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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giarism Detection Technique for Source Codes

Considering Data Structures

Kihwa Lee†⋅Yeoneo Kim††⋅Gyun Woo†††

ABSTRACT

Though the plagiarism is illegal and should be avoided, it still occurs frequently. Particularly, the plagiarism of source codes is more 

frequently committed than others since it is much easier to copy them because of their digital nature. To prevent code plagiarism, there 

have been reported a variety of studies. However, previous studies for plagiarism detection techniques on source codes do not consider the 

data structures although a source code consists both of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In this paper, a plagiarism detection technique for 

source codes considering data structures is proposed. Specifically, the data structures of two source codes are represented as sets of trees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using Hungarian Method. To show the usefulness of this technique, an experiment has been performed on 

126 source codes submitted as homework results in an object-oriented programming course. When both the data structures and the 

algorithms of the source codes are considered, the precision and the F-measure score are improved 22.6% and 19.3%, respectively, than 

those of the case where only the algorithms are considered.

Keywords : Program Plagiarism Detection, Static Analysis, Program Similarity, Similarity on Data Structures

데이터 구조를 고려한 소스코드 표  검사 기법

이 기 화†⋅김 연 어††⋅우    균†††

요     약

표 은 불법이고 피해야 하지만 여 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스코드 표 은 그 특성상 복사가 용이해 다른 작물보다 더 빈번

히 발생한다. 코드 표 을 방지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앞서 연구된 소스코드 표  검사 기법을 살펴보면 로그램이 알고리

즘과 데이터 구조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구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구조를 고려한 소스코드 표  검사 

기법을 제안한다. 구체 으로 말해서 두 소스코드의 데이터 구조를 트리 집합으로 나타내고, 헝가리안 메소드를 사용해 비교한다. 제안하는 기

법의 효용성을 보이기 해 객체지향 교과목에서 과제 답안으로 제출한 126개의 소스코드를 상으로 실험하 다. 실험 결과 데이터 구조와 알

고리즘을 모두 고려했을 때, 알고리즘만 고려한 경우보다 정확률과 F-measure가 각각 22.6%, 19.3% 향상됨을 보 다.

키워드 : 로그램 표  검사, 정  분석, 로그램 유사도, 데이터 구조 유사도

1. 서  론 1)

나 지 이나 아무런 노력 없이 개인의 이익을 목 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한 권리를 침해하는 표  행 는 

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로그램은 그 특성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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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표 의 상

이 되기 쉽다. 그래서 로그램 표  검사 기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표 된 로그램을 효과 으로 검출하기 해 많

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연구하고 있다.

로그램 표  검사 기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로그램 

표 을 효과 으로 검출하기 해 소스코드 상의 특정 키워

드 횟수와 같은 문법  코드 정보나 텍스트, 토큰, 트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표  검사 기법을 제안하 다[1, 2]. 

무료 표  검사 도구로서 비교  우수한 성능을 보여 각

받고 있는 JPlag[3, 4]와 부산 학교 로그래  언어 연구

실에서 개발한 SoVAC[5, 6, 7, 8]은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소스코드 표  검사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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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plagiarism detection 

system considering data structures 

하지만 앞서 연구된 로그램 표  검사 기법을 살펴보면 

데이터 구조를 표  검사에 활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부분 표  검사 기법이 알고리즘이 곧 로그램 체인 것

처럼 알고리즘 유사도에만 집 하고 있다. Niklaus Wirth가 

쓴 책 “Algorithms + Data Structures = Programs”[9]의 제

목에서 보듯이 로그램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로 구성된

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로그램 표  검사 기법이라면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데이터 구조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구조는 로그램 표  공격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강인도(resilience)를 가지고 있다. 일반 으로 알려진 소스코

드 표  공격이 데이터 구조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다. 자

료형 변환이 데이터 구조에 향을 미치기는 하나 데이터 구

조에 있는 자료형 변환은 이 변수에 근하는 코드의 수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렵다. 실제로 부산 학교 2012년 2학기 

