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20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569 http://www.dcs.or.kr pISSN: 1598-2009 eISSN: 2287-738X

JDCS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1, No. 3, pp. 569-577, Mar. 2020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의 설계

임 현 일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부교수 

Design of Similar Software Classification Model through Support 
Vector Machine 
Hyun-il L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Gyeongsangnam-do 51767, Korea 

[요    약] 

컴퓨팅 환경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분석 기술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 학습의 접근 

방법 중 하나인 서포트 벡터 머신을 통해서 유사 소프트웨어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분석 모델의 설계를 위해서 소프

트웨어의 특성을 입력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코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를 위한 서포트 벡터 머신의 분류 

모델을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험에서  

93.7%의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소프트웨어 코드 데이터는 소프트웨

어의 특성 분류를 위한 데이터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은 소프트

웨어 분석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기 위한 명령 코드 정보는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 학습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bstract] 

For the efficient use of computing environments, software analysis is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In this paper, we design and propose 
a model that can classify similar software through support vector machine. We propose a code analysis method for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ftware as input data and design a similar software classification model of support vector machines. The accuracy of 
similar software classification was 93.7% in the evaluation experiments with real-world Java ap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e can confirm that the software code data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 effectively used as data for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software and that the proposed similar software classification models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can be applied in 
software analysis. The proposed code analysis method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various area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for softwa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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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더불어 정보 시스템의 운영에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컴퓨팅 환경에서 소

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정적, 동적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다면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특성 분석에

서 유사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유사한 기능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복된 코드 검색, 소프

트웨어 도용 및 표절 탐지 [1, 2, 3], 악성 코드 분석 [4, 5] 등 다

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 

기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기계 학습 [6]은 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서 주어진 문제를 풀

기위한 다 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 데이

터에 대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의

미한다.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은 학습 과정에 사용되지 않

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찾아낼 수 있으

며, 기존의 컴퓨팅 문제 해결 방법에서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에 대해 기계 학습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기계 학습 분야는 선형 회귀 [7],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

터 머신, 신경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 학습의 한 방법인 서포트 벡터 머신을 

통해서 유사 소프트웨어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고 제

안된 방법을 이용해서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구조적 특성, 제어 흐름, 명령어 순서열, 
API 정보, 문법 특성 등을 직접 분석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

했다. 기존의 방법들은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를 위한 소프트웨

어의 특성을 직접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통해서 모델을 설계

하였다.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기계 학습 방법은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 과정을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특성을 찾아가는 학습

을 통해 스스로 모델을 찾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계 학습 방법은 직접 분석 방법을 통해서 고

려하기 어려운 미세한 입력 데이터의 특성들을 학습 과정을 통

해서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프트웨어는 특성상 이진 정보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분석

기를 통해 직접 분석하기에는 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반영되는 미세한 특징들을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기계 학습 방법은 

이런 소프트웨어 분석에 어려운 점들을 학습 과정을 통해 많은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

용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학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3
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학습 데이

터로 표현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소프트

웨어의 특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분류 모델

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하고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을 구현하고 실험한 결과를 통해서 정확성을 검증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학습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8, 9, 10, 11, 
12]은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을 모델링하고 특성에 따른 정보를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계 

학습 방법이다.  SVM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

된 데이터가 있을 때, 각 데이터를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분류

하는 이진 분류 방법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분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부터 특성 데이터들을 습

득하고, 습득한 정보를 통해 두 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모델

을 생성한다. 학습 데이터로부터 생성한 분류 모델은 학습에 사

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데이터가 속하는 카

테고리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 적용

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이 된다. SVM의 분류 결과가 높은 변별력

과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의 특성들이 분류에 필

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두 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학습 데이터를 카테고리 별로 가장 큰 변별

