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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자바 메소드의 정적 트레이스 정보에 기반한 자바 버스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정적 트

레이스는 런타임 실행 절차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적 버스마크의 장점이 있고, 정적 분석으로 추출하

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나 함수 단위에 적용가능하다는 정적 버스마크의 장점도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버스마킹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있는 신뢰도와 프로그램 최적

화나 난독화에 견딜 수 있는 강인도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버

스마크가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기존 방법보다 강인한 버스마크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많은 프로그램들이 GPL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다. GPL 라이선스의 프로그램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지만 이로부터 개발된 프로젝트도 GPL 라이선스

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많은 소프트웨

어 개발 업체들이 정해진 라이선스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도용 행위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만일 도용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다면 소스 표절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도용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클래스 파일이나 바이

너리로 컴파일되어 배포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프트웨어 버스마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정적 트레이스 기반 

버스마크를 제안하고 효용성을 평가한다.

2. 관련 연구

  자바 클래스를 대상으로 하는 정적 버스마크는 

Tamada에 의해서 제안되었다[1]. 이 방법은 클래스 필드 

변수에 사용된 상수값, 메소드 호출 순서, 클래스 상속 구

조, 사용된 클래스 정보를 버스마크로 이용한다. 자바 클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8-C1090-0801-0020)

래스의 구조적인 특징 기반의 버스마크라서 서로 다른 프

로그램을 구별하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Myles는 k-gram 버스마크[2]를 제안하였다. k-gram 

버스마크는 opcode의 k-gram 집합을 버스마크로 사용한

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구별하는 능력은 뛰

어나지만 프로그램의 흐름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도달 

불가능한 코드(unreachable code)까지도 버스마크에 포

함시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동적 버스마크에는 Myles가 고안한 WPP 버

스마크[3]가 있다. WPP는 전체 프로그램 경로(whole 

program path)를 의미한다. 이 방법은 프로그램을 실행시

키면서 opcode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 형태의 버스마크를 생성한다. 프로그램이 변환되

거나 난독화되어도 실제로 실행되는 opcode는 동일하기 

때문에 강인도가 매우 높지만, 배치 형태로 동작하는 프

로그램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실행 시간에 저장해

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3. 정적 트레이스 기반 버스마크

3.1 소프트웨어 버스마크

 Myles는 copy 관계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정의했다. 다음은 버스마크에 대한 Myles의 정의[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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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적 정보 없이 p 자신에서부터 얻는다.

조건 2. 프로그램 p와 q가 서로 copy 관계에 있다면 

f(p) = f(q) 이다.

281



제2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 제1호 (2008. 5.)

 다음 두 가지 속성은 Tamada와 Myles가 제시한 버스마

크가 만족시켜야 하는 평가 기준을 나타낸다.

속성 1 (신뢰도 Credibility)

같은 기능을 하는 두 프로그램 p와 q에 대해서, p와 q가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f(p)≠ f(q)을 만족해야 한다. 

속성 2 (강인도 Resilience)

프로그램 p'이 프로그램 p로부터 변환되었다고 할 때,

f(p) = f(p')을 만족해야 한다.

3.2 정적 트레이스 기반 버스마크

정의 2 ( 정적 트레이스 )

 메소드의 제어 흐름 그래프(CFG)가 주어진 상태에서, 메

소드의 정적 트레이스는 메소드 시작 지점의 opcode부터 

CFG의 에지를 거쳐서 메소드의 종료 지점에 이르는 

opcode의 시퀀스라고 정의한다.

정의 3 ( Edge-Cover 정적 트레이스 집합 )

 메소드의 CFG를 구성하는 모든 에지가 어떤 정적 트레

이스 집합의 에지에 모두 포함될 때, 이 정적 트레이스 

집합을 Edge-Cover 정적 트레이스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정의 4 ( 정적 트레이스 버스마크 )

 정적 트레이스 버스마크는 집합의 크기가 최소인  

Edge-Cover 정적 트레이스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그림 1 정적 트레이스 기반 버스마크 시스템

