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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言.

C빼e generation pha않는 compiler에서 질제로 in~mal source Jπ떻am을 ma

chine language나 ass많삐bly 뻐행uage로 번역하는 p뼈se이 다.

이 p뼈se에 의하여 원래의 sour，않 pr，웹am에 대용하는 object prl웰ron이 生成

펀다.

本 議文에서는 MEL<찌tM-83FORT뾰N율 source language로하여 MELCOM‘

83 machine code를 生成하여 보았다.

원래의 source pro짧m을 int앉nal source program 으로 바꾸기 위하여 p雄x

p여ish αmcept를 사용하였다.

2. Code gen앙ation.

code generation pha않에셔는 다음 3 個의 element를 사용한다.

(1) Me (A뻐ress Ass휩nment Counter)

生成펀 code에 addr，얹흘 a짧n하기 위혜서 사용된다.u펴e가生成될 째 마다

그 code의 뼈dress가 주어지고 AAC의 값도 증가한다.

(2) Aα::: (Aecum따ator)

ob웬t pr，앵ram을 수행활 쩨 계 산의 중간 結果를 저장하기 위해셔 AfX가 사

용원다. 한 야Jerator에 對한 ∞de흘 生成활빼는 그 operator와 2개의 top 없:ack

operand률 사용하며 2 개의 oper:없ld대신 이 operation의 結果를 나타내는 AfX

의 주소가 쳐장된다.

(3) STACK (stack)

Internal s애rce program 이 pos뼈x polish notation으로 되어있으묘로 원쭉으

로부터 오륜쭉a로 한번만 process하면 펀다. 이혜 oper:없ld흘 져장하기 위혜셔

stack이 사용펀다.

A. u펴.e-generation for unlablled arithmatic statements.

Labelol 없는 arithmetic s18않ment에 째한 ∞de 生成운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symbol이 operand이연 STACK에 저장하고 다옴 symbol올 조사

한다.

(2) 다옴의 symbol'이 operator이면 STACK으로부태 2개의 Operand (UI뻐ry

operatorOl 면 1 개의 operand)를 사용해서 code흘 生成하고， 사용한 operand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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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에 AOC의 a뼈ress률 STACK，에 져장한다. Code훌 1개 生成항 혜마다 AA

C의 값율 증가시켜셔 왜dress-흘 종가시킨다.

(3) 이과정흘 ι="야 바다날예까지 계속한다.

B. Code-용없ieration for la뼈led 않atements and reseπed word stat앙nents.

a. Labell빼 statements

La뼈아 있는 statement에 짧한 code 生밟은 다음과 같다.

(1) AAe의 값을 lab상 빼e에 져장환다.

(2) 현채의 labelol DO loop의 range limit로 사용되었는져 조사한다.

Range li뼈t로 사용되져 않았으며 unlabeU빼 앙ithm얹ic sta않m얹1t와 쪽 갈이

빼e훌 生威한다. Range limit로 사용되는 청우는 m 않atl없nent어} 對한 code

generatio뼈l셔 다루고 었다.

h. IF Statem얹1t

R ‘ g없tem없1t에 對한 code흘 生成하기 위해서 표‘ statell:lent촉에 나오논 lab녕

과 V양홉hie의 ta삐e entry address플 사용한다. “표‘(K) 20,30,40"의 않Atement에

셔 label 20, 30, 40에 對한 label table entry address가 801, 803, 없5이고 K의

쟁빼01 table entry a뻐ress가 747이고 AAC의 값이 밍라 가청하면 위 없t없ent

얘 대옹하는 mac퍼ne code는 다옴과 같다.

(25) 뼈7801!잃J7003

(26) 4:깡뻐앙엎7003

(27) 02없4-7m빠짧

(28) 101QO(뼈않월7

(2.9) 껑30앓월뾰@않

(30) 0:짚>'747031000

(31) 101아뻐해ffRl

(32) 4:앓않않뺑000

(33) 없細쨌쨌빼0

완쭉 괄호속의 숫자는 오릎쭉 mac빠ne ∞de의 주소흉 나타낸다.27먼지는

compare for sign instruction.으로 腦온 명 령 α펴e이고 747옹 K의 address아 다.

