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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이 번역서는 Addison-Wesley가 출간한 Hacker’s Delight Second Edition을 번역한 것으로, 
2012년 9월자 제1쇄를 바탕으로 하되 http://www.hackersdelight.org/에 있는 2013년 2월자 

원서 정오표(errata2_1.pdf)를 반영했습니다. 이 책을 저자 워렌H. S. Warren, Jr.의 머리말과 가이 

스틸 주니어Guy L. Steele, Jr.의 추천사 이상으로 잘 소개할 자신은 없으니, 번역서에 관련된 

이야기로 역자의 글을 채우고자 합니다.
아마도 번역서 제목을 제1판 번역서에 쓰인 ‘해커의 즐거움’ 대신 ‘해커의 기쁨’이라고 

한 것에 의문을 가지는 독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제목의 delight는 즐거운/기쁜 감정 

자체보다는 그런 감정을 주는 어떤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책의 제목에 담긴 

뜻은 ‘해커가 느끼는 즐거움/기쁨’이 아니라 ‘해커에게 즐거움/기쁨을 주는 책’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법이라면 ‘즐거움’보다는 ‘기쁨’이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한국인 스포츠 스타를 두고 ‘한국인의 즐거움’보다는 ‘한국인의 기쁨’이라고 부르

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독자라면 제 판단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한국 영화의 

고전 중 하나인 ‘기쁜 우리 젊은 날’의 제목을 ‘즐거운 우리 젊은 날’로 바꾸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미없는 책 제목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이 번역서가 제목처럼 독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커누스D. E. Knuth 교수의『컴퓨터 프로

그래밍의 예술』시리즈보다는 훨씬 가볍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책인 만큼, 
이 책을 읽는 매 순간이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씩 고민하던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어주는 단 한 줄의 수식이나 코드를 이 책에서 발견한다면 아마도 책 제목을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수준 기법들에서 고수준 개념을 발견하고 고수준 개념에서 

거기에 깔린 저수준 기법들을 인식할 줄 아는 안목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데 이 책이 

적어도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의 기쁨이 되는 데 저의 번역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

니다. 혹시 오타나 오역을 발견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 홈페이지 occam’s Raz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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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ccamsrazr.net)에 알려 주세요. ‘번역서 정보’ 페이지를 통해서 이 책에 대한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어나 어법 등 이 책을 좀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도 

환영합니다. 그런 정보와 의견이 모인다면 독자 자신은 물론 다른 독자들도 이 책을 좀 

더 잘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책 제목의 나머지 한 단어인 ‘해커’들이 컴퓨팅 세상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공유와 협력의 정신이 이 번역서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발휘된

다면, 그것은 ‘역자의 기쁨’일 것입니다.

옮긴이 류광



추천사

제1판 추천사

거의 30년 전 MIT의 Project MAC에서 첫 여름 방학 아르바이트(수습직)를 구했을 때 나는 

DEC PDP-10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다. 그 컴퓨터는 비트 판정, 비트 마스킹, 
필드 조작, 정수 연산을 위한 풍부하면서도 다루기 쉬운 명령 집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컴퓨터보다도 재미있게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다. PDP-10이 단종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오래된 PDP-10 하드웨어를 계속 돌리고 구식 

PDP-10 소프트웨어(운영체제와 그 응용 프로그램 전체)를 계속 실행하는 열광적인 숭배자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들은 심지어 새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까지 한다. 현재, 시뮬레이션되는 

PDP-10이 웹페이지들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적어도 하나는 운영되고 있다. (웃지 마시길―
골동품 자동차를 계속 굴리는 것보다는 덜 우스운 일이다.)

1972년의 그 여름에, 나는 또한 HAKMEM1)이라고 부르는 당시 최신의 MIT 연구 메모를 

읽는 것도 즐겼다. 기술적 잡학의 별나고 잡다한 모음집인 HAKMEM에는 전기회로에서 

수론까지 다양한 주제의 메모들이 있었는데, 내가 가장 흥미있게 본 것은 독창적인 작은 

프로그래밍 요령들의 소형 카탈로그였다. 그러한 각각의 ‘보석’의 전형적인 특징은, 정수나 

비트열에 대한 그럴듯하지만 진기한 연산을 설명하되 먼저 하나의 길고긴 기계어 명령열이나  

루프로 손쉽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같은 연산을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세심하게 선택된 명령 서너 개만 사용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런 

명령들은 추가적인 설명이나 고찰이 있어야 명령들의 상호작용 방식이 명확히 이해가 되는 

1) ‘HAKMEM’은 ‘hacks memo’를 줄인 말이다. PDP-10의 36비트 워드 하나는 6비트 문자 여섯 개를 담을 수 있으므로, 

PDP-10의 해커들이 다루는 이름들 중에는 여섯 자를 넘지 않는 것이 많았다. 우리는 여섯 자 약자를 보는 즉시 그

것이 무엇의 약자인지 알아내는 데 익숙했다. 그래서 당시 그 메모들을 ‘HAKMEM’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어도 해커

들에게는 합당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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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의 것이었다. 그런 작은 프로그래밍 요령들을 읽어치우는 것은 마치 땅콩을, 아니 봉봉 

과자를 먹는 것과 같았다.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메모들에는 어떤 다채로움

이라든가 지적 깊이, 우아함, 심지어는 시정詩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녹아 있었다.
나는 “이런 게 더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수년간 몇 가지 요령들을 더 수집하

거나 심지어는 직접 발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모은 책이 나와야 할 텐데.”
워렌Hank Warren의 초고를 받았을 때 나는 그야말로 전율을 느꼈다. 그는 이런 작은 프로그

래밍 요령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제별로 조직화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몇몇 요령들

은 기계어 명령들로 서술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래머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 컴퓨터 내부에서의 정수들과 비트열들 사이의 

기초적인 구조적 관계와 그들에 대한 유용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법들이다. 이 

기법들은 어셈블리 언어에 유용한 만큼이나 C나 Java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유용하다.
알고리즘과 자료구조에 대한 책들 중에는 정렬과 검색이나 해시 테이블과 이진 트리 조작, 

레코드와 포인터 처리를 위한 복잡한 기법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많다. 그런 책들은 아주 

작은 자료 조각, 즉 비트들과 비트들의 배열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간과하곤 한다. 이진수 

덧셈과 뺄셈, 그리고 몇 가지 비트별 연산들만으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 올림의 연쇄에 

의해 하나의 비트가 그 왼쪽의 모든 비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덧셈은 

특히나 강력한, 그러나 그 진가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자료 조작 연산이 된다.
이런 기법들에 대한 책이 반드시 나와야 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책 한 권이, 게다가 

아주 멋진 책 한 권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 최적화 컴파일러나 고성능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책에 가득한 요령들을 매일 사용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워드의 비트들을 훑는다

거나 정수에 대해 어떤 연산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런 작업을 코드로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쩔쩔맬 때, 또는 어떤 정수나 비트별 계산을 수행하는 내부 

루프를 두 배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때 이 책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냥 

책을 읽어나가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이 스틸 주니어Guy L. Steele, Jr.

벌링턴, 매사추세츠

200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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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비용은 프로그래머의 창의성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프로그래머 창의성 제1법칙

Robert D. Bliss, 1992

이 책은 내가 수년간 모은 작은 프로그래밍 요령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요령들은 

정수를 2의 보수 형식으로 표현하는 컴퓨터들에서만 유효하다. 레지스터 길이가 중요한 경우

에는 32비트 컴퓨터를 가정하고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요령은 레지스터 길이가 32비트가 

아닌 컴퓨터에도 쉽게 적응시킬 수 있다.
이 책은 정교한 정렬이나 컴퓨터 최적화 기법 같은 대규모의 요령들은 다루지 않는다. 

대신 이 책은 대체로 개별적인 컴퓨터 워드나 명령이 관여하는 작은 요령들을 다룬다. 이를테

면 한 워드 안의 1-비트들의 개수를 세는 등의 요령들인데, 그런 요령들은 산술 명령과 논리 

명령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컴퓨터의 정수 넘침 가로채기(인터럽트)가 꺼져 있다고, 

따라서 가로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C와 Fortran, 그리고 심지어 Java도 그러한 

환경에서 실행되나, Pascal과 Ada 사용자는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서술 방식은 비공식적이다. 증명은 알고리즘이 자명하지 않을 때에만 제시하며, 그런 때라

도 증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컴퓨터 산술, ‘바닥’ 
함수, 산술 연산, 논리 연산 등의 조합을 사용한다. 이런 분야에 대한 증명은 어렵고 설명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오타·오식을 줄이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알고리즘들 중 다수를 

실제로 실행을 해 본 후에 수록했다. 알고리즘들을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모든 컴퓨터 언어가 

그렇듯이 추한 측면들을 가진)로 제시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고수준 언어로는 C를 사용

했는데, C를 선택한 이유는 이 언어가 널리 알려진 언어라는 점과 정수 연산과 비트별 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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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고품질 목적 코드를 산출하는 C 컴파일러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끔은 기계어도 사용하는데, 기계어 명령의 형식으로는 읽기 쉬운 3주소 형식을 채용했

다. 코드에 쓰인 어셈블리 언어는 오늘날의 RISC 컴퓨터를 대표하는 한 가상의 컴퓨터의 

어셈블리 언어이다.
이 책은 분기 없는 코드를 선호하는데, 이는 많은 컴퓨터에서 분기가 명령 페칭(fetching)을 

느리게 만들고 명령들의 병렬 실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분기의 또 다른 문제점은 명령 

스케줄링이나 공통부분 재활용, 레지스터 할당 같은 컴파일러 최적화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컴파일러는 다수의 작은 코드 블록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보다는 소수의 

커다란 기본 블록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최적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책의 코드는 또한 작은 직접 값(리터럴)들과 0과의 비교(다른 어떤 수와의 비교가 아니라), 

그리고 명령 수준 병렬성을 선호한다.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코드는 표 참조(메모

리로부터의)를 적용하면 더 간결해진다. 그런 기법들을 자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메모리로

부터의 적재에 필요한 비용이 산술 명령들에 비해 더 비싸지고 있으며 표 참조 방법들이 

그리 흥미롭지는 않기 때문이다(종종 실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에 있는 ‘해커(hacker)’라는 용어가 컴퓨터를 열성적으로 좋아하

는 애호가라는 원래의 의미로 쓰인 것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해커는 컴퓨터가 뭔가 새로운 

일을 수행하거나 기존의 일을 새롭고 현명한 방식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다. 대체로 해커는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설계자인 것은 아니다. 해커의 작품은 뭔가 유용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오락거

리일 수도 있다. 후자의 한 예로, 본격적인 해커들 중 실행했을 때 자기 자신의 정확한 복사본

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 본 해커가 적어도 두 명은 있다.1)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이 바로 

이 책에서 ‘해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만일 다른 이의 컴퓨터에 침입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책에서 찾지는 못할 것이다.

감사의 글

우선 이 책의 출판을 격려해 준 Bruce Shriver와 Dennis Allison에게 감사하고자 한다. 나는 

IBM의 여러 동료들의 덕을 보았는데, 그중 다수가 참고문헌에 인용되어 있다. 특히 언급하고 

1) 다음은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로, C로 작성된 것이다:

main(){char*p="main(){char*p=%c%s%c;(void)printf(p,34,p,34,10);}%c";(void)printf(p,34,p,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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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이는 내가 IBM의 ‘미스터 컴파일러’로 생각하고 있는 Martin E. Hopkins이다. 그는 

CPU의 모든 주기를 낭비 없이 활용하는 데 매진해 왔으며, 나는 그의 기백 중 일부가 내게도 

침투했으리라고 믿는다. Addison-Wesley의 감수자들은 책의 품질을 크게 개선했다. 대부분

의 서평은 저자가 익명인 채로 내게 전달되었지만, 정말로 뛰어난 서평을 쓴 한 분의 이름은 

내가 알고 있다. 바로 가이 스틸Guy L. Steele, Jr.이다. 그의 50페이지짜리 서평에는 비트 뒤섞기·
역뒤섞기나 양과 염소 연산 등 새로이 언급해야 할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가 사용한 

알고리즘보다 우월한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는 엄청나게 꼼꼼했다. 예를 들어 

나는 십진수 AAAAAAAA가 2 · 3 · 17 · 257 · 65537로 인수분해된다고 잘못 설명했는데, 
가이는 3이 아니라 5가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를 개선할 부분도 지적했으며 사소한 

세부사항을 언급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병렬 전위’라는 단어를 만난다면, 
그 부분은 가이 스틸 덕에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워렌H. S. Warren, Jr.

요크타운, 뉴욕

2012년 6월

www.HackersDelight.org에서 이 책에 관련된 

추가 자료를 볼 수 있다.



1
소개

1-1 표기법

이 책은 통상적인 산술의 수학 표현식(줄여서 수식 또는 표현식)과 컴퓨터의 연산을 서술하는 

표현식을 구분해서 표기한다. ‘컴퓨터 산술(computer arithmetic)’에서는 피연산자가 어떤 고정

된 길이의 비트열(bit string) 또는 비트 벡터(bit vector)이다. 컴퓨터 산술의 수식은 통상적인 

산술과 비슷하나, 변수가 컴퓨터 레지스터의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이 다르다. 컴퓨터 산술 

수식의 값은 그냥 비트들의 열로, 어떤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값이 어떤 

연산자의 피연산자(operand)로 쓰이는 경우에는 연산자에 따라 특정한 의미(‘해석’)가 부여된

다. 예를 들어 주어진 비교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 피연산자가 부호 있는 이진 정수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호 없는 이진 정수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책의 컴퓨터 산술 표기법에서는 

서로 다른 기호를 이용해서 비교 연산자의 종류를 명확히 표시한다.

컴퓨터 산술과 통상적인 산술의 주된 차이점은, 컴퓨터 산술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의 

결과가 2n으로 나눈 나머지로 축약된다는 것이다†.1)여기서 n은 컴퓨터의 워드(word) 크기(비

트수)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컴퓨터 산술에는 연산의 종류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컴퓨터 

산술에는 기본적인 사칙연산(가감승제) 외에도 논리곱, 배타적 논리합, 비교, 왼쪽 자리이동 등 

다양한 연산이 존재한다.

†역주 이하, 어떤 산술 연산의 결과가 n으로 나눈 나머지로 축약된다는 말을 간단히 ‘n을 법으로 한’이라고, 또는 더 

줄여서 ‘법 n’이라고 표현하겠다. 여기서 ‘법法’은 나누는 수(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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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이 책에서 워드의 크기는 32비트이고, 부호 있는 정수는 2의 

보수(two’s-complement) 형식이다.

이 책은 컴퓨터 산술의 수식을 통상적인 산술의 수식과 비슷한 형태로 표기하되, 컴퓨터 

레지스터의 내용을 나타내는 변수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다.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는 관례

는 벡터 수학(algebra)에서 흔히 쓰인다. 이 책은 컴퓨터의 워드를 단일 비트들의 벡터로 

간주한다. 상수 역시, 컴퓨터 레지스터의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다. 

(여기에는 벡터 수와 응되는 부분이 없다. 벡터 수학에서 상수를 표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벡터의 

성분들을 표시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자리이동(shift) 명령의 ‘직접’ 필드처럼 상수가 어떤 명령

의 일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냥 보통의 글씨체를 사용한다.

‘+’ 같은 연산자에 굵은 글씨체 피연산자가 있는 경우 그 연산자는 컴퓨터의 덧셈 연산(‘벡

터 덧셈’)을 의미한다. 피연산자가 보통 글씨체이면 그 연산자는 통상적인 스칼라 산술 연산을 

의미한다. 굵은 글씨체 변수 x의 어떤 특정한 해석(부호 있음 또는 부호 없음) 하에서의 산술 

값을 나타낼 때에는 보통 글씨체의 변수 x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일 x = 0x80000000이고 

y = 0x80000000이면, 부호 있는 정수 해석 하에서 x = y = –231이고 x + y = –232, x + 

y = 0이다. 여기서 0x80000000은 1-비트† 하나에 0-비트가 31개 붙은 비트열을 16진수로 

표기한 것이다.2)

한 비트열의 비트들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즉, 제일 오른쪽(최소 유효 

자리) 비트는 비트 0이다. ‘비트(bit)’, ‘니블(nibble)’, ‘바이트(byte)’, ‘반워드(halfword)’, ‘워드

(word)’, ‘이중워드(doubleword)’는 각각 1, 4, 8, 16, 32, 64비트이다.

짧고 간단한 코드 조각은 컴퓨터 수(computer algebra)를 이용해서 제시한다. 이 경우 

배정 연산자는 왼쪽 화살표이다. 또한 ‘만일 ... 이면 ...’ 형태의 조건문도 종종 쓰인다. 이 

측면에서 컴퓨터 수는 그냥 특정 컴퓨터에 종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셈블리 언어 코드를 

작성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컴퓨터 수 형식으로 표기하기에는 너무 길거나 복잡한 프로그램은 C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C 언어는 ISO 1999 표준에 정의된 바를 따른다.

C의 완전한 서술은 이 책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표 1-1에 이 책에서 사용하는 C의 요소들

[H&S] 부분이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이 표는 C는 익숙하지 않지만 다른 어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익숙한 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표 1-1에는 또한 이 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수 산술 언어의 연산자들도 나와 있다.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역주 이 책에서 ‘n-비트’는 비트의 값이 n(0 또는 1)이라는 뜻이고, 붙여 쓴 ‘n비트’는 비트가 n개라는 뜻이다. 한편 

비트 n은 아래 문단에 나오듯이 n번째 자리의 비트를 말한다. 예: “비트 1만 1-비트이고 나머지는 모두 0-비트

인 8비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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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가장 먼저 결합되는 것)에서 가장 낮은 것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우선순위 열에서 ‘좌’는 

왼쪽 결합, 즉

a•b•c = (a•b)•c

를 의미하고 ‘우’는 오른쪽 결합을 의미한다. 컴퓨터 수 표기법의 우선순위와 결합성은 

C의 것을 따른다.

