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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른 로세서간의 어셈블리 코드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해 소개한다.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를 사람이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언어로서 지스터 근과 같은 하드웨어 수 의 

작업이 가능한 반면, 컴퓨터 아키텍처에 따라 어셈블리도 다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로세서에서 어

셈블리 코드가 포함된 로그램을 동작시키기 해서는 어셈블리 코드 부분을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어셈블리를 작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 작

성할 어셈블리 코드를 동일한 동작을 하는 다른 로세서의 어셈블리 코드를 통해 생성해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서론

어셈블리는 기계어를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

든  언어다.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하드웨어 수 의 작업이 가능하고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어셈블리 코드가 포함된 로그램은 동작할 

로세스마다 이를 한 어셈블리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로세서에 따라 기계어가 다르므로 그에 

응해 만들어진 어셈블리 언어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로세서에서 소 트웨어가 동작하기 

해서는 이에 맞는 어셈블리 코드를 이용해야 하며 이러

한 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버그가 생길 험이 크

다. 따라서 재 부분의 로그램은 고 언어로 작성되

지만, 로세서 동작을 다루어야 하는 운 체제와 같은 소

트웨어는 그 일부가 반드시 어셈블리 코드로 작성되어

야 한다.

본 논문은 어떤 로세서에 한 어셈블리 코드를 직  

작성하지 않고 이미 작성된 다른 로세서의 어셈블리 코

드를 변환함으로써 해당 로세서에 합한 어셈블리 코

드를 생성하는 변환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은 이용하면 

어셈블리 코드를 단기간에 이식할 수 있다.

2. 어셈블리 변환 방법

어셈블리 코드 변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다. 

하나는 원본 어셈블리 코드를 수  어셈블리 코드

(LLA:Lower-level assembly code)로 변환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LLA를 상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하는 것이

다. 이 게 두 어셈블리 언어 간의 변환 사이에 간 단계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추가 인 하드웨어 종족 인 코

드를 독립 으로 표 하기 해서이다. 이러한 단계를 추

가함으로써 추후 다른 어셈블리 언어를 변환하여야 할 때 

모든 코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간 언어로의 변환 부

분만을 추가하면 된다.

LLA는 최소한의 명령어를 가진 어셈블리와 유사한 모

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셈블리 언어가 LLA로 변환되

기 해서는 코드 확장기를 통해 단순한 명령어들로 변경

된 후 변환될 로세서의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될 때 코

드 인식기에 의해 다시 최 화된다. 이는 Davidson 과 

Fraser가 제안한 컴 일러의 동작 방식[1]과 유사하다. 그

림 1은 ARM 로세서 어셈블리 코드가 코드 확장기를 

거쳐 LLA로 변경된 뒤 Core-A 로세서 어셈블리 코드

로 변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Core-A는 KAIST에서 개

발한 5단 이  라인을 채용한 32비트 RISC 로세서로 

16개의 범용 지스터와 2개의 로세서 모드를 지원한다

[2].

2.1. 코드 확장기

어떤 로세서의 어셈블리 언어를 LLA로 변환하기 

해서는 코드 확장기를 통해 로세서의 어셈블리 명령어 

하나에 맞는 하나 이상의 LLA 명령어로 일 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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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셈블리 변환 방식과 제 코드
int strlen(char *s) {
char *t = s;
while (*s != '\0')
s++;

return s-t;
}
int main(void) {
char *s = "hello";
int size;
size = strlen(s);
return 0;

}

(그림 2) C로 작성된 String Length 로그램

된다. 이때 지스터의 경우 로세서마다 그 개수가 다르

기 때문에 LLA에 사용된 지스터를 가상 지스터로 가

정하며 명 어가 확장되면서 추가 으로 필요하게 되는 

지스터 역시 이러한 가상 지스터로 가정한다. 단, 

로세서 동작에 사용되는 fp, sp와 같은 지스터는 지스

터 할당 시 이용에서 제외되며 간 단계 언어로 변환하

는 과정에서도 그 로 사용된다.

