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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 언어로부터 GNU 컴파일러에 의하여 생성된 x86 어셈블리  코드를 고수

준의 언어인 C 코드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컴파일러의 구현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원천 

C 코드와 새롭게 생성된 C 코드와의 성능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변환기의 구조.

1. 서론

 새로운 프로세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멀티코어 등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미 사용

되고 있는 legacy 코드의 원천코드(source code)의 부재

로 인하여 새로운 프로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

능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목표 프로세서의 복잡도, 시스템 라이브

러리 처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 효과적인 방법이 개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C 언어로부터 GNU C 컴파일러(gcc)[1]

에 의하여 생성된 어셈블리 코드를 변환하여 다시 C 코드

를 생성하는 x86-to-C 변환기를 구현하고 생성된 C 코드

의 품질을 원천 C 코드와 비교하여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파악하여 여러 목표 프로세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binary-to-C 컴파일러 구현을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원천 C 코드와 x86-to-C 변환기에서 

생성된 C 코드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어셈블리 상에서 사

용되는 레지스터, 변수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빈번한 메모

리 접근이 일어나고, 또한 스택을 에뮬레이션 하기위한 불

필요한 stack management overhead 등이 원천 C 코드

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변환기 구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들임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코드들은 컴파일러가 코드

를 분석하여 최적화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또한 생

성된 코드의 명령어수를 급격히 증가시킨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컴파일러의 구조와 흐름에 대

해 설명한 뒤 변환기에서의 각 구성부분의 역할을 설명한

1)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10920)과 시스템 IC2010

사업(10030565)으로 지원되었음.

다. 3장은 성능 분석 및 원인 분석을 하고, 마지막 4장에

서는 성능분석의 고찰과 앞으로의 응용분야에 대해 논하고 

결론을 맺는다. 

2. 변환기의 구조와 흐름

 변환기가 x86 어셈블리 코드를 C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

은 크게 스캐너(scanner), 파서(parser), 코드 생성기(cod

e generator)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스캐너는 입력받는 

코드를 읽어 가장 작은 단위의 token 으로 파서에 넘겨주

는 역할을 한다. 파서는 이 token을 이용하여 코드의 의미

를 분석하여 심벌 테이블과 IR(Intermediate Representati

on)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코드 생성기인 backend는 심

벌 테이블의 심벌 정보와 IR을 받아 코드를 생성하게 된

다. (그림 1)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2.1 스캐너

  어셈블리-to-C 변환기의 경우 확장자가 .s 인 어셈블리 

언어로 이루어진 코드를 입력받아 코드에 있는 각종 instr

uction과 label, operand등을 token으로 구분하여 파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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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NU x86 어셈블리 언어를 위한 스캐너

의 예. 

(그림 3) GNU x86 어셈블리 언어를 위한 CFG의 예.

넘겨주게 된다. 스캐너를 만들기 위해서 (f)lex tool을 사

용하였다[2]. (f)lex tool을 사용해 GNU x86 어셈블리 언

어의 문법에 맞게 스캐너를 작성해 어셈블리 코드의 내용

을 읽어 냈다. (그림 2)는 lex tool을 이용해 작성한 스캐

너의 일부이다. 어셈블리 언어의 명령어들이 특정 이름을 

갖는 token으로 전달되게 된다.

2.2 파서

 스캐너를 통해 분석된 token이 파서로 입력된다. x86 어

셈블리-to-C 변환기의 파서는 bison tool을 사용해 작성

되었으며[3], 그 역할은 token을 입력받아 (그림 3)과 같

이 context free grammar(CFG)를 이용하여 문법을 분석

하고 문법적인 오류 또는 구문의 의미상 오류가 있는지 판

단해서 에러코드를 출력하고 심벌 테이블을 작성 한 후 IR 

tree를 생성하는 것이다.

 코드생성기인 backend에서 tree 형식으로 저장된 어셈블

리어를 C 형식으로 바꾸어준다.

