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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캡스톤 팀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능력 , 유니티 개발 능력 코딩 

테스트를 목표로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 배경 

 

 

 현재 SW 직군 구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뽑히는 점은 코딩 테스트를 통한 개발능력 

검증이다. 삼성, 쿠팡, Facebook 등 기업에서는 다른 채용시험을 보지 않고 코딩테스트로 

대체하는 등 코딩 테스트를 통해 개발능력이 검증된 인재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그렙(Grepp), 코딜리티(codility), 백준과 같이 온라인 코딩테스트 지원을 하는 여러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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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필요성 

 

 기존 코딩 테스트 서비스와 대회는 단순 알고리즘 테스트였다. 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개발도구 사용 능력과 특정 프로그래밍 능력을 검증하는 테스트 서비스는 없었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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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프로그래머 역량 테스트를 위한 웹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Spring Boot 를 통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가 

2) Unity 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AI 를 할당할 수 있는가 

 

실제 시험 대상자가 웹 메일로 링크를 받아 이러한 기능을 통해 시험을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피드백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각 기능마다 시험 대상자가 만든 결과를 실제 담당자가 결과를 GUI 로 볼 수 있게 한다. 

 

최종 발표까지 각 기능별로 2 개의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Spring Boot : 게시판 구현, SNS Feed site 

2) Unity : Tank Path Finding,Tank  Battle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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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2.2.1 Ruby on Rails 서버 개발 

개발 목표 : 프로젝트가 업로드되면 spring boot, Unity 테스트를 진행하는 서버를 구현한다. 

- 웹 뷰  

시험 대상자가 업로드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웹 뷰를 구성한다. 

관리자가 시험자나 문제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 DB 

시험 대상자의 정보와 토큰을 관리한다. 

- 백엔드 

업로드된 파일을 docker 내 원본 프로젝트와 결합하고 빌드한다. 

실제 프로젝트를 GUI 로 보기 위해 docker 와 포트를 연결한다. 

 

 

2.2.2 Spring Boot 프로젝트 개발 

개발 목표 : 스프링 웹 개발자테스트 응시자에게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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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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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Spring Boot 를 이용하여 트위터 같은 Feed 사이트를 구현 

Feed 기능 테스트 

- 가입기능 테스트 

가입페이지에서 가입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DB 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한다. 

 

- 로그인 기능 테스트 

로그인 페이지에서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DB 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와 일치하면 

로그인되는 기능을 테스트한다. 

 

- 게시물 기능 테스트 

페이지에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과 팔로우한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들이 보이도록 하고 자신의 

게시물 수, 팔로우 수, 팔로워 수를 반영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테스트 

 

- 개인 페이지 기능 테스트 

다른 사람의 아이디 클릭 시 해당 아이디의 개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아이디가 작성한 

게시물과 게시물 수, 팔로우 수, 팔로워 수를 반영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테스트 

 

- 팔로우 기능 테스트 

다른 아이디와 팔로우 관계를 맺어 DB 에 저장하는 기능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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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Unity Tank PathFi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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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표 : 응시자의 Unity 활용능력과 AI 개발능력 검증 

 

- project list 

1) for Applicants : 응시자가 작성하게 될 미완성 프로젝트 

2) for Grade : 응시자의 Player.cs 를 적용하여 채점 결과를 서버에 전송하는 프로젝트 

3) for WebGL : 인사팀을 위해 게임 환경  

 

2.2.4. Unity Tank Battle Royal 

 

 

 

Tank Battle Royal 은 Robocode 에서 영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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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합니다. 

 

개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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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jec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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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 Applicants : 응시자가 작성하게 될 미완성 프로젝트 

2) for Grade : 응시자의 Player.cs 를 적용하여 채점 결과를 서버에 전송하는 프로젝트 

3) for Tourament  : 상위 순위권 탱크 AI 전쟁 시뮬을 보여주고 대회와 같이 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 Tank API 

dll 파일로 작성하여 제공하며, 응시자에겐 API document 제공 

1) TankMovement.cs 

MoveStatusDelegate(int num)  

:0. idle 1. turning 2. moving 3. collide 4. turned 5. moved 와 같이 num 의 값에 따라 state 제공 

Turn(Vector3 v) 

:Vector3 v 방향을 향하여 Tank 회전 

Turn(float f) 

:f 의 세기만큼 회전 

MoveForward(Vector3 v) 

:v 위치까지 전진 

MoveBackward(Vector3 v) 

:v 위치까지 후진 

 

     2) TankShooting.cs 

ShootStausDelegate(int num): 

// 0: idle 1:shooting num 의 값에 따라 state 제공 

Fire(float f) 

:f 의 강도만큼 충전 후에 포탄 발사 

 

     3) TankHealth.cs 

 GetHealthPoint() 

 :체력 수치 제공 

 

     상대 탱크의 위치, 탄환 정보 제공 API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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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웹 애플리케이션 (응시자) 

