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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TRUCTURE 

어셈블러에서 사용하는 자료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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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의 종류 

◎ OP Table 
●  Instruction 및 Pseudo Instruction을 다룬다. 

 

◎ SYMBOL Table 
●  레지스터, 레이블을 다룬다. 

 

◎ BLOCK Table 
●  프로그램 블록을 다룬다. 

 

◎ LITERAL Table 
●  =XXX 와 같은 Literal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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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Table 

◎ OPTAB 구조체 
●  mnemonic 

○ INSTRUCTION Mnemonic 문자
열을 가리킨다. 

●  oprs 

○Operand의 수 

●  format 

○9999는 N/A 

○OOAA~OORMFA 까지를 0부터 
열거형 값으로 정한다. 

●  boxes 

○명령어 크기(단위) 

●  code 

○  Object Code로 변경할 값 

struct OPTAB { 

    char* mnemonic; 

    short oprs; 

    short format; 

    short boxes; 
    short code; 

} 

byte : single box 

short : single box 

int : double box 

long: 2 double box 

char: single box 
  * : doubl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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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Table: 정의하는 방법 

LABEL CODE COMMENT 

OPTAB_CNT DBOX  xxx // OPTAB의 Entry 수 

OPS DBOX =“LDA” // .mnemonic (pointer) 

BOX 1 // .oprs (short) 

BOX 0 // .format (short: OOAA=0) 

BOX 1 // .boxes (short) 

BOX 100 // code (short) 

DBOX =“STA” // .mnemonic (pointer) 

BOX 1 // .oprs (short) 

BOX 0 // .format (short: OOAA=0) 

BOX 1 // .boxes (short) 

BOX 200 // code (short) 

6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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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Table: 참조 하는 방법 

◎ Indexing 하는 방법 
●  OPS[0] 

 

 

 

 

●  OPS[1] 

 5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MOV  A, =0 

          MUL  =6 

          MOV  X, A 

          MOV  A, @OPS 

          MOV  X, =1 

          MUL   =6 

          MOV  X, A 

          MOV  A, @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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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Table: 참조 하는 방법 (2) 

◎ Field 접근하기 
●OPS[3].mnemonic 

 

 

 

 

●  OPS[4].oprs 

 5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MOV  A, =3 

          MUL   =6 

          MOV  X, A 

          MOV  A, @OPS 

          MOV    A, =4 

          MUL    =6 

          MOV   X, A 

          ADD    X, =2 

          MOVH A, @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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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Table: 참조 하는 방법 (3) 

◎ Field 접근하기 (2) 
●OPS[5].format 

 

 

 

 

 

●  OPS[6].boxes 

 5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MOV    A, =5 

          MUL    =6 

          MOV   X, A 

          ADD    X =3 

          MOVH A, @OPS 

          MOV    A, =4 

          MUL    =6 

          MOV   X, A 

          ADD    X, =2 

          MOVH A, @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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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Table: 참조 하는 방법 (4) 

◎ Field 접근하기 (3) 
●  OPS[15].code 를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  값 읽기 

 

 

 

 

 

○  값 쓰기 

          MOV   A, __ 

          MUL   =6 

          MOV  X, A 

          ADD   X __ 

          _____ A, @OPS 

          MOV A, __ 

          MUL =6 

          MOV X, A 

          ADD X __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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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Table: 함수 설계 

◎ OP Table은 Assembler가 시작할 때에 정적으로(시작
할 때에) 생성된다. 

●  따라서, OP Table에는 검색함수가 필요로 한다. 

 

◎ 검색 함수 

●  mnemonic을 통한 검색 

○  OPTAB* findOp(char* mnemonic); 

• @param mnemonic 찾을 mnemonic 

• @return 만약 0이면 찾지 못한 것이다. 0이 아닌 경우 OPS의 
해당 Entry의 주소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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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Table: 함수 설계 (2) 

◎ findOp 호출 예 

 

 

 

 

◎ findOp 호출 후 NULL 검사하기 

          MOV   A, SEARCH 

          PUSH A 

          CALL FIND_OP 

          ADD   SP, =2 

          CALL FIND_OP 

          ADD   SP, =2 

          CMP   A =0 

          JZ UNDEF_OP // 못찾을 경우 UNDEF_OP로 

                                   // 점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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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Table: findOp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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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AB* findOp(char* symbol) 

