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변수가 연결(binding)되는 범위와 변수 치환(substitution) 
방법이 그것이다.
  두 언어의 첫 번째 큰 차이점은 변수의 연결 범위이
다. Lisp에서는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인 변수 간의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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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지 않는데 반해, MetaML에서는 서로 다른 단계의 
변수 사이의 연결을 허용한다. (물론 두 언어 모두 같은 
단계의 변수 간의 연결은 허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람다 계산식(lambda calculus)을 살펴보자.

위 예제에서 위쪽은 Lisp의 계산법을 나타낸 것이고, 아
래쪽은 MetaML의 계산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Lisp(위쪽)
에서는 정의된 x와 사용된 x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함수에 0을 적용시켰을 때, 사용된 x에 0이 
치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에 반해, 
MetaML(아래쪽)에서는 두 x가 서로 바인딩 되어, 0이 적
용되었을 때, x에 0이 치환되어, 결과값이 box 0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변수 연결 범위에서 기인한 것이다.
  두 언어의 두 번째 큰 차이점은 변수 치환 방법이다. 
Lisp에서는 어딘가에 연결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
는 자유변수(free variable)가 함수에 적용되어 치환될 
때, 그 자유변수가 함수 내부에서 어딘가에 연결되는 것
을 허용한다. 이에 반해, MetaML에서는 그러한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유변수가 계속 자유롭게 남
아있도록 하기 위해, 자유변수를 함수에 적용하기 전에 
함수 내부에 이름이 같은 변수 선언이 있을 경우, 그 선
언된 변수의 이름을 미리 바꾸어 놓는다. Lisp의 변수 치
환 방법을 “연결을 허용하는 치환”(variable-capturing 
substitution)이라고 하고, MetaML의 변수 치환 방법을 
“연결을 피하는 치환”(capture-avoiding substitution)이
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람다 계산식을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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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제에서 위쪽은 Lisp의 계산법을 나타낸 것이고, 아
래쪽은 MetaML의 계산법을 나타낸 것이다. 두 예제 모
두 자유변수 x를 함수에 적용시킨다. 이 때, Lisp(위쪽)에
서는 자유변수 x가 y에 치환되는 도중 함수 내부에 미리 
선언되어 있던 x에 연결된다.  이에 반해, MetaML(아래
쪽)에서는 자유변수 x가 y에 치환되기 전에, 미리 함수 
내부의 선언된 x의 이름을 x'으로 바꾸고 치환을 진행한
다. 이에 따라, 자유변수 x는 치환 후에도 여전히 자유롭
게 남아있게 된다. 즉, MetaML에서는, Lisp과 다르게, 자
유변수가 실행 중에 다른 곳에서 연결될 수 없다.

3. 단계 풀기 변환에서의 차이

  두 언어의 차이는 각 언어의 단계 풀기 변환[4,5]을 통
해 좀 더 확연히 살펴볼 수 있다.

3.1 다단계 언어의 단계 풀기 변환

  다단계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계 풀기 변환이 
필요하다. 다단계 프로그램을 직접 컴파일하거나 분석하
는 것은 쉽지 않다. 프로그램 실행이 여러 단계에 걸쳐 
복잡하게 일어나고, 그 와중에 코드가 새롭게 생성되어 
이리저리 이동하는 까닭에 분석 복잡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분석 복잡도가 증가할 때마다 이를 
완화시키는 초벌 분석(pre-analysis)이 행해져 왔다. 
Fortran과 같이 포인터가 없는 언어에서 C와 같이 포인
터가 있는 언어를 분석함에 따라 포인터 분석이 고안되
었다. 또한 C++과 같이 클래스가 있는 언어를 분석함에 
따라 클래스 분석이 고안되었다. 다단계 언어의 초벌 분
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단계 풀기 변환이다.
  단계 풀기 변환은 프로그램에 복잡하게 숨어있는 여러 
단계에 걸친 계산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
다. 즉,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evaluation order)를 명확하
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
면, unbox 를 box 바깥으로 꺼내어 실행 순서를 명확하
게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과 같이 box 속의 unbox 식을 box 바깥으로 
꺼내어서 먼저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산이 끝나
면, 함수 적용을 통해 결과값이 다시 box 속으로 들어오
도록 하는 것이다.