객체지향 로그래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과제 답안으로 제

출한 소스코드  에 표 로 정된 10개의 소스코드 을 

확인한 결과 데이터 구조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데이터 구조 모두 고

려하는 소스코드 표  검사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먼

 소스코드를 데이터 구조 역과 알고리즘 역으로 구분

한 후 이 두 역 간 유사도를 측정한다. 그다음 두 역 간 

유사도에 각각 가 치를 부여하여 최종 유사도를 산출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련 연

구로 지문법과 텍스트 기반 유사도 측정 기법, 토큰 기반 

유사도 측정 기법, 트리 기반 유사도 측정 기법에 해 간

략하게 언 한다. 3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기반으로 설계한 표  검사 시스템에 해 설명한다. 그리

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한 실

험을 설명하고, 5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지문법(fingerprints)은 가장 쉽게 구 할 수 있는 표  검사 

기법으로서, 소스코드 상에 나타난 특정 키워드 개수나 라인 

수 등과 같은 문법  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간 유사

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5]. 수치 기반 유사도 측정 기법 혹은 

메트릭 기반 유사도 측정 기법으로도 불리며, 구 이 쉽고 속

도가 빠른 장 이 있다. 하지만 소스코드의 구조  정보는 얻

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도의 정확률이 떨어진다[10, 11, 12, 13]. 

텍스트 기반 유사도 측정 기법은 소스코드를 문자열의 나

열로 변환한 다음, 변환된 문자열 비교를 통해 유사도를 측정

한다. 일반 으로 문자열로 변환 시 소스코드 상에 있는 주석 

 공백을 제거하고, 키워드나 식별자는 특정 문자로 바꾸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문자열 비교 알고

리즘을 이용해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 기법은 소스코드를 정

규화된 문자열로 변환하기 때문에 언어에 독립 이라는 장

이 있다[5]. 하지만 지문법과 마찬가지로 소스코드의 구조  

정보를 얻지 못해 정확률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14, 15].

토큰 기반 유사도 측정 기법은 어휘 분석기나 구문 분석

기를 이용하여 소스코드로부터 토큰 서열을 생성하고, 이 

토큰 서열 비교를 통해 유사도를 측정한다[5, 6, 7, 8, 16]. 

주석  공백, 자바의 import 문 등 유사도 비교에 필요 없

는 요소에 해서는 토큰을 생성하지 않는다. 생성된 토큰 

서열은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한

다. 공백 삽입이나 식별자 변경, 코드 형식(code formatting) 

변경에 강하다[2]. 하지만 이 기법 역시 소스코드의 구조  

정보를 얻지 못하는 단 이 존재한다[3, 5, 17, 18].

트리 기반 유사도 측정 기법은 구문 분석기를 사용해 소스

코드로부터 스트리(parse tree)나 추상 구문 트리(AST: 

abstract syntax tree)와 같은 트리를 생성한 다음 생성된 트

리 비교를 통해 유사도를 측정한다[5]. 트리 비교 알고리즘은 

부분 트리 일치 알고리즘(subtree matching algorithm)을 많

이 사용하고 있다[19, 20]. 텍스트 기반이나 토큰 기반 유사도 

측정 기법과 달리 구조  정보를 알 수 있어 함수의 치 변

경이나 병합, 소스코드 수정에 다른 기법보다 견고한 장 이 

있다. 하지만 문장 재정렬에 취약한 단 이 있다[1, 2, 21, 22].

3. 데이터 구조를 고려한 소스코드 표  검사 시스템

3.1 시스템 구조

데이터 구조를 고려한 표  검사 시스템은 데이터 구조 

유사도 측정, 로그램 정  추 , 유사도 가 치 계산, 최종 

유사도 산출이라는 4개의 주요 모듈로 구성된다. 데이터 구

조를 고려한 소스코드 표  검사 시스템의 개략 인 구조는 

Fig. 1과 같다.

