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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Mat사ling 에 의한 도함수의 

수치해 석 법

A Pattern Mat산iing Approach to the
Numerical Method for Differentiation

*朴賛政(Park, C. J.)

요 약

수치해석분야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한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pattern matching 기법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pattern matching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수 있는 production system을 실현하였다. 

이 프로그램올 수행시킨 결과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으며 그 식을 간략히 할 수 있음도 보였다.

ABSTRACT

Differentiation is a basic item of the study in numerical analysis. Today, the techniques of pattern 
matching could be employed in mathematical formula manipulation.

In this paper, a program called ^pattern matching program" is presented which shows how a produc- 
tion system may be set up so that each time a rule fires, a little progress is made towards the derivative 
of a function. Pattern matching program is capable of solving some of the following kinds of mathema
tical problems: (a) taking the derivative of a function such as a polynomial, and (b) simplifying an ex
pression.

*檀國大學校工科大學電子工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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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자연과학분야의 많은 문제들이 미분법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 주어진 함수가 간단한 경우에는 그 

도함수를 대수적으로 직접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수치적 해석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수치해석의 한 방법으로 p* 

ttern mat사)ing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Pattern matching 기법은 어떠한 물체의 형상이 

나 글자 둥을 컴퓨터 가 기억하기 쉽고 찾아내 기 쉬 

운 형태로 변환하여 입력된 정보와 나중에 컴퓨터 

가 읽은 정보를 비교 검색하는 방법이다.

Pattern mat사ling 기법은 기능의 정의(function 

definition)와 SETQ형식의 모듈(mod니e)들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다. 여러개의 모듈로 실현되는 pro

duction system ⑵은 세 가지요소인 production rule» 

제어조직(contr이 s사)eme), 데이타 베이스로 구성 

되어 진다.

본 논문에 서는 위의 세가지 구성요소와 그 실현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 LISP를 사용하여 pattern 

maMhing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주어진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였다.

2. Production Rule

Pattern mat사)ing 프로그램 의 작성은 LISP로 했 

으며, 두개의 변수를 연산하는 PLUS, TIMES, 

EXP오卜 한개의 변수를 연산하는 SUB1 을 정의하 

여 사용하였다. 예 를 들어, a■ 의 다항함수 /(X) 가

f(X)+ 2 X

와 같이 주어졌을 때, 그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함수 / (工) 의 표현을 적 절히 나타낼 때 pattern 

matching 프로그램에 의해 그 도함수를 구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pattern matching프로그램 

에서는 위의 함수/(工)의 표현은

(PLUS (EXP X 2) (TIMES 2 X>). (1)

함수 /(工) 의 工 에 대한 도함수 ——/ (工) 를
ax

(D (F X) X) (2)

로 나타냈을 때, 프로그램에 의하여 식⑴은 식⑵에 

match 되 어

<D (PLUS (EXF X 2) (TIMES 2 X)) X).

(3)

으로 변환되어 표현된다. 이와같이 식의 표현을이»•. 

rent goal 에 적 합한 식 으로 mat 사) 시 켜 점 차 변환 

되는 과정을 통하므로서 pattern mat사ling 프로그램 

에 의하여 원하는 도함수를 나타내는 식

(PLUS (TI벼ES 2 X) 2) . (4)

올 얻을 수 있다. 또한 pattern matching 프로그램 

에 의해 다항식을 간략히 정리할 수도 있다. 예롤 

들어,

<TIMES (EXP X 1) (PLUS 7 -6)) (5)

을 간략히 하여 

X.

dx
/(X)= 2 X +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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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 게 된다. 앞으로 식⑴에 서 식⑷까지와 

같이 도함수를 구하는 current goal 을 DIFFEREN

TIATE, 식⑸를 식(6)과 같이 간략히 하는 current 

goal 을 SIMPLIFY己卜 하기로 하자. Pattern ma- 

tching 프로그램에 서 도함수를 구하는 rule과 식을 

간략히 하는 r이e으] 모임 이 production mile 이 며 丄 

형식은 다음과 같은 4개 의 성분으로 구성된다.

