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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 버스마크 기법은 도용이 의심되는 소 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 도용 탐지 기법이다. 이 기법은 로그램의 바이 리나 자바 클래스 일에서 

로그램 고유의 특징인 버스마크를 추출한 다음 로그램간 버스마크 유사도 측정을 통해 도용을 탐지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된 k그램 버스마크 기법에 연산자 요약이라는 아이디어를 목한 연산

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을 제안한다. 연산자 요약이란 연산자 우선순 가 같은 연산자의 JVM 

명령어를 묶어 요약번호로 나타내는 것이다.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은 연산자 요약과 제어 

흐름을 고려하여 생성한 연속된 k개의 요약번호 시 스 집합을 버스마크로 정의한다. 버스마크를 평가

하기 해 선택 정렬 메소드와 버블 정렬 메소드를 상으로 신뢰도 실험과 강인도 실험을 하 다. 실

험 결과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이 선행 연구된 Tamada 버스마크 기법과 k그램 버스마크 

기법보다 높은 신뢰도와 강인도를 보 다.

1. 서론

  소 트웨어는 작권법에 의해 작물로 규정되고 보호

되고 있지만 소 트웨어 도용 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소 트웨어 도용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흔

히 발생한다. 상용 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공유하거나 

로그래머가 로젝트의 개발 시간과 비용을 감하기 

해 작권이 있는 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일부라도 도

용하는 것은 소 트웨어 도용에 해당된다.

  소 트웨어 도용 여부를 검사하는 기법은 도용이 의심

되는 소 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는 경우와 얻

을 수 없는 경우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스 코드

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스 표  검사 기법을 사용하

고,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 트웨어 버스마크 기법을 

사용한다[4].

  도용이 의심되는 소 트웨어가 상용일 경우 소스 코드

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 트웨어 버

스마크 기법을 사용한다. 소 트웨어 버스마크 기법은 바

이 리나 자바 클래스 일을 분석하여 도용 여부를 별

한다. 먼  원본 로그램과 도용이 의심되는 로그램에

서 로그램 고유의 특징인 버스마크를 추출한 다음 로

그램간 버스마크 유사도를 측정한다. 유사도와 로그램 

도용 여부는 비례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산자 요약을 이용한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된 버스마크 기법과 비

교 실험을 통해 신뢰도와 강인도를 평가한다.

2. 련 연구

  Tamada는 자바 클래스 일의 도용을 탐지하기 해 

Tamada 버스마크 기법[1]을 제안했다. 이 기법은 로그

램의 버스마크로서 필드 변수의 상수 값, 메소드 호출 순

서, 상속 구조, 사용된 클래스 정보를 이용하 다. 로그

램 변환 기법에도 버스마크가 크게 손상되지 않지만 클래

스 구조가 동일하고 알고리즘이 다른 두 로그램은 구별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4]. Tamada가 오  소스로 배

포하는 stigma 툴[2]에서 Tamada 버스마크 기법과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Myles는 k그램 버스마크 기법[3]을 제안했다. 이 기법은 

자바 클래스 일을 이루고 있는 연속된 JVM 명령어를 

길이가 k인 창을 슬라이딩하여 생성한 연속된 k개의 

JVM 명령어 시 스 집합을 로그램의 버스마크로 정의

했다. 두 로그램을 구별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로그

램 변환 기법에 버스마크가 쉽게 손상되는 단 이 있다

[4].

  박희완은 API 함수 호출을 이용한 정  API 트 이스 

버스마크 기법[4]을 제안했다. 이 기법은 로그램 실행 

에 호출될 수 있는 자바 API 함수 시 스 집합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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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호 JVM 연산자 명령어 집합

1
{iinc, ineg, ifeq, i2l, i2f, i2d, l2i, l2f, l2d, 
f2i, f2l, f2d, d2i, d2l, d2f, i2b, i2c, i2s}

2 {imul, idiv, irem}

3 {iadd, isub}

4 {ishl, ishr, iushr}

5 {instanceof}

6 {iand}

7 {ixor}

8 {ior}

<표 1> 연산자 요약 - 연산자 우선순 가 같은 

연산자의 JVM 명령어를 묶어 요약번호로 나타냄. 