데이터 구조 유사도 측정 모듈은 소스코드 을 입력으로 

받아 소스코드 의 데이터 구조 간 유사도를 측정한다. 그리

고 로그램 정  추  모듈 역시 소스코드 을 입력으로 

받아 소스코드 의 알고리즘 역 간 유사도를 측정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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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 {
int i;
B b;
char c;

}

class B {
String 

str;
}

class A {
int i;
B b;
char c;

}

class B {
String 

str;
}

class C {
double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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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easurement process for the similarity of two data 

structures 

리고 유사도 가 치 계산 모듈은 소스코드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 앞서 구한 소스코드 의 데이터 구조 유사도와 알고리

즘 유사도에 부여할 가 치 , 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최

종 유사도 산출 모듈에서는 데이터 구조 유사도와 알고리즘 

유사도에 가 치 , 를 부여하여 최종 유사도를 산출한다.

3.2 알고리즘 역과 데이터 구조 역 구분

데이터 구조를 고려한 소스코드 표  검사 시스템에서는 

소스코드 간 알고리즘 유사도와 데이터 구조 유사도를 측정

하기 해 소스코드를 알고리즘 역과 데이터 구조 역으

로 구분한다. Fig. 2는 자바로 작성한 Point 클래스에서 알

고리즘 역과 데이터 구조 역을 보여 다.

Fig. 2와 같이 소스코드를 알고리즘 역과 데이터 구조 

역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 역 간 유사도를 구하고, 각각

의 유사도에 가 치를 부여하여 최종 유사도를 산출한다. 

class Point
{

}

private int x;
private int y;

public int setPoint(int x, int y) {
this.x = x;
this.y = y;
return 0;
}
public int getX() {
return x;
}
public int getY() {
return y;
}

Data Structure
Area

Algorithm Area

Fig. 2. The algorithm area and The data structure area of Point 

class written in Java

3.3 데이터 구조 유사도 측정 모듈

데이터 구조 유사도 측정 모듈은 소스코드 의 데이터 구

조 역 간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를 해 먼  각각의 소스

코드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구조를 선형화한다. 그다음 지역 

정렬(local alignment)[23]을 이용하여 선형화된 모든 데이터 

구조 간에 유사도 수를 구한다. 그러고 나서 헝가리안 메

소드(Hungarian Method)[24]를 이용해 최  배정한 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구조 유사도 정규화를 수행한다. 

Fig. 3은 데이터 구조 유사도 측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1) 데이터 구조 선형화

데이터 구조 선형화는 구조체나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열하여 

데이터 타입 시 스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는 데이터 타

입 시 스를 생성하기 해 데이터 타입에 순서를 부여한 

뒤 정렬하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토큰으

로 변경하는 작업을 거친다.

데이터 구조를 선형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서부

터 순차 으로 데이터 타입을 읽어 나열하는 것이다. 하지

만 이러한 방식의 데이터 타입 시 스 생성은 두 가지 문제

이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구조는 동일하지만 작성 형태

에 따라 데이터 타입 시 스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 타입과, 같은 의미의 래퍼 클래

스(wrapper class)를 다른 데이터 타입 시 스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순서와 토큰을 정의했다.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타입에 순서를 부여한 다음 데이터 타입을 정렬해서 

해결했고, 두 번째 문제는 기본 타입과 래퍼 클래스를 하나

의 토큰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Table 1

은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순서와 토큰을 정의한 표이다.

Table 1에서 순서는 데이터 타입을 정렬하기 해 부여

한 것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기본 타입과 래퍼 클래스는 

동일한 순서를 가진다. 토큰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기본 타

입과 래퍼 클래스를 하나의 토큰으로 표 하기 해 정의한 

것이다.

