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Page 1 of 15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캡스톤 디자인 II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KMU Grade Server 

팀 명 Attention seeker 

문서 제목 수행계획서 

 

 

 

 

 

 

 

Version 1.4 

Date 2015-09-17 

 

 

 

 

팀원 

이영찬 (조장) 

이의재 

이종석 

최슬기 

황석진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KMU Grade Server 

팀 명 Attention seeker 

 Version 1.4 2015-SEP-17 

 

캡스톤 디자인 I Page 2 of 15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KMU Grade Server를 수행하는 팀 Attention seeker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Attention seeker의 팀원들의 서면 허락 없이 

사용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문서 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계획서-KMUGradeServer.doc 

원안작성자 이의재 

수정작업자 최슬기, 이영찬, 이의재, 이종석, 황석진 

 

 

수정날짜 대표수정자 Revision 추가/수정 항목 내    용 

2015-09-15 이의재 1.0 최초 작성 기본 구성 내용 작성 

2015-09-15 이종석 1.1 내용 추가 제한요소 내용 추가 

2015-09-16 황석진 1.2 내용 추가 연구/개발 내용 추가 

2015-09-16 최슬기 1.3 내용 수정 문서 검토 및 수정 

2015-09-17 이영찬 1.4 내용 수정 문서 검토 및 수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KMU Grade Server 

팀 명 Attention seeker 

 Version 1.4 2015-SEP-17 

 

캡스톤 디자인 I Page 3 of 15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목 차 

 
1 개요 .......................................................................................................................................................................................... 4 

1.1 프로젝트 개요 ..................................................................................................................................................... 4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5 

1.2.1 현재 서비스 중인 알고리즘 채점 사이트 ................................................................................ 5 

1.2.2 더 나아진 알고리즘 채점 서버의 필요성 ................................................................................ 5 

2 개발 목표 및 내용 ............................................................................................................................................................. 6 

2.1 목표 .......................................................................................................................................................................... 6 

2.2 연구/개발 내용 ................................................................................................................................................... 6 

2.2.1 연구/개발 주제 ...................................................................................................................................... 6 

2.2.2 연구/개발 방법 ...................................................................................................................................... 6 

2.3 개발 결과 .............................................................................................................................................................. 7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7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8 

3 배경 기술 ............................................................................................................................................................................... 9 

3.1 기술적 요구사항 ................................................................................................................................................ 9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 10 

3.2.1 하드웨어 ................................................................................................................................................ 10 

3.2.2 소프트웨어 ............................................................................................................................................ 10 

3.2.3 기타 .......................................................................................................................................................... 10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 11 

5 프로젝트 비용 ................................................................................................................................................................... 11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 12 

6.1 개발 일정 ........................................................................................................................................................... 12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 13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 14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 14 

7 참고 문헌 ............................................................................................................................................................................ 15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KMU Grade Server 

팀 명 Attention seeker 

 Version 1.4 2015-SEP-17 

 

캡스톤 디자인 I Page 4 of 15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다양한 플랫폼의 개발과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플랫폼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요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는 물론 다양한 경험을 

가진 프로그래머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이미 외국의 유명 대학들은 문과대를 비롯한 비전공생을 위한 

프로그래밍 강의가 개설되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우리 

학교에서도 비전공생을 위한 프로그래밍 강의를 신설하였다. 

 

프로그래밍 과목은 과목의 특성상 이론 보다는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것이 

프로그래밍적, 논리적 사고를 배우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실습 과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특별한 시스템 없이 

소수의 수업 담당자가 많은 학생들의 실습 과제를 관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위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채점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이다. 

400 여명의 컴퓨터 공학 전공자만 수용하던 기존 채점 서버를 확장하여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게 되는 어느 학생이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 프로젝트를 위해 두 가지의 서버가 필요하다. 먼저, 채점 요청을 받고 응답하는 웹 

서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채점 요청을 처리할 채점 서버가 필요하다.  

