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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하이텔과 나우누리의 C/C++ 동호회들을 통해 프로그래밍에 입

문하여 나우누리 Cezips 동호회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1998년 초반부터 PC 및 

콘솔 게임 SW 개발 분야의 국내 IT 업계와 게임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현재

에 이르기까지 현업 SW 개발자로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 SW 개발에 주력

하고 있으며, uniFlow (삼성SDS:1999), FormXPress ACUBE(삼성SDS:2001)

와 같은 일반 IT 프로젝트들 및 Kingdom Under Fire: The Cursaders(블루사이

드/Xbox 2004), Ninety-Nine Nights(블루사이드/Xbox360 2006) 등의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했다. 여전히 콘솔 게임 개발에 매력을 느끼는 골수 게

임 개발자로, 현재 UTPlus Interactive Inc.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 중이다.



저자 서문

‘로우-레벨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로서의 내 삶에서 사실 애증의 대상과도 같

다. 이 애증 관계가 시작된 건 프로그래밍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던 때였다. BASIC

이라는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잡지에 실린 게임 코드를 따라 쳐보는 수준이었

던 필자가, 어디선가 프로그램의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기계어를 알아야 한다는 말

을 듣고서 시작했던 게 계기였다. 학창 시절엔 DOS게임의 그래픽 라이브러리 제

작을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제한된 시스템상에서 결과물의 요구 조건에 맞

추기 위해 때로는 최적화라는 다른 말로 늘 프로그래밍하는 내 옆자리에 있어 왔

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개발자인 필자를 즐겁게 혹은 힘들게 하는 말로 따라다

닌다.

이 책 또한 처음부터 로우-레벨 프로그래밍을 소개하는 책을 펴내고자 집필을 시

작했던 것은 아니었다. 프로그래밍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필자는 로

우-레벨 프로그래밍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개인 블로그에 틈틈이 

정리해 올리던 것이 시작이었다. 그 글을 꾸준히 보아온 주변 지인들의 격려와 도

움으로 이렇게 내 이름을 건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기회가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두렵기도 하다. 이 책

은 개발자를 위한 여타 책들과는 달리 특정 메이커 하드웨어에 열광하는 팬덤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서, 책을 통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지식들이 어

느 한쪽으로 편향될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사랑하는 독자들

이라면, 개발 서적 중엔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저자도 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하며 지금부터 필자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눠볼까 한다. 



대상 독자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이 책은 특정 메이커 하드웨어나 컴파일러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C/C++ 중급 이상 개발자, PC 플랫폼상에서 개발 중인 개발자, 인텔 

계열 CPU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와 같은, 특정 그룹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굳이 위와 같은 협소한 특정 그룹이 아니더라도, 평소 CPU와 로우-레벨 프

로그래밍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CPU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한 

학생들 및 초보 개발자들에게도 제법 읽을만한 내용이 되리라 본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는다. 단지, 등에 좀 가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두자니 신경이 

쓰이고 가려워서 그 부분을 조금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이 책을 보면 되겠다.

또한 필자는 이 책의 내용들을 반드시 따라야 좋다고 강요할 생각이 없으며, 그런 

내용도 아니다. 어느 하나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취하고 골몰하다 보면 반대

로 더 안 좋을 수도 있듯, 하드웨어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고루 취하고자 전체적

으로 알아가기 위한 기본 단계라고 봐주기 바란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하드웨어와 

그 위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의 내부를 소개하는 입문서라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익숙하지 않은 책의 주제와 용어, 내용들로 인해 미리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보다는 현업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느낀 

내용들을, 동료 개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쓴 가볍게 읽어볼 만한 서적이라 봐주

길 바란다.



INTRO

이 책에서 다룰 ‘프로그래밍 최적화’는 설명하기 무거운 주제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할 것이다. 필자가 프로그래밍 최적화에 접근했던 순서대로, 이야기하

듯이 설명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따라오길 바란다. 

필자 또한 IT분야에 입문하여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의 성능이 낮고 비효율적일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향상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다. 이러한 고민을 주변에 말하니 

다들 “최적화하려면 어셈블리어를 해야 한다”, “최적화해 주는 전용 프로그램을 이

용해서 코드를 변환해야 한다”라고 조언해주었다.