력을 가질 수 있는 분류 기준을 모델로 만듦으로써 분류 결과의 

변별력을 높인다. 
SVM을 이용한 분류 모델 데이터의 차원은 입력 데이터의 

특성 값의 차원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가 2
차원의 특성 데이터로 표현된다면 2차원 평면의 데이터를 분할

할 수 있는 1차원의 직선으로 표현된다. 만약 입력 데이터가 3
차원 특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3차원 공간에 사상되는 데

이터를 분할할 수 있는 2차원 평면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가 n차원을 가지는 특성 데이터로 표현될 때, SVM의 분

류 모델은 n-1 차원의 초평면 (hyperplane)으로 표현된다. 이 초

평면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위치하는 방향이 입력 데이터에 대

한 분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분류 기준이 되는 초평면의 변별

력 있는 분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평면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

도록 분류할 수 있는 초평면을 분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문제는 기계 학습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학습 데이터들을 통해 분류되는 데이터

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다. SVM에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가 n차원의 특성 

데이터로 표현된다면, 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분류 모델은 n-1
차원의 초평면을 찾는다. 예를 들어 2차원 입력 데이터에 대한 

SVM은 그림 1에서처럼 2차원 평면상에 입력 데이터가 위치하

게 된다. 각 데이터는 그 속성에 따라서 클래스 A와 클래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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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의 클래스에 속할 때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1차원 초평면을 찾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 두 클

래스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세 개의 초평면   를 비교

해보면, 는 클래스 B에 속하는 데이터는 모두 정확하게 분류

하고 있지만 클래스 A에 속하는 일부 데이터는 클래스 B로 잘

못 분류하고 있다. 두 개의 클래스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는 

두 초평면 과 를 보면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두 

개의 클래스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에 사용되

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를 보다 적은 오차로 분류할 수 있는 초평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초평면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라고 하고, 이 서포트 벡터와의 마진

(margin)을 최대화하는 초평면을 분류 모델로 학습하는 방법이

다. 
  

그림 1. 2차원 특성 데이터에 대한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 모델 예제

Fig. 1. An example of support vector machine 
classification model for two dimensional 
data. 

따라서, 학습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벡터는 다

수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데이터 분류 결과의 오차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포트 벡터와의 마진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초평면을 분류 모델로 학습 하는 방법이 SVM의 분류 모

델이다. 

Ⅲ. 소프트웨어 특성 데이터 분석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용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잘 이해

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다양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석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소프

트웨어 분석을 위한 특성을 추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석 데이

터 생성 기술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분석 및 이해를 위해서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본 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추출

하고 이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3-1 소프트웨어의 특성 추출

소프트웨어의 분석을 위한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소프트

웨어의 근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
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에서 하드웨어의 다양한 기

능을 구동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기능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무형의 데이터 및 정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기종에 따라 정의된 이진(binary) 
데이터들로 표현되며, 이런 이진 데이터들을 선처리 등의 사전 

분석이 없이 직접 입력 데이터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의 이진 데이터로부터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논리적

인 구조 및 특성들을 효과적으로 기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원형이 가지는 이진 데이터로

부터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거나 추출하는 

분석 과정이 소프트웨어의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구성하는 명령어 코드

들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표현 방법으로 제안한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들과 소프트웨어의 실행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소프트웨어의 실행 명

령어는 실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할 때 실행되

는 명령어들을 의미하고, 다 수의 실행 명령어들이 조합되어 컴

퓨터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동작한다. 이
런 명령어들의 정보를 추출하고 다차원의 데이터로 표현함으

로써 각 소프트웨어의 개별적인 특징을 요약하는 특성 데이터

로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명령 코드들은 소프트웨어의 

분석 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표현하

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3-2 소프트웨어의 다차원 데이터 표현

본 절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분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특성

을 기계 학습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표현 방법

을 제안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

어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된 소스 코드는 실행을 위해서 컴

파일 등의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한 이진 데이터로 구성된 실행 

파일을 생성한다. 실행 파일은 이진 데이터로 표현되며,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실행 명령을 기술하는 명령어 코드들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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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FactorialExample{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int i, fact=1;  
        int number=5;
        for(i=1; i<=number; i++) {    
            fact=fact * i;    
        }    
        System.out.println("Factorial of “
                                   +number+" is: "+fact);     
    }  
} 

그림 2. 자바 팩토리얼 예제 프로그램 

Fig. 2. An example of Java factorial program. 

