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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시험 응시 웹서버   

 Unity 와 Web 문제 제출, 채점, 관리자의 프로젝트 시연 등 기능을 갖춘 코딩 테스트 서비스 

사이트를 만든다. 

 

1.2 Spring 개발 문제 

 

 응시자에게 미완성 spring 웹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응시자가 미완성된 Java 코드를 

완성하면 프로젝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구현한 Junit 과 Selenium 

코드를 실행시켜 각 기능을 개별로 Passed / Failed 로 분류하여 채점한다. 

-  

1.3 Unity 알고리즘 문제 

 

 응시자에게 미완성 unity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알고리즘을 완성하면 

프로젝트가 테스트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채점하여 응시자의 점수를 매긴다. 

 

 

1.4. 탱크 전투 AI 구현 대회 

 

 탱크 전쟁 시뮬레이터로 탱크 전투 인공지능 개발을 통한 탱크 전투 오프라인 대회를 

목표한다. 

 응시자는 자신만의 특성을 가진 탱크를 만들어 전쟁 시뮬레이터에 보내고 다른 개발자가 

만든 상대 탱크와 전투를 하여 끝까지 살아남도록 해야 하며, 응시자는 Player.cs 작성으로 

AI 를 구현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Unity&Web 프로젝트 테스트 

팀 명 코드 아카데미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7-APR-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5 of 12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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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시험 응시 웹서버  

 진행한 부분 : 프로젝트 업로드, Docker 를 연동한 spring 문제 채점, spring 웹 서버 시연을 

구현했다. 

 구현할 부분 : 그래픽 디자인을 통한 확고한 UI 를 구성해야 하며, 서버 구성의 간결화, 시험 

결과 오류 메시지, Unity 채점 서버, 출력,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응시자 spring 웹서버 

시연, 유니티 WebGL 빌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2.1.2 Spring 개발 문제 

진행한 부분 : 웹 개발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Spring Boot 를 통해 게시판 기능을 수행하는 

테스트용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응시자의 게시판 개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게시판의 

각 기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코드를 Junit 과 Selenium 을 사용하여 채점하도록 구현하였다. 

테스트할 게시판 프로젝트 기능에는 게시물 등록기능, 게시물 내용 보기 기능, 게시물 

수정기능, 게시물 삭제기능 등이 있다. 테스트 환경에 맞게 윈도우버전 / 리눅스 버전으로 

구현하여 docker 에서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테스트를 채점할 때 단순히 Passed / Failed 만 출력하지 않고 테스트가 Failed 일 때 어느 

기능의 어느 부분 테스트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는지 로그 메시지로 출력하도록 

테스트코드를 구현하였다. 

  

2.1.3 Unity 알고리즘 문제 

진행한 부분 : Tank Object 가 제한시간 내에 목적지 지점까지 도착하는지를 테스트하는 

TankMovement 프로젝트의 Player.cs 스크립트를 응시자가 완성해 Tank 의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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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테스트한다. Tank Move Test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큰 틀과 단순한 

기능 코드만 구현하였다. 

  

구현할 부분 : 초기 버전에서 작성된 코드는 성능과 확장성이 떨어져 큰 틀을 제외한 코드 

전체를 재작성할 예정이다. 

 

 

2.1.4. 탱크 전투 AI 구현 대회 

구현할 부분 : 

1)    전쟁 시뮬레이터 환경 개발 

2)    Sample AI 개발   

3)    응시자가 사용할 Tank API 개발 

                      (Turn, Move, Fire, callback 을 통한 state 와 같은 기본적인 Tank 기능 제공) 

 

 

 

 

 

2.2 수행내용 

2.2.1 시험 응시 웹서버 

 전반적인 UI 추가 및 디자인 개선이 진행되었다. 응시자의 경우 테스트를 진행할 때 점수와 

실패 로그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관리자는 응시자를 관리하기 위한 화면을 

개선하였고, 응시자가 제출한 spring 웹서버 실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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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unity 알고리즘 문제  

 초기 버전에서 작성된 코드에서 성능과 확장성을 개선하여 코드를 재작성하였다. 

TankMovement API 에서 Tank 의 움직임이 기존 코드에서는 회전기능인 Turn 과 직진 기능인 

Move 가 구분되어있지 않아 Tank 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개선된 코드에는 Turn 과 

Move 를 구분시켜 작성하여 응시자에게 좀 더 자유로운 코드구현을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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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유니티 문제 

  유니티 채점 방식 개선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패스파인딩이 단순 치팅 방지와 

도착지점 체크가 아닌 속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이외에도 이러한 채점 기능은 

차후 개발예정인 탱크 전투 AI 구현 대회에서 주로 적용될 예정이다. 

3.1.2    시험 목표 변경 

유니티는 시험 환경이 없고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전체 사용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한계를 느껴 알고리즘 해결능력 및 유니티 기본과 적용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목표를 

수정한다. 

탱크 전투 AI 구현 대회 또한 유니티 사용 능력보다는 게임 인공지능 개발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목표를 수정한다. 

 

 

3.2   추진 방향 

3.2.1 Unity 알고리즘 문제 

  채점 평가 기준 개선과 시험 서버에 유니티 시험 응시, 채점, 관리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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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탱크 전투 AI 구현 대회 

 Unity 알고리즘 문제에서 만든 탱크 API 를 확장한 이동, 사격, 주위 오브젝트의 위치 정보 

읽어오기 같이 확장된 API 구현과 응시자의 인공지능 전투를 시연할 수 있는 전투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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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Unity 알고리즘 문제 

알고리즘 채점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한다. 

1) 목표 위치 도달 : Tank 오브젝트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착하는지를 평가한다. 

2) 시간 내에 위치 도달 : 정해진 시간 내에 탱크가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한다. 

3) 장애물과의 충돌횟수 : Tank 오브젝트가 장애물에 몇 번 부딪혔는지를 평가한다. 

 

4.1.2 시험 응시 서버 

1) 유니티 시험에 제출할 c# 스크립트 업로드 기능 

2) node.js 서버를 통한 유니티 시험 프로그램 빌드 및 채점 기능 

3) 시험 서버에서 유니티 채점 프로그램에서 서버에서 송신하는 결과 수신 기능 

4) Node.js 서버와 시험 응시 서버 간의 통신 기능 

5) WebGL 빌드를 한 Unity 프로그램을 웹서버에서 시연하는 기능 

 

 

4.1.3  탱크 전투  AI 구현 대회 

탱크 배틀 API / 탱크배틀 시뮬레이터 API 개발 

 

1) Tank Battle API 

 TankMovement  

Move( vector3 각도) : 입력된 값만큼 이동시켜주는 함수 

Move( float 강도) : 앞뒤로 이동하는 함수 

Turn( vector3 각도 ) : 입력된 값만큼 회전시켜주는 함수 

Turn( float 강도 ) : 좌우 방향으로 회전하는 함수 

 TankShooting 

Shoot() : 탄환을 쏘는 함수 

 TankHealth  

GetHP() : 현재 자신의 HP 를 리턴 

GetPlayerHp( player number) : 해당 넘버의 플레이어의 HP 를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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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on 

GetPlayerPosition( player number) : 필드 위의 플레이어 위치를 리턴 

GetBullettPosition() : 필드 위의 모든 총알의 위치를 리턴 

GetObstaclePosition() : 필드 위의 모든 장애물의 위치를 리턴 

 

2) Tank Battle 시뮬레이터  :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장, 인공지능, 탱크 수 설정이 가능하고 전투를 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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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장소가 없어 옮겨 다니며 모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 소비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