 { 

     int sz = SYMTAB_CNT; 

     int idx = 0; 

     for( idx = 0 ; idx < sz ; idx ++ ) 
       { 

         if( strcmp( OPS[idx], symbol ) == 0 ) 

           { 

              return &OPS[idx]; 

           } 
       } 

     return 0; 

 } 

OPS[idx] 와 &OPS[idx] 주의 



SYMBOL Table 

◎ SYMBOL 구조체 
●  symbol 

○최대 10자. 그 보다 크게 하려
면 n+1의 크기로 배열을 잡는다. 

●  block 

○  “USE” 지시자 사용시 필요 

●  type1 

○  Symbol Type 

●  type2 

○  값의 타입:  
• 상대/절대(상수)값 

●  value 

○  SYMBOL의 값 

●  error 

○  SYMBOL 에러 flag 

struct SYMBOL { 

    char  symbol[11]; 

    short block; 

    short type1; 

    short type2; 
    int     value; 

    short error; 

} 

byte : single box 

short : single box 

int : double box 

long: 2 double box 

char: singl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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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2) 

◎ 만약 symbol을 10자 이상 하려면? 
●  char symbol[11] 에서 11을 수정한다. 

○  20자: char symbol[21] 

◎ 만약 프로그램 블록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  오른쪽과 같이 정의    

 

 

 

 

◎ symbol 크기를 가변으로 하려면? 
●  이 문서의 “부록”을 참고한다. 

struct SYMBOL { 

    char  symbol[11]; 

    short type1; 

    int     value; 

    short 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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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3) 

◎ SYMBOL 테이블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나? 
●  LABEL, Register 

◎ SYMBOL.type1은 어떤 값이 있나? 
●  0 : Register 

●  1 : Label 

◎ SYMBOL.type2 는 어떤 값이 있나? 
●  0 : Relative (상대값) 

●  1 : Absolute (절대값) 

◎ SYMBOL.error 는 어떤 값이 있나? 
●  에러를 정의하기에 달려있다. 다음은 예이다. 

○  0 : No error 

○  1 : Duplicated definition 

○  2 : Reserved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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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메모리 구조 

LABEL CODE COMMENT 

SYMTAB_CNT RESDBOX 1 // SYMTAB의 Entry수 

SYMBOLS RESBOX 11 // .symbol (char[11]) 

RESBOX 1 // .block (short) 

RESBOX 1 // .type1 (short) 

RESBOX 1 // .type2 (short) 

RESDBOX 1 // .value (short) 

RESBOX 1 // .error (short) 

RESBOX 11 // .symbol (char[11]) 

RESBOX 1 // .block (short) 

RESBOX 1 // .type1 (short) 

RESBOX 1 // .type2 (short) 

RESDBOX 1 // .value (short) 

RESBOX 1 // .error (short) 

17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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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참조 하는 방법 

◎ Indexing 하는 방법 
●  SYMBOLS[0] 

 

 

 

 

●  SYMBOLS[1] 

 15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MOV A, =0 

          MUL =17 

          MOV X, A 

          MOV A, @SYMBOLS 

          MOV A, =1 

          MUL =17 

          MOV X, A 

          MOV A,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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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참조 하는 방법 (2) 

◎ Field 접근하기 
●SYMBOLS[3].symbol 

 

 

 

 

 

●  SYMBOLS[4].block 

 15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MOV A, =3 

          MUL =17 

          MOV X, A 

          MOV A, #SYMBOLS 

          ADD  A, X 
 

          MOV A, =4 

          MUL =17 

          MOV X, A 

          ADD X, =12 

          MOVH A, @SYMBOLS 

레지스터 A에 char* 값이 저장되려면 
왼쪽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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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참조 하는 방법 (3) 

◎ Field 접근하기 (2) 
●  SYMBOLS[15].value 를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  값 읽기 

 

 

 

 

 

○  값 쓰기 

          MOV A, __ 

          MUL =17 

          MOV X, A 

          ADD X, __ 

          ____ A, @SYMBOLS 

          MOV A, __ 

          MUL =17 

          MOV X, A 

          ADD X __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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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참조 하는 방법 (4) 

◎ Field 접근하기 (3) 
●  SYMBOLS[25].error 를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  값 읽기 

 

 

 

 

 

○  값 쓰기 

20 

          MOV A, __ 

          MUL =17 

          MOV X, A 

          ADD X, __ 

          ____ A, @SYMBOLS 

          MOV A, __ 

          MUL =17 

          MOV X, A 

          ADD X __ 

          ____________ 



SYMBOL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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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방법2) 

◎ SYMBOL 구조체 
●  symbol 

○문자열 포인터. 문자열은 별도
의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한다. 

