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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LVM(Low-level Virtual machine)은 최적화된 컴파일 코드 생성을 위한 컴파일러 프레임워크를 목적

으로 제작되었다. LLVM은 C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효과적으로 머신에 비종속적인 중간코드로 표현하여 

사용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C언어를 위한 머신 비종속적인 ‘가상머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LLVM은 효과적인 컴파일러라는 원래의 설계목적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적 수행에 대해 큰 고민 없이 디

자인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상의 한계는 가상 머신으로서의 성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

한 보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LLVM의 명령어 셋에 추가명령어를 제안하여 LLVM 해석기의 성능향상을 얻

어낼 것이다. 

 

 

1. 서론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을 다양한 머신에서 동일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 머신[1]을 많이 활용한다. 

고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머신 

독립적인 중간코드 형태로 컴파일하고, 변환된 

중간코드는 가상 머신이 설치된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다. 대표적인 가상 머신으로 자바 

가상 머신[2][3]이 있으며,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자바의 중간 코드인 바이트코드 형태로 

변환되며, 가상 머신이 설치된 모든 기기에서 자바 

바이트코드를 수행할 수 있다. 

 Low Level Virtual Machine (LLVM)[4][5]은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컴파일 시간, 링크 시간 

그리고 수행 시간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최적화를 

적용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컴파일 시스템이다. C/C++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다양한 머신에서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수준의 

중간코드인 비트코드를 정의하였다. 비트코드는 RISC 

명령어와 유사한 형태로 언어와 머신에 비종속적이며, 

최적화를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LLVM은 다양한 컴파일 환경을 지원한다. 먼저 

일반적인 정적 컴파일러와 같이 C/C++등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비트코드로 바꾸고 이를 다시 머신코드로 

변환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변환된 비트코드를 LLVM를 통해 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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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동적 수행을 위해 LLVM엔 

비트코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수행 엔진인 해석기와 

수행 시간에 비트코드를 머신코드로 변환하여 수행하는 

즉시변환컴파일러 (JITC)[6]를 포함한다. LLVM의 

해석기와 JITC를 이용하여 C/C++/Java 언어를 

지원하는 가상 머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LLVM의 최초 목적은 좀더 최적화된 정적 

컴파일러를 활용한 lifetime 최적화[5]를 적용하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기를 이용하여 빠른게 

중간코드를 수행하거나 JITC를 머신 코드로 변환하는데 

드는 오버헤드는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신 

비트코드 명령어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최적화 활용 

용도에 맞게 명령어 셋을 디자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LLVM을 고성능 가상 머신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비트코드에 몇몇 추가 명령어를 

제안하여 LLVM의 해석기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프로그램 수행 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치 연산 명령어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 셋을 

디자인하였다. LLVM에는 각 수치연산에 대해서 단 

하나의 명령어 셋만이 정의되어있다. 우리는 

수치연산에서 사용하는 오퍼런드의 타입에 따라 각 

명령어를 추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C/C++에서 

쓰이는 switch-case문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Table Switch 명령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간단한 benchmark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실험결과를 분석을 통해 이들 명령 

추가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2장에선 LLVM에 대하여 설명을 할 것이며, 3장에선 

LLVM의 해석기를 위하여 새로운 명령어 셋을 제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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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4장에서는 LLVM의 성능을 비교 분석할 것이며 

5장에서 본 연구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2. LLVM 전체 구조 

LLVM은 LLVM의 중간 코드인 비트코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최적화를 수행한다.  

비트코드는 LLVM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와 머신 

언어에 비종속적인 중간 코드이다.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수치 연산, 메모리 

연산등 대부분의 RISC 머신에서 사용하는 저수준의 

명령어 셋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객체지향 언어의 

특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상 함수 호출등을 지원한다. 

명령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 타입을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32bit, 64bit 정수 및 실수 타입을 사용자가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언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배열 및 구조체, 그리고 공용체등의 

타입들을 선언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바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언어의 중간 

코드인 바이트코드는 스택을 이용한 명령어 수행을 

진행하지만 비트코드는 레지스터 기반[7]으로 

동작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하나의 변수엔 단 한번의 

assign만 있도록 하여 use-def 관계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Static Single Assignment (SSA)[8]형태로 

구성되어있다. 

LLVM은 비트코드를 활용하여 2가지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림 1. LLVM 구성도 

 

 위의 그림1 에서와 같이 C/C++로 작성된 파일은 먼저 

비트코드로 변환된다. 변환된 비트코드는 정적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머신코드로 변환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수행 시간에 비트코드를 머신코드로 

변환하는 즉시 변환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수행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수행엔진인 해석기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LLVM은 위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lifetime 최적화를 적용한다. 먼저 C/C++ 코드를 

비트코드로 변환하며 최적화를 적용한다. 그리고 정적 

컴파일러로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 시에 최적화가 

일어나며 생성된 오브젝트를 링크하여 하나의 실행 

파일을 생성할 때에도 링크타임 최적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즉시 변환기에서도 다양한 최적화들이 수행되며, 

한번 변환되었던 머신 코드들도 수행 중 수집한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하여 좀 더 최적화된 머신 

코드들로 변환할 수 있다. 

