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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조함” 내가 C++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이 단어보다 내 심경을 잘 표현해주

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프로그래머 적대적인 개발일정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

사항들은 나의 퇴근시간을 한없이 뒤로 미루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압박했던 

것은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그 어느 누구도 100% 확신해서 제대로 동작한다고 

보증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발 신입 때는 잘 모르고 짠 프로그램이 사고는 

치지 않을 지 하는 걱정에,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난 뒤에는 내가 짠 핵심 코드

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지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날은 샐 수 없었다. 

  “당신이 짠 프로그램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당신은 탑승할 수 있는가?” 

현업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떠도는 질문이다. 물론 면접관이 물어본다면 자신있게 

“예!” 라고 대답하겠지만 나의 솔직한 대답은 자신있게 “아니오!”다. 하늘 한가운데

서 파란화면이 뜨면서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을 정지합니다(오

류 번호: 123.)”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야생에 홀로 

버려진 아기처럼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언어 안에서 프로그래머는 반드시 사고를 

치기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사고를 치고 나서도 프로그래머가 어디서 사고를 쳤는지 끝까지 모

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 근무하던 중 나에게로 온 버그 리포트 메일이 한 

통 왔다. 

  “현철님, 15분 정도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가끔‟ 죽습니다.” 

디버깅을 위해 디버거를 붙여놓으면 몇 시간을 수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반

드시 아무런 디버깅 툴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해야 정말 „가끔‟ 프로그램이 죽었다. 나에게 남겨진 단서는 죽어버린 프로

그램이 남긴 call stack뿐… 그 때부터 나는 탐정이 되어야 하고 의사가 되어야 한

다. 증상과 단서들을 종이에 주욱 적어 내려가고 하나하나 테스트해 가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나간다. MRI 촬영으로 전신을 스캔한 사진을 들고 있는데 이 병인가? 

저 병인가? 하면서 이 약 저 약 다 넣어보는 꼴이다. 보통 마지막에 문제점이 발견

된다면 내 자신에 대한 무한한 자책으로 끝나곤 했다. for loop를 하나 더 돌았다든

지, 배열 크기를 하나 적게 잡았다든지 하는 것이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

만 맨 눈으로 수만 줄의 코드를 보면서 어디서 만들어진 오류인지 한눈에 알아내기

란 도무지 „서울역에서 김씨 찾기‟였다. 

 

  나름 C++ 프로그래밍에 숙련되어가면서 나도 나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시작

했다.  “내가 불안한 부분에서는 무조건 ASSERT를 설치하자.”, “포인터가 필요 없

는 곳에서는 무조건 참조자를 활용하자.” 와 같은 자체적인 문법들을 세웠다. 즉. 

C++ 안에 또 나만의 언어를 만든 셈이다. 이러한 제한들은 나에게 내가 문제없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자기위안을 주었다. 나는 차차 C++은 효율적인 언어의 

궁극이라고 믿는 C++ 신도가 되어갔다. 그리고 C++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들은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C++ 언어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프로젝트의 크기가 커지면서 미지의 버그는 늘어만 갔고 디

버깅 시간은 갈수록 늘고 개발기간은 계속해서 뒤로 늦춰졌다. C++ 언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고 어떻게 해결, 혹은 완화할 수 있을까라는데 까지 생각이 

미쳤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논리를 전개해 나갈 “생각의 틀”이 부족했다. 

 

  이번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그 생각의 틀을 기초적이나마 갖출 수 있었고 그 생각을 이 글을 통해 정리해보고

자 한다.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 것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정리

가 먼저일 것이다. 그리고 나의 벗이자 원수인 C++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해

결하고자 했던 문제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그 극복을 위해 현재 프로그래밍 분야

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시도를 이야기해 볼 것이다. 



