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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소 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정보화사회의 가장 큰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한 수많은 불법복

제 방지 기술이 등장하 지만 속히 발 하는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막기에는 실 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Java 로그램을 상으로 작권 보호를 한 소 트웨어 워

터마킹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은 효율 인 구 이 가능하고 실행 일 작권 보호를 해 강건한 소 트웨어 

워터마크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illegal copy of computer software have been one of the most serious threats in information society. But a number of protection 

schemes to solve it have proposed,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for prevention from illegally distributing software through emerging Internet 

environ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ftware watermarking scheme for Java programs which it have been popular on the Internet. The 

proposed scheme can be efficiently implemented and provide a robust software watermark for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of Java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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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하여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 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소 트웨어를 구나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를 다시 복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는 모든 미디어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데

이터로 가공됨으로써 더 이상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본과 동일한 품질의 디

지털 데이터를 거의 무한정으로 복제하고 인터넷을 통

하여 빠른 시간에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

서의 가장 큰 장 인 동시에 콘텐츠와 소 트웨어의 

작권에 해 새로운 이 되고 있다. 국내외 작권법 

논쟁, 반복되는 소 트웨어 불법 복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이며 근본 인 해결 방안이 

등장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최근에는 콘텐츠의 복제는 허용하도록 하고 사용 권

한에 제한을 두어 원작자의 권리를 사 에 보호하는 방

식인 디지털 작권 리[1]와 콘텐츠에 삽입되어 있는 

특정 정보를 추 하여 원작자 는 불법 배포자를 가려

내는 사후 검출 방식인 디지털 워터마크[2] 기술이 구

되어 디지털 작권을 보호하기 한 목 으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해서

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를 구

동하고 제어하기 한 실행 일에 한 보호기술은 

무할 뿐만 아니라 인식조차도 희박한 상태이다. 최근 

해킹, 악성코드, 작권  등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

보면 디지털 콘텐츠 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 실행 일

을 보호하기 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한 

실행 일의 작권을 보호하기 한 연구뿐만 아니라 

실행 일의 무결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

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Java 로그램에 용가능한 소 트

웨어 워터마킹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  2장에서

는 기존 연구와 소 트웨어 워터마킹에 하여 살펴

보고, 3장에서는 Java 언어에 안 한 소 트웨어 워터

마킹 방안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 방안을 분석한 

후 응용 분야를 살펴보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Ⅱ. 소 트웨어 워터마킹 개요

2.1 소 트웨어 워터마킹의 정의

소 트웨어 워터마킹은 “소 트웨어에 비 리에 정

보를 삽입하는 차”이다[3]. 여기서, 정보는 소 트웨

어의 소유권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3]로, 작권자가 소

트웨어에서 비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허가되지 않

은 소 트웨어 복제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기본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의 작권을 보호하기 해 

삽입하는 디지털 워터마킹[2]과 거의 유사하지만, 워터

마킹을 용하는 방식과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차는 

완 히 다르다.

한, 소 트웨어 워터마킹은 응용방식에 따라 단

순히 작권을 증명하는 목 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

에도 소 트웨어 실행 일에 직  용한다면 소

트웨어 실행 일에 한 무결성 검증에 응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소 트웨어 워터마킹은 작권 보호

는 물론 소 트웨어 실행에 한 무결성 보장, 소 트

웨어 실행 일에 한 근제어 등에 응용할 수 있으

며 복잡한 암복호화 기술 용이 힘든 모바일 환경  

임베디드 환경에 하게 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2 기존연구

디지털 워터마킹은 어떤 정보에 특정 비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작권을 보호

하기 하여 많이 사용되어 왔다. 즉, 워터마크는 디지

털 콘텐츠의 작권 보호를 목 으로 쉽게 감지하기 어

렵도록 디지털 이미지, 오디오 는 비디오 신호에 

작권 정보를 삽입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한 소유

권을 보호할 수 있으는 기술이다[2]. 그러나 소 트웨

어 워터마킹은 C/C++, Java 등 특정 언어로 개발된 로

그램에 작권 정보를 삽입하여 로그램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디지털 콘텐츠 주의 워터마

킹과 그 개념은 유사하지만 용 방식과 내부 동작은 

매우 다르다.

Collberg 등[5]은 로그램 실행 상태에서 동  워터

마크(Dynamic Watermark)가 장되는 방안을 제안하

으나, 하나의 소스로 구성된 단일 로그램에만 용할 

수 있고 Java와 같이 다양한 클래스로 이루어진 언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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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용할 수 없는 문제 을 가진다. Jamal 등[4]은 동

 워터마킹을 워터마크 삽입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다

양한 기존의 동  워터마킹 방안들을 분석하 다. 