배열 타입일 경우 배열이 일차원이면 기본 타입의 순서를 

두 번 쓰고, 이차원일 경우 기본 타입을 세 번 쓴다. 를 

들어, “int[][]” 타입의 경우에 이 타입의 순서는 444가 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이차원 배열까지 의도한 로 순서

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 타

입과 래퍼 클래스를 하나의 토큰으로 나타냈다. 배열은 문

자 ‘A’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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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Data Type Order Token

boolean, Boolean 1 B

char, Character 2 C

byte, Byte 3 H

short, Short 3 H

int, Integer, BigInteger 4 I

long Long 5 L

float, Float 6 F

double, Double 7 D

String 8 S

[] (1-dimensional array) - A

[][] (2-dimensional array) - AA

Java API 999 P

User Defined Class 1000 -

Table 1. Orders and tokens of data types to linearize data structures

토큰 서열에 사용자 정의 클래스가 있으면 해당 데이터 

구조의 토큰 서열로 바꿔 다. 단, 재귀는 1회에 한해 해당 

데이터 구조의 토큰 서열을 생성하고, 이후 토큰 R을 생성

한다.

데이터 구조는 동일하지만 클래스 작성 형태가 다른 경우

의 는 Fig. 4와 같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 타입에 순서를 부

여하고 정렬하면 Fig. 4(a)와 Fig. 4(b)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 

시 스 “char int double int[]”를 생성할 수 있다. 그다음 데이

터 타입을 해당 토큰으로 바꿔주면 토큰 서열 “C I D IA”를 

얻는다.

class A1 {
double d;
int i;  
char c;
int[] arr;

}

char

A1

int double [ ]

int

Fig. 4(a) class A1

class A2 {
int i;
int[] arr;  
char c;
double d;

}

char

A2

int double [ ]

int

Fig. 4(b) class A2

Fig. 4. Examples sorted data structures of which are essentially same

2) 지역 정렬  헝가리안 메소드

선형화된 데이터 구조 간 유사도를 측정하기 해 지역 

정렬과 헝가리안 메소드를 사용했다. 지역 정렬은 Smith와 

Waterman이 유 자 서열 간 부분 으로 가장 길게 일치하

는 유사 역을 찾기 해 제안한 알고리즘이다. 헝가리안 

메소드는 Harold Kuhn이 비용 행렬(cost matrix)에서 최  

배정(optimal assignment)을 다항 시간에 찾기 해 제안한 

알고리즘이다.

지역 정렬[23]을 사용하는 이유는 선형화된 데이터 구조 

간 유사도 수를 구하기 해서다. 정렬(assignment)은 생

물정보학(bioinformatics)에서 유 자 서열 간 유사 역을 

찾기 해 제안되었으나 선형화된 데이터이기만 하면 어떤 

데이터에 해서도 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  검사에 자

주 사용된다[4, 5, 19].

헝가리안 메소드[24]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스코드 상에 

존재하는 구조가 다른 여러 데이터 구조의 시 스를 하나의 

시 스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헝가리안 메소

드를 이용해 데이터 구조 간 최  배정을 한 다음 최  배

정된 데이터 구조 간 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구조 

유사도 수를 구한다. 본래 헝가리안 메소드는 최  배정

하여 비용이 최소인 경우를 찾으나 이 논문에서는 비용이 

최 인 경우를 찾기 해 사용한다.

3) 데이터 구조 유사도 정규화

데이터 구조 선형화, 지역 정렬, 헝가리안 메소드 단계를 

거쳐 소스코드 간 데이터 구조 유사도 수를 계산한 다음

에는 마지막으로 유사도 수를 정규화한다. 데이터 구조 

유사도 수를 정규화하는 수식은 식 1과 같다.

