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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앱 인벤터는 GUI 환경에서 블록 편집기를 사용하여 앱을 개발한다. 따라서 구나 쉽게 앱 로그래

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앱 인벤터의 공식 사이트의 gallery 공간에 공개된 수많은 

공개 앱 소스(aia 일)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든 앱의 소스를 그 로 가져다가 

이미지만 바꿔서 자신이 만든 것처럼 앱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  블록 단 로 비교해보지 않

고서는 표 이나 도용 여부를 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앱 인벤터로 개발한 앱들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를 개발하 다. 
원본 로그램과 도용된 로그램은 유사도가 높게 계산될 것임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도 계

산 로그램은 코드 도용을 확인하는 목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 한 도구의 평가를 

해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 고, 실제로 유사도가 높았던 앱들이 서로 공통된 블록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밝 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한 도구가 앱 인벤터로 개발한 앱에 해

서 소스 표 이나 코드 도용을 탐지하는 목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림 1) 골  게임[2] 앱의 블록 일부분 발췌

1. 서론

앱 인벤터[1]는 기존의 코딩 방식과는 달리 사  지식

이 필요없고, 미리 비되어 있는 블록들을 서로 맞추듯이 

연결하여 (그림 1)과 같이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구나 

쉽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앱 인벤터의 공식 사이트[3]의 gallery 공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  개발한 앱을 자체 소스 포맷인 aia 

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aia 소스를 그 로 

사용하고 디자인만 수정한 후 마치 자신이 직  개발한 

앱인 것처럼 유료로 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최근 학 뿐만 아니라 , 고등학교에서도 소

트웨어 교육의 일환으로 앱 인벤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만일 학생들이 과제 제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소스를 그

로 가져다가 약간의 수정을 하게 된다면 으로 서는 

표 이나 도용 여부를 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실

에도 불구하고 앱 인벤터로 만든 앱에 해서는 표  탐

지나 도용 탐지에 련된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인벤터로 개발

한 앱들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안하고 구 하

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 사람이 직  블록들을 비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유사도를 계산하여 표 이나 도용 여부

를 단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련 연구

자바나 안드로이드 앱에 한 도용탐지  유사도 비교 

도구로 소 트웨어 버스마크[4,5]가 사용되었다. 소 트웨

어 버스마크란 로그램의 소스 코드 기반이 아닌 바이

리에 한 직 인 유사도 비교 방법으로 제안된 개념이

다. 로그램은 각각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로그램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표 인 

소 트웨어 버스마크는 Myles 제안한 k-gram 버스마크

[6]이다. k-gram이란 명령어를 추출하여 연속된 k개의 시

스 집합을 버스마크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실제로 구

에 사용된 코드를 버스마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로그램을 구별하는 능력은 뛰어나다.

본 논문에서는 앱 인벤터의 소스에 해당하는 aia 일

로부터 블록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만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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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ram 방식의 비교 알고리즘을 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k-gram 방식은 k-gram을 생성할 때 단어 단 로 분리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앱 인벤터의 특성상 블록 단 로 

로그래 하며 하나의 블록이 여러 라인으로 표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해서 라인 단 를 k-gram을 생성하

다.

3. 앱 인벤터로 만든 앱들의 유사도 비교 방법

3.1 알고리즘 블록 정보(bky) 추출

앱 인벤터로 만든 앱의 알고리즘 블록에 한 정보는 

bky 일에 장되어 있다. aia 일로부터 bky 일을  

추출해내기 하여 먼  aia 일을 zip 일로 확장자 변경

을 하고 압축 해제하면 내부에 bky 일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 aia 일의 압축을 풀면 찾을 수 있는 bky 일

3.2 블록 정보로부터 k-gram 생성

k-gram은 코드를 k개의 조각으로 나 어서 추출하고 

비교하여 유사도를 구하는 기법이다. 를 들어,(그림 4)와 

같은 원본 블록 소스 코드가 존재한다면 먼  유사도를 

비교하는데 의미가 없는 문장들을 제거한다. 즉, 개발자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는 태그들을 의미하며, 블록 순서

를 알려주는 id 값, 블록이름, 블록이 치한 캠퍼스의 좌

표, 블록이 펼쳐지는지를 알려주는 inline 값을 로 들 수 

있다. 한 닫는 태그는 유사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제거한다. (그림 3)의 원본 블록으로부터 의미 없는 정보

들은 (그림 4)에서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과 으

로 (그림 5)와 같은 정보로 요약될 수 있다.

