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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AVR의 소스코드가 없을 때, 바이너리를 리버싱
하는 방법 설명

• AVR 어셈블리어 학습 방법 설명

• AVR 바이너리의 구조 이해



AVR용 gdb의 위치



cmd 실행



gdb 실행



디버깅 대상 코드

#define F_CPU 8000000UL
#include <avr/io.h>
#include <util/delay.h>

int main(void)
{

DDRA = 0xff;

while(1)
{

PORTA = 0xff;
_delay_ms(1000);
PORTA = 0x00;
_delay_ms(1000);

}
}



컴파일 된 바이너리의 위치

• gdb가 있는 폴더로 복사



대상 바이너리 Open



주요 명령어

• file : 디버깅 대상 파일 열기

• disassemble : 디스어셈블링

• x/10i [주소] : 10개의 명령어 출력

• run : 실행

• break :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

• continue : 실행 재개



disass main



AVR의 레지스터

• 32개의 8비트 범용 레지스터

– R0~R31

• X, Y, Z 레지스터

– 사실상 R26~R31 레지스터

– 16비트 크기로 사용 가능 ex> Y 레지스터 == 스택 포인터



disass main

(gdb) disass main
Dump of assembler code for function main:

0x0000009e <+0>:     ldi r24, 0xFF       ; 255
0x000000a0 <+2>:     out     0x1a, r24       ; 26
0x000000a2 <+4>:     out     0x1b, r24       ; 27
0x000000a4 <+6>:     ldi r18, 0xFF       ; 255
0x000000a6 <+8>:     ldi r19, 0x69       ; 105
0x000000a8 <+10>:    ldi r25, 0x18       ; 24
0x000000aa <+12>:    subi r18, 0x01       ; 1
0x000000ac <+14>:    sbci r19, 0x00       ; 0
0x000000ae <+16>:    sbci r25, 0x00       ; 0
0x000000b0 <+18>:    brne .-8             ;  0xaa <main+12>
0x000000b2 <+20>:    rjmp .+0             ;  0xb4 <main+22>
0x000000b4 <+22>:    nop
0x000000b6 <+24>:    out     0x1b, r1        ; 27
0x000000b8 <+26>:    ldi r18, 0xFF       ; 255
0x000000ba <+28>:    ldi r19, 0x69       ; 105
0x000000bc <+30>:    ldi r25, 0x18       ; 24
0x000000be <+32>:    subi r18, 0x01       ; 1
0x000000c0 <+34>:    sbci r19, 0x00       ; 0
0x000000c2 <+36>:    sbci r25, 0x00       ; 0
0x000000c4 <+38>:    brne .-8             ;  0xbe <main+32>
0x000000c6 <+40>:    rjmp .+0             ;  0xc8 <main+42>
0x000000c8 <+42>:    nop
0x000000ca <+44>:    rjmp .-42            ;  0xa2 <main+4>

End of assembler dump.
(gdb)



Instruction set summary

• Datasheet 352p~355p



Main 함수 내의 명령어들

• LDI : Load Immediate value

• OUT : Out Port

• SUBI : Subtract Constant from Register

• SBCI : Subtract with Carry Constant from Reg

• BRNE : Branch if Not Equal

• RJMP : Relative Jump

• NOP : No Operation 



Subtract with Carry Constant from Reg

• Carry가 발생하는 경우 1
0b11111111 + 0b00000001

=>
0b00000000 with carry flag on 

• Carry가 발생하는 경우 2
0b00000000 - 0b00000001

=>

0b11111111 with carry flag on 



Subtract with Carry Constant from Reg

• SBCI r0, 10

– r0 = 20 / carry flag = 1

• Subtract with carry

– r0(20) – 10 – 1  => 9



disass main

(gdb) disass main
Dump of assembler code for function main:

0x0000009e <+0>:     ldi r24, 0xFF       ; r24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a0 <+2>:     out     0x1a, r24       ; 0x1a 포트에 r24를 출력한다.
0x000000a2 <+4>:     out     0x1b, r24       ; 0x1b 포트에 r24를 출력한다.
0x000000a4 <+6>:     ldi r18, 0xFF       ; r18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a6 <+8>:     ldi r19, 0x69       ; r19에 0x69를 저장한다. 
0x000000a8 <+10>:    ldi r25, 0x18       ; r25에 0x18를 저장한다. 
0x000000aa <+12>:    subi r18, 0x01       ; r18에서 1을 뺀다.
0x000000ac <+14>:    sbci r19, 0x00       ; r19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ae <+16>:    sbci r25, 0x00       ; r25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b0 <+18>:    brne .-8             ; main+12로 branch
0x000000b2 <+20>:    rjmp .+0             ; main+22로 jump
0x000000b4 <+22>:    nop
0x000000b6 <+24>:    out     0x1b, r1        ; 0x1b 포트에 r1을 출력한다.
0x000000b8 <+26>:    ldi r18, 0xFF       ; r18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ba <+28>:    ldi r19, 0x69       ; r19에 0x69를 저장한다. 
0x000000bc <+30>:    ldi r25, 0x18       ; r25에 0x18를 저장한다. 
0x000000be <+32>:    subi r18, 0x01       ; r18에서 1을 뺀다.
0x000000c0 <+34>:    sbci r19, 0x00       ; r19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c2 <+36>:    sbci r25, 0x00       ; r25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c4 <+38>:    brne .-8             ; main+32로 branch
0x000000c6 <+40>:    rjmp .+0             ; main+42로 jump
0x000000c8 <+42>:    nop
0x000000ca <+44>:    rjmp .-42            ; main+4로 jump

