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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effective method for comparing control flow graphs which represent static structures of binary programs. 

To compare control flow graphs, we measure similarities by comparing instructions and syntactic information contained in basic blocks. In 

addition, we also consider similarities of edges, which represent control flows between basic blocks, by edge extension. Based on the 

comparison results of basic blocks and edges, we match most similar basic blocks in two control flow graphs, and then calculate the 

similarity between control flow graphs. We evaluate the proposed edge extension method in real world Java programs with respect to 

structural similarities of their control flow graphs.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e also performed experiments 

with a previous structural comparison for control flow graph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method is evaluated to have 

enough distinction ability between control flow graphs which have differe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method takes more 

time than previous method, it is evaluated to be more resilient than previous method in comparing control flow graphs which have similar 

structural characteristics. Control flow graph can be effectively used in program analysis and understanding, and the proposed method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various areas, such as code optimization, detection of similar code, and detection of code plagi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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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바이 리 로그램의 정 인 구조를 표 하는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하기 

해서 기본 블록에 포함된 로그램의 명령어  구문 정보를 비교한 후 기본 블록 사이의 유사한 정도를 측정한다. 한, 에지 확장을 통해 

기본 블록들 간의 제어 흐름을 표 하는 그래  에지의 유사성을 함께 반 한다. 각 기본 블록 사이의 유사도 결과를 기반으로 기본 블록을 서

로 매칭하고, 기본 블록 사이의 매칭 정보를 이용해서 체 제어 흐름 그래 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자바 로그램

으로부터 추출한 제어 흐름 그래 를 상으로 제어 흐름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두 가지 기 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성능을 평가하

기 해서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을 함께 실험하 다. 실험 결과로부터 에지 확장 방법은 서로 다른 로그램에 해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그램 비교에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구조가 유사한 로그램에 한 매칭 능력에서 기존의 구조  비

교 방법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 다. 제어 흐름 그래 는 로그램의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 방법은 

로그램의 유사성 비교를 통한 코드의 최 화, 유사 코드 검출, 코드의 도용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키워드 : 제어 흐름 그래 , 그래  구조 비교, 로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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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이 리 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 는 로그램의 정

인 구조를 효과 으로 기술할 수 있는 자료 구조이다. 그

래서, 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 정보를 활용하기 

해서 정  분석, 동  분석 등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그램의 유사성을 단하기 해서 

제어 흐름 그래 의 에지 확장을 통해 효과 으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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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를 

해서 그래 를 구성하는 기본 블록(basic block)들의 특성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 블록에 포함된 로

그램의 명령어나 구문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기본 블록 사이

의 유사성을 반 할 수 있다. 한 기본 블록들 간의 제어 

흐름을 표 하는 그래  에지의 유사성을 검출하기 해서 

각 기본 블록은 에지 확장을 통해서 구조  유사성을 반

하고 있다. 체 제어 흐름 그래 의 유사도는 각 기본 블

록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 매칭을 수행하고, 매칭 정보를 

체 로그램으로 확장함으로써 얻는다. 

제어 흐름 그래 는 로그램의 정 인 구조를 표 하는 

가장 요한 자료 구조 의 하나이다.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는 로그램의 유사성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래  비교를 통한 코드의 최

화, 유사 코드 검출, 코드의 도용 탐지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1, 2]. 최근에는 다양한 운  환경에서 격하게 증가하

고 있는 악성 코드의 검출을 해서 제어 흐름 그래 를 활

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3, 4, 5].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에지 확장 방법은 자바로 구 한 

로그램을 상으로 두 가지 평가 기 에 따라 실험을 수

행한다.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 

[12, 13]을 함께 실험하고 성능을 비교한다. 실험 결과를 통

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수정

된 로그램의 비교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 효과 인 결과

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그래  비교에 

한 기존의 련 연구에 해서 요약한다. 3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 방법에 해서 

기술한다. 4 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방법이 제어 흐

름 그래 의 비교에 효과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5 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개선 방향  향후 연구 계

획에 해서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6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그래 는 자료의 장  구조를 표 할 수 있는 기

인 자료 구조로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

들을 표 하기 해서 그래  형태가 효과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비교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 

일반 인 그래 의 비교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교 상이 되는 그래 의 노

드들이 이블(label)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각 노드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이며, 노드간의 