747번져의 값(휴 K의 값)이 음수이연 801 번지의 내용올 주소로 하는 곳으

로 메뼈하고 747의 값여 용이 아니연 28번지로 jump함다. 30벤지의 않는 com

pare for zero instruction의 명령 code이고 747변지의 값이 。이연 803번지의 내

용을 주소로 하는 곳으로 ψmp하고 。이 아니면 31번지로 ψmp한다.

33번지는 jump instruction으로 없)5번지흘 내용하는 곳으로 ψmp한다.



c. GOTO statement

“ GOTO 40"과 같응 statement의 ma야line code는 다음과

값은 31이고 40의 label table entry address는 805이 다.

(31) 101000805997
(32) 4230앓997000

(33) 028000000000
d. 00 statement

00 statement에 대한 code를 生成하기 위해서 아래 그렴과 같옹 5개의 colu

mn으로된 하나의 stack을 사용한다.

&파 j ~과싫 「륙과마 Ido 鼠 후m녁I do list e雄n떠

00 statement가 냐다냐연 그것의 parameter들이 이 stack에 저장된다- 위

S뼈.ck에서 address c에Imn은 DO statement 바로볕에 았는 statement에 대한 rna

chine ∞de의 address를 말한다. Lalεl의 column에는 00 statement에 냐오는

label아 저장되어 있으므로 label이 붙은 statement가 나올 때마다 이 lab려 C이·

umn과 비 교혜서 00 s뼈tement의 range limit로 사용되었는지 조사해야한다.

Range limit로 사용되 었 을때는 하나의 block이 되도록 code를 生成해야 한

다. 00 statement와 machine code는 다음과 같다.

** Given statement **
20

CONT

** Machine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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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때 AA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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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 L, M00

20

爛爛
(25)

(40)

120743747997

O잃997043026

(41)

(42)

여기 서 747, 745, 743, 741은 I， K， L， M의 symbol table entry addr，없이고 A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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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음값은 25이다.

c. &양ld statement

Read statement에는 paper tape reader.91 unit흉 決定하는 parameter 1과 data

의 format률 찮定하는 parameter 2가 있으므로 C얘e를 生成하기 위해서는 이들

맹rameter를 조사해야 한다. parameter와 대웅하는 machine c얘e는 다음과 같

다.

parameter 2

I 1 I 2
햄ra없뼈m熾n

2 I 잃1 I 331

“'READ (1, 1) A, B, C, D'’의 machine code는 다음과 같다.

270747747(){애

270745745000

2707437싫아)()

270741741000
f. PRINT statement

print statement에는 data의 format를 決定하는 parameter가 았으므로 code롤

構威하기 위혜서는 이 뼈.rameter를 조사혜야 한다. parameter와 대응하는mach

me 뼈e는 다음과 같다i

parameter

l

2

machine code

251

351

‘쨌!NT (1) A, B, C,M"의 machine c뼈e는 다음과 같다.

251747747000

25174574당뼈

251743743000
25173윈77댐37(){)()

g. END statement

01 stat얹nent는 source s없tement의 끝을 나타내므로 machine c여e “HALT"

얘 해당하는 “OOOOOOOOOOOO"가 生成되며 이것은 object program의 끝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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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statement에 의 하여 compiling이 끝이 난다.

:FORTRAN program과 object pr앵ram은 다음과 같다.

FORTRAN statements
•

RFAD(l

, 1 ) A , B

, C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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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47747000
270745745000
2707477470(뻐

270741741000
10100074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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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457，않'1J7

I아Yl41않y1댔7

101000997737
25174774까)()o

2517457·꿇000

2517·짧743아)()

251737737 1아m

1007웠743739

1207457~웠97

0잃9970많;0:꽁

때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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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結 옳.

01나 컴퓨터는 memory가 작가 해품에 memory allocation이 매우 중요하다.

code률 生成하는 동안 disk에 혜당하는 외부 memory흘 사용하여 memory률 떠1

ocate하였고 生成펀 code에 address를 주기 위하여 하냐의 coun않r훌 사용하였

다.

α펴e 生成은 compilEπ개발에 펼수척 요소이묘로 이방연의 冊究가 계속훨것올

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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