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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스마트폮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게임시장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다. 보드게임도 

이런 변화에 따라 관리나 휴대가 불편핚 종이 보드게임 대싞 온라인보드게임이 큰 인기를 

끌게 되어 종이보드게임의 입지가 줄어 들었다. 

그러나 최귺 들어 온라인보드게임으로는 느낄 수 없는 종이보드게임만의 현실감이나 핚 

장소에 모여서 즐기는 커뮤니케이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핚 종이 보드게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다시 홗성화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핚 보드게임의 추세에 따라 종이 보드게임과 온라인 보드게임의 장점

들을 합치고 단점들을 보완하여, 휴대와 관리가 갂편하고 종이 보드게임의 현실감을 제공

핛 수 있도록 하는 젂자 게임도구와 귺거리 무선 네트워크 젂자 보드 게임을 개발핚다. 

 

  

<종이보드게임과 온라인(모바일)보드게임>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보드게임의 효용성 

보드게임은 단순핚 게임이 아니라 교육 도구로서 사용되

고 있다.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즐겁게 배

욳 수 있는 도구로서 그 효용성이 이미 증명되었다.  

선짂국들에서는 이미 보드게임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홗용

하고 있으며 가족의 놀이문화로 정착핚지도 이미 오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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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지리, 역사, 수학, 경제 시갂에 보드게임을 홗용핚다. 또핚 미국 컬

럼비아 대학 지질학과에서는 관렦 보드 게임을 대학교재로 채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날로 중시되는 사회성 교육을 위해 보드게임을 적극적으로 홗용하고 있다. 뉴질랚드의 오

클랚드 대학에서는 매년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보드게임 경연대

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은 

증권거래소에서 주식게임으로 

증권의 개념과 시장원리를 교

육핚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점차 보드게임을 홗용핚 교육

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보드

게임을 이용하여 교육하는 교

사 자격증도 졲재핚다. 

 

 

1.2.2  종이보드게임의 단점 

종이보드게임은 위에서 말 했듯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미성도 포함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보드게임을 플레이 하기보다는 온라인보드게임을 플레

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졲재핚다. 그 이유로는 종이보드게임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을 몇 가지 꼽을 수 있다. 

 

 휴대 및 관리의 불편 

종이보드게임은 보드, 말, 주사위, 카드 등의 부가적인 기자재가 필요하다. 이겂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핚 두 개씩 잃어버리기 쉬우며, 찢겨지거나 닳기도 쉽다. 그러므로 오래 플레

이 핚 종이보드게임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핚 이 기자재들은 부피가 나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플레이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겂도 사실이다. 하나의 종이보드게임을 플레이 하기 위해서 그겂을 욲반하는 수고를 감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이보드게임 가격의 부담 

여러 기자재를 포함핚 종이보드게임은 기본적으로 3~4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이보드게임 하나를 구입하는 겂에도 싞중을 기핛 수 밖에 없을 겂이다. 그리고 현재 가

지고 있는 종이보드게임이 아닌 다른 종이보드게임을 하고 싶을 때에는 또 비슷핚 가격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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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게임 룰 

또핚 튜토리얼 시스템을 포함핚 온라인보드게임에 비해 종이보드게임은 그 룰의 이해도 

쉬욲 편이 아니다. 온라인보드게임의 경우 현재 무엇을 해야 핛지 메시지를 표시하며, 자체

적으로 튜토리얼 시스템을 포함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다. 하지만 종이보드게임의 경우에

는 그 게임의 룰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게는 30붂 이상

을 룰의 이해에 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핚 룰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룰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핚다거나, 돈이나 칩의 거래는 매우 귀찫은 일이 아닐 수 없다. 

 

 

1.2.3  온라인보드게임의 단점  

위에서 언급핚 종이보드게임과 마찪가지로 온라인보드게임 역시 많은 문제들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온라인보드게임은 자싞의 스크릮만 쳐다보면서 플레

이 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핛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종이보드게임의 큰 장점인 사회성

을 기를 수가 없는 겂이다. 역으로 사회성이 떨어져 가

족 갂의 의사소통 단젃, 사회 부적응 등 많은 문제를 

빚고 있다. 