표 1-1에 나온 표기법들 외에, 이 책은 부울 수(Boolean algebra)와 표준적인 수학의 표기

법도 사용한다. 이들에 해서는 필요할 때 따로 설명하겠다.

표 1-1.  C와 컴퓨터 대수의 수식 표기법

우선순위 C 컴퓨터 대수 설명

0x... 16진 상수와 2진 상수

16 a[k] k번째 성분을 선택

16 서로 다른 변수들 또는 비트 선택(본문 참고)

16 f(x,...) 함수 평가

16 절댓값(단 )

16 절댓값의 음수

15 x++, x-- 후증가, 후감소

14 ++x, --x 전증가, 전감소

14 (형식 이름)x 형식 변환

14 R x의 k승

14 ~x     비트별 부정(1들의 보수†)3)

14 !x 논리 부정(만일 x = 0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14 -x 산술 부정

13 L x*y 단어 크기를 법으로 한 곱셈

13 L x/y 부호 있는 정수 나눗셈

13 L x/y 부호 없는 정수 나눗셈

13 L x%y 의 나머지(음수가 될 수 있음), 부호 있는 피연산자의 경우.

(계속)

†역주 원서에는 one’s-complement(1의 보수)라고 되어 있으나, 좀 더 정확한 용어는 ones’-comple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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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C와 컴퓨터 대수의 수식 표기법(계속)

우선순위 C 컴퓨터 대수 설명

13 L x%y 의 나머지, 부호 없는 피연산자의 경우.

법을 y로 하여 x를 구간 으로 축약, 부호 있는 

피연산자의 경우.

12 L x + y, x - y 덧셈과 뺄셈

11 L x << y, x >> y 왼쪽, 오른쪽 자리이동, 반대쪽에 0을 채움(‘논리적’ 자리이동)

11 L x >> y 오른쪽 자리이동, 부호 채움(‘산술’ 또는 ‘대수’ 자리이동)

11 L 순환식 왼쪽, 오른쪽 자리이동

10 L x < y, x <= y, 부호 있는 비교

x > y, x >= y 

10 L x < y, x <= y, 부호 없는 비교

x > y, x >= y

9 L x == y, x != y 상등과 부등

8 L x & y 비트별 논리곱(AND)

7 L x ^ y 비트별 배타적 논리합(XOR)

7 L 비트별 동치

6 L x | y 비트별 논리합(OR)

5 L x && y 조건부 논리곱(만일 x = 0이면 0, 그렇지 않고 만일 y = 0이

면 0, 그렇지 않으면 1)

4 L x || y 조건부 논리합(만일 이면 1, 그렇지 않고 만일 

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3 L 연결

2 R x = y 배정

이 책의 컴퓨터 수는 또한 ‘abs’나 ‘rem’ 같은 다른 함수들도 사용한다. 이들의 정의는 

처음 등장할 때 소개하겠다.

C에서 x < y < z라는 표현식은 x < y를 값이 0 또는 1인 결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z와 비교하는 것이다. 반면 컴퓨터 수에서 x < y < z는 (x < y) & (y < z)를 의미한다.

C에는 세 종류의 루프 제어문이 있다. 바로 while과 do, for이다. while 문의 구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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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while (표현식 ) 명령문

우선 표현식 이 평가된다. 만일 평가 결과가 참(0이 아닌 값)이면 명령문 이 실행되고, 프로그램

의 제어 흐름(이하 그냥 ‘제어’)은 다시 표현식 의 평가로 돌아간다. 만일 표현식 이 거짓(0)이면 

while 루프가 끝난다.

do 문도 비슷하나, 조건 판정이 루프의 끝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구문은 다음과 같다.

do 명령문 while (표현식 )

우선 명령문 이 실행되고, 그런 다음 표현식 이 평가된다. 만일 참이면 그 과정이 반복되고, 

만일 거짓이면 루프가 끝난다.

for 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다.

for (e1; e2; e3) 명령문

우선 e1이 실행된다. 일반적으로 e1은 하나의 배정문이다. 그런 다음 e2가 평가된다. 일반적으

로 이것은 하나의 비교 표현식이다. 평가 결과가 거짓이면 루프가 끝난다. 참이면 명령문

이 실행된다. 그런 다음 e3이 실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배정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어가 다시 e2의 평가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 흔히 볼 수 있는, i를 1에서 n까지 증가시키는 

for 루프는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for (i = 1; i <= n; i++)

(이는 후증가 연산자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ISO C 표준에는, 부호 있는 수량에 한 오른쪽 자리이동(‘>>’ 연산자) 연산이 0을 전파하는

지 아니면 부호를 전파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의 C 코드에서는, 만일 왼쪽 

피연산자가 부호 있는 수량이면 자리이동 시 부호가 전파된다고 가정한다(그리고 부호 없는 

수량이면 ISO C 표준에 명시된 것처럼 0이 전파된다). 부분의 현 적인 C 컴파일러들도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 책은 왼쪽 자리이동은 ‘논리적’이라고 가정한다. (종종 부호 비트가 유지되는 ‘산술’ 왼쪽 

자리이동 연산을 제공하는 컴퓨터도 있는데, 주로 구식 컴퓨터들이다.)

자리이동과 관련된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 하나로, ISO C 표준을 보면 만일 이동할 자릿수

가 음수이거나 왼쪽 피연산자의 너비(크기) 이상이면 결과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32비트 컴퓨터는 이동 자릿수를 32나 64를 법으로 하여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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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코드도 그러한 처리 방식에 의존한다. 이 부분의 구분이 중요한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제시하겠다.

1-2 명령 집합과 실행 시간 모형

알고리즘들을 략적으로나마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알고리즘들이 어떤 가상의 컴퓨터

를 위해 코드화(coding)된다고 가정한다. 이 책이 상정하는 가상의 컴퓨터 모형은 IBM 

RS/6000이나 Oracle SPARC, ARM 아키텍처 같은 오늘날의 범용 RISC 컴퓨터와 비슷한 

명령 집합을 갖추고 있다. 이 가상의 컴퓨터는 3주소(three-address) 방식이며, 범용 레지스터

가 상당히 많다(16개 이상).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레지스터들은 32비트이다. 범용 레지스

터 0은 항상 상수 0을 담고 있으며, 다른 레지스터들은 임의의 목적을 위해 통일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순함을 위해 ‘특수용’ 레지스터, 이를테면 조건 레지스터나 ‘넘침’ 같은 상태 비트를 

담는 레지스터는 두지 않기로 한다. 이 책의 컴퓨터에는 부동소수점 명령이 없다. 부동소수점

은 이 책에서 부차적인 주제일 뿐이며, 부분 제17장에서만 다룬다.

RISC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본(basic) RISC’이고 또 하나는 ‘완전(full) 

RISC’이다. 표 1-2는 기본 RISC의 명령들이다. 완전 RISC는 표 1-2의 기본 명령들 외에 

표 1-3의 명령들도 제공한다.

표 1-2.  기본 RISC 명령 집합

연산부호 니모닉 피연산자 설명

add, sub, mul, div, 
divu, rem, remu

RT,RA,RB RT ← RA op RB, 여기서 op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부호 있는 나
누기, 부호 없는 나누기, 부호 있는 나머지, 부호 없는 나머지 연산자.

addi, muli RT,RA,I RT ← RA op I, 여기서 op는 더하기 또는 곱하기 연산자이고 

I는 16비트 부호 있는 직접 값(immediate)†.4)

addis RT,RA,I RT ← RA + (I << 16).
and, or, xor RT,RA,RB RT ← RA op RB, 여기서 op는 비트별 논리곱, 논리합, 배타적 

논리합.

andi, ori, xori RT,RA,Iu 위와 같되 마지막 피연산자가 16비트 부호 없는 직접 값임.

(계속)

†역주 직접 값이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정보를 참조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피연산자로 쓰이는 

값을 말한다. C 언어로 치면 ‘리터럴(literal)’ 상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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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본 RISC 명령 집합(계속)

연산부호 니모닉 피연산자 설명

beq, bne, blt, ble, 
bgt, bge

RT,target 각각 만일 RT=0이면, 만일 RT≠0이면, 만일 RT<0이면, 만일 

RT≤0이면, 만일 RT>0이면, 만일 RT≥0이면 target으로 분

기(RT의 부호 있는 정수 해석).

bt, bf RT,target 참·거짓에 따라 분기. 각각 bne·beq와 같음.

cmpeq, cmpne, cmplt, 
cmple, cmpgt, cmpge, 
cmpltu, cmpleu, 
cmpgtu, cmpgeu

RT,RA,RB RT에 RA와 RB를 비교한 결과에 따른 값이 배정됨. 비교 결과가 
거짓이면 0, 참이면 1. 니모닉들은 compare for equality(상등), 
inequality(부등), less than(미만) 등의 약자로, 분기 명령들과 
마찬가지 방식임. 접미사 ‘u’는 부호 없는(unsigned) 비교를 뜻
함.

cmpieq, cmpine, 
cmpilt, cmpile, 
cmpigt, cmpige

RT,RA,I cmpeq 부류와 비슷하되 둘째 비교 대상(피연산자)이 16비트 부
호 있는 직접 값임.

cmpiequ, cmpineu, 
cmpiltu, cmpileu, 
cmpigtu, cmpigeu

RT,RA,Iu cmpltu 부류와 비슷하되 비교 대상이 16비트 부호 없는 직접 
값임.

ldbu, ldh, ldhu, ldw RT,d(RA) 메모리의 RA + d 위치에 있는 부호 없는 바이트나 부호 있는 반
워드, 부호 없는 반워드, 워드를 RT에 적재한다. 여기서 d는 16
비트 부호 있는 직접 값.

mulhs, mulhu RT,RA,RB 각각 부호 있는·부호 없는 RA와 RB의 곱의 상위 32비트를 RT
에 배정한다.

not RT,RA RT ← RA의 비트별 1의 보수.

shl, shr, shrs RT,RA,RB RT ← RA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RB의 제일 오른쪽 여섯 비
트로 주어진 자릿수만큼 자리이동한 결과. 자리이동 시 shrs은 
부호 채움 방식이고 그 외의 두 명령은 0 채움 방식이다. (이동 
자릿수는 64를 법으로 하여 처리된다).

shli, shri, shrsi RT,RA,Iu RT ← RA를 5비트 직접 필드로 주어진 자릿수만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자리이동한 결과.

stb, sth, stw RS,d(RA) RS에 있는 부호 없는 바이트나 부호 있는 반워드, 부호 없는 반
워드, 워드를 메모리의 RA + d 위치에 저장. 여기서 d는 16비트 
부호 있는 직접 값.

표 1-2와 1-3, 1-4에서 원본 피연산자로 쓰이는 RA와 RB는 실제로는 해당 레지스터의 

내용을 뜻한다.

진짜 컴퓨터라면 분기 및 연결(서브루틴 호출을 위한)이나 레지스터에 담긴 주소로의 분기

(서브루틴으로부터의 복귀 및 ‘선택[switch]’) 명령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특수용 레지스터를 

다루기 위한 명령들도 있을 것이다. 특권을 가진 여러 명령들과 관리(supervisor)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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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명령들도 물론 있을 것이며, 부동소수점 명령들도 있을 것이다.

표 1-3은 RISC 컴퓨터가 갖출만한 추가적인 계산 명령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들은 이후의 

장章들에서 논의한다.

컴퓨터의 어셈블러에 몇 가지 ‘확장된 니모닉’을 마련해 두면 편리하다. 이들은 매크로 

같은 것으로, 보통의 경우 하나의 명령으로 전개된다. 표 1-4에 몇 가지 가능한 예들이 나와 

있다.

직접 값 적재(load immediate) 명령은 직접 값 I의 특성에 따라 하나나 두 개의 명령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만일 0 ≤ I < 216이면 R0으로부터의 직접 값 논리합(or immediate, ori) 

명령이 될 것이고, –215 ≤ I < 0이면 R0으로부터의 직접 값 더하기(add immediate, addi) 명령이 

될 것이다. 만일 I의 제일 오른쪽 16비트가 0이라면 자리이동된 직접 값 더하기(add immediate 

shifted, addis)를 사용하면 된다. 그 외의 경우라면 addis 다음에 ori를 수행하는 식으로 

두 개의 명령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메모리로부터의 적재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책에서 

실행 시간 및 공간을 추정할 때에는 이런 경우 두 개의 기본적인 산술 명령이 쓰인다고 가정한다.)

표 1-3.  ‘완전 RISC’를 위한 추가 명령들

연산부호 니모닉 피연산자 설명

abs, nabs RT,RA RA의 절댓값 또는 절댓값의 부정이 RT에 배정됨.

andc, eqv, nand, 
nor, orc

RT,RA,RB 비트별 보수(RB의)와의 논리곱, 상등, 부정 논리곱, 부정 논리합, 
보수와의 논리합.

extr RT,RA,I,L RA의 비트 I에서 비트 I+L-1까지의 비트들을 추출해서 RT의 오
른쪽에 집어넣고 RT의 나머지 비트들은 0으로 채운다.

extrs RT,RA,I,L extr과 비슷하나 부호를 채운다.

ins RT,RA,I,L RA의 비트 0에서 비트 L-1까지의 비트들을 RT의 비트 I에서 비트 
I+L-1까지에 집어넣는다.

nlz RT,RA RA의 선행(왼쪽) 0-비트들의 개수(최소 0, 최대 32)를 RT에 배정한
다.

pop RT,RA RA의 1-비트들의 개수(최소 0, 최대 32)를 RT에 배정한다.

ldb RT,d(RA) 메모리의 RA + d 위치에 있는 부호 있는 바이트를 RT에 적재한
다. 여기서 d는 16비트 부호 있는 직접 값.

moveq, movne, 
movlt, movle, 
movgt, movge

RT,RA,RB 조건부(만일 RA = 0이면, 만일 RA ≠ 0이면, 등등) RT ← RB.

shlr, shrr RT,RA,RB RT ← RA를 RB의 제일 오른쪽 다섯 비트로 주어진 자릿수만큼 순
환 왼쪽 또는 오른쪽 자리이동한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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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완전 RISC’를 위한 추가 명령들(계속)

연산부호 니모닉 피연산자 설명

shlri, shrri RT,RA,Iu RT ← RA를 5비트 직접 필드로 주어진 자릿수만큼 순환 왼쪽 또
는 오른쪽 자리이동한 결과.

trpeq, trpne, 
trplt, trple, 
trpgt, trpge, 
trpltu, trpleu, 
trpgtu, trpgeu

RA,RB 조건부(만일 RA=RB이면, 만일 RA≠RB이면, 등등) 트랩(가로채기).

trpieq, trpine, 
trpilt, trpile, 
trpigt, trpige

RA,I trpeq 부류와 같되 둘째 비교 대상이 16비트 부호 있는 직접 값임.

trpiequ, trpineu, 
trpiltu, trpileu, 
trpigtu, trpigeu

RA,Iu trpltu 부류와 같되 둘째 비교 대상이 16비트 부호 없는 직접 값임.

표 1-4.  확장 니모닉

확장 니모닉 전개 설명Description

b    target beq R0,target 무조건 분기.

li   RT,I 본문 참고 직접 값 적재, .

mov RT,RA ori  RT,RA,0 레지스터 RA를 RT로 이동.†5)

neg  RT,RA sub  RT,R0,RA 부정(2의 보수)

subi RT,RA,I addi RT,RA,-I 직접 값 빼기 .

물론 어떤 명령이 기본 RISC에 속하고 어떤 것이 완전 RISC에 속하는지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부호 없는 나누기(divide unsigned) 명령과 나머지(remainder) 명령을 완전 

RISC 범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며, 반 로 부호 있는 바이트 적재(load 

byte signed) 명령을 기본 RISC 범주로 옮겨야 할 수도 있다. 이 명령을 완전 RISC 명령 

집합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명령이 그리 자주 쓰이지 않는다는 점과 한 주기(cycle)의 시간 

안에서 하나의 부호 비트를 그렇게 많은 위치들로 전파하는 것이 어려운 아키텍처들이 있다

는 점이다.

기본 RISC와 완전 RISC의 구분에는 앞의 문단에서 말한 것 같은 이론의 여지가 있는 

†역주 ‘이동’이라고 해서 RA의 내용이 반드시 삭제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것. ori로 전개된다면 사실은 ‘복사’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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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많이 관여했지만, 이 책에서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하나의 명령은 최  두 개의 원본 레지스터와 최  하나의 상 레지스터를 가진다. 이러한 

제약 덕분에 컴퓨터 모형이 간단해진다(이를테면 레지스터 파일은 읽기 포트 두 개와 쓰기 포트 

하나로 충분하다). 또한 최적화 컴파일러도 간단해진다. 상이 여러 개인 명령을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화의 가는, 프로그램에서 두 수의 몫과 나머지가 모두 필요한 

경우(드물지 않다) 반드시 두 개의 명령(나누기와 나머지)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컴퓨터 나눗셈 알고리즘은 나머지를 연산의 부산물로 산출하므로, 한 번의 나누기 명령의 

결과로 몫과 나머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컴퓨터들이 많다.

조건부 이동 명령들(moveq 등)은 외견상으로는 원본 피연산자가 둘 밖에 없지만, 어떤 의미

로는 세 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명령의 결과는 RT와 RA, RB의 값들에 의존하므로, 명령들

을 비순차적으로(out of order) 실행하는 컴퓨터는 그런 명령들에서 RT를 반드시 사용(use)이자 

설정(set)으로 취급해야 한다. 즉, RT를 설정하는 명령 다음에 RT를 설정하는 조건부 이동 

명령이 오는 경우 컴퓨터는 그 두 명령을 반드시 순서 로 실행해야 하며, 첫 명령의 결과를 

폐기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컴퓨터의 설계자가 원본 피연산자가 셋인(논리적으로) 

명령을 고려해야 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아예 조건부 이동 명령들을 제외시킬 수도 있다. 

