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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소프트웨어 관심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

지 과거의 단순 알고리즘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프로그램의 규모와 개발인력을 생각하면 효율적이고 유지보수가 가능

하도록 코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단순 알고리즘 풀이에 더하여 코드의 

복잡도를 체크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학생의 코드를 스스로 평가하고 추가학습을 할 수 있는 길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코딩 스타일을 체크하여 학생의 코딩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코드를 검사하기 위해 코드 카피체크 기능을 넣었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SW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계획”에서 정보 관련 교과 

내용을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교육 내용으로 개편하며,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설계 등의 SW 과

목을 2018년부터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1

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SW 중심대학을 선정하였다. SW 중심대학이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

영하여 대학의 SW 교육을 혁신함으로써, 기업은 물론 학생 자신과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

고 SW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학교이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많

은 교육기관의 운영 방향과 커리큘럼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교육 방법은 과거와 크

게 바뀌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프로그래밍 능력의 향상은 많은 양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

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프로그래밍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공정

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Andy K.,Andrew L.,& BrendaC.,2001). 국민대학교를 포함한 

몇몇의 학교에서는 online judge를 프로그래밍 교육에 도입하여 의무적으로 프로그래밍 훈련을 

시키고 있다. online judge란 프로그래밍 문제를 온라인상으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많은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많은 학생들은 online judge를 통하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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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킨다. 

 online judge는 정답을 맞히는 경우 학생 본인의 소스 코드가 얼마나 잘 작성한 소스 코드 인지, 

어느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인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추가로 소스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

고 다른 학생의 소스 코드를 복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이런 부정행위

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다른 큰 문제점은 online judge 시스템을 커리큘럼에 사용하

지 않은 교육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프로그래밍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

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개개인 학생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베낀 코드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online judge 시스템을 수많은 교육기

관에서 의무화한다면, 학생들이 실무 현장에서도 품질이 좋은 소스 코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채점서버 기능개선

팀 명 채점서버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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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 디자인 I Page 6 of 17 제안서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현 교육기관에서의 프로그래밍 평가는 소수의 관리자가 수많은 학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

생 개개인의 코드를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렵다. 현재 online judge 시스템은 좋은 소스 코드를 작

성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어서 학생들은 정답을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을 목표로 두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출력값만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소스 코드를 

평가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실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부정행위를 했을 

시 검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본 연구의 목표는 기존 online judge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코드를 구현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나아가 본 시스템을 실제 국

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사용하는 채점 서버에 도입하여 과거에 비해 더욱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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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코드 품질 측정에서 코드 복잡도 측정은 Cyclomatic complexity를 사용한 정적 분석을 사용한

다. Cyclomatic complexity의 중요성은 이 수치가 높을수록 코드가 복잡하다는 뜻이고, 에러가 발

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높으면 유지 보수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따

라서 Cyclomatic complexity 파생 매트릭을 이용하여 Cyclomatic complexity의 수치를 지원한다. 

 첫 번째로 Modified Cyclomatic complexity 수치는 switch~case 문을 case 수에 관계없이 1로 

취급한다. 이것은 if~else 중첩보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Strict Cyclomatic 

complexity는 if 문 안에 and(&, &&), or(|, ||)로 묶인 조건문을 별개의 조건문으로 취급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구한 복잡성을 핵심 복잡성과 불필요한 복잡성으로 나누어서 불필요한 복잡성

이 발생하는 곳의 코드를 알려준다. 그 부분에 대한 예시를 시각화해서 보여주어, 그 부분을 학

생들이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코드 품질 측정에서 메소드 수를 측정하여, 불필요한 메소드는 없는지 혹은 template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문제에 맞게 작성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코드의 메소드를 간결하게 할 것이다.

 코드 표절 검사에서는 리눅스의 diff 파일 비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최장 공통 부분 수열 

문제로 정의하고 두 파일의 공통된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비교하여 어느정도 카피 했는지 

척도를 가늠하는 방식이다. C언어를 기준으로 우선, 코드 파일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주석이나 전처리문(include, define)등을 제거한다. 그 후 tokenizing 을 

거쳐 괄호나 인덱싱, 공백등을 제거하고 의미있는 토큰들을 선별하여 벡터에 저장한다. 전처리를 

거친 벡터들을 LCS(최장 공통 부분 수열) 알고리즘을 거쳐 공통된 토큰들의 개수를 알아낸다. 최

종 카피율은 (코드1의 토큰 개수) / (공통된 토큰 개수) 로 구할 수 있다. 그동안의 학생들의 테스

트 케이스를 거친 결과 카피율의 하한선은 약 70%였으므로, 70 ~ 100을 0 ~ 100으로 지수적관

계로 매핑하여 변환한다. 이렇게 거친 결과로 학생들의 카피율을 구할 수 있다. 

