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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는 강사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코드 리뷰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 수 도록 도와주는 코드 리뷰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잘못된 점을 찾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닌 3단계로 나눈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학생, 

강사가 만족하는 코드 리뷰를 진행시키고, 학생과 강사가 원하는 코드 리뷰 자료를 

바탕으로 Report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효과적인 코드 리뷰 프로세스 정의 
  3단계로 정의된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적용해 학생에게 효과적인 코드 리뷰를 해준다. 

 

2. 학생 눈높이에 맞는 코드 분석 서비스 제공 

  정적 분석 툴들을 이용하여 코드를 분석하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서 

Report를 제공한다. 

 

3. 실시간 코드 분류 서비스 제공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문제점 중 대표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학생들의 코드를 제공해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학생에게 효과적인 코드 리뷰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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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 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효과적인 코드 리뷰를 위해서 3 단계의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그리고 그 3 

단계의 코드 리뷰 프로세스 중,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1 단계의 코드 리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때, 본 캡스톤 팀만의 코드 분석 기준을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코드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학생 눈높이에 맞게 변환하여 학생에게 보고서를 웹으로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모아 본 캡스톤 팀만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강사가 한눈에 

학생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코드 분류 보고서를 웹으로 제공한다. 

2.2 수행 내용 및 진도 비교 

2.2.1  코드 리뷰 단계 정의 

 코드 리뷰 단계는 코드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의견과 현재 나와 있는 코드 

리뷰 서비스, 분석 툴들을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본 캡스톤 팀은 교수님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드 리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시간적, 인적 자원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코드 리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중 유일하게 코드 리뷰를 진행한 윤성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코드 리뷰를 진행할 

때, 학생들의 코드에서 들여 쓰기, 무의미한 변수명, 코드 중복, 비효율적인 반복문 사용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코드 리뷰를 할 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프로그램의 효율성, 구조, 알고리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코드 리뷰를 

해주는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조언했다. 또 지난 학기 3학년 전공과목인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을 강의했던 이민석 교수님은 “작년에 3학년 전공과목 강의를 했는데, 

프로그래밍 과제 채점 시 50% 이상의 학생들이 들여 쓰기, 주석 달기 여부, 무의미한 

변수명 선언 등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다고.”고 

조언했다. 

 현재 나와 있는 코드 리뷰 서비스들은 직접적으로 코드를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는 없었다. 대부분의 코드 리뷰 서비스들은 

개발자들끼리 코드 리뷰가 더욱더 쉽게 도와주는 서비스들이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드 리뷰 서비스를 진행하는 mimir도 역시 코드 수준에 대한 점수를 알려줄 뿐, 코드 

수정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조교들의 역할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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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분석 툴에는 C, C++, Java, Python 등 다양한 언어의 코드 스타일 체크하는 것과 

코드를 분석하여, 코드의 아키텍처와 설계, 복잡도, 잠재적인 버그 등을 알려주는 소나 

큐브와 같은 코드 스타일 체크보다는 고차원적인 코드 분석을 해주는 툴들이 있었다. 

 교수님들의 의견과 현재 코드 리뷰 서비스, 툴의 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코드 

리뷰 단계를 정의하였다. 

 

1 단계 > 

 학생이 제출한 코드에 대해서 변수의 이름, 함수의 이름, 주석, 공백 사용 등 코드 

가독성을 높여주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더 나아가 코드의 잠재적 문제, 

복잡도 등을 알려주어, 학생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알고 수정할 수 있게 한다. 

n  1 단계 코드 리뷰 단계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코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한다. 코드 분석 프로그램은 현재 나와있는 코드 자동 

분석 툴과 본 캡스톤 팀이 가지고 있는 코드(백준 알고리즘 사이트에 있는 코드, 

비이공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 때 제출된 실습 코드)를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얻은 분석 기준을 이용한다. 