●  block 

○  “USE” 지시자 사용시 필요 

●  type1 

○  Symbol Type 

●  type2 

○  값의 타입:  
• 상대/절대(상수)값 

●  value 

○  SYMBOL의 값 

●  error 

○  SYMBOL 에러 flag 

struct SYMBOL { 

    char* symbol; 

    short block; 

    short type1; 

    short type2; 
    int     value; 

    short error; 

} 

byte : single box 

short : single box 

int : double box 

long: 2 double box 

char: single box 
  * : doubl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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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방법2): 메모리 구조 

LABEL CODE COMMENT 

SYMTAB_PTR RESDBOX 1 // SYMTAB 다음 Entry 시작 위치 

SYMBOLS RESDBOX 1 // .symbol (char*) 

RESBOX 1 // .block (short) 

RESBOX 1 // .type1 (short) 

RESBOX 1 // .type2 (short) 

RESDBOX 1 // .value (short) 

RESBOX 1 // .error (short) 

RESDBOX 1 // .symbol (char*) 

RESBOX 1 // .block (short) 

RESBOX 1 // .type1 (short) 

RESBOX 1 // .type2 (short) 

RESDBOX 1 // .value (short) 

RESBOX 1 // .error (short) 

8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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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방법2): 참조 하는 방법 

◎ Indexing 하는 방법 
●  SYMBOLS[0] 

 

 

 

 

●  SYMBOLS [1] 

 22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MOV A, =0 

          MUL =8 

          MOV X, A 

          MOV A, @SYMBOLS 

 

          MOV A, =1 

          MUL =8 

          MOV X, A 

          MOV A,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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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방법2): 참조 하는 방법 (2) 

◎ Field 접근하기 
●SYMBOLS[3].symbol 

 

 

 

 

●  SYMBOLS [4].block 

 15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MOV A, =3 

          MUL =8 

          MOV X, A 

          MOV A, @SYMBOLS 

          MOV    A, =4 

          MUL     =8 

          MOV    X, A 

          ADD     X, 12 

          MOVH  A,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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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방법2): 참조 하는 방법 (3) 

◎ Field 접근하기 (2) 
●  SYMBOLS [17].type1 를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  값 읽기 

 

 

 

 

 

○  값 쓰기 

          MOV    A, __ 

          MUL     =8 

          MOV    X, A 

          ADD     X, __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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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    A, __ 

          MUL     =8 

          MOV    X, A 

          ADD     X, __ 

          _____  A, @SYMBOLS 



SYMBOL Table (방법2): 참조 하는 방법 (4) 

◎ Field 접근하기 (3) 
●  SYMBOLS [28].type2 를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  값 읽기 

 

 

 

 

 

○  값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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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    A, __ 

          MUL     =8 

          MOV    X, A 

          ADD     X, __ 

          ____________ 

          MOV    A, __ 

          MUL     =8 

          MOV    X, A 

          ADD     X, __ 

          _____  A, @SYMBOLS 



방법 1 vs 방법 2 

◎ 방법 2가 장점 
●symbol의 길이를 가변으로 할 수 있다. 

○10자 이상의 SYMBOL을 처리할 수 있다. 

●Table이 차지하는 메모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방법 2의 단점 
●symbol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부록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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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함수 설계 

◎ SYMBOL Table은 Assembler가 동작하면서 완성된다. 
●  따라서, 삽입, 검색 함수가 필요로 한다. 

 

◎ 삽입 함수 
●  SYMTAB* insertSymbol(char* symbol); 

○  @param symbol 등록할 symbol 

○  @return 만약 0이면 등록할 수 없는 상태이다. 0이 아닌 
경우 SYMBOLS의 해당 Entry의 주소를 반환한다. 