예를 들어 그림 2에서는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자바 프로그

램을 보여주고 있다. 소스 코드에서는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

으로 값을 곱하는 연산 과정 및 소프트웨어의 구조적 특성이 드

러난다. 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컴파일을 거쳐

서 실행 가능한 코드를 생성해야하는데, 실행 가능한 코드는 이

진 데이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특성이 쉽게 드러

나지 않는다. 

Address Opcode Bytecode
       0: 
       1: 
       2: 
       3: 
       4: 
       5: 
       6: 
       7: 
       8: 
      11: 
      12: 
      13: 
      14: 
      15: 
      18: 
      21: 

0x04
0x3d
0x08
0x3e
0x04
0x3c
0x1b
0x1d
0xa3
0x1c
0x1b
0x68
0x3d
0x84
0xa7
oxb1

iconst_1
istore_2
iconst_5
istore_3
iconst_1
istore_1
iload_1
iload_3
if_icmpgt     21
iload_2
iload_1
imul
istore_2
iinc          1, 1
goto          6
return

그림 3. 팩토리얼 프로그램에 대한 자바 명령 코드 (자바 

바이트코드)
Fig. 3. The Java bytecode for the Java factorial 

program.

그림 3은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는 팩토리얼 프로그램의 실

행 파일인 자바 클래스 파일에 포함된 바이트코드 [13]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명령어 코드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연산들을 보여주지만, 소스 코드에서와 같은 소프트

웨어의 구조적인 특성들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반면 해당 아

키텍처에서 실행되는 코드들은 그 소프트웨어의 실제 실행되

는 연산들로 구성되며 실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동작 특

성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코드들의 분포 정

보를 특성으로 하는 데이터로 요약하면 소프트웨어의 명령어 

수준에서 실행되는 연산 특성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자바 팩토리얼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 분포 데이터

Table 1. Code distribution data for the Java factorial 
program.

 Name Analyzed code data

SW Name Java Factorial

Code Name 
in Factorial

[ iconst_1, istore_2, iconst_5, istore_3, 
istore_1, iload_1, iload_3, if_icmpgt, iload_2, 

Imul, iinc, goto, return ]

# of Code in 
Factorial

[2, 2, 1, 1,1, 2, 1, 1, 1, 1, 1, 1, 1]

표 1은 그림 3에서 보여주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분석한 명령 

코드들로부터 코드의 분포 정보를 요약한 특성 정보를 보여준

다. 이 코드 분포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의 명령 코드에 대해서 

각각의 코드들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얼마나 빈번하게 실행되

는지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일수록 보다 

다양하고 많은 명령어 코드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명령어의 코

드 특성을 데이터로 표현하면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보다 명확

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림 4. AcornDB 프로그램에 포함된 한 클래스 파일로 부터 

분석한 코드 분포 데이터

Fig. 4. Code distribution data analyzed from a Java 
classfile in AcornDB.

그림 4는 실제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되는 AcornDB에 포함

된 실행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프로그램의 코드 데이터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수평 축은 자바 프로그램이 가지는 

256개의 바이트코드를 표현하고 있으며 세로축은 분포 정보 특

성을 표현한다. 이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에서 특징적으로 사용

되는 명령어의 구성 정보 및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프

트웨어의 고유한 특성 정보로 표현될 수 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의 설계

573 http://www.dcs.or.kr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명령어 코드의 분포 정보는 소프트

웨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단순

한 선형의 다차원 데이터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의 다차원 데이터 표현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의 특성을 