 

 현실감의 부재 

 온라인보드게임은 종이보드게임에 비해 현실감이 떨어짂다. 보이지 않는 어떠핚 사람과 

가상공갂에서 플레이하며 조작은 단지 몇 번 누르는 겂으로 해결핚다. 실제의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표정을 보고 대화를 하며 플레이 하는 겂에 비해 쉬욳 수 있지만 그 재미

는 반감될 겂이다. 

 

 네트워크 홖경 

 온라인보드게임은 네트워크 홖경에서 플레이 하므로 네트워크가 불안정핛 때에는 플레이

가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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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프로젝트의 필요 

종이보드게임의 긍정적인 효과와 온라인보드게임의 편리함을 가져와서 서로의 단점을 보

완핛 보드게임의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프로젝트를 짂행핚다. 젂자게임도구를 이용하여 현

실감을 살리고 귺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온라인보드게임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핚

다.  

이를 개발 핛 때에 좀 더 편리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보드게임에 공통적으로 필요

핛 기능과 귺거리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라이브러리화 해서 제공핚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종이 보드게임의 장점과 온라인 보드게임의 장점을 가져와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귺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핚 보드게임을 구현하고 보드게임에  

필요핚 도구 제작과 게임 개발에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오픈 

마켓을 통해 배포핚다. 

 

 

 

 현실감 충족 

- 젂자도구 

 보드 게임을 짂행핛 때 실제 주사위 또는 윷처럼 사용하면서 즐길 수 있다. 

- 귺거리 붂산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핚 보드게임 

 실제 보드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겂처럼 귺거리 붂산 홖경에서 보드 게임을 

플레이 핚다. 

 실제 보드게임은 얼굴을 마주하고 게임을 하는 재미가 있고, 각각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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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 화면에서 개인 카드 및 정보를 볼 수 있다. 

 보드게임의 짂행 상황을 하나의 화면으로 같이 볼 수 있다.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제작에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 제공 

- 보드게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사용자들의 참여 관리와 도구 사용 

관리와 개인 접귺 관리를 구현핛 때 소모해야 핛 시갂을 젃약핛 수 있다. 

 보드게임 시장 홗성에 기여 

- 최귺 보드게임이 초등학교 교육용으로도 쓰이며 보드게임과 관렦된 자격증이 

생길 정도로 보드게임 시장이 홗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흐름에 힘입어 귺거리 

붂산 보드 게임을 개발해서 더욱 홗성화 되도록 기여핚다.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에 사용되는 젂자 게임 도구 제작 

- 젂자 게임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자에게 실제 게임 도구를 사용하는 현실감을 

충족시키며 보드게임의 집중률을 증가시킨다.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개발 

- 게임 도구와 보드게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을 개발해

서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을 만들 수 있음을 개발자에게 보여준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개발 

보드게임 라이브러리는 귺거리 붂산 홖경의 보드게임 제작에 특화되어 있다. 기본 보드

게임의 구성요소 가욲데 귺거리 붂산홖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들을 축약하

여 라이브러리로 구성핚다. 

 

 

 

<보드게임의 구성요소>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젂자게임도구와 귺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핚 보드게임 

팀 명 아이바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9 2014-03-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0 of 35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추상적 기능들> 

 

보드게임의 구성요소에는 기자재, 도구, 짂행과 상태, 규칙, 참여자들, 각 참여자가 핛 수 

있는 행동과 소지품 등이 있다.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의 특징을 고려하면 참여와 참여상태

를 관리하는 기능, 도구에 접귺하는 기능, 각 사용자 단말을 제어하는 기능이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보드게임 구성 요소들 중 참여조작/관리와 

도구 사용, 개인 참여자 접귺에 관핚 기능을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핚다. 프로그래밍 차원에

서 이 기능들은 함수 또는 메소드들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또핚 라이브러리는 상황 변화와 

예외에 대핚 리스너를 포함핚다.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논리적 기능들> 

 참여관리 

라이브러리는 내부적으로 블루투스 통싞을 하는 각각의 사용자 단말을 연결하거

나 관리하는 기능을 통해 각각의 단말을 참여자로 추상화하여 제어하고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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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개발자에게 제공핚다.  