Production Rule: ( current-goal, pattern, trans

formation, rule-name)

Current-goal 과 pattern 은 연산조건을 설정하게 

되 며, transformation-cr production rule °] 수행 되 

는 동작을 규정하고, rule-name은 프로그램에 있는 

모듈의 이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 JC 의 두 함수 "(X), V(X)가 주어 졌 

을 때,

—顶一{u (工)+"(工)}=-顼一“(工)+ —?一卩(工)(7) 

ax ax ax

와 같은 미분 공식은 미분변수 工를 V】, 함수"(工), 

”工)를 Ei, 玖라 할 때

current-goal 은 DIFFERENTIATE, 

pattern은 (D ( PLUS Ei Ez) V。 

transformation-cr ( PLUS (DE1V1NDE2V1) 

rule-name은 DIFF.PLUS.RULE

이 된다

Pattern matching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pro

duction rule을 LISP로 구성해 보자.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한 rule은 모두 17개로서 DI

FFERENTIATE 를 위한 5개의 rule, SIMPLIFY 

블 위한 11개으 I rule, current geal 을 바꾸北 1 개 

의 rule 이 있다. DIFFERENTIATE를 위한 pro

duction rule은 다음과 같다.

모듈 1〉

(SETO DIFF_PLUS_RULE ,(
DIFFERENTIATE 

(l-LUUFORM Fl) (? VI) > 
(LIST 'PLUS (LIST *D El VI) (LIST 'D E2 VI)) 
DITF_PLUS_RULE

모듈 1 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식⑺에 대한 

rule 로서 PLUSFORM 의 기능은 (PLUS Et Ea) 

형태 의 변수(argument) 가 참(true) 일 때 수행된다. 

PLUSFORM 기능의 정으|(DEFUN: function defi- 

niton) 는 다음가 같다.

(DEFUN PLUSFORM <Ft
(Af4D (NOT <ATOH F) >

(HATCH •(PLU9 <7 Et) (7 S21),F) t »

이때 사용된 MATCH 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프로 

21램으로 구성한다.

(DEFUN MATCH (P S) 
tcoriD

((tJLILL F'l (tJUl.L S)〉 
<(ATOM (CAR F)> 

<AFI!) S 
(EQUAL (CAR P) (CAR S)> 
(MATCH (CDR P> (CDR S)) ) »

< (AND 
S 
(EO <CAAR F) ,?) > 

(COMD ((MATCH (CDR P>(CDR S)) 
(SET (CADAR P» (CAR S>) 
Tt

(T NIL) > ) 
<(EQ (CAAR P) '#) 

(COND
< (AND S (M^TCH <CDR P) (CDR S))) 

(SET (CADiMi p} (LIST (CAR S) ) ) T)
((HATCH (CDR R) S> 

(SET (TAHAR P) NIL) T)
((AND S (MATCH P !CDR S))) 

(SET <CADAR F » (CONS (CAR S> (EVAL (CADAR P>)> > T)
(T NIL!))

((AMD 
S 
(APPLY (CAAR F> (I-1 ST S> ) > 
(MATCH (CDR F» (CDR S)) > 

(SET (CODAR F)(CAR S)> T)

(T NIL)))

모듈 2〉

(SETO DJFF_X RULE '< 
DIFFERENTIATE
<D ( (LflML'DA (V) (SETD El V) t 
1
DIFF_X_RULE ) t

((LAMBDA (V) (EO V EE £2) )

모듈 2 는 함수 /(工) = h 의 도함수 ~(rrx== 1 을 

구하는 rule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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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3〉

(SETO DIFF_O_RULE ,(
DIFFERENTIATE 
(D ((LAMBDA <F) (SETQ El F>> F)

((LAMDDA (VIJ <N0 VI El VI>) VI) > 
0 
D1FF.O_RULE ))

모듈 3 은 함수 / 가 * 의 함수가 아닐 때, 冒-/ 

= 0을 구하는 것으로 NO_V, 기능의 정의는다음 

과 같다.

