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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1 “람다 계산기”

람다식(Lambda Expression) L는 다음의 꼴로 정의되는 식이다:

L ::= x 변수식

| (λ x L) 함수식

| (L L) 적용식

이 숙제에서는 다음의 특별한 두 조건을 만족하는 람다식만 다룬다:

• 주어진 람다식에 있는 모든 함수식 (λ x L)에 사용되는 인자이름 x는 모

두 다르다. 즉,

((λ x x)(λ x x))

는 아니고

((λ x x)(λ y y))

가 우리가 다룰 람다식이다.

• 주어진 람다식에서 모든 변수식 x는 그 이름을 인자로 하는 함수식 내부

에서만 사용된다. 즉,

((λ x (x y))(λ y y))

는 아니다; 첫번째 y는 y를 인자로 하는 함수식 내부에 있지 않다. 아래

는 우리가 다룰 람다식이다:

(λ x (λ y(x y)))

식 (x y)에 있는 변수 x와 y는 모두 그들을 인자로 하는 함수식 내부에 있

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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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식 L의 계산은 식 안에 있는 뭔가를 바꾸는 작업을 반복한다, 더 이상

바꿀 것이 없을 때까지. 바꿀 대상은, L안을 깊이우선순위로 훑으면서(depth-

first-traversal) 처음 만나는 다음과 같은 꼴

((λ x L2) L1)

이 있으면 그 부분을

{x 7→ L1}L2

으로 바꾸어준다. {x 7→ L1}L2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x 7→ L1}x = L1

{x 7→ L1}y = y if x 6= y

{x 7→ L1}(λ y L) = (λ y ({x 7→ L1}L))

{x 7→ L1}(L L′) = (({x 7→ L1}L) ({x 7→ L1}L′))

다음타입에맞는모듈을구현하라. 함수 reduce는람다식을계산하는함수이

고, pp는 “pretty-printer”.:

module type LAM =

sig

type lam = Var of string | Lam of string * lam | App of lam * lam

val reduce: lam -> lam

val pp: lam -> uni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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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2 “드브루인 계산기”

We can express λ-expressions without using variables. We can replace each

variable by a non-negative integer (called “deBruijn index”) that is the number

of enclosing λ’s to the one that use the variable as its parameter. For example,

(λ x (x (λ y(x y)))) becomes (λ (0 (λ (1 0))))

Such deBuijn expression has the following syntax

D ::= n deBruijn index

| (λ D)

|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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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se we define the above-explained reduction for deBruijn expressions as:

In depth-first-order find ((λD1) D2) and replace it by {0 7→ D2}D1

Define the substitution operation {0 7→ D2}D1 and implement a module of the

following type:

module type DEBRU =

sig

type debru = N of int | L of debru | A of debru * debru

val reduce: debru -> debru

val pp: debru -> uni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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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3 “번역기 모듈함수”

람다식과 드브루인식은 서로 번역가능하다. 그 번역은 당연히, 같은 결과

를내는식으로변환하는것이되야한다. 아래의모듈함수 Trans를정의하라:

module type TRANS =

sig

type lam = Var of string | Lam of string * lam | App of lam * lam

type debru = N of int | L of debru | A of debru * debru

val transl2d: lam -> debru

val transd2l: debru -> lam

end

module Trans (Lam: LAM) (Debru: DEBRU) : TRANS with ... =

struct

...

end

다음이 항상 만족되야 한다: 모듈 T가 Trans에 의해서

module T = Trans (Lam) (Debru)

방식으로 만들어 졌다면,

∀lexp:Lam.lam 과 ∀dexp:Debru.deb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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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Debru.reduce (T.transl2d lexp) = T.transl2d (Lam.reduce lexp)

Debru.reduce dexp = T.transl2d (Lam.reduce (T.transd2l dexp))

이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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