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 제어흐름에 따른 

객체지향 소프트웨어의 표절 유사도 탐지

장주현
O 

노희영

강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jhjang@kangwon.ac.kr, rohhy@kangwon.ac.kr 

A Study on The Plagiarism Similarity Detection of Object 

Oriented Software In according to Structural Control Flow

Joo-Hyun Jang
O 

 Hi-Young Rohhy

Dept. of Computer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소 트웨어의 표 은 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검출하기 한 많은 연구[1][2]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으로 소 트웨어 소스의 공통 인 토큰을 분류, 검색하고 공통

인 토큰의 길이, 횟수 등의 결과를 통해 소 트웨어의 유사도를 비교[3][4][5][6]하거나, 함수의 호출, 제

어의 의존성 등 소 트웨어의 구조 유사도를 흐름 그래 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방법[7][8][9]들로 분류된

다. 그 밖에 메모리 엑세스[10]나, 소 트웨어 소스를 유 체 서열로 변형하여 유 체 서열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연구[11] 등이 있다. 

  토큰분석 방법은 구조  소 트웨어에서 구조  유사도의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흐름그래 의 구조를 

비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함수의 호출 계만을 비교분석하는 방법[8]은 유사도에 한 신

뢰성에 문제가 있다. 한 이 방법은 객체지향 소 트웨어의 특징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지향 

소 트웨어에 한 표  유사도가 올바르게 탐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소 트웨어의 특징을 포함하여 표  정도를 탐색하기 하여 표 탐

지 (PDP: Plagiarism Detection Point)을 구조  제어흐름에 용하는 유사도 탐색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PDP을 이용한 구조 유사도 계산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으며, 체 인 차는 두 단계로 구성된

다. 처음 단계에서는 원본 소 트웨어와 표  상 소 트웨어를 입력하고, 두 소 트웨어의 main 메소

드를 시작으로 하여 PDP를 찾고, 이를 PDP 스택에 장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장된 PDP의 스택

을 통하여 두 소 트웨어의 PDP에 한 모든 호출 유사도를 비교하여 최종 유사도를 계산한다. 

 input   P1, P2;      // SW1, SW2           
 pdp stack n, m;    // P1, P2의 PDP 스택
 output  ps=0;       // 구조적 유사도 PSi

 main()
 {  find_pdp(P1, P2)
    calculate_ps(P1, P2)   
 }
 
 find_pdp(P1, P2)
 {  while (!EOF(P1)|| ! EOF(P2))
    {   if ( found(PDP) ) 
           P1.push(n, PDP) or P2.push(m, PDP)
    }
 }

 calculate_ps(P1, P2)
 {  while ( ! empty(n) || ! empty(m) )  
    {   compare n with m;  
        calculate sm; 
        pop(n);
        pop(m);
    }
    calculate ps;
 }

    

step 1. PFG(Program Flow Graph) 구성  

1. 그래프의 시작점에 출발 노드를 삽입하고, 작성된 코드 

  순서에 따라 흐름 그래프를 구성한다.

2. parent(n)가 공집합인 노드는 출발 노드의 자 노드로

  구성한다.

3. proc(m) 노드부터 각 노드의 child(n) 노드들을 PFG로

  구성한다.

4. 그래프의 끝에 종료 노드를 삽입한다.  

5. child(n)이 공집합인 노드들과 종료 노드를 연결한다.

step 2. reduced DAG 구성

1. 출발 노드부터 종료 노드까지 병합할 수 있는 모든 line 

  code 노드를 병합한다.

2. loop 노드를 하나의 노드로 치환한다.

  즉, loop(n)부터 end_loop(n)를 단위노드로 치환하고, 

  치환된 부분을 새로운 그래프로 구성한다.

3. 치환된 노드의 parent(n)와 child(n)노드를 연결하여 

  DAG로 구성한다.

4. 메소드의 마지막까지 2-3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1. PDP 구성 알고리즘           그림 2. 그래  변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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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객체지향 소 트웨어 호출의 구조  유사도를 비교하기 하여 객체생성, 메

소드 호출 치를 PDP로 설정하고, 메소드의 호출흐름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메소드의 호출 흐름의 유사도에만 국한되고 메소드의 구조  제어흐름의 유사도까지 반 하지 않기 때

문에 유사도의 정확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  유사도의 정확한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PDP간의 호출구조 뿐만 아니라 

PDP로 결정되는 메소드 내부의 제어흐름을 비교한다. 이에 련하여 그림 2와 같이 먼  메소드를 

로그램 흐름 그래 (PFG:Program Flow Graph)로 변환하고, 반복문 같은 구조  제어구조를 단 노드

로 감축하여 방향성 비순환 그래 (DAG: Directed Acyclic Graph)를 구성한 후에, PDP 방법을 용하

여 메소드의 구조  제어흐름을 비교함으로써 유사도를 계산한다. 

유사도 계산식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확장된 구조 유사도 계산식은 기존의 PDP을 이용한 호출구조 유

사도 계산 알고리즘에 메소드 구조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의 결과를 용한 계산 방법으로 메소드의 호

출 계만이 아닌 메소드 내부의 구조 유사도를 비교하여 도출한다. 즉, 그림 2의 구조 유사도 계산 방

과 같다. 여기서 SMj(P1, P2, PDPi)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해당 PDPi의 유사도에 그래  비교 유사도

를 곱한 값이다.

   

 PS(P1,P2) = ( ∑
n

i=0
PS i(P 1,P 2,PDP i) ) /(n-1)

 PSi(P1, P2, PDPi) = ( ∑
i

j=0
SMj(P 1,P 2,PDP j) )/(j-1) 

 SMj= 해당 PDPi 유사도(완벽,근사) * graph_sim(G1,G2)

                그림 3. 유사도 계산 식

표 1. 유사도의 결과 비교

유 형 PDP1 PDP2 PDP3 PDP4 PS

소스1 포맷 변경 1 1 1 1 1

소스2 명칭 변경 1 0.750 0.833 0.875 0.865

소스3 위치재배치 1 1 1 1 1

소스4 제어문변경 1 1 1 1 1

소스5 코드 삽입 1 1 1 1 확장

소스6 혼합 유형 1 0.750 0.833 0.875 0.872

소스7 함수 삽입 1 0.500 0.330 0.250 0.200

소스8 호출구조변경 1 1 0.833 0.875 0.642

소스9 함수 분할 1 1 1 0.75 0.500

소스10 함수 병합 1 1 1 0.75 0.58

    

유 형 PDP1 PDP2 PDP3 PDP4 PS

소스1 포맷 변경 1 0.660 0.887 0.915 0.915

소스2 명칭 변경 1 0.580 0.720 0.790 0.830

소스3 위치재배치 1 0.660 0.773 0.830 0.864

소스4 제어문변경 1 0.660 0.773 0.830 0.864

소스5 코드 삽입 1 0.660 0.773 0.830 확장

소스6 혼합 유형 1 0.620 0.746 0.810 0.848

소스7 함수 삽입 1 0.500 0.330 0.250 0.200

소스8 호출구조변경 1 0.660 0.607 0.705 0.560

소스9 함수 분할 1 0.660 0.773 0.580 0.740

소스10 함수 병합 1 0.660 0.773 0.580 0.402

     (a) 기존 PDP                                       (b) 그래프 유사도로 확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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