2.3 심벌 테이블

 원시 어셈블리 코드를 C 코드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심

벌들의 정보가 요구되는데, 이 심벌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자료구조를 심벌 테이블이라고 한다. 심벌 테이블이 관리

하는 정보는 심벌의 name, type, scope, value, size 등

이며, 이 정보들은 파싱하는 과정 동안 분석되어 심벌 테

이블에 저장되고 C 코드를 생성하는 backend 과정에서 

심벌 테이블로부터 참조된다. 

 x86 어셈블리-to-C 변환기에서 심벌 테이블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x86 어셈블리 코드를 C 코드로 바꾸는 backend에 심

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심벌 테이블을 생

성하는 과정에서 instruction의 operand에 사용되는 변수

(variable)나 함수(function) 또는 label이 원시 어셈블리 

코드에 정의되어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쓰이게 된다. Backend가 심벌 테이블에 심벌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C 코드 생성기는 심벌의 타입을 알아야 함수인지 변

수인지 구분해 C 코드로 변환시킬 수 있다.

  - 만약 심벌의 타입이 변수라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변수의 크기와 타입을 알아야 해당 심벌을 C 코드로 변환 

할 때 참조하여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

  - 심벌들의 scope를 알아야 해당 심벌의 올바른 위치에 

변환된 C 코드를 위치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x86 어셈블리-to-C 코드 변환기의 

심벌 테이블의 구조는 global 심벌 테이블과 함수에 의한 

local 영역의 심벌들을 저장하기 위한 local 심벌 테이블

들, 각 심벌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심벌 테이블 entry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심벌 테이블들의 자료구조는 심벌 테

이블 entry의 접근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hash table을 

사용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심벌 테이블 

entry와 심벌 정보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심벌 테이블 entry와 심벌 정보의 예.

Name Type Scope Value Size

Main Function Global Null Null

__base64_encode Function Global Null Null

__base64_pad char Global ‘=’ 1byte

__base64_table char Global
{‘A’, 

‘B’…}
65byte

.L9 Label __base64_encode Null Null

.L11 Label __base64_encode Null Null

2.4 C 코드 생성기

 C 코드 생성기의 구현은 기본적으로 레지스터에 저장되

어야 할 값과 stack에 push/pop되어야할 값들을 C의 

global 변수로 선언 하여 read/write하는 방식으로 구현되

어 있다. 

(1) 심벌 테이블

 심벌테이블에 저장되어있는 각각의 심벌의 타입과 크기정

보를 이용하여 Label이 아닌 global(static) 변수, 함수 등

의 심벌이 코드범위에서 사용가능하게 하기위해서 코드가 

출력되기 전에 미리 선언을 해준다. Label들은 goto문 등

에서 참조 가능하도록 코드안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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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M 32

void push(int value)   {

   if(!s)   {

      s = (int*)malloc( sizeof(int)*M );

      *esp = (int)(s+M);

   }

   if((int*)*esp==s)//full   {

      printf("error stack is overflowed");

      exit(0);

   }

   *esp = *esp-4;

   *(int*)(*esp)=value;

}

int pop(){

   int* sp=(int*)*esp;

   if(sp!=s)   {

      *esp=*esp+4;

      return *sp;

   }

   printf("error stack is empty");

   exit(0);

}

(그림 7) 스택의 push와 pop을 위한 코드 생성.

(2) 레지스터

 x86는 기본적으로 (그림 4)와 같이 8개의 레지스터를 가

지고 있다. 각각의 레지스터들은 서브 레지스터

(sub-register)를 가지고 있어 레지스터와 서브 레지스터

들은 다른 주소, 다른 크기를 가지고 값을 공유할 수도 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5)에서와 같이 8개의 32bit(int) 

global 변수를 선언해 값을 저장하고, 각각 레지스터들을 

pointer를 이용해 주소를 할당하여 read/write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지스터와 서브 레지스터가 올

바르게 data를 공유 할 수 있다.

(그림 4) x86 레지스터의 구조.

(그림 5) 레지스터의 C구현.

(3) Flag 처리

 flag 또한 각각 global 변수로 선언 해주어 conditional 

operation들을 처리 가능하게 하였다(그림 6).

(그림 6) flag, conditional operation.

