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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각종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표절 하였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방법과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표절(plagiarism) 검사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특히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Pattern Matching 을 이용한 표절 검출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기존의 
Pattern Matching 을 이용한 방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좀 더 발전된 방식의 자동 표절 
검출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론 

컴퓨터 기술의 향상과 정보의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갈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표절이 증가하고 
있다. 표절과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 방법과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표절의 판별과 감정에는 일일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하며 많은 시간과 자원의 소요가 뒤 따
른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론과 객관적이고 시
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분
야에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많은 표절이나 불법 복제의 행위가  쉽게 
검출될 것이고, 지적재산권의 분쟁 해결과 함께 피해

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4] 
표절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document

와 program 이 있다. 문서의 표절은 각종 전공 서적, 
잡지, 인터넷 매체 또는 소속 기관의 자료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할 때 표절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문서의 표절뿐만 아니라 각종 Language 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source code 역시 인터넷이나 소속 
기관의 자료를 복사해서 그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
고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표절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표절 여부를 감정하는 업무는 그 감정의 

과정이 체계적이고 빠른 시간에 진행되어야 하며, 또
한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나날

이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제 검출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한다는 것은 엄청난 1 시간을 요구하며 그 결과

도 감정인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므로 객관

성이 결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 복제를 
감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표절 검출 
감정 소프트웨어들이 국내외 기관에서 개발되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소프트웨어들은 점차 복잡해지

고 치밀하고 다양한 표절 방식에 정확하고 적합한 표
절 검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복제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표절 검출을 위한 방식으로 패턴 매칭

(Pattern Language)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고, 기존의 
패턴 매칭 방식에서 좀 더 치밀하고 다양한 구조를 
가진 소프트웨어 표절 탐지 시스템을 제안함과 동시

에 시스템의 설계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2. Pattern Language를 이용한 표절 탐지  

Pattern Language 를 생성하는 목적은 기존의 프로그램 
소스를 Pattern 화 하여 하나의 구조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매칭시켜서 프로그램 표절 탐지에 이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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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의가 있다. 또한 Pattern 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들이 가졌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1 Pattern Language를 이용한 기존 연구  

표 1 에서는 기존의 대표적인 Pattern Language 를 이용

한 표절 탐지 방식을 나타낸다.  
 

<표 1> Pattern Language 를 이용한 방식  
pattern 을 이용한 
기존 연구 개 요 

①Scuple:A 
Reengineer's Tool for 

Program Language 를 자동으로 소스

코드에서 표현된 Pattern 을 찾는 것
과 Pattern Symbol 을 사용하여

System 의 Prototype 을 단순명료한

일반적인 pattern Language concepSource Code 
Search[5] 

t
으로 만듬 
(Pattern Symbol 을 사용하여 구조적

인 언어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

침) 

②Fast Partial
Evaluation 

 

Matching 된 소스코드를 static 하게

비교하며, 효율적으로 static 한

Function 을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 
of Pattern Matching
in   Strings[6] 

 (text 의 문자에 대한 matching 을 실
시하여 matching 문자에 대한

Pattern 을 정의하여 하나의 구조적

인 언어를 만듬) 

③표절 검사를 위

한 키워드들간 상

호 유사 테이블의 
구성[7-9] 

구조에 기반하여 검사 수행 
비교 대상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들

간의 키워드 비교 
유사도 계산은 프로그램 키워드들

간의 가중치를 달리 부여 

④Automatic 
analysis of functional
program style 

 3)INTRODUCE PARTIA

[10] 

7 가지 경우의 Pattern 을 정의하여

발생 비율을 측정 
1)REMOVE if <cond> then true else
false 
2)REMOVE COMPARSION WITH
BOOLEAN 

L
APPLICATION 
4)REMOVE UNUSED VARIABLE IN
PATTERN 
5)CONVERT if <var> TO PATTERN 
6)CONVERT if <var>=<const> TO
PATTERN 
7)CONVERT hd/t1 USE TO PATTERN