 

3. LLVM 명령어 셋 디자인 

 

3.1 정수(integer) 연산과 실수(float) 연산 

 Java, C등과 같은 언어에서는 저장되는 값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타입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수치값을 

저장하는 변수의 타입 종류는 크게 정수형(integer)과 

실수형(floating point)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한 계산은 하드웨어적으로도 다른 계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LLVM 비트코드는 C언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변수 타입을 지원하고 있다. 비트코드의 

명령어는 오퍼런드에 타입정보를 표시하고 오퍼런드에 

표시한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타입의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즉, 그림 2의 (a)와 같이 

LLVM에서는 add의 연산부호(opcode)  뒤에 <ty> 라 

표기 되어 있는 타입 정보를 명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해석기에서는 그림 2의 (b)에서 보듯이 

add라는 연산과 float 혹은 int라는 타입이 따로 

기재되기 때문에 LLVM 해석기에서는 먼저 연산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다시 타입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로 거친 후에 그에 맞는 연산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a) LLVM 명령어 예제 

add' Instruction  

Syntax: <result> = add <ty> <op1>, <op2>           

예) c = add float a, b 

   c = add i32 a, b 

(b) add 연산 수행을 위한 LLVM 해석기 예제 

switch(opcode) 

    ... 

    case 'add' 

  switch (type) 

     case 'int' : a + b 

    case 'double' : doubleAD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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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float' : floatADD(a,b) 

     ... 

그림 2. Add 연산 예제 

 

수치 연산(arithmetic operation)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이때마다 명령어의 종류와 변수의 타입 

정보를 따로 확인하는 것은 큰 낭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 3의 (a)와 같이 add 연산에 관련된 

명령어를 타입에 따라 명령어를 추가한다. 즉, 각각 

수치 연산을 정수(integer) 덧셈과 실수(floating point) 

덧셈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그림 3의 (b)와 같이 

정수 연산시 타입 체크 과정이 줄어들어 해석기의 

수행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a) 최적화된 LLVM 명령어 예제 

add Instructions  

addi : 정수 덧셈 

addf : 실수 덧셈         

예) c = addf float a, b 

    c = addi i32 a, b 

 (b) add 연산 수행을 위한 최적화 LLVM 해석기 예제 

switch(opcode) 

   case 'addi' : 

 a + b 

   case 'addf' :  

  switch (type) 

    case 'double' : doubleADD(a,b) 

        case 'float': floatADD(a,b) 

그림 3. 최적화된 Add 연산 예제 

 

3.2 32비트 수치 연산 

LLVM 해석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수치 연산은 operator overloading을 통하여 수치 

연산에 사용하는 변수 타입의 bit 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수행된다. 예를 들면 그림 3-2의 정수 

덧셈(‘a+b')의 경우 먼저 실제 변수a, b가 몇 bit인지 

확인한다. 확인을 끝난 후에야 연산을 수행한다. 특히 

32bit가 아닌 경우 캐리 값(carry)을 반복적으로 

넘겨주어 계산하는 bit add를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머신은 

32비트 머신으로, 32비트 연산을 처리하기 적합하게 

되어 있다. 특히 C에서 주로 쓰는 자료형인 ‘int’의 

경우는 대부분 32비트로 되어 있어 LLVM 전단부(front-

end)의 컴파일러에서 나온 LLVM 중간코드의 대다수 

피연산자(operand)는 32bit integer 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실제 대다수의 명령이 32bit 연산인 상황에서 

정수 연산전 bit 수를 체크하는 것은 interpreter에게는 

시간 낭비 일 수 있다.  

 이처럼 주로 많이 사용되는 32 비트 연산을 위한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함으로서, 매 연산 때마다 bit수를 

체크하는 과정을 줄여 바로 계산하게 만들어 32비트 

연산의 수행 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연산이 32bit 정수 연산인 실제 프로그램들을 

LLVM 해석기에서 수행했을 때 성능을 높일 수 있다.  

 

3.3 switch-case문 

Switch 문은 조건 값에 따라 특정한 지점으로 점프를 

하는 명령이다. C 스타일의 코드에서 이를 살펴보면 

그림 4의 (a)와 같은 문법으로 사용한다. 그림 4의 

(a)에서 switch 문을 통해 주어진 조건 값(condVar)에 

해당하는 case의 영역이 실행되게 된다. 이를 변환한 

LLVM 비트코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4의 (b) 

를 보면 switch 문은 조건 값을 오퍼런드(1, 2 ...)와 

비교하여 같은 값일 경우 오퍼런드의 label로 점프한다. 