2. 본론 

 

 2-1. 본론: 계산 정의하기 

 

나는 언어의 적합성을 판단에 “프로그램이 옳게 동작하는가?(correctness)”를 두

기로 했다. “옳게” 라는 말이 얼핏 보기에는 참 간단한 문제로 보이지만, “프로그램

이 옳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자 하면 그에 맞는 직관적인 도구를 바로 제

시하기 힘들다. 계산 이론(Computation Theory)은 그 질문을 풀 수 있는 이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컴퓨터는 우리말로 계산(Compute)하는 기계, 즉 계산기이다. “계산기” 하면 사람

들은 보통 쌀집에서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두드리시는 커다란 계산기를 떠올

리는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 웹 서핑을 할 때에도, 게임을 할 때에도 컴퓨터 안에

서는 치열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존 매커시(John McCarthy, 이하 매커시)의 

논문, 『A Basis for a Mathematical Theory of Computation』은 계산 이론에 관

한 기초적인 표현 형식부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묘사하는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논문에서 매커시는 계산을 하나의 추상적인 함

수로 생각했다. Functional이란, function을 인자로 가질 수 있는 함수를 의미하고, 

computable functional은 어떤 basis function F의 일련의 재귀적인 조합으로 만들

어지는 기계에서 수행 가능한 집합 F의 class을 의미한다. 이 Computable 

Functional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목표의 구체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논

문은 먼저 기본적인 논리 요소인 TRUE 혹은 FALSE로부터 간단한 성질을 설명하

고, 재귀적으로 그 성질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간다. 이 Formalism의 핵심은 

Functional이기 때문에 재귀적인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Formalism으로 전

반부 후기에는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 또한 정의할 수 있었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컴퓨터는 자료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라는 컴퓨터의 추상적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

았다. 앞의 말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컴퓨터는 자료를 어떤 정보로 매핑

해주는 함수”가 아닌가. 

 

Philip Wadler의 논문 『Proofs are Programs』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결국 

논리의 증명 체계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Gentzen과 Church의 연구 내용을 소

개한 뒤 이 둘이 같음을 보여준다. 처음으로 Philip은 Gentzen의 연역적 논리 증명

을 소개한다. Propositional Logic을 premise와 conclusion으로 나누고 어떤 결론

을 roundabout proof를 통해 몇 가지 규칙 만으로 인간의 직관과 통찰 없이 기계

적으로 풀 수 있음을 보였다. 결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당한 premise들을 타고 일



종의 axiom이 나올 때까지 tree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Philip은 Church의 lambda calculus을 소개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가질 수 있고, 기계에 의해 계산 가능한 computable 

functional을 정의하고 또 그를 통해 계산을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Church는 여기에 인자의 type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typed lambda calculus 모

델을 만든다. 람다항 인자와 더불어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그 인자의 type을 

유추하는 과정을 더한 것이다. 

 

Howard가 Getzen가 제안한 논리식을 논리 규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단순화 시

켜나가는 과정과 Church의 typed lambda calculus에서 그 함수의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일치함을 보였다. 이 증명을 통해 논리적 증명은 프로그램을 통해 

증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프로그램 또한 몇 가지 기본

적인 규칙을 통해 우리의 프로그램이 맞고 틀림을 증명 가능하다는 것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증명에 기반을 둔 HP의 theorem prover에서나 상용 프로그

램의 오류를 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실제로 개발 중에 있다. 

 

우리가 과제로 사용하는 언어엔 ML도 이러한 과정 위에 탄생한 언어라 할 수 

있다. 처음 언어를 접했을 때 두 가지 나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 것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언어를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방식과 너무나 그 형태가 비슷했다는 

점이었다. 읽기 자료를 읽고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한 논리 

과정에 맞추어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ML은 

프로그래머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면 C++는 어떨까? 지금까지 설명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나는 C++를 

바라보려 한다. 과연 C++는 프로그래머가 쉽게 자신의 프로그램을 증명할 수 있

는 기반을 잘 마련해주는가? C++가 발전해 온 역사와 그 약점을 생각해보기로 했

다. 