비교는 연결된 에지의 동일성 여부로 단하게 된다. 두 번

째는 그래 의 노드가 이블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노

드의 이블은 노드 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과는 다른 비교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 인 그래 의 비교 방법으로 두 그래 의 동일성을 

비교하기 해서 최  공통 부분 그래 (maximum common 

subgraph) [6]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  공통 부분 

그래 를 찾는 문제는 NP-Hard 문제로 그 계산의 복잡도가 

비효율 이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직  활용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해서 최  공통 부분 그래 를 활용한 근

사 비교 방법 [7, 8]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외에

도, 그래 의 편집 거리 (edit distance)에 기반한 방법 [9], 

통계학 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10] 등 다양한 비교 방

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바이 리 로그램의 구조를 표 하는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하기 해서는 일반 인 그래  비교 알고리즘과 다

른 근 방법을 이용한다. 제어 흐름 그래 를 구성하는 노

드를 구성하는 명령어 정보  에지의 유사성 등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Falke [12]와 Dullien 등 [13]은 부분 인 

업데이트가 용된 바이 리 로그램의 차이를 비교하는 

구조  비교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제어 흐름 그래

의 노드와 에지가 가지는 특성 정보를 비교하고 반복 으

로 매칭함으로써 원본 로그램과 수정된 로그램의 차이

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부분 으로 수정

된 바이 리 로그램의 비교에서 효과 인 매칭 결과를 보

여 다.

3. 에지 확장을 통한 제어 흐름 그래  비교

3.1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 방법

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 (control flow graph) [1]는 

로그램의 정 인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 구조로서 제어 흐

름 그래     의 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N은 제

어 흐름 그래 가 가지는 노드의 집합으로 각 노드는 하나

의 기본 블록을 표 한다. 이 기본 블록에는 로그램의 수

행 에 실행되는 명령어나 구문 정보  제어 흐름을 변경

하는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E는 에지(edge)의 집합으로 

제어 흐름 그래 에 포함되는 기본 블록 간의 제어 흐름 

계를 나타낸다. 

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 는 노드와 에지의 집합으로 

표 되는 기본 블록과 제어 흐름으로 표 할 수 있고, 그래

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하기 해서 기존의 그래  비교 알고리즘을 용

할 수 있지만 제어 흐름 그래 에 직  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제어 흐름 그래 의 각 노드는 기본 블록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유사성을 단할 수 있는 명령어  구문 정보들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노드들이 동일성 

여부 뿐만 아니라 부분 인 유사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를 가진다. 반면, 기존의 그래  알고리즘 [6, 7, 8, 9, 10]에

서는 노드에 이블이 있는 경우에 노드의 동일성 여부를 

단할 수 있지만 부분 인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Falke [12]와 Dullien 등 [13]에서는 제어 흐름 그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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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을 분석하기 해서 기본 블록과 에지가 가지는 다양

한 특성 시그 처 정보(indegree, outdegree, 함수 호출 정

보, 시작 지 에서의 거리 등)을 비교하고 기본 블록이 더 

이상 매칭 되지 않는 고정 (fixpoint)를 찾을 때까지 반복

으로 매칭한다. 이 방법은 체 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원본을 유지하고, 부분 으로 업데이트 패치된 바이 리 

로그램에서 차이 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체 인 로그램의 수정이 있거나 구조 으로 

기본 블록의 시그 처 정보가 변경된 로그램에 해서 정

확한 매칭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 블록의 매칭을 해

서 특성 시그 처 정보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매칭이 

어렵고, 일반 인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하는 환경에 활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 리 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 사

이에 유사도를 검출하기 해서 우선 기본 블록간의 유사한 

정도를 측정한다. 기본 블록 간의 유사성은 에지 확장을 통

해 블록 간의 변별력을 크게 가질 수 있다. 체 제어 흐름 

그래 의 유사도는 기본 블록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최

의 매칭을 찾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기본 블록의 매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블록들을 순서 로 매칭하게 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형태 는 임의로 

수정된 제어 흐름 그래 에 해서 기존의 구조  비교 방

법 [12, 13]보다 범 하게 용할 수 있다.

3.2 기본 블록의 비교

기본 블록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해서 기본 블록에 포함

되어 있는 명령어  구문 정보들을 비교한다. 기본 블록의 

비교는 기본 블록이 가지는 구문 정보들을 원소로 하는 집

합에 해서 두 기본 블록에 한 체 집합에서 동일한 원

소를 나타내는 교집합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방

법을 용한다.