2.2. 코드 인식기

LLA 코드는 코드 인식기에 의해 다시 목표 로세서의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된다. 이때 코드 확장기와 반 로 하

나 이상의 LLA 명령어가 하나의 어셈블리 명령어로 변환

된다. 변환은 탐욕(Greedy) 방식으로 순차 으로 진행되면

서 가장 많은 간 단계 명령어를 포함하는 어셈블리 명

령어로 변환한다. 그 후 간 단계 언어에서 사용된 가상 

지스터는 지스터 할당자(Register Allocator)를 통해 

이를 상 로세서의 실제 지스터에 배치시킨다[3]. 

2.3. LLA

간 단계 언어는 어셈블리 언어와 유사한 형태의 언어

로 최 한 작은 명령어만을 가지도록 정하 다. 이는 다양

한 로세서의 어떤 명령어라도 간 단계 언어로 표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명령어의 피연산자는 

지스터 혹은 값이 될 수 있으며 만일 Core-A 로세서와 

같이 피연산자가 지스터이냐 값이냐에 따라 다른 명령

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간 단계 언어의 피연산자가 

어떤 형태인지를 단하여 합한 어셈블리 명령어로 변

환한다. 이로 인해 간 단계 언어를 어셈블리 명령어로 

변환하는 과정은 조  복잡해지게 된다.

2.4. 어셈블리- 간 단계 언어 치환 설정

코드 확장기와 코드 인식기가 제 로 동작하기 해서

는 어떠한 어셈블리 명령어가 어떠한 간 단계 언어로 

치환되는지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어셈블리 명

령어에 한 간 단계 언어 명령어로의 치환 부분은 

로세서마다 새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코드 확장기와 코드 

인식기 둘 모두에서 사용된다[4]. 

3. 실험

실험은 그림 2와 같이 C로 작성된 문자열 길이 측정 

로그램을 ARM 로세서용 컴 일러로 어셈블리로 만든 

후 코드 확장기를 통해 LLA로 변환시키고, 이를 다시 코

드 인식기로 Core-A 로세서용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시

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3은 ARM 어셈블리와 코드 확장기를 통해 간 

단계 언어로 변환된 문자열 길이 측정 로그램의 코드이

다.

간 언어 코드는 최 한 은 수의 명령어만으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에, STM과 같은 명령어는 상당히 많은 명

령어로 변환되어졌다. 이 게 코드 확장이 되어지면서 추

가 인 지스터가 필요한 경우 가상 지스터 p0으로 표

하 다. 실제 ARM 어셈블리 코드에는 ip, fp, sp, lr, pc

와 같이 역할과 동작이 다른 지스터들이 존재하는데 이

들은 지스터 이름을 그 로 이용한다.

그림 4는 이 게 생성한 간 단계 언어로 작성된 코드

를 이용하여 Core-A 로세서용 어셈블리 코드를 작성한 

것과 Core-A 컴 일러를 통해 작성되어진 어셈블리 코드

이다.

간 단계 언어에서부터 변환되어진 어셈블리 코드는 

체로 컴 일러를 통해 작성되어진 코드와 유사한 모습

을 하고 있으며, 몇 가지 비효율 인 동작을 제외하고는 

양호하게 작성되어졌다. 하지만, 간 단계 언어로 작성되

어진 코드는 명령어를 통해서는 pc 지스터에 값을 변경

시키지 못하는 Core-A 로세서 특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하여 실행 불가능한 명령어를 작성하 다. 한, 

Core-A는 32비트 주소를 한 번에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MUI 명령어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간 단계 언어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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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len:
mov ip, sp
stmfd sp!, {fp, ip, lr, pc}

sub fp, ip, #4
sub sp, sp, #8
str r0, [fp, #-16]

ldr r3, [fp, #-16]

str r3, [fp, #-20]