(DEFUN ND_V1 (F VI)
〈COND <(NULL F) T)

(<ATOM F) (NOT (EQ F Vl>>) 
((NO Vi (CAR F) VI> (NO_Vi (CDR F> VI)> 
<T NIL) > ) *

SIMPLIFY를 위한 production rule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상수에 대한 산술 

연산이며 다튼 하나는 식의 형태에서산술연산이 필 

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모튤 6〉

<SETQ S니B1_RUL色 ' ( 

SIMPLIFY 
《다니日1 (NUMBERP_E1)) 
(SUB1 El) 
9냐Bl_RULE

모듈 4〉

모듈6 은 상수에 대 한 산술연산으로工一 1을 수 

행한다.

〈모듈 7〉
(SFTO D1 FF_rr(ODUCT_RlJLE '( 

DIFffllEMriftTE 
(D
((LAMDOrt (F)

(AND (NOT (ATOM F>)
(IIA1CII ' (TIMCS (? EL) (? E2> ) F)) ) E3> 

(? Vi))
(l.IST •PLUS

(LIST 'TtMES E2 (LIST 'D El VI))
(LIST *TIMLS El (LIST ,D E2 VI)> > 

DIFF PRODUCT RULE

(SETO EXFO_RULE '( 
SIMPLIFY
(EXP <? El) 0)
1
EXPO_RULE

모듈 4 는 곱의 미분공식

으 E) • 心｝

모듈 7 은 영의 지수법칙에 대한 것으로서 x°= 1 

과 같이 식을 간략히 한다.

〈모듈 8〉

£_u(h)+“(h)

를 구하는 rule 이 다.

(SETG EXP1 이JLE，( 
SIMPLIFY
<EXP (? El) 1) 
El
EXP1_RULE

〈모듈 5〉

(SETQ DIFF POWER_RULE ,<
DIFFEKENfIATE
(D 
<(LAMBDA (F) 

(AND (NOT (ATOM F> > 
(MATCH '(EXP (? El) (NUMBER? E2> > F>) ) E3> 

VI) >
(LIST ,TIMES E2

(LIST 'TIMES (LIST •£XP EL (LIST *BUEil E2))
(LIST 'DEI VIt )) 

DIFF_PDHER_RULE

모듈 5 는 멱 함수의 미분공식

으 ｛心宀지"(工)广'을 구하는 rule이다

모듈 8 은 지수가 1 인 항을 간략히 하는 것으로 

X* = H로 나타낸다.

〈모듈 9〉

<SETQ FLUSC5儿E '( 
SIMPLIFY 
(PLUS <? El) O) 
Et-
FLUSO_R니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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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9는 1 올 곱하는 산술연산을 제 거하는 것으 

로 1 * 工 = 工오卜 같이 간략히 한다. 그러 나 pattern 

matching 기 법에 서는 operand를 위치(order speci- 

fied)에 따라 match하기 때문에 (TIMES XI) 의 

형태를 (TIMES I X)로 취급하기 위하여 1을 곱 

하는 순서를 변환하는 rule 인 모듈10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

〈모듛 10〉

<SETQ ONE_TIMES_RULE '( 
SIMPLIFY
(TIMES 1 <? El))
El
ONE TIMES-RULE

다음에 보이는 모듈u은 0 을 더하는 rule 이고, 

모듈12는 0을 더 하기 위해 순서 를 변환하는 rule 

이다.

〈모듈 11〉

(SETQ TIMES1_RULE '< 
SIMPLIFY
(TIMES <? El) 1)
El
TIME91.RULE

〈모듈 14〉

<SETQ TIMEBO_RULE '( 
SIMPLIFY
(TIMES (? El) 0)
0
TIMESO__RULE

모듈 15는 상수에 대한 산술연산으로 두 상수의덧 

셈을 수행하는 rule 이다.