한편으로, 조건부 이동 명령들은 분기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명령의 형식은 이 책의 목적에서 중요하지 않으나, 앞에서 서술한 완전 RISC 명령들에 

부동소수점 명령들과 몇 개의 관리 명령들을 추가한 명령 집합을 32개의 범용 레지스터를 

갖춘(따라서 레지스터 필드가 5비트인) 컴퓨터에서 32비트 명령들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교나 적재, 저장, 트랩 명령들의 직접 필드를 14비트로 줄인다면 범용 레지스터가 64개인(레

지스터 필드 6비트) 컴퓨터에서도 그런 구현이 가능하다.

실행 시간

이 책은 모든 명령이 하나의 주기(cycle)로 실행된다고 가정한다. 단, 곱하기와 나누기, 나머지 

명령에 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시간을 가정하지 않는다. 분기 명령들은 실제로 분기가 취해

지든 그냥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든 하나의 주기를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직접 값 적재 명령은 하나의 레지스터에 상수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산술 명령이 

하나이냐 둘이냐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주기를 소비한다.

이 책에서 그리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적재 명령들(ldbu 등)과 저장 명령들은 각각 하나의 

주기를 소비하며, 그 어떤 적재 지연(적재 명령이 산술 처리 장치에서 완료된 시점과 요청된 자료를 

이후 명령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시간 간격)도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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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산술 명령과 논리 명령의 소비 주기수를 안다고 해도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제 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다. 적재 지연과 조회(fetch) 지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연들이 아주 중요하고 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들을 논의하지 않는다. 실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현세 의 여러 RISC 칩들, 특히 ‘고급(high-end)’ 컴퓨터를 위한 칩들에서 볼 수 

있는 ‘명령 수준 병렬성(instruction-level parallelism)’이 있는데, 이 요인은 실행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컴퓨터들은 여러 개의 실행 장치(execuon unit)들과 넉넉한 명령 배분(instruction- 

dispatching)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들이 서로 독립적인 경우(즉, 각 명령이 다른 

명령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으며, 여러 명령이 같은 레지스터나 상태 비트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그 

명령들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이제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종종 독립적인 연산들의 병렬 처리 가능성을 지적한다. 즉, 이러저러한 공식을 무제한의 

명령 수준 병렬성을 갖춘 컴퓨터를 위해 코드화한다면, 여덟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고 5주기 

안에 실행되는 코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같은 이야기가 등장할 것이다. 이는, 명령들을 

적절한 순서로 배치(‘스케줄링’)한다면, 충분한 수의 가산기(adder), 자리이동기(shifter), 논리 

처리 장치(logical unit), 레지스터를 갖춘 컴퓨터로 코드를 다섯 주기로 실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령 수준 병렬성 능력은 

컴퓨터마다 수준 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2년경에 나온 IBM RS/6000은 입력 

가산기가 세 개이고 두 개의 연속된 더하기 유의 명령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다. 심지어 

한 명령의 결과가 다른 하나의 입력이 되는 경우에도 그렇다(이를테면 더하기 명령의 결과가 

비교 명령의 피연산자가 되거나 적재 명령의 기반 레지스터로 쓰이는 등). 반 의 사례로, 레지스터 

파일에 한 읽기 포트가 단 하나 뿐인 단순한 컴퓨터를 생각해 보자(이를테면 다른 기기에 

내장하기 위한 저가 컴퓨터 등). 그런 컴퓨터에서는 레지스터 입력 피연산자가 둘인 명령을 

수행할 때 레지스터 파일을 두 번째로 읽기 위해 주기 하나를 더 소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컴퓨터에, 한 명령이 피연산자를 바로 다음 명령에 제공하는 경우 레지스터 파일을 

읽지 않고도 피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패스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각 명령이 그다음 명령에 피연산자를 제공하는 것이, 즉 코드에 병렬성이 아예 없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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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1. 루프

for (e1; e2; e3) 명령문

  을 while 문으로 표현하라. do 루프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까?

2. 부호 없는 정수 제어 변수 i가 0에서 부호 없는 정수의 최댓값 0xFFFFFFFF(32비트 컴퓨터

의 경우)까지의 모든 정수를 거쳐 가도록 하는 루프를 C로 작성하라.

3. 좀 더 경험 있는 독자를 위해: 이 책에 정의된 기본 RISC와 완전 RISC의 명령들은 최  

두 번의 레지스터 읽기와 한 번의 레지스터 쓰기로 실행될 수 있다. 원본 피연산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레지스터 쓰기가 더 많이(두 번 이상) 필요한 RISC 명령들을 제시해 

보라. 가능하면 흔히 쓰이는 명령 또는 실제로 유용할 법한 명령을 제시할 것.



2
6)

기초

2-1 제일 오른쪽 비트 다루기

이번 장의 공식들 중에는 구체적인 응용 방법이 없는 것들도 있는데, 해당 응용 방법은 

이후의 장들에 나온다.

다음은 한 워드의 제일 오른쪽 1-비트를 끄는†(이를테면 01011000 ⇒ 01010000) 공식이다. 

워드에 그런 비트가 없는 경우 결과는 0이다.

x & (x – 1)

주어진 부호 없는 정수가 2의 거듭제곱이나 0인지를 판정하려 할 때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적용한 결과가 0이면 그런 정수인 것이다.

다음은 한 워드의 제일 오른쪽 0-비트를 켜는(이를테면 10100111 ⇒ 10101111) 공식이다. 

그런 비트가 하나도 없는 경우 결과는 모든 비트가 1인 워드이다.

x | (x + 1)

다음은 한 워드의 후행(trailing; 뒤에 달린) 1-비트들을 끄는(이를테면 10100111 ⇒ 10100000) 

공식이다. 그런 비트가 없는 경우 결과는 x이다.

†역주 비트를 ‘끈다(off)’는 것은 그 비트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로 만드는 것은 ‘켠다(on)’라고 말한다. 해제

(0)와 설정(1)이라는 용어도 흔히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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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1)

주어진 부호 없는 정수가 2n
 – 1의 형태 또는 모든 비트가 1인 형태 또는 0인지를 판정하는 

데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적용한 결과가 0이면 그런 정수인 것이다.

다음은 한 워드의 후행 0-비트들을 켜는(이를테면 10101000 ⇒ 10101111) 공식이다. 그런 

비트가 없는 경우 결과는 x이다.

x | (x – 1)

다음은 x의 제일 오른쪽 0-비트에 해당하는 비트만 1인 워드를 만드는(이를테면 10100111 

⇒ 00001000) 공식이다. 그런 비트가 없는 경우 결과는 0이다.

¬x & (x + 1)

다음은 x의 제일 오른쪽 1-비트에 해당하는 비트만 0인 워드를 만드는(이를테면 10101000 

⇒ 11110111) 공식이다. 그런 비트가 없는 경우 결과는 모든 비트가 1인 워드이다.

¬x | (x – 1)

다음은 x의 후행 0-비트들에 해당하는 비트들만 1이고 다른 비트들은 0인 워드를 만드는

(이를테면 01011000 ⇒ 00000111) 공식들이다. 그런 비트가 없으면 결과는 0이다.

 또는

   또는

첫 공식에는 어느 정도의 명령 수준 병렬성이 존재한다.

다음은 x의 후행 1-비트들에 해당하는 비트들만 0이고 다른 비트들은 1인 워드를 만드는(이

를테면 10100111 ⇒ 11111000) 공식이다. 그런 비트가 없으면 결과는 모든 비트가 1인 워드이다.

¬x | (x + 1)

다음은 제일 오른쪽 1-비트만 남겨두는(이를테면 01011000 ⇒ 00001000) 공식이다. 그런 

비트가 없는 경우 결과는 0이다.

x & (–x)

다음은 x의 제일 오른쪽 1-비트와 후행 0-비트들에 해당하는 비트들만 1인 워드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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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01011000 ⇒ 00001111) 공식이다. 1-비트가 없는 경우 결과는 모든 비트가 1인 워드

이고, 후행 0들이 없는 경우에는 정수 1이다.

x ⊕ (x – 1)

다음은 x의 제일 오른쪽 0-비트와 후행 1-비트들에 해당하는 비트들만 1인 워드를 만드는

(이를테면 01010111 ⇒ 00001111) 공식이다. 0-비트가 없는 경우 결과는 모든 비트가 1인 워드

이고, 후행 1-비트가 없는 경우에는 정수 1이다.

x ⊕ (x + 1)

다음은 제일 오른쪽의 연속된 1-비트들의 비트열을 끄는(이를테면 01011100 ==> 01000000) 

두 가지 공식이다([Wood]).

(((x | (x – 1)) + 1) & x) 또는

((x & – x) + x) & x

주어진 음이 아닌 정수가 어떤 j ≥ k ≥ 0에 해 2j
 – 2k의 형태인지를 판정하는 데 이 

공식들은 사용할 수 있다. 공식을 적용한 결과가 0이면 그런 정수인 것이다.

확장된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De Morgan’s laws)으로 알려진 논리 항등식들을 부정(not) 부호의 배분법칙 

또는 ‘곱해 넣기’ 규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착안을 확장해서, 앞에서 본 수식들과 

몇 가지 추가적인 수식들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이 그런 확장된 드모르간의 법칙 

공식들이다. (처음 둘이 원래의 드모르간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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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식들의 응용 예를 들자면: ¬(x | –(x+ 1)) = ¬x&¬ –(x+ 1) = ¬x& ((x+ 1) – 1) = 

¬x & x = 0.

우에서 좌로 계산 가능성 판정

주어진 함수를 일련의 더하기, 빼기, 논리곱, 논리합, 부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판정하는 방법이 있다([War]). 물론 사용할 수 있는 명령 목록에 다른 명령을 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고정된 자릿수만큼의 왼쪽 자리이동(이는 일련의 더하기 명령들과 동치

이다)이나 곱하기 명령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명령들로부터 합성할 수 없는 명령들

은 제외시키기로 한다. 판정 방법은 다음 정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정리. 워드를 워드로 사상하는 함수를 워드 병렬적 더하기, 빼기, 논리곱, 논리합, 부정 
명령들로 구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은, 결과의 각 비트가 각 입력 피연산자의 해당 
비트 및 그 오른쪽 비트들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7)

결과의 제일 오른쪽 비트를 오직 각 입력 피연산자의 제일 오른쪽 비트만 보고 계산한다고 

상상해 보기 바란다. 그런 다음에는 결과의 그다음(왼쪽으로) 비트를 각 입력 피연산자의 

제일 오른쪽 두 비트만 보고 계산하고, 그 왼쪽 비트들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면, 해당 함수는 일련의 더하기, 논리곱 등의 명령들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우에서 좌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함수는 그런 명령들의 순차열로 

구현할 수 없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후자의 명제로, 이는 더하기, 빼기, 논리곱, 논리합, 부정 함수들을 

모두 우에서 좌로 계산할 수 있다는 명제의 우이다. 따라서 그 명령들의 그 어떤 조합에도 

우에서 좌로 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리의 필요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설명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

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하겠다. 두 변수 x와 y의 함수가 우에서 좌로 계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결과 r의 비트 2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하자.

(1)

비트들의 번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0에서 31까지이다. 결과의 비트 2는 입력 피연산자

†역주 “P의 필요충분조건은 Q이다” 형태의 문장은 “P if and only if Q” 또는 “P iff Q” 형태의 문장을 옮긴 것이다. 

그런 구조의 문장은 “만일 P이면 Q이다”와 “만일 Q이면 P이다”가 둘 다 참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이때 전

자를 필요조건, 후자는 충분조건이라고 부른다. “오직 Q일 때에만 P이다” 형태의 문장 역시 이러한 “P if and 

only if Q”에 해당한다. 수식 안이나 지면이 부족한 곳에서는 간결하게 “P ⇔ Q”로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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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비트 2와 그 오른쪽 비트들의 함수이므로, 결과의 비트 2는 ‘우에서 좌로 계산 가능’이다.

컴퓨터 워드 x와 x를 왼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 결과, 그리고 y를 왼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 

것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자. 또한 비트 2를 추출하는 마스크도 하나 추가하자.

이제 2 행과 3 행의 워드 병렬적 논리곱 명령을 구성하고, 그 결과와 행 1의 논리합 명령을 

구성한다(여기까지가 식 (1)). 그리고 그 결과와 마스크(행 4)의 결과의 논리곱을 적용한다. 

그 결과는 2번 자리에 원하는 결과 비트가 있고 그 외는 모두 0인 워드이다. 결과의 다른 

비트들에 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나온 32개의 비트를 모두 

논리합으로 합치면 요구된 함수의 결과가 된다.

이러한 구성이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단지 함수를 기본 목록의 명령

들로만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 정리에 따르면, 그런 명령들의 순차열로는 워드의 제일 왼쪽 1-비트를 끄는 것이 불가능

함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주어진 1-비트를 꺼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일 

왼쪽 비트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왼쪽 비트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자리이동이나 순환 자리이동, 가변 자릿수 왼쪽 자리이동, 워드의 후행 0-비트 개수 

세기를 수행하는 명령열을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후행 0들을 세는 경우, 후행 0들의 개수가 

홀수이면 결과의 제일 오른쪽 비트는 1이 되는데,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오른쪽 자리의 

왼쪽 비트를 점검해야 한다).

참신한 응용 방법 하나

앞에서 논의한 부류의 비트 조작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하나로, 주어진 수와 1-비트 

개수가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주어진 수보다 큰 최소의 정수(‘다음으로 큰 수’)를 구해 

보자. 그런데 그런 수를 왜 구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비트열을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수가 유용하다. 집합에 속할 수 있는 원소들을 하나의 선형 배열에 

담아 두었다고 할 때, 원소 i가 부분집합에 속해 있다면 해당 비트 i를 켜는 식으로 하나의 

부분집합을 하나의 워드 또는 워드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에서 합집합은 비트열들의 

논리합, 교집합은 논리곱, 등등이다. 그런데 주어진 크기(원소 개수)의 모든 부분집합을 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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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자. 만일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비트열을, 그것을 하나의 정수로 해석한 수와 1-비트 

개수가 같은 수들 중 그 수 다음으로 큰 수로 사상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런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연산을 위한 간결한 알고리즘을 고스퍼R. W. Gosper가 고안한 바 있다([HAK, item 

175]).1) 그 알고리즘의 핵심은,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워드 x가 주어졌을 때, x에서 제일 오른

쪽의 연속된 1들과 그다음의 연속된 0들로 이루어진 부분을 찾고, 그 부분과 같은 개수의 

1들로 된 그다음으로 큰 수를 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트열이 xxx0 1111 0000이라고 

하면(여기서 xxx는 임의의 비트들), 그다음 수는 xxx1 0000 0111이 된다. 알고리즘은 우선 

s = x & – x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x의 ‘최소’ 1-비트를 찾아낸다. 지금 예의 경우 그 공식의 

결과는 0000 0001 0000이다. 이것을 x에 더하면 r = xxx1 0000 0000이 된다. 이 값의 

1-비트는 최종 결과의 한 비트이다. 다른 비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n – 1개의 1-비트들이 

오른쪽으로 정렬된(right-adjusted) 비트열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n은 x의 연속된 제일 

오른쪽 1들의 개수이다. 그러한 비트열은 r과 x의 배타적 논리합(exclusive or)으로 구할 수 

있다. 지금 예의 경우 그 배타적 논리합의 결과는 0001 1111 0000이다.

이 값에는 1들이 너무 많으므로 오른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s로 나누고(s는 2의 

거듭제곱임) 두 자리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원치 않는 비트 두 개를 제거하면 된다. 이 

결과와 r의 논리합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최종 결과이다.

이상의 알고리즘을 컴퓨터 수 표기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가 최종 결과이다.

(2)

도식 2-1은 이를 구현한 완결적인 C 절차(procedure)†이다. 이 함수는 일곱 개의 기본 RISC 

명령들로 실행되는데, 그중 하나는 나누기이다. (이 함수를 x = 0에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0으로 나누기 예외가 발생한다.)

나누기가 느린 신 후행 0 개수 함수 ntz(x)나 선행 0 개수 함수 nlz(x), 개체수(population) 

함수 pop(x)(즉, x의 1-비트들의 개수)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라면 식 (2)의 마지막 

1) 이 알고리즘의 한 변형이 [H&S]의 §7.6.7에 나온다.

†역주 저자는 구현 코드(주로 C 함수)를 절차나 루틴(routine), 또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는 어

셈블리 배경의 영향이기도 할 것이고 코드가 구현하는 수학 함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main 함수가 없는 코드를 프로그램이라고 칭한다거나 반환값이 있는 함수를 절차(프로시저)라고 부른다는 점

이 거슬리는 독자도 있겠지만, 이 책의 목적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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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다음 공식들 중 하나로 체해도 된다. (처음 두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리이동이 32를 

법으로 하여 수행되는 컴퓨터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

unsigned snoob(unsigned x) {
   unsigned smallest, ripple, ones;
                                //  x = xxx0  1111  0000
   smallest = x & -x;           //      0000  0001  0000
   ripple = x + smallest;       //      xxx1  0000  0000
   ones = x ^ ripple;           //      0001  1111  0000
   ones = (ones >> 2)/smallest; //      0000  0000  0111
   return ripple | ones;        //      xxx1  0000  0111
}

도식 2-1.  1-비트 개수가 같은 다음으로 큰 수 구하기

2-2 논리 연산과 결합된 덧셈

이 책은 독자가 통상적인 수와 부울 수의 기본 항등식들에 익숙하다고 가정한다. 다음은 

그런 기본 항등식들과 비슷한, 논리 연산과 결합된 덧셈이나 뺄셈에 관련된 항등식들이다.