하지만 최적화 프로그램은 가격이 비싸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무리였다. 그래

서 막연히 어셈블리어로 접근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셈블리어를 공부

하던 시절이 있었다.  프로그래머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보고 부족한 부분

을 공부하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뻗어 있는 길만이 무조건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없

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개발하는 프로그래밍의 성능을 높이는 데 어셈블리어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며 때

로는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맹신했던 어셈블리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나 어디선가 주워듣고서 많은 이가 좋다고 한 알고리즘

을 사용했다가 그것이 프로그램의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필자는 어느 한쪽에만 골몰하거나 얕은 지식으로는 프로그램

의 성능을 목표한 만큼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

고 사용하는 어설픈 기술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프로

그램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고자, 프로그래머가 다룰 수 있는 하

드웨어에 관해서 공부하며 하나씩 밟아왔던 길을 되짚어보려고 한다. 



한빛 eBook 리얼타임

한빛 eBook 리얼타임은 IT 개발자를 위한 eBook입니다.

요즘 IT 업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기술이 나타나고 사라져 갑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조금이나마 정리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잘 정리되어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

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이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

이책을 그대로 옮긴 전자책도 많습니다. 전자책에는 전자책에 적합한 콘텐츠와 전자책

의 특성을 살린 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빛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개발자를 위한 리얼타임 전자책은 이렇습니다.

1.  eBook Only -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잘 정리된 도서(종이책)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조금은 거칠지만 100페이지 내외의 전자책 전용으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펴내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엄두를 못 내는 선배, 전문가, 고수 분에게는 보다 

쉽게 집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O'Reilly의 전자책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책 전용 서비스입니다. 

  종이책으로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이 일정 분량 이상으로 

집필되고 정리되어 나오는 동안 기술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후에도 

버전 업을 통해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있거나 저자(역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보완하여 

발전된 노하우가 정리되면 구매하신 분께 무료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3. 독자의 편의를 위해 DRM-Free로 제공합니다. 

  구매한 전자책을 다양한 IT 기기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DRM-Free PDF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한빛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전자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편리하게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전자책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와 디자인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종이책을 그대로 옮겨 놓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기 힘든 전자책이 아니라, 전자책의 환경에 

가능한 한 최적화하여 쾌적한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링크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글자 크기나 행간, 여백 등을 전자책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자책에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없거나 타인의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있다면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전자책은 인쇄, 검색, 복사하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오탈자 교정이나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구매하신 전자책의 수정본은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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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PU 레지스터에 의한 데이터 타입

SSE/AVX 명령어를 소개하기 전에, 명령어 사용 시 동반되는 데이터 타입의 명칭

이나 크기에 관해서 알아보자. 여기에 소개하는 데이터 타입은 일반적인 CPU 레

퍼런스 메뉴얼에 나와 있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다. 어셈블리어를 기초부터 소개하

는 경우라면 CPU상의 범용 레지스터 크기부터 설명해야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선 안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타입과 크기

에 관한 것만 설명하겠다.

그림 1-1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

016 1531

Doubleword

064 63127

Doubleword Quadword

08 715

Word

07

Byte

032 3163

 Quadword

그림 1-1을 먼저 보고 데이터 타입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면 byte, word, dworddouble-word

는 많이 들어보고 사용도 해 봤을 것이다(필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dword 밑에 있는 qwordQuad-word는 64비트 정수형을 나타내고 

dqwordDouble quad word는 128비트 정수형을 나타낸다. 

C++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qword는 __int64 혹은 long long 타입으로 선언할 수 

있지만, dqword는 __int128과 같이 단일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는 키워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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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없다(MSDNMicrosoft Developer Network 비주얼 스튜디오Visual Studio 2013 기준).

dqword 데이터 타입도 CPU 메뉴얼상에 있으므로 사견으로 보건대, 향후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명시한 데이터 타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림 1-2는 데이터 타입에 따른 수치형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호가 있는 

정수 표현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의 경우, 부호에 대한 표현을 갖는 마스크 비트의 

위치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상의 순서에 따라 위쪽 데이터 4개는 부호가 없는 정수형 타입이다. 중간에 있

는 데이터 4개는 부호가 있는 정수형 타입의 경우 부호 비트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

다. 마지막 4개의 데이터는 부호가 있는 실수형 데이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실수형 데이터 표현을 보면 부호가 있는 정수형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으나, 마지막에 있는 80비트 

