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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복제정도 및 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실제 사례

를 중심으로 하여 감정항목 및 각 항목별 중요도를 결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 복제정도를 산출한 후

전체적인 복제여부를 판단한 연구내용이다.

1. 서 론

정부의 각종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소프트웨어 산

업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고도성장에 따른 문제점중 하나는 소프트웨

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이며 이로 인해 많은 분

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도개

선 및 체계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 프로그램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도용성 정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사례분

석에 대한 개요 및 감정기준에 대해 기술한다. 3장

에서는 감정수행방법을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기술하였다.

2. 연구개요

본 연구의 대상은 실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상

황에서 발생되었다. 관련회사에 대해서는 가명으로

하여 기술한다. A라는 회사는 AA라는 GIS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시판중인 상황에서 B라는 회사가

BB라는 GIS 프로그램을 시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서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가 개발하였다고 하는

BB 프로그램이 자사의 AA라는 프로그램을 복제하

였다고 하여 중앙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A라는

회사의 이의제기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사의 AA 프로그램과 B사의 BB 프로그램에 대

해 다음 4가지 사항의 유사성 및 도용여부 의뢰

- Import / Export - 공간 연산

- 저장관리자 - Display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이의제기 사항들에 대

해 양사의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감정기준을 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감정 항목 설정

감정 항목별 중요도 설정

감정 항목별 복제 정도 산출

종합 복제 정도 계산

복제 여부 평가

그림 1. 연구수행 절차



2006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140 -

￭ 본 프로그램 감정은 고소인(A사)이 피고소인

(B사)을 상대로 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도용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였으므로 피고소

인측에서 얼마나 고소인측의 프로그램을 인

용 및 도용하였는지를 조사, 분석하며 분석대

상은 위에서 기술된 4가지 사항에 국한 함.

- Import/Export 부문 - 공간 연산 부문

- 저장 관리 부문 - Display 부문

￭ 감정항목의 내용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점이 인정되면 복제정도를 “0”로 함

3. 감정수행 내용

본 연구에서의 내용은 위에서 기술된 [그림 1]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

한다.

3.1 감정항목 결정

먼저 제출된 두 개의 프로그램 유사성 및 도용여

부 분석을 위해 감정해야 할 항목을 결정하는 단계

로 다음과 같이 감정 항목을 선정하여 감정을 수행

하였다.

1) 소스 프로그램(source program) : 감정대상인 4

개 부문에 대한 소스코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음

- 코드의 일치성

- 프로그램 구성 방법

2) 저장관리 형태

- 인덱스 구조 : 데이터 접근을 위한 인덱스 구조

- 자료구조 : 파일내 필드 동일성 분석

3) 공간 연산 형태 : 대부분 공간 연산을 위한 프로

그램들이 공개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들 연

산들이 두 회사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이용되었는

지를 비교, 분석

- 공간연산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 형태

4) 화면 구성 :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아래 사항들

에 대해 비교, 분석

- 구성 메뉴

- 구성된 아이콘 형태

5) 기타

- 파일명의 동일성

3.2 감정항목별 중요도 설정

전 단계에서 기술한 감정 항목들에 대해 상대적

인 중요도를 부여한 단계로서 각각의 감정항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1) 소스 프로그램(source program) : 프로그램의 유

사성 및 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

스 코드 수준에서의 비교, 분석이 가장 확실하다

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소스 코드의 내용이 동일

하다면 이는 명확하게 도용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스코드 수준에서 도용여부가

결정된다면 다른 감정항목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중요도중에서

5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소스코드 항목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 코드 일치정도 : 감정 대상물에 대한 소스코드

의 일치 정도

- 프로그램 구성 방법 : 프로그래밍 기법의 유사

성 정도

2) 저장관리 형태 : 본 감정물은 GIS와 관련된 것으

로 많은 공간 및 비공간 데이터들을 저장, 관리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방법들을 비

교,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요도는 15%를 부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인덱스 구조

- 자료구조 동일성(10)

3) 공간 연산 : 공간 데이터들에 대한 연산(합집합

(Union), 교집합(Intersection), 차집합(Difference),

선분객체 합병(Join))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 분

석하는 부문으로 이들 연산들은 대부분 공개 소

프트웨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감정물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형태를 비교하며 중요

도는 15%로 부여하였다.