 

2 단계 > 

 정답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한다. 중복된 코드의 

함수화, 문제 보다 적합한 문법, 자료구조 사용 유도 등을 알려주어 좀 더 문제에 맞는 

코딩을 할 수 있게 만든다. 

 

3 단계 > 

 주어졌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제시하고 2 단계에서 배운 효율적 코드 작성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이 배운 코드 작성법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n  정의한 2,3 단계 모두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고 체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단계이다. 현재 코드 리뷰 시스템 조사 결과, 2,3 단계 역할을 해주는 코드 리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 현재 코드 리뷰 서비스들과 같이 강사 혹은 헬퍼가 

학생들과 소통하며 코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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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코드 분석 기준 정의 

① Coding Convention ( 코드 가독성 높이기 ) 

코드 가독성을 높이면 다른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코딩한 사람 또한 자신의 코드를 쉽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래머 간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코드의 가독성은 매우 

중요하며 가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드에 일관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런 일관성은 초보 개발자일 때부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초보 코더들이 많이 하는 가독성 및 일관성 방해 요소들을 크게 5가지로 

분류 한 것이다. 

A. Indentation Check  

 python은 들여 쓰기를 사용하여 코드들을 묶는다. 불필요한 들여 쓰기 

혹은 문법에 맞지 않는 들여 쓰기, 탭과 스페이스를 같이 사용하여 다

른 환경에서 열었을 때, 맞지 않는 들여 쓰기가 나오는 실수들을 체크

한다. 

B. Naming Check  

 코드 가독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Naming이다. 가독성을 매

우 떨어뜨리는 변수명, 함수명을 체크한다. 예를 들면 x, xx, xxx, abc 등

이 있다. 

C. Comment Check  

 적절한 주석문은 자신 혹은 타인이 코드의 기능 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라인 주석문, 블록 주석문 등의 유무를 보고, 주

석을 읽기 쉬운 형식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한다. 

D. WhiteSpace Check  

 공백 문자와 빈 줄을 잘 작성하는 것은 코드를 보는 사람의 가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최상위 함수들 사이 혹은 클래스들 사이에는 두 줄

을 띄워서 구분, 클래스 내의 함수들 사이는 한 줄을 띄워서 구분, 수식

을 보기 쉽게 white space를 사용 등을 체크한다. 

E. Code Format Check 

 위에서 언급한 whitespace, indentation을 제외하고도 코드의 가독성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format이 있다. 한 줄에 두 문장을 쓴다거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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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을 한 번에 import 하는 등 가능하기는 하지만 좀 더 깔끔한 코드

(clean code)를 만들기 위한 규정들을 체크한다. 

② Code Problem ( 코드의 잠재적 문제 해결하기 ) 

 아무리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한번에 완벽한 코드를 짜기는 거의 

불가능 하며 실행되는 코드이더라도 잠재적 문제점들과 다양한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래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리뷰를 하기 위해 코드 문제점이 발생하는 위치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한다. 

A. Module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다양한 모듈을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한다. 

학생들이 모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error와 warning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가능한 부분의 refactor를 제안한다.  

B. Function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함수를 사용한 코딩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함수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error와 warning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가능한 부분의 refactor를 제안한다.  

C. Class  

 클래스는 객체지향 언어 사용에 기본적인 것이지만, 처음 배울 때 

있어서 많은 실수와 문제를 일으킨다. 클래스를 사용하며 생기는 

error와 warning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가능한 

부분의 refactor를 제안한다. 

D. Statement  

코드에는 위에서 제시한 module, function, class 를 제외한 평범한 

statements들도 존재하며 이런 평문에서 발생하는 error와 warning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가능한 부분의 refactor를 

제안한다. 