3.2 Lisp의 단계 풀기 변환

  Lisp의 단계 풀기 변환[4]은 실행 순서를 명확히 하는 
것 이외에도 각 단계별 변수간의 연결을 명확히 드러내
는 것이 필요하다. 2장에서 논한 것과 같이, Lisp의 특성

인 1) 같은 단계 내의 변수 간의 연결은 보존하고 서로 
다른 단계의 변수 간의 연결은 막는 것과 2) 연결을 허
용하는 치환을 보존하는 것을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같은 단계에 속한 변수들끼리만 연결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변수들을 각 단계별로 나누어 
구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환경(environment)을 유지하고, 각 변수들이 자신의 단계
에 맞는 환경을 참조하도록 하면 된다. 즉, 같은 단계에 
속한 변수들이 같은 환경을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간
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
경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코드이다.
  요약하면, Lisp의 단계 풀기 변환에서는 각 단계별로 
선언된 변수들에 대해 자신의 범위(scope)에 속한 모든 
unbox 식에 자신의 환경을 레코드 형태로 넘겨주고, 
(unbox 식에만 정보를 넘겨주는 이유는 그 곳이 외부에
서 자유변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임), 
이와 동시에, 각 box 식은 외부에서 환경을 넘겨받는 식
으로 바꾸어준다. 이 때, 각 box 식 내부의 자유변수는 
레코드 참조형식으로 바꾸어준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
은 변환을 살펴보자.

box 속의 x는 다른 환경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언된 x에 연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
른 예로, 다음과 같은 변환을 살펴보자.

box 속의 x와 선언된 x가 레코드 를 통해 간접적

으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예제는 엄밀히 말하
면 올바른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예제의 간명성을 위해 
그렇게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3.3 MetaML의 단계 풀기 변환

  Lisp과 달리, MetaML의 단계 풀기 변환[5]은 실행 순서
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 족하다. 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MetaML의 특성인 1) 서로 다른 단계의 변수 간의 
연결을 허용하는 것과 2)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치환만
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람다 계산법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즉, MetaML에서 단계라는 개념만 제거하면, 
람다 계산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6]
  하지만,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추
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변수 간의 연
결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변환을 살펴보자.

원래 서로 연결되어 있던(좌측 상단) 두 x가 변환 과정에
서 서로 떨어지게 되는데(오른쪽), 일반적인 람다 계산법
에서는 unbox 식을 다시 box 속으로 집어넣는다 하더라
도 그 두 x가 다시 연결되지는 않는다(좌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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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 과정에서 변수 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맥 계산법(context calculus)[7]이 필요하다. 
원래 서로 연결되어 있던 두 x가 일단 한번 떨어지게 되
면, 일반적인 람다 계산법에서는 그 둘을 다시 연결시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람다 계산법에서는 “연
결을 허용하는 치환”을 지원하지 않는다.
  문맥 계산법은 람다 계산법을 확장한 것으로서, 람다 
계산법의 언어 요소이외에 추가적인 요소를 가지는데, 
바로 문맥 함수의 생성 및 적용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
어,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살펴보자.

왼쪽은 일반적인 함수의 적용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은 문맥 함수의 적용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 함수의 적
용(왼쪽)에서는 자유변수인 x가 치환될 때 내부의 선언된 
x의 이름이 변경된다. (이 예제에서는 y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두 개의 x는 결과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다. 이에 반해, 문맥 함수의 적용(오른쪽)에서는 자유변수 
x가 그대로 치환되어 내부의 선언된 x와 연결된다. 결국 
처음에는 떨어져 있던 두 x가 문맥 함수 적용을 통해 서
로 연결된다. 문맥 계산법은 이 두 가지 종류의 함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문맥 함수를 이용하면 단계 풀기 변환에서 실행 순서
를 명확히 드러내면서 발생했던 변수 간의 연결이 끊어
지는 것을 원래대로 복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그림과 같이 box 속의 unbox 식을 box 바깥으로 꺼
낸 후, 결과값을 다시 box 속으로 집어넣을 때, 일반 함
수의 적용이 아닌, 문맥 함수의 적용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끊어졌던 변수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복
구된다.