두 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  A와 B에 해서 각각 i 

번째와 j 번째 기본 블록을 각각  라고 할 때, 두 기본 

블록의 비교 결과 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여기서, 는 제어 흐름 그래 의 기본 블록 

에 포함된 명령어  구문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합 

A에 해서 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기본 블록의 비교에서 제어 흐름 그래 에 포함된 기본 

블록들에 해서 각각 동일한 명령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유사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측정값은 제어 흐름 그래 의 유사도를 분석하는 시작

이 된다.

그래 는 노드와 에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 의 유사

도를 측정하기 해서 노드 뿐만 아니라 에지의 유사성 역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할 때, 기본 

블록의 제어 흐름을 나타내는 에지의 유사성을 함께 고려한

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비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 제어 흐름 그래 의 기본 블록이 가지는 에지

의 비교 결과를 확장함으로써 효과 으로 비교할 수 있다. 

3.3 기본 블록의 에지 확장

각 기본 블록은 방향성을 가지는 에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지는 기본 블록 사이의 제어 흐름을 표 한다. 에지 

확장에서는 기본 블록의 비교를 해서 나가는 제어 흐름을 

표 하는 에지(outgoing edge)와 들어오는 제어 흐름을 표

하는 에지(incoming edge)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가는 에지에 한 유사성은 이 에지를 통해서 도달하는 

기본 블록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기본 블록들에 포함된 

명령어  구문 정보들의 유사성을 비교한다. 이 비교 결과

는 단순히 하나의 에지만을 비교한 결과라기보다는 기본 블

록을 심으로 한 에지들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기본 블

록이 제어 흐름 그래  상에서 독립된 원소가 아니고 체 

구조에서의 치를 확인하고 유사한 블록을 신뢰성 있게 매

칭하는 데 요한 정보가 된다. 들어오는 에지에 한 유사

성 한 동일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두 제어 흐름 그래  A와 B에 해서 각각 i 번째와 j 

번째 기본 블록을 각각  라고 할 때, 기본 블록에서 나

가는 에지에 한 유사성 와 들어오는 에지에 

한 유사성 는 아래의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

∩
         

 ∪

∩

여기서, 는 제어 흐름 그래  A의 i 번째 

노드에서 나가는 에지에 의해 연결된 기본 블록에 포함된 

명령어  구문의 집합을 의미하고, 는 제어 

흐름 그래  A의 i 번째 노드로 들어오는 에지의 시작하는 

기본 블록들에 포함된 명령어  구문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 수식을 통해 비교한 결과는 하나의 기본 블록에 해

서 그 블록의 실행 후에 실행되는 기본 블록들에 동일한 

구문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측정한다. 기본 블

록의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기 해서 그 연속 으로 실행되

는 블록을 비교한 결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에지를 확

장한 것이다. 이는 제어 흐름 그래  상에서 기본 블록 간

의 선후 계를 반 할 수 있고,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

에 로그램의 실행 차를 반 할 수 있다. 따라서, 로그

램이 수정되더라도 차가 유사하다면 유사성을 확인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에지 확장을 통한 기본 블록 간의 유사성은 세 가지 비교 

척도 를 함께 고려하여 구할 수 있다.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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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example of comparing basic blocks A and B

제어 흐름 그래  A, B에서 각각 i 번째와 j 번째 기본 블

록의 유사성 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이 수식은 기본 블록 자체의 유사성과 기본 블록과 인

한 블록들의 유사성을 히 조율함으로써 체 제어 흐름 

그래  상에서 기본 블록 사이의 유사도를 표 한다. 여기

서, 는 기본 블록과 에지 확장을 통한 에지의 유사도

에 한 비 을 결정하는 계수이다. 이 값에 의해 기본 블

록과 에지에 반 하는 가 치를 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기본 블록의 비교와 에지 확장의 비율을 동일하게 평

가하고       로 설정하 다.

기본 블록의 유사성은 두 기본 블록이 가지는 구문 정보

와 들어오는 제어 흐름  나가는 제어 흐름 모두 동일한 

형태를 가질 때 1.0의 유사도를 가지게 되고, 공유하는 구문 

정보가  없고 일치 하지 않을 때 0.0의 유사도를 가지

게 된다. 따라서, 의 값은 두 기본 블록 간의 유사

한 정도에 따라서 0.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진다.