Zhang 등[6]은 통 인 워터마킹과 차별화하여 해쉬 기

반의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해 로그램을 분할하고, 라메터에 따라 다른 워터마

크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제안 방안은 의미상의 분석만

을 통하여 특정 정보를 삽입, 추출할 수 있는 단 을 가

진다. Monden 등[7]은 Java 바이트코드에 워터마크를 삽

입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Java 소스에 더미 메소드를 

삽입하고 이를 컴 일한 후 바이트코드의 더미 메소드

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

식이다. 이 방안은 Java 언어에만 용가능한 정  워터

마크 방식이다.

Ⅲ. 새로운 소 트웨어 워터마킹 방안

3.1 안 한 소 트웨어 워터마킹의 요구사항

안 한 소 트웨어 워터마킹을 한 구체 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비가시성 (Invisibility)

가장 요한 요구사항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되더라

도 원본의 품질에 한 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즉, 워터마크 삽입 후를 비교하여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어야 한다.

○ 견고성 (Robustness)

워터마크는 여러 가지 비의도  공격이나 의도  공

격에 강해야 한다. 비의도  공격은 컴 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 화, 포맷 변경 등을 포함하고, 의

도  공격은 불법 으로 도용하기 한 목 으로 시

도되는 데이터 삽입, 고의 인 조작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종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워터마크는 여

히 검출되어야 한다.

○ 워터마크 삽입량 (Capacity)

소유자, 고유번호, 제작날짜 등 워터마크의 작권에 

한 정보를 충분히 삽입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정

보를 수용하기 해서는 큰 삽입량을 확보해야 하지

만, 견고성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삽입량이 가능한 

작아야 한다.

○ 검출률 (Detection Rate)

검출률은 정확하게 워터마크를 검출할 확률을 나타

내는 것으로, 워터마크를 제 로 탐지하지 못하는 비

율인 FNR(False Negative Rate)과 워터마크가 아닌데 

워터마크로 정하는 비율인 FPR(False Positive Rate)

로 나뉜다. 특히, FPR은 삽입된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워터마크로 오인할 확률로 워터마크의 진 를 가리

는데 매우 요하므로 작은 값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복잡성 (Complexity)

워터마크는 충분히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

뢰할만한 통계  성질을 제공하고, 제 3자에 의한 워

터마크의 검출이 어려워야 한다.

3.2 안 한 소 트웨어 워터마킹 방안의 제안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 내에서 특정한 패턴매칭을 

이용하는 “구문  변환”과 같은 의미의 다른 코드로 변

경하여 소스 코드의 해석이 어렵도록 하는 “의미론  변

환”을 사용하여 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새로운 방안

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의 소 트웨어 워터마크 생성과 

검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워터마크 생성 :

 

는 비 키 를 워터마크 생성 함수 에 용하

여 생성된 워터마크

 

워터마크가 용된 로그램 는 워터마크 삽입 

함수(Embedding Function) 를 용하여 원래 로

그램 에 워터마크 를 삽입

워터마크 검출 :

 

워터마크 는 워터마크가 용된 로그램 에

서 워터마크 추출 함수(Extraction Function) 를 

용하면 추출 가능

     

한, 워터마크 검출 함수(Detection Function) 는 

워터마크가 용된 로그램 에서 워터마크 

와 비 키 가 있는지 검출하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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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안 방안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첫째, 악

의가 있는 사용자에 의해 의미론  변환이 행해진다라

고 해도 삽입한 워터마크는 제거되지 않고 남아야 한다. 

둘째, 가령 구문  변환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작권자

는 삽입된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3.3 제안 방안의 구

제안 방안을 Java 로그램으로 구 하는 경우, 일반

인 방식을 사용하면 역컴 일을 통하여 워터마크를 

쉽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코드 난독화(Code Obfuscation) 

[5][8]를 용하여 이를 막을 수 있다. 여기서, 코드 난독

화란 로그램 변환의 일종으로 코드를 읽기 어렵게 함

으로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공격을 막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5][8]. 결과 으로 로그램 동

작과 해석을 매우 어렵도록 원래의 소스와는 이하게 

변경시키지만 실행 결과는 동일하다. 구체 인 는 그

림 1과 같다.

int[] w  =  new int[1000];

w[0]=5; w[1]=9; w[2]=5; w[3]=3;

⇓

int[] w  =  new int[1000];

int i;

w[0]=5; w[1]=24; w[2]=67; w[3]=32;

for(i=2; i>=(w[0] %4); i--)

   w[i] =  i + 1;

w[w[2]-w[1]] =  w[0]*w[2]-6;

w[(w[1]-w[0])/2] += w[0]/2;

w[w[1]/3] =  w[2]/w[0]*3;

그림 1. 코드 난독화 용
Fig. 1 An example of code obfuscation

먼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을 통하여 배열에 임의

의 워터마크 를 삽입한다.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

① 키를 용한 워터마크 생성  

② 충분한 크기의 배열을 비

③ 배열의 특정 치에 워터마크 삽입

제안 방안에서는 로그램의 배열에 워터마크 정

보를 삽입하고 비 리에 보 한다. 그러나, 단순히 배

열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한다면 공격자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드 난독화를 용해서 워터

마크의 역할을 하는 배열을 은닉한다. 만일, 배열 내용

이 변경된 경우에는 로그램이 바르게 동작하지 않

도록 한다. 다음은 이를 반 한 워터마크 추출 알고리

즘이다.

