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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캡스톤 팀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능력', '유니티개발능력' 코딩               
테스트를 개발한다. 기존 알고리즘 테스트와 달리 특정 개발툴 개발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 배경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구직에서 제일 중요한요소는코딩능력이다. 코딩실력이뛰어난             

개발자 채용이 중요한 IT 업계는 코딩테스트를 통해 개발능력을 검증한다. 실제로 삼성, 쿠팡,            
구글, 페이스북 같은 많은 IT 기업들은 코딩테스트를 통해서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다. 
코딩테스트의 가장큰장점은스펙보다는객관적인지표로유능한개발자를판단할수있다는             
점이다. 즉, 코딩테스트를 통해 개발자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중소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채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             
코딩테스트는 많은 기업들에게능력있는개발자채용에많은시간비용을절약시켜줄수있다.            
최근 들어 그렙(grepp), 코딜리티(codility), 온코더(oncoder)와 같이 IT기업에게 온라인        
코딩테스트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추세다. 
 
 
1.2.2 IT 채용 시장의 변화 

 
기사원문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2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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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www.xportsnews.com/jeco/?ac=article_view&entry_id=735067&_REFERER=https%3A
%2F%2Fwww.google.co.kr%2F 
  

 
기사발췌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25750 
 
 
 
1.2.3 개발 필요성 
기존 채용시장에서의 코딩테스트는 단순 알고리즘 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정도다. 이는          

개발자의 알고리즘 코딩능력을 판별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는 웹          
개발, 서버 개발, 게임 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을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만으로 채용한다 해도 해당 직군에 적합한 개발자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현재 시중에는 코딩테스트 또는 코딩면접을 대비한 문제풀이 서적들도 많이           
출판되어 단순 알고리즘 문제풀이만으로 코딩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다. 
알고리즘 코딩 문제만 척척 풀어내는 개발자보다는 웹 개발 분야에는 웹 개발 능력을, 게임              
개발 분야에는 게임 개발 능력을 갖춘 개발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개발            
분야에서 요구하는 개발 도구 사용능력과 특정 분야 프로그래밍 능력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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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기존 단순 알고리즘 테스트와 다른, 각 개발 분야에 적합한 개발자를 판단하는              
코딩테스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2.1.1 시험 응시 서버 
Web과 Unity 문제 제출, 채점을 응시자에게 제공하며, 관리자에게 응시자관리, 프로젝트 시연            
서비스를 제공한다. 
 
 
2.1.2 Web 개발 문제 
응시자는 미완성의 Web 프로젝트를 원하는 프레임워크로 선택하여(Spring, Rails) 미완성된          
코드를 문제에 따라 완성한다. 응시자가 문제를 제출하면 Job을 통해 해당하는 프레임워크의           
Docker로 전달되면 Passed / Failed로 분류하여 점수를 채점한다. 또한, 틀린 곳을 문자로            
보여줘 문제수정에 도움을 준다. 
 
관리자는 응시자 관리화면을 통해 원하는 응시자의 점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를             
확인하면 내부의 Build 버튼을 통해 응시자의 Web 개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1.3 Unity 개발 문제 
응시자에게 미완성 Unity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알고리즘을 완성하면           
프로젝트가 테스트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채점하여 응시자의 점수를 전달한다. 
 
관리자는 Web 개발 문제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WebGL을 통하여 원하는 문제의             
실행결과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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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시험 응시 웹서버   
프로젝트 업로드, Docker를 연동한 웹(Spring / Rails) 프로젝트 문제 채점/ Unity 프로젝트             

문제 채점, 웹 서버 시연을 구현하였다. 그래픽 UI를 적용, 서버 안전성 향상을 위한 Job의              
간결화와 시간 초에 따른 빌드 제약 추가, 채점결과의 표시형식, 관리자 뷰의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을 중점으로 발전하였다. 
 
