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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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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목표로 한다. 

 

1.1 시험 응시 웹서버   

 

 Unity 와 Web 문제 제출, 채점, 관리자의 프로젝트 시연 등 기능을 갖춘 코딩 테스트 서비스 

사이트를 만든다. 

 

 

1.2 Web 개발 문제 

 

 응시자에게 미완성 Web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응시자가 미완성된 코드를 완성하게 하며, 

완성된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기 위해 구현한 TDD 를 실행시켜 각 기능을 개별로 Passed / 

Failed 로 분류하여 채점한다. 또한, 응시 관리자를 위한 전용 뷰를 만들어 응시자의 

완성결과를 확인하게끔 만든다. 

 

 

1.3 Unity 알고리즘 문제 

  

 응시자에게 미완성 Unity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하게 

하며, 프로젝트가 테스트할 기능을 채점하여 응시자에게 보여준다. Web 개발과 같이 

관리자를 위한 전용 뷰를 만들어 테스트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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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시험 응시 웹서버   
  

 진행한 부분 : 그래픽 UI 를 적용, 서버 안전성 향상을 위한 Job 의 간결화와 시간 초에따른 

빌드 제약 추가, 채점결과의 표시형식, 관리자 뷰의 개선등… 사용자 편의성을 중점으로 

발전하였다. 

 

2.1.2 Web 개발 문제 

 

 진행한 부분 : 기존 Web 개발능력 문제를 확장하고자 그렙에서 주로 활용하고, 서버개발을 

위해 사용한 Rails 프레임워크를 추가하였으며, Rails TDD 특성을 활용하여 test 파일을 

빠르게 적용하였다. 이때 2 가지 프레임워크를 실행할 때 '1 인 1 회 Job 실행' 원칙을 지키고 

안정성을 늘리기 위해 Job 의 통합과정을 진행하였다. 

 

 구현할 부분 : Rails 테스트를 위한 Docker 적용이 필요한 단계이며, 실행결과 메시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2.1.3 Unity 알고리즘 문제 

 

 진행한 부분 : 기존 Robocode 테스트가 Unity 개발능력에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 Bubble 

Shooter solution 찾기 문제로 방향을 변경 및 개발.  

기존의 Tank Path Finding Test 의 경우 코드의 성능과 확장성을 위해 큰 틀을 제외한 코드 

전체를 재작성하였으며, 응시자 사용자에게 제공할 일부 API 를 개발. 

 

 구현할 부분 : 기존 미흡한 API 기능의 개선, 전시에 활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적용, 

응시자가 만든 프로그램 시연을 중점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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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1 차 중간발표 때 구현한 부분 이후에 평가를 반영하여 웹 프로젝트 테스트에 새로운 

프레임워크(Rails)를 추가하여 콘텐츠를 늘리고 ‘탱크 전투 AI 구현대회’는 유니티 게임 

개발능력 평가와  동떨어져있다고 판단되어 게임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였다. 

   

2.2.1 서버 UI 개선 

 Ajex 작동 방식 및 내용 보완했고 관련 문구가 일부 추가되었다. 

 지난 Web Rails 서버 개선은 Rails 추가로 인해 언어 선택기능을 제공하게 되었고 Unity Rails 

서버 또한 UI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2.2.2 Web 개발 문제 확장 

 기존 Web 테스트의 콘텐츠 확장을 위하여 Rails 프레임워크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문제의 

Rails 화 작업, Job 의 통합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 관리자가 빌드를 실행할 경우 발생한 Docker 종료의 불편함과 서버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Job 에서 run_docker 실행에 타이머를 추가하였다. 

 

2.2.3 Unity 게임개발 테스트  

① Tank Path Fi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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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코드의 성능과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재작성하였으며, 서버의 통신을 

위한 &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API 개발을 진행하였다. 

② Bubble Shooter Solution 

 기존 개발하려던 'Robocode'의 경우 게임 개발 능력을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느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Bubble Shooter Solution’ 게임을재작성하였다.  

 또한,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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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시험 기능 보강 

 탱크 전투 구현 대회를 개발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유니티 개발능력 테스트에 

완성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Web Test 에서 Spring Boot 만 지원하던 것을 Rails 를 지원하게 되었고 관련 테스트가 

추가되었다. 이제 사용자는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받아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3.1.2    Unity 콘텐츠 추가 

 'Bubble Shooter Solution Test' 추가를 통해 게임 개발에 필요한 유니티 사용 능력과 게임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Bubble Shooter' 라는 

대중적인 게임을 이용하여 각 레벨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사용자에게 미완성된 유니티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Bubble Shooter' 게임은 기본적으로 공이 도달해야 할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인접한 같은 

색의 bubble 의 범위를 탐색해야 하는데 이때 flood fill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한다. 이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의 알고리즘 구현 능력과 이를 게임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3.2   추진 방향 

3.2.1   기존 내용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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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목표로 하던 탱크 전투 구현 대회가 취소되어 생긴 리소스의 여유가 생겼다. 때문에 본 

캡스톤 팀은 기존에 진행했던 부분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Rails Test 의 추가는 Web & Unity 프로젝트가 시스템적 확장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채택되었다. 

 한편 Bubble Shooter Solution 의 경우 기존에 Unity 문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탱크 전투의 개발이 취소되면서 검증하지 못한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대체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2.1 시연 준비 

 시연을 위해 테스트마다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한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석 추가와 소스 정리를 한다. 

안정화된 버전을 GitHub 에 최신화하고 이를 통해 각 PC 로의 배포가 원할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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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Unity Bubble Shooter Solution 

 사용자에게 주어질 테스트용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그리고 채점가능을 구현하고 평가 

기준을 점검한다. 

 해당 문제를 Unity Rails 서버에 추가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제 테스트까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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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장소가 없어 옮겨 다니며 모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 소비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