       
 

(1)

식 1에서 의 인자 와 는 소스코드이고, 는 소

스코드 의 선형화된 데이터 구조를 원소로 갖는 집합, 는 

소스코드 의 선형화된 데이터 구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다.   함수는 헝가리안 메소드 기법을 구 한 함수로서 최

 배정을 통해 선택된 원소의 합을 돌려 다. 그러므로   함

수를 통하여 얻은 값은 헝가리안 메소드의 특성상 두 로

그램 간의 가장 지역 정렬 수가 높은 을 반환하기 때문

에 두 로그램 간 가장 유사한 데이터 구조끼리 을 이루

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정규화하기 해 와   자기 자신

의 최  배정 값이 작은 집합을 이용하 다[8].

3.4 로그램 정  추  모듈

로그램 정  추 은 지정훈이 제안한 토큰 서열 생성 

방법으로[5, 6, 7] 함수의 호출 계를 고려한 토큰 서열을 

생성한다. 

1) 분기 구문 정규화

로그램 정  추  에 하는 분기 구문 정규화 과정은 

소스코드 표  공격  분기 구문 변경에 응하기 한 방

법이다. 를 들어, if (A) B; else C; 구문은 동일한 의미의 

if (￢A) C; else B; 구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5]. 이 논문

에서는 분기 구문을 정규화하는 기 으로 연산자 토큰에 순

서를 부여하 으며, 그 결과 토큰 순서에 따라 분기 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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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HW6 HW7 HW8 HW9

CS DS+CS CS DS+CS CS DS+CS CS DS+CS

Precision 10% 20% 100% 100% 50% 100% 25% 33%

Recal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F-measure 18% 33% 100% 100% 67% 100% 40% 50%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The precision and the F-measure have been promoted with the help of comparing data structures

class Sort {
private static int[] selectionSort(int[] list) 

{
int min = 0;
int temp = 0;

for (int i = 0; i < list.length - 1; i++) {
min = i;
for (int j = i + 1; j < list.length; j++) {
if (list[j] < list[min]) {
min = j;
}

}
temp = list[min];
list[min] = list[i];
list[i] = temp;

}
return list;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ystem.out.println("Sort Class");
int[] list = {4, 2, 1, 5};
selectionSort(list);
}

}

LB // main ‘{‘
UC String
LB // selectionSort ‘{‘
FOR
LP
SEMI
INT
LESS
INT
MINUS
IL
SEMI
INT

…

RB // selection ‘}’
RB // main ‘}’

Fig. 6. Generating the token sequence using static tracing of programs

정규화했다. Fig. 5는 토큰에 순서를 부여한 다음 정렬한 분

기 구문 를 보여 다.

Fig. 5. An example of normalizing branch structures 

2) 로그램 정  추

로그램 정  추 은 main 함수를 시작으로 return 문

을 만날 때까지 차례로 토큰을 생성한다. 토큰 생성 도 에 

시스템 호출이나 라이 러리 함수 호출문을 만나면 토큰 

“UC”를 생성한다. 로그램 정  추  모듈과 데이터 구

조 유사도 측정 모듈은 서로 독립 으로 유사도를 측정하

기 때문에 토큰 “UC”에서 ‘C’는 데이터 구조 유사도 측정 

모듈에서 사용하는 토큰과  계가 없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나면 호출된 함수 정의 부분에 있는 토큰을 차

례로 생성하고, return 문을 만나면 함수 호출이 되었던 

자리로 복귀한다. 순환 함수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토큰을 생성한다.

Fig. 6은 토큰 서열 생성 규칙에 따라 선택 정렬 소스가 

토큰 서열로 변환되는 것을 보여 다. 먼  메인 함수의 토

큰을 생성하다 사용자가 정의한 selectionsort(list) 함수를 

만나 호출된 함수 정의 부분에 있는 토큰을 차례로 생성하

고 있다.

3) 토큰 서열 유사도 정규화

로그램 정  추 을 사용해 생성한 토큰 서열 간 유사

도 수를 정규화하는 수식은 식 2와 같다.