완전하게 포함하지는 않지만 코드의 분포 정보로서 소프트웨

어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령들의 구성 및 사용 패턴 등의 

특징들을 변별력 있게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3-3 소프트웨어 특성 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가지

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명령 코드 분석을 통한 

다차원 특성 데이터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연산들의 분포 

특성을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소프트웨어 분석

을 위한 특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데이터로 사

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과 같은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교를 통한 유사 소프트웨

어 분류 방법은 소프트웨어의 특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특성 정보로부터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사이에 차

이점을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

트웨어의 코드 명령 정보 및 분포 정보를 요약하는 다차원 데이

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모델링한다. 소프트웨어 

특성 데이터는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를 위한 모델로 적용할 수 

있도록 SVM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한다.

Ⅳ.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 설계

본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특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SVM의 분

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SVM의 분류 알고리즘에 맞도록 알

고리즘을 설계한다.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를 위한 소프트웨어 

입력 데이터는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명령어의 종류 및 분포에 

따라 다차원의 데이터 특성을 가진다. 자바 프로그램은 256개
의 자바 바이트코드 [12]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의 클래스 파

일이 만들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256개의 바이트코드를 명령어

로 가지는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서포트 벡터 모델을 설계하고 

평가한다. 자바 프로그램이 가지는 총  256개의 바이트코드 명

령어에 대해서 각각의 자바 프로그램은 256개의 특성 값을 가

지는 256차원 데이터로   ⋯  와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소프트웨어 특성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는 256차원 

데이터와 지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결과값 y의 쌍으로 다

음 수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여기서  y는 소프트웨어 특성 데이터   ⋯  가 속

하는 클래스를 가지는 레이블로 학습에 사용되며, 입력 데이터

가 속하는 클래스에 따라 1 또는 –1중에서 하나의 값을 가진다. 
이 학습 데이터를 속하는 클래스에 따라 분류하는 초평면은 두 

클래스의 결과  y가 1 또는 –1로 구분되므로 두 클래스를 양수

와 음수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 수식 (2)의 조건을 만족하는 

초평면이 된다. 

 ∙  ⋯                                              (2)

여기서 ⋅는 두 벡터의 내적 연산을 나타내고, w는 위의 식

으로 표현되는 초평면의 법선 벡터가 된다. 이 초평면에 의해서 

분류되는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초평면과 가장 인접한 

서포트 벡터 와 가 존재하는데, 서포트 벡터 는 

   인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중에서 초평면과 가장 가까

운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되고, 서포트 벡터 는   인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중에서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데이터로 정의된다. 따라서 두 클래스를 분류하는 초평면

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서포트 벡터 를 지나는 초평면

은  다음 수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3)

또한 두 클래스를 분류하는 초평면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

서 서포트 벡터 를 지나는 초평면은  다음 수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4)

수식 (2)의 초평면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분류 마진

은 두 개의 서포트 벡터를 지나는 초평면 (2)와 (4) 사이의 거리 




로 구해진다. 따라서, SVM은 분류 마진을 최대로 하기 위

해서 두 초평면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만드는 초평면을 분류 모

델로 학습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w의 노름(norm) 를 최소

로 만드는 초평면을 찾으면 모델이 완성된다.

두 개의 서포트 벡터  와 는 각각 초평면에서 가장 가

까이 있는 클래스의 데이터 이므로 이 두 데이터 사이에는 다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 속하는 모든 데이

터는 다음 수식 (5)의 조건이 만족한다. 