워터마크 추출 알고리즘

① 임의의 값 를 입력

② 워터마크 검출 함수 호출 비

③ if(      ){

      배열 내 워터마크 치 정보 읽기

      워터마크   추출 후 출력

   }

이후 컴 일을 통하여 실행 일을 제작하고 배포하

여 원래의 목 로 사용한다. 만약 작권 문제가 발생

하면 워터마크 검증을 통하여 작권을 배하는지 아

닌지를 단한다. 실행 일과 함께 배포되는 워터마크 

검증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실제 구 시에는 코드 난

독화를 용한다.

워터마크 검증 알고리즘 I

① 임의의 값   입력

② 비 키 가 와는 항상 다른 값이 되도록 설정

③ 따라서, 항상 다음을 수행

   if(   ) return “false”

※ 별도의 클래스로 제작하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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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검증 알고리즘 II

① 임의의 값   입력

② 비 키 가 와는 항상 같은 값이 되도록 설정

③ 따라서, 항상 다음을 수행

   if(     ) return “true”

※ 별도의 클래스로 제작하여 검증 시 교환

즉, 일반 사용시에는 검증 모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

으므로 워터마크를 추출할 수 없다. 그러나 워터마크를 

검증할 때, “워터마크 검증 알고리즘 I”을 구 한 모듈을 

“워터마크 검증 알고리즘 II”를 구 한 모듈로 교체함으

로써 검증 모듈이 활성화되고 삽입한 워터마크를 추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배포될 것이 아니므로 굳이 코

드 난독화를 용할 필요는 없다.

그림 2. 제안 방안
Fig. 2 The proposed scheme

그림 2는 제안 방안의 체 과정을 보여 다. 그  워

터마크 검증에 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배포

된 일에서 워터마크 검증을 해 모듈을 교체하여 활

성화한다. 활성화된 검증 모듈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확

인한다. 이때 검증 모듈은 실행 일의 특정한 배열에 포

함된 워터마크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출력한다. 작권

자가 삽입한 워터마크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유효

한 워터마크인지 아닌지를 단한다. 단, 이 워터마크 검

증 과정은 작권 련 이해당사자 합의 하에 공개된 방

식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그림 3은 세부 과

정을 보여 다.

그림 3. 소 트웨어 워터마크 검증
Fig. 3 Verify software watermark

Ⅳ. 제안 방안의 분석과 응용

4.1 제안 소 트웨어 워터마킹 실험

제안 방안을 용하여 실험하기 해서 JDK (Java 

Development Kit)[9]에 포함된 제 로그램 5개를 이용

하 고,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소스 ① ② ③

FileChooserDemo 12,259 12,331 12,673

Notepad 12,000 12,090 12,423

SampleTree 6,056 6,127 6,468

Stylepad 5,303 5,388 5,720

TableExample 5,704 5,775 6,116

표 1. 실험 결과
Table 1. The results of experiments

여기서, 크기는 소스 일(.java)을 컴 일하고 난 후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2054

생성된 클래스 일(.class)의 Byte 단  크기로, ① 수정

없이 컴 일한 후 클래스 일의 크기, ② 워터마크를 삽

입하고 컴 일한 후 클래스 일의 크기, ③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난독화를 용하여 컴 일한 후 클래스 일

의 크기이다. 원래의 클래스 일 ①에 비해 워터마크만 

삽입한 ②의 경우 0.5～1.2% 범 로 0.1KB 이내의 크기

가 증가하고 난독화까지 함께 용한 ③의 경우 3.4～

7.9% 범 로 0.5KB 이내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크기 증가가 미미하므로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다.

4.2 제안 소 트웨어 워터마킹의 안 성

제안 소 트웨어 워터마킹에 한 공격으로는 다음

과 같은 공격이 있을 수 있다[10][11]. 워터마크가 삽입

된 소 트웨어에 새로운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작권

자가 삽입한 원래의 워터마크로부터 소유권을 주장할 

없도록 하는 “삽입 공격(Additive Attack)”, 워터마크가 

삽입된 소 트웨어의 워터마크를 해당 소 트웨어와

의 상  계에 향을 미치지 않고 워터마크를 없애

는 “제거 공격(Subtractive Attack)”, 작권자에 의해 워

터마크가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지만 소 트웨어의 기

능은 그 로 유지하도록 워터마크를 수정하는 “왜곡 

공격(Distortive Attack)”,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도록 워

터마크 검출기 는 입력값을 수정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지 공격(Recognition Attack)”이 있

다. 각각의 공격에 한 제안 방안의 안 성은 다음과 

같다.