  

 프로그래밍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요소와 코드 분석 플러그 인들의 분석 

기준을 이용하여 현재의 분석 기준을 정하였다. 하지만 추후 많은 코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코드 분석 기준을 수정하고, 기준에 대한 근거를 

더욱 더 명확히 할 것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뷰리풀 

팀 명 코드네이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7-04-14 

 

캡스톤 디자인 I Page 9 of 13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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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코드 분석 프로그램 

 위에서 정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pylint 와 pycodestyle 플러그인을 실행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모두 합하여 미리 분류한다. 분류한 결과는 따로 error.dat 파일로 만들어 저

장한다.  

 코드 분석 프로그램은 두 개의 shell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쉘 단일 python 파

일을 분석하는 쉘이다. 쉘의 실행 커맨드는 ‘./analysis.sh [filename]’ 으로 실행할 수 있다. 

뒤의 filename으로 올 수 있는 인자는 하나의 파일로 만약 여러 개의 파일이 입력될 시 

실행되지 않도록 예외 처리하였다. 이 쉘은 세 개의 플러그인 ‘pycodestyle, pylint, 

pymetrics’ 를 필요한 정보만 뽑을 수 있게 출력 옵션을 설정한 후 차례로 실행해 임시로 

저장한다. 그 후 이전에 정의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소스 코드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각각 할당해주고, 카운팅 하여 결과를 JSON 형식으로 돌려준다. 두 번째 쉘은 파일 하나

만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쉘파일을 반복적으로 돌리는 코드이다. 이 쉘은 멀티 스레드 

방식을 이용하여 그저 반복문을 이용하여 실행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낸다. 

스레드를 많이 만들수록 더 빠르지만 메모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스레드를 구

성할지에 대해서는 더 시험이 필요하다.  

 

[그림1. 실행 옵션 설정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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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분석 결과 재 분류 과정 및 JSON 변환 코드] 

 

2.2.4  코드 분류 프로그램 

 코드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코드를 분류한다. 현재는 엑셀로 분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분류 기준별로, 세부 에러별로 혹은 에러가 많이 나온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여 볼 수 있고, 에러 데이터의 빈도에 대한 막대그래프도 제공된다. 

 

 
[그림3.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만든 분류표 (분류기준 : 왼쪽세로축, 코드 : 상단가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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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분류 기준별 세부 에러 정보 확인] 

 

 

 

 
[그림5. 분석 기준에 따른 발생 빈도 막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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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시스템 구조도  

 

[그림6. 코드 리뷰 시스템 구조도] 

 Web, Data Access, DB Manager는 MVC 패턴을 적용해 Web은 뷰의 역할을 Data Access

는 컨트롤러, DB Manager는 모델의 역할을 한다. 웹에서 사용자가 제공받는 보고서의 폼

을 만들어 두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상황에 맞는 요청을 Data Access 모듈에 보내고,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띄워준다. 그리고 이전의 모듈이 한 곳에 모두 합쳐 놓았던 시스

템 구조도와 달리 데이터 관리 부분, 코드 리뷰 관련 부분, 사용자가 보는 부분, 총 3부분

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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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추가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및 분류 테스트 

현재 알고리즘 문제 풀이 사이트에서 가져온 테스트 데이터 집합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

제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또한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된 코드를 테스트하고 교수님

들의 피드백을 받는다.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이공계 학생들의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코드 분석 및 분류 기준을 재정의 할 수 있다. 

4.1.2  웹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 

현재 엑셀로 표현되고 있는 결과물을 웹 서비스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Bootstrap, 

express 등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자동으로 GitHub에서 코드를 가져오는 web-hook 기

능을 사용하여 좀 더 시각적이고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는 웹 프론트엔드

와 백엔드를 개발한다.   

4.1.3  분석 가능한 언어 확장 

현재 분석 가능한 언어를 python에서 C, C++, Java 언어로 확장한다. 가장 먼저 Java, 

다음으로 C++/C 순서로 확장을 목표로 한다. 무료 플러그인들이 아닌 유료 플러그인들

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기간이 부족할 경우 web 개발과 분석 및 분류 테스트에 

더 집중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