◎ 검색 함수 
●SYMTAB* findSymbol(char* symbol); 

○  @param symbol 찾을 symbol 

○  @return 만약 0이면 찾지 못한 것이다. 0이 아닌 경우 
SYMBOLS의 해당 Entry의 주소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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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함수 설계 (2) 

◎ findSymbol 호출 예 

 

 

 

 

◎ findSymbol 호출 후 NULL 검사하기 

          MOV   A, SEARCH 

          PUSH A 

          CALL FIND_SYMB 

          ADD   SP, =2 

          CALL FIND_SY<B 

          ADD   SP, =2 

          CMP   A =0 

          JZ UNDEF_SYMB // 못찾을 경우 

                                        // UNDEF_SYMB로 점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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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함수 설계 (3) 

◎ insertSymbol 호출 예 

 

 

 

 

◎ insertSymbol 호출 후 NULL 검사하기 

          MOV   A, TOKEN 

          PUSH A 

          CALL INS_SYMB 

          ADD   SP, =2 

          CALL INS_SYMB 

          ADD   SP, =2 

          CMP   A, =0 

          JZ E_INC_SYMB // 못찾을 경우 

                                        // E_INC_SYMB로 점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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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able: insertSymbol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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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TAB* insertSymbol(char* symbol) 

 { 

     int ptr = SYMTAB_CNT; 

     SYMTAB* lookup = findSymbol(symbol); 

     if( lookup != 0 ) 
       { 

          return (NULL)0; 

       } 

     // 방법1의 경우 

     strncpy(SYMBOLS[ptr].symbol,symbol, 10); 
     SYMTAB_CNT++; 

     return SYMBOLS[ptr]; 

} 

주의: SYMTAB_CNT 와 SYMBOLS[ptr] 



Block Table (방법1) 

◎ BLOCK 구조체 
●  name 

○블록 이름 문자열 

• 심볼 테이블의 mnemonic 참고 

●  number 

○블록의 출현 번호 

●  address 

○block의 시작 주소 

●  length 

○block의 크기 

struct BLOCLK { 

    char name[11]; 

    short number; 

    int address; 

    int length; 
} 

byte : single box 

short : single box 

int : double box 

long: 2 double box 

char: single box 
  * : doubl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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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able (방법2) 

◎ BLOCK 구조체 
●  name 

○블록 이름 문자열 

• 심볼 테이블의 mnemonic 참고 

●  number 

○블록의 출현 번호 

●  address 

○block의 시작 주소 

●  length 

○block의 크기 

struct BLOCLK { 

    char* name; 

    short number; 

    int address; 

    int length; 
} 

byte : single box 

short : single box 

int : double box 

long: 2 double box 

char: single box 
  * : doubl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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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able : 메모리 구조 

◎ Block Table의 메모리 구조를 슬라이드 5, 15, 22를 
참고 하여 그려본다. 

●  방법 1 메모리 구조 

●  방법 2 메모리 구조 

 

●  메모리의 주소는 BLOCKS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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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able: 참조 하는 방법 

◎ 다음의 BLOCK을 Indexing 하는 방법을 써본다. 
●  BLOCKS[10] 

 

 

 

 

●  BLOCKS[21]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린 메모리 구조 기준 

          MOV A, __ 

          MUL __ 

          MOV X, A 

          MOV A @BLOCKS 

          MOV A, __ 

          MUL __ 

          MOV X, A 

          MOV A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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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able : 참조 하는 방법 (1) 

◎ Field 접근하기 
●  BLOCKS[17].number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  값 읽기 

 

 

 

 

 

○  값 쓰기 

          MOV A, __ 

          MUL __ 

          MOV X, A 

          ADD X, __ 

          ___ A @BLOCKS 

          MOV A, __ 

          MUL __ 

          MOV X, A 

          ADD X, __ 

          ___ A,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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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able : 참조 하는 방법 (1) 

◎ Field 접근하기 
●  다음의 Field에 접근하는 방법을 써본다. 

●  BLOCKS[12].name 

●  BLOCKS[17].address 

●  BLOCKS[21].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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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able: 함수 설계 

◎ BLOCK Table은 Assembler가 동작하면서 완성된다. 
●  따라서, 삽입, 검색 함수가 필요로 한다. 