20  2장 기초

식 (d)는 그 자신에게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x = x+ 2 등이 된다. 마찬가지

로 식 (e)는 ¬–¬–x = x – 2 등이 된다. 이는 두 가지 형태의 보수화(complementation)만으로도 

임의의 상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뜻이다.

식 (f)는 식 (j)의 쌍 (dual)이다. (j)는 가산기(adder)로 감산기(subtracter)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잘 알려진 관계식이다.

식 (g)와 (h)는 HAKMEM 메모([HAK, item 23])에서 가져온 것이다. 식 (g)는 우선 윗자리

로의 올림(carry)을 무시하는 합산(x⊕ y)을 수행하고, 그런 다음 올림들을 더한다. 식 (h)는 

그냥 그 어떤 비트 자리에서도 0 + 1 조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덧셈 피연산자들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런 조합은 모두 1 + 0으로 체된다.

각 비트가 동일한 확률로 0이나 1인 통상적인 이진수 덧셈에서, 한 자리에서 올림이 발생할 

확률이 0.5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g)를 이용해서 입력들을 미리 조율하는 

가산기의 경우 그 확률은 약 0.25이다. 이러한 관찰이 가산기 설계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에서 중요한 특성은 올림을 반드시 넘겨주어야 하는 논리 

회로들의 최  개수인데, (g)를 적용해도 올림이 전파되는 단계들이 단 하나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식 (k)와 (l)은 뺄셈에 한 (g)와 (h)의 쌍 이다. 즉, (k)는 우선 윗자리로부터의 빌림

(borrow)을 무시하는 뺄셈(x⊕y)을 수행한 후 그 빌림들을 빼는 것이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식 (l)은 그냥 그 어떤 비트 자리에서도 1 – 1 조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뺄셈 피연산자들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런 조합은 모두 0 – 0으로 체된다.

식 (n)은 배타적 논리합을 기본 RISC의 명령 세 개만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리곱, 논리합, 부정만 사용한다면 네 개의 명령이 필요하다((x | y) & ¬(x & y)). 마찬가지로, 

(u)와 (v)는 논리곱과 논리합을 다른 기본 명령 세 개로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반면, 

드모르간의 법칙들을 사용한다면 네 개의 명령이 필요하다.



2-3 논리식과 산술식의 부등  21

2-3 논리식과 산술식의 부등

값들이 부호 없는 정수로 해석되는 이진 논리 표현식(줄여서 논리식)들 사이의 부등不等

(inequality), 즉 소 관계에 한 공식을 유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

.

이런 부등식들을 표 2-1에 나온 모든 이진 논리 연산들의 목록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f(x, y)와 g(x, y)가 표 2-1의 두 열을 나타낸다고 하자. 만일 f(x, y)가 1인 행에서 g(x, 

y)도 1이라면, 그런 행에서 모든 (x, y)에 해 f(x, y) g(x, y)이다. 이 사실이 워드 병렬적 

논리 연산들로도 확장됨은 분명하다. 그런 부등식들( 부분은 자명하다)로부터 (x & y) x

(x | ¬y) 등을 이끌어 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더 나아가서, 한 열은 0이고 다른 

열은 1인 행이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행에서는 그 열들이 각각 1과 0이라면, 해당 논리식들 

사이에는 부등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f(x, y) g(x, y)를 판정하는 문제는 모든 

논리 함수 f와 g에 해 완전하고도 손쉽게 해결된다.

표 2-1.  16가지 이진 논리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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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등 관계들을 다룰 때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산술에서 

만일 x + y ≤ a이고 z ≤ x이면 z + y ≤ a이다. 그러나 ‘+’를 논리합 연산으로 체한다면 이러

한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논리식과 산술식이 혼재된 부등식은 더욱 흥미롭다. 다음은 그런 예 몇 가지이다.

a. 

b. 

c. , 만일 덧셈이 넘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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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만일 덧셈이 넘치면

e. 

이 부등 항등식들의 증명은 상당히 간단하다. 단, |x – y| (x ⊕ y)의 증명은 좀 어려울 

수 있다. |x – y|는 x – y의 절댓값인데, 부호 없는 수의 정의역 안에서는 이를 max(x, y) 

– min(x, y)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부등식은 x와 y의 길이에 한 귀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이들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확장한다면 증명이 조금 더 쉬워진다).

2-4 절댓값 함수

절댓값을 계산하는 명령이 없는 컴퓨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기 없는 명령 세 개나 네 

개로 절댓값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을 계산하고, 그런 다음 아래 

공식 중 하나를 적용하면 된다.

여기서 ‘2x’는 물론 x + x 또는 x << 1을 뜻한다.

값이 ±1인 변수를 곱하는 연산이 빠른 컴퓨터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2-5 두 정수의 평균

다음은 두 부호 없는 정수의 바닥(floor) 평균 를 계산하되 넘침(overflow)†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Dietz].2)

(3)

†역주 이 책에서 underflow라는 용어는 딱 한 번만 등장하므로, overflow를 ‘위넘침’ 대신 그냥 ‘넘침’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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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공식은 부호 없는 정수들의 천장(ceiling) 평균 를 계산한다.

부호 있는 정수에 한 ‘바닥 평균’과 ‘천장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위의 해당 공식들에서 

부호 없는 자리이동 연산자를 부호 있는 자리이동 연산자로 체하면 된다.

부호 있는 정수의 경우 합을 2로 나눈 결과의 소수부를 잘라버리는 식으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절단된 평균(truncated average)’을 넘침 없이 계산하는 것은 좀 더 어렵다. 

한 가지 방법은 바닥 평균을 구하고 결과를 조금 보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정이란, 만일 

산술적으로 x + y가 음의 홀수이면 1을 더하는 것이다. 그런데 x + y는 오직 (3)에서 부호 

없는 자리이동을 부호 있는 자리이동으로 체한 공식의 결과가 음수일 때에만 음수이다. 

이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부분식 x⊕ y)의 결과를 재활용한다면 

기본 RISC에서 명령 일곱 개로 구현 가능).

흔히 발생하는 특수 경우들에서는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x와 y가 부호 

있는 정수이고 음수가 아님이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을 그냥 로 계산하면 

된다. 합에서 넘침이 발생할 수 있으나, 넘침 비트가 합을 담은 레지스터 안에 남아 있으므로 

부호 없는 자리이동에 의해 넘침 비트가 적절한 자리로 이동하고 부호 비트에는 0이 채워진다.

x와 y가 부호 없는 정수이고 인 경우나 x와 y가 부호 있는 정수이고 x ≤ y(부호 있는 

비교)인 경우에는 평균을 x + 로 구할 수 있다. 이들은 바닥 평균들이다. 예를 

들어 –1과 0의 평균은 –1이다.

2-6 부호 확장

여기서 말하는 ‘부호 확장(sign extension)’은 한 워드에서 특정 자리의 비트를 부호 비트로 

간주할 때 그 비트를 존재하는 다른 모든 비트들을 무시하면서 왼쪽으로 전파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수행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논리적 왼쪽 자리이동 후에 부호 있는 오른쪽 자리이동

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명령들이 느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에서는 다음 공식

들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 다음 공식들은 비트 7의 부호 비트를 왼쪽으로 전파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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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첫 공식에서 ‘+’ 신 ‘–’나 ‘⊕’를 사용할 수도 있다. 둘째 공식은 원치 않은 상위 비트†들
이 모두 0임을 알고 있을 때 특히나 유용하다. 그런 경우에는 논리곱 연산(&)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3)

2-7 부호 없는 오른쪽 자리이동으로 부호 있는 오른쪽 자리이동 구현

부호 있는 오른쪽 자리이동 명령이 없는 컴퓨터에서는 아래의 공식들을 이용해서 그런 자리이

동을 수행할 수 있다. 첫 공식은 [GM]에 나온 것이고 둘째 것은 그와 동일한 착안에 기초해서 

만든 것이다. 이 공식들은 0 ≤ n ≤ 31에 해 성립하며, 만일 컴퓨터의 자리이동이 64를 

법으로 하여 수행된다면 마지막 공식은 0 ≤ n ≤ 63에 해 성립한다. 마지막 공식은 또한, 

만일 “성립한다”라는 말이 “이동할 자릿수를 논리적 자리이동에서와 동일한 법으로 취급한

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임의의 n에 해 성립한다.

n이 변수인 경우 각 공식의 구현에는 기본 RISC 명령 다섯 개나 여섯 개가 필요하다.

처음 두 공식에서는 수식  신 1 << 31 – n을 사용할 수도 있다.

n이 상수인 경우에는, 처음 두 공식을 각각 명령 세 개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많다. n = 31이라면 명령 두 개로 충분하다: 을 사용하면 된다.

†역주 상위 비트는 higher-order bit를 옮긴 것인데, 원서에서 higher-order bit는 ‘최상위(highest)’ 비트 하나를 뜻하기

도 하고 ‘더 윗쪽의(higher)’ 비트를 의미하기도 한다. 문맥으로 충분히 구분히 가능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번역서에서도 두 의미에 대해 ‘상위 비트’라는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하위 비트’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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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호 함수

주어진 수의 부호를 돌려주는 함수 sign 또는 signu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러 컴퓨터에서 이를 네 개의 명령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Hop]):

부호 있는 오른쪽 자리이동을 지원하지 않는 컴퓨터라면 §2.7의 끝에 언급한 안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은 깔끔한 칭적 공식이 나온다(명령 다섯 개).

다음 공식들처럼 비교 술어述語 명령들을 이용하면 명령 세 개로 구현할 수 있다. 

 또는

. (4)

마지막으로, 공식 도 거의 유효하다. 이 공식은 x = –231인 경우에만 

잘못된 값을 낸다.

2-9 세 값 비교 함수

부호 함수 sign을 조금 일반화한 세 값 비교(three-valued compare)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함수에는 부호 있는 버전과 부호 없는 버전이 있는데,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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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내용은 두 버전 모두에 적용된다.

비교 술어 명령들을 이용하면 이를 다음과 같이 명령 세 개로 구현할 수 있다. 이것이 

식 (4)의 공식의 일반화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는

.

다음은 이를 PowerPC에서 부호 없는 정수에 해 구현한 코드이다([CWG]). 이 컴퓨터에

서 ‘올림’은 ‘빌림의 부정(not borrow)’을 뜻한다.

subf  R5,Ry,Rx    # R5 <-- Rx - Ry.
subfc R6,Rx,Ry    # R6 <-- Ry - Rx, 올림 비트를 설정.
subfe R7,Ry,Rx    # R7 <-- Rx - Ry + 올림 비트, 올림 비트를 설정.
subfe R8,R7,R5    # R8 <-- R5 - R7 + 올림 비트, (올림 비트를 설정).

기본 RISC 명령들만 사용하는 경우, 이 함수를 구현하는 두드러지게 좋은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 술어 x < y, x ≤ y 등에는 명령이 략 다섯 개 정도 필요하며(§2-12 

참고), 따라서 전체적인 해법의 명령 수는 약 12개이다(x < y와 x > y의 결과를 어느 정도 재활용한

다고 할 때). 기본 RISC라면 비교 및 분기 명령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비교 

결과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할 때 최악의 경우 명령 여섯 개).

2-10 부호 전달 함수

Fortran에서는 ISIGN이라고 부르는 부호 전달(transfer of sign)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부분이 컴퓨터에서 이 함수를 명령 네 개로 계산할 수 있다(232을 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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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0은 2**n을 뜻함” 필드의 복호화

어떤 수량이 0이나 음수가 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해당 

수량을 n비트의 필드에 담되 0이라는 값은 2n을 의미하고 0이 아닌 값은 보통의 이진수로 

해석한다는 규칙을 적용하기도 한다. PowerPC의 문자열 워드 직접 값 적재(load string word 

immediate) 명령인 lswi의 길이 필드(5비트)가 그러한 예이다. 그런 적재 명령에서 길이가 

직접 값인 경우 적재할 바이트 개수가 0일 수도 있다는 것은 별로 말이 되지 않는다. 반면 

그런 명령으로 바이트 32개를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 5비트의 길이 필드를 1에서 32의 값들을 뜻하는 0에서 31의 값들로 부호화(encoding)할 

수도 있지만, 프로세서가 해당 명령의 가변 길이(레지스터 안의) 버전도 지원해야 하며 그 

버전이 직접적인 이진 부호화 방식을 사용한다면(이를테면 PowerPC의 lswx 명령), ‘0은 32를 

뜻함’ 관례를 사용하는 것이 논리 회로를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1에서 2n 범위의 정수를 ‘0은 2n을 뜻함’ 방식으로 부호화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그냥 

그 정수에 2n
 – 1을 마스크로 씌우면 된다.† 그런 식으로 부호화된 값을 다시 복호화(decoding)

하되 판정 및 분기 없이 복호화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다음은 3비트 필드에 해 

가능한 몇 가지 방법들로, 모두 각각 명령 세 개가 필요하다(상수를 적재하는 데 필요한 명령은 

제외하고).4)

2-12 비교 술어

‘비교 술어(comparison predicate)’란 두 수량을 비교해서 비교 결과가 참이면 1-비트 하나를 

돌려주고 거짓이면 0-비트 하나를 결과로서 돌려주는 함수를 말한다. 아래는 그 결과 비트를 

부호 비트 자리에 집어넣는 비교 술어 공식들이다. 수 1과 0이 각각 참과 거짓에 해당하는 

언어(C 등)를 위해서는 비교 술어의 결과에 31자리의 오른쪽 자리이동을 적용하면 된다. –1과 

0이 참과 거짓인 언어(Basic 등)를 위해서는 비교 술어 결과에 31자리의 부호 있는 오른쪽 

자리이동을 적용하면 된다.

†역주 ‘A에 마스크 B를 씌운다’는 것은 비트별 논리곱 A & B를 뜻한다. 마스크(‘비트 마스크’)에 뚫린 구멍(1-비트)을 

통해서만 얼굴이 보이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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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공식들은 MIPS나 이 책의 모형 RISC 같은 컴퓨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컴퓨터에는 이 술어들 중 다수를 직접 계산해서 0 또는 1의 결과를 범용 레지스터에 

넣는 비교 명령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컴퓨터에 절댓값의 음수를 계산하는 명령이 존재한다면 이 공식들을 구현하기가 

편해진다. 위의 공식들에서 ‘nabs’라는 함수가 바로 그런 명령에 해당한다. 절댓값과는 달리 

음의 절댓값 함수는 넘침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 정의되는’ 함수이다. nabs 

명령은 없고 통상적인 abs 명령만 있는 컴퓨터라면 nabs(x) 신 –abs(x)를 사용하면 된다. 

만일 x가 최 의 음수이면 이에 의해 넘침이 두 번 발생하겠지만, 결과는 정확하다. (최  

음수의 절댓값과 부정은 최  음수 자신이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nabs도 없고 abs도 없는 컴퓨터

도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사용하지 않는 공식들도 제시했다.

‘nlz’ 함수는 주어진 인수의 선행 0들의 개수이다. ‘doz’(difference or zero, 즉 차 또는 0) 

함수는 §2-19에서 설명한다. x > y나 x ≥ y 등에 해서는 x < y나 x ≤ y 등의 공식에서 x와 

y를 맞바꾸면 된다. 0x8000 0000을 더하는 부분은 상위 비트(x나 y, x – y의)를 반전하는 임의

의 명령으로 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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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 x < y가 x / 2 – y / 2의 부호에 해당하며 그 수식의 뺄셈이 결코 넘침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으로부터 또 다른 부류의 공식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리이동에 의해 필수적인 

정보가 소실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결과에서 1을 빼서 보정하면 된다.

이들은 부분의 컴퓨터에서 명령 일곱 개로 수행되는데(논리곱 부정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여섯 개), 이는 앞에 나온 공식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앞의 공식들은 논리 명령들이 얼마나 갖추어

져 있느냐에 따라 다섯 개에서 일곱 개의 명령으로 구현된다).

앞의 공식들 중 nlz가 있는 것은 [Shep]에 나온 것들인데, 그 공식들 중 x = y 술어에 

한 공식이 특히나 유용하다. 그 공식을 조금만 수정하면 단 세 개의 명령으로 1 / 0 값 

결과를 내는 술어 공식이 나오기 때문이다.

.

0과의 부호 있는 비교들은 상당히 자주 쓰이므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그런 비교를 위한 몇 가지 공식들로, 부분은 앞에 나온 공식들에서 유도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결과는 부호 비트 자리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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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있는 비교는 부호 없는 비교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다. 부호 있는 피연산자들을 

위쪽으로 231만큼 편향시켜서 해당 부호 없는 비교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부호 없는 정수로 

해석하면 된다. 그 반 의 변환도 마찬가지이다.2) 정리하자면:

≤나  등의 비교에서도 비슷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 비교들에서도 231을 더하거나, 

빼거나, 배타적 논리합을 적용하면 된다. 이들은 그냥 부호 비트를 반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어떤 것을 사용해도 결과는 같다. 상수 231의 적재를 피하는 데에는 기본 RISC의 

자리이동된 직접 값 더하기(add immediate shifted) 같은 명령이 유용하다.