〈모듈 15〉

(SETQ CONSTANT„ADDITION„RULE '<
SIMPLIFY
(PLUS (NUMBERP El) (NUMBER E2)) 
(PLUS El E2) 
CONSTANT_ADDITIQN_R니LE

모듈 16은 두 상수의 곱셈을 수행한다.

모듈 16〉

(SETQ CQN아TANT_M니LTIFLICATIQN_J^」LE '( 
SIMPLIFY 
(TIMES 《N비버BERF El) (NUMBERP E2)) 
(TIMES El E2) 
CONSTANT MULTIPLICATION RULE

〈모듈 12〉

(SETQ ZERO PLUS_이JL든 ' <

SIMPLIFY
<FLUS 0 (? El))
El
ZERO_PLUS_RULE

모듈 13은 0 을 곱하는 rule, 모듈14는 0 올 곱하 

기 위해 순서를 변환하는 rule 이다.

〈모듈 13〉

《SET(고 ZERO„TIMES_RULE ' <
ssifliEy
(TIMES 0 (? El))

ZERO_TIMES_RULE

다음에 있는 모듈 17은 지금까지 구성한 rule로서 

이루어 지는 production system의 동작을 ^(dir

ecting) 역 활을 하게되며 DIFFERENTIATE를 

위한 모든 rule고卜 SIMPLIFY를 위한 모든 rule사 

이에 위치하여 current goal을 DIFFERENTIATE 

에서 SIMPLIFY로 바꾸어 준다.

〈모듈 17〉

(SETO GOAL CHANGE RULE ,( 
differentiate" 
(<» F))
<FROG () (SETO CURRENT GOAL ■SIMPLIFY! (RETURN F)> 
GOAL_.CHANGE_.RULE

지금까지 작성한 17개의 rule에 의해 실현된 pro

duction rule 들올 제 어조직 (contr이 sch리ne)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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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쉽게 조작하기 위하여 rule name 을 list하는 기 

능을 갖는 모듈18올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모듈 

18은 production rule에 속하는 모든 rule 의 list 를 

만들며 그 순서는 의도적으로 미분공식에 대한 rule 

을 먼저 적용하여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간략히 하는 rule을 적용하는데 goal-change rule로 

서, 그 두가지 공식의 구별 이 되게 한다.

〈모듈 18〉

(SETO RULES (LIST DIFF_PLUS_RULE DIFF_X_RULE DIFF_O_RULE
DIFF FROOUCT.RULE DIFF_PQWER_RULE
80AL-CHArJGE RULE ； this「니。f이I。" th» DIFF ruins 
SUBl'RULE EXPO RULE EXP1_RULE 
TIMES! RULE ONE_TIMES_RULE 
TI MESO RULE ZERO TIMtZS RULE 
PLUSO RULE ZERQ_PLUS_RULE

• CONSTANT ADDITION RULE CONSTANT,MULT IPLICAT ION_RULE

3. 제어 조직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효과적으로 구하기 위해 

production rule을 적용하려 면 제 어조직 (control 

scheme) °| 필요하다. Pattern matching 프로그램에 

서 모든 rule의 적용은 명령어 CONTROL, TRY. 

RULES, TRY.RULE.0N.LIST4 순차적(sequen

tial) 으로 , 수행하므로서 이루어진다. 명령어 CON- 

TROL 을수행시키려면,

(CONTROL).

을 입력시키면 된다. 명령어 CONTROL의 수행에 

의하여 명령어 TRY.RULES 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명령어 CONTROL 기능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OEFIJN CONTROL <)
(PROB O
LOOP <CDND <(NOT (TRY^RULES RULES)) 

(RETURN CURRENT_FDRMULA)))
<G0 LOOP)))

명령어 TRY-RULES 는 list에 있는 각각의 rule 

을 시 험 (try) 하여 해당되는 rule 이 발견되면 fire 

시 키며, list 의 끝부분까지 또는 current formula가 

list에 들어있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rule을 시험 

한다. 이때 하나의 rule 이 fire 되면 current formula 

를 복귀 (return) 시키며, fire되지 않으면 NIL을 복 

귀시킨다. 명령어 TRY.RULES 기능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DEFUN TRY RULES (RULES_LEFT>
(COND (7nIH.L RUL ES_LEFT> NIL)