 

◎ 삽입 함수 
●  BLOCK* insertBlock(char* name); 

○  @param name 등록할 block 

○  @return 만약 0이면 등록할 수 없는 상태이다. 0이 아닌 
경우 BLOCKS의 해당 Entry의 주소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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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able: 함수 설계 (2) 

◎ 검색 함수 
●  BLOCK* findBlock(char* name); 

○  @param naem 찾을 block 

○  @return 만약 0이면 찾지 못한 것이다. 0이 아닌 경우 
BLOCKS의 해당 Entry의 주소를 반환한다. 

●  BLOCK* findBlockByNum(short number); 

○  @param name block의 번호 

○  @return 만약 0이면 찾지 못한 것이다. 0이 아닌 경우 
BLOCKS의 해당 Entry의 주소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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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Table (방법1) 

◎ LITERAL 구조체 
●  name 

○Literal 문자열 

• 심볼 테이블의 mnemonic 참고 

●  block 

○블록 번호 

●  type 

○SYMTAB의 type2와 같다. 

●  value 

○Literal 문자열의 값 

struct LITERAL { 

    char name[11]; 

    short block; 

    short type; 

    int value; 
} 

byte : single box 

short : single box 

int : double box 

long: 2 double box 

char: single box 
  * : doubl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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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Table (방법2) 

◎ LITERAL 구조체 
●  name 

○Literal 문자열 

• 심볼 테이블의 mnemonic 참고 

●  block 

○블록 번호 

●  type 

○SYMTAB의 type2와 같다. 

●  value 

○Literal 문자열의 값 

struct LITERAL { 

    char* name; 

    short block; 

    short type; 

    int value; 
} 

byte : single box 

short : single box 

int : double box 

long: 2 double box 

char: single box 
  * : doubl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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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Table : 메모리 구조 

◎ Literal Table의 메모리 구조를 슬라이드 5, 15, 22를 
참고 하여 그려본다. 

●  방법 1 메모리 구조 

●  방법 2 메모리 구조 

 

●  메모리의 주소는 LITERALS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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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Table: 참조 하는 방법 

◎ 다음의 LITERALS을 Indexing 하는 방법을 써본다. 
●  LITERALSS[17] 

 

 

 

 

●  LITERALS[0]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린 메모리 구조 기준 

          MOV A, __ 

          MUL __ 

          MOV X, A 

          MOV A @BLOCKS 

          MOV A, __ 

          MUL __ 

          MOV X, A 

          MOV A, @SYM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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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Table : 참조 하는 방법 (1) 

◎ Field 접근하기 
●  LITERALS[17].block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  값 읽기 

 

 

 

 

 

○  값 쓰기 

          MOV A, __ 

          MUL __ 

          MOV X, A 

          ADD X __ 

          ___ A @LITERALS 

          MOV A, __ 

          MUL __ 

          MOV X, A 

          ADD X __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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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able : 참조 하는 방법 (1) 

◎ Field 접근하기 
●  다음의 Field에 접근하는 방법을 써본다. 

●  LITERALS[12].name 

●  LITERALS[17].value 

●  LITERALS[21].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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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Table: 함수 설계 

◎ Literal Table은 Assembler가 동작하면서 완성된다. 
●  따라서, 삽입, 검색 함수가 필요로 한다. 

 

◎ 삽입 함수 
●  LITERAL* insertLiteral(char* name); 

○  @param name 등록할 literal 

○  @return 만약 0이면 등록할 수 없는 상태이다. 0이 아닌 
경우 LITERALS의 해당 Entry의 주소를 반환한다. 

◎ 검색 함수 
●  LITERAL* findLiteral(char* name); 

○  @param name 찾을 literal 

○  @return 만약 0이면 찾지 못한 것이다. 0이 아닌 경우 
LITERALS의 해당 Entry의 주소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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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Table: 함수 설계 (2) 

◎ insertLiteral 과 findLiteral의 알고리즘을 써보자. 
●  힌트 

○  이름은 “=” 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  통상 포함하는 것이 쉽다. 

●  Literal의 표현을 정한다. 

