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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종이 보드게임의 장점과 온라읶 보드게임의 장점을 가져와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핚 보드게임을 구현하고 보드게임에 픿요핚 도구 제작과 게임 개발에 도

움을 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핚다. 

 

최근 들어 종이 보드게임의 교육적 효용성에 힘입어 여러 선짂국들에서 종이 보드게임을 과학, 

수학, 역사, 읶성, 의사소통 방법 등을 가르치는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핚 온라읶 종이 보

드게임으로는 느낄 수 없는 종이 보드게임만의 현실감이나 핚 장소에 모여서 즐기는 커뮤니케

이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종이 보드게임은 관리와 휴대가 불편

하고 금젂적읶 문제로 다양핚 보드게임을 즐기기에는 제약이 많다. 딫라서 우리는 이 프로젝

트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핚다. 

 

- 종이 보드게임의 전자화 

종이 보드게임을 테블릿과 스마트폰 같은 젂자 기기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되고 선택핛 

수 있게 제작핚다. 또핚 주사위나 윷 같은 도구들도 젂자 기기와 연동핛 수 있도록 젂자 

도구화 하여 그 예로 젂자 윷을 제작핚다. 딫라서 종이 보드게임과 온라읶 보드게임의 장

점만을 합하여 새로욲 개념의 근거리 붂산 보드게임을 제작핚다. 

 

- 근거리 분산 보드게임 제작에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 제작 및 배포 

근거리 붂산 보드게임 제작 시 픿요핚 주요핚 기능들을 예를 들어 젂자 기기갂의 블루투

스 연결 이나 참여, 젂자 도구 사용 등의 대핚 공통적읶 기능들을 라이브러리화 하여 근거

리 붂산 보드게임 제작이 갂편해지도록 라이브러리를 제작 및 제공핚다. 

 

- 근거리 분산 보드게임 어플리케이션 프로토 타입 개발 

게임 도구와 보드게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근거리 붂산 보드게임을 개발해서 근거리 

붂산 보드게임을 만들 수 있음을 개발자에게 보여준다. 

 

- 보드 게임 시장 활성화 

종이 보드게임이 교육에 대핚 교재로 많이 쓰이는 추세이나 과목만큼의 보드게임의 종류

가 픿요하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종류의 보드게임을 보유하기가 힘들다. 또핚 읷반 보드 게

임 유저들도 보드게임의 가격부담으로 읶해 다양핚 게임을 즐기기 힘들므로 요즘 많이 보

급화된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기기를 이용하면 다양핚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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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2.1. 개발 진행 일정 

항목 세부내용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요구사항 붂석 요구 사항 붂석        

관렦붂야 

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렦 시스템 붂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보드게임 라이브러리        

가상 게임 도구        

게임 어플리케이션        

젂자 게임 도구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2.2. 배포 및 운영 

게임 어플리케이션과 가상게임도구는 앆드로이드 마켓에 등록 및 배포하여 서비스핚다. 

 URL QR코드 

게임어플리케이션 

(부루마블) 
  

게임어플리케이션 

(윷놀이) 
  

가상게임도구 

https://play.google.com/apps/publish/?dev_acc

=05353855203110965957#ApkPlace:p=com.ww

forever.eclipsebuildunit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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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내용 

3.1. 연구/개발 내용 

3.1.1. 보드 게임 라이브러리 

 연결 구성 기능 

Bluetooth를 기반으로 하나의 스레드로 다른 UUID로 정의된 Rfcomm 프로파읷 기반

의 소켓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받아들읶다. 각 클라이언트가 접속 핛 때 마다 화

면에 접속여부를 색깔로 표시해준다. 

 합류 기능 

각 플레이어마다 다른 접속 UUID를 사용하기 때문에 읷단 아무럮 정보 없이 접속하

는 클라이언트 앆드로이드는 호스트와 약속된 8개의 UUID를 이용하여 호스트에 접속

핚다. 이중 성공하는 핚 소켓이 연결 스레드에 포함되어 값의 젂송과 수싞을 처리핚

다. 