(4) 스택 처리

 스택의 구현 또한 user 스택을 이용하여 스택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push, pop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스택은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로 grow하기 때문에 처음 esp위

치는 malloc으로 생성된 메모리의 처음 부분이 아닌 끝부

분이다. (그림 7)는 스택의 push와 pop을 위한 코드 생성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5) 명령어(instruction) 처리 

 각 함수마다 앞(파서)에서 ir tree를 이용해 생성한 명령

어들을 생성된 함수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두 

각각의 함수 안에 출력하여 함수를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그림 8)에서와 같이,

  movb  __base64_table(%eax), %al 은 

  (*al) = *(char*)( (*eax)+(char*)__base64_table );

를 생성한다.

 예제 프로그램인 심벌, __base64_table의 주소에서 eax

값만큼을 offset으로 갖는 주소의 자료를 char형으로 읽어

와 al에 넣어준다. movb는 8bit 연산자이기 때문에 

(char*)로 형 변환을 시켜주어서 source의 주소의 값을 

8bit 단위로 read를 하게 된다.

(그림 8) 명령어 IR 트리의 생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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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코드 생성의 예 

(원시 어셈블리 코드).

(그림 10) 코드 생성의 예

 (출력 C 코드).

 같은 코드범위에서 argument와 return값들은 모두 

global 변수(어셈블리 코드에서의 레지스터와 스택)로 넘

겨지기 때문에 함수 호출은 argument와 return 값없이 함

수를 호출하여도 된다. 함수 호출에서는 return address를 

push 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실제 return address는 따로

(C에서의 실제 스택) 저장되기 때문에 빈값을 push 해준

다. 

  call foo -> push(0); foo();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dynamic linking같이 다른 

코드내의 함수를 호출되는 부분은 제대로 된 argument를 

보내주어야 하고 제대로 된 return 값을 받아야한다.

3. 성능측정 

 이 성능 측정에 쓰인 원시 코드는 64bit 암호화 코드인 

base64.c를 GNU C 컴파일러로 생성한 x86 어셈블리 코

드 base64.s이다[4]. x86 어셈블리-to-C 변환기에 의해

서 C언어로 변환시킨 코드와 원시코드의 성능차이를 측정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하기 전의 

원시코드의 C 코드원본과 변환기를 통해 생성한 C 코드를 

GNU C컴파일러로 컴파일 후 'gprof'를 이용하여 profiling

한 것을 분석하고, 100000번을 반복 실행하며 두 코드가 

실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했다. 이러한 측

정을 6번 반복하여 그 중 3개의 평균을 구했다. 측정 결과 

원시코드와 비교하여 약 70배의 성능저하가 있었다.

이러한 성능저하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base64.s 

원시 어셈블리 코드와 변환기의 결과로 나온 C 코드를 어

셈블리 코드로 다시 변환한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5배 차이나는 코드의 길이다. 

변환기를 통해 변환된 코드는 원시 코드를 기본으로 만들

어졌기 때문에 원시 코드와 같은 수행과정을 위해 더 많은 

instruction이 필요로 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

한다. (그림 9)의 원시코드를 C 변환을 하면 (그림 10)과

같이 생성되며 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코드의 길이는 약 5

배가 증가 하였다. 이러한 코드 크기는 어셈블리 언어에 

나타나는 스택을 에뮬레이션 하거나 그 밖의 8bit, 16bit, 

32bit 등의 최적화된 레지스터 사용을 C로 표현할 때 나

타나는 오버헤드이다.

 둘째, (그림 9)와 (그림 10)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변환기의 코드 변환 과정에서 레지스터 값과, flag의 값을 

다루기 위해서 변수들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변환된 코드

가 원시 코드에 비해 메모리에 더 빈번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실행시간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메모리의 

빈번한 사용과 변수들을 접근하기 위한 pointer의 사용은 

컴파일러로 하여금 최적화를 방해하여 고품질의 코드 생성

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변환기에서도 간단한 dataflow analysis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x86 어셈블리 코드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스캐너, 파서, 

심벌 테이블의 frontend와 C 코드를 생성하는 backend의 

구현을 통해 x86 어셈블리-to-C변환기를 구현할 수 있었

다. 이 변환기를 통하면 x86 어셈블리 코드를 C 코드로 

변환시킬 수 있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생성된 C 코드의 

품질을 원천 C 코드와 비교하여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하여 수많은 legacy 코드를 새로운 프로세서 구조에 

좀 더 최적화된 코드 생성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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