 Web 개발 문제 
웹 개발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Spring Boot 프레임워크를 통해 게시판 기능을 수행하는            
테스트용 프로젝트를 개발하였고, 응시자의 게시판 개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게시판의          
각 기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코드를 Junit과 Selenium을 사용하여 채점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기존 Web 개발능력 문제를 확장하고자 그렙에서 주로 활용하고, 서버개발을 위해           
사용한 Rails 프레임워크를 추가하였으며, Rails TDD 특성을 활용하여 test 파일을 빠르게           
적용하였다. 테스트할 게시판 프로젝트 기능에는 게시물 등록기능, 게시물 내용 보기 기능,           
게시물 수정기능, 게시물 삭제 기능 등이 있다. 테스트 환경에 맞게 윈도우버전 / 리눅스             
버전으로 구현하여 docker에서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테스트를 채점할 때 단순히 Passed / Failed만 출력하지 않고 테스트가 Failed일 때 어느              

기능의 어느 부분 테스트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는지 로그 메시지로 출력하도록          
테스트코드를 구현하였다.  
2가지 프레임워크를실행할때 ‘1인 1회 Job 실행’ 원칙을지키고안정성을늘리기위해 Job의               
통합과정을 진행하였다. 
  
Unity 개발 문제  
 1)  Tank PathFinding Test 

Tank Object가 제한시간 내에 목적지 지점까지 도착하는지를 테스트하는 TankMovement          
프로젝트의 Player.cs 스크립트를 응시자가 완성해 Tank의 movement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명확한 채점 기준을 세우고 테스트하도록 구현하였다.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서          
Tank Object의 API를 개발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2)  Bubble Shooter Solution 
 

Bubble Shooter 게임을 통해서 응시자의 Unity 사용능력과알고리즘구현능력을평가하도록            
하였다. 응시자의 개발 편의를 위해서 API를 개발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였다. 응시자는          
Player.cs 스크립트를 FloodFil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테스트를 위한 명확한  
채점 기준을 적용한 4개의 Level을 구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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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시험 응시 - 완료 

응시자의 제출로 시험 응시, 점수와 결과물을 확인한다. 
 

2) 점수 확인 - 완료 
응시자는 제출 후 점수가 도출되며, 인사팀은 해당 인원의 점수를 확인한다. 
 

3) 응시자 관리 - 완료 
인사팀은 응시자를 추가, 삭제가 가능하며, 응시자의 문제 수정이 가능하다. 

 
4) 결과물 확인 - 완료 

인사팀은 응시자의 결과물을 시각화(웹 사이트, WebGL)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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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안정성 - 달성 

본 프로젝트는 채점, 테스트플랫폼이기때문에안정성이중점적으로요구된다. 따라서개발한           
채점 프로그램에서 해당하는 프레임워크에 따라 여러 도커를 생성하여 각 도커마다 하나의           
빌드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하며, 4 core 기준으로최대 3개의동시처리가가능하다. 이를              
지키기 위해 Active_job을 작성하고 큐를 관리하였다. 

또한, 유니티의 경우 한 번에 한 가지의빌드만할수있다는제약사항을고려하여, 한번에한                 
사람만 테스트할 수 있도록 Active_job을 작성하고 큐를 관리하였다. 

  

2) 성능(속도 & 처리량) - 달성 

제한된 시간이라는상황과여러사람이동시에실행되기위한조건을위해서속도와처리량의             
성능은 보장되어야 한다. 성능의 척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Web의 경우 응시자의 파일첨부는 문서의 용량을 고려하여 40초 안쪽의 업로드 시간을            
달성해야 하며, 테스트의 경우 도커의 실행과 채점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1분 안쪽의 시간을            
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응시자의 뷰를 확인하는 경우는 웹사이트 구성의          
15~20초의 시간을 달성해야 하며, 도커의 남용을 막기 위한 50초의 제한시간을 부여해           
성능저하에 피해를 줄였다. 

유니티의 경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구성하여 부하량이 많은 Windows          
서버와 Rails 서버를 분리함으로써 속도향상을 추구했으며, 유니티 채점의 시간은 1분안쪽의           
시간을 달성해야 하고, 담당자를 위한 WebGL 작성은 최대 3분의 시간을유지해야한다. 이때             
만약 서버 실행 후 미리 빌드를 진행했다면 좀 더 빠른 시간으로채점, 빌드가가능하다. (최대               
2배 이상 차이 남) 

 

3) 접근성 - 달성 

웹 메일을 통한 개인별 링크를 할당하여 전달하며, 응시자는 자신의 시험에만 접근하도록            
통제하고, 담당자는 따로 뷰어를 할당하여 응시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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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Web 서버는 Docker를 통해 가상 서버를 생성하여 Rails와 Spring 프레임워크를 시행한다. 

Unity 서버는 Node.JS 내에서 유니티를 빌드&채점하거나 WebGL 빌드 후 라우팅한다. 

