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SoftWare)를 적용한 제품이 개발되는 등 인공지능
과 SW 기술이 두드러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과 SW를 배우기 위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고, 저사양의 컴퓨터를 대체하는
방안으로써 장소의 제약을 넘어선 온라인 SW 실
습 환경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학습 분야에서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데, SW를 학습하고 학습자의 실력 향상
을 할 수 있는 온라인 SW 실습환경 및 평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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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대거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학생들의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 효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
인 SW 실습 환경을 구축하였다[1,2]. 구축된 온라
인 SW 실습 환경은 인증, 문제, 소스 코드, 회원 
역할 수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기 구축한 온라인 SW 실습환경을 
개선하여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대해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으로 구조를 제안하고, 제안한 시스템 구조하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자동평가 기능의 기능
적 구조에 대해 또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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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SW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
고, COVID-19로 인한 학습 환경의 변화로 웹브라우저 기반 프로그래밍 학습 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
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인공지능과 SW의 근간이 되는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
로서의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대해 기능별 확장 가능한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시스템 구조하에서 자동 평가 기능에 대해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기능적 구조에 대
해 또한 제안한다.

ABSTRACT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W have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worldwide as the foundation technology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eb browser-based programming learning systems are becoming 
common due to changes in the learning environment caused by COVID-19.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this paper 
proposes a functionally scalable microservice-based system structure for an online evaluation system as a tool for 
learning algorithms that are the ba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W. In addition, a functional structure for applying 
machine learning to automatic evaluation functions under the proposed system structure is also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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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1 선행 연구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과정은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알고리즘 및 자료구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구현 능력을 함
께 필요로 하는 복합적 능력이 필요하다. 학습자에
게 성취 욕구를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빠른 피
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서
는 컴파일러 이론에 기반한 자동 채점 기능을 제
공하기도 하고[3], 제출기한보다 빠르게 제출한 과
제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제출기한이후 제출
한 과제에 대한 벌점을 부여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을 완료하도록 보조하고 있
다. 

2.2 시스템 요구사항
온라인 SW 실습 환경은 다수의 학생들이 사용

하기 때문에 학생 한명에 대한 작업으로 인한 전
체 시스템의 블록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자동 평가 기능은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
확도와 다양한 패턴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능의 추
가 및 수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더 
나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 블록의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Core concept Content element

Privacy Personal activity information should 
not be disclosed to the public.

Make
the question

Questionnaire function.
Specify the input and output set for 
verification.
Additional conditions for verification.

Submit
Report

Program creation and modification 
function.
Report submission

Auto Judger

Compile
Penalty points and additional points
Pre-processing of result files according 
to verification conditions.
Gives scores according to similarity 
analysis 

Functions
and Services

Prevention of blocking due to
- a single resource 
- information exchange
Add functions and services smoothly.

표 1. Requirements for the online evaluation 
system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접속하여 실행되는 구
조이므로 접속한 학생들 개인의 활동 내용이 공개
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활동 내용에 대해 개인
적으로 보호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대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 구조를 적용한다[4].

2.3 구조 제안과 동작 방식
기능의 수행으로 인한 전체 시스템의 실행 지연

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를 제안한다. 데이터베이
스와 같은 단일 자원 접근으로 인한 다중 기능들
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분리하여 기
능별 독립적인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경우 메
시지 큐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작업 완료
를 대기하지 않도록 하였다.

개인 정보 보호와 분리를 위하여 인증 관리자를 
서버의 앞단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스프링 부트의 
시큐리티 기능을 적용하였다. 

자동 평가 기능은 과제 제출기능과 문제 출제 
기능의 뒷단에 두어 문제 출제 기능의 피드백이 
과제 제출기능에서 반영되어 평가되도록 작동한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기술한 조건들을 만족하
기 위하여 기능 별 서비스로 분리하고 정보의 종
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을 적용하였다. 또한 자동평가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1. System structure

자동 평가 기능이 적용된 제안한 구조의 시스템 
은 서비스들은 분리되어 구축되지만 필요한 정보
들이 최소한의 지연을 허용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적용한 순서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Service Integration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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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계 및 구현
자동 평가 기능은 입력 집합과 출력 집합을 사

용하여 제출된 과제의 완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
나, 일부 시스템에서는 출력 집합의 모양이 다른 
경우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따라
서, 이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 후 출력 집합
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과 검증 과정을 수
정하였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채점 기능인 Scoring 모듈
은 쓰기 자동채점 알고리즘[5]을 적용하여 유사도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그림 3. Structure of automatic evaluation function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습실 컴퓨팅 환경에 영향을 받
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서비스 구조 기반의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 있어 
과제 제출을 통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빠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동 
평가 기능을 제안하였다. 자동 평가 기능은 입력 
집합과 출력 집합을 사용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
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해 보려고 하
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유사도 분석을 적용하여 
자동 평가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 구문의 단순 유사도 분석으로는 유의
미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집되는 
정답 데이터들이 늘어남에 따라 제출된 과제에 대
한 유사도 분석은 결과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유사도 분석 방법은 수집된 데이
터들의 볼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기
능적 측면에서 제출된 과제에 대한 기능 구현 평
가는 알고리즘 단계의 평가가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프로그램 과제에서 알고리즘을 추
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상기한 유사도 분석
과 함께 더 정제된 인공지능 기반 자동 평가 기능
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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