부호 없는 비교로부터 부호 있는 비교를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만일 x와 y의 부호가 

같으면 인 반면 부호가 반 이면 라는 사실([Lamp])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그 반 의 변환이 유효하다. 정리하자면

이고

인데, 여기서 x31과 y31은 각각 x와 y의 부호 비트이다. ≤,  등에도 비슷한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장치들을 이용하면 =와 ≠를 제외한 모든 통상적인 비교 술어를 임의의 다른 비교 

술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부분의 컴퓨터에서 많아야 세 개의 명령이 

추가될 뿐이다. 예를 들어 는 구현하기가 아주 간단한 것 중 하나이므로(그냥 y – x의 

올림 비트일 뿐이다), 이를 하나의 기본적인 비교 술어로 삼기로 하자. 이 술어를 이용해서 

다른 술어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이는 부호 없는 정수 형식이 아예 없는 Java 언어에서 부호 없는 비교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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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비트에서 유도한 비교 술어들

컴퓨터에 올림 비트를 손쉽게 범용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몇 가지 비교 술어들을 간결한 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 다음은 그런 방법들 중 몇 가지이다. 

carry(표현식 )이라는 표기는 표현식의 가장 바깥쪽 연산에 의해 만들어진 올림 비트를 뜻한다. 

뺄셈 x – y에 한 올림 비트는 x + + 1을 수행하는 가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 올림은 ‘빌림’의 보수이다.

 또는 ,

, 즉 

 또는 

 또는 

 또는 

, 즉 

x > y의 경우 x ≤ y에 한 공식의 보수를 취하면 된다. ‘초과(greater than)’에 관련된 다른 

여러 관계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IBM RS/6000 컴퓨터 및 그와 접한 관련이 있는 PowerPC에서 술어 표현식을 계산하는 

문제에 GNU Superoptimizer가 적용된 바 있다([GK]). RS/6000은 abs(x)와 nabs(x), doz(x,  

y)를 위한 명령을 갖추고 있으며, 올림 비트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덧셈 명령들과 뺄셈 

명령들도 갖추고 있다. GNU Superoptimizer를 적용해 본 결과, RS/6000에서 모든 정수 

술어 표현식을 셋 이하의 기본(1 주기) 명령들로 구현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 컴퓨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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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들도 이 결과에 놀랐다. ‘모든’에는 피연산자 두 개짜리 부호 있는 비교 명령 여섯 

개와 피연산자 두 개짜리 부호 없는 비교 명령 네 개가 포함되는데, 그 명령들은 모두 둘째 

피연산자가 0이며, 명령의 결과는 1 / 0 또는 –1 / 0이다. 

abs(x)와 nabs(x), doz(x, y) 명령이 없는 PowerPC는 그러한 모든 술어 표현식을 넷 미만의 

기본 명령들로 계산할 수 있다.

컴퓨터가 비교 술어를 설정하는 방식

부분의 컴퓨터는 정수 비교 술어를 하나의 1비트 결과로서 평가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비트를 특정한 ‘조건 레지스터’에 넣는 컴퓨터들도 있고 그냥 범용 레지스터에 넣는 

컴퓨터들도 있다(이 책의 RISC 모형은 후자이다). 어떤 경우이든, 해당 기능은 비교의 한 피연산

자에서 다른 피연산자를 뺀 결과의 비트들에 약간의 논리 연산을 적용해서 1비트의 비교 

결과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 그러한 논리 연산들이 나와 있다. 이들은 컴퓨터가 뺄셈 x – y를 x + + 1로서 

계산하며, 뺄셈의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수량들이 들어 있다고 가정한다.

Co: 상위 비트 자리에서 내려가는 올림(carry-out)

Ci: 상위 비트 자리로 올라오는 올림(carry-in)

N: 결과의 부호 비트

Z: 결과의 Co를 제외한 모든 비트가 0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 논리 연산들은 부울 수 표기법(두 수량을 나란히 둔 것은 논리곱을 뜻하고 +는 논리합을 

뜻함)으로 표현된 것임을 주의하기 바란다.

(부호 있는 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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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넘침 검출

‘넘침(overflow)’이란 어떤 산술 연산의 결과가 상 레지스터로 적절히 표현하기에는 너무 

크거나 작은 현상을 말한다. 이번 절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넘침이 발생하는 상황을 컴퓨터의 

넘침 검출용 ‘상태 비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검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한다. 

그런 넘침 상태 비트를 제공하지 않는 컴퓨터도 있으며(이를테면 MIPS 등), 넘침 상태 비트가 

있다고 해도 고수준 언어에서 그 비트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런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부호 있는 덧셈·뺄셈

정수 덧셈과 뺄셈에서 넘침이 발생한 경우 현세  컴퓨터들은 거의 부분 결과의 상위 

비트를 폐기하고 가산기가 자연스럽게 산출한 하위 비트들만 저장한다. 덧셈의 부호 있는 

정수 넘침은 오직 피연산자들의 부호가 같고 그 합의 부호가 피연산자들의 부호와 반 일 

때에만 발생한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규칙은 가산기에 올림이 있는 경우에도, 즉 계산이 

x + y + 1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다중워드(multiword) 부호 있는 정수들을 더하는 응용에

서 중요하다. 그런 응용에서 방금 말한 덧셈은 전워드(fullword)† 두 개와 올라오는 올림(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하나의 부호 있는 덧셈이다.3)

덧셈에 한 규칙의 증명은 이렇다. x와 y가 더하고자 하는 1워드 부호 있는 정수들이고 

c(올라오는 올림)는 0 또는 1이라고 하자. 그리고 단순함을 위해 컴퓨터의 레지스터가 4비트라

고 하자. 그러면, 만일 x와 y의 부호가 다르다면

이고

이다. x가 음이 아니고 y가 음수일 때에도 비슷한 상, 하계들이 적용된다. 어떤 경우이든, 

이 부등식들을 더하고 필요하다면 c를 위해 1을 더해 주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나온다.

.

이는 4비트 부호 있는 정수로 표현이 가능하며, 따라서 피연산자들의 부호가 반 이면 

넘침은 발생하지 않는다.

†역주 반워드나 이중워드 등이 아닌, 주어진 컴퓨터가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워드(이 책에서는 32

비트)를 말한다. 특별히 혼동할 여지가 없는 한 그냥 ‘워드’라고 표기한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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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x와 y의 부호가 같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따라서

이다. 해당 합을 하나의 4비트 부호 있는 정수로 표현할 수 없다면, 즉 만일

이면 넘침이 발생한다. (a)는 4비트 합의 상위 비트가 0이라는 조건과 동치인데, 그 비트는 

x와 y의 부호의 반 이다. (b)는 4비트 합의 상위 비트가 1이라는 조건과 동치인데, 그 비트 

역시 x와 y의 부호의 반 이다.

다중워드 정수들의 뺄셈에서 문제의 계산은 x – y – c인데, 이 경우에도 c는 0 또는 1이다. 

1은 윗자리로부터의 빌림(borrow-in)을 뜻한다. 앞에서와 비슷한 분석을 적용해 보면 x – y 

– c의 최종 값에서 넘침이 발생할 필요충분조건은 x와 y의 부호가 반 이고 x – y – c의 

부호가 x의 부호와 반 라는(다른 말로 하면 y의 부호와 같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상의 논의로부터 유도한 넘침 검출 술어의 표현식들로, 판정 결과는 부호 자리에 

놓인다. 이들 다음에 31자리의 오른쪽 자리이동이나 부호 있는 오른쪽 자리이동을 적용하면 

값이 1이나 0 또는 –1이나 0인 결과가 된다.

덧셈에 해서는 왼쪽 둘째 행의 공식을 사용하고 뺄셈에 해서는 오른쪽 첫 행의 공식을 

사용한다고 할 때(동치 연산을 피하기 위해), 이 책의 기본 RISC의 경우 x + y + c나 x – y – 

c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명령들을 제외하고 세 개의 명령으로 이 판정들을 수행할 수 있다. 

넘침 조건을 처리하는 코드로 넘어가고자 한다면 넷째 명령으로 음수이면 분기(branch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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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명령을 추가하면 된다.

프로그램이 넘침 가로채기(interrupt)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실행되는 경우, 그런 가로채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덧셈이나 뺄셈이 넘침을 유발할 것인지를 미리 점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그런 처리를 분기 없이 수행하는 예이다.

왼쪽 열에서 z 배정문은 만일 x와 y의 부호가 같으면 z = 0x80000000으로 설정하고, 

부호가 다르면 z = 0으로 설정한다. 그런 다음에는 둘째 표현식에서 x ⊕ z와 y의 덧셈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부호가 다르므로 넘침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x와 y가 둘 다 

음수가 아니면, 둘째 표현식의 부호 비트는 오직 (x – 231) + y + c ≥ 0일 때에만, 즉 오직 

x + y + c ≥ 231일 때에만 1이다. 이는 곧 x + y + c의 넘침 조건이다. x와 y가 둘 다 음수이면 

둘째 표현식의 부호 비트는 오직 (x + 231) + y + c < 0일 때에만, 즉 오직 x + y + c < – 231일 

때에만 1이다. 이 역시 넘침 조건이다. 만일 x와 y의 부호가 다르면, z와의 논리곱 연산에 

의해 정확한 결과(부호 자리가 0이 됨)가 보장된다. 뺄셈(오른쪽 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증

을 적용할 수 있다. 기본 RISC는 이상의 과정을 명령 아홉 개로 실행한다.

덧셈에서 발생한 올림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부호 있는 넘침 술어의 계산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다음은 그런 방향으로 고안한 방법 하나이다.

만일 x가 부호 있는 정수이면 x + 231은 하나의 부호 없는 수로 정확히 표현되며, x의 상위 

비트를 반전하면 바로 그 수가 된다. 양의 방향으로의 부호 있는 넘침은 x + y ≥ 231일 때, 

다시 말해서 (x + 231) + (y + 231) ≥ 3 · 231일 때 발생한다. 후자의 조건은 부호 없는 덧셈에서 

올림이 발생하고(이는 합이 232 이상임을 뜻한다) 합의 상위 비트가 1인 경우에 참이 된다. 

마찬가지로, 음의 방향으로의 넘침은 올림이 0이고 합의 상위 비트도 0일 때 발생한다. 다음

은 이상의 논의에서 유도한, 부호 있는 덧셈의 넘침 검출 알고리즘이다.

(x ⊕231) + (y ⊕231)을 계산해서 합 s와 올림 c를 얻는다.

넘침은 오직 c가 s의 상위 비트와 같을 때에만 발생한다.

그 합은 부호 있는 덧셈의 올바른 합이다. 두 피연산자의 상위 비트를 반전해도 둘의 

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뺄셈의 경우에는 첫 단계의 더하기를 빼기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때 올림은 x – 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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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1로서 계산할 때 발생하는 올림이라고 간주한다. 이 차(뺄셈 결과)는 부호 있는 뺄셈의 

올바른 차에 해당한다.

이상의 공식들이 흥미롭긴 하겠지만, 부분의 컴퓨터에서는 올림 비트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공식들(이를테면 덧셈 넘침 = (x ≡ y) & (s ⊕ x), 뺄셈 넘침 = (x⊕ y) & (d ⊕ x) 등; 여기서 

s와 d는 각각 x와 y의 합과 차)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하기 힘들다.

컴퓨터가 부호 있는 더하기/빼기의 넘침 비트를 설정하는 방식

컴퓨터들 중에는 부호 있는 덧셈에 한 ‘넘침’ 비트를 “부호 위치로의 올림은 부호 위치로부

터의 올림과 같지 않다”라는 논리에 근거해서 설정하는 것들이 많다. 신기하게도 이 논리는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의 넘침 판정에도 유용하다. 단, 이는 뺄셈 x – y를 x+ + 1로 계산한다

는 가정 하에서의 이야기이다. 더 나아가서, 이 논리는 올라오는 올림이나 내려오는 빌림이 

있든 없든 정확하다. 그러나 이 사실이 소프트웨어에서의 부호 있는 넘침 술어를 계산하는 

더 나은 방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부호 위치로의 올림을 손쉽게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덧셈과 뺄셈의 경우 부호 위치로의 올림 · 빌림은 다음 수식들을 평가한 후의 

부호 비트로 주어진다(여기서 c는 0 또는 1).

올림 빌림

사실 이 수식들의 결과의 각 자리 i는 그 자리 i로의 올림 또는 빌림에 해당한다.

부호 없는 덧셈·뺄셈

다음은 부호 없는 덧셈 · 뺄셈을 위한 넘침 술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기 없는 

코드이다. 판정 결과는 부호 자리에 놓인다. 아마도 오른쪽 자리이동에 관련된 수식들은 

c = 0임을 아는 경우에만 유용할 것이다. 괄호 안의 수식들은 최소 유효 자리에서 발생한 

올림이나 빌림을 계산한다.

, 부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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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 없음

부호 없는 더하기와 빼기의 경우 비교 연산의 관점에서 훨씬 더 간단한 공식들이 존재한다

([MIPS]). 부호 없는 덧셈에서 넘침(올림)은 합이 두 피연산자 중 하나(또는 둘 다)보다 작으면 

발생한다(여기서 ‘작으면’은 부호 없는 소 비교를 따른다). 아래에 이를 위한 공식 및 그와 

비슷한 공식들이 나와 있다. 안타깝게도 이 공식들은 올라오는 올림이나 내려오는 빌림을 

나타내는 c가 변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프로그램은 반드시 먼저 c를 판정하고, 

c가 0이냐 1이냐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비교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

, 부호 없음 , 부호 없음 , 부호 없음 , 부호 없음

각 경우의 첫 공식에는 넘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덧셈이나 뺄셈이 없다. 따라서 넘침 

판정을 넘침이 발생하는 일 없이 수행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각 경우의 둘째 공식은 넘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덧셈이나 뺄셈을 수행한 후에 넘침 여부를 판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된다.

부호 없는 넘침 술어의 계산에 해서는 이와 비슷한 간단한 방안(비교들을 이용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곱셈

곱셈에서의 넘침은 두 32비트 수의 곱을 32비트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부호 있는 

경우이든 없는 경우이든 64비트로는 항상 표현이 가능하다). 곱의 상위 32비트에 접근할 수 있다면 

넘침 검출이 간단해진다. 64비트 곱의 두 절반을 각각 hi(x × y)와 lo(x × y)로 표기하기로 하자. 

그러면 넘침 술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MIPS]).

, 부호 없음 , 부호 있음

곱셈의 넘침을 점검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곱셈의 결과를 다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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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으로 나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부호 있는 곱셈에서는 판정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 

다음 표현식들이 참이면 넘침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호 없음 부호 있음

판정이 복잡해지는 상황은 x = –231이고 y = –1인 경우이다. 이 경우 곱셈의 넘침이 

발생하지만, 컴퓨터가 –231이라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나눗셈에서 넘침이 발생

하므로 판정이 옳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일부 컴퓨터에서). 따라서 그런 경우를 

따로 점검해 주어야 하는데, 위의 표현식에서 y < 0 & x = –231 항이 바로 그것이다. 위의 

표현식은 0으로 나누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논리곱(conditional and)’ 연산자(C의 경우 

&& 연산자)를 사용한다.

나눗셈을 이용해서 곱셈의 넘침을 판정하되 곱셈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따라서 곱셈의 

넘침을 유발하지 않고) 판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호 없는 정수의 경우 곱셈은 오직 xy > 232
 

– 1일 때에만, 즉 x > ((232
 – 1) / y)일 때에만 넘친다. x가 정수이므로 x > (232

 – 1) / y 이기 

때문이다. 이를 컴퓨터 산술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부호 있는 정수의 경우 x * y의 넘침 판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x와 y의 부호가 같으면 

넘침은 오직 xy > 231
 – 1일 때에만 발생한다. 둘의 부호가 다르면 넘침은 오직 xy < –231일 

때에만 발생한다. 이 조건들을 판정하는 방법이 표 2-2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부호 있는 

나눗셈을 사용한다. 이 판정은 경우가 네 가지나 되어서 구현하기가 까다롭다. 넘침 문제 

때문에, 그리고 +231이라는 수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식들을 하나로 통합하

기가 어렵다.

부호 없는 나눗셈을 사용할 수 있다면 판정을 좀 더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호 

없는 정수 표현 하에서는 x와 y의 절댓값이 정확히 표현되므로 그것들을 사용하면 된다. 

아래에 완성된 판정식이 나와 있다. 변수 c의 값은 만일 x와 y의 부호가 같으면 231
 – 1이고 

그렇지 않으면 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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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부호 있는 곱셈의 넘침 판정

x * y의 넘침 여부를 선행 0 개수(number of leading zeros) 명령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추정을 좀 더 정련해서 정확한 판정 결과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 부호 없는 정수들의 

곱셈을 고찰해 보자. 만일 32비트 수량으로서의 x와 y의 선행 0들이 각각 m개와 n개이면 

둘의 곱(64비트)의 선행 0은 m + n개 아니면 m + n + 1개(또는, x = 0이거나 y = 0이면 64개)이다

(이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넘침은 64비트 곱의 선행 0이 32개 미만일 때 발생한다. 따라서, 

nlz(x) + nlz(y) ≥ 32이면 곱셈이 확실히 넘치지 않고,

nlz(x) + nlz(y) ≤ 30이면 곱셈이 확실히 넘친다.

그리고 nlz(x) + nlz(y) = 31일 때에는 곱셈이 넘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t = x y / 2 라는 수식으로 넘침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이 수식은 넘치지 않는다. xy는 

2t 또는 2t + x이므로(후자는 y가 홀수일 때) 곱 xy는 t ≥ 231일 때 넘친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xy를 계산하되 만일 그 곱이 넘치면 ‘넘침 처리부’로 분기한다는 계획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도식 2-2가 그러한 계획을 구현한 것이다.

부호 있는 정수들의 곱셈의 경우 음이 아닌 인수들의 선행 0 개수와 음인 인수들의 선행 

1 개수를 이용해서 넘침 여부를 부분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우선

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m + n ≥ 34: 곱셈이 확실히 넘치지 않음.

m + n ≤ 31: 곱셈이 확실히 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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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igned x, y, z, m, n, t;

m = nlz(x);
n = nlz(y);
if (m + n <= 30) goto overflow;
t = x*(y >> 1);
if ((int)t < 0) goto overflow;
z = t*2;
if (y & 1) {
   z = z + x;
   if (z < x) goto overflow;
}
// z는 x와 y의 곱의 참값이다.