그램의 버스마크로 정의했다. 두 로그램을 구별하는 능

력이 뛰어나고 로그램 변환 기법에도 버스마크가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건문이 많은 로그램을 상

으로 했을 때는 버스마크 추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API 호

출이 빈번하지 않은 작은 클래스 일의 경우에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6].

3. 소 트웨어 버스마크

  소 트웨어 버스마크는 로그램 고유의 특징으로서 어

떠한 정보의 가감 없이 로그램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로그램이 복제 계에 있다면 버

스마크는 동일해야 한다. 소 트웨어 버스마크 정의는 다

음과 같다.

정의 1. 버스마크

로그램 , 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를 로그

램 의 버스마크라 한다.

조건 1. 는 어떠한 정보의 가감 없이 로그램 자신

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조건 2. 로그램 와 가 복제 계에 있다면   

을 만족해야 한다.

  다음 두 가지 속성은 버스마크를 평가하는 기 이다.

속성 1. 신뢰도 (credibility)

로그램 와 가 독립 으로 작성되었다면 ≠

을 만족해야 한다.

속성 2. 강인도 (resilience)

로그램 와 로그램 에 로그램 변환 기법을 용한 

로그램 ′이 있다고 할 때,   ′ 을 만족해야 한

다.

  제안하는 버스마크 기법이 다른 여타의 기법보다 뛰어

나다는 것을 보이기 해 신뢰도 실험과 강인도 실험을 

한다. 신뢰도가 뛰어난 버스마크는 독립 으로 작성된 두 

로그램의 버스마크 유사도를 낮게 측정하고, 동일한 두 

로그램의 버스마크 유사도를 높게 측정한다. 즉, 로그

램을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강인도가 뛰어난 버스마

크는 로그램 변환 기법을 용해도 로그램의 버스마

크가 변하지 않는다. 

4. 연산자 요약 k그램 소 트웨어 버스마크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은 연산자 요약과 제

어 흐름을 고려하여 생성한 연속된 k개의 요약번호 시

스 집합을 버스마크로 정의한다. 

4.1 버스마크 추출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을 사용하여 로그램

의 버스마크를 추출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

요하다. 첫 번째로 자바 클래스를 분석하여 메소드에 한 

제어 흐름 그래 를 생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제어 흐름 

그래 를 생성하기 해 선행 연구된 API 트 이스 버스

마크 기법[4,5]에서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 두 번째로 생성

된 제어 흐름 그래 에 연산자 요약을 용한다. 연산자 

요약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2. 연산자 요약

연산자 우선순 가 같은 연산자의 JVM 명령어를 묶어 요

약번호로 나타내는 것을 연산자 요약이라 정의한다. 를 

들면, 연산자 우선순 가 제일 높은 단항 연산자와 타입 

캐스트 연산자의 JVM 명령어는 요약번호 1이다. 연산자 

요약을 용하는 단계는 이미 제어 흐름 그래 를 생성한 

후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 등 JVM 명령어에서 분기문을 

사용하면 연산자 요약에서 제외했다. 연산자 요약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연산자 요약을 용한 제어 흐름 그래 의 기본 블록은 

JVM 명령어 시 스 신 연산자 요약번호 시 스를 가진

다. 즉, 연산자 요약에 사용되지 않는 JVM 명령어는 지우

고, 사용되는 JVM 명령어는 요약번호로 변경한다. 만일 

기본 블록이 요약번호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본 

블록을 삭제하고, 삭제된 기본 블록으로 진입하는 에지와 

나가는 에지를 연결시킨다[4]. 연산자 요약을 용한 제어 

흐름 그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3. 연산자 요약을 용한 제어 흐름 그래

제어 흐름 그래  에 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제어 흐름 그래  ′ ′ ′ 를 연산자 요약을 용한 제

어 흐름 그래 라고 정의한다[4]. 조건 1의 집합 는 연

산자 요약에서 사용되는 JVM 명령어를 원소로 갖고, 함

수 는 JVM 명령어를 입력으로 받아 요약번호를 출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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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Tamada k그램
연산자 요약 

k그램

3 1.000 0.739 .0.750

4 1.000 0.634 0.500

5 1.000 0.510 0.250

<표 2> 버스마크 신뢰도 실험 - 선택 정렬 메소드와 

버블 정렬 메소드를 상으로 버스마크 신뢰도를 실험함.

