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E2030: 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Fall 2011) 

 

Programming Assignment #6 

Due: December 21, 11:59 PM 

 

1. Introduction 

 

 이 과제는 입력된 단어를 해쉬테이블에서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IA-32 어셈블리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이다. 이 과제의 목적은 해쉬테이블을 이해하고, 해쉬값을 구하고,

그 값으로 해쉬 테이블 내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IA-32 어셈블리 언어를 학습하는데 있다. 

 

2. Problem Overview 

 

 다음과 같은 함수원형을 갖는 hash_lookup() 함수를 IA-32 어셈블리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int hash_lookup(hashBucket* hashTable, char* keyword, 

                      int* retIdx, int* retChapter, int* retVerse) 

 

 hash_lookup() 함수는 해쉬테이블 배열의 첫번째 주소값을 담고있는 hashBucket 포인

터 1개와 검색할 키워드의 문자열 포인터 1개, 그리고 두번째 인자로 주어진 문자열의 

해쉬값을 저장할 Integer 포인터 1개, 해당 문자열이 저장된 ‘장’을 저장할 Integer 

포인터 1개, 해당 문자열이 저장된 ‘절’을 저장할 Integer 포인터 1개를 인자로 받고, 

검색 결과를 반환한다. 

 이 때 검색 결과는 해쉬 테이블에서 입력된 문자열이 검색 되었을 경우 1, 실패했을 경

우 0을 반환한다. 

 해쉬테이블에 관한 구조는 [3. Hash Table Specification]에 기술되어 있다. 

 본 과제 수행에 있어서 별도의 함수를 생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hash_lookup.s 파일 

내에 어셈블리 언어로 구현할 수 있다. 

  



3. Hash Table Specification 

 

• 해쉬값은 입력된 키워드에서 문자열의 끝인 널 문자를 제외하고 아스키값을 모두 더한 

후 1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사용한다. 

• 해쉬테이블은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 

 
 

• 해쉬테이블을 구성하는 hashBucket 구조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typedef struct _hashBucket { 
     int nrEntry;                                                                                                   
     hashEntry *entry;                                                                                                                                                                                                 
} hashBucket;                                                                                                      

nrEntry는 해쉬테이블의 해당 Bucket에 담겨있는 Entry의 갯수를 담고 있다. 

entry는 해당 Bucket의 첫 번째 엔트리(hashEntry 구조체)의 포인터를 담고 있다.  
 

• 해쉬 Bucket에 담겨있는 Entry의 정보를 나타내는 구조체인 hashEntry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typedef struct _hashEntry{ 
     char* word; 
     int chapter; 
     int verse; 
     struct _hashEntry* next;                                                                                                                                                                                                                                                                                           
} hashEntry;                                                                                                  

word는 저장된 키워드를 담고 있다. 

chapter는 word가 저장된 ‘장’을 담고 있다. 

verse는 word가 저장된 ‘절’을 담고 있다. 

next는 같은 해쉬 값을 갖는 다음 엔트리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 

hashEntry hashBucket hashEntry hashEntry 



• 예를 들어 해쉬테이블에서 ‘test’라는 키워드를 찾고자 할 경우 

1. ‘test’ 단어의 해쉬값을 구한다. 

2. 해당 해쉬값에 맞는 Bucket에 찾아간다. 

3. 해당 Bucket에 첫번째 Entry부터 마지막 Entry까지 test라는 단어를 갖는 Entry가 

있는지 검색한다. 

4. 같은 단어를 갖는 Entry가 있을 경우, 

retidx에 해쉬값, retChapter에 hashEntry 구조체에 저장되어 있는 ‘장’, 

retVerse에 hashEntry 구조체에 저장되어 있는 ‘절’을 저장하고 1을 리턴한다. 

5. 같은 단어를 갖는 Entry가 없을 경우 0을 리턴한다. 

 

 

4. Restriction 

 

 hash_lookup() 함수 내에서는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 필요에 따라 

어셈블리 언어로 새로운 함수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해쉬값 생성은 main.c 파일에 구현된 함수를 사용할 수 없으며, hash_lookup() 함수 

내에서 직접 구현하여 해쉬값을 구한다. 

 hash_lookup() 함수의 setup, finish 코드를 제외한 메인 부분 코드 작성시, 사용 가

능한 레지스터는 %eax, %edx 총 2개로 제한한다. (%ebp, %esp는 가능) 

 제한된 레지스터 이외의 레지스터를 사용한 경우 0점 처리한다. 

 과제는 리눅스 환경에서 수행하고, 과제 보고서에 리눅스 환경에서 컴파일하고, 실행한 

화면을 캡쳐하여 추가한다. 

 

5. Skeleton Codes 

 

 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3개의 파일이 주어진다. 

Makefile: GNU make utility를 위해 사용되는 파일 

main.c: 해쉬테이블을 초기화하고, hash_lookup() 함수를 호출하는 main()함수 

hash_lookup.s: hash_lookup() 함수를 구현해 넣을 파일 

wordlist: 해쉬테이블에 기본값으로 들어갈 데이터들이 저장된 파일 

• 과제를 위해서는 hash_lookup.s 파일만 수정하면 된다. 

(hash_lookup.s 외에 다른 파일을 추가하지는 말 것) 

 

  



6. Hand in instructions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 상단에 이름과 학번을 주석으로 넣는다. 

 과제 제출시 hash_lookup.s 파일을 “학번.s” 파일로 이름을 변경하여 제출한다 (예: 
2010310123.s) 

 프로그램의 설계, 구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그림으로 삽입하도록 한다. 보고서는 워드, 한글 등의 형식도 상관 없지만 가능

하면 PDF 포맷으로 제출한다. 

 “학번.s” 어셈블리 파일과 보고서를 “학번.zip” 로 압축하여 제출한다. 

그 외에 Makefile, main.c, wordlist는 제출하지 말것. (예: 2010310123.zip) 

 과제는 sse2030@csl.skku.edu로 보내고, 메일의 제목은 아래와 같은 형식을 따른다. 

[SSE2030] PA6, 학번, 이름 
 

7. Logistics 

 

 과제 제출 결과는 http://csl.skku.edu/SSE2030F1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제 제출 시간은 메일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한을 넘겨 제출 할 경우 0점 처리

한다. 

 과제에 대한 의논은 함께 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소스코드 작성은 스스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과제를 copy 한 경우, 두 사람 모두 0점 처리한다. 인터넷 등에서 찾은 소

스 코드를 그대로 copy 한 경우에도 0점 처리한다. 두 번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0점 

처리된 경우 F 학점을 받을 수 있다. 

 

  

http://csl.skku.edu/SSE2030F11


8. Example 

1) 성공시 

 
 

2) 실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