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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들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부분 단어, 문법 등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흥미를 반감시키고 쉽게 포기하게 하기도 한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

로 로그래  언어 한 문법이 복잡하면 배우는 사람이 쉽게 지치기 마련이다. 이 논문에서는 로

그래  언어의 어휘 , 구문  요소를 이용해 몇 가지 로그래  언어의 크기를 비교하고, 어떤 언어

가 로그래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합한지 보여 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로그래  언어

를 배우는 것이 효과 인지 로그래  언어의 크기 측면에서 분석한다.

1. 연구 배경

   로그래  언어(programming language)를 처음 배우

는 사람에게 복잡한 구문(syntax)과 방 한 기능은 큰 진

입 장벽이다. 그리고 보자 부분이 이런 진입 장벽 때

문에 학습을 포기하는 것 한 사실이다. 즉 로그래  

언어 보자에게 요한 것은 재 자신이 가진 논리 인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한 로그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1].

   이 논문에서는 로그래  언어의 크기 비교를 통해 

어떤 언어가 심자에게 합하고, 어떤 순서로 로그래

 언어를 배우는 것이 효율 인지 보여 다. 우선 비교 

상인 로그래  언어를 간단히 소개하고, 로그래  

언어의 크기를 비교하기 해 약어(keyword), 연산자와 

구두 (operator and punctuator), 생성규칙(production 

rule)과 같은 기 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기 에 따라 

상 로그래  언어(C, C++, Java, Python, Go)를 비교함

으로써 로그래 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상 로그래  언어

2.1 C

   C 언어는 1970년   AT&T Bell 연구소에서 Dennis 

Ritchie와 Ken Thompson에 의해 개발되었다. C 언어는 

표 인 명령형(imperative) 언어이며 다른 로그래  

언어에도 많은 향을 끼쳤다. C는 범용 로그래  언어

로 UNIX 시스템 개발을 해 사용되었고, 재까지도 많

은 개발자가 사용하는 로그래  언어다[2]. 한, C 언

어는 고  언어(high-level language)이면서  언어

(low-level language)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C 언

어의 설계 원칙은 간결성이기 때문에[3] 언어의 크기는 작

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C++

   C++는 1979년 Bell 연구소의 Bjarne Stroustrup이 개

발했다. C++는 C 언어에 객체지향(object-oriented)  특

징을 추가해 만든 언어로 다양한 로그래  패러다임

(paradigm)을 지원한다[4].  C++는 C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가 지닌 특징 부분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언어의 크기가 C보다 상당히 클 것으로 상

된다.

2.3 Java

   Java는 1995년 Sun Microsystems의 James Gosling이 

개발한 언어다. Java는 객체지향 로그래  언어이며 코

드를 한 번 작성하면 이식(porting) 없이 어떤 랫폼

(platform)에서도 동작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5]. 그리고 

Java는 C, C++와 더불어 지 까지도 많은 개발자가 사용

하는 언어다[6]. Java는 설계 기부터 안정성을 해 

C++의 일부 기능을 축소한 언어이므로 언어의 크기가 

C++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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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ython

   Python은 1991년 Guido van Rossum이 개발한 언어로 

범용의 고  로그래  언어다. Python은 객체지향형, 명

령형, 함수형(functional) 로그래 과 같은 다양한 로

그래  패러다임을 지원한다. 한, Python은 동  언어

(dynamic language)로써 C로 표  가능한 코드를 더 짧

게 표 할 수 있다[7,8]. 따라서 Python은 언어의 크기가 

C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2.5 Go

   Go 언어는 2007년 구 (Google)의 Robert Griesemer, 

Rob Pike, Ken Thompson이 만든 언어다. 2009년 처음으

로 외부에 공개되었으며 재 구 의 다양한 서비스에 사

용되고 있다. Go 언어는 동  언어 Python처럼 로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컴 일 언어(compiled language)다. 

그리고 직 인 동시성(concurrency)을 제공해 쉽게 병

렬(parallel) 로그래 을 할 수 있다는 이 특징이다. 그

러므로 로그래  언어의 크기가 Python과 유사하거나 

더 작을 것으로 상된다.