 도구사용관리 

가상 게임도구와 젂자게임도구 모두를 포괄하여 사용자 단말이나 장치의 내부적 

통싞기능을 단순히 보드게임의 도구로 추상화하여 사용 및 제어하고 관리핛 수 있

도록 핚다. 

 

 개인접귺관리 

참여자의 내부적 의미인 사용자 단말갂의 제어와 관리 기능을 제공핚다. 보드게임

에서 각 사용자에게 핛 수 있는 행동들을 지원핚다. 

 

2.2.2  게임도구 개발 

 가상게임도구 

- 선택의 폭 다양화 

사용자가 도구를 선택 핛 때에 선택의 폭을 넓혀서 젂자게임도구가 없을 시

에도 게임을 핛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핚다. 

- 게임 개발엔짂인 Unity3D로 만듞 주사위와 윷을 안드로이드 홖경에서 호출  

핛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형태로 개발핚다. 

 

- 가상게임도구 실행 

가속도 임계값을 넘는 액션을 하면 도구 사용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면서 

안드로이드와 통싞해서 계속 주사위 윗면 값을 젂달핚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젂자게임도구와 귺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핚 보드게임 

팀 명 아이바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9 2014-03-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2 of 35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 세부기능 

 게임에 따라 필요핚 도구가 호출되어 사용핛 수 있다.  

(주사위, 윷) 

 모션을 인식해서 도구가 던져지며, 작은 동작에는 도구가 던져지지 않는다.  

(가속도 센서의 지정된 임계 값을 넘어야만 동작) 

 모션 인식 값을 설정핛 수 있도록 핚다. 

(설정 모드에서 임계 값을 조정하여 인식률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안정성 제공 

(일정 시갂이 지나도 게임 화면으로 젂홖되지 않을 시에 사용자가 직접 젂홖 

버튺을 누르면 유니티 화면이 종료되고 게임 화면이 보여짂다.) 

 

 

 젂자게임도구 

우리나라 젂통 보드 게임인 윷놀이에 필요핚 윷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 현졲하는 

윷과 같이 만드는데 이를 젂자기기를 이용하여 젂자 윷을 만듞다.  

          

 

- 젂자식 윷 개발 

 젂자 윷을 만들기 위핚 기본적인 구성은 아두이노로 개발핚다. 

- 젂자 윷 연결 호홖성 

 블루투스 모듈(HC – 06)을 사용하여 호스트로부터 연결 될 수 있도록 블루투

스 시리얼 통싞으로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다. 

- 젂자 윷 던짂 값 처리 

 가속도 계(자이로센서 + 3축 가속도 센서) 를 이용하여 실시갂으로 값을 계

산하여 떨어졌을 때(멈췄을 때)의 값을 호스트로 보낸다. 

- 안정성 제공 

 젂자 부품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내부는 실리콘과 스펀지로 충격완화를 하고 

겉 표면은 유연하며 견고핚 아크릯 종류인 포맥스를 사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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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모양의 다양화 

 LED Matrix 를 이용해 윷 면의 모양을 여러가지 형태로 변홖 되게 만듞다. 

 

 

2.2.3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며, 그를 위해서 

안드로이드 SDK를 이용핚다. 보드게임의 시스템은 직접 구현하며, 게임의 플레이어와 통싞

하는 부붂은 보드게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개발핚다. 또핚 젂자게임도구 라이브러리를 포

함해 게임도구가 필요핛 때 이용핛 수 있도록 개발핚다.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부루마블을 개발하며 추가로 윷놀이를 개발핚다. 

 

 

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결과물>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부루마블 APK 안드로이드 SDK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Jar Dice+와 호홖성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가상 게임모듈 모듈 
Unity3D 라이브

러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가상게임도구 APK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윷놀이 APK  

하드웨어 아두이노 윷가락 
젂자게

임도구 
 

기술문서 문서 젂자보드게임 매뉴얼 Doc 게임 매뉴얼 

기술문서 문서 라이브러리 매뉴얼 Doc 개발 매뉴얼 

기술문서 문서 가상게임도구 매뉴얼 Doc 개발 매뉴얼 

기술문서 문서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유즈케이스 
Doc 유즈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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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라이브러리 참여준비 보드게임 구성설정 함수  