End of assembler dump.
(gdb)



disass main

(gdb) disass main
Dump of assembler code for function main:

0x0000009e <+0>:     ldi r24, 0xFF       ; r24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a0 <+2>:     out     0x1a, r24       ; 0x1a 포트에 r24를 출력한다.
0x000000a2 <+4>:     out     0x1b, r24       ; 0x1b 포트에 r24를 출력한다.
0x000000a4 <+6>:     ldi r18, 0xFF       ; r18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a6 <+8>:     ldi r19, 0x69       ; r19에 0x69를 저장한다. 
0x000000a8 <+10>:    ldi r25, 0x18       ; r25에 0x18를 저장한다. 
0x000000aa <+12>:    subi r18, 0x01       ; r18에서 1을 뺀다.
0x000000ac <+14>:    sbci r19, 0x00       ; r19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ae <+16>:    sbci r25, 0x00       ; r25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b0 <+18>:    brne .-8             ; main+12로 branch
0x000000b2 <+20>:    rjmp .+0             ; main+22로 jump
0x000000b4 <+22>:    nop
0x000000b6 <+24>:    out     0x1b, r1        ; 0x1b 포트에 r1을 출력한다.
0x000000b8 <+26>:    ldi r18, 0xFF       ; r18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ba <+28>:    ldi r19, 0x69       ; r19에 0x69를 저장한다. 
0x000000bc <+30>:    ldi r25, 0x18       ; r25에 0x18를 저장한다. 
0x000000be <+32>:    subi r18, 0x01       ; r18에서 1을 뺀다.
0x000000c0 <+34>:    sbci r19, 0x00       ; r19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c2 <+36>:    sbci r25, 0x00       ; r25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c4 <+38>:    brne .-8             ; main+32로 branch
0x000000c6 <+40>:    rjmp .+0             ; main+42로 jump
0x000000c8 <+42>:    nop
0x000000ca <+44>:    rjmp .-42            ; main+4로 jump

End of assembler dump.
(gdb)

DDRA=0xFF

while{}



Register Summary

• Datasheet 349p~350p



disass main

(gdb) disass main
Dump of assembler code for function main:

0x0000009e <+0>:     ldi r24, 0xFF       ; r24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a0 <+2>:     out     0x1a, r24       ; 0x1a 포트에 r24를 출력한다.
0x000000a2 <+4>:     out     0x1b, r24       ; 0x1b 포트에 r24를 출력한다.
0x000000a4 <+6>:     ldi r18, 0xFF       ; r18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a6 <+8>:     ldi r19, 0x69       ; r19에 0x69를 저장한다. 
0x000000a8 <+10>:    ldi r25, 0x18       ; r25에 0x18를 저장한다. 
0x000000aa <+12>:    subi r18, 0x01       ; r18에서 1을 뺀다.
0x000000ac <+14>:    sbci r19, 0x00       ; r19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ae <+16>:    sbci r25, 0x00       ; r25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b0 <+18>:    brne .-8             ; main+12로 branch
0x000000b2 <+20>:    rjmp .+0             ; main+22로 jump
0x000000b4 <+22>:    nop
0x000000b6 <+24>:    out     0x1b, r1        ; 0x1b 포트에 r1을 출력한다.
0x000000b8 <+26>:    ldi r18, 0xFF       ; r18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ba <+28>:    ldi r19, 0x69       ; r19에 0x69를 저장한다. 
0x000000bc <+30>:    ldi r25, 0x18       ; r25에 0x18를 저장한다. 
0x000000be <+32>:    subi r18, 0x01       ; r18에서 1을 뺀다.
0x000000c0 <+34>:    sbci r19, 0x00       ; r19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c2 <+36>:    sbci r25, 0x00       ; r25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c4 <+38>:    brne .-8             ; main+32로 branch
0x000000c6 <+40>:    rjmp .+0             ; main+42로 jump
0x000000c8 <+42>:    nop
0x000000ca <+44>:    rjmp .-42            ; main+4로 jump

End of assembler dump.
(gdb)

<- PORTA = 0xFF;

<- PORTA = 0x00;



disass main

(gdb) disass main
Dump of assembler code for function main:

