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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는 프로그램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바의 연산자 스택 정보에 기반한 자바 프로그램 버스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자바의 연산

은 스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택 정보로부터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징을 얻어 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버스마킹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있는 신뢰도

와 프로그램 최적화나 난독화에 견딜 수 있는 강인도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버스마크가 강인도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많은 프로그램들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개발되

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GPL 기반의 공개 

소스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등 

GPL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경

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Birthmark)는 개발 후 배포된 소

프트웨어에 대해서 도용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는 프로그램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말한다. 프로그램으로부터 추출된 

문자열을 서로 비교하거나 체크섬을 비교하는 것 등이 버

스마킹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추출된 문

자열이나 체크섬이 버스마크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바의 연산자 스택(Operand Stack) 정

보에 기반한 자바 프로그램 버스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자바의 연산은 스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택 

정보로부터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징을 얻어 낼 수 있다.  

연산자 스택의 높이가 0에서 시작하여 다시 0이 되는 과

정에서 실행된 바이트코드를 모아서 패턴의 집합으로 만

들어서 버스마크로 사용한다.

추출된 정적 버스마크를 사용하여 두 프로그램의 유사도

를 비교할 때 먼저 두 프로그램의 바이트 코드 패턴을 비

교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유사도를 계산한

다. 바이트코드 패턴 비교에는 최대 공통 부분문자열[9]

을 이용하고, 프로그램 비교에는 패턴들의 최대 매칭값을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육

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A-2007-C1090-0701-0020)

얻기 위해서 헝가리안 알고리즘[10]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버스마킹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 서로 다른 프로그

램을 구별할 수 있는 신뢰도(Credibility)와 프로그램 최적

화나 난독화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도(Resilience)를 평가

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버스마크가 

강인도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버스마크는 기법에 따라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으로 나

눌 수 있고, 대상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바 클래스 파일과 

Windows PE 파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3]은 자바

의 정적 버스마크 기법이다. [2]는 자바에서 필드 변수에 

사용된 상수 값들, 메쏘드 호출의 시퀀스, 상속 구조, 사

용된 클래스들을 버스마크로 사용하였고, [3]은 실행 프

로그램에 사용되는 opcode의 k-gram들의 집합을 버스마

크로 사용하였다. [4, 5]는 Windows PE 파일의 정적 버

스마크이다. [4]는 함수별 API 호출 집합을 버스마크로 

이용하였고, [5]는 임포트 테이블에서 추출한 API 정보를 

이용하였다. 이 기법들은 API 사용빈도가 낮은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6, 7]은 자바의 동적 버스마크 기법이다. [6]은 전체 프

로그램 패스(whole program path)로부터 추출된 명령어 

시퀀스를 요약한 정보를 사용하였고, [7]은 자바 프로그

램 실행 중의 호출된 API들을 기록하여 버스마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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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8]은 Windows PE 파일의 동적 버스마크이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호출된 API 함수를 후킹하여 

버스마크로 사용하였다.

동적인 버스마크는 정적인 버스마크와 비교했을때 신뢰도

와 강인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 

없이 동작하는 프로그램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

다.

3. 연산자 스택에 기반한 정적 버스마크

3.1 소프트웨어 버스마크

Tamada와 Myles는 copy 관계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정의했다. 다음은 버스마크에 대한 Myles의 

정의[3]이다.

정의 1 (버스마크)

프로그램 p와 q에 대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p)를 프로그램 p의 버스마크라고 한다.

조건 1. f(p)는 부가적인 정보 없이 p 자신으로부터 얻는

다.

조건 2. 프로그램 p와 q가 서로 copy 관계에 있다면 

f(p) = f(q) 이다.

조건 1은 워터마킹과 버스마킹이 구분되는 특징이다. 버

스마킹은 워터마킹과 달리 프로그램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조건 2는 copy된 두 프로그램의 경우에 같은 버스마크가 

추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일한 프로그램은 최적화나 

난독화와 같은 프로그램 변환을 거치더라도 같은 버스마

크가 추출되어야 한다.

다음 두 가지 속성은 Tamada와 Myles가 제시한 버스마

크가 만족시켜야 하는 평가 기준을 나타낸다.

속성 1 (신뢰도)

같은 기능을 하는 두 프로그램 p와 q에 대해서, p와 q가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f(p)≠ f(q)을 만족해야 한다. 