사용자로부터의 모든 요청은 웹 서버를 통해 전달되고 채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청은 

웹 서버에서 응답하게 된다. 채점 요청의 경우 비교적 긴 응답 시간이 필요한 

작업으로써 웹 서버의 Redis 큐에 저장되고 해당 작업을 할 것을 채점 서버로 요청하게 

된다. 채점 서버는 Celery 서버를 통해 웹 서버의 요청을 확인 및 처리하고 다시 웹 

서버로 응답을 준다.  

작업에 따라 서버를 나눔으로써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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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현재 서비스 중인 알고리즘 채점 사이트 

•  KMU Grade Server 

. 

 

현재 프로젝트를 서비스 중인 사이트 화면이다. 

 

1.2.2  더 나아진 알고리즘 채점 서버의 필요성 

현재 사용 중인 채점 서버는 외적으로 구동에는 이상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기능 및 알고리즘들이 많이 존재 한다. 게다가 채점 서버를 사용하는 학생이나 관리자의 

사용 편의성이 많이 고려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편함이 존재하는 기능들이 있다.  

또한, 증가하는 많은 사용자 및 다른 기관에서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개선된 관리자 

및 관리 인터페이스가 요구되며 각 기관별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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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사용상의 불편함을 수립하고 UX를 기반하여 UI를 개척한다. 

2)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덱스 튜닝을 한다. 

3)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기타 기업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 페이지를 개선한다. 

4) 한글 사용에 대한 인코딩 에러를 해결한다. 

5) 사이트의 보안을 높이기 위하여 SSL 작업을 한다. 

6) URL 접근에 대하여 안전한 로직을 세워 처리한다. 

7) 오픈 소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든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연구/개발 주제 

1. UI 개선 

- 시각적인 효과와 UX를 기반하여 개선한다. 

 

2. 데이터베이스 리팩토링 

- 효율적인 인덱싱과 트랜젝션 에러 개선을 위해 리팩토링한다 

- 학교 외에 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한다. 

 

3. 보안 개선 

- SSL을 적용한다. 

- 비정상 URL 접근에 대하여 새로운 로직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높인다. 

 

4. 한글 인코딩 

- Python에서의 한글 입력이 갖는 인코딩 에러를 해결한다. 

 

5. 오픈 소스 대회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서비스를 경량화하여 범용적으로 바꾼다. 

  

2.2.2  연구/개발 방법 

1. UI 개선 

- 사용자들에게 불편 사항 및 희망사항을 조사한다. 

- 각 목록에 대하여 UI를 개선한다. 

 

2. 데이터베이스 리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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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외의 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테이블을 추가한다. 

- 기본 키가 인덱스가 되도록 수정한다. 

- 수정 된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query를 가공한다. 

 

3. 보안 개선 

- 토네이도 모듈에 맞는 SSL을 적용 시킨다. 

- 비정상인 접근에 대한 로직을 세워 URL로도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4. 한글 인코딩 

- Python에서의 컨테이너 환경을 수정하여 인코딩 문제를 해결한다. 

 

5. 오픈 소스 대회  

- 학교 수업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제거하여 어느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경량화 

한다. 

 

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Manage Organizations 기존 us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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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프로젝트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서비스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보안성을 더 높여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기존의 운용되던 서비스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추가 제공되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리팩토링 된 채점 서버는 쾌적환 환경에서 여러 언어로 학습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다양한 

언어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심화 문제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us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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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개발 환경 

◆ CentOS 7 : 웹 서버와 채점 서버를 운용할 운영체제 

◆ Flask : 웹 서버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 

◆ Python2.7 : Flask의 기반이 되는 언어. 

◆ MariaDB : 사용자 및 문제 정보 데이터를 관리할 DBMS 

◆ SQLAlchemy :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Python ORM 

◆ Redis : 로그인 정보 및 요청 업무를 저장할 캐시 저장소 

◆ Bootstrap : 웹 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를 제공해주는 웹 UI 프레임워크 

◆ jQuery : 웹 페이지 제작에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 Ajax : 웹 페이지 제작 시 동적 웹 구동에 쓰이는 라이브러리 

