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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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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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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1.1  현재 서비스 중인 알고리즘 채점 사이트 

•  KMU Grade Server 

. 

 

현재 프로젝트를 서비스 중인 사이트 화면이다.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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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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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 인터페이스가 요구되며 각 기관별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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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일스톤 수행 내용 

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Manage Organizations 기존 use-case 

새로운 us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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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UI 및 UX 개선 

3.2.1  프로그레스바 추가 

- 이벤트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3.2.2  Date-Picker 개선 (UI 및 시간 선택 기능) 

- 기존에는 날짜 선택만 가능 했지만 시간 선택도 가능하도록 하여 

유동적인 관리가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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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Modal View 추가 

- 기존에는 한 페이지를 이동해가며 이벤트 처리를 작업하도록 

되어있어 번거로웠지만 한 페이지 내에서 modal 창을 통하여 

작업을 줄였다. 

 

 

3.3 Database 튜닝  

- ID(Index)를 통한 DB 구조가 아니었던 기존에는 검색 속도가 저하 

되었었다. 하지만 이번 리팩토링으로 모든 테이블의 키를 

인덱스화하여 검색 속도를 확연히 높였으며 DB를 좀더 

보완하였다. 

3.4 인코딩 관련 개선 

- 한글 주석 및 출력이 있는 파일의 경우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컴파일과 채점이 진행되는 docker container 

환경의 기본 인코딩을 utf-8 로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 현재 

한글이 들어가 파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진행된다. 

단 python 2.7 의 경우 기본 인코딩이 utf-8 이 아니므로 코드 

최상단에 ‘#-*- coding: utf-8 -*-‘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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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마일스톤 일정 

4.1 UI 및 UX 개선 

- 아직 UI 및 UX 부분의 미흡한 점이 많아 보완할 점이 있다. 사용하는데 

이상은 없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불편한 것을 하나씩 찾아내어 보완 할 

생각이다. 

 

4.2 Ajax를 활용한 이벤트 처리 

- Ajax를 활용하여 비동기적 이벤트 처리 가능토록 개선 할 예정이다. Ajax를 

활용하면 페이지의 다이나믹함을 줄 수가 있고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이벤트를 알려 줄 수 있다. 

 

4.3 채점 기능 개선 

- 서버는 Solution/Checker 2 가지 타입의 채점 방식이 제공된다. Solution은 

input과 output이 1:1 로 대응되는 문제로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 중이다. 

Checker는 사용자 코드에 따라 하나의 input에 대해 다양한 output이 나올 

수 있는 문제로, Checker 타입의 문제를 채점하기 위해선 서버 관리자가 

문제를 등록할 때 별도의 채점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docker container 

안에서 별도의 채점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사용하게 된다. 

container로 복사한 파일의 사용권한이 정상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복사한 후 파일에 대한 사용권한을 수정하는 코드가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