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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풀고 제출하기 전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즐거운 프로그래밍이 되시기를 바

랍니다.

채점

• 채점은 문제별로 이루어집니다.

•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한 자동 채점 (50%) + 주석이 포함된 코드를 눈으로 보고 수동 채점 (50%)

• 수동 채점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모두 또는 일부 구현했으나, 사소한 오류나 실수로 자동 채점

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자동 채점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경우는 별도의 수동 채점 없이 모든 점수를

드립니다.

– 문제별 채점 기준에 따라,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항목별로

점수 또는 부분점수를 드립니다.

– 코드의 이해가 어려울시 주석을 참고하므로, 주석을 작성해 주시면 채점에 큰 도움이 되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제출기한을 지나 48시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10% 감점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 Python 3.6 버전에서 올바르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문제별로 하나의 .py파일로 작성합니다.

• 문제에 명시된 함수의 이름을 지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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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와 뼈대코드에 주어진 함수의 인자 및 리턴 값의 갯수, 순서, 형식 등을 지켜 작성합니다.

•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v2)

– 테스트용 정의들이나 입출력과 같은 군더더기가 포함되지 않게 합니다. 자동채점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좋은 방법으로는 군더더기를 제출시에만 주석처리하는 것입니다.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 페이지로만 제출받습니다.

• 명시된 기간 내에 제출 페이지에 가입합니다.

• 제출 페이지에 로그인해 문제별로 해당되는 파일을 제출합니다.

• 제출기한이 지나면 페이지가 닫힙니다.

• 맞는 파일을 제출했는지 제출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 유의사항

• 숙제와 관련된 질문은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답변을 다른 수강생들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 소스코드의 직접 공개를 제외한 모든 자유로운 토론, 질문, 답변, 자료공유가 가능하며, 적극 권장

됩니다. (+v2)

뼈대코드 유의사항 (+v2)

• 입/출력 예시, 함수이름, 인자 및 리턴값의 개수/종류 등의 형식을 참고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 뼈대 코드와 여러분의 코드가 섞일 때 들여쓰기가 충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통일시키기 바

랍니다.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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