◆ HTML5 : 웹 페이지 제작에 사용하는 언어 

◆ Celery : 웹 서버의 비동기 작업 처리를 위한 Python 프레임워크 

◆ Docker : 격리된 채점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상 엔진 

◆ VMware : 서버 에러 발생 시 에러로부터 복구를 위해 서버를 가상화 하기 위한 가상 

머신 

◆ Web server : 사용자로부터의 모든 요청 및 이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 

◆ Grade server : 채점 요청을 웹 서버로부터 전달 받아 채점을 수행하고 웹 서버로 

결과를 돌려주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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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Web Service Server :  

- Web Service Server의 경우 사용자들의 제출한 코드 및 정보를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장기간 유지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RAID 사용이 

필수 적으로 필요하여 현재 구현되어 있지만 장기간 유지 될 경우 디스크의 부족 

및 기기의 노후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 

한다. 

 

2. Grading Server :  

- Grading Server의 경우 비교적 긴 작업 시간이 예상됨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요청을 처리 할 수 있는 성능의 서버 구매가 구현되어 있지만 장기간 유지 될 

경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좀 더 나은 성능의 기기로 바꿀 수 있도록 해결책을 

준비 한다.. 

 

3.2.2  소프트웨어  

1. 라이선스 :  

- 오픈 소스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 오픈 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 별 수정 한도와 제공 범위를 파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2.3  기타  

1. 보안 및 디자인 정보 부족 :  

-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보안 관련 지식의 미숙으로 1 학기 때에 보안에 

관한 사항이 많이 부족 하였다. 보안 관련 책 및 지인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할 

예정이다. 

-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1 학기 때에 사이트는 

볼품이 없었다. 따라서 디자인을 개선 할 여지가 있었고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디자인을 카피하고 사용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불편사항을 수집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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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영찬 - UI 디자인 개선 

이의재 - DB 재 설계 및 재 구현, UI 디자인 개선 

이종석 - 과제 제출 기능, UI 디자인 개선 

최슬기 - UI 디자인 개선 

황석진 - DB 재 설계, 채점 프로그램 관리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학습시간 포함) 
예상치 (MD) 

UI 디자인 개선 50 

DB 설계 및 재 구현 70 

유저 페이지 40 

관리자 페이지 70 

과제 제출 페이지 30 

채점 환경 구성 (한글 인코딩) 60 

보안 기능 80 

합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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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UI 문제점 파악      
  

현재 채점 서버 분석      
  

관련분야연구 

LINUX 인코딩 연구      
  

Ajax 연구      
  

UI 플러그인 연구      
  

SSL  연구      
  

설계 

UI 디자인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비정상 접근 로직 

설계 
     

  

프로그램 설계      
  

외부 경시 

대회 
외부 경시대회 참가      

  

구현 

UI 구현      
  

데이터베이스 구현      
  

프로그램 구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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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 프로젝트 개선사항 수립 및 설계 

- 프로젝트 보안 관련 자료 조사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5.07.01 2015-09-17 

1 차 중간 보고 

- UI 디자인 부분 개선 완료 

- UX 디자인 부분 개선 완료 

- Database 튜닝 완료 

- 한글 인코딩에 대한 컴파일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5.09.18 2015.10.01 

2 차 중간 보고 

- UI 디자인 개선 완료 

- UX 디자인 개선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4. 외부 경시 대회 용 프로그램 

2015.10.02 2015.10.29 

구현 완료 

프로젝트 개선 완료 

산출물: 

1. 구현 완성 프로젝트 결과물 

- 2015.11.15 

테스트 

프로젝트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오류 수정 목록 

2.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 2015.11.2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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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이영찬 UI 디자인 및 UX 디자인 개선 2015-07-01 2015-09-17 79 

이의재 DB 재 설계 및 재 구현 2015-07-01 2015-09-17 79 

이종석 과제 제출 기능 구현 및 UI 디자인 개선 2015-07-01 2015-09-17 79 

최슬기 UI 디자인 및 UX 디자인 개선 2015-07-01 2015-09-17 79 

황석진 DB 재 설계 및 채점 방식 개선 2015-07-01 2015-09-17 79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5 대 Dell 2015-07-01 -  

운영용 서버 2 대 미정 2015-07-01 -  

라이센스 VMware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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