크기의 데이터인 double extended precision 부동 소수점타입이 눈길을 끈다. 이는, 10바이트

형 데이터로, 혹시 오래전 터보Turbo C나 볼랜드Borland C라는 도스Dos 시대 때의 C 언어를 접했던 유

저라면 데이터 타입 중에 ‘long double’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책에서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쓰이고 있는 Visual C에서는 long double 타입과 double 타입은 크

기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SDN에서도 나와 있지만, 크기는 같지만 다른 타

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급 언어에서 이 데이터 타입이 직접 사용되진 

않으나, double형 계산 시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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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데이터 타입에 따른 크기 및 부호 비트의 위치의 모습

015

063

07

031

Word Unsigned Integer

Quadword Unsigned Integer

Byte Unsigned Integer

Doubleword Unsigned Integer

015 14

063 62

07 6

031 30

Word Signed Integer

Quadword Signed Integer

Byte Signed Integer

Doubleword Signed Integer

015 14 9

Half Precision Floating Proint

Sign bit

Sign bit

Sign bit

Sign bit

Integer bit

Sign bit

031 30 23 22

Single Precision Floating Proint

063 62 52 51

Double Precision Floating Proint

06364 6279 78
Double Extended Precision 
Floating Proint

다음에 소개할 데이터 타입들은 병렬 데이터 처리 명령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Packed SIMD 데이터 타입이다. Packed 타입은 기존의 일반 데이터 타입(byte, 

word, dword, float, double 등)이 2개 혹은 4개, 많게는 8개까지 직렬화된 형태

로 묶여 있는 데이터 타입을 의미한다. 이를 ‘벡터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직

렬화된 데이터’라 부르기도 한다.

Packed 데이터는 사용하는 레지스터의 크기에 따라서 직렬화된 데이터의 전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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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나뉘는데, MMX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데이터는 64비트~8바이트, XMM 레

지스터를 사용하는 데이터는 128비트 ~16바이트, AVX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데

이터는 256비트~32바이트, AVX2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데이터는 512비트~ 64

바이트의 크기를 각각 가진다.

이를 C언어의 배열로 표현하자면, int형 데이터를 직렬화로 XMM 레지스터에 저

장하게 되면, int[4]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한 곳에 대입할 수 있다. 대입되는 순서

는 다음 그림을 기준으로 우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대입된다.

그림 1-3  MMX 레지스터  상에서의 병렬 데이터 구성의 모습

063

Packed Words / short[4]

Packed Bytes / char[8]

Packed Doublewords / _int32[2]

그림 1-4  XMM 레지스터  상에서 병렬 데이터 구성의 표현 모습

0127

Packed Words

Packed Bytes

Packed Doublewords

Packed Quadwords

그림 1-5  AVX 레지스터의 크기

YMM0

YMM1

YMM0

● ● ●

YMM1

0255 128127

YMM15 YM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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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SIMD 명령어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일반 데이터 타입으로 직렬화된 데이

터 블록에 대해서 표기할 때에는 Packed XXX 타입이라 표기하도록 하겠다. 가

령 int[4] 크기의 데이터는 Packed int형, double[2] 크기의 데이터는 Packed 

double형 등으로 표기될 것이다.



62장  내장 함수

2 | 내장 함수

SSE 프로그래밍은 2가지 타입으로 구현할 수 있다. 하나는 앞으로 소개할 어셈블

리어로 접근하는 명령어고, 다른 하나는 내장 함수Intrinsic Function다. 

내장 함수는 컴파일러에 의해 특수하게 처리되는 함수다. 일반 함수처럼 라이브러

리 형태가 아니지만, 함수라 불리기에 표현 형태는 C/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C 언어 함수의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MMX, SSE, SSE2, SSE3, SSE4, 

AVX 등과 같은 특정 어셈블리어 코드에 대해서 함수 이름으로 1:1로 대응하고 있

다는 점이 일반 함수와 차이점이다. 

일반적인 C 언어 함수가 연산의 집합이나 작은 함수의 집합으로 구현되어 있다면, 

내장 함수는 특정 어셈블리어 명령에 대응되는 단 하나의 명령만을 함수 안에 가지

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함수의 형태지만 함수가 아니다 보니 일반적인 함

수 호출인 콜Call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라인 함수처럼 직접 명령어로 

대응한다.