○=123, =-123: 부호 있는 정수 

○=123U        : 부호 없는 정수 

○=1.234F      : 정규화한 지수 표현으로 사용해야 한다. 

•1.234F  1.234E+0F, 

•123.4F  1.234E-2F, 

•0.001234F  1.234E+4F 

○=“문자열”    : 문자열은 “” 으로 표현해야 한다. 

○=‘C’            : 문자는 ‘’으로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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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TRUCTURE 

프로그램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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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Assembler 

 
Begin 

Lexical 

Analysis 

Syntax 

Analysis 

Calculate 

Address 

Write 

Object 

Code 

END 

PASS 1 PAS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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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Begin 

◎ Begin 부분의 전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본 가이드에서 1.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  2, 3은 교재의 알고리즘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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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tup Tables and FIN, FOUT 

2. Call pass1() 

3. Call pass2() 

4. COB 



Part of Begin (2) 

◎ 자료구조를 미리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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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CODE COMMENT 

USE DATA 

OPTAB_CNT DBOX   30 // 30개 

OPS DBOX =“LDA” //.mnemonic 

BOX 1 // .oprs 

BOX 0 // .format 

BOX 1 // .boxes 

BOX 100 // .code 

… (OPTAB 정의 

(다음 슬라이드에 계속) 



Part of Begin (3) 

◎ 자료구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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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CODE COMMENT 

USE DATA 

SYMTAB_CNT DBOX  0 // 0으로 초기화 

USE BSS 

SYMBOLS RESBOX 8*100 // 방법2로 100개 
예약 

USE DATA 

BLOCK_CNT DBOX 0 

USE BSS 

BLOCKS RESBOX 7*10 // 방법2로 10개 예
약 

… 

(Literal도 위와 같의 정의한다) 



Part of Begin (4) 

◎ 입/출력 초기화 
●  입력/출력 장치에 대한 정보는 Starter로 부터 전달받고, 이를 

전역 변수 FIN과 FOUT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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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CODE COMMENT 

USE BSS 

FIN RESDBOX 1 // IN 장치 

FOUT RESDBOX 1 // OUT 장치 

(Memory Mapped I/O 사용 시 설계) 



Part of Begin (5) 

◎ Entry Code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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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 

//         %6 int argc, 

//         %4 int argv[]), argv[0]:FIN, argv[1]:FOUT 

ASM  PUSH B 

          MOV B SP 
 

          PUSH C 

          PUSH X 

          // (생략) argc가 2인지 검사하기 

          MOV X =0           // FIN = argv[0] 
          MOV A %*@4 

          MOV FIN A 

 

          MOV X =1           // FOUT = argv[1] 

          MOV A %*@4 
          MOV FOUT A 



Part of Begin (6) 

◎ Memory Mapped I/O (MMIO) 사용시 
●  교재 11장 참고 

●  MMIO를 위한 FIN / FOUT 셋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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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argv[0] 이 31일 경우 
          MOV X =0 

          MOV A %*@4   //  A  31 

          SHL A 1            //   A  310 

          ADD A =92000000U 
                                   //   A  92000310 

          MOV FIN A 



Part of Pass1 

◎ Pass1 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안전하다. 

 

 

◎ FIN 다시 열기 방법 

●  Memory Mapped I/O 사용 시. 

 

 

 

●  BIOS 사용시 (교재에 설명 없음. LMC-1.3.3.3  이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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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 다시 열기 
2. 교재 알고리즘 수행 

LD A =1 

LD X =1 

ST A @FIN     // 56번 슬라이드 사용시 

LD A #00009200 

ADD A FIN      // FIN에 30으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 

                       // 55번 슬라이드 사용시 

JCALL 90011000 



Part of Pass1(2) 

◎ MMIO 사용시 BIOS 호출하는 방법 
●  FIN 이 92000310 과 같이 저장되어 있다. 

●  BIOS 호출 시 에는 I/O 주소인 31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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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A FIN         // A  : 92000310 

SHR A 1          // A  : 9200031 

AND A 99        // A  : 31 

 

 



Part of Pass1(3) 

◎ MMIO 사용시 BIOS 호출하는 방법 (2) 
●  LMC 1.3.3.4 를 사용하는 경우 

○  내장 Preprocessor 가 다음을 처리할 수 있다. 