 



2-2. 본론: C++의 역사와 그 한계 

 

C++의 역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읽기자료 『 The Development of C 

Language』에서 소개하는 C언어의 역사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C++는 C언어로

부터 파생된 만큼 문법적 측면으로나 그 동작 방식의 측면으로나 C언어와 많이 유

사하다. 따라서 C언어의 역사는 C++을 아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더 앞서 C언어는 BCPL이라는 언어로부터 파생되었다. BCPL은 Bell 연구소에 

있던 Multics라는 기계를 구동시키기 위해 1960년대 중반에 개발된 언어였다. 당

시에는 만들어져 있는 기계장치에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가 가장 큰 숙제였

다. 즉, “기계를 구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시대였던 것이다. 시스템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계의 동작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BCPL은 시초적인 언어였던 만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를 일부 해결한 것이 B언어이다. 대표적으로 BCPL 프로그래머는 다른 Object파일

에서 Procedure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lobal vector에 Procedure의 

Identifier를 일일이 명시적으로 등록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B언어에서는 컴파일에 

필요한 여러 파일들을 한번에 읽어오도록 하면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었

다. 이 방법은 이후에 각 파일 별로 compile한 뒤에 linker를 통한 link를 하는 방

식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B언어까지도 아직 type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struct, 

class와 같이 자유로운 사용자 정의 type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의 우리가 보기엔 

다소 생소해 보이지만, B언어는 모든 변수를 word단위의 cell로 보았다. 그리고 

floating point value의 연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word단위로 보는 특성 때문

에 byte단위로 addressing하는 pointer의 값에 접근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메모리

연산을 해야 했다. 

 

이러한 단점을 인지하고 일부 개선한 것이 NB(new B)이다. NB는 B언어에 type

을 도입하고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개념을 도입했다. 곧 C 언어가 나왔는데, 

C언어는 NB언어의 type과 array를 조금 더 다듬었다. bitwise연산과 논리 연산을 

구분했으며, 전처리기의 도입도 두드러졌다. C언어의 문법이 차차 다듬어지면서 

I/O routine의 분리 등 C언어의 portability 또한 증가했다. 비로소 UNIX를 제작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 때, 구조체 포인터로부터 멤버에 접근하는 -> 연산자가 

도입되었다. 

 

UNIX의 기반언어가 된 C는 고급 언어로 system programming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UNIX의 portability와 함께 빠르게 전파되어 나갔다. 이후에 여러 종류의 



컴파일러들이 난립했는데, 이는 또 한편으로는 C언어 문법의 표준화가 시급함을 알

리는 신호였다. 같은 C언어 프로그램이 machine이 다른 경우 다른 컴파일러에서 

컴파일러를 해야 하는데, 문법이 컴파일러마다 적용하는 다르다면 매번 코드를 재

수정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코드관리 시스템이 잘 갖

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통합개발환경도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 재

수정 과정은 C언어의 장점인 portability을 무용지물화 하는 요인이 되었다. 

 

표준화는 표준화 위원회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함수의 선언부에 인자를 명시하도

록 한 것 외에는 기존의 C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은 거의 바뀌지 않고 compiler를 

위한 몇가지 keyword만 추가되었다. 명확히 정의된 표준 속에서 각 compiler들은 

자신의 특정 사용자 계층을 위한 syntactic sugar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발전된 C에 객체지향과 template, 그리고 STL이 덧붙여져 C++가 탄생

하였다. 사실 template은 STL의 container를 개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그 자

체만으로도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이 증명되었다. 강력한 도구를 

갖춘 C++는 한동안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가장 주류의 언어로 자리매김했

었다. 하지만 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 아무리 열심히 C의 단점을 막아보려 해도, C

의 구조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 특히 이 곳 저 곳 돌아다

니는 포인터의 소멸 책임 문제와 병렬시스템을 다루는 구조의 취약점은 프로그래머

를 오류의 세계로 내몬다는 C++의 악명을 드높이기에 충분했다. 

 

포인터는 C/C++언어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데이터가 저장

된 메모리 주소를 다루는 행위를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게 되면서 프로그래머는 스

스로 보다 세밀한 최적화를 할 수 있으며, 코드의 여러 부분에서 한 객체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Programming Language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생각해보

면, 포인터는 environment를 프로그래머가 동적으로 규칙 없이 변경해나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르게 말해서, 컴파일러가 메모리 관리에 있어 프로그래머

를 도와줄 여지를 상당히 빼앗아간다는 것이다. 포인터가 없는 C언어를 상상해보자. 