 정적 트레이스 기반 버스마크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그

림 1과 같다. 버스마크 시스템은 먼저 두개의 함수를 입

력으로 받는다. 두 함수로부터 각각 기본 블록 단위의 

CFG를 생성하고, CFG에 존재하는 역방향 에지

(back-edge)를 해소하여 트리를 구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트리를 순회하여 정적 트레이스 집합을 생성한다. 생성된 

기본 블록 단위의 트레이스 집합으로부터 바이트코드 트

레이스를 생성하고 두 프로그램의 바이트코드 트레이스 

집합을 비교하여 두 함수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트레이스 기반 버스마크는, 비교 대상인 두 함수의 유

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2차원 구조인 함수의 CFG를 직접

비교하는 대신, CFG로부터 생성가능한 1차원의 트레이스

를 생성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일반적으

로 NP라고 알려진 그래프 비교 문제를 트레이스 비교 문

제로 바꾸어 해결하면, 트레이스 T1과 트레이스 T2에 대

해서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여 시간 복잡도를 

O(|T1| x |T2|)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프로그램으로부터 추출된 트레이스를 비교하는 방법

은 생물 정보학 분야에서 유전자 비교에 사용되는 시퀀스 

정렬(Sequence Alignment)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시퀀스 

정렬에는 시퀀스 전체에 대해서 유사도를 구하는 전체 정

렬(Global Alignment)[4]과 부분 일치에 초점을 두는 지

역 정렬(Local Alignment)[5], 전체 정렬과 유사하지만 

비교 대상 시퀀스의 prefix와 suffix에 대해서 특별하게 

처리하는 Semi-global(or Glocal) Alignment[6]가 있다.

 버스마크는 강인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즉,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각기 독자적으로 개발된 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낮게 나와야만 버스마크로서의 

가치가 있다. 만일 버스마크 시스템에서 지역 정렬을 이

용한다면 부분 일치에 대해서 높은 유사도가 나타나기 때

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도용한 소프트웨어의 원

본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원본 모듈의 일부를 사용하

거나 원본에 자신의 코드를 추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

황에서도 버스마크를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도를 구할 때 prefix와 suffix의 코드 추

가를 고려한 Semi-global 정렬을 사용한다.

3.3 Semi-global 정렬을 이용한 유사도 계산

정의 5 ( 전체 정렬 )

 원본 트레이스 T1과 도용 트레이스 T2에 대하여 σ(i, j)

를 T1[i]와 T2[j]의 일치 여부에 대한 점수라고 하고, 

gap은 공백 삽입에 의한 감점이라고 했을 때, T1[1..i]과 

T2[1..j]의 정렬 점수를 최대로 하는 전체 정렬 G(i, j)는 

다음과 같이 정의[4]한다.

{
G(i-1,j-1) + σ(i,j)

전체 정렬 G(i, j) = max G(i-1,j) + gap

G(i,j-1) + gap
( 단, G(0,0) = 0 )

여기서, 일치 여부에 대한 점수와 공백 삽입에 대한 감점

은 적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값을 사용한다.

 σ(i, j) = {  1 : T1[i] = T2[j]
, gap = -1

-1 : T1[i] ≠ T2[j]

정의 6 ( Semi-global 정렬)

Semi-global 정렬 SG(i, j)는 전체 정렬 G(i, j)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정의[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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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m(P,Q) =max(

min(m,n)

sco[i]

,

min(m,n)

sco[j]

)

∑ ∑
i = 1 j = 1

m

|p[i]|
n

|q[j]|∑ ∑
i = 1 j = 1

SG(T1, T2) =max{ G(i, 1), G(i, 2), ... , G(i, j), 0 } (1)

     (단, G(0, 0)=G(0, 1)=G(0, 2),...,G(0, i) = 0)  (2)  

  Semi-global 정렬과 전체 정렬의 차이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은 전체 정렬한 결과값 중에서 최대값

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도용 트레이스 T2의 마지막까지 

정렬을 하지 않고도 최대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T2의 

suffix 공백에 대해서 감점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정렬의 특성상 득점보다 감점이 많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0을 추가하여 보정하였다. (2)는 도용 트레이스 