•MMIO를 사용하는 경우 ( FIN == 92000310) 

 

 

 

 

•MMIO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FIN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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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X FIN         // X  : 92000310 

SHR X 1          // X : 9200031 

AND X 99        // X  : 31 

LD.I A X 

 

LD.I A FIN 

 



Part of Pass1(4) 

◎ MMIO 사용시 BIOS 호출하는 방법 () 
●  LMC 1.3.3.4  이전 버전의 경우 

○직접 BIOS를 호출해야 한다 

•MMIO를 사용하는 경우 ( FIN == 92000310) 

 

 

 

 

 

 

•MMIO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FIN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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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X FIN         // X  : 92000310 

SHR X 1          // X : 9200031 

AND X 99        // X  : 31 

// LD.I A X 에 해당하는 코드 

LD A #00000100U 
ADD A X 

JCALL 90011000U 

 

LD A #00000100U 

ADD A FIN 

JCALL 90011000U 



Part of Pass2 

◎ Pass2 도 Pass1과 같이 FIN/FOUT을 다시 열고 수행
하는 것이 안전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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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 다시 열기 
2. FOUT 다시 열기 

3. 교재 알고리즘 수행 



부록 A: 문자열 메모리 관리 

자료 구조의 방법2 를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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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메모리를 위한 자료구조 

◎ 문자열 가변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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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문자열 

{ 

    short length; 

    char str[length]; 

} 

C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님 



문자열 메모리 관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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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CODE COMMENT 

STRBUF_PTR DBOX  0 // 빈 메모리 Pointer 

STRBUFS BOX 10 // 문자열은 끝에 „\0‟을 포함해야 한
다. RESBOX 10 

BOX 20 // length 

RESBOX 20 // str[…] 

BOX 13 // length 

RESBOX 13 // str[…] 



문자열 메모리 관리 구조 

◎ Assembler에서 문자열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의 경우 외에는 없다. 

●  1. SYMBOL 테이블에 없다, 

○  SYMBOLS[…].symbol 

●  2. BLOCK 테이블 

○  BLOCKS[…].name 

●  3. LITERAL 테이블 

○  LITERALS[…].name 

 

●  따라서 검색 함수가 별도로 필요치 않다. 

●  본 가이드에서는 새로운 문자열을 등록하고 테이블에 등록하
는 방법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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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자열 할당하기 

◎ char* allocStr(char* string) 
●  @param string  등록하려는 문자열 

●  @return  등록된 문자열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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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 allocStr(char* string) 

 { 

     int ptr = STRBUF_PTR; 

     int sz = strlen(string); 

     char* dest; 
     STRBUFS[ptr] = sz; 

     dest = &STRBUFS[ptr+1]; 

     strcpy(dest, string); 

     return dest; 

 } 



allocStr을 이용한 insertSymbol 알고리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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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TAB* insertSymbol(char* symbol) 

 { 

     int ptr = SYMTAB_CNT; 

     SYMTAB* lookup = findSymbol(symbol); 

     if( lookup != 0 ) 
       { 

          return (NULL)0; 

       } 

     SYMBOLS[ptr].symbol = 

             allocStr(symbol); 
     SYMTAB_CNT++; 

     return SYMBOLS[ptr]; 

} 



문자열 메모리 확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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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CODE COMMENT 

USE DATA 

STRBUF_PTR DBOX 0 // 버퍼 초기화 

USE BSS 

STRBUFS RESBOX 5000 // 5000BOX 할당 



부록 B: LMC 메모리 크게 하기 

기본 LMC 메모리는 5000 BOX이다. 

Assembler 및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메모리가 필요하다. 부록 B는 메모리 크기를 키우는 방법을 안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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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memory.h 수정  

◎ 다음 부분을 찾아 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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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ef RAM 메모리 블럭 수 

 * @ingroup RAM 

 * @see #MBLK_SIZE 

 */ 
#define RAM_NMBLK 50 

 

/** 

 * @brief RAM 메모리 블럭 수 

 * @ingroup RAM 

 * @see #MBLK_SIZE 

 */ 
#define RAM_NMBLK 5000 

 

// 메모리 블록 1개는 100BOX이다. 

// 500,000 BOX로 크기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