Environment는 procedure call에 의해서만 바뀐다. 따라서 procedure call과 

return시의 메모리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이는 충분히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생성

해 줄 수 있는 처리문이다. 하지만, Heap으로부터 마음대로 공간을 할당 받아 포인

터에 그 주소를 저장하는 구문이 생기면, 컴파일러는 그 procedure가 return할 때 

그 공간을 반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결국 

C++는 그 관리를 프로그래머의 손에 맡겨버렸다.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잘못된 

C++ 포인터 관리는 신입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며, 경력 프로그

래머마저도 잦은 빈도로 실수하곤 하는 부분이다. 



많은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Reference Counting을 하는 스마트 포인터이다. 최대한 기존 포

인터의 동작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래머가 객체 생성 및 소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

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를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짐에 따

라 C++는 메모리 누수를 유도하는 언어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벗었다. C언어에서

는 가능하지만 C++에서 불가능한 유일한 것이 “Segmentation fault”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언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만큼, 일정

만큼의 overhead는 언제나 존재하고, 순환 참조 등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구현복잡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실행중인 DLL 사이에 이

동하는 포인터 값은 일명 “시한 폭탄”으로 불리며 프로그래머가 여전히 기존 포인

터를 다룰 때와 같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병렬성(Concurrency)를 잘 기술하기 위한 방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ML을 개발

한 Robin Milner 조차도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병렬적인 처리를 기술하기 위

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고 하니,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기능을 추가해온 C++

가 그런 기능을 충분히 커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병렬성 처리에 있어서 

C++는 system call에 의존해 OS가 lock을 잘 잡아주고, 프로그래머가 그 lock을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 여러 프로그래머가 작업하는 프로젝트에서 lock을 안전하게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여러 쓰레드를 돌려야 하는 프로그

램 부분은 되도록이면 한 명에게 맡기려고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확장되어 왔고 또 실수할 함정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C++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검사하는 일은 쉬운 일일까? 나의 대답은 “아니

오” 이다. 앞에서 말했던 최적화 과정에서 컴파일러가 포인터 때문에 겪는 문제는 

신뢰도 검사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간단한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알고 싶더

라도 environment에 mapping하고 있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함수 호출 전과 후의 

모든 메모리 영역을 비교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함

수 안에서 heap memory를 할당 받고, 반환하지 않고 return하는 명백한 memory 

leak의 case도 잡아낼 수 없다. 물론 경험적인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검사하는 기능

을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계는 명백해 보인다. 

 



3. 결론 

   

BCPL, B언어, C언어, 그리고 C++. 그 동안 많은 개선이 있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C++가 프로그래머의 지옥으로, 기피대상으로 간주되는 원인들은 어찌 보

면 무책임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역사로는 어쩔 수 없었던 필연이라 생

각된다.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고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

떤 것이든 일단 한 번 정해지고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되면 그것을 바꾸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인습의 폐해는 유명한 예로 QWERTY 키보드를 들 수 있다. 

타자기의 jam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QWERTY 배열은, 더 

이상 jam이 있을 리 없는 keyboard에도 적용되어 아직까지도 우리의 영어 타자를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써왔단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써온 것이

다.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교

육시키기란 꽤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Compatibility라는 굴레 아래 C

언어는 이전 언어의 비효율적인 문법을 계속해서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앞으로 이 짐을 계속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

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C++ 신봉자였다. 하지만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또 에세

이를 쓰면서 나의 생각 또한 조금씩 바뀌어 갔다.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자신

이 처한 환경을 개선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더 나은 언어의 등장과 그 언어로의 이

동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기계와 이야기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영역에서조차

도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올바른 동작의 가능한 새로운 언어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다. 심지어 언젠가는 그런 상위 언어에 맞게 동작하는 하드웨어가 설계될 지도 

모를 일이다. 

 

 변화의 바람을 앞에 두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접해

봐야 한다. 돌이켜 보면 태어나서 처음 배운 언어를 마치 모국어처럼 집착을 하고, 

새 언어를 배우는 일이 무서웠었던 같기도 하다. 하지만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급격해 질 것이다. C언어가 개발되고도 실행속도라는 맹점 아래 

어셈블리어 코딩을 고집하다 도태되어가던 과거 프로그래머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오히려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테스트 환경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금이 우

리가 앞장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