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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사도 감정은 감정 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사도 감정서를 작성을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Learned Hand 판사에 의하여 제안된 추상화(abstraction)-여과

(filtration)-비교(comparison) 이론을 유사도 감정에 적용해보았다. 추상화 단계란 소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 및 기준 제시로 볼 수 있으며, 여과 단계란 감정시 배재하여야할

항목 및 내용을 말한다. 비교 단계란 여과된 프로그램을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Abstract

Similarity appraisal accounts for a great part of appraisal area. Therefore, we need effective method for

similarity appraisal. The judge, Learned Hand, suggested a theory called abstraction - filtration -

comparison, we apply the theory to similarity appraisal. The abstraction step are analysis methods and

criteria for analyzing source program. The filtration step to exclude contents and items in source

programs. The comparison step analyze filtered source programs using analysis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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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추상화 단계란(abstraction)는 일찍이 Learned

Hand 판사에 의하여 주장된 추상화이론

(abstraction test)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작성과정을 문헌적 코드

(literal code)에서부터 프로그램의 궁극적 기능

(ultimate function)까지 작성과정의 역순으로 ‘추

상화의 단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Gates

Rubber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추상화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6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즉 ①목

적코드, ②원시코드, ③알고리듬과 데이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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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추상화-여과-비교에 기반한 감정서 작성방법

④모듈, ⑤프로그램의 구조 또는 설계, ⑥해당 프

로그램의 주요 목적의 단계이다.

여과(filtration) 단계는 법원은 보호받을 수 없

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여야 한다. 그것은

①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를(아이디

어와 표현의 합체이론 적용), ② 효율성의 고려에

의하여 지배되는 요소들(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이론 수정·보완)이것은 이른바 합체(merger)이론

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관계에서 수정 보완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떠한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기술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

을 경우에도 그 방법들 사이에 효율성에 차이가

있어 결국 효율성이 높은 방법은 한 가지 뿐이라

고 하게, 표현과 아이디어의 합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③ 외적인 요인(external factors)에

의하여 지배되는 요소들이다. 위 ③의 요소들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Gates Rubber 사건 등

의 일부 판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에 있어

서의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a fair

doctrine) 어떠한 역사적 또는 가공적 주제를 다

룸에 있어서는 특정의 표준화된 문학적 표현들이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표현들을 저작권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론을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a fair

doctrine)이라고 한다.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보

호에 있어서 적용할 때는 프로그래머의 선택가능

성을 초월한 외부적 조건들을 비교대상에서 여과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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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I)특정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의 기계적인 특성, ii) 어떤 프로

그램이 상호 결합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사이의 호환성 요구, iii)컴

퓨터제조업자들의 디자인표준들, iv)그 프로그램

이 제공되는 산업계의 요구, v)컴퓨터산업 내에

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프로그래밍 관행들을 들고

있다. 법원은 또한 公有(public domain)에 속하는

요소를 제외하여야 한다.

비교(comparison) 단계는 보호될 수 없는 요소

들이 모두 걸러지고 나면 보호되는 표현의 핵이

남게 될 것인데, 이것을 피고의 작품과 비교하여

야 한다고 한다. 보호되는 표현의 ‘핵’(core,

kernel, nugg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호

의 범위를 가능한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

고 있다.

II.  유사도 감정의 추상화(abstraction)

2.1  동종 언어간 유사도 감정의 추상화 

동종 언어간 유사도 감정 추상화는 다음과 같

다.

(1) 감정 도구인 exEYEs을 이용해 동일 또는 유

사한 영역을 검출한다.

(2) 감정인이 직접 1단계에서 검출된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역에 대해 2차적인 판단을 통해 확

인한다.

(3) 감정 항목에 대한 평균 원본 또는 비교본 기

준 유사도는 각 파일이 독립된 프로그램이므

로 산술 평균한 값으로 산출한다. 또한 원본

과 비교본 기준 유사도의 평균값도 두 값의

산술 평균으로 산출한다.

[표2.1] 는 각각의 비교 대상에 대해 유사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 유사도 측정예

2.2  이종 언어 간 유사도 감정의 추상화

이종 언어간 유사도 비교는 소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소스간 물리적 유사도 비교는 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감정에

서 소스 프로그램간 감정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종 언어간의 유사도는 다음과 같

은 요소에 대하여 감정을 수행한다.

∙파일 이름 및 디렉토리 구조

∙Function Call Graph

∙User Interface Design

∙소스 코드

∙주석 및 매뉴얼 및 유관 문서

제출된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할 정도로 각 함

수간의 관계가 잘 구성되었다면 함수간 호출(call

graph) 관계를 이용하여 유사도 감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림 2.1은 Perl 언어에서 제공하는

함수 호출 도구를 보여주고 있다.