∙  ⋯   ≥                                           (5)

동일한 방법으로  에 속하는 모든 데이터는 다음과 같

이 수식 (6)의 조건이 만족한다.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1, No. 3, pp. 569-577, Mar. 2020     

http://dx.doi.org/10.9728/dcs.2020.21.3.569  574

∙  ⋯   ≤                                        (6)

위 두 식 (5)와 (6)에서 양변에 y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

의 수식 (7)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  ⋯   ≥                                   (7)

따라서,  256차원의 명령 코드 특성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SVM의 분류 모델은 두 클래스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를 최대의 마진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음 수식 (8)의 조건을 만

족하는 초평면을 찾는 문제로 설계할 수 있다. 

argmin 

 × ∙  ⋯   ≥ 

                    (8)

소프트웨어의 특성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법선 

벡터 w와 상수 b는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한 두 개의 클래스의 

입력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 학습을 

반복함에 따라 마진을 최대로 하는 법선 벡터 w와 상수 b를 찾

을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된 결과의 w와 b에 대해서 

초평면  ∙  ⋯    는 유사 소프트웨어를 분

류하는 SVM의 분류 모델이 된다. 본 장에서 설계한 SVM 분류 

모델의 정확성은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분석한다.

Ⅴ. 실험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SVM을 이용한 유사 소프

트웨어 분류 모델을 구현하고 실제 사용되는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 분석 정보를 벤치마크 데이터로 수행한 실험 결과를 

통해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5-1 실험 환경 구성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SVM을 이용한 유사 소프트웨

어 분류 모델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SVM을 이용한 분

류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유사 소프트웨어와 상이한 소프트

웨어에 대한 벤치마크 소프트웨어의 집합을 구성하고 SVM의 

학습 데이터는  벤치마크 소프트웨어로부터 바이너리 코드 분

석기를 통해서 명령어 집합을 추출한 후 각 소프트웨어의 특징

을 포함하는 다차원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학습 데이터를 완

성한다. 이 두 클래스의 소프트웨어 데이터 집합은 SVM을 통

해서 학습 과정을 거치면 유사 소프트웨어의 분류를 위한 SVM 
분류 모델을 생성한다. 생성된 모델은 정확성 및 효율성을 검증

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 셋을 이용해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본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의 구조

Fig. 5. The structure of classification model through 
support vector machine.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이썬과 

자바 언어를 이용하였으며, LIBSVM 라이브러리 [14]를 이용

해서 SVM을 이용한 학습 모델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분석 모

델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2. 벤치마크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정보

Table 2. The specification of the benchmark data.

 Name # of classfiles
Avg. # of 
bytecodes

Max. # of 
bytecodes

Aelfred 7 290.4 1264

JUnit 100 79.6 980

AcornDB 218 154.6 3728

Total 225 134.4 3728

본 실험 환경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는 실제 환경에

서 사용되는 자바 프로그램 The Aelfred XML Parser [15], JUnit 
[16], AcornDB [17]를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를 생성하였다. 표 2는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의 정보를 보여주

고 있다. 3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The Aelfred XML Parser는 클

래스파일의 수는 적지만 평균 코드의 사이즈가 큰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프로그램의 평균 바이트코드 수는 

134.4개 이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자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실

행 파일인 클래스 파일들로부터 자바 바이트코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바이트코드 명령어를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특성 데이

터를 생성하였다. 생성한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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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서 학습 및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소프트웨어 집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바 프로그램의 변환 도

구인 Smokescreen 난독화 도구를 사용해서 변환한 유사 프로그

램을 포함하였다. Smokescreen은 단순한 코드 내의 이름 변경 

뿐만 아니라 제어 흐름을 바꾸고 바이트코드 명령어를 바꾸는 

변환을 수행하고, 코드의 변환을 통해서 유사 프로그램의 벤치

마크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5-2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2에서 기술한 세 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학습 데이터 

셋과 검증 데이터 셋으로 분리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학습

에 사용한 데이터는 세 프로그램으로부터 유사한 클래스의 파

일과 다른 클래스의 파일을 구성하였으며 생성한 학습 데이터

의 개수는 총 90,796개였다. 이 학습 데이터로부터 SVM을 학

습하고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를 위한 SVM 모델을 생성하였다. 