4. 고찰 및 결론

  Lisp과 MetaML은 다단계 언어의 중요한 두 가지 성질, 
“서로 다른 단계의 변수 간의 연결”과 “연결을 허용
하는 치환”, 중 하나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도록 언어를 디자인하는 것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MetaML의 변수 치환 방법은 변수의 
연결 방법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3]. 즉, 연결을 
피하는 치환 방법을 택한 것은 서로 다른 변수 간의 연
결을 허용한 것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
다. Lisp 역시, 연결을 허용하는 치환을 지원하면서 서로 
다른 단계의 변수 간의 연결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두 언어의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
고, 각각의 언어가 주로 사용될 영역에서 충분히 유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을 것이다.
  MetaML의“연결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치환”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단계 언어의 응용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MetaML에서는 자유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코드를 다른 
코드 블록 속에 집어넣으면서 자유 변수가 연결되는 상
황을 만들어 낼 수 없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분산 

환경에서의 실행(즉, 한 기계에서 생성된 코드를 다른 기
계로 옮겨서 실행)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기계에서 자유 
변수를 포함한 코드를 만들어서 그 코드를 다른 기계로 
옮겨 실행을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데, 
MetaML은 그러한 경우에 자연스럽게 동작하는 프로그램
을 작성하기 어렵다.
  다단계 언어가 더 높은 자유도 및 일반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단계의 변수 간의 연결을 허용
함과 동시에 연결을 허용하는 치환도 지원해야 할 것이
다. 그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실제적으
로 어떤 응용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환경에서 다단계 언어
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높은 자유도 및 
일반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Lisp과 
MetaML을 모두 포섭하는 다단계 언어를 디자인하고 관
련 성질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
서는, Lisp의 lift 연산이 자유변수가 있는 식까지 받아들
일 수 있게 한다면 MetaML의 “서로 다른 단계의 변수
끼리의 연결”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5. 참고문헌
[1] Steele, Jr., G.L.: Common LISP: the language (2nd 

ed.). Digital Press, Newton, MA, USA (1990)
[2] Kim, I.S., Yi, K., Calcagno, C.: A polymorphic modal 

type system for lisp-like multi-staged languages. In: 
Conference record of the 33rd ACM SIGPLAN-SIGACT 
symposium on Principles of programming languages. 
pp. 257--268. POPL '06, ACM, New York, NY, USA 
(2006)

[3] Taha, W., Sheard, T.: Multi-stage programming with 
explicit annotations. In: Proceedings of the 1997 ACM 
SIGPLAN symposium on Partial evaluation and 
semantics-based program manipulation. pp. 203--217. 
PEPM '97, ACM, New York, NY, USA (1997)

[4] Choi, W., Aktemur, B., Yi, K., Tatsuta, M.: Static 
analysis of multi-staged programs via unstaging 
translation. In: Proceedings of the 38th annual ACM 
SIGPLAN-SIGACT symposium on Principles of 
programming languages. pp. 81--92. POPL '11, ACM, 
New York, NY, USA (2011)

[5] Choi, J., Kang, J., Park, D., Yi, K.: Unstaging 
translation from metaml-like multi-staged calculus to 
context calculus. Tech. Rep. ROSAEC-2012-015, 
ROSAEC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 2012), 
http://rosaec.snu.ac.kr/publish/2012/techmemo/ROSAEC-
2012-015.pdf

[6] Inoue, J., Taha, W.: Reasoning about multi-stage 
programs. In: Proceedings of 2012 European 
Symposium on Programming. pp. 357--376. ESOP '12 
(2012)

[7] Hashimoto, M., Ohori, A.: A typed context calculus. 
Theor. Comput. Sci. 266(1-2),  1249--272 (Sep 2001)

2012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9, No.1(A)


	대표적인 두 가지 다단계 언어 Lisp과 MetaML간의 비교
	요약
	1. 서론
	2. 실행 의미(semantics)적인 차이
	3. 단계 풀기 변환에서의 차이
	4. 고찰 및 결론
	5.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