예제 2-1 내장 함수 사용 시 함수 호출을 나타내는 콜 명령어 구문이 없다

 __m128 a128;

 a128 = _mm_set_ss(fTemp);

000000013FFE11E2   xorps  xmm0, xmm0

000000013FFE11E5   movss  xmm0, dword ptr [rbp]

000000013FFE11EA  movaps  xmm0, xmmword ptr [rbp+20h], xmm0

000000013FFE11EE   movaps  xmm0, xmm0, xmmword ptr [rbp+20h]

000000013FFE11F2   movaps  xmm0, xmmword ptr [rbp+10h], xmm0



72장  내장 함수

내장 함수를 이용하면 어셈블리어 구성에 대해 잘 몰라도 CPU나 SIMD의 특정 기

능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장 함수는 어셈블리어로 되어 있는 

CPU 명령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표현된 외형은 마치 C언어 함수와 같은 형태이

나 실체는 어셈블리어 명령을 감싼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 실제 필요한 명령어 하

나를 처리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스텍에 넣어

주고 리턴값을 EAX 레지스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처럼 구성하게 된다.

그렇기에 내장 함수에서는 파라미터를 스텍에 받는 것과 같은 함수 안으로의 데이

터 입력을 받는 명령어들과 리턴값을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추가

적인 명령어들이 코드상에 더 들어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명령어들은 함수의 본체라 할 수 있는 특정 어셈블리어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CPU 내에서 사용되는 MMX나 XMM, AVX와 같은 특

저 레지스터로 함수의 인수로 받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mov 명령과, 계산 후 

MMX, XMM 혹은 AVX레지스터에 남겨진 결과값을 리턴값처럼 다시 변수에 담기 

위한 출력을 위한 mov 명령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다. 

어셈블리어로 처리한다면 계산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리턴받기 전까지 여러 레지스

터를 이용해서 보존하며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이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각 명령어당 한 개의 함수인 관계로 인해 C언어 상에서의 내장 함수간의 데이

터 전달을 위해서 일반 변수를 사용하다 보니 생기는 비용이라 하겠다

예제 2-2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 

 __m128 a128, b128, c128;

 a128 = _mm_set_ss(fOp1);

000000013F28360F  xorps   xmm0, xmm0

000000013F283612  movss   xmm0, dword ptr[rbp]

000000013F283617  movaps  xmmword ptr[rbp+40h], xm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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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13F28361B  movaps  xmm0, xmm0, xmmword ptr[rbp+40h]

000000013F28361F  movaps  xmmword ptr[rbp + 10h], xmm0

 b128 = _mm_set_ss(fOp2);

000000013F283623  xorps   xmm0, xmm0

000000013F283626  movss   xmm0, dword ptr[rbp+4]

000000013F28362B  movaps  xmmword ptr[rbp+50h], xmm0

000000013F28362F  movaps  xmm0, xmmword ptr[rbp+50h]

000000013F283633  movaps  xmmword ptr[rbp+20h], xmm0

 c128 = _mm_set_ss(a128, b128);

000000013F283637  movaps  xmm0, xmm0

000000013F28363B  addss   xmm0, dword ptr[rbp+20h]

000000013F283640  movaps  xmmword ptr[rbp+60h], xmm0

000000013F283644  movaps  xmm0, xmmword ptr[rbp+60h]

000000013F283648  movaps  xmmword ptr[rbp+30h], xmm0

위의 함수는 SIMD 데이터 타입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XMM 레지스터에 이동시킨 

후 SIMD용 덧셈 명령어를 이용해서 scala 덧셈 처리한 함수다. 간단한 기능에 비

해서 디스어셈블리어01로 본 명령어의 실제 모습은 단순히 봐도 의도한 기능에 비

해 과도하게 처리되었다. 이를 순수하게 어셈블리어로 작성하면 예제 2-3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예제 2-3 위의 내장 함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어셈블리어로 만든 함수

addTest  Proc

	 ;	xmm0	<-	실수형	첫	번째	파라미터	입력됨.

	 ;	xmml	<-	실수형	두	번째	파라미터	입력됨.