기본 블록 사이의 유사성은 두 개의 제어 흐름 그래 를 

구성하는 모든 기본 블록들 사이에 측정되어야 한다. 즉, 제

어 흐름 그래  A와 B가 각각 m개와 n개의 기본 블록을 

포함하고 있을 때 기본 블록 간에 총 ×  에 한 유

사성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측정값은 제어 흐름 그래

의 유사성을 결정하기 해 기본 블록의 매칭을 한 기

으로 활용된다.

3.4 기본 블록의 비교 제

Fig. 1에서는 두 개의 제어 흐름 그래 에서 각각 기본 

블록 A와 B를 보여주고 있으며, A와 B는 연결된 에지를 

통해 제어 흐름으로 연결된 기본 블록간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기본 블록 내에 표기된 알 벳 소문자는 기본 

블록을 구성하는 로그램 명령어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본 제에서 기본 블록 A에는 3개의 명령 구문 {f, g, h} 가 

포함되어 있고, 기본 블록 B에는 명령 구문 {f, h, b} 가 포

함되어 있다. 그래서 두 기본 블록 사이의 유사성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제어 흐름 계를 반 하기 해서 와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그러므로, 기본 블록 A와 B 사이의 유사도 는 

다음과 같다.

  


×



×






 

따라서 Fig. 1에서 나타난 기본 블록 A와 B의 유사도는 

0.429 의 값을 가진다.

3.5 제어 흐름 그래 의 유사도 검출

앞 에서 제어 흐름 그래 를 구성하는 각 기본 블록들 

사이에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측

정값들은 체 으로 두 제어 흐름 그래  사이에 유사한 

기본 블록들의 분포 여부를 효과 으로 단할 수 있는 근

거를 제공한다. 두 제어 흐름 그래 의 기본 블록의 집합을 

각각   라고 할 때, 두 그래  사이의 유사성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min 
 

   

여기서,  는 기본 블록 집합 과 가 각

각   ⋯   ⋯이라고 할 때, 기

본 블록 사이의 유사도   값이 큰 순서 로 일 일 

매칭된 의 유사도 값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두 제어 흐름 그래 에서 높은 유사도 

순으로 매칭된 기본 블록 의 유사도 총합이 된다.

매칭 과정은 각 기본 블록 간의 유사도 에 해 

크기 순서 로 기본 블록을 일 일 매칭을 반복한다. 크기

가 작은 제어 흐름 그래  (기본 블록의 개수가 작은 그래

)의 기본 블록이 모두 매칭 되면 매칭은 종료되고, 매칭된 

의 유사도 합을 이용해서 제어 흐름 그래  사이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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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W 0.8 0.3 0.3 0.4 0.1

X 0.6 0.6 0.7 0.5 0.5

Y 0.4 0.9 0.5 0.8 0.3

Z 0.5 0.7 0.6 0.3 0.9

Table 1. Matching basic blocks of two control flow graphs by 

considering similarities

Programs
# of 

classfiles

Control flow graphs

#

# of edges # of basic blocks

Avg. min max Avg. min max

Apache Derby 1,436 140 120.0 40 449 79.5 40 352

Mckoi SQL DB 617 40 131.5 41 590 112.6 40 503

SmallSQL DB 164 17 127.6 41 412 135.3 40 506

Sum 2,217 197 122.3 40 590 91.0 40 506

Table 2. The information of control flow graphs of benchmark programs

도를 구할 수 있다. 제어 흐름 그래 의 유사도는 블록 사

이의 유사도 총합을 크기가 작은 제어 흐름 그래 의 블록 

수로 나눔으로써 정규화할 수 있으며, 체 유사도의 정도

에 따라 0.0 에서 1.0 사이에 값을 가지게 된다. 이 결과 값

은 체 제어 흐름 그래  사이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낸다. 

3.6 제어 흐름 그래 의 유사도 검출 제

두 제어 흐름 그래 의 기본 블록이 각각 

 와   라고 하면 각 기

본 블록 사이의 유사도는 3.2 과 3.3 에서 기술한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 유사도 결과가 Table 1과 같다고 할 

때 두 제어 흐름 그래  사이의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두 제어 흐름 그래 의 유사도를 검출하기 해서 먼  

유사도가 높은 기본 블록을 순서 로 매칭한다. Table 1에

서 기본 블록 B와 Y, 그리고, 기본 블록 E와 Z가 각각 유

사도 0.9로 가장 높다. 그래서 이 두 블록을 순서 로 우

선 매칭한다. 그 후 남은 노드들 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

은 기본 블록의 은 A와 W이고 유사도는 0.8이다. 마지

막으로 기본 블록 C와 X가 매칭이 되고 유사도는 0.7이다. 

