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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이번에 주어진 글들은 전과는 다르게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전에 

읽었던 대부분의 글들이 수학적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에 대한 설

명이었기에 복잡한 수학적 기호들로 인해 집중을 하고 읽어야 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어 읽

기에 수월했다. 이번 주어진 글들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디자인 할때의 조언들을 

구할 수 있었다. 

1. Beating the Averages

 이 글에는 Yahoo Store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관성을 역이용한 성공비결이 

담겨 있다. 저자가 그의 친구 Robert Morris와 함께 Yahoo Store에 사용된 

Viaweb 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들은 회사를 운영한 경험도 없고 

사람을 고용해본 경험도 없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Viaweb을 완성시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성공을 이룬데에 비결이 이 글에 

실려있다.

 그 비결은 바로 Viaweb을 개발하는데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었

다. 당시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한 언어들은 C와 같이 상당히 기계중

심적이었다. 그것으로 프로그래밍 하는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소프트웨어

의 개발 시간 또한 굉장히 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Viawev을 개발하는데에 

Lisp라는 언어를 사용한 것은 크나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었다. 



 Lisp를 사용하면 사람이 생각하는데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 소프트웨

어의 개발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또한 프로그래밍이 매우 쉬워져서 많

은 인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Viaweb을 개발하는데에 경쟁사들보

다 빠른 시간내에 개발하고, 비용도 적게 사용되어 Viaweb 사용자들에게 

값싸게 내어놓을 수 있어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이들이 Lisp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래머들처럼 C등의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Viaweb이 개발 되었더라도 마케팅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 졌던 경쟁사에게 밀려 Viaweb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Lisp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

니다. 현재 프로그래머들이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에 있어서 언어

의 선택은, 그 프로그래머가 익숙해져 있는 언어로 개발하게 된다. 프로그

래머는 변화된 언어를 익히기 귀찮아하고, 또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데에 드

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를 권하지 않는

다. 하지만 Viaweb처럼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

다. 저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데에 있어서 요즘같이 하드웨어가 

발전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의 수행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요즘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개발 시간과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개발 시간과 개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다른곳

에서 찾고 있다. 실상 프로그래밍 언어만 바꾸어도 개발 시간과 비용을 모

두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특히나 Lisp와 같은 값중심의 언어

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하다. 나도 OCaml을 써봤기에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각나는데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매우 빠르게 코딩할 수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면 개발 시간과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2. Revenge of Nerds



 이 글에는 Beating the Average와 비슷하게 Lisp가 타 언어와 비교해 좋은 

언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Lisp가 다른 언어와 다른점을 9가지 제시하

고 있다.

 1. Conditional :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if-then-else 가 있다. Fortran

에는 conditional goto만이 존재했다고 한다. if-then-else 없이 conditional 

goto만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매우 귀찮은 일일 것 같

다.

 2. Function Type : function에도 type이 존재한다. int를 받아 int를 내놓

는 function이라면 int -> int가 이 function의 type이다.

 3. Recursion : 1학년때에 C를 배우는 컴퓨터 원리 시간에는 Recursion은 

매우 느리므로 이러한 프로그래밍 습관은 피하라고 했지만, Ocaml을 사용

하면서 부터는 이 기능은 매우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이라는 것을 깨달았

다. 컴퓨터 원리 교수님께서 컴파일러에 관련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

런지 속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았다. 때문에 상황에 맞게 프로그

래밍 언어를 선택하는게 좋은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4. Dynamic Typing : Lisp에서는 모든 Variable들이 pointer이다. 이 말뜻

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interpreter와 

type checker를 만든 것을 되돌아 보니 Variable들이 pointer라는 말이 이해

가 됐다.

 5. Garbage-collection : 이미 JAVA를 사용하면서 그 장점을 깨달은, 프로

그래머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OCaml에도 또한 

Garbage-collector가 있어 프로그래밍을 매우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6. Programs composed of expressions : 이것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 수

업을 들으면서 해왔던 숙제들을 되돌아 보니 알 수 있었다. interpreter는 

exp를 하나 받아오고, 또 이 exp 내부의 exp를 recursive로 다시 interpreter

로 보내준다.

 7. A Symbol Type : Symbol은 hash table에 저장되는 string의 pointer이

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문자 하나하나를 비교 할 필요없이 pointer를 비교

하면 두 String이 같은지 판별 할 수 있다. s1 = s2이러한 구문으로 두 

string을 비교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Ocaml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이유에서 가능한 구문인지 몰랐다.