01컴파일러에 있는 기능으로 컴파일한 코드를 어셈블리어로 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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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ss xmm0, xmm1

	 ;	실수형	리턴값의	경우	xmm0로	받음.	EAX나	FPU로	따로	옮길	없음.	

 ret

addTest  Endp

어셈블리어로 처리하면,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 명령어가 사라진다. 단, 어셈블리어

로 만든 함수는 코드 영역이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함수 호출 시 콜Call과 점프

에 의한 분기가 발생하게 된다.

예제 2-4 어셈블리어로 만든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call과 점프문이 추가된 모습

fSum = addTest( fOp1, fOp2 );

000000013F1E3801     movss   xmm1, dword ptr [rbp+4]

000000013F1E3806     movss   xmm0, dword ptr [rbp]

000000013F1E380B     call     @ILT+60(addTest) (13F1E1041h)

000000013F1E3810     movss   dword ptr [rbp+8],xmm0

…

@ILT+60(addTest):

000000013F1E1041     jmp      addTest (13F1E611Fh)

단순한 계산이라면 내장 함수로 만드는 것이 좋고 내용이 긴 함수라면 어셈블리어

로 만든 함수로 구성하는 게 좋다. 즉, 위의 코드처럼 단순한 명령어를 사용한다면 

콜과 점프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이동 명령만 추가되는 내장 함수가 낫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느 하나의 방법만으로 모든 것을 구성하기보다는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적절히 구분해서 사용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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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SIMD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의 차이점에 관해서 간

단히 도형으로 나타낸 것이다(어셈블리어, 내장함수, 전용 컴파일러, 관련 라이브

러리를 사용했을 때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다). 어셈블리어 쪽으로 갈수록 

코드를 읽고 사용하기 어려우나, 성능 및 SIMD를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다. 반대

로 SIMD 전용 컴파일러나 관련 라이브러리는 읽고 사용하기는 쉬우나, 성능 및 심

도 있는 제어는 컴파일러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SSE 명령어의 버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2-1 SIMD 기술에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한 관계들

성능 및 심도 있는 제어 쉽게 읽고 사용하기 쉬운 정도

MMX/SSE/AVX
어셈블리 명령어

Instrinsics
(내장 함수)

SIMD 전용
컴파일러

Automatic
Vectorization

Library

소프트웨어 개발은 시간적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성능을 위해서, 혹은 제어를 위해

서 무조건 어셈블리어로 접근하는 것은 피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어디까지나 이 책에서는 

SSE(Streaming SIMD Extensions) 기술의 여러 기능에 관해서 알리기 위해 일반적인 범용 함

수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표현할 뿐 쉽게 사용 가능한 내장 함

수가 있는 경우 내장 함수를 이용하여 같이 표현할 것이므로 간단한 SSE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는 

앞으로 함께 소개할 내장 함수들을 충분히 잘 이용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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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SSE 명령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SSE는 ‘Streaming SIMD Extensions’의 약자로, 펜티엄3 프로세서 때부터 소개

되었던 기술이다. 본격적인 SSE 기능을 이용하기에 앞서 명령어 셋의 구성과 구성

별 요소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텔 웹 사이트에 제공하는 기술 

문서에도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 또한 이 기술 문

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SSE 명령어 셋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Packed(직렬화된) 데이터 

● 스칼라 데이터

● Packed, scala single-precision 부동 소수점 명령어(단정도 -float- 형식의 부

동 소수 처리)

● 64비트 SIMD 정수 처리 명령어

● 상태 관리 명령어

● 캐시 기능 컨트롤, Prefetch, 메모리 배치 명령어

Packed 데이터 및 스칼라 단정도 실수형(일반적으로 float 형) 처리 명령어 (부동 

소수점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이동 명령어

● 수식 연산 명령어

● 논리연산 명령어

● 비교연산 명령어

● 셔플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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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형변환 명령어

● 64 비트 SIMD 정수 명령어

이쯤에서 병렬 데이터(Packed, Vector) 연산과 단일 데이터(스칼라) 연산의 차이

에 관해서 알아보자. 병렬 데이터는 C 언어에서 배열 형태와 같이 연속된 데이터를 

말한다. SIMD 처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Packed 데이터라 칭하는데, 일

부에서는 벡터vector 형태라고도 한다.

Packed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는 1장에 있는 데이터 타입 설명을 참조하길 바란

다. 스칼라 데이터형은 일반적인 단일 데이터 형태인 byte, int32, int64, float, 

doule 등과 같은 데이터라 보면 된다.