 
 
2.2.5 활용/개발된 기술 

● TDD (Test-Driven Development) 

TDD 개념을 인용하여, Web 개발 문제에서 각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채점 프로세스 개발 

 

● Tank PathFinding 탱크 알고리즘 

Tank Object의 PathFinding 알고리즘은 A*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 

● Bubble Shooter 알고리즘 

Bubble Shooter에서 맵을 읽어와 배열되어 있는 Bubble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때 FloodFill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맞춰야 하는 Bubble의 분포 정보를 얻어온다. 

 
 
2.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본 프로젝트에서 Unity 서버에서 여러 응시자의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Unity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의 서버당 동시에 한 명만 채점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해당 인원의 종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대기열을 분배시켜주는 서버를 만들고 기존 Node.js 서버를 하위로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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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 경우기존 Node.JS 서버가가지고있던 upload와 webgl 라우팅기능대부분을분배서버가               
맡아야 한다. 
현 개발 과정은 다수의 사용자보단 Unity 테스트를 구현하고 컨텐츠 확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주안을 두어 개발 우선순위에 밀려 발생한일이므로차후필요하면보다고성능의            
서버 또는 AWS와 함께 구조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2.2.7 결과물 목록 

● Web Rails Server (유) 
● Unity Rails Server (유) 
● Docker Image Ver. Rails/Spring (유) 
● Web Test 2종 
● Unity Test 2종 
● Node.JS Server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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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존 테스트가 응시자에 대한 단편적인 프로그래밍 역량만 알 수 있었다면 종합적인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프레임워크 또는 툴을 다룰 수 있는 역량 또한 평가할 수 있다. 

● Web Test의 경우 별도의 Docker를 이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테스트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다. 실제 일부 기업에서는 응시자의 능력테스트를 위해 약간의 기간을 두고 과제 
형식의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으며 저희 플랫폼은 이러한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 Unity Test는 게임개발사에서 할 수 없었던 개발툴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입사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단편적으로밖에 파악하지 못하던 응시자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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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 최종 결과물 - Unity & Web 프로젝트 테스트 서비스 
 

● 주요 평가 기준 - 1) 기존 테스트와 차이점 
   2) 시장의 수요성 
 

현재 수많은 IT기업들은 알고리즘테스트를 통하여 신입사원을 뽑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는           
수많은 알고리즘 테스트가 존재한다. 
 
저희 팀은 이러한 알고리즘 테스트가 과연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고 활용하는데            

효율적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렙에서아이디어를받아단순알고리즘이아닌개발툴까지           
활용하는 테스트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본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에서 수요가           
높은 Web 개발자와 게임개발자 테스트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저희가 제시한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알고리즘 요소를 문제에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 개발툴의 개발능력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신입사원을 뽑고 교육을 마칠 때까지 약 1~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당장 투입을 원하는 회사는 이러한 시간 손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Web 회사에서는 Web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을, 게임           
개발자는 Unity 개발능력이 있는사람을, 등… 회사에서원하는인재를쉽고전문적으로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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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스프링 부트 코딩 공작소 길벗 2016년 
크레이그 
월즈 

 

2 기사 가장 빨리 만나는 도커 Docker 길벗 2014년 이재홍  

 
 

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초대 Email에 동봉되어있는 링크를 따라 접속합니다. 

● WebTest 

프레임워크를 선택한 뒤 링크를 통해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작성이 끝난 프로젝트 전체를 ‘zip’으로 압축하여 파일을 업로드 해줍니다. 

이후 apprised 버튼을 누르면 채점이 시작되고 첫 1분 후 결과를 확인하며, 20초마다 최대             
3회까지 채점결과 확인을 진행합니다. 

 

● Unity 

작성이 끝난 ‘cs’ 확장자 파일을 upload 버튼을 눌러 서버에 올리면 node.js 서버에서 build를             
하고 그 결과물이 실행하여 채점을 진행합니다. 

 submit을 누르면 채점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시험 모두 결과보기를 통해 시험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인사 담당자 
http://[서버 IP:port]/applicant 에 접속하여 도전자 목록을 확인합니다. 
 
show 버튼을누르면해당도전자의앱을직접확인할수있습니다. 빌드를통해일정시간동안               
응시자의 테스트가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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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운영자 매뉴얼 

● Rails 서버 설치 (Web/Unity 공통사항) 
 