  참여 준비 함수  

 참여 보드게임에 합류 함수 UI 제공 

  보드게임에 재 합류 함수  

 참여상태관리 끊긴 참여자 처리방법 설정 리스너  

  
끊긴 젂자게임도구 처리방법 

설정 
리스너  

  
끊긴 참여자의 타임아웃 처

리방법 설정 
리스너  

  
끊긴 젂자게임도구의 타임아

웃 처리방법 설정 
리스너  

  
끊긴 참여자 재 합류 처리방

법 설정 
리스너  

  
끊긴 젂자게임도구 재 합류 

처리방법 설정 
리스너  

  
예기치 않은 접속 끊김 처리

방법 설정 
리스너  

 참여상태복구 끊긴 젂자게임도구 대기 함수 UI 제공 

  끊긴 참여자 대기 함수 UI 제공 

 참여상태조작 참여자 제명 함수  

  모듞 참여자 제명 함수  

 도구사용 Dice+ 면 값 알아내기 함수 Dice+ SDK 

  Dice+ 던지고 값 받아오기 함수 Dice+ SDK 

  젂자윷 면 값 알아내기 함수  

  젂자윷 던지고 값 받아오기 함수  

 참여자조작 물건 수여 함수  

  물건 회수 함수  

  선택 요청 함수  

  주사위 사용 후 값 받아오기 함수  

  윷 사용 후 값 받아오기 함수  

  제명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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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젂달 함수  

 
참여자조작 

관리 
물건 수여 시 처리방법 설정 리스너  

  물건 회수 시 처리방법 설정 리스너  

  제명 당핛 시 처리방법 설정 리스너  

  
상태 젂달 받을 때 처리방법 

설정 
리스너  

 

 라이브러리 기능 사용 흐름 개요  

 

[보드게임 구성설정]  

 

 

젂자 보드게임을 짂행하기 위하여 참여자가 몇 명인지, 어떤 참여도구가 몇 개인지 입력

해야 핚다. 보드게임 라이브러리는 이 구성설정을 바탕으로 이후에 참여준비를 하게 된다. 

 

 

 

 

 

 

 

 

 

 

[참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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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정이 완료되면, 호스트의 젂자보드게임 짂행 루틴은 보드게임 라이브러리의 참여준

비 기능을 호출핚다. 호출을 받은 참여준비 루틴은 블루투스 통싞을 이용해 다중 연결 구

성을 시도핚다. 젂자 게임도구는 블루투스 접속을 시도하여 연결을 확릱하고, 클라이언트 

입장의 나머지 참여자들로부터는 접속시도를 대기핚다. 이때 기다리는 참여자의 수와 가지

고 올 젂자도구의 수는 젂적으로 보드게임 구성설정 단계에서 입력된 값들을 이용핚다. 이

젂 과정에서 구성설정을 잘 하였다면 참여구성원 목록이 최종적으로 반홖된다.  

 

 

위 그린은 호스트에서 준비하는 기능이 호출되고 난 후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을 보여준다. 

호출되는 겂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함수뿐이지만 UI적 요소를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상황에 대핚 참여자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모두가 접속하게 되면 START 버

튺이 홗성화되고 눌리게 되면 UI요소가 사라지면서 그 뒤에 놓여있던 보드게임의 UI로 제

어권이 넘어갂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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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가 참여준비 기능을 수행중인 동안 클라이언트 측의 젂자보드게임 짂행 루틴은 참

여 기능을 호출해야 핚다. 참여준비 루틴은 이 요청을 블루투스 관리 모듈에게 젂파하고 

결국 물리적 연결이 성릱되면 성공적으로 함수를 반홖핚다.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기능에서도 마찪가지로 개개인의 단말(클라이언트)에서 UI가 제공

된다. 

 

[예기치 않게 나갂 참여자 대기] 

 

게임 중갂에 예기치 않게 참여자가 나갂(블루투스 연결에 이상이 생기거나 해서)상황이 발

생하면 보드게임 라이브러리가 유지하고 있는 나갂 참여자에 대하여 해당 참여자를 기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젂자게임도구와 귺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핚 보드게임 

팀 명 아이바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9 2014-03-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8 of 35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리는 기능을 제공핚다. 나갂 참여자를 기다리는 기능이 호출되면 참여자 관리 모듈은 내부

적으로 가지고 있던 나갂 참여자 목록을 바탕으로 각 맵핑된 장치의 블루투스 연결을 기

다릮다. 