1 <block id="1" type="component_event" y="-6" x="6">

2
<mutation event_name="Initialize" instance_name="Screen1" 
component_type="Form"></mutation>

3 <field name="COMPONENT_SELECTOR">Screen1</field>

4 <statement name="DO">

5 <block id="2" type="component_set_get" inline="false">

(그림 3) bky 일로부터 추출한 원본 블록 정보

1 <block id="1" type="component_event" y="-6" x="6">

2
<mutation event_name="Initialize" instance_name="Screen1" 
component_type="Form"></mutation>

3 <field name="COMPONENT_SELECTOR">Screen1</field>

4 <statement name="DO">

5 <block id="2" type="component_set_get" inline="false">

(그림 4) 유사도 비교할 때 제거되는 의미 없는 정보들

1 <block type="component_event">

2 <mutation event_name="Initialize" component_type="Form">

3 <field name="COMPONENT_SELECTOR">

4 <statement name="DO">

5 <block type="component_set_get">

(그림 5) 의미 없는 정보가 제거된 결과

1
<block type="component_event">

<mutation event_name="Initialize" component_type="Form">

2
<mutation event_name="Initialize" component_type="Form">

<field name="COMPONENT_SELECTOR">

3
<field name="COMPONENT_SELECTOR">

<statement name="DO">

.

..
.
..

(그림 6) bky 일로부터 생성된 k-gram(k가 2인 경우)

1

<block type="component_event">

<mutation event_name="Initialize" component_type="Form">

<field name="COMPONENT_SELECTOR">

2

<mutation event_name="Initialize" component_type="Form">

<field name="COMPONENT_SELECTOR">

<statement name="DO">

3

<field name="COMPONENT_SELECTOR">

<statement name="DO">

<block type="component_set_get">

.

..
.
..

(그림 7) bky 일로부터 생성된 k-gram(k가 3인 경우)

(그림 5)의 결과로부터 k개씩 으로 묶어서 k-gram을 

생성하며 k값이 2인 경우 생성된 k-gram은 (그림 6)이고, 

k값이 3인 경우 생성된 k-gram은 (그림 7)과 같다.

k값은 용 상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값이다. k가 커

질수록 서로 다른 앱을 구별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아지

는 반면, 서로 유사한 앱을 탐지할 수 있는 강인성이 낮아

진다. 만약 k가 작아지면 강인성이 높아지고, 신뢰성이 낮

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도용탐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값인 3을 사용하 다.

3.3 k-gram 비교  유사도 계산

두 일로부터 추출된 k-gram을 비교하면서 공통 으

로 포함된 k-gram이 있는지 카운트 하 고, 이 결과를 이

용해서 유사도 공식을 활용하면 최종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

유사도공식  
∩



두 일에 포함된 k-gram의 개수를 각각 n(A)와 n(B)

라고 하고 두 일에 공통 포함된 k-gram을 n(A∩B) 라

고 할 때, 유사도 공식은 공통된 k의 개수를 두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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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작은 로그램으로 나 다. 유사도 공식의 분모에

서 작은 로그램을 기 을 하는 이유는 로그램의 크기

가 서로 다를 때 어떤 로그램이 원본인지 모르는 상황

임을 제하여 크기가 작은 로그램을 고른 것이다.

k-gram 기법은 공통 k-gram의 개수를 이용해서 유사

도 값을 계산한다. 그러나 앱 인벤터의 블록 로그래  

특성상 같은 블록을 사용하면 다른 로그램일지라도 유

사도가 높게 계산될 수 있으며 특히 로그램의 매우 작

은 경우 같은 블록의 사용만으로 유사도가 높게 측정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 작은 앱의 경우에 도

용이나 표 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된 앱은 

이러한 앱들을 배제하 다. 앱 인벤터로 생성한 앱으로부

터 유사도를 계산하는 체 과정은 (그림 8)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그림 8) 유사도 비교 도구의 실행 흐름도

4. 실험  평가

(그림 9) 구현된 유사도 비교 도구 화면 구성

실험  평가를 해서 유사도 비교 도구를 (그림 9)와 

같이 자바 언어로 개발하 고, 사용 편이를 해서 GUI 

환경으로 구 하 다. 본 도구에는 bky 일 추가, 삭제, 

체 삭제  k값 재설정 기능이 있으며, 왼쪽 역에는 

두 앱 사이의 유사도와 공통 k의 개수, bky 일의 라인 

수를 볼 수 있고, 오른쪽 역에는 불러온 bky 일 목록

을 확인할 수 있다.

4.1 기존의 앱과 확장된 앱 사이의 유사도

다른 개발자가 만든 유사 앱들은 비록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코드를 공유하지 않고 독자 으로 개

발하 다면 공통되는 블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앱 사이의 유사도가 낮을 것으로 상 가능하다.

