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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rammar(Van Wijngaarden grammar)[1].란 형식 문법의 한 종류인 문맥 자유 문법(Context-free 

grammar, CFG)의 안으로, 두 개의 CFG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를 정의하도록 구성된 문법을 말하

며 그 구성상의 특징을 감안하여 2-level grammar라고도 부른다. 재 많은 로그래  언어는 CFG를 기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grammar로 교육용 로그래  언어를 정의하여 CFG 기반이 

아닌 W-grammar 로그래  언어의 진입 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 의 문법에 따른 계산가능성에 해서 

연구하는 토 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Van Wijngaarden 이 제안한 W-grammar는 해당 

문법에 속한 모든 언어를 재귀열거집합(recursively 

enumerable set)으로 정의할 수 있는 높은 정의 워

를 지닌 문법이다[2].

재 수많은 로그래  언어의 근간을 이루는 

Context Free Grammar(CFG)는 그 계산 가능성에 한

계가 있다.[3]. 를 들어, 가장 리 알려진 CFG로 표

할 수 없는 language인 non-Context Free 

Language는 이다.

반면 이는 W-grammar로는 쉽게 표  가능한데, 이

러한 특징은 CFG 주의  로그래  언어에 새로

운 을 제시하리라고 상되어 왔다. 그러나 

W-grammar는 Algol 68에서 그 자신을 기반으로 한 

로그래  언어를 제안하 으나 W-grammar 특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범 하게 사용되지는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근

성이 낮은 교육용 로그래  언어를 제안하며 이러한 

근법이 계산가능성에 한 연구토 에 기여가 되기

를 기 한다.

W-grammar는 로 

1) 교신 자

구성 된다.  은 metavariable을 의미한다. 유한한 

집합 는 에 속한 terminal들인 와, 

protovariable 이라고 불리는 로 나 어진다. 

은 metaproduction이라고 불리는 유한한 집합이고, 

는 hyperrule이다. 시작 심볼인 는 이

다. W-grammar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

켜야 하는데,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며, “ ”와 “ ”는  에 속

하지 않는다. (2) 이라고 할 때, 

는 문맥 자유 문법이다. (3) 

에 속한 각각의 hyperrule은 의 형태를 가지

는데 이고 

이다. 여기에서  이며 

 는 hypernotion 이라고 부른다.[4].

Metarules

TRIGGERー＞start, mouse_clicked

FLOW　ー＞if

BOOL -> isclicked

DOー＞ PRINT

VARIABLEー>NUMBER

NUMBER -> {INTEGER}

EMPTY ->.

Hyper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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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 <TRIGGER>

<TRIGGER> -> TRIGGER <FLOW>

<FLOW> -> FLOW <BOOL>

<FLOW> -> <FLOW> <FLOW>

<BOOL＞ -> BOOL <DO> VARIABLE

<BOOL> -> EMPTY

의 규칙은 로그래  언어의 반을 2-level 

grammar를 따르는 형식 언어로 표 한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래  언어를 이루는 필수 이고 핵

심 인 조건을 세가지를 꼽았다. 해당 세가지 분류는 

[그림1]의 흐름도에 등장하는 기능들과 같다. 먼  

TRIGGER는, 일반 인 로그래  언어에서 event를 

의미한다. 즉 특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이어지는 구

문들이 작동하게 된다는 의미를 충족시키기 해서 핵

심 인 조건의 하나로 구분했다. FLOW는 로그램 

반의 흐름을 나타기 해서 사용한 nonterminal이다. 

loop와 if처럼 로그램 작동구문의 순서를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림에서와 같이 논리 인 흐름의 

반을 맡고 있으며, 다른 요소들이 그 하 에 포함된다

고 본다. BOOL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자료형으로 1

과 0으로 참과 거짓을 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미

한다. 의 시에서는 isclicked와 같은 시를 넣었

다. BOOL에서의 별에 따라, 참일 경우에는 DO로 

표되는 다양한 함수들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거짓일 경우에는 empty로 향하며 해당 FLOW가 멈춘

다.

       

[그림1] 제안하는 언어의 흐름도

             Derivation with metanotion.

1 start -> <mouse_clicked>

2 -> mouse_clicked<if>

3 -> mouse_clicked if <isclicked>

4 -> mouse_clicked if isclicked <print> number

의 보기는 hyperrule의 진행을 표기한 것으로, 

mouse_clicked 라는 이벤트가 트리거로서 발생하면 이

후 구문들이 시작되고,  isclicked라는 bool이 참일 경

우 print number로 진행되는 식을  2-level grammar

로 작성한 형태이다. 한, 본 제에서는 hyperrule의 

좌변을 하나의 terminal로 유지하 다. 이는 hyperrule

을 문맥 자유롭게 유지할 경우에만 결정론 인 성질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5].

본 연구에서는 재 부분의 로그래  언어의 토

가 되는 CFG의 계산 워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2-level grammar를 기 로 하는 로그래  언어의 

기 인 틀을 제안하고 해당 틀에서 간단한 로그래

을 하는 방법을 보 다. 해당 언어의 틀에서는 

TRIGGER, FLOW, BOOL을 핵심으로 이하의 기능을 

추가하 는데, 이는 재 산업 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SCRATCH [6].나, 이와 유사한 엔트리 등과 유사한 

방식을 따랐으며, 따라서 어렵지 않게 블록식 로그

래 이 가능한 GUI 로 변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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