3. 비교 기

   여기서는 로그래  언어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필요

한 몇 가지 기 을 제시한다. 이 기 은 로그래  언어

의 어휘 (lexical), 구문 (syntactic) 요소를 포함한다. 그 

이유는 이런 요소들이 해당 로그래  언어로 로그램

을 작성하기 해 알아야 하는 기본 인 규칙이기 때문이

다.

3.1 약어의 개수

   약어는 로그래  언어가 사용하려고 선 한 토큰

(token)이기 때문에 식별자(identifier)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약어는 주로 기본 자료형(primitive data type), 

제어 흐름(control flow) 등에 사용하려고 정의한 것으로 

로그래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약어의 개수는 로그래  언어의 크기를 정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며 약어가 많을수록 심자가 언어를 빠

르게 습득하는데 방해가 된다.

3.2 연산자의 개수

   연산자는 약어와 더불어 로그램을 작성하기 해 

꼭 필요한 어휘  요소의 하나다. 하지만 많은 연산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그만큼 많은 연산자를 알아야 하므로 

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로그래  

언어 부분이 연산자와 구두 ( 는 분리자)을 함께 취

하기 때문에 이 두 요소의 개수도 로그래  언어의 크

기를 규정하는 데에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3 생성규칙의 개수

   로그래  언어의 문법(grammar) 역시 언어의 크기

를 규정하기 한 필수 요소다. 문법은 로그래  언어의 

구문  요소로 모든 로그램은 정해진 구문에 맞게 작성

해야 한다. 따라서 문법의 생성규칙은 로그래  언어에

서 아주 요하다. 그리고 생성규칙이 많다는 것은 알아야 

할 문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성규칙이 많

은 언어는 언어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로그래  언어의 크기 비교

   2 에서 제시한 각 로그래  언어에 해 3 의 비

교 기 을 용하여 표 1로 표 하 다. 로그래  언어 

역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가장 

흔히 쓰이고 있는 버 을 기 으로 하 다. 따라서 C 언

어는 1999년 표 , C++는 2003년 표 , Java는 7 버 , 

Python은 2.73, Go는 1.03 버 으로 비교하 다.

로그래  언어
약어 연산자 생성규칙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C99 37 59 54 77 292 50

C++03 63 100 70 100 579 100

Java SE 7 50 83 46 66 444 77

Python 2.7.3 31 49 51 73 312 54

Go 1.0.3 25 40 47 67 289 50

최  격차 38 60 24 34 290 50

<표 1> 비교 기 에 따른 로그래  언어의 크기 

비교 결과. 비율은 C++를 기 으로 한 백분율을 

의미한다.

   표 1의 2열에 나타낸 기  3.1 약어의 개수를 보면 

C를 확장한 C++가 약 2배의 약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9,10]. 그리고 Java는 C, C++의 향을 받았지만, 

 언어의 특징을 몇 가지 제거하여 C++보다 조  

은 수의 약어를 가지고 있다[11]. 무엇보다 두드러진 

은 동  언어인 Python과 컴 일 언어지만 동  언어처럼 

로그래 하도록 설계된 Go 언어가 가장 은 수의 약

어를 가지고 있다는 이다[12,14]. 그리고 약어의 개수

가 가장 많은 C++와 약어의 개수가 가장 은 Go 언어

는 약 60%의 차이를 보 다.

   기  3.2 구두 을 포함한 연산자의 개수는 C++가 70

개로 가장 많고, 나머지 언어는 약 50개로 비슷한 수의 연

산자를 가지고 있다[9,10,11,12,14]. 컴퓨터 로그램에 필

요한 연산이 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연산자, 구두 의 개

수는 로그래  언어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장 많은 연산자를 가진 C++와 가장 은 연산

자를 가진 Java의 차이는 34% 정도로 나타났다.

   표 1의 4열에 나타낸 기  3.3 문법의 생성규칙 개수는 

C++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Java, Python, C, Go의 순서다

[9,10,11,13,14]. 기  3.1과 유사하게 동  언어를 지향하는 

언어가 생성규칙 한 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생성규칙이 가장 많은 C++와 생성규칙이 가장 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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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언어는 약 50%의 차이를 보인다.

