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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ESPA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Grade Server를 구성하

는 것이 목표이며, 각 과목별로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이나 토론장 같은 열린 공간

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과제 채점 서버는 C, C++뿐만 아니라, Python, Java까지 제공

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 언어를 습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현재 사용중인 채점 서버의 현황 

 
(그림 1-1) Grade Server 

 

Grade Server는 2005년도부터 운영되었으며, 컴퓨터공학부의 “전산학실습”, “C++프로

그래밍”, “알고리즘” 과목에 과제 제출 및 채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 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과목마다 서로 다른 문제를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다수의 인원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다. 사용 가

능한 언어는 C와 C++이 있다. 

 

1.2.2  현재 사용중인 채점 서버의 문제점 

Grade Server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버의 노후이다. 서버 컴퓨터가 10년이 넘은 만큼, 

컴파일러나 실행 속도가 현재의 컴퓨터에 비해 뒤처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학생들의 

컴퓨터에서 올바르게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Compile Error”나 

“Source Error”, “Time Over”라는 문구를 볼 수 밖에 없다. 컴파일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서버를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최근의 컴파일러를 사용할 경우 서버가 구동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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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회원정보를 삭제 시 데이터베이스 화면 

 

두 번째 문제는 관리기능의 미흡이다. 회원목록을 추가하거나 문제를 등록하는 것은 

쉽게 구성되어 있지만, 반대로 변경 및 삭제하는 기능은 미흡하거나 구현되어있지 않다. 

때문에 회원을 잘못 등록할 경우 새로운 학번으로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대문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세 번째 문제는 한정적인 언어지원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

에 의해 C/C++과 함께, Java와 Python을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의 Grade 

Server의 경우 C/C++만 지원하며, Java와 Python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언어를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1.2.3  새로운 채점 서버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특성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경되고 개편되

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Grade Server이다. 현재 사용중인 Grade Server는 내부적으로

는 관리하기가 어렵고, 기능상 미구현 되거나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암호화가 취약하기 때문에 허용된 접근을 넘어가거나, 심각한 경우 바이러

스 등에 침투당할 수 있다. 게다가 윈도우 2003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서비스를 정상

적으로 받을 수 없다. 

새로운 채점 서버를 사용할 시 다양한 추가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다루

기 쉽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다. 게다가 C, C++언어 뿐만 아니라 Java와 Python을 이

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Linux기반으로 되어있으므로 보안서비스를 업데이트 하기 쉬우며, 잘못된 접근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안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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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ESPA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Grade Server를 구성하

는 것이 목표이며, 각 과목별로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이나 토론장 같은 열린 공간

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과제 채점 서버는 C, C++뿐만 아니라, Python, Java까지 제공

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 언어를 습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ESPA 란? 

 
(그림 2-1) ESPA 프로그램 

 

ESPA(Evaluation System for Programming Assignment)는 부산대학교에서 만든 프로그

램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프로그램 평가를 웹에서 수행, 자동채점이 가능하며 수강생들의 

점수관리 및 copy check까지 할 수 있는 자동채점 웹 서버로써,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과정 중 필수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관리한다. 

 

2.2.2  ESPA의 주요기능 

 

(그림 2-2) 신규 등록 신청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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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의 주요기능으로는 크게 “사용자 관리”, “과제 등록 및 제출”, “게시판 사용”, “온

라인 시험”기능이 있다. “사용자 관리”기능으로는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요청하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가입을 승인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승인된 학생의 경우 홈페이지 내

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류된 학생의 경우 홈페이지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림 2-3) 과제 제출 

 

 “과제 등록 및 제출” 기능은 관리자가 문제를 등록하거나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기능이다. ESPA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언어의 종류는 C/C++/Java/Python이 있으며, 문제

를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과제 제출 현황은 ‘진행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제출 유무 및 코드를 볼 수 있으며, Copy Detector 기능을 이용

하여 과제를 베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험” 기능은 실습 시험

이나 퀴즈의 경우 온라인 시험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림 2-4) 온라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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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Program & Language 

Grade Server를 제작하기 위한 주요한 언어로 Python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주요 프

로그램으로 Flask와 Django를 이용할 예정이다. 

 

Python은 비영리의 Python Software 재단이 관리하는 개방형, 공동체 기반 모델을 가

지고 있으며, 동적 타이핑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Python은 순수한 프로그래밍 언어

의 기능 외에도 다른 언어로 쓰인 모듈들을 연결하는 Glue language로써 자주 이용되며, 

많은 상용 응용프로그램에서 스크립트 언어로 채용되고 있다. 또한, 유니코드 문자열을 

지원하여 다양한 언어의 문자 처리에 이점이 있다. 현대의 Python은 여전이 인터프리터 

언어처럼 동작하나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Python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바

이트 코드를 만들어 냄으로써 다음에 수행할 때 빠른 속도로 실행할 수 있다. 

 

Flask는 Python용 Micro Framework이며, Jinja2 template engine과 Werkzerg WSGI 

toolkit에 의존한다. Flask는 템플릿 파일과 CSS, JavaScript, Image 등의 파일들은 

templates과 static이라는 하위 디렉터리에 각각 보관해야 하며, 다른 라이브러리에 존재

하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SQLAlchemy나 다른 DB Tool을 이용

하여 고급 패턴을 구현할 수 있으며, Flask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Django란 Python을 기반으로 한 Web Server Framework를 말한다. 일반적인 웹 서버

와는 다르게 Django는 Full Stack Framework라고 불리며, 하나의 프레임 워크에서 서버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역할을 혼자 맡아서 한다. 따라서, 웹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프레임워크의 특성상, 세세한 설정을 변경하고 싶다거나 서버 관련하여 

매우 자세한 조정을 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존 서버에 비해 멤버 관리가 쉽고, Java 와 Python 이 지원이 되어 좀 더 다양한 

강의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시험 기능과 같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통해 수업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 또한 첫 페이지에 등장시켜 좀 더 쉽게 접근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불편한 게시판을 개선하여 새로운 서버에서는 

코드가 쉽게 올릴 수 있어서 토론할 시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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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1 하드웨어 

Grade Server를 설치할 PC를 서버실에 있는 Server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

다. 기존의 서버는 연구실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정전, 인터넷 끊김 등)을 

자주 받게 된다. 따라서, 서버실의 PC에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유지보수

가 가능하다. 

 

3.2 소프트웨어 

현재 사용할 ESPA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내에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코드분석 및 수정과정에 

대한 지원 없이 진행해야만 한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민혜성 
- Software Project Leader 

- ESPA 분석 및 개발 

서한석 - 문서화 및 결과물 테스트 

이재연 - 문서화 및 결과물 테스트 

김현봉 - ESPA 분석 및 개발 

조희진 - 수정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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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개발환경구축 2 

서버구축 2 

ESPA분석 8 

수정계획 및 구현 8 

결과물 테스트 4 

문서화 2 

합 26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1 월 비고 

개발환경구축 개발환경구축   

서버구축 서버구축   

ESPA분석 ESPA분석   

수정계획 및 구현 수정계획 및 구현   

결과물 테스트 결과물 테스트   

문서화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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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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