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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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웹 프론트엔드  

강사와 학생이 본 캡스톤 팀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캡스톤 팀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 

트리 구조의 depth를 작게 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사

용자가 쓰기 편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자 요구 사항 분석을 진행하고 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기 쉽지만 수정하기 쉽게 만들었다. 현재 웹사이트는 bootstrap을 이용하

여 개발하였다. 

 

-  현재 화면은 강사가 학생들이 제출한 코드에 대한 리뷰 보고서이다. Filtering&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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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학생들의 코드에서 나온 이슈의 총합의 순서대로 이슈 코드와 설명을 보여주

고 있다. Copy Check에는 Moss에서 제공한 카피 체크 툴을 이용하여 나온 URL이 나

오게 되고, 그 URL에서는 모든 학생들 간 코드 유사도를 알 수 있다. 왼쪽의 Issues에

서는 분석 기준 카테고리 별 이슈 개수를 알려준다. 

     

-  현재 화면에서는 강사가 학생 명단을 볼 수 있다. 이 화면에서는 강사가 학생들의 코

드를 보고 직접적인 리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한 번의 클릭으로 코드를 보고, 

깃 허브에 코멘트를 달 수 있다. 

2.2.2  웹 서버 개발 

 웹 서버는 Nodejs 로 개발 되었으며, express 모듈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DB는 NoSql 

인 MongoDB를 사용하였다. 서버의 기능은 학생들이 깃에 올린 코드를 가져와 분석 모듈

인 쉘 스크립트를 구동한다. 이에 구동된 쉘 스크립트는 분석부터 MongoDB에 분석 결과 

를 저장까지 하며, 서버는 DB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 client 에게 렌더링 해주는 역

할을 한다.  

2.2.3  깃 웹 훅(Git Web Hook) 기능’ 

Webhook을 사용하면 Github에서 특정 이벤트를 구독하는 통합 기능을 구축하거나 설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 중 하나가 트리거되면 Github에서는 webhook에 등록된 

URL에 HTTP POST payload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payload url 에 Viewreful 서버 주소를 등록하면 학생이 자신의 Github repository에 소스

를 푸쉬할 때 마다 소스를 가져와 분석/분류를 진행하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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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코드 리뷰 내용 수정  

 본래 코드 리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파이썬 코드 리뷰 툴 중, pylint에서 제공하는 

Refactoring 기능을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pylint에서 제공하는 refactoring 기능은 가독

성을 높이려는 코드 refactoring이 아니라, 유지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한, 혹은 2, 3단계 코

드 리뷰에서 이루어져야 할 refactoring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코드를 가독성 높은 코

드로 수정하여 강사 혹은 헬퍼에게 찾아가 2, 3단계의 코드 리뷰를 받도록 하는 본 캡스톤 

팀의 목표와 맞지 않았다. 따라서 그 이유 때문에, 본 캡스톤 팀의 코드 리뷰 시스템에서 

Refactoring 기능을 뺐다.  

3.2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3.2.1  추가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및 분류 테스트 

 백준 알고리즘 사이트에서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문제를 찾아 코딩 수준별 코드 리뷰 이

슈들이 어떻게 나오는 지 확인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python 수업에서 과제 혹은 

프로젝트 코드를 받아 코드 리뷰 이슈들을 확인한다.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코드들을 본 캡스톤 팀의 코드 리뷰 시스템에 넣어 분석 기준과 

리뷰 결과로 나오는 이슈에 대한 가중치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