매칭된 기본 블록의 유사도 집합 은 

가 된다. 따라서,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 결과 체 유사도는 아래와 같다.

 min
 

 


 

따라서, 두 제어 흐름 그래  사이의 유사도는 0.825가 되

고, 기본 블록 매칭을 통해 제어 흐름 그래 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에지 확장 방법은 임의의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에 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본 블록 간의 유사

도를 에지 확장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단할 수 있는 바

이 리 로그램에서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

4. 실험  평가

4.1 실험 환경

본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

기 한 실험 결과를 보여 다. 성능 평가 실험을 해서 

제어 흐름 그래 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방법은 C언어와 

이썬[11]으로 구 하 다. 실험 상 로그램은 바이

리 로그램으로서 자바로 구 된 로그램의 클래스 

일에 포함된 바이트코드에 한 제어 흐름 그래 를 상

으로 하 다.

에지 확장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기존의 제어 

흐름 그래  구조  비교 방법 [12, 13]을 함께 구 하고 실

험 결과를 비교하 다.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은 제어 흐

름 그래 의 구조  특성을 이용해서 기본 블록을 매칭하는 

방법이다. 기본 블록의 매칭을 해 기본 블록의 indegree, 

outdegree, 함수 호출 정보, 기본 블록의 재귀  특성, 시작 

지 에서 최단 거리, 종료 지 까지 최단 거리 등의 특성 

등을 시그 처 정보로 비교하고 최 의 매칭 블록을 찾으며, 

이런 과정은 고정 을 찾을 때까지 반복 으로 수행된다. 

Table 2에서 본 실험에서 비교 상으로 사용한 벤치마

크 로그램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상 로그램은 자

바로 구 된 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인 Apache Derby, 

Mckoi SQL Database, SmallSQL Database를 이용하 다.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 상 로그램에서 추출한 

제어 흐름 그래  에서 에지와 기본 블록의 개수가 모두 

40개 이상인 197개의 제어 흐름 그래 를 상으로 하 으

며, 에지와 기본 블록의 평균값은 122개와 91개, 최 값은 

각각 590개와 50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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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extension
Structural 

comparison 

Avg. similarity 11.1% 0.8%

Min. similarity 0.0% 0.0%

Max similarity 100.0% 89.4%

# of comparisons 19,306 19,306

Time (sec) 6,155s 5,598s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comparisons between CFGs of 

different programs

Fig. 2. Similarity distribution ratios for CFGs with different 

structures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실험은 

두 가지 에서 수행하 다. 비교를 통한 유사도는 상

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요하다. 즉, 서로 구조가 유사한 로그램을 비교한 경우

에는 높은 유사도 결과를  수 있어야 하며, 유사하지 않

은 로그램을 비교한 경우에는 상 으로 낮은 유사도를 

보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기 을 평가하기 해서 구조가 

서로 유사하지 않은 로그램을 비교한 실험과 서로 유사한 

로그램을 비교한 실험을 각각 수행하 다. 

4.2 구조가 서로 다른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하기 

해서 실험 상이 되는 197개의 제어 흐름 그래 를 각각 

서로 비교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교 방법과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 [12, 13]을 이용해서 총 19,306 에 한 

비교를 수행하 으면 결과를 분석하 다. 본 실험은 다른 

제어 흐름 그래  사이의 비교 결과에서 얼마나 변별력 있

는 유사도 결과를 보여주는지 평가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제어 흐름 그래 라면 충분히 낮은 유사도 분포를 보이는 

것이 효과 이다.