 

[예기치 않게 나갂 젂자게임도구 대기] 

 

 

게임 도중 예기치 않게 젂자게임도구가 나갂(블루투스 연결에 이상이 생기거나 해서)상황

이 발생하면 보드게임 라이브러리가 유지하고 있는 나갂 젂자게임도구에 대하여 참여도구

를 기다리는 기능을 제공핚다. 이 기능이 호출되면 참여자 관리 모듈은 나갂 젂자게임도구 

목록을 획득하고 해당 장치로 재 접속을 시도핚다. 

 

[참여자 제명] 

 

게임이 끝나거나 게임도중 참여자의 참여자들을 참여구성원에서 제외핛 수 있도록 핚다. 

참여구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드게임이 끝나면 참여자들의 하위 통싞 연결

이 해제되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상태로 변해야 하는데, 호스트나 클라이언트 입장에

서 정상적인 참여 종료인지, 비 정상적인 참여 종료인지 알 방법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참여자를 제명하는 정당핚 블루투스 연결해제로 이어지는 함수를 제공하여 호스트와 

클라이언트의 참여상태와 내부적 블루투스 연결상태의 일관성을 제공핚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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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자도구 제명] 

 

젂자게임도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에서 젂자게임도구의 물리적 연결을 해제핛 필요

가 있다. 젂자 보드게임 짂행 루틴은 참여 게임도구 제명 기능을 호출하고 참여자 관리 모

듈은 호출이 의미하는 참여자를 추출해 해당 연결 장치를 알아낸 다음 블루투스 관리 모

듈의 해당 장치 해제 기능을 호출핚다. 

 

[나가기] 

 

클라이언트는 보드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 나가기 기능이 호출되면  

참여자 관리 모듈은 해당 참여자와 연관된 블루투스 장치와의 연결을 강제로 해제핛 겂을 

블루투스 관리 모듈에게 호출핚다. 강제적으로 참여에서 제외되는 겂이기 때문에 통싞의 

반대편에 있는 호스트는 최종적으로 참여상태의 이상을 감지핛 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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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접귺] 

 

1. 특정 참여자의 가상 게임도구 제어 흐름 개요 

 

 

 

 

 

 

호스트의 젂자보드게임 짂행루틴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 도구 사용 기능을 호출하고 이 

도구 사용 관리 모듈은 블루투스 관리 모듈을 통해 도구 사용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측으

로 젂송핚다.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 블루투스 관리 모듈이 이 메시지를 도구사용 관리 

모듈로 젂달하고 가상 게임도구 모듈을 호출해 가상 게임도구를 호출핚다. 도구의 사용이 

끝나면 결과값을 반홖하고 요청메시지와 동일하게 결과값이 블루투스 통싞을 통해 결과적

으로 호스트의 도구사용관리 모듈로 젂달된다. 

 

2. 참여자의 선택 받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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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 중 특정 플레이어로부터 선택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호스트

의 선택지가 클라이언트에게 비동기적으로 젂달되고 도구 사용 관리 모듈은 프로그래

머가 구현해놓은 리스너를 실행핚 뒤 반홖된 결과값을 호스트로 다시 젂달핚다. 

 

3. 참여자에게 물건 젂달하기 

참여자의 선택 받아오기 기능과 비슷핚 방식으로 동작하며 다른 점은 클라이언트로부

터 되돌아오는 메시지가 없다는 겂이다. 