도식 2-2.  부호 없는 곱셈의 넘침 판정

판정이 애매모호한 경우는 두 가지로, 합이 32나 33일 때이다. m + n = 33의 경우 두 

인수 모두 음수일 때에만 넘침이 발생하며, 곱의 참값은 231이다(컴퓨터의 결과는 –231). 따라서 

곱의 부호가 정확한지를 점검함으로써 넘침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즉, 만일 m⊕n ⊕ (m * 

n) < 0이면 넘침이 발생한 것이다). m + n = 32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이 쉽지 않다.

이 문제를 더 파고들지는 않겠다. 부호 있는 곱셈의 넘침을 nlz(abs(x)) + nlz(abs(y))에 근거

해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그 방법에서도 판정이 애매모호

한 경우가 두 가지이다(합이 31이나 32인 경우).

나눗셈

부호 있는 나눗셈 x ÷ y에서의 넘침은 다음 표현식이 참이면 발생한다.

y = 0 | (x = 0x80000000 & y = −1)

부분의 컴퓨터는 정의되지 않는(indeterminate) 형태인 0 ÷ 0에 해 넘침 신호를 발생하

거나 가로챈다(trap).

이 표현식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구현한다면, 넘침 처리 코드로의 최종적인 분기까지 포함

해서 일곱 개의 명령으로 된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일곱 명령 중 셋이 분기 명령이다. 이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요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우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abs(y ⊕0x80000000) | (abs(x) & abs(y = 0x800000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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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괄호 안의 큰 수식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분기하는 것이다. 지정된 

명령들을 갖추고 있으며 ‘0과의 비교’가 공짜로 일어나는 컴퓨터라면, 이를 상수 적재와 

최종 분기까지 포함해서 약 아홉 개의 명령으로 구현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선 z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여러 컴퓨터에서 명령 세 개로 가능),

z ⟵ (x ⊕0x80000000) | (y + 1)

그런 다음 y = 0 | z = 0을 다음 방법들 중 하나를 이용해서 판정하고 분기하는 것이다.

지정된 명령들을 갖춘 컴퓨터에서 이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명령 개수는 순서 로 9, 

7, 8이다. 마지막 행은 PowerPC에 적합한 방법에 해당한다.

부호 없는 나눗셈 의 경우 넘침은 오직 y = 0일 때에만 발생한다.

‘긴 나눗셈(long division, 장제법: §9-4 참고)’ 명령을 갖춘 컴퓨터도 있는데, 긴 나눗셈이 

넘칠 것인지를 기본 명령들을 이용해서 미리 예측해야 할 필요도 생길 것이다. 이 문제를 

이중워드(doubleword; 64비트)를 전워드(fullword; 32비트)로 나누어서 전워드 몫을 산출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워드 나머지도 산출하는 명령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다.

그런 긴 나눗셈 명령의 넘침은 제수除數(나누는 수)가 0일 때 또는 그 몫을 32비트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넘침이 발생하면 몫과 나머지 모두 부정확하게 나온

다. 나머지의 경우 32비트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넘침은 발생하지 않는다(나머지는 

몫보다 크기가 작으므로). 따라서 나머지가 정확하게 나올 것인지의 판정은 몫이 정확하게 

나올 것인지의 판정과 동일하다.

여기에서는 범용 레지스터가 64비트 아니면 32비트 중 하나이며 64비트 수량에 한 

기본 연산(자리이동, 더하기 등등)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32비트 컴퓨터라고 해도 컴파일러가 이중워드 정수 자료 형식을 구현할 

수도 있다.

부호 없는 긴 나눗셈의 경우에는 판정이 아주 간단하다. 이중워드 x를 전워드 y로 나누는 

x ÷ y의 경우 그 나눗셈은 만일 다음 두 수식 중 하나가 참이면(그리고 오직 그럴 때에만) 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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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비트 컴퓨터에서는 자리이동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냥 y를 x의 상위 절반을 담은 

레지스터와 비교하면 된다. 64비트 컴퓨터에서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려면 y가 32비트 수량인

지도 반드시 점검해 주어야 한다(즉, 인지 점검할 것).

부호 있는 나눗셈의 경우는 좀 더 흥미롭다. 우선 반드시 y ≠ 0인지 점검해야 하며, 64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y가 32비트로 정확히 표현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를 

점검할 것). 두 판정 모두 통과했다면, 몫을 32비트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 판정하면 

된다. 아래의 표에 해당 판정을 위한 수식들이 제수와 피제수의 음, 양 여부에 따른 네 가지 

경우로 분류되어 있다. 표의 수식들은 컴퓨터 산술이 아니라 통상적인 산술을 따른다.

각 열에서 위아래로 인접한 두 관계식은 서로 동치 관계(필요충분조건)이다. 바닥, 천장 

함수를 제거하는 데에는 §9-1의 정리 D1의 관계식 몇 개가 쓰였다.

제일 왼쪽 열을 예로 들어서 이 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제일 왼쪽 열은 x 

≥ 0이고 y > 0인 경우이다. 이 경우 몫은 x / y 인데, 이를 32비트 수량으로서 표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231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실수 x / y가 반드시 231보다 작아야 하며, 다른 

말로 하면 x가 231y보다 작아야 한다. 이 조건은 y를 왼쪽으로 31자리 이동한 결과를 x와 

비교해서 판정할 수 있다. 

x와 y의 부호가 다른 경우 통상적인 나눗셈의 몫은 x / y 이다. 몫이 음수이므로, 표현 

가능한 최솟값은 –231이다.

각 열의 제일 아래 항목은 모두 비교의 종류가 같다(미만). x가 최 의 음수일 수도 있으므

로, 셋째 열과 넷째 열에서는 반드시 부호 없는 비교를 사용해야 한다. 처음 두 열에서는 

비교할 수량들이 선행 0-비트로 시작하므로, 역시 부호 없는 비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판정들을, 조건부 분기를 통해 네 가지 경우로 각각 분기하고, 거기서 지정된 산술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비교를 수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 넘침이 발생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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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코드로 분기하는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y가 

음수이면 –y를 사용하고, x도 그런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분기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x와 y의 절댓값들을 이용해서 판정들을 좀 더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둘째, 

셋째 열의 덧셈들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표준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유도할 수도 있다.

만일 이면 {넘침은 발생하지 않음}

절댓값을 명령 세 개로 계산하는 방법(§2-4 참고)을 사용한다고 할 때, 64비트 기본 RISC 

명령 집합의 경우 이 방안은 명령 12개 더하기 조건부 분기 명령 하나에 해당한다.

2-14 더하기, 빼기, 곱하기 결과의 조건 부호

정수 산술 연산의 결과를 특징짓는(이하 ‘특성화’) ‘조건 부호(condition code)’를 제공하는 컴퓨

터들이 많이 있다. 더하기 명령이 하나 뿐인 컴퓨터도 흔한데, 그런 경우 해당 특성화는 

피연산자와 결과의 부호 있는 해석과 부호 없는 해석 모두에 한 결과를 반영한다(단, 형식들

이 뒤섞인 덧셈에 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성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로 구성된다.

•올림(부호 없는 넘침)이 발생했는지의 여부

•부호 있는 넘침이 발생했는지의 여부

•32비트 결과(부호 있는 2의 보수 정수로 해석되며 올림과 넘침을 무시한)가 음수인지, 0인지, 

양수인지의 여부

좀 오래된 컴퓨터들 중에는 무한 정 도 결과(즉, 더하기 명령과 빼기 명령에 한 33비트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알려주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고수준 언어의 컴파일러

에서 그런 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

덧셈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의 열두 가지 조합 중 단 아홉 가지만 가능하다. 발생이 불가능

한 조합은 “올림 없음, 넘침 있음, 결과 > 0”, “올림 없음, 넘침 있음, 결과 = 0”, “올림 있음, 

넘침 있음, 결과 < 0”이다. 따라서 조건 부호로는 단 4비트로 충분하다. 조합들 중 둘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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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발생하는 입력 값들이 단 한 가지라는 점에서 고유(유일)하다. “올림 없음, 넘침 없음, 

결과 =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0을 0에 더하는 경우뿐이며, “올림 있음, 넘침 있음, 결과 

=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최 의 음수를 최 의 음수에 더하는 경우뿐이다.

뺄셈의 경우, x – y를 계산하려고 할 때 컴퓨터가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x + + 1이며 

올림은 더하기 명령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그런 경우 뺄셈에 한 ‘올림’의 의미

가 뒤집힌 것이다. 즉, 올림이 1이라는 것은 결과를 하나의 워드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음을 뜻하고 

올림이 0이라는 것은 결과를 하나의 워드에 담지 못함을 뜻한다) 가정하자. 그러면, 뺄셈에 해 

가능한 조합은 일곱 가지뿐이다. 덧셈에 해 발생 불가능한 조합 세 가지 외에, “올림 없음, 

넘침 없음, 결과 = 0”과 “올림 있음, 넘침 있음, 결과 = 0”도 발생할 수 없다.

컴퓨터의 승산기(multiplier)가 이중워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면 두 개의 곱하기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는 부호 있는 피연산자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호 없는 

피연산자를 위한 것이다. (4비트 컴퓨터의 경우 16진수로 F × F = 01(부호 있음)이고 F × F = E1(부

호 없음)이다.) 결과가 항상 이중워드에 담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명령들에서는 넘침과 

올림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곱셈 명령이 단일 워드 결과(이중워드 결과의 하위 워드)를 내는 경우에는, ‘올림’이라는 

것이 피연산자들과 결과를 부호 없는 정수로 해석한다고 할 때 결과를 하나의 워드에 담을 

수 없음을 뜻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넘침’은 피연산자들과 결과를 부호 있는 2의 보수 

정수로 해석한다고 할 때 결과를 하나의 워드에 담을 수 없음을 뜻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열두 가지 조합들 중 아홉 가지만 가능하다. 발생 불가능한 조합은 “올림 없음, 넘침 있음, 

결과 > 0”과 “올림 없음, 넘침 있음, 결과 = 0”, “올림 있음, 넘침 없음, 결과 = 0”이다. 정리하

자면, 덧셈과 뺄셈, 곱셈을 모두 고려할 때, 발생 가능한 조합은 열 가지이다.

2-15 순환 자리이동

순환 자리이동(rotate shift) 연산은 상당히 간단하다. 놀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코드는 0에서 

32까지의 모든 n에 유효하다. 심지어 자리이동이 32를 법으로 하여 수행되는 컴퓨터에서도 

유효하다.

왼쪽으로 n자리 이동: 

오른쪽으로 n자리 이동: 

두 배 길이(double-legnth) 자리이동 명령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라면 그 명령들을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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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자리이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런 명령들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하겠다.

shldi RT,RA,RB,I
shrdi RT,RA,RB,I

이 명령들은 RA와 RB를 연결한 것을 하나의 두 배 길이 수량으로 취급해서 그것을 직접 

필드 I로 지정된 자릿수만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부분의 RICS 컴퓨터에서, 

이동 자릿수가 레지스터의 내용으로 주어지는 형태의 명령은 구현하기가 좀 어색하다. 그런 경우 

레지스터 세 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왼쪽 자리이동의 결과는 이동된 두 배 길이 수량의 

상위 워드이고, 오른쪽 자리이동의 결과는 하위 워드이다.

다음은 Rx의 왼쪽 자리이동을 shldi 명령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shldi RT,Rx,Rx,I

shrdi로 오른쪽 순환 자리이동을 수행하는 것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이다.

한 자리의 왼쪽 순환 자리이동은 레지스터의 내용을 그 자신에 더하되 ‘끝 순환 올림

(end-around carry; 덧셈에서 발생한 올림을 합의 하위 자리에 더하는 것)’ 방식으로 더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의 컴퓨터에는 그런 명령이 없지만, 다른 두 명령으로 그런 명령을 

신할 수 있는 컴퓨터도 많다. 두 명령이란 (1) 레지스터의 내용을 그 자신에게 더하는, 

그리고 올림을 발생하는(상태 레지스터 안에 저장) 명령과 (2) 그 올림을 합에 더하는 명령이다.

2-16 두 배 길이 더하기·빼기 명령

부호 없는 덧셈과 뺄셈의 넘침을 §2-13의 ‘부호 없는 덧셈 · 뺄셈’ 절(p.36)에 나온 수식들 

중 하나를 이용해서 검출한다면, 두 배 길이 덧셈 및 뺄셈을 컴퓨터의 올림 비트에 접근할 

필요 없이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다음은 두 배 길이 덧셈을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수식들에서 (x1, x0)과 (y1, y0)은 피연산자들이고 (z1, z0)은 결과이다. 아래첨자 1은 상위(최  

유효 자리 쪽) 절반을 뜻하고 0은 하위(최소 유효 자리 쪽) 절반을 뜻한다. 레지스터들은 모두 

32비트라고 가정한다. 최소 유효 워드들은 부호 없는 수량이다.†4)

†역주 이 책에서 ‘최대 유효’와 ‘최소 유효’는 각각 most significant와 least significant를 옮긴 것이다. 흔히 최상위/최

하위라고 번역하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맥락에서는 그런 용어가 충분히 적합하고 더 간결하지만, 실용적이면서

도 수학적 근거가 튼튼한 이 책에서는 원 단어들에 담긴 뜻(그 자리의 숫자가 수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

한)을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한 ‘최대 유효’와 ‘최소 유효’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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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명령 아홉 개로 수행된다. 둘째 행을 으로 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비교 결과를 레지스터 안에 1 또는 0으로 저장하는 식으로 해당 비교 연산자를 제공하

는 컴퓨터, 이를테면 MIPS의 “SLTU(Set on Less Than Unsigned; 부호 없는 미만 판정 시 설정) 

같은 명령([MIPS])을 갖춘 컴퓨터의 경우 전체 명령 개수가 넷으로 줄어든다.

두 배 길이 뺄셈 (x – y)에 한 코드도 이와 비슷하다.

논리 명령들을 모두 갖춘 컴퓨터에서는 이를 명령 여덟 개로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줄은 

로 체할 수 있는데, 그러면 “SLTU” 명령이 있는 컴퓨터의 경우 전체 명령 

개수가 넷으로 줄어든다.

다중 길이 자료를 최소 유효 워드의 비트 31개로 표현하고 상위 비트는 일시적으로 올림 

비트나 빌림 비트를 담는 경우를 제외할 때 0으로 두는 방식을 활용하면, 부분의 컴퓨터에

서 두 배 길이 덧셈과 뺄셈을 명령 다섯 개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2-17 두 배 길이 자리이동

한 쌍의 32비트 워드 (x1, x0)을 하나의 64비트 수량으로 간주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자리이동을 수행한다고 하자. 이때 x1은 최  유효 절반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이동의 

결과 (y1, y0)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하자. 이동 자릿수 n은 0에서 63까지의 값을 

가지는 변수라고 가정한다. 또한, 컴퓨터의 자리이동 명령이 64 이상의 수를 법으로 하여 

수행된다고 가정하자. 즉, 이동할 자릿수가 32에서 63까지 또는 –32에서 –1까지인 자리이

동의 결과는 항상 모든 비트가 0인 워드이다. 단, 부호 있는 오른쪽 자리이동의 경우 그런 

자리이동의 결과는 이동된 워드에서 비롯된 32개의 부호 비트들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 

자리이동의 법이 32인 Intel x86 컴퓨터에서는 아래의 방법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들 하에서, 두 배 길이(이중) 왼쪽 자리이동(shift left double)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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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명령 여덟 개).

첫 배정의 주된 접속사(connective)는 더하기가 아니라 반드시 논리합이어야 한다. 그래야 

n = 32일 때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만일 0 ≤ n ≤ 32임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첫 배정의 

마지막 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러면 명령 개수는 여섯 개가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호 없는 두 배 길이 오른쪽 자리이동(shift right double unsigned) 연산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부호 있는 두 배 길이 오른쪽 자리이동은 좀 더 어렵다. 항들 중 하나에서 불필요한 부호 

전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코드이다.

만일 이면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이동(conditional move) 명령이 있는 컴퓨터라면 이를 분기 없는 코드로 구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 구현에 필요한 명령 개수는 여덟 개이다. 조건부 이동 명령이 없는 

컴퓨터라면 명령 열 개로 구현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부호 전파 항을 마스킹하기 위한 

마스크를 부호 있는 오른쪽 31자리 이동(shift right signed 31) 명령을 이용해서 구축하는 익숙한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2-18 다중 바이트 덧셈, 뺄셈, 절댓값

응용 프로그램에서 짧은 정수(short integer; 보통은 바이트나 반워드)들의 배열을 다루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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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종종 있는데, 배열을 한 번에 한 워드씩 처리하는 것이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1바이트 정수 

네 개를 하나의 워드로 ‘포장(packing)’해서 다루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법들을 다른 방식의 포장에도, 이를테면 12비트 정수 하나와 10비트 정수 

두 개로 하나의 워드를 만드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이 기법들은 64비트 

컴퓨터에서 더욱 유용하다. 64비트에서는 더 많은 작업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중 바이트 덧셈에서는 한 바이트에서 다른 바이트로의 올림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다음은 바이트 간 올림을 방지하는 2단계 방법이다.

1. 각 피연산자의 각 바이트의 상위 비트를 마스크로 해제한 후 더하기를 수행한다

(바이트 경계 사이에서 올림이 발생하지 않음).

2. 각 바이트의 상위 비트를, 두 피연산자의 1비트 더하기와 그 비트로의 올림을 통

해서 복원한다.

각 바이트에서 상위 비트로의 올림은 단계 1에서 계산한 합의 각 바이트의 상위 비트에 

해당한다. 뺄셈 역시 비슷한 방식이다.

