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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Server  
결과 보고서 

2014.11.27 

국민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21조 G-Server 

프로젝트 목표 

○ ESPA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Grade Server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 

○ 각 과목별로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이나 토론
장 같은 열린 공간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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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 

○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채점 서버 ESPA를 참고 

○ ESPA의 파일 구조는 Batch파일을 통해 컴파일러의 
경로, 사용자의 정보를 설정한다. 

○ 프로그램은 ESPA 메인 페이지와 게시판에 대한 페이
지로 나뉘어져 있다. 

○ ESPA의 모든 웹 페이지는 perl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적으로 웹 페이지를 생성한다. 

ESPA 주요 기능(사용자 관리) 

○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요청하면, 관리자가 가
입을 승인하거나 보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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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 주요 기능(과제 등록 및 제출) 

○ 관리자가 문제를 등록하거나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
하는 기능 

○ 선택할 수 있는 언어의 종류 
• C/C++/Java/Python 

○ 문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언어를 선택할 수 있음 

ESPA 주요 기능(온라인 시험) 

○ 실습 시험이나 퀴즈의 경우 온라인 시험 기능을 이용
함으로써,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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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 주요 기능(온라인 시험) 

○ 실습 시험이나 퀴즈의 경우 온라인 시험 기능을 이용
함으로써,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Serv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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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structure(con’t) 

○ Server를 단일 DB에 모듈을 사용해서 접근 

○ DB Server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으므로 DB Server를 
다수 놓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관리가 쉬움 

○ 문제 발생 시 대처하기 쉬움 

Layout(con’t) 

 



2014-11-30 

6 

Layout(con’t) 

 

Layout(con’t) 

○ HTML 

○ CSS 

○ 우클릭 방지 – 소스코드 관련   복사 방지 

○ 로그인 필요 

○ 관리자 화면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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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con’t) 

○ 주소 변경으로 인한 권한 무시 

Database 

○ 현재 Database  현황 
• 메모장을 이용한 일괄 등록 

• MySQL 기반으로 구성 

• 각 과제별로 폴더가 분할되어 있음 

• Solution Type의 경우, Output.txt와 사용자의 output.txt 비교 

• Checker Type의 경우, 별도의 exe파일 생성 

•모든 과목은 제출자에 대한 폴더를 생성하며 내부에 출력결과
에 대한 txt파일 저장 

• 실행 결과에 따라 폴더 내부의 파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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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atabase의 문제점 

○ 학생 목록에 전공선택에 대한 내용이 없음 

○ DB 삭제 시,  isDeleted 속성의 값으로 표현 

○ 각 과제 결과를 각각의 폴더로 저장하는 것은 무리 

현재 Database의 문제점 해결 방안 

○ 학생 목록 전공선택에 대한 DB 추가 

○ 삭제의 경우 해당 학생의 모든 DB 삭제 

○ 실행 결과에 대한 파일은 최소한의 폴더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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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ing & Checking 

○ Multi & Dynamic 

○ 동시접속자 20000명 수용 가능 

○ 혼잡상태에 빠지면, Delay Q를 활용 

Problem option 

○ 언어 선택 가능 

○ 문제 등록 
 문제 제목 

 소스코드 

 제출 파일 개수 

 과제 공지 기한 

 제출 기한(시작, 종료) 

 제한 시간 

 과목 

 타입 

 입력 데이터 타입(stdio or FileIO, 다중 or 단일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힌트)  

 제출 기한 후 소스코드 공개 여부 

 제출 횟수 제한 

 문제 파일 pdf or zip 

 미완성 code 



2014-11-30 

10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