 
이러한 Pattern Language 를 이용한 방식의 특징은 
Pattern Symbol 을 사용하여 구조화된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Pattern 의 단위를 declaration, type, 
variable, function, expression, statement 별로 단계적으로 
특성화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과 구조에 기반하여 
가중치가 적용된 키워드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 그리

고  7 가지 주요 패턴의 발생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SCRUPLE : A Reengineer's Tool for Source Code 
Search[5]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SCRUPLE : Pattern Symbol 

 Syntactic Entity Pattern Symbol

1 declaration $d 

2 type $t 

3 variable $v 

4 function $f 

5 expression # 

6 statement @ 

 
위의 표 2 를 이용하여 패턴 매칭의 간단한 예를 들면 
표 3 과 같다.  

<표 3> 패턴 매칭의 예  

A match Pattern 

while($v_1<25){ 

   $v_3[$v_1] =

$f_5($v_1); 

     s

    $v_1++; 

} 

do{ 

quares[x] = 

squareof(x); 

    x++; 

}while(x<25) 

 
표 2 와 같이 패턴 심볼을 큰 묶음으로 나누게 되면 
단순한 변수의 이름 변경에는 용이하지만 변수의 위
치 변경이나 데이터 타입 변경, 변수의 치환에 대해서

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키워드 시퀀스 추출을 
통해 키워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면을 반영하기 힘들며 위치 변화에 취약하

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Similarity directory 
comparison 단계, Static Analysis 단계, 그리고 
Speculative Analysis 단계를 이용해 해결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3. 소프트웨어 표절 탐지 시스템의 설계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
로그램 표절 탐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기능

들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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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절 탐지 시스템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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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Parsing 을 통해 Language source(프로그램)를 
Token 별로 Parsing 한 후 Parsing 된 Token 정보를 이용

하여 Static Analysis 인 변수(variable) 복제판별과 
Speculative Analysis 인 함수(function) 복제판별을 하게 
된다.  
 
3.1 Similarity directory comparison 단계  

기존의 source code 복제도 감정에 있어 원본과 복제본

의 유사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복제도 감정인의 전
문지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도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
히 원본과 복제본의 감정에 있어 어느 부분이 유사한

지 먼저 알아야 감정평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5 단계를 이용하여 유사 디렉

토리 비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표 4> 유사 디렉토리의 단계별 비교  

단계 비교 대상 

1 단계 Directory name, Sub-Directory name comparison

2 단계 File name, File count, File size comparison 

3 단계 Header information, Super class name comparison

4 단계 Method name, Method count comparison 

5 단계 Method structure comparison 

 
1 단계의 경우는 원본과 복사본의 디렉토리명이 완전

히 동일한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2 단계의 경우는 원
본과 복사본의 디렉토리명만 다른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3 단계의 경우는 원본과 복사본의 디렉토리명 뿐
만 아니라 원본의 패키지를 복사본에서 줄이거나 추
가시킨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4 단계의 경우는 3 단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Header(import)를 추가하고 
Class name 을 변경한 후 원본을 복제한 경우에 사용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5 단계의 경우는 4 단계뿐만 아
니라 원본의 Method name 과 Method count 를 변경한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5 단계를 나눔으로써 각 단계별 디렉토리 
비교를 통해서 복제 가능성 여부를 가려내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관련 없는 디렉토리는 제외되고 유사한 
디렉토리만을 추출하여 감정 평가를 할 때 비교되는 
오버헤드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검출된 디렉토리와 파일은 Static Analysis 와 
Speculative Analysis 를 이용하여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

게 된다.  
 

3.2 Static Analysis 단계  

Static Analysis 단계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Pattern 
Language 로 변환하여 표절을 검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의 3 장에서 언급하였던 SCRUPLE 및 
여러 가지 기존방식을 이용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Pattern Symbol 을 정의하고자 한다.  
 