SIMD 명령어 중에는 이러한 단일 데이터 형태를 취하는 명령어가 다수 있다. 간단

히 표현하자면 명령 수행 연산기는 SIMD용 연산기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를 취하는 형태라 보면 된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SIMD 명령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IMD 연산기를 이

용한 Packed 데이터 연산과 SIMD 연산기를 이용한 스칼라 데이터 연산에 따른 

명령어 처리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3-1 SIMD 연산기를 이용한 Packed 데이터 연산의 예

A3

A3 op B3 A2 op B2 A1 op B1 A0 op B0

A2 A1 A0

B3

OP OP OP OP

B2 B1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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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SIMD 연산기를 이용한 스칼라 데이터 연산의 예

A3

A3 A2 A1 A0 op B0

A2 A1 A0

B3

Add

B2 B1 B0

위의 그림들을 보면, 기본적인 Packed 데이터상에서 SIMD 명령어로 병렬처리 연

산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개별 연산 처리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설명할 

SIMD 명령어에서 스칼라 형태의 single-precision floating point에 관해서는 

float 형으로, Packed 형태는 이 스칼라 형태의 4묶음으로 즉, float[4] 형태의 구

조로 보고 내용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후 명령어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표현 형식을 맞추고자 한다. 

① 명령어를 소개할 때는 항상 같은 부류의 명령어를 한 묶음으로 같이 소개하여, 

동일한 동작 혹은 유사한 동작을 수행할 때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쉽게 비

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② 모든 명령어에 대해서 C/C++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장 함수 형태를 같

이 표기할 것이다. 

③ 명령어를 어셈블리어 형태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오퍼랜드(파라미터)로 사용될 

레지스터 및 메모리 형태 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축약적인 텍스트로 표기할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상수값

i8 정수 형태의 8비트 크기의 상수 값을 의미한다.

i32 정수 형태의 32비트 크기의 상수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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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레지스터

r32 32비트 범용 레지스터를 의미한다. 특정 레지스터를 직접 표기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eax, ebx, ecx, edx, esi, edi 등의 레지스터가 사용될 수 있다

r64 64비트 범용 레지스터를 의미한다. r32와 마찬가지로 특정 레지스터를 표기하

지 않는다면 r32에 표기한 레지스터의 64비트 형태로 rax, rbx, rcx, rdx, rsi, rdi, 

r8~r15까지 사용할 수 있다.

FPU 레지스터

fp(n) FPU 레지스터를 의미한다. n은 스택의 인덱스에 해당되며, 명령어에 따라 fp(0)과 

같은 고정된 인덱스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i32 정수 형태의 32비트 크기의 상수 값을 의미한다.

SIMD 레지스터

mmx 64비트 SIMD 레지스터다. 주로 MMX 명령어 사용 시 원본 및 대상 오퍼랜드로 사

용된다.

xmm 128비트 SIMD 레지스터다. 주로 SSE 명령어 사용 시 원본 및 대상 오퍼랜드로 사

용된다.

ymm 256비트 SIMD 레지스터다. 주소 AVX 명령어 사용 시 원본 및 대상 오퍼랜드, 옵션 

오퍼랜드 등으로 사용된다.

메모리

m32 32비트, 4바이트 메모리 주소 표기 시 사용한다.

m64 64비트, 8바이트 메모리 주소 표기 시 사용한다. 

m128 128비트, 16바이트 메모리 주소 표기 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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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56 256비트, 32바이트 메모리 주소 표기 시 사용한다. 

3.1  SSE 데이터 이동 명령어

SSE 명령어에 관해서 처음 소개할 명령어 그룹은 데이터 이동에 관한 것이다. 아마

도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 그룹 중에 하나일 것이다. 

CPU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처리에 관해 정리해보자. 일반적인 산술연산은 최소 

두 개의 피연산자가 필요하다. 이중에 최소한 데이터 하나는 레지스터에 있어야 하

며, 연산 결과는 레지스터에 기록된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개발자가 

설정한 변수로 옮겨야, 비로서 C/C++과 같은 고급 언어에서는 연산에 대한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보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만 보더라도 하나의 산술연산을 처리할 때 최소 2번의 데이

터 이동이 발생한다(연산 개시 전 피연산자를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옮기는 과정

과 결과값을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데이터 이동이 발생한다). 이 

외에 연산이 복잡해질수록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의 데이터 이동이 더욱더 빈번해

질 수 있으니 잘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SSE1 명령어셋 안에는 표 3-1과 같은 데이터 이동 관련 명령어가 있다. 다음은 명

령어가 행하는 동작에 관해서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다. 