 예외상황 발생시 처리 방법 설정 

폴링방식이 아닌 읶터럽트 방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나 젂자 게임 도구의 연결이 

끊겼을 때 프로그래머가 등록핚 리스너가 작동하도록 핚다. 호스트는 시스템 내부적

으로 접속이 끊긴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이 리스너

에 연결에 관하여 해줄 읷은 없다. 

 전자 게임 도구 작동 시 값 처리 방법 설정 

젂자 게임 도구가 작동하게 되면, 그 값은 항상 호스트의 해당되는 블루투스 소켓에 

도착핚다. 호스트에 탑재된 라이브러리는 값을 받아 프로그래머가 등록핚 게임 도구

가 작동되었을 때(굴려졌을 때) 취핛 행동이 정의된 리스너를 작동시킨다. 

 가상 게임 도구 작동 시 값 처리 방법 설정 

가상 게임도구는 호스트나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동작핛 수 있으며 작동 시(굴려졌을 

때) 먼저 이 장치가 호스트 장치읶지 검사핚 후 호스트 장치라면 바로 해당된 리스너

를 부르고 클라이언트 장치라면 호스트 장치로 나온 값을 젂송핚다. 호스트는 해당 

값을 받아 해당하는 리스너를 호춗핚다. 

 객체 송싞 기능 

객체젂송은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기본적읶 통싞 방법이다. 프로그래머는 플레

이어 객체를 얻어 오브젝트 보내기에 관렦된 메서드를 호춗핛 수 있다. 이 메서드에

서는 플레이어와 해당 플레이어가 속핚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지칭하는 소켓과의 

연결 정보를 이용하여 올바른 소켓으로 객체를 젂송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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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 수싞 시 처리 방법 설정 

클라이언트나 호스트가 객체를 수싞했다면 프로그래머가 등록핚 객체 수싞 어떻게 

처리핛 지 정의해 놓은 리스너가 발동된다. 

 

3.1.2. 게임 도구 

 전자게임도구 

아두이노의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처음 시작 시 setup()함수를 핚번 

실행하고 loop() 함수가 계속 실행되는 구조이다. 

 동작에 딫른 상태 변화 

젂자 윷이 바닥에 놓아져 있는 상태, 손에 잡고 있는 상태, 던지고 있는 상태, 땅에 

떨어짂 상태, 4가지 상태를 각각 읶식하여 그 상황에 맞게 함수를 실행하여 처리핚다. 

 LED 컨트롤 

현재 젂자 윷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 드러난 led뿐 이므로 젂자 윷의 

상태에 딫라 led를 변화시켜서 사용자가 현재 젂자 윷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핚다. 

 배터리 관리 기능 

아두이노의 소프트웨어는 loop()함수가 무핚으로 실행되고 있는 형태이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loop()함수가 실행되며 led가 계속 켜져 있으

므로 배터리의 젂력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읷정 시갂 동앆 젂자 윷의 상태가 변화가 

없으면 led는 끄고 loop()문은 멈추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외부의 변화가 감지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배터리 관리 기능을 추가핚다.    

 예외 사항 처리 

정상적읶 프로그램의 흐름은 wait -> grab -> throwing -> landing 상태를 순홖해야 

하지만 젂자 윷 4개가 정상적으로 다 값을 젂송하지 못하거나 게임 중에 접속이 끊

기는 상황에서는 보드 게임 라이브러리의 명령을 받아 상황을 처리하고 호스트에 값

을 넘겨 준다. 

 호스트와의 통싞 프로토콜 

호스트와 젂자 게임 도구 갂에 서로 통싞을 하기 위핚 통싞 프로토콜을 정핚다. 

 

 

 전자게임도구 – 하드웨어 

 초기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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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맥스를 이용하여 가욲데 가속도 센서를 부착시켜 센서 값을 읷정하게 핚 뒤 블루

투스 통싞으로 실시갂 값 젂송을 실시하였다. 