2.3  인터페이스 유사도 감정의 추상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사도 감정의 추상화는

요구 기능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표[2.2]와같이 분

류하고 그 기능 구현 및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그림 2.2는 기능 중 멀티 모니터 설정 기능에 대

한 점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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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all graph of the file perl.c

[표 2.2] 인터페이스 분류의 예

[그림 2.2] 멀티모니터 설정 기능

2.4 데이터베이스 유사도 감정의 추상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사 여부는 원본(고소인

자료) 기준으로 원본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테이

블 중에서 피고소인 자료중 동일 명칭 테이블 개

수의 비율을 산정한다.

테이블명 유사도(%) = 동일한 명칭 테이블 개수 / 원본 데

이터베이스 전체 테이블 개수 x 100

테이블 명이 동일할 경우, 테이블 별 인덱스

유사도와 테이블 별 칼럼명 유사도는 피고소인

제출자료 및 송파구보건소의 테이블 인덱스나 칼

럼 중, 원본 테이블의 인덱스나 칼럼명과 동일한

개수를 각 테이블 별 비율로 산정한다.

테이블 별 인덱스 유사도(%) = 테이블 별 동일 인덱스 개

수/ 원본과 명칭이 동일한 각 테이블 별 인덱

스 개수 x 100

테이블 별 칼럼명 유사도(%) = 테이블 별 동일 명칭 칼럼

/ 원본과 명칭이 동일한 각 테이블 별 칼럼 수

x 100

데이터베이스 전체 인덱스(칼럼명) 유사도(%) =

테이블별 인덱스(칼럼명) 유사도가 ‘유사’ 이상인

테이블 수 / 전체 테이블 개수 X 100

테이블 별 칼럼명 유사도 판단 시, 데이터 길

이 속성이 불일치하더라도 칼럼명이 동일하다면

동일 명칭 칼럼에 포함시킨다.

사용자 정의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를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 흔히 사용되는 기능을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로 미리 작성해둔 것을 뜻한다. 사용

자 정의 프로시저도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데, Microsoftn SQL Server 프로그램을 이

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사용자 정의 프로

시저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한 스키마와 사용자 정의

프로시저의 규모를 계산하면 표 [2.3]와 같다.

[표 2.3] 데이터베이스 유사도 감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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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드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유사

도 감정의 추상화  

하드웨어 유사도 감정의 추상화는 표2.4와 같

이 하드웨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추상화를 진행

한다.

[표 2.4] 하드웨어 분류

[표 2.5] 소프트웨어 분류

III.  유사도 감정의 여과(filtration)

3.1 효율성의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 

(1) 주석 제거

프로그램어가 프로그램 작성 시기, 프로그램

모듈 설명, 사용 방법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

석을 삽입한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거한다.

주석은 프로그램 유사도 산정시 제거하나, 주

석은 정성적인 감정 평가에는 중요한 자료로 사

용한다. 주석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프로그

램 명, 작성 연월일, 작성자, 프로그램의 설명 등)

은 그 프로그램의 독특한 자취가 나타날 수가 있

다. 이러한 내용이 상대방 프로그램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이는 프로그램을 복제/개정했다는 정

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림 3.1] 주석 제거

(2) 공백 라인 제거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삽입된

공백라인은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백

라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림 3.2] 공백라인 제거

3.2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의 기

계적인 특성이 반영되는 요소들 

(1) 자동 생성 코드 제거

비주얼 프로그램의 경우 클릭 몇 번으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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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작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자동 생성 코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3] 자동 생성 프로그램

(2) 프로그램 특성상 사용되는 코드들

사용되는 함수나 관련 명령어들은 특정 프로

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의 기계적인 특성이 반영

되는 요소들은 제거한다. 특정 제조 업체가 제

공한 소프트웨어는 제거한다.

3.3  다른 프로그램간의 호환성 요구와 관련

된 요소들 

비주얼 베이직에서 c 함수를 호출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간의 호환성과 관련된 명령어 또는 함수

들이 사용된다. 호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머

가 수정 가능한 것은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제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3.4   컴퓨터 업자들의 디자인 표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보면 업계에서 보편적으

로 사용하는 메뉴 및 버튼이라 볼 수 있다. 이러

한 공통 디자인 인터페이스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창작성에서 이를 제외한다.

[그림 3.4] 동영상 플레이어 인터페이스

[그림 3.5] 그림판 메뉴 및 인터페이스

3.5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요소들

① OpenSouce 제거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 (OSI:The Open

Source Initiative)'라는 단체에 의해서 OSD(The

Open Source Definition)라는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가 발표되었다. 이 정의는 '자유로운 재배

포의 허가', '파생소프트웨어 배포의 허가', '개인

이나 집단의 차별금지', '적용분야 제한의 금지'

등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준거하

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OS인정 마크'가

부여된다.