Ruby & Ruby on Rails - Rails Ver. 5.0.1 
MySQL 서버/Workbench 
IDE 루비마인 
서버 GitHub - https://github.com/CapstoneDesign08/Web_Rails.git 
서버준비 - bundle install 후 rake db:drop/create/migrate/seed 차례대로 실행 
Unity의 경우 응답 Node.JS 서버 IP 설정 
서버실행 - rails s -b [유저IP] 
 

● Spring 개발 환경 설정 
 

sdkman를 통해 Spring boot 프레임워크를 설치한다. 
Spring boot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openjdk-8, maven, gradle을 설치한다. 
MYSQL + workbench 설치한다. application.properties 에서 설정된 이름으로 스키마가         
생성된다.  
spring.datasource.url=jdbc:mysql://localhost:3306/스키마이름?autoReconnect=true&useSSL
=false 

 
● Docker 환경 설정 

 
Docker Ver. 1.12.5 
https://hub.docker.com/ 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로드 - docker push 제작자/이미지이름 
다운로드 - docker pull 제작자/이미지이름 
Spring 이미지 - dennischa50/borad, Rails이미지 - dennischa50/board_rails 

 
● Node.JS 서버 설치 

 
Node.JS - Win(x64) v6.9.5 LTS 
서버 Git_Hub - https://github.com/CapstoneDesign08/Web_nodeJS.git 
유니티 프로젝트 Grade Test, Web Test 2종 
각 폴더의 기본경로는 바탕화면을 권장합니다. 
app.js의 총 8건 경로수정 – 스크립트는 주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상단에 변수화되어 있음. 
의존성 모듈 설치 - Unity_final 폴더에서 CMD 실행후 npm install 
서버실행 - node ./bin/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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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배포 가이드 

● 초대 Email 발송을 통해 응시자에게 접속 방법을 제시한다. 
주소 양식 - http://[서버 IP:서버 Port]/challenges/문제번호?token=토큰 

 
● Docker 이미지 복사 

 sudo docker tag 기존 이미지 이름 새 이미지 이름 
tag 명령어를 활용하면 기존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Node.JS 포트 설정 

경로 - bin/www  
app.set('port', process.env.PORT || [원하는 포트]); 수정, 기본 포트는 3000 

 
● 유니티 WebGL 빌드 

 cmd 명령어 상에서 유니티 webgl build 정상작동하지 않으므로 -executeMethod를 이용해 
커스터마이징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된 editor를 asset 폴더에 넣고 경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string[] scenes = { "Assets/Scenes/MainScene.unity" };  
이름 그대로 메인 scene이 존재하는 경로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BuildPipeline.BuildPlayer(scenes, "WebGL-Dist"+player_id, BuildTarget.WebGL, 
BuildOptions.None); 
2번째 인자를 수정하여 빌드된 파일을 담을 폴더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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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Web 

테스트 

시험 

응시 

원하는 

프레임워크

선택 후 

제출한다. 

Language - [원하는 프레임 선택] - 
Change 클릭, 파일 업로드 

1) 해당하는 프레임의 답안을 
제출한다. 

2)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이 
최종기록으로 남는다. 

응시자는 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성공 

 
점수 

확인 

제출 후 

[Grade 
Test] 

버튼을 
누르면 
점수가 

출력된다. 

Submit 옆의 [Grade Test] 버튼을 
클릭, 

1) 지정된 시간 안에 점수 
출력결과를 기다린다. 

2) 점수와 함께 틀린 곳을 
텍스트로 출력하여 
보여준다. 

응시자의 

코딩 실력을 
가늠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성공 

 
결과물 

확인 

인사팀은 

응시자의 

결과물을 

실행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당하는 응시자의 정보로 접속 후 
Build 버튼을 클릭, 

1) 50초의 제한시간이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 

비전문가도 

시각적으로 

응시자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성공 

Unity 

테스트 

서버 

API 

Rails 서버와 

Windows 
서버와 

API를 
통하여 

자료  
전송, 수신 

응시 파일 선택 후 파일 업로드, 

1) 업로드 파일은 Windows 
서버로 API를 통하여 
전송된다. 

2) 채점결과는 Rails API를 
통하여 수신되며 DB를 
수정한다. 

부하가 많이 가는 

작업을 분리하여 

서버 속도상승에 

크게 기여한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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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문서 

● 사용 중심의 문서 폴더 for Grepp 
● 내역 : Web & Unity 서버를 비롯한 튜토리얼 문서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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