표 3. 벤치마크 데이터를 이용한 SVM 모델의 실험 결과

Table 3. The experimental results of SVM model with the 
benchmark data. 

 # of Data for Training SVM 90,796

# Data for Evaluating SVM Model 12,321

# of Correct classification through SVM Model 11,541

Evaluation Accuracy 93.7%

학습을 통해 생성한 SVM 모델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사용

한 테스트 데이터는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위해 별도로 구성

한 클래스 파일로부터 생성하였다. 유사한 클래스와 다른 클래

스의 프로그램을 생성한 후 검증에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는 

12,321개의 소프트웨어 데이터 파일로 구성된다. 검증 데이터

는 학습을 통해 생성된 SVM 모델을 통해 분류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12,321 개의 데이터 클래스 중에서 11,541개의 소프트

웨어 클래스를 올바르게 예측하였으며, 93.7%의 정확도를 보

여주었다.  표 3은 본 실험의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SVM 분류 모델은 소프트웨어 코드가 가지는 각 소프트웨어의 

특징들이 특성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림 6과 7은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는 본 SVM의 유

사 소프트웨어 분류 실험에서 사용한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자바 바이트코드 최대 빈도 

Fig. 6. Maximum number of Java bytecodes of the 
benchmark programs.

그림 7.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자바 바이트코드 평균 빈도 

Fig. 7. Average number of Java bytecodes of the 
benchmark programs.

그럼 6은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자바 프로그램별로 

포함된 자바 바이트코드 명령어의 최대 개수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7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바이트코드 명령어의 평

균 개수를 보여준다. 자바 프로그램의 바이트코드는 총 256개
로 구성되고 각각의 명령어에 대해서 사용 빈도를 분석했을 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최대 빈도를 가지는 5개의 명령어는 

aload_0, invokespecial, invokevirtual, getfield, iload 순서로 나타

났으며, 평균 사용 빈도가 높은 5개의 명령어는 aload_0, 
invokevirtual, getfield, invokespecial, aload_1 명령어 순서로 나

타났다.
소프트웨어에서 명령어 코드들의 사용 패턴 및 사용 빈도는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작업 내용 또는 기능에 따라 명령어의 특

성 분포가 달라진다. 소프트웨어의 특성 정보들은 SVM의 분류 

모델 생성을 위한 입력 데이터로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로 유사 소프트웨어를 분류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명령어 코드 사용 패턴에 비해서 특정 명

령어 코드들이 많이 사용되거나 적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은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를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특

성 정보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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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의 학습을 통해 변별력 있는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

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에서 소프트웨어 특성 정보

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

웨어의 명령어 코드 특성 정보 분석을 통한 소프트웨어 데이터

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한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 SVM의 분류 

모델을 생성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정

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하였다. 검증 데이터를 통한 유

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 실험 결과에서 93.7%의 정확도를 보

여줌으로써 소프트웨어 코드 데이터를 통해 SVM을 이용한 유

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명령 코드 정보는 유사 소프트웨

어 분류를 위한 모델 생성 뿐 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 학습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

는 분석 및 입력 데이터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Ⅵ. 결  론

최근의 컴퓨팅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분석 기술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기계 학습의 접근 방법 중 하나인 SVM을 통해서 유사 소프

트웨어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고 제안하였다. 분석 모

델의 설계를 위해서 학습 데이터의 변별력 있는 특성 정보 표현

을 위한 코드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고, 코드 분석 결과를 입력 

데이터로 이용하는 SVM의 분류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되는 자

바 어플리케이션을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하였고, 유
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 실험 결과에서 93.7%의 정확도를 보

여주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소프트웨어 코드 데이터는 소프트

웨어의 특성 분류를 위한 데이터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

며, SVM을 이용한 유사 소프트웨어 분류 모델은 소프트웨어 

분석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를 분석

하기 위한 명령 코드 정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사 소프트웨

어 분류를 위한 모델 생성 뿐 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

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 학습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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