Ÿ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가이드

http://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

seGuid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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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정시 오픈 소스의 제거

오픈 소스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므로 유사도 감정시 이 부분은 반드시 제

외하고 유사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오픈 소스 검색 기관

Ÿ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국가 및 공공분야에서

개발한 SW에 대한 무료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코드아이(CodeEye)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

드아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저작한 소스코드를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오픈소스 SW 데이터

베이스(DB)와 비교 분석해 오픈소스 SW 사

용에 따른 명확한 라이선스 정보 및 가이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Ÿ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블랙덕(주)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오픈 소스를 검색해 준다.

http://www. blackducksoftware.co.kr/

IV. 유사도 감정의 비교(Comparison)

1) DoubleKiller

DoubleKiller는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측 파일에

서 동일한 데이터를 갖는 중복 파일 검색 삭제

프로그램이다. DoubleKiller는 옵션(날짜, 파일

명, 내용 등)에 따라 서브폴더내 중복된 파일을

검색하고 삭제해주는 기능을 하므로 내용이 동일

한 사운드 파일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2) SIM(Software Similarity Tester) 

SIM은 암스테르담의 Vrije 대학에서 개발되었

으며 C, Java, Pascal, Module-2, Miranda 및 자

연어로 작성된 대규모 파일들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SIM 옵션은 다음과 같다.

-s : 하나의 파일내 토큰끼리는 유사성 비교안함

-r 20 : 유사․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최소 토큰 수

-p : 유사율을 %로 출력

-o file : 비교결과를 파일로 저장

3) exEyes

exEyes는 소스코드를 비교하는 주요기능 외에

함수호출관계도 보기,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기,

변수 리스트 보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exEyes는 파일을 비교하기 위

하여 우선 비교대상 파일에서 의미 없는 공백을

제거하고, 소스코드를 라인단위로 병합 또는 분

리한 후 토큰으로 파싱한다. 또한 모든 소스코드

에 대한 비교쌍을 생성하여 비교하므로 파일명이

다르거나 일부 소스코드가 다른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검출이 가능하다.

4) W32Dasm

W32Dasm은 역어셈블러로 PE 헤더 및 역어셈

블 코드를 보여주며 어셈블리어 수준의 디버깅

기능을 제공한다. 본 감정에서는 W32Dasm을 이

용하여 PE 헤더의 Import/Export 참조 함수명을

추출한 후 상호 비교한다.

[그림 3.6] PE 헤더의 Import 함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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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는 포더사커 실행파일 FSGame.exe

의 Import 함수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Export

함수는 없었다.

5) IDA pro

IDA pro의 Functions windows 보기 기능을

사용하면, DLL의 이진코드에서 역어셈블된 함수

명을 추출할 수 있다. IDA pro의 Strings

windows 보기 기능을 사용하면, 실행파일에 포

함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이진코드에 들어 있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로는

에러 메시지, 정보제공 메시지, 컴파일시 포함된

일부 함수명, 헤더에 포함되어 있던 미리 정의된

상수명(pre-defined constant name) 등이 해당된

다. 이러한 스트링 정보는 사용자와의 인터페이

스 측면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두 실행파일의

유사도를 비교하는데 직접적인 측정 기준으로 사

용될 수 있다.

6) Beyond Compare

Beyond Compare를 이용하여 원본파일

(FSGame.exe)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그림 3.7>와 같이 원본파일의 전체 Import 함

수명 개수는 294(=293+1)개 이고 그중에서 동일한

함수명 개수는 293개로 유사도는 99.66% 이다.

[그림 3.7] Import 함수명 비교

7) Windiff

WinDiff는 에서는 두 파일간의 비교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였다.

[그림 3.8] WinDiff 프로그램의 파일 비교 결과 예

[그림 3.8] A와 B에 모두 있는 파일의 비교

결과 화면이다. 그림에서 흰 배경 부분은 동일

한 부분, 빨간 배경 또는 검은 배경은 A의 파일

에만 있는 부분, 노란 배경 또는 회색 배경은 B

의 파일에만 있는 부분을 표시한다. 화면 왼쪽은

전체적인 동일성과 차이성의 양상을 나타내며,

왼쪽과 오른쪽의 수직 방향 바에서 서로 연결된

부분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사도 감정에서 추상화란 소

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구

체적인 분석 방법 및 기준 제시와 감정시 여과하

여야할 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은 각 항목별 연구를 전문화하

여 효율적인 감정 지침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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