.L2:
ldr r3, [fp, #-16]

ldrb r3, [r3, #0]

cmp r3, #0
bne .L4
b .L3

.L4:
ldr r3, [fp, #-16]

add r3, r3, #1
str r3, [fp, #-16]

b .L2
.L3:

ldr r2, [fp, #-16]

ldr r3, [fp, #-20]

rsb r3, r3, r2
mov r0, r3
ldmea fp, {fp, sp, pc}

main:
mov ip, sp
stmfd sp!, {fp, ip, lr, pc}

sub fp, ip, #4
sub sp, sp, #8
ldr r3, .L6
str r3, [fp, #-16]

ldr r0, [fp, #-16]

bl strlen

mov r3, r0
str r3, [fp, #-20]

mov r3, #0
mov r0, r3
ldmea fp, {fp, sp, pc}

strlen:
MOV ip, sp
SUB sp, sp, 4
STR pc, sp
SUB sp, sp, 4
STR lr, sp
SUB sp, sp, 4
STR ip, sp
SUB sp, sp, 4
STR fp, sp
SUB fp, ip, 4
SUB sp, sp, 8
SUB p0, fp, 16
STR r0, p0
SUB p0, fp, 16
LDR r3, p0
SUB p0, fp, 20
STR r3, p0

.L2:
SUB p0, fp, 16
LDR r3, p0
LDR r3, r3
AND r3, r3, 255
CMP r3, 0
BNE .L4
B   .L3

.L4:
SUB p0, fp, 16
LDR r3, p0
ADD r3, r3, 1
SUB p0, fp, 16
STR r3, p0
BEQ .L2

.L3:
SUB p0, fp, 16
LDR r2, p0
SUB p0, fp, 20
LDR r3, p0
SUB r3, r2, r3
MOV r0, r3
SUB p0, fp, 4
LDR pc, p0
SUB p0, fp, 8
LDR sp, p0
SUB p0, fp, 12
LDR fp, p0

main:
MOV ip, sp
SUB sp, sp, 4
STR pc, sp
SUB sp, sp, 4
STR lr, sp
SUB sp, sp, 4
STR ip, sp
SUB sp, sp, 4
STR fp, sp
SUB fp, ip, 4
SUB sp, sp, 8
LDR r3, .L6
SUB p0, fp, 16
STR r3,p0
SUB p0, fp, 16
LDR r0, p0
MOV lr, pc
B   strlen
MOV r3, r0
SUB p0, fp, 20
STR r3, p0
MOV r3, 0
MOV r0, r3
SUB p0, fp, 4
LDR pc, p0
SUB p0, fp, 8
LDR sp, p0
SUB p0, fp, 12
LDR fp, p0

       (a) ARM 어셈블리               (b) LLA

(그림 3) ARM 어셈블리와 LLA로 표 된 문자열 길이 

측정 로그램

strlen:
mov ip, sp
addi sp, sp, -12
stm.w sp+, [fp, ip, ra]

addi fp, ip, -4
addi sp, sp, -8
st.w r0, (fp - 16)
ld.w r3, (fp - 16)
st.w r3, (fp - 12)
b .L2

.L3:
ld.w r3, (fp - 16)
addi r3, r3, 1
st.w r3, (fp - 16)

.L2:
ld.w r3, (fp - 16)
ld.bu r3, (r3 + 0)
tsubi r3, 0
b.ne .L3

ld.w r2, (fp - 16)
ld.w r3, (fp - 12)
sub r3, r2, r3
mov r0, r3
addi sp, fp, -8
ldm.w sp+, [fp, sp, ra]
callr ra

main:
mov ip, sp
addi sp, sp, -12
stm.w sp+, [fp, ip, ra]
addi fp, ip, -4
addi sp, sp, -8
mui %hi24(.LC0)
movi r3, %lo8(.LC0)
st.w r3, (fp - 16)
ld.w r0, (fp - 16)
nop
call strlen
mov r3, r0
st.w r3, (fp - 12)
movi r3, 0
mov r0, r3
addi sp, fp, -8
ldm.w sp+, [fp, sp, ra]
callr ra

strlen:
mov ip, sp
st pc, --sp(4)
st lr, --sp(4)
st ip, --sp(4)
st fp, --sp(4)
addi fp, ip -4
addi sp, sp, -8
st r0, (fp-16)
ld r3, (fp-16)
st r3, (fp-20)