<(ATOM CURRENT_FORMULA> NIL»
((SETO TEMP

(If.V RULE <CAR RULES_LEFT> CURRENT_FQRMULA) > 
(SETO CURRFNT FORMULA TEMF» )

<T (TRY.RULES 7cDR RULES.LGFT))» > >

명 령어 TRY-RULE 은 하나의 rule을 하나의 

expression 또는 subexpression에 적용시키는 기능 

을 갖고 있는더), rule 이 적 용되 면 변환된 식 을 복 

귀시키고 적용되지 않으면 NIL을 복귀시킨다. 명령 

어 TRY.RULE 기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EFUN T代Y..f(UL£ [:
(FROG (RUL£_aatM_ PAT1CRU ACTlUtD

(SETO RULE GCAL (CAR RULE))
(SETG (CADR RUl.E) >
(SE1Q ACriON (CAPDR RUIE>>
(CONI) < (NOT (Fl? CUHf<tH_£>UfiL RUL E„COAL> ) (HLTURN N1L)>>
<A£TUf；N (IRYJC'JI.KI Eki F：r!Jf>ION))) >

명령어 TRY.RULE의 순환종속 명령어인 TRY. 

RULE 1 은 실제적인 search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식 을 search 하여 그 식 의 어 느 부분에 rule 

을 적용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한다. 명령어 try. 
RULE1 기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EFUN TRY RULE1 (EXPRESSION!
<COND J m«k« sure EXPRESSION la * "■히 return If not...

<(ATOM EXPRESSION) NIL)
I attempt to apply rule to whol• EXPRESSION.,.
((MATCH PATTERN EXPRESSION! 
(FIRE) >

)try rul» on «ubaxpre«»ion*...
IT (TRV_RULE_ON_LIST EXPRESSION))) >

명령어 TRY.RULE.ON-LIST는 명령어 TRY. 

RULE 1 이 search 할 때 사용되는 rule 이며하나의 

식을 recursive serach 할 때 EXPRESSION-LIST 

의 각 성분요소에 rule 이 적용될 수 있는 가를 시험 

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명령어는 rule 이 임의의 ex

pression 또는 subexpression 에 적 용될 수 없으면 

NIL을 복귀시키고, 적용하게 되면 r이e에 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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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대치된 원래의 식을 복귀시키게 된다. 명령어 

TRY.RULE.ON.LIST 기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EFUN TR¥_RULE^ON LIST (EXPRESSION LIST)
(COND ((NULL EXPRESSION.LIST) NIL?

((SETQ TCMF (TR¥_RULE1 代:AR EXPRESS ION_LI ST)))
<C아妇 TEMP (CDR EXFRESSION_LIST>) >

({SL1O TEMP (TRY_ KtH.E_ON I 1ST (CDR EXPRESSION LIST)> > 
(CONS (CAR EXPRF!3!5ION_LiST, TErip)) -

(T NIL)))

다음에 보이는 명령어 FIRE는 production rule이 

수행되는 상태를나타내는 것으로 하나의 rule 이 fire 

될 때마다 그 rule 어떤 것인지를 출력시키게 된다.

명령어 FIRE 기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EFUN FIRE ()
(FROG ()

(PRIfJI (CADDR (CDR RULE))) ; print name of rule 
<TY0 3~J ； print a space
(P,(1NT 'FIRES〉 J pirnt 'FIRES，
(RETURN (EVAL ACTION)> ; do ACTION
))

4. 데이타베이스 및 프로그램 수행

데이타베이스는 CURRENT-FORMULA 와 

CURRENT-GOAL 의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한다. 

CURRENT-FORMULA 는 production rule °1] 의하 

여 생성되는 transformation을 의미하며, 주어진 함 

수로 부터 원하는 도함수를 구할 때까지 변환되어 

가는 대상이다.