4) 화면 구성 : 사용자들을 위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이부문의 중요도는

15%를 부여하였다. 화면구성에 대한 세부 내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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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구성

- 아이콘 구성 및 형태

5) 기타 : 본 감정물의 유사성 및 도용 여부 판별을

위해 기타 사항들에 대해 조사, 분석

- 조사, 분석 내용

위에서 기술된 감정 항목 및 항목별 중요도를 종

합, 기술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감정항목 및 항목별 중요도
감정 항목 세부 내용

중요도

(%)
중요도 합(%)

소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방법 10
50

코드 일치정도 40

저장관리형태
인덱스 구조 5

15
자료구조 동일성 10

공간연산 공개소프트웨어 이용형태 15 15

화면 구성
구성 메뉴 10

15
아이콘 구성 형태 5

기타 파일의 동일성 5 5

합 계 100 100

3.3 감정항목별 복제정도 산출

위에서 결정된 감정 항목별 복제 정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계산한다. 단, 감정항목이 공개 소프

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이전에 기술된 감정기준에 준

하여 해당항목에 대한 복제정도를 “0”로 하였다.

￭ 소스코드에 대한 복제 정도

- 두 개의 프로그램간 라인 단위로 동일 내용을

추출하여 계산

￭ 저장관리 형태에 대한 복제 정도

- GIS 관련 공간 및 비공간 데이터 접근을 위한

인덱스 구조

- 파일인 경우 : 레코드 구조의 동일성으로 계산

￭ 공간 연산에 대한 복제 정도

- 공간연산에 대한 이용형태의 동일성으로 계산

￭ 화면 구성에 대한 복제 정도

- 주 메뉴 및 부속 메뉴의 동일성으로 계산

- 사용된 아이콘의 동일성 정도로 계산

￭ 기타

- 파일명의 동일성

- 감정의뢰 부분(4개 부분)에 대해 고소인측(A

사)에서 제공한 576개 프로그램 파일들중에서

피고소인(B사)측 프로그램 파일들의 파일명

동일성 조사

위에서 기술한 기준에 준하여 각 감정항목별 복

제정도를 산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감정항목별 복제 정도
감정

항목
세부항목 원본 사본 일치

복제

정도
비고

소스

프로

그램

프로그램

구성방식

완전

상이
0%

코드

일치정도
48,299 44,710 0%

저장

관리

형태

인덱스

구조

R-트리,

B-트리

R-트리,

B-트리
동일 0%

공 개

소스

자료구조

공간

연산

연산이용

형태

기능

포함

외부공개

소스이용
상이 0%

공개소

스

화면

구성

구성메뉴 119 109 39 33%

아이콘

구성
40 42 13 33%

기타
파일,함수

명명방식
576 64 31 5%

합계 100

3.4 종합 복제정도 계산

위에서 기술된 3.2절 및 3.3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개의 감정물에 대한 종합 복제 정도를 계산

하는 단계로 본 감정 프로그램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제 정도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 산출하였다.

- 감정 항목들에 대해 사본에 원본의 내용이 복

제된 정도를 합산

- 계산시 감정 항목들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계산

종합복제정도
  



항목별중요도×항목별복제정도 

(n : 감정 항목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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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복제정도는 위의 수식 (1)에 의해 도

출된 값이 복제의 정도가 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종합 복제정도를 위의 수식 (1)을 적용하면 다

음과 같다.

종합복제 정도 = (10% × 0) + (40% × 0) + (5% ×

0) + (10% × 0) + (15% × 0) + (10% × 32.7) +

(5% × 32.5) + (5% × 5.4)

전체적인 종합복제 정도는 5.17%로서 결과적으

로 매우 낮은 수치이며 따라서 프로그램의 복제나

도용은 매우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증대하면서 제

기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복제여부를 판단하는 내용

이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복제정도 및 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를 위해 감정항목을 설정하고 감정 항목별 중요도

를 설정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복제정도를 산출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인 복제정도 및 도

용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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