속성 2 (강인도)

프로그램 p'이 프로그램 p로부터 변환되었다고 할 때,

f(p) = f(p')을 만족해야 한다.

속성 1은 버스마킹 기법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두 프로그

램이 비록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면 두 프로그램에서 추출

된 버스마크는 같지 않아야 한다.

속성 2는 버스마킹 기법의 강인도를 나타낸다. 컴파일러 

최적화나 난독화와 같은 프로그램 변환 기법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버스마크는 같아야 한다.

3.2 자바 연산자 스택 기반 버스마크

그림 1은 두 정수 x, y의 합과 곱을 구하는 자바 예제 프

로그램이다.

 
(그림 1) 자바 예제 프로그램

그림 2는 이 예제 프로그램을 javac로 컴파일 했을 때 생

성된 클래스 파일에서 함수 f의 바이트코드를 나타낸 것

이다. 바이트코드 실행에 따르는 연산자 스택의 변화는 

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바이트코드 실행

에 따르는 스택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다. 여기서 스택의 

높이가 0인 상태에서 다시 0이 되는 동안 실행되는 바이

트코드를 묶어서 하나의 패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패턴은 자바언어의 명령문(statement)과 근사하게 매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1의 f함수를 이루고 있던 두 명

령문은 그림2의 스택 패턴 2개와 매핑된다.

(그림 2) 바이트코드에 의한 스택의 변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택 기반 버스마크는 자바 클래스 

파일로부터 스택 패턴들을 추출해내고 이 패턴들을 버스

마크로 사용한다.

정의 2 (패턴의 유사도)

두 패턴 A, B에 대해서, LCS[9]는 최대 공통 부분문자열

(Longest Common Substring)이고, SCS는 최소 공통 합

문자열(Shortest Common Superstring)이라고 할때 두 

패턴간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SCS(A,B)| = |A|+|B| - |LCS(A,B)|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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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pattern A
abstract 

bytecode
stack pattern B

abstract

bytecode
stack LCS

1 iload_0 Load  * iload_0 Load  *

L

L

C

S

V

R

2 iload_0 Load  ** iconst_1 Const  **

3 iconst_1 Const  *** isub Sub  *

4 isub Sub  ** invoke inVoke  *

5 invoke inVoke  ** iload_0 Load  **

6 imul Mul  * iconst_2 Const  ***

7 ireturn Return isub Sub  **

8 invoke inVoke  **

9 iadd Add  *

10 ireturn Return

<표 1> 예제 패턴 A, B에 대한 LCS 계산

표 1의 예제 패턴 A, B에 대해서 유사도와 포함정도를 

정의 1과와 정의 2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 

패턴 A, B의 LCS는 “LLCSVR”임을 알 수 있다. 정의2에 

의해서 유사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유사도 = 6 / ( 7 + 10 - 6 ) = 6 / 11 = 0.5455

Q의 패턴

P의 패턴
Q1 Q2 Q3 Q4

P1 0.2000 0.2000 0.3333 0.1000

P2 0.7500 0.7500 0.6666 0.2000

P3 0.3000 0.3000 0.4000 0.1500

P4 0.2000 0.2000 1.0000 0.2000

<표 2> 패턴간의 유사도 행렬

프로그램의 유사도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패턴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최대 매칭값을 얻는 방식으로 구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P와 Q가 각각 4개의 패턴으로 이루

어져 있고 각각의 패턴간 유사도를 구한 행렬을 표2라고 

하자. 이 행렬에 대해서 헝가리안 알고리즘[10]을 이용하

면  패턴의 개수를 N이라고 할때 O(N
3
)시간에 매칭값의 

총 합을 최대로 하는 매칭을 찾아낼 수 있다. <표2>로부

터 얻어낸 최대 매칭은 P1-Q4, P2-Q2, P3-Q1, P4-Q3

이고, 이때 매칭값의 합은 0.10 + 0.75 + 0.30 + 1.00 

= 2.15이다. 이 값을 패턴의 크기인 4로 나눈 값인 

2.15/4 = 0.5375가 프로그램의 유사도 값이다.