CURRENT-GOAL-gr CURRENT-FORMULA <- 

미분할 것인지 또는 간략히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CURRENT-GOAL에 의흐)■여 도함수를 구하 

는데 필요한 production rule의 선택을 제어하게 된 

다. 따라서 도함수를 효과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결 

정되며, 가능하면 도함수를 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미분을 먼저한 다음에 얻어진 결과를 간략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GOAL 개념에 의하여 식의 간 

략화과정에서 미분에 대한 rule의 수행족건을 조사 

하지 않게 되어 수행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Pattern mat아]ing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기 위한 

데이타베이스의 초기화는 단지 CONTROL-GOAL 

과 CURRENT-FORMULA에 해당되는 변수명 (味- 

lue) 을 지정 (assign) 하기만 하면 된다.

5. 프로그램 수행 및 결과

Pattern matching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도함수를 

구해보자.

앞에서 예로 든 X의 다항함수

/(X)=盘 + 2 尤 

의 工에 대한 도함수

£/W = 2工+ 2

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개의 SETQ 형식 

에 의하여 데이타베이스를 초기화한다.

(5ETQ CURRENT^GGAL 'DIFFERENTI ATE)
(SETQ FO , (0 (FLUG <CXF X 2> (TIIlES 2 X) > X) >
(SETQ CURREMT_FORMULA FO)

데이타베이스를 위와 같이 초기화한 다음에 명령 

어 CONTROL 을 입 력시 키 면,

pattern matching 프로그램은 수행되어 다음과 같 

은 메시지 가

FL니S RULE FIRES 
PRODUCT_RULE FIRE다 

X RULE FIRES 
0„RULE FIRES 
PnWER_RULE FIRES 
X_RULE FIRES 
CHANGE RULE FIRES 
R니LE FIRES 
R니LE FIRES

DIFF 
DIFF 
DIFF 
DIFF 
DIFF 
DIFF 
GOAL 
SUB1 
EXP1
TIMES1„RULE FIRES 
TIMES1„RULE FIRES 
TIMESO_RULE FIRES 
ZERO_PLUS_RULE FIRES

차례로 출력되며 끝으로 원하는 도함수가 다음과같 

이 출력된다.

(PLUS (TIMES 2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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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출력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GOAL-CHAN- 

GE-RULE 에 의하여 GOAL 이 변하기 전에는 DI

FFERENTIATE 를 위한 rule만 fire 되었으며 GO- 

AL 이 변한 후에는 二결과를 SIMPLIFY 하기 위 

한 rule이 fire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IFF. 

X. RULE과 TIMESLRULE 은 두번씩 fire되었 

으며 전체 production rule 중에서 예로 주어 진 함 

수의 도함수를 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rule들은 

전혀 fire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다.

Pattern maching 프로그램은 production rule 을 

여러번 시험해야 하므로 수행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러 나 production system 의 장점 은 프로그램 의 기 

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단순히 production rule을 계 

속 첨가하기만 하면 되므로 처리능력을 쉽사리 향 

상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6.결 론

임의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도함수를 구하기 

위한 수치해석방법으로 pattern matching 기법을효 

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 

기 위하여 LISP를 사용하여 pattern maching 프 

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production sy- 

stem 의 구성요소인 production qule과 제어조직, 데 

이타베이스를 위한. 기능의 정의와 SETQ 형식을 가 

진 모듈을 실현하였다.

프로그램의 수행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함수/住） 

= k+2*의 도함수를 구해본 결과 원하는 해를 구 

할 수 있었다. 수행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 

반면에 프로그램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 

키 기 위 하여 더 많은 rule 의 모듈을 첨 가하면 나항 

함수 뿐만 아니라, 삼각함수. 로그함수 등의 도함 

수를 구할 수 있고. 적분법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해가 정확하게 match되지 않을 경우에 

는 해에 근사되는 식으로 시스템스스로가 유도하 

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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