T2의 점수 계산은 T2 시작 지점에서 항상 0으로 시작한

다는 것인데, T2의 prefix 공백이 아무리 많더라도 마이너

스 점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0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T2의 prefix 공백에 대한 감점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과 (2)의 효과에 의해서, 원본 트레이스의 

prefix와 suffix에 임의의 코드를 추가하여 도용 트레이스

를 만들더라도 정렬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정의 7 (모듈 유사도)

 두 모듈 P과 Q로부터 생성된 트레이스를 p[1..m]과 

q[1...n]이라고 할때, P와 Q의 모든 트레이스 조합에 대

해서 SG(p[i],q[j])를 계산하여 m∙n 크기의 SG 행렬을 생

성하고, SG 행렬로부터 최대값을 갖는 트레이스 쌍을 순

차적으로 min(m,n)개를 추출하여 sco[1..min(m,n)]에 저

장한다. 이때 두 모듈 P와 Q의 유사도 M-sim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트레이스 Q

트레이스 P

q[1]

(|q[1]|=3)

q[2]

(|q[2]|=7)

q[3]

(|q[3]|=5)

p[1]

(|p[1]|=5)
1 4 3

p[2]

(|p[2]|=7)
3 6 0

(표 1) 모듈 P, Q의 Semi-global 정렬 결과

 표 1을 예제로 트레이스간 모듈간 유사도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어진 SG 행렬에서 가장 큰 값은 6이다. 

이것은 p[2]와 q[2]의 Semi-global 정렬에 의해서 6점을 

얻었다는 의미이다. 가장 큰 점수를 얻은 p[2]와 q[2]를 

가장 먼저 선택하여 매칭하고 p[2]행과 q[2]열을 삭제하

고 나면, 남아 있는 값 중에서 3이 가장 크다. 따라서 

p[1]과 q[3]이 추가로 매칭한다. 매칭된 점수의 합인 9를 

트레이스 크기의 합인 12와 15로 나눈 값 중에서 최대값

을 취하면 모듈 유사도가 된다.

M-sim(P,Q) = max( (6+3)/12, (6+3)/15) ) = 3/4

4. 정적 트레이스 생성

4.1 제어 흐름 그래프(CFG) 생성

 바이트코드로부터 CFG를 생성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CFG 생성 방법을 따른다. 

 바이트코드에서 특별하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은 서브루

틴과 예외(exception) 처리이다. 바이트코드의 서브루틴 

호출인 jsr의 경우 jsr의 타겟에 있는 ret문과, jsr문에서 

인접한 기본 블록을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예외 처리는 예외 범위에 있는 모든 명령문에 대해서 예

외 타겟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예외 범위에 포함

된 모든 기본 블록에 포함된 모든 명령문들이 각각 기본 

블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어 흐름 그래프의 에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외 범위에 있는 기본 블록 단위로 예외 타셋을 연결시

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2 트레이스 트리 및 트레이스 생성

그림 2 반복문의 트레이스 트리 생성

 일단 CFG가 생성된 후에 CFG로부터 트레이스 트리를 

생성할 때 원래 CFG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유

지하지는 못한다. 분기문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모두 고

려하는 트리를 만들 수 있으나 그림 2와 같은 반복문은 

정적인 분석으로 몇 번 반복하여 실행될지 알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경우 각각의 트레이스에 대해서 역방향 

에지를 한번까지만 허용하도록 트레이스 트리를 생성하였

다. 즉,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와 한 번 실행하는 

두 가지 경우로 요약하여 트레이스 트리를 생성한다.

 서브루틴의 트리 생성을 위해서는 서브루틴 스택을 사용

해야 한다. jsr문에 의해서 분기가 될때 복귀 노드를 스택

에 저장하고 서브루틴을 실행한다. 서브루틴이 ret문을 만

나서 종료되면 스택에 저장된 복귀 노드로 분기한다. 