   결론 으로 어떤 언어가 가장 크기가 작은지 한 에 

알아보기 해 각 기 에 수를 부여한 결과를 표 2로 

나타냈다. 기 마다 알맞은 수를 부여하기 해 5개의 

상 언어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스택(stack)을 구 하고, 

구 한 로그램에 사용된 약어, 연산자, 생성규칙의 개

수를 세어보았다. 그리고 각각이 사용된 비율은 약어가 

3.456%, 연산자가 14.09%, 생성규칙이 82.438%로 나타났

다. 따라서 로그래  언어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는 각

각의 개수에 0.05, 0.15, 0.8을 곱하여 모두 합친 값으로 표

하 다.

로그래  언어 약어 연산자 생성규칙 총

C99 1.85 8.1 233.6 243.55

C++03 3.15 10.5 463.2 476.85

Java SE 7 2.5 6.9 355.2 364.6

Python 2.7.3 1.55 7.65 249.6 258.8

Go 1.0.3 1.25 7.05 231.2 239.5

<표 2> 로그래  언어의 크기 수. 총 이 작을수록 

크기가 작은 로그래  언어다.

   표 2의 2, 3, 4열은 표 1의 2, 3, 4열의 개수에 각각 

0.05, 0.15, 0.8을 곱한 값이다. 그리고 5열의 총 은 2, 3, 

4열의 값을 모두 합친 값으로 로그래  언어의 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Go 언어가 가장 크기가 작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이 C, Python, Java, C++의 순

서다.

5. 결론

   C, C++를 아는 사람이라면 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C++가 크기가 더 큰 언어라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C++처럼 객체지향 이지만 C, C++의  언

어 기능을 삭제한 Java가 C보다는 크고 C++보다 작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 스크립트 언어인 Python이 C와 

유사한 크기의 로그래  언어라는 것을 표 2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토 로 로그래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

람에게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언어를 추천한다면 Go나 

Python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C 언어는 통 이고 

뒤이어 C++를 배우기 쉽다는 장 이 있지만, Go나 

Python과 같은 언어가 약어, 연산자나 구문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빠르게 로그래 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에

서 보자에게 더 권유할 만하다.

   실제로 학교 부분이 로그래 을 처음 배우는 학

생들에게 C, C++, Java의 순서로 언어를 가르친다. 하지만 

이런 순서의 교과과정은 로그래  언어가 개발된 순서

에 따른 것으로 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로그래  언어의 크기 비교

를 통해 다른 순서의 교과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MIT에서도 학생들의 첫 로그래  강의에서 사

용하는 언어를 Scheme에서 Python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캐나다의 Laval, 랑스의 Bordeaux 1, Paris 13, 스페인

의 Polytechnical 학교에서도 첫 로그래  언어로 

Python이 사용되고 있다[16]. 표 2의 결과를 보면 Python

이 C보다 조  더 큰 언어로 나왔지만, 다양한 라이 러

리(library)와 동  언어라는 것이 Python이 첫 로그래

 언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 학생 부분이 C++를 배운 후 Java를 배우

지만, 로그래  언어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C++보다는 

Java를 먼  배우는 것이 언어의 어휘 , 구문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객체지향 개념을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 

결론 으로 로그래  언어의 크기와 몇 가지 추가 인 

요소를 고려해보면 Python, C, Java, C++의 순서로 로

그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보자가 언어에 부담을 갖지 

않고 로그래 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끝으로 최근 구 이 늘어가는 코어(core) 수와 네트워

크 시스템, 웹 등 계속해서 거 해져 가는 재의 컴퓨  

환경에 합한 로그래  언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개발

한 Go 언어도 크기 측면에서 보자에게 아주 합한 언

어다.  구 에서 Go 언어에 해 컴 일 언어지만, 동  

언어처럼 쉽게 로그래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언어의 

크기 측면에서 Python과 비교해보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다[15]. 따라서 Go 언어도 Python과 더불어 로그래  

보자가 배우기에 합한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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