표 3-1 SSE1의 명령어셋

명령어 동작 내용

MOVAPS 정렬된 메모리 영역에서 Packed float – float[4]형 데이터를 이동

MOVUPS 정렬되지 않은 메모리 영역에서 Packed float – float[4]형 데이터를 이동

MOVSS 메모리 혹은 레지스터상의 단일 float형 데이터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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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LPS Packed float – float[2]형 데이터를 XMM 레지스터의 하위 영역으로 이동

MOVHPS Packed float – float[2]형 데이터를 XMM 레지스터의 상위 영역으로 이동

MOVLHPS Packed float – float[2]형 데이터를 XMM 레지스터의 하위 영역에서 상위 영역으

로 이동

MOVHLPS Packed float – float[2]형 데이터를 XMM 레지스터의 상위 영역에서 하위 영역으

로 이동

MOVMSKPS MSB에 따라 데이터를 이동

SSE1 기능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이동 명령어인데 생각보다 다양한 이동 명령어가 

있다. 모드 이동 관련 동작을 하지만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 이에 관해서 하나씩 자

세히 살펴보자. 

MOVAPS

설명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16바이트 단위로 정렬된 128비트 Packed 데이터를 메모리

에서 XMM 레지스터로, XMM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이동할 때 사용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XMM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 이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명령어 MOVAPS     xmm1, xmm2 

MOVAPS     xmm1, mem128

MOVAPS     mem128,  xmm1

내장함수 __m128 _mm_load_ps( float const *p );

void _mm_store_ps( float *p, __m128 a);

MOVUPS

설명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정렬되지 않은 128비트 Packed 데이터를 레지스터에서 메

모리로, 혹은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이동할 때 사용한다. 이 명령어는 MOVAPS 

명령어와 동일한 형식이나 메모리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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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MOVUPS     xmm1, xmm2

MOVUPS     xmm1, m128

MOVUPS     m128, xmm1

내장함수 __m128 _mm_loadu_ps( float const *p );

void _mm_storeu_ps( float *p, __m128 a)

MOVSS

설명 메모리상의 32비트 float형 데이터를 XMM 레지스터로 이동할 때 사용하거나, 

XMM 레지스터 간의 하위 32비트 float형 데이터를 이동할 때 사용한다. 일반 데이

터를 사용하는 mov 명령어와의 차이는 일반 레지스터를 오퍼랜드(파라미터)로 사

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령어 MOVSS     xmm1, xmm2

MOVSS     xmm1, m32

MOVSS     m32, xmm1

내장함수 __m128 _mm_move_ss( __m128 a, __m128 b)

__m128 _mm_load_ss( float const *p)

void _mm_store_ss( float *p, __m128 a)

MOVLPS

설명 XMM 레지스터에 있는 하위 2개의 float형 데이터를 메모리로 이동하거나, 메모

리에 있는 2개의 float형 데이터를 XMM 레지스터의 하위 64비트로 이동할 때 사

용한다. 주의할 점은 이동할 대상이나 원본으로 사용될 오퍼랜드가 반드시 메모리

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64비트 Packed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MMX 메모리나 64비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레지스터는 본 명령어에

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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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MOVLPS     xmm, m64

MOVLPS     m64, xmm

내장함수 __m128 _mm_loadl_pi( __m128 a,__m64 const *p)

void _mm_storel_pi( __m64 *p, __m128 a)

MOVHPS

설명 XMM 레지스터에 있는 상위 2개의 float형 데이터를 메모리로 이동하거나, 메모리

에 있는 2개의 float형 데이터를 XMM 레지스터의 상위 64비트로 이동할 때 사용

한다. 본 명령어는 MOVLPS 명령과 사용 형태가 같고 XMM 레지스터 상에서 활용

되는 데이터의 위치만 다른 명령어라 할 수 있다.