Table 3은 본 실험의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 다. 에지 확

장 비교 방법은 총 비교 결과 나타나는 유사도가 최소 0.0%

에서 100.0% 사이에 분포했으며, 평균 11.1%의 유사도를 보

다.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은 비교 결과 유사도가 0.0%

에서 최  89.4%까지 범 에 분포하 으며 평균 유사도는 

0.8% 다. 본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는 실험 결과를 볼 때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이 에지 확장 방법 보다 낮은 유사

도 분포를 보임으로써 서로 다른 로그램에 한 변별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지 확장에서 높은 유사도를 보인 비교 상에 해서 

원인을 찾기 해서 로그램을 직  분석하 다. 비교 

상 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 에는 Apache Derby에 있는 

SQLParserTokenManager.class에서 총 28개의 제어 흐름 

그래 와 Mckoi SQL DB에 있는 SQLTokenManager.class

에서 총 13개의 제어 흐름 그래 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로그램은 개발자가 직  작성한 코드가 아니고, SQL 구

문을 싱하기 해서 서 생성기인 JavaCC를 이용해서 

자동 생성된 SQL 서 로그램이었다. JavaCC의 코드 생

성 패턴의 유사성 때문에 유사한 형태의 제어 흐름 그래

를 포함하는 코드로 생성되었고, 에지 확장을 이용한 방법

에서 높은 유사도를 보 던 것이다. 기존의 구조  방법에

서 한 80% 이상의 높은 기본 블록 매칭을 보이기도 하

다. 따라서 에지 확장을 이용한 방법에서 높은 유사도를 보

인 비교 상은 실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제어 흐름 그래

로 분석되었고, 체 평균 유사도 11.1%로써 서로 다른 

로그램을 구분하기에 충분히 낮은 유사도 값을 보이는 것

으로 평가된다.

수행 시간은 각각의 비교 방법으로 체 상 로그램을 

비교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 다.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은 19,306 의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하는데 5,598

가 걸렸으며, 에지 확장 방법의 경우 동일한 실험에서 6,155

가 걸렸다. 에지 확장 방법은 기본 블록의 매칭을 해서 

기본 블록에 포함된 명령어들을 모두 비교하기 때문에 기존

의 방법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구조  비교 방법은 

기본 블록의 매칭을 해서 기본 블록의 특성 정보만으로 

빠르게 비교하기 때문에 에지 확장 방법에 비해 속도 향상

이 있었지만, 기본 블록 사이에 최 의 매칭에 해당하는 고

정 (fixpoint)을 찾기 해 반복 으로 매칭을 시도하기 때

문에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ig. 2는 실험 결과 나타나는 유사도의 분포 비율을 그

래 로 보여주고 있다. 가로축은 비교 결과 나타나는 유사

도의 범 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각 유사도 범 에 속하는 

결과의 비율을 나타낸다. 낮은 유사도 구간에서 많은 비교 

결과가 치할수록 다른 로그램에 한 변별력이 우수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에서 기존의 구조  비교 방

법은 부분의 비교 결과가 10% 미만의 구간에 치하고 

있으며 변별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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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S Tr. Comp. and Comm. Sys.

Smokescreen Zelix KlassMaster

Edge 

extension

Structural 

comp. 

Edge 

extension

Structural 

comp.

Avg. 

similarity
92.9% 44.3% 77.1% 30.4%

Min. 

similarity
49.6% 0.0% 23.3% 0.0%

Max 

similarity
100.0% 99.8% 100.0% 100.0%

# of 

comp.
197 197 197 197

Time 

(sec)
118s 63s 141s 79s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of comparisons between CFGs 

with similar structures(Smokescreen and ZKM)

로 에지 확장 방법은 높은 유사도 구간에 결과들이 치

하고 있지만, 부분의 비교 결과는 30% 이하의 낮은 유

사도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로그램임을 변

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70% 이상의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부분의 제어 흐름 그래 는 JavaCC에 

의해서 자동 생성된 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로 다른 로그램에 한 변별력에서 기존의 구조  비

교 방법은 기본 블록의 시그 쳐 정보가 다르면 기본 블록

의 매칭 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경우 효과 인 결과를 보 다. 반면 에지 확장 방법은 서로 

시그 처 정보가 다르더라도 명령어의 패턴에 일부분 유사

성이 있다면 부분 인 매칭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 으로 

높은 유사도 분포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사도 결

과는 다른 로그램을 변별하기에는 충분히 낮은 결과 분포

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4.3 구조가 유사한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

본 실험은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할 때 높은 유사도를 결과로 보일 수 있는지를 평

가한다. 실험을 해서 유사한 구조의 로그램은 원본 

로그램을 변형한 로그램을 고려하 으며, 난독화 도구인 

Smokescreen [14]과 Zelix KlassMaster(ZKM) [15]를 사용

하 다. 이 도구는 원본 로그램에 해서 실행 결과는 

동일하지만 역분석이 어렵고 디컴 일이 안되도록 로그

램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변환된 로그램은 

원본 로그램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지만 내부 인 구성

이 달라진다. 본 실험에서는 Table 2에서 제시한 실험 

상 로그램에 해서 두 가지 난독화 도구를 이용해서 

변환하고, 원본과 변환된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하는 실

험을 수행한다. 