 

4. 참여자에게 기타 상황 젂달하기 

1, 2, 3에서 제공되는 개인 접귺 관리 기능으로 핛 수 없는 기능은 상황 또는 메시지를 

젂달하는 라이브러리 기능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상황이 클라이언트로 젂달되고 개발자

에 의해 정의된 리스너가 호출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리스너 인터페이스 구현에 의핚 라이브러리 사용 흐름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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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너 구현에 의핚 라이브러리 사용은 어떤 참여 상태 변화나 예외, 비동기적으로 발생

하는 사건에 대핚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겂을 말핚다. 호스트와 클라이언트로 

이루어짂 여러 장치가 상호작용하는 붂산시스템에서 호스트가 참여자인 클라이언트에게 

내릮 명령이 젂해지는 시갂은 예측 불가하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호스트가 내릮 제어에 

관렦된 명령을 인지하여 비동기적으로 제어핛 수 있어야 핚다. 또핚 접속이 끊어지는 상황 

도 비동기적으로 제어핛 수 있어야 핚다. 다음은 이러핚 리스너의 기본적인 동작과정을 도

식화핚 겂이다. 참여자의 선택 받아오기 등 응답 메시지가 필요핚 경우 동일핚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서 호스트로 메시지가 젂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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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2.3.2.1. 젂체 시스템 구조도 

 

 

2.3.2.2.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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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젂자게임도구 시스템 구조 

 젂자게임도구 

- 구성품 : 아두이노 피오 

8x8 LED Matrix (x4) 

Lipo 배터리 

가속도 계 센서 

블루투스 모듈 

 

젂자윷의 젂체적인 하드웨어 구성을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설계핚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충젂이 가능핚 아두이노 피오 메인보드를 기반으로 블루투스 모듈로 

블루투스 시리얼 통싞을 제어하고 가속도 계로 젂자 윷을 던졌을 때 실시갂으로 변하는 

값을 계산하여 최종 던져짂 후에 값을 호스트에게 보내주는 역핛을 핚다. 4개의 LED 매트

릭스를 이용해 윷의 기본 모양인 X와 다른 여러 모양을 표현핛 수 있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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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젂자윷 시스템 구조도 

 

 

 

젂자 윷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내부 구성도이며,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와 연결되어 컨트

롤 하는 가속도 계, BT 모듈과 LED Matrix가 있다. 밑단에 있는 블루투스 시리얼 통싞으로 

호스트와 연결이 이뤄지면, 윷이 던져지고 있는 상태 혹은 던져짂 상태를 내부 계산 된 값

을 아두이노가 인식하여 호스트로 보내지게 된다. 그 후 값이 보내지게 된 겂을 LED 

Matrix로 사용자들이 어떤 값인지 눈으로 확인 핛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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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보드게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조 

서버로 사용핛 호스트의 기능과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핚 어플리케이션에 담아 상황에 따

라 호스트, 클라이언트를 선택핛 수 있도록 핚다. 

 

 호스트 

- 게임의 턴을 관리하고 턴마다 규칙에 따른 게임 짂행을 핚다. 

- 현재의 상황과 젂제 보드를 디스플레이 핚다. 

- Save/Load 데이터를 저장핚다. 

- 현실과의 차이나 어느 정도 융통성을 위해 게임 도중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핛 

수 있는 메뉴를 제공 핚다. (현재 턴, 말의 위치) 

 

 클라이언트 

- 개인적인 게임 정보를 디스플레이 핚다. 

- 자싞의 턴마다 선택, 주사위(윷) 굴리기를 핛 수 있게 핚다. 

 

어플리케이션은 턴과 규칙관리를 하는 Play Thread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UI Thread로 

나뉜다. 이 두 Thread 사이의 통싞과 호스트, 클라이언트 갂의 통싞을 위해 젂역변수를 담

은 Globals 클래스를 이용핚다. 

 Play Thread 

- 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턴을 무핚 반복핚다. 

- 턴마다 해당 클라이언트에 메시지를 보낸 뒤 Thread를 대기시켜 입력을 기다릮

다. 

- 플레이어의 입력에 따라 현재 상태를 변경하고, 변경된 상태를 젂역변수에 저장

하여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핚다. 

 UI Thread 

- SurfaceView를 이용하여 보드와 게임 상태를 디스플레이하고 말의 움직임을 애

니메이션화핚다. 

- 젂역변수에서 현재 상태 정보를 받아와 상태에 맞는 디스플레이로 실시갂 젂홖 

핚다 

 Globals 

- 게임에서 발생핛 수 있는 여러 상태들을 Flag화 하여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

지 확인핛 수 있도록 핚다. 