 8. A Notation for code using trees of symbols and constant

 9. The whole language there all the time : read-time과 compile-time, 

runtime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두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위의 아홉가지 특징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Lisp의 차이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는 거의 Lisp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Lisp가 가진 단점도 분명

히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 Lisp의 단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Lisp의 

특징을 장점만을 제시하고 또 예시도 보여주지 않아 OCaml을 사용해본 나

로서도 글을 읽으면서 그 뜻을 한참 생각해봐야 했다. 만약 이와 비슷한 프

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본적이 없고, C와같이 기계중심의 언어만을 사용해

본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이러한 기능이 대체 왜 필요하고 어떤점에서 

기존의 언어보다 유익한지 알아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Lisp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장점을 알고 상황에 따라 어떠한 

언어를 선택해야 할지 위의 두 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다. 빠른 실행 속

도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컴파일러와 같은 프로그

램은 실행속도가 중요하므로 C와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요즘의 컴퓨터와 같

이 매우 발전된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Lisp나 OCaml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일도 개을리 하지 말아야 

겠다.

3. Growing a Language 

 이 글에는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어떠

한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프로그래머는 새로운 기능이 있었으

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한 기능이 있는 언어를 찾아 새롭게 배우기 

보다는 현재 사용하는 언어에 그러한 기능을 추가 시키기를 원한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나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현재 사용중인 언

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 시키기를 원한적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년동안 프로그래밍 언어는 발전해 왔다. 이 글에서는 B



라는 언어가 기능이 추가되어 C가 되고, 이 C에 기능이 추가되어 C++이 

된 것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의 추가는 언어에 득이 된다고 말

하고 있다. 

 Fortran의 경우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다. 분명 추가된 기능들은 매우 유용

하다. 하지만 초기의 Fortran의 형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반명 PL/I

는 발전이 별로 없었다. 한가지 이유는 PL/I에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

능하게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워낙 PL/I가 크게 만들어

져 있어 그것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아 PL/I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B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기능이 추가되어 C가 되고 오늘

날의 C++까지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해당 언어는 매우 커지게 된다는 단점이 발

생하게 됐다. 실제로 C++을 완벽히 이해하고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게 되

기 까지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덩치가 큰 언어는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기 꺼려 한다. 만약 C++이 대중적인 언어가 아니였

더라면 그렇게 많은 수의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꺼라 생각한

다. 

 이 글에서는 좋은 언어란 기능을 추가시켜 발전이 가능하고, Growing, 언

어의 기본은 작은, Small, 언어라고 말한다. 즉 그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

래머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시켜도 그 기본적인 형태는 변하지 않아야 하

고, 또 그 언어를 익히는데에 많은 노력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어떤 것이 좋은 언어인지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알 

수 없었다. 대학에 오기 전부터 사용하던 언어가 JAVA인지라 이것이 익숙

해져서인지 좋은 언어 하면 JAVA가 떠올랐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 JAVA는 Growing이 쉽지 않을꺼라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Growing이 가능하고 Small한 언어가 좋은 언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만약 

Growing이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언어의 발전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새로

운 상황에 적용이 불가능 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Small하지 않다

면 아무리 좋은 언어라고 사용하기 꺼려지기 때문이다.



4. Taste for Makers

 이 글은 디자인에서 있어서 중요한 점, 어떠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인지

를 말해주고 있다. 글에서는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14가지 관점에서 

제시했다. 

 Good design is simple

 Good design is timeless 

 Good design solves the right problem

 Good design is suggestive

 Good design is often slightly funny

 Good design is hard

 Good design looks easy

 Good design uses symmetry 

 Good design resembles nature

 Good design is redesign

 Good design can copy 

 Good design is often strange

 Good design happens in chunks

 Good design is often daring 

 각각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예상할 수 있어, 길지만 읽기에 수

월한 글이었다. 

 이 글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에세이를 쓰

기 위한 글로 주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이 있을 것

이지만 글을 읽는 동안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생각해보면 프로그래밍 언어

를 디자인 하는데에도 이러한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프로

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많은 관점에서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imple하다고 보기도 힘들고 쉬워보이지도 않는다. 이것

만 하더라도 벌써 좋은 디자인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Growing a Language와 Taste for Makers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디자인하는데에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었다. 물론 실제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필

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장단점을 알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더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지를 알면 훌륭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해 내는데에 큰 힘을 보탤 수 있

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