덧셈

뺄셈

논리 명령들을 완전히 갖춘 컴퓨터에서 이들은 0x7F7F7F7F의 적재 명령까지 포함해 명령 

여덟 개로 수행된다. (0x80808080의 논리곱과 논리합을 각각 0x7F7F7F7F의 논리곱 부정과 논리합 

부정으로 변경할 것.)

한 워드를 단 두 개의 필드로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기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덧셈을 하나의 32비트 덧셈 연산 다음에 불필요한 올림을 빼는 연산으로 수행할 수 

있다. p.36에서 보았듯이 수식 (x + y) ⊕x⊕y는 각 위치로의 올림들을 제공한다. 다음은 이 

점 및 뺄셈에 관한 이와 비슷한 관찰로부터 유도한, 두 반워드의 216을 법으로 한 덧셈 · 뺄셈을 

위한 코드이다(명령 일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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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 뺄셈

다중 바이트 절댓값 연산은 음의 정수를 담은(즉, 상위 비트가 1인) 각 바이트를 보수화

(complementing)하고 1을 더함으로써 간단히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y의 각 바이트를 x의 

각 바이트의 절댓값으로 설정하는 코드이다.

// 부호들을 따로 추출한다.

// x의 음수 바이트에 해 정수 1을 설정.

// x의 음수 바이트에 해 0xFF를 설정.

// 음수 바이트에 해 보수화 및 1 가산.

셋째 줄을 m ⟵ a + a – b로 할 수도 있다. 넷째 줄에서 b를 더하는 것 때문에 바이트 

경계 사이에서 올림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다. x ⊕m이라는 수량의 각 바이트의 상위 

비트는 모두 0이기 때문이다.

2-19 차 또는 0(doz), 최댓값(max), 최솟값(min)

‘차 또는 0(difference or zero)’을 뜻하는 ‘doz’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부호 있는 경우 부호 없는 경우

이를 ‘1학년 뺄셈(first grade subtraction)’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빼도 

결과가 음수가 아니라 0이 되기 때문이다.3) 이를 컴퓨터 명령 하나로 구현한다면, 그런 

명령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max(x, y) 함수와 min(x, y) 함수의 구현(부호 있는 형태와 부호 

없는 형태 모두)일 것이다. 차차 보겠지만, 그런 명령이 있으면 해당 함수들을 간단한 명령 

단 두 개로 구현할 수 있다. max(x, y)와 min(x, y)를 하드웨어에서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3) 수학자들은 그 연산을 monus(단위원이 있는 반군半群을 뜻하는 monoid와 minus를 합한 것이다―옮긴이)라고 부르

고 로 표기한다. 양의 차(positive difference)나 포화된 뺄셈(saturated substraction)이라는 용어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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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왜냐하면 레지스터 파일의 출력 포트에서 입력 포트로의, 가산기를 우회하는 경로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컴퓨터에는 그런 경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경로가 있다고 해도 레지스터 우회를 위한 배선들로 붐비는 영역에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이 

도식 2-3에 나와 있다. 가산기는 뺄셈 x – y를 수행하는 데 쓰인다(명령에 의해). 뺄셈 결과의 

상위 비트들(부호 비트와 p.32에서 설명한 올림 비트들)은 x ≥ y인지 아니면 x < y인지를 결정한

다. 비교 결과는 멀티플렉서(multiplexor, 도식의 MUX)로 공급되며, 멀티플렉서는 x나 y 중 

하나를 상 레지스터에 기록될 연산의 결과로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레지스터 파일 출력 

x와 y에서 멀티플렉서로의 경로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별로 쓸모도 없다. 그런 경로들이 

없어도 차 또는 0 명령을 구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명령의 결과는 레지스터 파일로 

다시 공급되는 가산기의 출력(또는 0)이기 때문이다.

레지스터 파일

가산기

MUX

도식 2-3.  max(x, y)와 min(x, y)의 구현

차 또는 0 함수를 이용하면 max(x, y)와 min(x, y)를 다음과 같이 단 두 개의 명령으로 

구현할 수 있다.

부호 있는 경우 부호 없는 경우

부호 있는 경우, 차 또는 0 연산의 결과가 음수일 수 있다. 뺄셈에서 넘침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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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음수가 된다. 넘침은 무시해야 한다. 어차피 x에 y를 더하거나 x에서 y를 빼는 연산에

서도 넘침이 발생해서 결과가 저절로 보정되기 때문이다. doz(x, y)가 음수인 경우, 만일 

부호 없는 정수로 해석한다면 그 음수는 실제로 정확한 차(뺄셈 결과)이다.

차 또는 0 명령이 없는 컴퓨터를 위해 doz(x, y)와 max(x, y) 등의 코드를 만들되 분기가 

없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하자. 다음 몇 문단을 통해서, 이 함수들을 컴퓨터

에 조건부 이동 명령들과 비교 술어, 올림 비트로의 효율적인 접근 능력이 있는 경우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 코드화하는 방법에 해 살펴보겠다.

컴퓨터에 조건부 이동 명령이 있다면 doz(x, y)를 명령 세 개로 구현할 수 있으며, 파괴적인4) 

max(x, y)와 min(x, y)를 명령 두 개로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전 RISC에서 z ⟵ 
doz(x, y)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r0은 내용이 항상 0인 레지스터이다).

sub    z,x,y       z = x - y로 설정한다.
cmplt  t,x,y       만일 x < y이면 t =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한다.
movne  z,t,r0      만일 x < y이면 z = 0으로 설정한다.

또한, 완전 RISC에서 x ⟵ max(x, y)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mplt   t,x,y      만일 x < y이면 t =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한다.
movne   x,t,y      만일 x < y이면 x = y로 설정한다.

min() 함수와 부호 없는 경우의 해당 함수들은 해당 비교 조건들을 변경하면 된다.

비교 술어들을 이용하면 이 함수들을 명령 네 개나 다섯 개(또는, 만일 비교 술어가 ‘참’에 

해 –1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세 개나 네 개)로 구현할 수 있다.

일부 컴퓨터에서는 이 함수들의 부호 없는 버전을 계산하는 데 올림 비트가 유용할 수 

있다. 연산 x + + 1을 위한 가산기에서 나와서 한 레지스터로 들어가는 올림 비트를 carry(x 

– y)로 표기한다고 하자. 그러면 오직 x ≥ y일 때에만 carry(x – y) = 1이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4) 자신의 인수들 중 하나나 그 이상을 덮어 쓰는 연산을 ‘파괴적(destructive)’인 연산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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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이나 빌림을 발생하는 빼기 명령과 그 올림 또는 빌림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빼기 명령을 갖추고 있는 부분의 컴퓨터에서는 carry(x – y) –1이라는 수식을, x에서 y를 

뺀 후 명령 하나를 더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ntel x86 컴퓨터에서 minu(x, 

y)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명령으로 계산할 수 있다.

sub eax,ecx   ; x와 y를 각각 eax와 ecx에 입력한다.
sbb edx,edx   ; 만일 x >= y이면 edx = 0이고 그렇지 않으면 else -1.
and eax,edx   ; 만일 x >= y이면 0, 그렇지 않으면 x - y.
add eax,ecx   ; y를 더한다. 만일 x >= y이면 결과는 y이고 그렇지 않으면 x이다.

이 방식에서는 세 함수 모두 명령 네 개로 구현할 수 있다(그리고 컴퓨터에 보수와의 논리곱[and 

with complement] 명령이 있다면 dozu(x, y)를 명령 세 개로 구현할 수 있다).

거의 모든 RISC 컴퓨터에 적용되는 방법 하나는, 앞에 나온 비교 술어를 포함한 수식들 

중 하나를 사용하되 그 술어를 p.28에 나온 수식들 중 하나로 체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이 방법에는 컴퓨터의 명령 집합에 따라 7에서 10개의 명령이 필요하며, 거기에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위한 명령 하나가 더 필요하다.

만일 –231 ≤ x – y ≤ 231
 – 1임(컴퓨터 산술이 아니라 통상의 산술에서)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이 연산들을 분기 없는 기본 RISC 명령 네 개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호 있는 정수와 

부호 없는 정수 모두에 동일한 코드가 통하며, x와 y에 한 제약도 같다. 이 공식들이 성립하

기 위한 충분조건은 부호 있는 정수의 경우 –230 ≤ x, y ≤ 230
 – 1이고 부호 없는 정수의 

경우 0 ≤ x, y ≤231
 –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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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차 또는 0 명령의 몇 가지 응용 방법을 살펴보자. 아래의 예들에서 doz(x, y)의 결과는 

반드시 부호 없는 정수로 해석되어야 한다.

1. 이 명령은 Fortran의 IDIM 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현한다.

2. 차의 절댓값을 계산하려면[Knu7]:

, 부호 있는 경우

     , 부호 없는 경우

따름정리: |x| = doz(x, 0) + doz(0, x) (또 다른 3명령 해법이 p.22에 나와 있다).

3. 부호 없는 정수 x와 y의 참합(true sum; 합의 참값)을 최  양의 정수(232
 – 1)로 한

정(clamping)하려면(Knu7]):

¬dozu(¬x, y).

4. 비교 연산자 몇 가지 (각각 명령 네 개):

5. 덧셈 x + y의 올림 비트 구하기(명령 다섯 개):

.

결과를 부호 없는 정수로 해석한다고 할 때, 수식 doz(x, –y)의 결과는 부분의 경우 

참합 x + y를 하한 0으로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y가 최  음수일 때에는 잘못된 값을 낸다.

IBM RS/6000 컴퓨터와 그 후신인 801에는 차 또는 0의 부호 있는 버전이 있다. 커누스

Knuth의 MMIX 컴퓨터([Knu7])에는 부호 없는 버전이(워드의 부분들에 병렬로 작용하는 몇 가지 

변종들도 포함해서) 있다. 그렇다면, 부호 없는 버전에서 부호 있는 버전을 얻는 방법(그리고 

그 반  방향의 방법)이 궁금하기도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여기서 덧셈들과 뺄셈들은 

그냥 부호 비트를 보수화하기만 한다).

doz(x,y) = dozu(x + 231, y + 231),

dozu(x,y) = doz(x – 231, y – 231).

다음은 유용하게 쓰일만한 항등식 몇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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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z(¬x, ¬y) = doz(y, x),

dozu(¬x, ¬y) = dozu(y, x).

doz(–x, –y) = doz(y, x)라는 관계는 x와 y 중 하나가(그리고 둘 중 하나만) 최 의 음수이면 

성립하지 않는다.

2-20 레지스터 교환

두 레지스터의 내용을 그 레지스터 두 개만 이용해서 교환하는 아주 오래된 요령이 있다

([IBM]).

x ⟵ x ⊕ y

y ⟵ y ⊕ x

x ⟵ x ⊕ y

이 요령은 2주소 컴퓨터에서 잘 작동한다. 이 요령은 또한 ⊕를 논리 연산 ≡(배타적 논리합의 

보수)로 체해도 유효하며, 다음과 같이 더하기들과 빼기들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적용해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방법들은 모두 2주소 컴퓨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명령을 요구한다. 단, 2주소 

컴퓨터에 ‘역 빼기(reverse subtract)’ 명령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작은 요령은 두 포인터를 교환하는 방식의 이중 버퍼링에 실제로 유용할 수 있다. 

교환을 수행하는 루프에서 첫 명령을 빼낼 수 있는 것이다(그러면 레지스터를 하나 줄인다는 

장점이 사라지긴 하지만).

루프 외부에서: 

루프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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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레지스터의 서로 대응되는 필드 교환

두 레지스터 x와 y의 내용을 교환하되 마스크 비트 mi가 1이면 x와 y의 해당 비트들을 교환하

고 mi = 0이면 그 로 둔다고 하자. ‘ 응되는’ 필드들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리이동은 

필요하지 않다. m의 1-비트들이 반드시 연달아 있을 필요는 없다. 다음은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하나이다.

네 개의 논리곱 수식들에 ‘임시’ 레지스터들을 사용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명령의 수는, 

m이나 을 하나의 명령으로 적재할 수 있으며 컴퓨터의 논리곱 부정(and not) 연산이 하나의 

명령이라는 가정 하에서 일곱 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가 네 개의(독립적인) 논리곱 

수식을 병렬로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면, 실행 시간은 단 3주기이다.

이보다 더 나은(명령 다섯 개, 그러나 무제한 명령 수준 병렬성을 갖춘 컴퓨터의 경우 주기 수는 

4) 방법은 아마도 아래의 (a) 열일 것이다. 이것은 레지스터 교환을 위한 ‘배타적 논리합 3회’ 

코드에서 착안한 것이다.

(b) 열의 단계들도 (a) 열과 동일한 교환을 수행하나, m이 하나의 즉시 필드에 다 들어가지 

않는 반면 은 다 들어가며 컴퓨터에 동치(equivalece)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b) 열의 것이 

유용하다.

또 다른 방법이 (c) 열에 나와 있다([GLS1]). 이 방법도 명령 다섯 개를 요구한다(역시 

m을 레지스터에 적재하는 데 명령 하나가 소비된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나 명령 수준 병렬성을 

충분히 갖춘 컴퓨터에서는 단 3주기로 실행할 수 있다.

같은 레지스터의 두 필드 교환

레지스터 x의 두 필드(길이가 같은)를 교환하되 레지스터의 다른 비트들은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은 컴퓨터 워드에서 필드 A, C, E는 건드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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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B와 D만 교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k는 교환할 두 필드 사이의 자리이동 거리

(shift distance)이다.

A B C D E

다음은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코드로, D와 B를 새 위치로 자리이동한 결과들을 논리곱 

연산과 논리합 연산으로 결합한다.

여기서 m은 필드 D에 해당하는 비트들이 1인(그리고 그 외는 모두 0인) 마스크이고 m'은 

필드 A, C, E에 해당하는 비트들이 1인 마스크이다. 두 마스크를 명령 네 개로 생성할 수 

있으며 무제한 명령 수준 병렬성을 갖춘 컴퓨터에서 이 코드에 필요한 명령 수는 11개이고 

주기 수는 6이다.

아래는 같은 가정 하에서 명령 여덟 개와 다섯 주기만 필요한 방법이다([GLS1]). 이는 

p.55의 열 (c)에 나온, 두 레지스터의 응 필드들을 교환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이 경우에도 

m은 필드 D만 따로 빼기 위한 마스크이다.

여기서 핵심은 t1의 D 위치에 B ⊕ D가 들어 있으며(그리고 그 외의 곳은 모두 0) t2의 B 

위치에는 B ⊕ D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 코드와 앞에서 본 직접적인 코드는 B와 D가 

‘분리된(split)’ 필드들인 경우에도, 즉 마스크 m의 1-비트들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도 작동한다.

조건부 교환

배타적 논리합에 기초한 이전 두 절의 교환 방법들은 마스크 m이 0이면 무연산(no-operation)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어떤 조건 c가 참이면 m의 모든 비트를 1로 설정하고 c가 거짓이면 

m의 모든 비트를 0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방법들로 레지스터 전체를 교환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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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레지스터의 응 필드들만 교환할 수도 있으며, 또는 같은 레지스터의 두 필드를 교환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만일 m을 분기 없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분기 없는 조건부 

교환이 가능하다.

2-21 둘 이상의 값들을 교대로 설정

값이 반드시 a 아니면 b이어야 하는 변수 x에 현재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가 a와 b의 값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 컴파일러 안에서 x가 참이면 분기(branch true) 아니면 거짓이면 분기(branch false)에 

해당하는 연산부호(opcode)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연산부호와는 다른 연산부호를 

설정하고 싶을 수 있다. 참이면 분기와 거짓이면 분기의 구체적인 연산부호 값들은 임의적이며, 

아마 C 헤더 파일 어딘가에 #define이나 enum으로 정의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교  설정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코드이다.

if (x == a) x = b;
else x = a;

C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흔히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x = x == a ? b : a;

다음은 이보다 훨씬 더 나은(또는, 적어도 더 효율적인) 방법 두 가지이다.

 또는

a와 b가 상수이면 두 방법 모두 각각 하나나 두 개의 기본 RISC 명령으로 충분하다. 

물론 a + b 계산시의 넘침은 무시해도 된다.

여기서, “셋 이상의 값들을 특히나 효율적으로 순환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다. 즉, 서로 다른 임의의 상수 a, b, c가 주어졌을 때, 다음을 만족하며 평가하기 

쉬운 함수 f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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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이러한 함수에 한 다항식이 항상 존재한다. 상수가 세 개인 경우 함수는 

다음과 같다.

(5)

(핵심은, 만일 x = a이면 첫 항과 마지막 항이 소거되고 가운데 항은 b로 약분된다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평가하는 데에는 산술 연산이 14개 필요하며, 임의의 a, b, c에 

해 중간 계산 결과가 컴퓨터의 워드 크기를 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함수는 그냥 하나의 

2차 함수일 뿐이다. 이를 통상적인 다항식 형태로 표기한 후 호너의 법칙(Horner’s rule)5)을 

이용해서 평가한다면, 필요한 산술 연산의 수는 단 5개이다(정수 계수 이차 다항식에 네 개, 

마지막 나누기에 하나). 식 (5)를 적절히 정리하면 다음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너무 복잡해져서 흥미롭지도, 실용적이지도 않게 된다.

세 항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소거된다는 점에서 식 (5)와 비슷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

f(x) = ((–(x = c)) & a) + ((–(x = a)) & b) + ((–(x = b)) & c).

컴퓨터에 상등 술어가 있다면, 이 방법에는 상수들을 적재하는 명령을 제외할 때 명령 

11개가 필요하다. 두 덧셈 연산은 두 개의 0을 0이 아닌 값과 합치는 것이므로, 논리합이나 

배타적 논리합 연산으로 체할 수 있다.

넷째 방법은, 그냥 a – c와 b – c를 미리 계산한 후에 다음 공식들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다([GLS1]).

f(x) = ((–(x = c)) & (a – c)) + ((–(x = a)) & (b – c)) + c 또는

f(x) = ((–(x = c)) & (a ⊕ c)) ⊕ ((–(x = a)) & (b ⊕ c)) ⊕ c.