<표 1>의 실험에서는 앱 인벤터 도서[7]에 수록된 원

본 앱과 유사앱(업그 이드 버 )을 상으로 실험을 하

다. Datacal Plus 앱은 Datacal 앱의 업그 이드 버 이며, 

Memo Plus 앱이 Memo 앱이 업그 이드 앱이다. 상

로 업그 이드 버 의 앱은 원본 앱과 비교했을 때 유사

도가 매우 높게 나왔고  다른 앱들은 유사도가 낮게 

계산되었다.

앱이름
(라인수)

Datacal
(1041)

Datacal
Plus
(1054)

Memo
(419)

MemoPlu
s

(565)

Datacal
(1041)

공통 k의 
개수 - 1033 119 162

유사도 - 99.2% 28.4% 28.6%

Datacal
Plus
(1054)

공통 k의 
개수 - - 123 166

유사도 - - 29.3% 29.3%

Memo
(419)

공통 k의 
개수 - - - 408

유사도 - - - 97.3%

MemoPlu
s

(565)

공통 k의 
개수 - - - -

유사도 - - - -

<표 1> 원본 앱과 유사앱(업그 이드 버 )의 유사도

4.2 다른 개발자의 유사 앱에 한 실험

다른 개발자가 만든 유사 앱들은 비록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코드를 공유하지 않고 독자 으로 개

발하 다면 공통되는 블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앱 사이의 유사도가 낮을 것으로 상 가능하다.

앱 이름
(라인수)

Maze1
(461)

Maze2
(213)

Maze3
(278)

Maze1
(461)

공통 k의 
개수 - 52 96

유사도 - 24.41% 34.53%

Maze2
(213)

공통 k의 
개수 - - 51

유사도 - - 23.94%

Maze3
(278)

공통 k의 
개수 - - -

유사도 - - -

<표 2> 다른 개발자의 유사 앱에 한 실험(1)

<표 2>의 실험에서는 앱 인벤터 갤러리[3]에서 수집한 

앱 에서 다른 개발자들이 만든 비슷한 기능의 앱을 비

교했다. 그 결과 다른 개발자가 제작하 다는 것을 증명하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2017. 11)

- 355 -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듯 유사도가 낮게 나왔다. 유사도가 20~30% 정도로 계산

된 이유는 에서 언 했듯이 앱 인벤터 특성상 같은 블

록의 사용만으로도 공통 k-gram 개수가 증가하여 유사도

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앱 이름
(라인수)

Dice1
(1563)

Dice2
(1918)

Dice3
(716)

Dice4
(1308)

Dice1
(1563)

공통k의
개수 - 1303 217 146

유사도 - 83.3% 30.3% 11.1%

Dice2
(1918)

공통k의
개수

- - 244 208

유사도 - - 34% 15.9%

Dice3
(716)

공통k의
개수

- - - 218

유사도 - - - 30.4%

Dice4
(1308)

공통k의 
개수 - - - -

유사도 - - - -

<표 3>다른 개발자의 유사 앱에 한 실험(2)

<표 3>에서도 마찬가지로 앱 인벤터 갤러리[3]에서 수

집한 앱 에서 서로 다른 개발자가 만든 앱을 비교했는

데 당연히 유사도가 낮을 것으로 상했지만 상과는 다

르게 Dice1과 Dice2의 유사도가 높게 계산되었다.

(그림 10) Dice1과 Dice2의 화면 구성

(그림 10)에서와 같이 두 앱의 화면 구성이 다르기 때

문에 서로 다른 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앱은 서로 같은 블록을 사용하고 블

록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실제 유사한 블록 코드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앱 인벤터로 만든 앱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GUI 도구를 개발하여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 다.

다른 개발자들이 만든 서로 다른 앱에 해서 유사도 

계산 도구를 이용한 결과, 기존의 앱과 확장된 앱에 해

서는 유사도가 높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

로 다른 앱의 경우에는 유사도가 낮게 계산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앱의 화면 디자인이 달라서 겉으로 보기

에는 서로 다른 앱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같은 블록을 사

용하고 구조가 유사하다면 높은 유사도가 계산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앱 인벤터로 개발한 앱

들에 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하 고, 코드 도용을 탐지하는 목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블록 로그램을 k-gram 방식으로 비교

하기 때문에 블록의 배치 순서가 바 거나, 한 블록 안에

서도 명령어의 순서가 바 면 유사도가 낮아진다는 한계

가 있다. 그리고 로그램 소스의 길이가 짧으면 비교하는 

상이 어서 몇 개의 같은 블록만 있어도 유사도가 높

아지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에서 언 된 문제

들이 보완한다면 정확한 유사도 계산  코드 도용에 

한 탐지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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