      
 

(2)

식 2에서 의 인자 와 는 소스코드이고, 은 소

스코드 의 토큰 서열, 는 소스코드 의 토큰 서열을 의

미한다.   함수는 지역 정렬 수를 돌려 다.

3.5 유사도 가 치 계산 모듈

소스코드 의 데이터 구조 역과 알고리즘 역 간 유

사도를 측정한 다음에는 두 유사도에 부여할 가 치 , 를 

계산한다. 가 치 , 는 표  검사하는 소스코드 집합에서 

데이터 구조 역과 알고리즘 역이 평균 으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했다. 가 치 를 구하는 수식은 식 3과 같고, 

를 구하는 수식은 식 4와 같다.





















  





















 식에서 는 번째 소스코드에서 데이터 구조 역

에 있는 선언(declaration)의 수를 의미하고, 는 번째 

소스코드에서 알고리즘 역에 있는 문장(statement)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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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평가

데이터 구조를 고려한 소스코드 표  검사 기법의 효용성

을 평가하기 해 3장의 설계한 시스템을 구 하고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 다. 이 시스템은 Windows 7(Professional 

SP1)에서 오  소 트웨어 Eclipse와 javaparser(버 -1.0.8)[25]

를 사용하여 구 하 다. javaparser는 구  코드에 공개되

어 있는 자바 서로서 자바 1.5를 지원하고, AST를 생성한

다. 방문자 패턴(visitor pattern)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루기

가 쉽다.

테스트 집합으로는 부산 학교 2012년 2학기 객체지향 

로그래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과제 답안으로 제출한 소스

코드 집합  4개를 선택했다. 소스코드 개수는 총 126개이

고, 평균 라인 수는 101개, 평균 가 치는 가 89%, 가 

11% 다. 시스템 평가 지표로는 재 율(recall)과 정확률

(precision), F-measure를 이용했다. F-measure는 재 율과 

정확률을 같은 요도로 결합한 것이다.

Table 2는 시스템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2에서 

CS는 알고리즘 유사도를 의미하며 기존의 로그램 유사도 검

출 방법에 이용하는 방법  하나이다[8]. 그리고 DS+CS는 알

고리즘 유사도와 데이터 구조 유사도를 종합한 유사도다. 시스

템 평가 결과를 보면 재 율은 데이터 구조와 상 없이 항상 

100%로 나타난다. 하지만 정확률과 F-measure는 알고리즘만 

고려한 경우보다 데이터 구조를 함께 고려한 경우의 유사도

가 각각 22.6%, 19.3%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데이터 구조 유사도가 알고리즘 유사도만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거짓 경보 문턱 값(threshold value)을 낮춰 시스

템의 정확률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구조를 고려한 소스코드 표  검사 

기법을 제안했다. 이 기법은 먼  소스코드를 데이터 구조 

역과 알고리즘 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역에 한 유사

도를 구하고, 그다음 각각의 유사도에 가 치를 부여하여 

최종 유사도를 산출한다.

제안하는 표  검사 기법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객체지

향 로그래  교과목의 과제로 제출된 Java 소스코드 집합

을 테스트 집합으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재

율은 데이터 구조를 고려한 경우나 고려하지 않은 경우 

모두 100%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확률과 F-measure는 데이

터 구조를 고려한 경우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각각 

22.6%, 19.3%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정확률이 검출된 소스

코드   실제 표  소스코드 의 수임을 고려할 때 이

와 같은 결과는 데이터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표  검출의 

거짓 경보를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말해서 

거짓 경보의 수를 일 수 있는 더 정확한 문턱 값

(threshold value)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연구로는 알고리즘 유사도와 데이터 구조 유사도에 

부여하는 가 치 , 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가 치 , 를 소스코드 집합에서 

데이터 구조 역과 알고리즘 역이 평균 으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지역 변수만을 

사용하여 작성한 소스코드의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이 부분을 개선한다면 좀 더 나은 정확률을 보일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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