.L2:
ld r3, (fp-16)
ld r3, (r3+0)
andi r3, r3, 255
tsubi r3, 0
b.ne .L4
b .L3

.L4:
ld r3, (fp-16)
addi r3, r3, 1
st r3, (fp-16)
b.eq .L2

.L3:
ld r2, (fp-16)
ld r3, (fp-20)
sub r3, r2, r3
mov r0, r3
ld pc, (fp-4)
ld sp, (fp-8)
ld fp, (fp-12)

main:
mov ip, sp
st pc, --sp(4)
st lr, --sp(4)
st ip, --sp(4)
st fp, --sp(4)
addi fp, ip -4
addi sp, sp, -8
mov r3, .L6
ld r3, (r3+0)
st r3, (fp-16)
ld r0, (fp-16)
call   strlen
mov r3, r0
str r3, (fp-20)
mov r3, 0
mov r0, r3
ld pc, (fp-4)
ld sp, (fp-8)
ld fp, (fp-12)

      (a) 컴 일러를 이용        (b) LLA를 통해 변환

(그림 4) 컴 일러와 LLA를 통해 변환된 Core-A 

어셈블리 코드 비교

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4].

한, 간 단계 언어에서 Core-A 어셈블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최 화된 코드를 작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간 

단계 언어를 통해 변환된 Core-A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 

STM 명령어가 있음에도 복수의 ST 명령어로 이를 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셈블리- 간 단계 언어 치환 

과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련 연구

한 로세서의 어셈블리 언어를 다른 로세서의 어셈

블리로 변환하려는 시도는 이미 1965년부터 연구된 바 있

다. George T. Dellert Jr.는 매크로를 이용하여 IBM 7090

용 어셈블리를 IBM 7040용 어셈블리로 변환하는 방식을 

소개하 다[6]. 매크로는 비교  단순한 방법을 통해 다른 

로세서에서 어셈블리 코드를 동작하도록 하지만, 두 

로세서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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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는 상당한 속도 하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미 작성된 어셈블리 언어를 다른 로세서에서 동작

시키려는 다른 시도로 어셈블리 코드 혹은 바이 리 일

을 고  언어로 변환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 이

게 역컴 일(decompile)된 코드를 다른 로세서에 합하

게 컴 일하는 것으로 이식이 가능하긴 하지만, 역컴 일

에는 데이터 흐름 분석, 컨트롤 흐름 분석, 변수의 타입 

분석과 같은 까다로운 방법을 거쳐야 했으며, 상 로세

서에 합한 컴 일러가 있어야만 이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매크로보다 로세서에 

의존 이지 않으며, 디컴 일 방식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

치거나 컴 일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어셈블리와 

간 단계 언어 사이의 변환에 필요한 기계 설명(Machine 

Description)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러 로세서로 이식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은 양의 아키텍처 의존 코드를 가진 이식 

가능한 어셈블리 언어인 C--의 백 엔드(Back End)를 자

동으로 생성해주는 시스템이 연구된 바 있다[8,9]. 기계 설

명을 통해 론트 엔드에서 어셈블리 코드를 생성하는 방

식은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5. 결론

기계어와 치되는 어셈블리 언어는 최 화를 통해 매

우 빠른 속도를 동작할 수 있고, 로세서 동작을 세세하

게 지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로세서마다 어셈

블리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만일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로그램을 다른 로세서에서 동작시키기 해서는 이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어셈

블리 언어를 코드 확장기와 코드 인식기로 이루어진 변환 

도구를 이용해 간 단계 언어를 거쳐 새로운 로세서의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소개하 다.

비록 재로써는 일부 어셈블리 명령어와 로세서 동

작에 따른 부분을 직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실

험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추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단한다. 한, 탐욕 방식으로 진행되는 코드 인식기의 

동작방식은 최 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완 함에

도 불구하고 어셈블리 언어를 다른 로세서의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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