 예외상황 트리 생성은 CFG 생성에서 예외상황에 에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분기문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일단 트레이스 트리가 생성된 이후에는 트리를 순회

(traversal)하면 트레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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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 Insertion Merge Quick Selection Shell

Bubble - 0.3297 0.1319 0.1868 0.2198 0.1648

Insertion - - 0.1880 0.2932 0.3233 0.2406

Merge - - - 0.0169 0.1145 0.0370

Quick - - - - 0.3740 0.2275

Selection - - - - - 0.1145

Shell - - - - - -

<표 2>  3-gram 버스마크의 신뢰도 실험

Bubble Insertion Merge Quick Selection Shell

Bubble - 0.2727 0.1389 0.2222 0.2778 0.2222

Insertion - - 0.2121 0.1212 0.2727 0.0606

Merge - - - 0.2456 0.2051 0.0667

Quick - - - - 0.2564 0.1111

Selection - - - - - 0.0769

Shell - - - - - -

<표 3> 정적 트레이스 기반 버스마크의 신뢰도 실험

이스가 생성되면 3.3절에서 설명한 트레이스 정렬 알고리

즘으로 모듈 간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

5. 실험 및 평가

 정적 트레이스 기반 버스마크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 대표적인 정적 버스마크 기법인 k-gram 버스마크와 

비교 실험을 하였다. 버스마크는 같은 일을 수행하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있는 신뢰

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수 배열을 정렬하는 6가지 함수

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강인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난독화 도구인 Smokescreen[7]와 자바 압

축 도구인  Jarg[8]를 사용하였다. 또한 컴파일러가 바뀌

었을 때의 강인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Jikes 컴파일러[9]

를 이용해서 실험하였다.

 * 평균 : 0.1975

 * 평균 : 0.1841

표 2와 3은 각각 3-gram 버스마크와 정적 트레이스 기

반 버스마크의 신뢰도 실험 결과이다. 신뢰도 실험에서는 

유사도가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 

결과 평균값은 1.34% 차이를 보이며 근소하게 정적 트레

이스 버스마크가 3-gram 버스마크보다 신뢰도가 높았다.

Smokescreen Jarg Jikes

3-gram Trace 3-gram Trace 3-gram Trace

Bubble  0.9444 0.9670 1.0000 1.0000 0.6111 1.0000

Insertion 0.9394 0.9699 1.0000 1.0000 0.6061 1.0000

Merge 0.7632 0.9158 0.9600 1.0000 0.8289 1.0000

Quick 0.8421 0.9045 0.9464 1.0000 0.8750 1.0000

Selection 0.7179 0.8092 1.0000 1.0000 0.7179 1.0000

Shell 0.9111 0.9735 1.0000 1.0000 0.6000 1.0000

평균 0.8530 0.9233 0.9844 1.0000 0.7065 1.0000

차이 0.0703 0.0156 0.2935

<표 4> 3-gram 버스마크와 정적 트레이스 버스마크의 

난독화와 컴파일러 변경에 대한 강인도 실험

 표 4는 강인도 실험 결과이다. Smokescreen, Jarg, 

Jikes를 이용한 실험에 대해서 각각 7.03%, 1.56%, 

29.35%의 차이를 보이며 정적 트레이스가 높은 강인도를 

보였다.

 Smokescreen이나 Jarg에 비해서 Jikes 실험에서 큰 차

이가 발생한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javac 컴파일러가 

ifgt로 컴파일했던 부분을 Jikes 컴파일러가 ifle로 컴파일

하면서 true와 flase 블록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컴파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k-gram버스마크는 이렇게 명령어가 바

뀌는 프로그램 변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트레이스 기반 버스마크는 분기문에 대해서 양쪽 

트레이스를 모두 생성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가 발생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트레이스를 생성할 수 있

기 때문에 높은 강인도를 얻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은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반영하는 정적 트레

이스를 생성하여 버스마크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트레이스 간 유사도 비교는 시퀀스 정렬 방법 중에서 

Semi-global 정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버스마킹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

을 구별할 수 있는 신뢰도와 최적화나 난독화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도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버스마크가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난독화나 

컴파일러 변경에 매우 강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실험 대상을 애플리케이

션 단위로 확장하여 프로그램 간 유사도를 측정할 계획이

고 자바 바이트코드에 가중치를 주어서 신뢰도를 더욱 높

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존의 버스마킹 기법과의 

비교 평가 및 다양한 자바 컴파일러와 난독화 도구에 대

한 강인도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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