  

(a) C의 switch-case 

switch(condVar){ 

case 1:  aa() 

      break; 

case 2 : bb() 

     break; 

… 

} 

(b) LLVM 비트코드의 switch-case 

switch condVar  [1, label1 , 2,  label2 … ] 

… 

<label1> 

 aa() 

        branch to end point of switch 

<label2>  

 bb() 

 branch to end point of switch 

그림 4. Switch-case 예제 

 

LLVM 비트코드에서나 여타 컴파일러들에서도 이들 

switch 문이 변환된 machine code는  기본적으로 if-

else의 반복과정과 같다.  

 

if (condVar == 1) aa(); 

else if (condVar == 2) bb(); 

... 

그림 5. switch-case문이 변환된 if-esle문 

 

그림 4의 과 그림 4-3은 같은 내용의 코드이다. 이럴 

경우 해당되는 값이 나올때까지 비교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약 n개의 case가 있는 switch 

문에서는 O(n)의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컴파일러에나 JVM같은 가상 머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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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제한적 상황에 한해 최적화를 진행한다.  

 보통의 경우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switch-case의 

case는 일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 하는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즉, "case 0:, case 1:, case 2:, … "의 

순으로 case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하게 증가하는 case 값을 

가지는 switch의 경우 case별로 점프를 할 주소를 

table에 저장한다. 그리고 case 값을 인덱스로 하여 

점프할 주소 값을 읽어와서 바로 점프하도록 한다. 즉, 

if문 비교 없이 O(1)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LLVM의 중간코드에서 switch의 역할을 하는 

명령어는 ‘Switch’하나이다. 그리고 이 ‘Switch’명령어는 

조건 값과 case 값의 반복적 비교를 통해 다음 실행할 

부분이 무엇인지 찾는다. 우리는 switch-case문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table switch라는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하였다. Table switch문은 기존의 switch-

case의 case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table switch 

명령어로 생성하였다. 

LLVM 해석기에서 'Switch' 명령어는 그림 6의 (a)와 

같이 조건 값과 case의 값에 해당하는 오퍼런드를 

비교하한 후에 점프하는 구조이다. 이런 경우 

수행시간은 O(n)이다. 하지만 그림 6의 (b)에서와 같이 

조건 값을 이용하여 table에서 jump할 주소를 찾아내는 

table switch에서는 관계없이 O(1)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a) LLVM 해석기의 ‘Switch’ 명령어 수행 

executeSwitch(instruction I) 

c := condVar(I); // c 조건 값 

for a = 0 to Num of operand(I) { 

if c  == case_operand[a] { 

jump to address_operand[a] 

} 

} 

(b) LLVM 해석기의 ‘TSwitch’ 명령어 수행 예제 

executeTSwitch(instruction I) 

c := condVar(I) 

jump to address_table[c] 

그림 6. LLVM 해석기의 switch-case 수행 예제 

 

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실험은 LLVM 2.5에 기반한 LLVM 해석기에 제안한 

명령어들을 추가하여, Linux v2.6.28 OS가 설치된 인텔 

펜티엄4 싱글 코어 2.80GHz에서 실험하였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정수와 실수의 분리를 한 경우 반복적인 피보나치 

연산에서 인터프리터가 약 10% 정도 빨라지는 결과가 

나왔다. 정수형 연산과 실수형 연산을 나누는 것은 

인터프리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2009년 10월 말에 발표된 LLVM 

2.6 버전에서 LLVM 바이트코드 명령어 셋에도 

반영되어, 실수형 사칙 연산인 fadd, fsub, fmul, fdiv 

명령어가 추가 되었다.  

 32 bit 전용연산을 추가한 경우에는 피보나치 연산에서 

32비트 전용 연산을 추가한 쪽이 인터프리터가 약 

4.7% 정도 빨라지는 결과가 나왔다. 인터프리터 

수행과정에서 32비트 이하임을 확인하는 체크 과정이 

줄어들어서 이와 같은 성능 향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Table Switch문은 실험을 위해 실험의 다른 부가적 

요소들인 Function call이나 변수 선언등 다른 명령의 

실행을 되도록 줄이고 switch case의 반복적인 실행을 

실험하기 위한 benchmark를 따로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7은 switch-case문의 실험 성능 측정 결과이다. 

그림 7에서 y축 좌표는 benchmark의 수행시간, x축은 

switch-case의 case 개수이다. 그림 7에서 나타나듯 

일반 switch 명령어는 O(n)의 수행시간을 보이며, 

case의 의 수에 비례하여 수행시간이 늘어난 반면 

tswitch 명령어는 O(1)의 수행시간으로 수행시간이 

operand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그림7. Switch와 tswich 수행시간 비교 

 

5. 결론 

 우리는 LLVM의 해석기와 비트코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해석기의 산술 연산 처리, switch-

case문 처리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LLVM의 비트코드에 새로운 비트코드 명령어를 

추가함으로써 LLVM 해석기의 성능을 높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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