두 연산 모두 각각 명령 여덟 개를 요구하나, 부분의 컴퓨터에서는 아래에 나온 직접적인 

5) 호너의 법칙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x를 계속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차 다항식 ax4
+ bx3

+ cx2
+ dx + e에 

호너의 법칙을 적용하면 x (x(x(ax + b) + c) + d) + e가 된다. 이런 식으로 n차 다항식을 평가하는 데에는 곱셈 n회와 

덧셈 n회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은 곱하기-더하기(multiply-add) 명령에 아주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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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코드보다 더 낫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C 코드는 a, b, c가 작은 값들일 때 명령 

네 개에서 여섯 개로 실행된다.

if (x == a) x = b;
else if (x == b) x = c;
else x = a;

이 주제를 좀 더 살펴보자. 비교 술어 명령들이 없는 컴퓨터에서 세 개의 값을 순환시키는 

독창적인 무분기 방법이 존재한다([GLS1]). 이 방법은 부분의 컴퓨터에서 명령 여덟 개로 

실행된다.

a, b, c의 값이 서로 다르므로, a, b, c의 같은 위치의 세 비트 중 하나만 다른 비트 위치가 

반드시 두 개 존재한다. 그러한 ‘혼자만 다른 비트’의 위치를 n1과 n2라고 하자. 예를 들어 

다음은 값 21, 31, 20을 이진수로 표시한 것이다.

위에 나온 것처럼 a의 혼자만 다른 비트의 위치가 n1이 되고 b의 혼자만 다른 비트의 

위치가 n2가 되도록 a, b, c 이름을 맞바꾸어도 일반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할 

때, n1 위치의 비트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구성은 두 가지, 즉 (an1, bn1, cn1) = (0, 1, 

1) 또는 (1, 0, 0)이다. 마찬가지로 n2 위치의 비트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구성 역시 두 

가지, 즉 (an2, bn2, cn2) = (0, 1, 0) 또는 (1, 0, 1)이다. 전체적으로는 총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다음은 각 경우에 한 공식들이다.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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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식들에서 각 곱셈의 왼쪽 피연산자는 하나의 비트이다. 0 또는 1을 곱하는 연산은 

0 또는 모든 비트가 1인 값과의 논리곱으로 변환할 수 있다. 다음은 첫 공식을 그런 식으로 

변환한 결과이다.

.

x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상수이므로 이를 기본 RISC에서 명령 여덟 개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덧셈과 뺄셈을 배타적 논리합으로 체할 수 있다.

이러한 착안을 넷 이상의 상수들의 순환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핵심은 상수들을 고유하게 

식별해주는 비트들의 위치 n1, n2, ...를 찾는 것이다. 상수 네 개의 경우 그러한 비트 위치 

세 개로 항상 충분하다. 그런 세 위치를 찾았다면(상수 네 개의 경우), 다음 방정식을 s, t, 

u, v에 해 풀면 된다(즉, f(x)가 a나 b, c, d이고 계수 xni들이 0 또는 1인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f(x) = xn1s + xn2t + xn3u + v

상수 네 개가 단 두 개의 비트 위치에서만 고유하게 식별된다면 다음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f(x) = xn1s + xn2t + xn1xn2u + v.

2-22 부울 분해 공식

이번 절에서는 주어진 임의의 3변수 또는 4, 5변수 부울 함수를 구현하는 데 충분한 이진 

부울 연산 또는 명령의 최소 개수를 살펴보자. 여기서 ‘부울 함수(Boolean function)’란 인수들

이 부울 값들이고 함수의 평가 결과도 부울 값인 함수를 뜻한다.

이하의 부울 수 공식들에서 ‘+’는 논리합, 병치(변수 두 개를 나란히 두는 것)는 논리곱, 

⊕는 배타적 논리합, ¬은 부정을 뜻한다. 이 연산자들은 1-비트짜리 피연산자들에 적용될 수도 

있고, 컴퓨터 워드들에 ‘비트별로’ 적용될 수도 있다. 다음은 이번 절의 주된 결과에 해당하는 

정리이다.†6)

†역주 이런 문맥에서 ‘결과(result)’는 증명된 명제나 공식(정리, 보조정리, 항등식 등등)을 뜻한다. 산술 연산을 통해서 

얻은 것을 결과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론이나 논증을 통해서 얻은 것도 결과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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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만일 f(x, y, z)가 3변수 부울 함수이면, 그것을 g(x, y) ⊕ zh(x, y)의 형태로 분

해할 수 있다. 여기서 g와 h는 2변수 부울 함수이다.6)

증명([Ditlow]). f(x, y, z)를 최소항(minterm)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면 와 z를 

인수분해해서 빼낼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온다.

.

‘+’의 두 피연산자가 동시에 1일 수는 없으므로 논리합을 배타적 논리합으로 체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유도 과정에는 항등식 (a ⊕ b)c = ac ⊕ bc가 두 번 쓰였다.

g(x, y) = f0(x, y), h(x, y) = f0(x, y) ⊕ f1(x, y)로 두면 정리에 언급된 형태와 부합한다. 

첨언하자면, f0(x, y)는 z = 0인 f(x, y, z)이고 f1(x, y)는 z = 1인 f(x, y, z)이다.

따름정리. 만일 컴퓨터의 명령 집합에 16가지 2변수 부울 함수에 한 명령이 각각 포
함되어 있다면, 임의의 3변수 부울 함수를 넷 이하의 명령으로 구현할 수 있다.

넷 이하의 명령이란 g(x, y)를 구현하는 명령 하나, h(x, y)를 구현하는 명령 하나, 그리고 

그것들을 결합하는 논리곱 명령과 배타적 논리합 명령이다.

한 예로, x, y, z 중 정확히 두 개가 1이면 참이 되는 부울 함수를 생각해 보자.

.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흥미가 있는 독자라면 이 f를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명령 

네 개로 구현해 보기 바란다.

정리의 증명에 의해

6) 논리 회로 설계자들은 이를 Reed-Muller 분해 또는 양의(positive) Davio 분해라고 부른다. 커누스에 의하면([Knu4, 

7.1.1]), 제갈킨I. I. Zhegalkin이 이 정리를 알고 있었다([Matematicheskii Sbornik 35 (1928), 311-369]). 종종 러시아식 

분해(Russian decompo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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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명령 네 개에 해당한다.

이 정리를 변수가 넷 이상인 함수로 확장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즉, 임의의 부울 함수 

f(x1, x2, ..., xn)을 g(x1, x2, ..., xn–1) ⊕ xnh(x1, x2, ..., xn–1)의 형태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4변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 여기서

이고

.

이는 16가지 이항 부울함수 각각에 한 명령을 갖춘 컴퓨터의 경우 임의의 4변수 부울 

함수를 명령 열 개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5변수 부울 함수는 

명령 22개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명령 수를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변수 네 개 이상의 함수의 경우 정리에 

나온 것 같은 간단한 입용 수식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가능성

을 검색해 본 결과, 임의의 4변수 부울 함수를 일곱 개의 이항 부울 명령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임의의 5변수 부울 함수를 12개의 그러한 명령으로 구현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Knu4, 7.1.2]).

5변수 부울 함수의 경우 225 = 4,294,967,296가지 함수들 중 명령 개수가 12개인 것은 

단 1920개이고, 그 1920개의 함수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함수이다. 인수들을 치환하거나, 

몇 가지 인수들을 그 보수로 체하거나, 함수의 값을 보수화함으로써 그 함수의 변종들을 

얻을 수 있다.

2-23 열여섯 가지 이항 부울 연산을 모두 구현하는 명령들

컴퓨터들 중에는 열여섯 가지 부울 연산을 모두 포함하는 명령 집합을 갖춘 것도 있다. 

그런 명령들 중에는 해당 기능을 다른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쓸모없는’ 것들

이 많다. 예를 들어 함수 f(x, y) = 0은 그냥 레지스터를 비우는 것인데, 부분의 컴퓨터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갖추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컴퓨터 설계자가 명령 

16개를 모두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그런 구현을 위한 간단하고도 상당

히 표준적인 회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p.21의 표 2-1에 모든 이항 부울 함수 열여섯 가지가 나와 있다. 이 함수들을 컴퓨터 

명령들로서 구현하기 위해, 연산부호 비트들 중 네 개를 표에 나온 함수 값들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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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자. 그 연산부호 비트들을 순서 로(표를 아래에서 위로 읽어서) c0, c1, c2, c3이라고 

표기한다고 할 때, 그리고 입력 레지스터가 x와 y라고 할 때, 다음은 열여섯 가지 이항 부울 

연산 모두를 구현하는 회로를 논리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

예를 들어 c0 = c1 = c2 = c3 = 0일 때 해당 명령은 영(0) 함수 f(x, y) = 0을 계산한다. 

c0 = 1이고 다른 연산부호 비트는 모두 0일 때에는 논리곱 명령이 된다. 그리고 c0 = c3 

= 0이고 c1 = c2 = 1일 때에는 배타적 논리합 등등이다.

이를 4:1 MUX n개로 구현할 수 있다. 여기서 n은 컴퓨터의 워드 크기이다. x와 y의 자료 

비트들은 회로의 선(line)을 선택하고, 연산부호 비트 네 개는 각 MUX에 한 입력 자료가 

된다. MUX는 오늘날의 기술에서 표준적인 구축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아주 빠른 회로이다. 

아래에 MUX의 도식이 나와 있다.

출력

선택

이 회로의 기능은 x와 y가 각각 00이나 01, 10, 11이냐에 따라 c0이나 c1, c2, c3을 출력으로

서 선택하는 것이다. 일종의 4위치 회전 스위치와 비슷하다.

이러한 구현이 우아하긴 하지만, 이처럼 열여섯 가지 명령을 사용하는 것은 연산부호 

개수의 관점에서 볼 때 비용이 다소 크다. 열여섯 부울 연산 모두를 단 여덟 개의 연산부호로 

구현하는( 신 덜 표준적인 논리 회로를 사용한다는 가를 치르고) 방법은 많이 있다. 표 2-3에 

나온 방안이 그런 방법 중 하나이다.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여덟 명령은 입력들을 맞바꾸거나 명령의 두 레지스터 필드에 같은 

레지스터를 지정함으로써 표에 나온 여덟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연습문제 13을 보라.

IBM의 POWER 아키텍처가 이러한 방안을 사용한다. 단, POWER는 보수 및 논리합 신 

보수와의 논리합(or with complement)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표 2-3에 나온 방안의 경우, 

마지막 명령 네 개는 처음 네 명령을 각각 보수화해서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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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부울 명령 여덟 개로 충분한 예

함수 값 공식 명령 니모닉(이름)

0001 and(논리곱)

0010 andc(and with complement; 보수와의 논리곱)

0110 xor(exclusive or; 배타적 논리합)

0111 or(논리합)

1110 nand (negative and; 부정 논리곱)

1101 , 즉 cor(complement and or; 보수 및 논리합)

1001 , 즉 eqv (equivalence; 동치)

1000 nor (negative or; 부정 논리합)

역사적 참고사항

부울George Boole의 An Investigation of the Laws of Thought(1854)7)에 서술된 논리 수는 

오늘날 우리가 ‘부울 수’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부울은 참과 거짓을 위해 각각 

정수 1과 0을 사용했으며, 그러한 참과 거짓 값들을 통상적인 수치 수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조작함으로써 ‘and’나 ‘or’, ‘except’ 같은 단어가 포함된 자연어 문장을 공식화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또한 그는 통상적인 수학을 이용해서 교집합, 서로 소인 집합들의 합집합, 

여집합에 관련된 집합론의 명제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변수가 0에서 1까지의 실수 값을 

취하는 확률론의 명제들도 공식화했다. 그의 저서는 철학과 종교, 법의 문제들을 종종 다룬다.

논리학을 공식화했으며, 복잡한 명제를 익숙한 통상적인 수학 수단들을 이용해서 기계

적이고 오류 없이 다룰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부울은 논리학에 관한 위 한 사상가로 

간주된다. 

시간을 빨리 돌려서 20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면, 열여섯 부울 연산 모두를 포함하는 프로그

래밍 언어 몇 개를 만날 수 있다. IBM의 PL/I (1966년경)에는 BOOL이라는 이름의 내장 

함수가 있는데, BOOL(x, y, z)에서 z는 길이가 4인 비트열(또는, 필요에 따라 그러한 비트열로 

변환되는 값)이고 x와 y는 서로 같은 길이의 비트열(또는, 필요에 따라 그러한 비트열로 변환되는 

값)이다. 인수 z는 x와 y에 해 수행할 부울 연산을 결정한다. 이진수 0000은 영 함수이고 

0001은 xy, 0010은 x  등이다.

Wang System 2200B 컴퓨터의 Basic(1974년경)도 16가지 부울 연산을 모두 갖춘 언어로, 

비트열이나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에 해 작동하는 버전의 BOOL 명령을 제공한다([Neum]).

7) 총 335쪽의 이 저서를 www.gutenberg.org/etext/15114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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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또 다른 언어로는 이후에 MacLisp라고 불리게 된 MIT PDP-6 Lisp가 있다([GLS1]).

연습문제

1. 드 클로에David de Kloet는 x ≠ 0인 snoob 함수에 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제시했다. 

y에 최종적으로 배정되는 값이 함수의 결과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고스퍼의 코드(p.18)와 같되 오른쪽 자리이동을 나누기 명령 신 while 

루프로 수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눗셈은 시간이 걸리는 연산이기 때문에, while 

루프가 그리 많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이 코드가 고스퍼의 코드와 견줄 만하다. n이 비트열 

x와 y의 길이이고 k가 그 비트열에 있는 1들의 개수라고 하자. 그리고 이 코드를 1-비트들

이 정확히 k개인 모든 x 값에 해 실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함수의 각 호출에서 while 

루프의 본문은 평균 몇 회나 실행될까?

2. 본문에서는 이동할 자릿수가 가변적인 왼쪽 자리이동 연산이 ‘우에서 좌로 계산 가능’이 

아니라고 말했다. x << (x & 1)이라는 함수([Knu8])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이동 자릿수가 

가변적인 왼쪽 자리이동이지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x + (x & 1) * x 또는

x + (x & (–(x & 1)))

이 둘은 모두 우에서 좌로 계산 가능인 연산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함수가 

또 있을까?

3. 두 부호 없는 정수의 평균을 구하는 디츠Dietz의 공식

을 유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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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개의 부호 없는 정수의 평균 (a + b + c + d) / 4 를 넘침 없이 계산하는 공식을 제시하

라.

5. p.28에 나온 비교 술어들 중에는 x나 y의 비트 31을 알고 있다면 크게 단순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y31 = 0일 때, 에 한 명령 일곱 개짜리 수식을 비교 명령이 아닌 

기본 RISC 명령 세 개로 단순화하는 방법을 보여라.

6. 서로 다를 수 있는 두 수를 ‘끝 순환 올림(end-around carry)’으로 더했을 때 올림 비트의 

덧셈 때문에 상위 위치에서 또 다른 올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음을 보여라.

7. 음수를 1들의 보수 표기법으로 표현할 때, 끝 순환 올림을 덧셈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라. 올림(임의의 비트 위치에서의)이 전파될 수 있는 비트 위치들의 최  개수는 몇인가?

8. MUX 연산 (x & m) | (y & ~m)을 기본 RISC 명령 집합(보수와의 논리곱 명령이 없는)의 명령 

세 개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라.

9. x ⊕ y를 논리곱-논리합-부정 논리를 이용해서 명령 네 개로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라.

10. 32비트 워드 x와 두 정수 변수 i, j가 주어졌을 때(레지스터들 안에), x의 i번 비트를 j번 

비트에 복사하는 코드를 제시하라. i와 j의 값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나, 0 ≤ i, j ≤3이라

고 가정할 것.

11. 정리에 나온 방법으로 n변수 부울 함수를 재귀적으로 분해한다고 할 때, 그러한 부울 

함수를 평가하는 데 충분한 이항 부울 명령의 수는 몇인가?

12. 다음 두 공식이 3변수 부울 함수의 또 다른 분해 방법임을 보여라: (a) f(x, y, z) = g(x, 

y) ⊕ h(x, y) (‘음의 다비오Davio 분해’), (b) f(x, y, z) = g(x, y) ⊕ (z + h (x, y)).

13. 본문에서, 표 2-3에 없는 여덟 명령을 그 입력들을 맞바꾸거나 명령의 두 레지스터 필드에 

같은 레지스터를 지정함으로써 표에 나온 여덟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방법을 제시하라.



연습문제  67

14. 열여섯 부울 함수들 중 사실상 상수 함수 또는 단항 함수인 것들, 즉 f(x, y) = 0, 1, 

x, y, , 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 외의 열 가지 함수를 하나의 명령으로 

계산한다고 하자. 이를 최  일곱 종류(연산부호)의 이항 부울 명령들로 수행할 수 있을까?

15. 연습문제 13은 16가지 이항 부울 연산들을 하나의 R-R(레지스터-레지스터) 명령으로 계산

하는 데에는 여덟 종류의 명령으로 충분함을 보여준다. R-I(레지스터-직접 필드) 명령들의 

경우에는 여섯 종류의 명령으로 충분함을 보여라. R-I 명령들의 경우 입력 피연산자들을 

맞바꾸거나 같게 둘 수 없으나, 둘째 입력 피연산자(직접 필드)를 보수화할 수는 있으며, 

사실 실행 시간을 전혀 소비하지 않고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순함을 위해, 

입력 필드들의 길이가 범용 레지스터의 길이와 같다고 가정할 것.

16. 모든 3변수 부울 함수를 세 개의 이항 논리 명령으로 구현할 수는 없음을 보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