3.2.1 Variable Pattern Base Symbol  

● Pattern Label 1 step : LINE BY LINE 별 Pattern 화 및 
단순 변수 이름 변경  
● Pattern Label 2 step : variable Type 변경  
● Pattern Label 3 step : variable 위치 변경  
● Sub set : Pattern Label 3 step 와 같은 기능에 쓰이는 
변수  
 
위와 같이 엔터티(Entity)별로 Pattern Symbol 의 다양성

을 통해 변수의 이름 변경뿐만 아니라, 변수의 위치 
변경이나 데이터 타입 변경, 변수의 치환에 대해서도 
좀더 쉽고 정확하게 복제 유형 분석 자료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 Pattern 에 따른 Symbol 의 체계화는 좀
더 구체적인 언어의 분류, 즉 언어의 기본적 구성인 
키워드와 문장 그리고 변수의 전체적인 개략도를 일
관성 있는 구조로 표현하여 복제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3.3 Speculative Analysis 단계  

메소드 호출은 사용자에 의한 이벤트 발생을 통해 동
적으로 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
행 후 이벤트를 발생시켜 메소드가 호출되는 순서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적인 제약과 인력이 소비

되기 때문에 추론적인 메소드 호출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 추론적인 메소드 호출은 프로그램의 메인에서 
호출되는 메소드를 찾아 호출된 메소드안에서 또 다
른 메소드 호출을 찾는 방법이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① 메소드 호출에 관련된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코
드는 제거한다.  
  ② 메인 메소드를 찾는다.  
  ③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되는 메소드를 찾는다.  
  ④ 호출된 메소드에서 또 다른 메소드 호출을 찾는

다.  
  ⑤ 위 ~③ ④의 과정을 반복한다.  
  ⑥ 더 이상의 메소드 호출이 없으면, ②의 과정을 반
복한다.  
메소드 호출 순서를 파악하는 간단한 예를 들면 그림 
4-2 와 같다.  
Method 와 Function 의 호출 순서를 패턴으로 매칭시켜 
좀더 쉽고 정확하게 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표 5> Method(Function) Pattern Symbol 

Entity Pattern 
Symbol Means 

$M_i i 번째 호출된 메소드 
$MR_i 재귀 호출된 i 번째 메소드  

$E_i 외부 파일이나 클래스에서 호출된

i 번째 메소드 
Method

$ER_i 외부 파일이나 클래스에서 재귀 호
출된 i 번째 메소드 

$F_L for, while 등의 Loop 함수 Function
$F_C if, switch 같은 Control 함수 

 
외부 클래스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입력받은 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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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와 import 문을 검사하여 위의 알고리즘과 같은 
방법으로 메소드 호출 순서를 파악한다.  
메소드 호출 순서가 파악이 되면 메소드 내부에 함수 
호출을 파악해야 한다. 함수 호출이란 메소드 안에서 
if, for, while, switch 문 같은 제어문과 분기문을 말한다. 
프로그램 복제시 함수 호출 순서를 바꾸는 것은 엄격

한 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메소드 
호출에 따른 함수 호출을 비교 한다면, 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급격히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의 
표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표절 심의 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표절을 자
동으로 검출하기 위해 많은 검출도구가 개발되어져 
왔다.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 언어와 점점 더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표절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

고 심층적인 방식을 이용한 자동화된 표절 검출도구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검출도구에서 나
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좀 더 객관적이

고 구조적으로 치밀한 표절 검출 도구의  개발을 위해

서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방식을 이용한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패턴 매칭 방식 보다 좀 더 
진보된 개념을 삽입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안하는 자동화된 표절 검출도구는 다양한 레벨

(Level)과 분야별 표절 검출 결과를 감정인에게 제공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치밀한 감정을 위해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다.  
향후에는 여기서 제시한 여러 단계와 다양한 방식으

로 검출한 표절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치밀한 
결과 리포트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프, 도표와 같은 
다양한 출력 방식을 정의하고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감정인이 쉽고 다양하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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