Tamada 4그램
연산자 요약 

k그램

선택 정렬 1.000 0.928 1.000

버블 정렬 1.000 0.925 1.000

<표 3> 버스마크 강인도 실험 - Jikes를 이용하여 

버스마크 강인도를 실험함.

조건 1. ′  ∈ ∈
조건 2. ′     ∈∧ ∈∧∉′

  마지막으로 연산자 요약을 용한 제어 흐름 그래 의 

모든 경로에서 길이가 k인 창을 슬라이딩하여 연속된 k개

의 요약번호 시 스를 생성한다. 이 게 생성한 시 스 집

합이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이다. 연산자 요약 k그

램 버스마크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4.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연산자 요약을 용한 제어 흐름 그래 의 모든 경로에 

해 길이가 k인 창을 슬라이딩하여 연속된 k개의 요약번

호 시 스를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시 스 집합을 연산

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라 정의한다.

4.2 버스마크 유사도 측정

  4.1에서 추출한 버스마크에 한 유사도 측정은 k그램 

버스마크 기법[3,6]에서 사용한 유사도 측정법을 따른다. 

두 메소드로부터 추출한 버스마크를 각각 와 라고 할 

때, 유사도 는 다음과 같다.

  함수의 첫 번째 인자의 의미는 버스마크 가 원본 

메소드로부터 추출된 버스마크일 경우 유사도이고, 두 번

째 인자의 의미는 버스마크 Q가 원본 메소드로부터 추출

된 버스마크일 경우 유사도이다. 어느 것이 원본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인자 값  큰 값을 취한다.

5. 실험  평가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으로 추출한 버스마크

를 평가하기 해 신뢰도 실험과 강인도 실험을 하 다. 

실험 상은 선택 정렬 메소드와 버블 정렬 메소드로 선

택했다. 두 메소드는 정렬을 한다는 목 은 같지만 내부 

알고리즘은 다르다. 신뢰도가 뛰어난 버스마크는 두 메소

드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다음 표 2는 버스마크 신뢰도 

실험 결과이다. 

  표 2의 버스마크 실험 결과에 의하면 Tamada 버스마크 

기법은 두 메소드를  구별하지 못한다. 반면, k그램 

버스마크 기법과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은 두 

메소드를 구별한다. k값이 3일 경우에는 두 버스마크 기

법의 신뢰도가 비슷하지만 k값이 증가할수록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의 신뢰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 다. 

  로그램 변환 기법에도 동일한 버스마크를 유지하는지 

Jikes 컴 일러[7]를 사용하여 강인도 실험을 하 다. 

Jikes 컴 일러로 컴 일한 결과는 Javac 컴 일러로 컴

일한 결과와 다르게 표 되는 부분이 있다. 다음 표 3은 

버스마크 강인도 실험 결과이다. 

  표 3의 버스마크 강인도 실험에서 주목할 것은 k그램 

버스마크 기법과 연산자 요약 k그램 기법이다. k그램 버

스마크 기법의 단 은 로그램 변환 기법에 의해 버스마

크가 쉽게 손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은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을 기반으로 하면서

도 버스마크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이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의 단 을 어

느 정도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 다.

6. 결론  향후 연구과제

  이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버스마크 기법으로서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을 제안하 다. 선택 정렬 메소

드와 버블 정렬 메소드를 상으로 한 실험 결과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이 선행 연구된 Tamada 버스마

크 기법과 k그램 버스마크 기법보다 높은 신뢰도와 강인

도를 보 다. 특히, 연산자 요약 k그램 버스마크 기법은 k

그램 버스마크 기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높은 강인도를 

보 다. 한, 선택 정렬 메소드와 버블 정렬 메소드를 

상으로 했기 때문에 작은 클래스 일을 상으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정  API 트 이스 버스마크 기법[4]의 

단 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과제로 다양한 크기의 로그램을 상으로 

한 신뢰도 실험과 강인도 실험을 할 것이다. 특히, 강인도 

실험은 다양한 난독화 도구를 사용하여 엄 하게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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