1) user token 부여 

 - 응시자의 정보를 확인 후 개인 token 을 부여하고 email 로 전송 

2) 소스코드 업로드 & 테스트 

 - 코드 업로드 후 Docker 로 전달하여 테스트를 진행 

3) 소스코드 채점 

 - Spring 내부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여 채점 

4) 테스트 결과 반환 

 - Docker 에서의 테스트 결과를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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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애플리케이션 (인사팀) 

1) 응시자 정보 접속 

 - Ruby on Rails 서버의 관리자 뷰 접속 

2) 웹 애플리케이션 실행 요청 

 - 해당 응시자 Spring Web Site 실행을 요청 

3) 웹 애플리케이션 실행 

 - 요청에 따른 Spring boot 실행 

4) 실행 결과 반환 

 - 해당 URL 을 인사팀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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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Path Finding 유니티 개발능력 테스트(응시자)  

1) player.cs 파일 업로드 

 - 문제에 해당하는 유니티 player.cs 파일을 업로드 

2) 채점 프로그램 요청 

 - API 를 통해 Node.js 로 player.cs 전송 

3) 채점 

 - Window 서버의 유니티 테스트를 실행 

 - 시간내 목표지점으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채점 

4) 점수 반환 

 - API 를 통해 테스트 결과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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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Path Finding 유니티 개발능력 테스트(인사팀) 

1) 응시자 정보 접속 

 - Ruby on Rails 서버의 관리자 뷰로 접속 

2) WebGL 요청 

 - 응시자의 테스트화면을 요청 

3) WebGL 빌드 

 - 유니티 WebGL 을 통하여 WebGL 빌드 

4) 해당 url 반환 

 - 빌드한 WebGL URL 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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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Battle Royal 유니티 개발능력 테스트(응시자)  

1) player.cs 파일 업로드 

 - 상대 탱크와 전투하여 살아남는 AI 가 담긴  player.cs 파일을 업로드 

       2)  채점 프로그램 요청 

 - API 를 통해 Node.js 로 player.cs 전송 

       3)   채점 

 - Window 서버의 유니티 테스트를 실행 

 -단계별로 준비된 AI 와의 전투로 AI 완성도 채점 

      4)    점수 반환 

 - API 를 통해 테스트 결과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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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시스템 비 기능(품질) 요구사항 

 

1) 안정성 & 정확도 

채점, 테스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중점적으로 요구된다. 

안정성과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spring boot 의 경우 여러 도커를 생성하여 각 

도커마다 하나의 빌드를 진행시킨다. 

유니티의 경우 그 특성상 프로젝트마다 1 개의 빌드만 가능하므로 정확도가 보장된다. 

 

2) 성능(속도 & 처리량) 

Rails 와 docker 를 이용한 spring boot 빌드는 4 core 기준 동시 2 개가 가능하다. 

빌드 대기열은 10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큐를 이용해 관리된다. 

 

유니티 with Node.js 의 경우 1 개의 빌드를 진행한다. 

이때 Windows Stand Alone 빌드보다 WebGL 의 빌드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리소스를 확보하여 2 분 이내의 빌드타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접근성 

웹 메일로 개인별 링크를 할당받는다. 이는 사용자별로 토큰을 통해 이루어지며 웹 

사이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낮은 편이다.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존 프로그래머의 개발 역량을 확인할 때 단순히 소스코드만 제출했기에 단편적인 정보만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spring boot 파트에서 지정된 형식 내에서 시험 대상자가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의 평가가 좀 더 유연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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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티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기존 테스트와 달리 시험 대상자가 알고리즘을 실무 또는 유니티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접 환경 외에도 충분한 콘텐츠가 확보되면 주니어급 개발자가 다양한 개발환경을 접하고 

실무와 유사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로는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고 대회로서도 그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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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Spring Boot 프로젝트 - 리눅스 우분투 기반 

 

- 결과물 확인 

 Ruby, Ruby on Rails 5.0.1 

Docker 

 

- 개발 IDE 

 Ruby Mine 

IntelliJ 

 

- 개발 언어 

 Java Spring Boot 

Ruby on Rails 

Html+CSS 

CoffeeScript+jQuary 

 

- 테스트 

 Junit 

Selenium-PhantomJs 

 

- DB 

 Mysql 

 

- 기타 

 Docker Hub (이미지 저장) 

Git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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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 프로젝트 - 윈도우 기반 

 

- 결과물 확인 & 개발언어 

Ruby, Ruby on Rails 5.0.1 

Node.js 

Unity 

Ejs 

 

- 개발 IDE 

Ruby Mine 

Visual Studio 

 

- 기타 

Git Hub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물리서버 - “최소 2 core cpu / 권장 4 core+”  or  “AWS 웹서버 - 사양은 물리서버와 동일” 

 

클라이언트 -  “PC / 노트북” 

 