Table 4는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로그램의 비교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mokescreen과 ZKM으로 변환

한 로그램에 해서 각각 비교하 으며, 성능 평가를 

해서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도 함께 실험하 다. 

Smokescreen을 이용해 변환한 로그램의 비교 실험에서 

에지 확장 방법의 유사도는 최소 49.6%에서 100%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유사도는 92.9%로 과반수 이상이 

90% 이상의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구조  비교 방법은 최소 0.0%로 기본 블록의 매칭

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으며, 평균 44.3%의 유사도를 보이고 

있다. ZKM으로 변환한 로그램에 한 실험 결과에서 에

지 확장은 최소 23.3%의 유사도를 보 으며, 평균 77.1%의 

유사도를 보임으로써 Smokescreen을 통한 비교 실험보다 

유사도가 다소 낮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구조  

방법도 마찬가지로 유사도의 평균이 30.4%로 Smokescreen

에 비해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 결과로부터 

Smokescreen 이나 ZKM을 이용해 수정된 로그램에 해

서 에지 확장을 용한 방법이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 보

다 높은 유사도 값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  유사성을 탐지

하는데 보다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 시간은 각각의 실험에서 총 197 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하는데 걸린 총 소요 시간을 

측정하 다.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은 Smokescreen과 

ZKM을 이용한 실험에서 각각 63 와 79 가 걸렸으며, 에

지 확장 방법은 118 와 141 가 걸려서 2배 정도 많은 시

간이 걸렸다. 앞 의 실험에서 10% 정도의 수행 속도 차이

가 난 것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하

다. 유사한 제어 흐름 그래 의 경우 기본 블록의 시그 처

를 통해서 매칭하는 구조  비교 방법의 경우 매칭이 원활

하게 진행되면서 고정 을 찾기 한 매칭 과정의 반복 횟

수가 어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사한 구조의 제어 흐름 

그래 에 해서는 구조  비교 방법이 보다 빠른 성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 Smokescreen에서 보다 ZKM에

서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구조 인 차이가 커짐으로 

인해서 고정 을 찾기 한 반복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에지 확장 방법은 기본 블록의 매칭을 해서 기

본 블록 내의 명령어들을 함께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2배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실제 환경에서 용할 수 있는 

수 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Fig. 3과 Fig. 4는 본 실험 결과로 나온 결과의 유사도 범

별 분포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Smokescreen을 이용한 실

험 결과에서 에지 확장 방법은 15% 정도의 결과는 100% 

매칭 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80% 이상의 결과는 유사

도가 90% 이상의 범 에 치함으로써 매우 높은 유사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구조  방법은 90% 이상 

높은 유사도를 보인 결과는 상 으로 었으며, 35% 이상

의 결과는 10% 이하의 낮은 유사도를 보임으로써 매칭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ZKM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 에지 확장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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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ilarity distribution ratios for CFGs with similar 

structures (Smokescreen)

Fig. 4. Similarity distribution ratios for CFGs with similar 

structures (ZKM)

Smokescreen을 이용한 실험 보다 낮은 유사도 구간에 분포 

비율이 높아졌다. 에지 확장 방법의 경우 25% 정도의 결과

는 100%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40% 정도의 

결과는 50-70%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50% 이상의 

상 으로 높은 유사도 구간에 부분의 결과들이 분포하

고 있다.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은 과반수에 해당하는 결

과가 10% 미만의 유사도를 보 으며, 체 으로 에지 확장

을 통한 방법에 비해서 매칭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

다. ZKM을 이용한 실험에서 유사도가 상 으로 낮게 나

온 것은 ZKM을 통한 변환이 제어 흐름 그래 의 구조 인 

형태에 보다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에지 확장 방법이 유사한 로그램의 

비교에서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인 것은 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되더라도 제어 흐름 그래

의 기본 골격이 유지된다면 선후 계에 있는 기본 블록의 

계 한 그 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사도가 낮게 나온 결과는 난독화를 통한 변화

가 제어 흐름 그래 의 변형 뿐만 아니라 명령어 자체의 치

환과 같은 복합 인 수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의 구조  비교 방법은 기본 블록의 매칭을 해서 기본 블