코드 스타일 검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C/C++ 코드의 변수 이름, 함수 이름, 타입 이름과 같은 유

저가 정의한 심볼의 이름을 파싱하여 이름에 사용된 규칙을 검사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웹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javascript를 이용하여 만드

는데, javascript에서 만들어진 C/C++ parser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의 변형과 부분적인 정

규표현식을 이용한 파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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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본 프로젝트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함으로 많은 인원이 접속했을 때를 대비한 성능(부하) 테

스트가 필요하다. 현재 개발용으로 사용중인 PC는 구동할 서버의 1/3~1/2 성능으로, 테스트는 

기대 수용 인원의 1/3~1/2로 한다.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채점 서버는 개발용 데스크탑의 

가상환경에서 구동 중으로, 실제 채점 서버로 사용 될 서버의 1/3정도 성능이다. ‘Hello, World!’ 

문제를 기준으로 100개의 케이스를 입력한 결과, 평균 4초 정도 소요되어, 실제 서버에서는 초당 

100±α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3.3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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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으로 인해 수도권 학원가를 중심으로 코딩 학원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본 코드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사교육 없이 더욱 좋은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웹서버 모델 정보를 DB 에 저장한다 모듈 SQLalchemy

뷰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모듈 HTML5

컨트롤러 프레임워크 모듈 PYTHON(FLASK)

채점서버  채점 코드를 채점한다 프로그램 PYTHON

복잡도 측정 코드의 순환복잡도를 측정한다 프로그램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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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정행위를 막아 모든 학생도 직접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여 모든 학생이 프로그래밍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본 시스템을 여러 교육기관에 도입하여 

모든 학생들이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층 더 진화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하여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방안 - online judge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도 본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킨다. 단순하게 소스코드의 길이 또는 실행시간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준이 더 생겼기 때문에 정교한 채점이 가능하다. 때문에 경시대회를 

주최할 때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새로운 평가 지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2 개발 환경 

1. 웹서버 

- OS : CentOS7

- Language : ｐytion2.7, C++, HTML5, JavaScript

2. 채점서버

- OS : CentOs7

- Language : pytho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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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소프트웨어

코드 표절 검사 부분에서 0~100프로까지의 검사 표절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70프로 이상을 

의심 및 표절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70~80프로의 코드는 표절이 아니더라도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표절율에 대한 퍼센트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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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5 프로젝트 비용

이름 역할

류동기 - 코드 복잡도 계산 및 결과 출력 프로그램 개발

정지은 - User Interface 개선

김민종 - 코딩 스타일 검사 프로그램 개발

남규현 - 코드 표절 검사 프로그램 개발

강석중 -   개발 보조

항목 예상치 (MD)

코드 복잡도 계산 프로그램 35

User Interface 디자인 및 개발 35

코딩 스타일 검사 프로그램 개발 40

코드 표절 검사 프로그램 개발 35

개발 보조 3

합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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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개발 일정을 계획한다.

항목 세부내용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운영 일부 기능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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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일정별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지 상세하게 작성한다. 그래프의 형태로 작성하여도 좋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선행 연구 조사
기존 Online Judge들의 장단점 파악 및 추가될 사항 

조사
2016-06-01 2016-06-15

관련 연구자료 분

석 및 정리

1) 코드 copy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정리

2) 코드 품질 측정(복잡도 측정, method 수, 중복 

코드 블록, 반복문 depth측정 등) 에 관한 자료 조

사 및 정리

3) 코딩 스타일 자료 조사 및 정리

2016-06-16 2016-06-30

코드 Copy에 대한 

시스템 구현 
소스코드 copy 체크 구현

2016-07-01 2016-07-15

코드 품질 측정에 

대한 시스템 구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복잡도를 수식화 

하여 표현
2016-07-16 2016-07-31

코딩 스타일에 대

한 시스템 구현

협업에서 많이 쓰는 구글 코딩 스타일을 분석하여 

그거에 맞게 online judge에 구현
2016-08-01 2016-08-31

테스트 실행
-테스트 서버를 바탕으로 1차 테스트 실행

-기술보고서 문서 작성법 지도
2016-09-01 2016-09-30

운영 일부 기능 시범 운영 2016-09-01 2016-11-30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산출물 : algolab.kookmin.ac.kr
2016-11-30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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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프로젝트 참여 인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로 투입이 될 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류동기
- 코드 복잡도 계산 및 결과 출력 

프로그램 개발
2016-06-01 2016-11-30 35

정지은 - User Interface 개선 2016-06-01 2016-11-30 35

김민종 - 코딩 스타일 검사 프로그램 개발 2016-06-01 2016-11-30 40

남규현 - 코드 표절 검사 프로그램 개발 2016-06-01 2016-11-30 35

강석중 - 개발 보조 2016-06-01 2016-11-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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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개발 환경 등 비 인적 자원의 투입 계획을 명시한다.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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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참고한 서적, 기사, 기술 문서, 웹페이지를 나열한다.: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플라스크를 

이용한 쉽고 빠른 웹개발
위키북스

2014-0

1-28

주성식

, 

홍성민

2 서적 Python version2 프리렉
2005-0

8-29
이강성

3 서적 모던 웹을 위한 JavaScript jQuery 입문
한빛미디

어

2013-0

9-10
윤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