정의 3 (프로그램의 유사도)

두 프로그램 P와 Q에 대해서 S(P)와 S(Q)를 각각 프로그

램 P와 Q의 패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두 프로그램의 

유사도는 정의 2의 패턴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여기서, match(S(P),S(Q))는 헝가리안 알고리즘에 의해서 

찾아진 패턴 쌍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즉, 매칭된 패턴들

사이의 유사도 합을 구하고 큰 프로그램의 패턴 갯수로 

나눈다.

정의 4 (프로그램 포함정도)

두 프로그램 P와 Q에 대해서 P의 Q에 대한 포함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프로그램의 포함정도를 계산할 때는 분모를 S(P)의 크기

로 하여 P가 Q에 포함된 정도를 측정한다.

3.3 버스마크 공격에 대한 방어

일단 버스마킹 기법이 공개되면 버스마크를 추출하지 못

하도록 다양한 공격이 시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적화 

도구나 난독화 도구에 의해서 바이트코드의 순서가 바뀌

거나, 기존의 바이트코드가 유사한 다른 바이트코드로 교

체되거나, 부가적으로 새로운 바이트 코드가 추가될 수 

있다.

바이트 코드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헝가리안 알고리즘의 

최대 매칭 계산으로 보완될 수 있다. int 연산을 long 연

산으로 수정하는 등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202개의 

바이트 코드를 타입정보가 생략된 44개의 abtract 코드로 

변경하여 유사도를 비교하였다. 부가적으로 바이트코드를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유사도를 떨어뜨리는 공격을 보완하

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유사도와 함께 프로그램의 포함정

도(Contatinment)를 계산하였다.

4.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산자 스택 정보를 이용한 버스마킹 

시스템은 Windows 환경에서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

현하였다. 프로그램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개의 

자바 클래스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서 프로그램의 스택 패

턴을 생성한다. 생성된 패턴을 구성하는 바이트코드 명령

어 집합으로부터 LCS값과 SCS값을 계산하여 패턴간의 

유사도 행렬을 만든다. 이 행렬을 헝가리안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넣어서 유사도의 합을 최대로 하는 매칭을 찾고 

유사도와 포함정도를 계산하여 출력한다.

신뢰도와 강인도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사용된 예제 프로

그램은 표 3과 같다.

예제 프로그램
JUnit 

4.4[11]

BCEL 

5.2[12]

Ant 

1.5.4[13]

클래스 개수 150 378 406

신뢰도 비교회수 11175 71253 82215

강인도 비교회수 150 378 406

<표 3> 신뢰도와 강인도 실험을 위한 예제 프로그램

신뢰도는 각 예제 프로그램 패키지에 포함된 클래스에서 

추출가능한 2개의 클래스 조합에 대한 유사도를 비교하였

고, 강인도는 자바 난독화 도구인 Smokescreen[14]를 사

용하여 난독화 전과 후의 클래스 포함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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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예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비교

그림 3은 예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비교 결과이다.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한 비교이므로 낮은 값을 가질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림 4) 예제 프로그램에 대한 강인도 비교

그림 4는 예제 프로그램에 대한 강인도 비교 결과이다. 

이 값은 높을 수록 강인도가 높다.

신뢰도와 강인도 실험 결과를 평가해보면 헝가리안 알고리

즘과 abstract 바이트코드의 적용으로 인해서 강인도가 높

으나 신뢰도가 낮아지는 trade-off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는 프로그램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바의 연산자 

스택 정보에 기반한 자바 프로그램 버스마킹 기법을 제안

하였다. 자바의 연산은 스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스택 정보로부터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징을 얻어 낼 수 

있다. 추출된 버스마크를 사용하여 두 프로그램의 유사도

를 비교할 때 바이트코드 패턴 비교에는 최대 공통 부분문

자열을 이용하였고, 프로그램 비교에는 패턴들의 최대 매

칭값을 얻기 위해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버스마킹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

로 다른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있는 신뢰도와 프로그램 

최적화나 난독화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도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버스마크

가 강인도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강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칭 방법으로서 선택한 헝가리안 알고리즘이 명령어 순

서 재배치(Instruction Reordering) 범위를 벗어난 문장들

의 매칭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자바 명령어(opcode)에 가중치를 주어서 신

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존의 버스마킹 

기법과의 비교 평가 및 다양한 자바 컴파일러와 난독화 

도구에 대한 강인도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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