3.2.2 소프트웨어 

 

윈도우 - 유니티 라이센스, Node.js 

 

리눅스 - Docker, Ruby on Rails ver.5.0.1 

 

Docker - DockerHub 에 공유된 이미지 파일이 설치되어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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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차경준 
- 프로젝트 총괄 [팀장] 

- 유니티 컨텐츠 개발 

전효창 
- Ruby on Rails 서버 구축 

- Web Interface 개발 

정찬형 
- Spring Boot 컨텐츠 개발 

- 발표 자료 및 문서 관리 

홍규혁 
- Spring Boot 컨텐츠 개발 

- 유니티 컨텐츠 개발 

홍용현 
- Docker 환경 서포트 

- NodeJS 서버 구축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개발 환경 10 

Ruby on Rails 서버 구축 60 

NodeJS 서버 구축 45 

Spring Boot 콘텐츠 2 종 제작 70 

Unity 콘텐츠 2 종 제작 60 

시연/발표 준비(AWS 포함) 25 

리팩토링 및 버그 수정 50 

합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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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5.1  개발 일정 

 

  계획발표    1 차 발표    2 차 발표 

  0 주차 1 주차 2 주차 3 주차 4 주차 5 주차 6 주차 7 주차 8 주차 

일정 담당 3. 17 3. 24 3. 31 4. 7 4. 14 4. 21 4. 28 5. 5 5. 12 

스프링 뷰 개선 

정찬형, 

홍규혁          

레일즈 뷰 개선 

전효창, 

홍용현          

콘텐츠 

개발(유니티) 차경준          

액션 케이블 
 

홍용현          

Docker 실시간 

정보 전송 

정찬형, 

홍규혁          

Web Test 에서의 

Run Job 제어 전효창          

유니티 WebGL 

제어 구현 전효창          

유니티 Tank API 

개발 

정찬형, 

차경준, 

홍규혁          

Tank Battle 

NodeJS 서버 개발 

전효창, 

홍용현          

Sample Tank AI 

개발 

정찬형, 

차경준, 

홍규혁          

서버 배포 

전효창, 

홍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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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및 동계 방학 결과물 점검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 2017-03-16 

1 차 중간보고 

뷰 개선 및 리팩토링 및 기능 3 종, 콘텐츠 1 종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7-03-18 2017-4-14 

2 차 중간보고 

기능 3 종 및 서버 배포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서버 - 클라이언트 연동 시연 

2017-4-15 2017-5-12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최종 시연일까지 반복 테스트 
2017-5-13 최종 시연일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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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5 인 전원  개발 환경 12.26 1.1 10 

5 인 전원 Rails & Spring Boot Study 및 발표 12.26 1.6 20 

차경준, 전효창 Ruby Rails 서버 구축 1.6 1.30 30 

홍용현 Docker 서포트 1.6 1.23 15 

정찬형, 홍규혁 Spring Boot 컨텐츠 제작 1.6 1.30 30 

홍용현 AWS, Azure 등 웹서버 테스트 1.23 2.7 10 

차경준, 홍규혁 Unity 컨텐츠 제작 1.30 2.21 20 

전효창 Rails 부가기능 구현 (액션 잡 등) 1.30 2.14 10 

홍용현,정찬형 NodeJS 서버 구축 2.14 2.21 35 

정찬형,전효창 2 월 기업연계 발표 담당 2.14 2.21 5 

5 인 전원 3 월 1 차발표 준비 2.21 3.16 15 

정찬형, 홍규혁 스프링 뷰 개선 및 리팩토링 3.18 3.24 10 

전효창, 홍용현 레일즈 뷰 개선 및 리팩토링 3.18 3.24 10 

차경준 콘텐츠 개발(유니티) 3.18 4.14 15 

홍용현 액션 케이블 4.1 4.14 10 

정찬형, 홍규혁 Docker 실시간 정보 전송 4.1 4.14 10 

전효창 Web Test 에서의 Run Job 제어 4.1 4.14 5 

전효창 유니티 WebGL 제어 구현 4.8 4.20 5 

정찬형, 차경준, 

홍규혁 유니티 Tank API 개발 
4.22 5.4 15 

전효창, 홍용현 Tank Battle nodeJS 서버 개발 4.22 5.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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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차경준, 

홍규혁 Sample Tank AI 개발 및 마무리 
5.5 5.16 15 

전효창, 홍용현 서버 배포 및 마무리 5.5 5.16 10 

 

 

5.3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3 대 Lenovo    

클라이언트용 노트북 

2 대 
Lenovo    

서버용 PC 2 대 조립 PC   R7 1700X 

게임 컨트롤러 2 개 Microsoft 2017-03-02 2017-05-24  

 

 

6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스프링 부트 코딩 공작소 길벗 2016 년 
크레이그 

월즈 
 

2 서적 가장 빨리 만나는 도커 Docker 길벗 2014 년 이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