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E2030: 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Fall 2014) 

 

Programming Assignment #6 

Due: December 20, 11:59:59 PM 

1. Introduction 

 본 과제는 Quick Sort를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하여 비교적 복잡한 어셈블리 언어 작

성에도 익숙해 지도록 한다. 

2. Overview 

 레코드 키의 비교는 과제 5에 작성한 my_strncmp() 함수를 재사용한다. 

 전체적인 과제의 설명은 과제 1과 동일하고, Quick Sort 구현부인 q_sort() 함수 내부

를 어셈블리로 구현하면 된다.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다. 

3. Specification 

 이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현해야 할 파일은 다음과 같다. 

 im_sort.s 

 im_sort.s 파일은 스켈레톤 코드로 주어지고 내부 구현부를 작성한다. 

 함수 형태 

 과제 1과는 인자가 다르므로 유의한다. 

 e 

  

 Arguments 설명 

 1번째 인자인 buffer는 2번째 인자인 buf_size만큼 할당되어 있고, 입력 파일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 

int im_sort(char* buffer, int buf_size, int recs_num); 



 3번째 인자는 레코드의 개수이다. 

 각 레코드는 100bytes이고, 마지막 2bytes는 개행문자 \r\n 이다. 

 각 레코드의 키(key)는 앞에서부터 10bytes이다. 

 레코드 개수만큼 정렬을 수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입력 파일의 레코드 개

수가 10개일 때 quick sort의 범위는 0 ~ 9까지이다. (right가 9가 되면 된다) 

 입/출력 파일 형태 및 결과의 비교 

 과제 1 ~ 4와 동일함 

 레지스터 개수 제한 

 im_sort() 함수의 setup, finish 코드를 제외한 메인 부분 코드 작성시 사용 가능

한 레지스터는 %eax, %ebx, %ecx, %edx 총 4개로 제한한다. 

 %ebp, %esp 는 사용 가능하다. 

 리턴 값 

 정상적인 경우 리턴 값은 0으로 한다. 

 파일이 없거나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는 (-1) 을 리턴 한다. 

 레코드의 비교 

 레코드의 키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스트링 비교 함수는 과제5 에서 작성한 

my_strncmp() 함수를 사용한다. 

 과제 5에서 작성한 my_strncmp.s 파일을 복사하여 재사용하면 된다. 

 8bit 레지스터 사용 

 레지스터 개수가 더 필요한 경우는 %dh, %dl, %ah, %al 과 같은 8bit 레지스터

를 사용할 수 있다. 

 %edx는 32-bit register이고 %dx는 하위 16-bit, %dh와 %dl은 %dx레지스터

의 상위 8-bit, 하위 8-bit을 의미한다. 

 strncmp함수는 char 형태인 8bit 만 비교하면 되므로, %dh, %dl을 사용하면 

레지스터를 더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Byte(8bit) 관련 어셈블리 명령어 

 cmpb: 2개인자의 차이가 다음 연산의 condition이 된다. 

i. comb  %al, %dl 

je     end_loop 

 %eax의 하위 16bit 중 하위 8비트와 %edx의 하위 16비트 중 하

위 8비트를 (%al - %dl) 하고, 참이면 end_loop으로 점프 

 testb: 2개인자를 & 연산 결과가 다음 연산의 condition 이 된다. 

i. testb  %al, %dl 

 %eax의 하위 16bit 중 하위 8비트와 %edx의 하위 16비트 중 하

위 8비트를 (%al & %dl) 한다. 

 movb: 8bit(1byte)을 복사한다. 

i. movb  %ah, %dh 

 %eax의 하위 16bit 중 상위 8비트를 %edx의 하위 16비트 중 상

위 8비트로 복사한다. 

 컴파일 옵션 참고사항 

 gcc –m32 –S my_code.c 

 작성된 c 코드를 32비트 어셈블리로 변환하기 위해서 –m32 –S 옵션을 사용

한다. (각 옵션의 자세한 설명은 인터넷 등을 참고한다.) 

 링크 오류 관련 

 32비트 기반 어셈블리로 작성된 코드가 링크 되기 위해서는 gcc-multilib을 

설치해야 하는데, 우분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 sudo apt-get install gcc-multilib 

 objdump 

 이미 컴파일 된 object(.o) 파일을 다음과 같이 디어셈블 해볼 수 있다. 

 # objdump –d my_code.o 

4. Restriction 



 과제는 본인이 직접 설치한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한다. 

 테스트 서버에서 컴파일, 동작에 실패한 코드는 과제 제출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제의 평가는 컴파일/실행 가능 여부 및 출력 결과, 작성한 문서에 의하여 평가된다. 

 사용 가능한 레지스터 개수를 초과하면 50% 감점처리 한다. 

5. Skeleton Codes 

 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5개의 파일이 주어진다. 

 Makefile          소스코드 빌드를 위한 GNU Makefile 

 SSE2030_P06.c      main()을 포함하고 구현할 함수를 호출함 

 im_sort.h         함수 선언부 

 im_sort.s         im_sort() 함수 구현부 

 my_strncmp.s      my_strncmp() 함수 구현부 

6. Hand in instruction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 상단에 이름과 학번을 주석으로 표기한다. 

 작성한 과제 코드와 별도로 구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나타낸 순서도 또는 그림을 넣는다. 

 보고서 형식은 PDF 포맷으로 제한한다. (학번.pdf) 

 $ make clean 후 $ make tar 2013123456 과 같이 입력하면 제출용 압축파일이 

2013123456.tar.gz 과 같이 생성되고, 해당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소스코드 압축파일과 보고서 문서는 sys.skku.edu를 통해 제출한다. 

 소스 코드는 sys서버 내에서 컴파일 및 실행 성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소스 코드는 zip, tar.gz 형식이 가능하고, 압축을 해제하였을 때 소스코드가 현재 

폴더에 풀려야 sys서버에서 컴파일 및 실행이 가능한 점에 유의한다.  

 별도로 압축하는 경우에 폴더가 아닌 파일들을 선택해서 압축하도록 한다. 

 시스템 오류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 TA에게 이메일로 보고서와 소스코드

를 제출하도록 한다. 

7. Logistics 



 과제 공지는 http://csl.skku.edu/SSE2030F14/Assignment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제 제출 기한은 이후 24시간내에 제출할 경우 30%, 48시간 내에 제출할 경우 60%

감점한다. 그 이후 제출이 불가능하며, 0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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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사람의 과제를 copy 한 경우, 두 사람 모두 0점 처리하며 학점상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F 학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