제거 공격과 왜곡 공격을 수행하기 해서는 워터마

크의 구조와 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데, 제안 방안

에서 배열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임의의 치 값을 워터

마크 값으로 사용한다면 2가지 공격에 해 안 하다. 

한 코드 난독화를 도입하면 역컴 일에 의해서도 해

당 워터마크를 찾아내는 것은 실 으로 어렵다. 삽입 

공격은 워터마크의 구조와 치를 모르더라도 임의의 

값을 삽입하여 진행하는데, 제안 방안에서 워터마크 배

열의 이름과 치를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를 이용한 공

격도 역시 어렵다. 인지 공격은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조

건문에 해 공격을 수행하거나 작권자가 가지는 검

증 모듈을 교체하면서 이루어진다. 조건문  검증 모듈

은 코드 난독화를 수행하여 일차 으로 보호하도록 하

고, 특히 검증 모듈은 작권자가 안 하게 보 하여 불

법 수정을 할 수 없게 한다면, 인지 공격도 쉽게 막을 수 

있다.

4.3 제안 방안의 개선과 응용

제안 방안을 기본으로 안 성을 더 강화하거나 다른 

응용 분야에 용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응용할 수도 있다.

첫째, 제안 방안은 워터마크 검증을 하여 별도의 

검증 모듈을 두는데, 이것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 입력

을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

다. 즉, 사용자가 정해진 특정값을 입력하면 이에 반응

하여 워터마크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출력값을 

확인하는 조건문은 배포본에 포함되므로 코드 난독화 

등을 사용하여 알기 어렵도록 구 되어야 한다. 그림 4

는 사용자가 비 키 "123457"을 입력하면 워터마크를 

출력하는 이다. 둘째, 제안 방안에서 워터마크를 삽

입할 때, 배포본마다 각각 다른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추후 작권 문제 발생시 가 유출하 는지 알 수 있

다. 이것이 핑거 린 (Fingerprint)[2]인데, 각 소 트웨

어 배포본에 지문과 같은 핑거 린트를 삽입하면 소

트웨어 불법 복제에 해 역추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

호학 인 일방향 해쉬 함수[12]를 사용하면 안 성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각 클

라이언트에 소 트웨어를 배포하고 주기 으로 해당 

워터마크 검증 결과를 서버로 송하게 되면 서버에서

는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소 트웨어의 변조 유무를 확

인할 수 있다. 즉, 간에 의도  는 비의도 으로 소

트웨어가 변경된다면 워터마크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므로 이를 앙에서 알 수 있다. 각 클라이언트에 

설치되는 요 소 트웨어의 경우 매우 효과 으로 소

트웨어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제안 

방안은 Java 언어를 이용하여 쉽게 구 할 수 있으므로 

일반 PC 환경은 물론 Java 기반의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할 수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Android)[13] 운 체제는 

Java에 기반하므로 거의 수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스마

트폰 기반의 어 리 이션에서 작권 문제가 두되

는 경우, 제안 방안은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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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value = 123457;

Scanner sc = new Scanner(System.in);

int input = sc.nextInt();

if( input == value )

  워터마크 추출 후 출력

그림 4. 사용자 입력값으로 워터마크 출력
Fig. 4 Print watermarks by user's input

Ⅴ. 결론

최근 인터넷  컴퓨터의 보 으로 수많은 소 트

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 트웨어의 배포 방

식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한 소 트웨어 배포가 사용

되고 있지만 불법 복제가 사회 인 문제가 되고 있

다. 즉, 소 트웨어는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

본과 사본의 구분이 불가하므로 복제 자체를 원천

으로 방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소 트웨어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불법 복

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작권자는 소 트웨어에 삽

입되어 있는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부정 여부를 정

할 수 있다.

지 까지는 이미지, 음성, 동 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심으로 워터마크가 연구되어 왔으나 그 개념을 소

트웨어에도 용가능하다. 그러나 소 트웨어는 디지

털 콘텐츠에 비교하여 복성(Redundancy)이 낮고, 로

그램의 동작과 제어에 향을 끼치면 안되기 때문에 종

래의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그 로 용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Java 로그램에 용가능한 

디지털 워터마크 방안을 제안하고 구  방안을 제시하

다. 제안 방안은 컴퓨터 상에서 동작 가능한 소 트웨

어는 물론 Java 로그램이 사용되는 스마트폰에서도 

안 한 소 트웨어 배포와 작권 확인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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