록 내의 명령어나 구문 정보를 자세히 고려하기 보다는 기

본 블록의 시그 처 정보를 이용해서 빠르게 동일한 블록을 

매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근 방법은 수행 

성능에 있어서 빠른 비교  매칭이 가능하고, 로그램에

서 일부 역에 한정된 업데이트만 용된 경우에 서로 다

른 부분을 찾아낼 때 효과 으로 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로그램의 반 인 수정으로 인해 기본 블록의 시그 처 

정보의 변화가 많은 경우 매칭을 통한 비교가 효과 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에지 확장 

방법은 임의의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할 때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토론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바이 리 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하기 해서 기본 블록의 유사도와 더불어 에지 확장을 

통해 제어 흐름 그래 의 구조 인 특성을 비교한다. 각 기

본 블록들은 서로간의 유사성 순서에 따라 매칭함으로써 

체 제어 흐름 그래  사이의 매칭 계를 확인하고 유사도

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 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바이 리 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 를 비

교하는 구조  비교 방법 [12, 13]은 제어 흐름 그래 의 차

이를 분석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체 으로 

유사하지만 일부분의 수정이나 업데이트 패치가 된 로그

램에서 수정된 부분을 찾고 그 변경된 내용을 빠른 시간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반면에 임의의 여러 부분에

서 변경 된 제어 흐름 그래 를 비교할 때는 기본 블록의 

시그처  정보를 이용해 매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비교 방법의 개선을 해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계

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  구조를 비교하기 해서는 그래

를 구성하는 두 가지 원소인 기본 블록과 에지의 비교 결

과를 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블록

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해서 두 기본 블록 사이의 유사도 

과 에지 확장을 반 하는 유사도 를 함께 

반 하고 있다. 이 유사도 값을 평균 으로 반 하기 해

서 가 치 비율을  로 실험을 수행하 다. 로그램

에 따라 하나의 기본 블록에 해 나가는 에지와 들어오는 

에지는 여러 개인 경우가 일반 이며 많은 수의 기본 블록

들이 연 되기 때문에 노드와 에지에 한 가 치 비율을 

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다양한 

로그램에서 실험을 통해 기본 블록과 제어 흐름 사이의 

유사도 반  비율을 조율한다면 비교 결과의 신뢰성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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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 는 로그램의 정 인 구조

와 동작 특성을 효과 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정  분

석과 동  분석 등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바이 리 로그램의 구조를 표 하는 제어 흐름 그

래 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를 해서 그래

를 구성하는 기본 블록들이 가지는 내부 정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 블록에 포함된 로그램의 명

령어나 구문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기본 블록 사이의 유사성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기본 블록 사이에 제어 흐름을 표

하는 에지의 정보를 반 하기 해서 에지 확장 방법을 

제안하 다. 에지 확장은 기본 블록을 매칭할 때 들어가는 

에지와 나가는 에지로 인 한 기본 블록들의 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로그램의 수정에 강인한 제어 구조를 반

할 수 있다. 제어 흐름 그래  사이의 유사도를 구하기 

해서 기본 블록과 에지 확장을 통해 구해진 유사도에 따라 

기본 블록을 매칭하고, 매칭된 결과를 이용해서 체 로

그램의 유사도를 검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자바 

로그램으로부터 추출한 제어 흐름 그래 를 상으로 실

험을 하 다. 실험은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두 가지 기 으

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비교를 해서 기존의 구조  비

교 방법을 함께 실험하 다. 기존의 구조  비교 방법은 서

로 다른 로그램에 한 변별력은 매우 우수하 지만, 서

로 유사한 로그램에 비교는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

다. 에지 확장 방법은 서로 다른 로그램에 한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조가 유사한 로그램에 한 

매칭 능력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 효과 인 결과를 보

다. 다만, 수행 성능에 있어서 에지 확장 방법은 기본 블록

의 매칭을 해서 기본 블록 내의 명령어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상 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었다. 

제어 흐름 그래 의 비교는 로그램의 유사성 비교를 통

한 코드의 최 화, 유사 코드 검출, 코드의 도용 탐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악성 코드의 검출에도 활용되고 있다. 제

어 흐름 그래 의 효율 인 비교는 로그램의 다양한 분석 

방법에 용할 수 있으며, 향후 여러 응용 사례에서 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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