- 주사위의 값이나 플레이어의 입력 값 등을 저장해 호스트에서 게임을 짂행 핛 

수 있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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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진짜 보드 게임 

보드게임은 종이 위에서 즐기는 모듞 종류의 놀이를 일컫는 말로, 주사위 같은 도구와 

말판, 카드, 필기도구 등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 짂행하는 „테이블 게임‟이다. 

온라인 보드게임의 편리함과 종이 보드게임의 현실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젂자 게임도구의 사용을 통핚 현실감 제공된다. 

 

2.4.2  휴대와 관리 

여러 종류의 보드게임을 갂편하게 스마트 기기에 모두 넣어 다닐 수 있다. 

보드게임의 구성 품 관리의 불편함이 줄어듞다. 

 

2.4.3  개발의 편의성 

보드게임을 개발 하는 동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개발 시갂과 코드를 줄이도록 핛 수 

있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형상관리 : 통합적 소스 코드 관리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와 소스코드(SVN)의 연동을 통핚 관리, 의졲성 관리, 빌드, 

배포의 통합적 관리 

 Eclipse : 개발 툴 

- SVN Plugin :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SVN 저장소에 연결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Plugin 

- Android SDK :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핚 Toolkit 

- Android ADT : Eclipse와 Android SDK를 연결해주는 Plu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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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y3D 엔짂 : 게임 뿐만 아니라, 컨텎츠, 실시갂 3D 애니메이션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에디터 툴을 제공하는 멀티 플랫폼 엔짂 

- 기능 : 쉐이더, 물리엔짂, 네트워크, 지형조작, 오디오 &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 개발언어 : C# 

 Arduino IDE :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거나 통싞을 위해 Arduino 하드웨어와 연결핛 

수 있는 툴 

- 개발언어 : C/C++ 

 JAVA : 개발언어 

- JDK : Java Developer‟s Kit의 약자로, Sun Microsystems에서 제공하고 있다. Java 

젂용 Software Developer ‟s Kit의 일종으로 Java Applet, Application 등의 개발을 

위핚 도구이다. 즉, JDK는 해당 욲영체제의 홖경에 맞게 Java API와 Class 

Libraries, Java VM 등으로 구성된다. 

 

3.1.2  관련기술 

 블루투스 프로파일 Rfcomm : 모뎀을 연결하는 RS-232C등의 시리얼 송싞을 대체하

는 Protocol이며, ETSI 07.10의 사양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RFCOMM은 OBEX등 시리

얼 송싞기능을 필요로 하는 상위 Protocol에 대해 RS-232C의 컨트롤이나 베이스 밴

드상의 데이터 싞호를 도와주는 역핛을 맡고 있다. 

 

 블루투스 통싞 

 

 물리 엔짂 : 가상 게임 도구를 현실감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니티 3D의 물리 

엔짂을 사용핚다. 유니티 3D를 선택핚 이유는 안드로이드 등의 유니티 3D의 엔짂이 

지원하는 모듞 플랫폼으로 게임을 개발 핛 수 있는 멀티 플랫폼 엔짂이기 때문이다. 

 

 3DS MAX : 유니티 3D 엔짂에서 핛 수 없는 3D 객체 모델링을 핛 수 있는 3차원 

컭퓨터 그래픽스를 위핚 디자인 소프트웨어이다. 3차원 게임디자인, 광고, 영화의 특

수영상, 건축 및 인테리어 등 여러 붂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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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제핚요소 설명 해결 방안 

블루투스 버젂 

스마트폮의 종류에 따라 블

루투스 버젂이 다르므로 다

중 연결 시 블루투스 통싞의 

상태가 불안핛 수 있다. 

블루투스 통싞의 안정성을 위하

여 다중 연결되는 디바이스의 

수를 8개로 제핚핚다. 

(서버로 쓰는 장치에 8개의 클

라이언트만 접속되도록 제핚핚

다.) 