0x0000009e <+0>:     ldi r24, 0xFF       ; r24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a0 <+2>:     out     0x1a, r24       ; 0x1a 포트에 r24를 출력한다.
0x000000a2 <+4>:     out     0x1b, r24       ; 0x1b 포트에 r24를 출력한다.
0x000000a4 <+6>:     ldi r18, 0xFF       ; r18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a6 <+8>:     ldi r19, 0x69       ; r19에 0x69를 저장한다. 
0x000000a8 <+10>:    ldi r25, 0x18       ; r25에 0x18를 저장한다. 
0x000000aa <+12>:    subi r18, 0x01       ; r18에서 1을 뺀다.
0x000000ac <+14>:    sbci r19, 0x00       ; r19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ae <+16>:    sbci r25, 0x00       ; r25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b0 <+18>:    brne .-8             ; main+12로 branch
0x000000b2 <+20>:    rjmp .+0             ; main+22로 jump
0x000000b4 <+22>:    nop
0x000000b6 <+24>:    out     0x1b, r1        ; 0x1b 포트에 r1을 출력한다.
0x000000b8 <+26>:    ldi r18, 0xFF       ; r18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ba <+28>:    ldi r19, 0x69       ; r19에 0x69를 저장한다. 
0x000000bc <+30>:    ldi r25, 0x18       ; r25에 0x18를 저장한다. 
0x000000be <+32>:    subi r18, 0x01       ; r18에서 1을 뺀다.
0x000000c0 <+34>:    sbci r19, 0x00       ; r19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c2 <+36>:    sbci r25, 0x00       ; r25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c4 <+38>:    brne .-8             ; main+32로 branch
0x000000c6 <+40>:    rjmp .+0             ; main+42로 jump
0x000000c8 <+42>:    nop
0x000000ca <+44>:    rjmp .-42            ; main+4로 jump

End of assembler dump.
(gdb)

_delay_ms(1000);

_delay_ms(1000);



1초를 만드는 방법

MCU의 속도 : 8,000,000hz = 1초에 8백만 clock 소모
 즉, 8백만 clock을 소모해야 1초가 흐른다. 

0x000000a4 <+6>:     ldi r18, 0xFF       ; r18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a6 <+8>:     ldi r19, 0x69       ; r19에 0x69를 저장한다. 
0x000000a8 <+10>:    ldi r25, 0x18       ; r25에 0x18를 저장한다. 

0x000000aa <+12>:    subi r18, 0x01       ; r18에서 1을 뺀다.
0x000000ac <+14>:    sbci r19, 0x00       ; r19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ae <+16>:    sbci r25, 0x00       ; r25에서 0-carry를 뺀다.
0x000000b0 <+18>:    brne .-8             ; main+12로 branch



1초를 만드는 방법

MCU의 속도 : 8,000,000hz = 1초에 8백만 clock 소모
 즉, 8백만 clock을 소모해야 1초가 흐른다. 

0x000000a4 <+6>:     ldi r18, 0xFF       ; r18에 0xFF를 저장한다. 
0x000000a6 <+8>:     ldi r19, 0x69       ; r19에 0x69를 저장한다. 
0x000000a8 <+10>:    ldi r25, 0x18       ; r25에 0x18를 저장한다. 

0x000000aa <+12>:    subi r18, 0x01       ; 1 clock
0x000000ac <+14>:    sbci r19, 0x00       ; 1 clock
0x000000ae <+16>:    sbci r25, 0x00       ; 1 clock
0x000000b0 <+18>:    brne .-8             ; 2 clock

( 0xff(255)+1 * 0x69(105)+1 * 0x1(1) ) * 5 = 135,680
( 0xff(255)+1 * 0xff(255)+1 * 0x17(23)+1 ) * 5 = 7,864,320
135,680 + 7,864,320 = 8,000,000



0x00 주소엔 무엇이?



Interrupt Vectors

• Datasheet 59p~60p

• interrupt vector :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루틴들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공간



Reset(trampolines_start) 분석

0x8c <__trampolines_start>:          eor r1, r1    ; xor r1, r1 => 0
0x8e <__trampolines_start+2>:        out     0x3f, r1  ; SREG = 0 
0x90 <__trampolines_start+4>:        ldi r28, 0xFF ; r28 = 0xFF (Y-REG)
0x92 <__trampolines_start+6>:        ldi r29, 0x10 ; r29 = 0x10 (Y-REG)
0x94 <__trampolines_start+8>:        out     0x3e, r29 ; SPH = 0x10
0x96 <__trampolines_start+10>:       out     0x3d, r28 ; SPL = 0xFF (SP=0x10FF)
0x98 <__trampolines_start+12>:       rcall .+4       ; call <main>
0x9a <__trampolines_start+14>:       rjmp .+48      ; jmp <exit>

-SREG 상태 레지스터를 0으로 초기화
-스택 주소를 0x10FF로 초기화
-Main 함수 호출
-Main 종료 후 Exit 함수 호출



Exit 함수 분석

0xcc <exit>:    cli
0xce <__stop_program>:  rjmp .-2             ;  0xcc <__stop_program>

-인터럽트 비활성화
-무한 루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