명령어 MOVHPS     xmm, m64

MOVHPS     m64, xmm

내장함수 __m128 _mm_loadh_pi( __m128 a, __m64 const *p)

void _mm_storeh_pi( __m64 *p, __m128 a)

MOVLHPS

설명 두 번째 오퍼랜드인 원본 XMM 레지스터에 있는 하위 2개의 float형 데이터를 첫 

번째 오퍼랜드인 대상 XMM 레지스터의 상위 64비트로 이동할 때 사용 한다. 동

작 시 대상 XMM 레지스터의 하위 64비트는 변경되거나 초기화되지 않는다. 본 명

령어는 다른 명령어와 달리 오퍼랜드로 메모리 주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오로지 

XMM 레지스터만 사용할 수 있다.

명령어 MOVLHPS     xmm1, xmm2

내장함수 __m128 _mm_movelh_ps( __m128 a, __m12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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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MOVLHPS 명령어의 동작 모습

A3 A2 A1 A0 SRC

DESTA1 A0 B1 B0

MOVHLPS

설명 MOVLHPS 명령어의 상하 대칭 형태로, 두 번째 오퍼랜드인 원본 XMM 레지스터

에 있는 상위 2개의 float형 데이터를 첫 번째 오퍼랜드인 대상 XMM 레지스터의 

하위 64비트로 이동할 때 사용 한다. 이 명령어 또한 대상 레지스터의 상위 64비트

는 변경되거나 초기화되지 않는다.

명령어 MOVHLPS     xmm1, xmm2

내장함수 __m128  _mm_movehl_ps( __m128 a, __m128 b)

그림 3-4 MOVHLPS 명령어의 동작 모습

A3 A2 A1 A0 SRC

DESTB3 B2 A3 A2

MOVMSKPS

설명 XMM 레지스터에 있는 float형 데이터 4개의 부호비트를 추출하여 범용 레지스터

로 복사한다. 4개의 float형 데이터가 모두 음수인 경우 1111b 값이 범용 레지스터

로 복사되며, 최상위 1개의 float형 데이터가 음수인 경우엔 1000b 값을 범용 레지

스터로 복사한다.

명령어 MOVMASKPS     r32,xmm1



203장  SSE 명령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내장함수 int _mm_movemask_ps( __m128 a)

그림 3-5  MOVMSKPS 명령어의 동작 모습

A3 A2 A1 A0 SRC

D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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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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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
B

M
S
B

3.2  SSE 산술연산 명령어

이번에 소개할 산술 명령어는 float형 데이터를 연산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어들로, 

Packed형 데이터와 스칼라형 데이터 처리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다. 접미사로 PS

가 붙은 명령어는 해당 명령의 Packed 데이터 처리용이고, SS 접미사가 붙은 명령

어는 스칼라 데이터 처리용 명령어다.  

SSE 산술연산 명령어 처리 내용

ADDPS/ADDSS 각 형태 별 덧셈

MULPS/MULSS 각 형태 별 곱셈

DIVPS/DIVSS 각 형태 별 나눗셈

RCPPS/RCPSS 각 형태 별 역수

SQRTPS/SQRTSS 각 형태 별 제곱근

RSQRTPS/RSQRTSS 각 형태 별 제곱근의 역수

MAXPS/MAXSS 각 형태 별 높은 값

MINPS/MINSS 각 형태 별 낮은 값

여기서 주의해야 할 명령어는 MAXPS와 MINPS이다. 이 명령어들은 Packed 데

이터 2개가 입력되면, 32비트 별로 큰 값을 구한 후 이를 묶어서 하나의 Packed 

데이터로 만들어서 결과를 내놓게 된다. 어느 한쪽에 가장 큰 값이 들어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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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값이 들어 있는 곳의 전체 데이터를 결과로 내놓는 게 아니라, 항목 별로 계산한

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SSE 산술연산 명령어를 하나씩 살펴보자. 

ADDPS

설명 XMM 레지스터에 있는 4개의 float형 데이터나 메모리상에 있는 연속된 4개의 

float형 데이터를 각 항별로 더한다.

명령어 ADDPS     xmm1, xmm2

ADDPS     xmm1, m128

내장함수 _m128 _mm_add_ps( __m128 a, __m128 b)

그림 3-6  ADDPS 명령어의 동작 모습

A3

A3 + B3 A2 + B2 A1 + B1 A0 + B0

A2 A1 A0 xmm1

xmm1

xmm2/m128B3

Add

B2 B1 B0

AddAdd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