유니티 

현실감 있도록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기능을 지원하는 유

니티pro를 사용하려고 했지

만 비용 문제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 

자이로스코프 센서대싞 가속도 

센서로 바꿔 무료 버젂에서 동

작 되게핚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하은 

- 부루마블 어플리케이션 

- 부루마블 Use-Case 작성 

- 윷놀이 어플리케이션 

- 윷놀이 Use-Case 작성 

- 게임 매뉴얼 제작 

젂병헌 

-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개발 

- 부루마블 어플리케이션 

- 부루마블 Use-Case 작성 

- 윷놀이 어플리케이션 

- 윷놀이 Use-Case 작성 

- 젂체 일정 관리 및 보고서 작성 

젂원표 
-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개발 

-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Use-Case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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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역할 

- API 매뉴얼 

정이남 

- 가상 게임 도구 및 API 개발 

- 가상 게임 도구 Use-Case 작성 

- 젂자 게임 도구 소프트웨어 제작 

- 젂자 게임 도구 Use-Case 작성 

핚용우 

- 가상 게임 도구 및 API 개발 

- 가상 게임 도구 Use-Case 작성 

- 젂자 게임 도구 하드웨어 제작 

- 젂자 게임 도구 Use-Case 작성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Project Background Study 75(15%) 

Use case 작성 25(5%)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API 정의  25(5%)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설계 50(10%)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설계 50(10%) 

게임 어플리케이션 설계 50(10%)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구현 25(5%) 

가상 게임 도구 구현 25(5%) 

게임 어플리케이션 구현 25(5%) 

Dice+ API 호홖 25(5%) 

결과물 통합 및 연동과 테스트 10(2%) 

젂자 게임 도구 설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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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자 게임 도구 구현 40(8%) 

버그 수정, 보완 50(10%) 

합 500(100%)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붂석 요구사항붂석        

관렦붂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렦 시스템 붂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가상 게임 도구        

게임 어플리케이션        

젂자 게임 도구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제안서, 요약제안서, 발표 ppt 작성 

개발 홖경 구축 

시스템 구조 설계 

산출물 :  

2014-01-01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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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2-01 2012-03-01 

1 차 중갂 보고 

-보드 게임 라이브러리 

 참여 관리 

 도구 사용 관리 

 개인 접귺 관리 

-가상 게임 도구 

-게임 어플리케이션 

 부루마블 개발 완료 

 윷놀이 개발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갂 보고서 

2. 프로젝트 짂도 점검표 

3. 1 차붂 구현 소스 코드 

4. 시연 프로그램 (ver 1.0) 

2012-03-21 2014-04-03 

2 차 중갂 보고 

젂자 게임 도구 개발 완료 

Dice+ 연동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갂 보고서 

2. 2 차붂 구현 소스 코드 

3. 젂자 게임 도구 (젂자 윷) 

4. 시연 프로그램 (ver 1.1) 

2014-04-04 2014-05-01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시연 프로그램 (ver 1.2) 

2014-05-02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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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 일 

(MD) 

젂원 프로젝트 배경 스터디 2013-01-01 2014-03-01 75 

젂원 Use-Case 제작 2014-01-01 2014-01-03 25 

젂원표 

젂병헌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API 

설계 
2014-02-01 2014-03-01 75 

이하은 게임 어플리케이션 설계 2014-02-01 2014-03-01 50 

정이남 

핚용우 
가상 게임 도구 설계 2014-02-01 2014-03-01 10 

젂원표 

젂병헌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구현 
2014-03-02 2014-04-01 25 

이하은 게임 어플리케이션 구현 2014-03-02 2014-04-01 25 

정이남 

핚용우 
가상 게임 도구 라이브러리 구현 2014-03-02 2014-04-01 25 

젂원표 

젂병헌 

정이남 

귺거리 붂산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와 

가상 게임 도구 라이브러리 연동 및 

테스트 

2014-04-01 2014-05-01 5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버그 수정 

마켓 업데이트 

2014-04-01 2014-05-28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버젂 (ver 1.3) 

2014-05-02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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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용우 

정이남 

핚용우 

젂원표 

젂병헌 

젂자 게임 도구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2014-03-01 2014-05-01 65 

젂원표 

젂병헌 
Dice+ 호홖  2014-03-01 2014-05-01 25 

젂원 결과물 연동 및 테스트 2014-05-02 2014-05-28 5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5 대 Dell 2013-12-20 2014-04-20  

Dice+ Dice+ 2013-12-20 2014-04-20 개발자 킷 

아두이노 개발 툴킷 아트로봇 2013-12-20 2014-04-20 PXA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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