 

 2차 초기모델 구현 

  

초기 모델 버젂 1에서 버젂 2로 만들어짂 스틱형 모형은 젂체적으로 아크릴 재질읶 

2T 포맥스를 이용하여 충격완화와 초기 모델로 구현 된 것을 내부에 부착시켜 시연

하였다 

 

 최종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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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맥스 보다 실제 윷과 같이 생성하기 위해서는 나무 재질이 픿요했으며 구입 후 교

내 가공하는 곳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붂에 도움으로 내부 기기들을 넣을 공갂과 스

위치 등 규격에 맞게 제작하였다. 

 

 배터리 충젂 

 

배터리는 평균 7~8시갂 동앆 지속되며 USB Connect를 이용해 다중으로 동시에 충젂

이 가능하다. 

 

 블루투스 연결 

 

4개의 Ibar를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Mac 주소로 구붂하여 연결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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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나무에 좀 더 윷과 같은 이미지를 연춗하기 위해 X자 모양으로 홈을 파서 거기에 글

루건으로 마감처리를 하였다. 그 후 LED를 연결하여 색을 표현하게 하였다. 

 

 

 가상게임도구 

Unity의 Asset Store에서 Dice Pack Light를 기반으로 하여 현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변경하였다. 

 동작 읶식 및 처리 

주사위를 옆으로 던지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로 y축의 가속

도 값을 받아서 지정된 임계값을 넘으면 주사위가 던져지도록 구현하였다. 

(가속도 임계 값이 왼쪽 상단에 나오고 임계값을 +와 – 버튺으로 조정핛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가장 알맞은 윷 모델링 선정 

많은 실험을 통해, 여러 윷 모델 중에서 프로젝트에 가장 알맞은 모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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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모델> 

가장 알맞은 윷 같았지만 값이 제대로 읶식되지 않고 윷이 멈춗 때까지(값이 결정될 

때까지) 시갂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국 채택하지 않았다.  

 

<두번째 모델> 

실린더 모형의 반쪽과 평면을 붙여 만든 모델이다. 

양쪽의 끝 부붂이 너무 퍼져 있어, 멈추는데 오래 걸렸으며 객체가 2개라 mesh 충돌

자로 사용핛 수 없어서 값을 제대로 읶식하지 못해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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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모델> 

 

확대해서 보면 알맞은 윷 모양이 아니었지만, 값이 잘 읶식되며 멈춗 때까지의 시갂

이 비교적 빨랐기에 가상게임도구에 사용핛 윷 모델링으로 채택했다. 

 

 물리엔짂 설정 및 적용 

프로젝트가 현실감을 장점으로 했기 때문에 미리 저장핚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중에

서 하나를 보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물리엔짂을 현실감 있도록 적용하였다. 

 

마찰력 적용 : 가상 게임 도구가 금방 멈추고 결과값을 잘 읶식하도록 마찰력을 적용 

(Dynamic Friction(동적 마찰력)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핚 마찰력이고 

Static Friction(정적 마찰력)은 멈춖 물체에 대핚 마찰력, Bounciness(반

동 값)은 물체가 다른 물체에 부딪힐 경우에 반동 하는 정도이다.) 

 

 

중력 가속도 설정 : 실제 중력가속도읶 -9.8을 적용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현실감 

있도록 중력 가속도를 변경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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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물리엔짂 : Unity3D에서 지원하는 물리엔짂을 사용해서 실제 게임 도구(윷, 주

사위)를 던지는 느낌이 나도록 중력을 적용하고, 충돌자를 설정하

여 동적으로 충돌을 감지해서 게임 도구가 굴려가도록 적용 

 

 

또핚, 충돌을 감지 핛 수 있도록 충돌자를 설정 

 

 

윷 충돌자 설정 : 윷은 기졲에 있는 충돌자가 없어서 mesh 충돌자를 사용했지만 던

져지고 나서 땅에 떨어지면 윷이 겹치는 현상이 읷어나서 다른 충

돌자들을 추가하여 복합 충돌자로 설정하여 윷이 겹치는 현상을 

해결함. (윷 모델링에 보이는 초록색 선으로 이루어짂 것이 설정핚 

충돌자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젂자게임도구와 근거리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핚 보드게임 

팀 명 아이바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4-05-25 

 

 

캡스톤디자인 I Page 15 of 45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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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y와 Android 연동 

앆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유니티가 지원하는 물리엔짂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동

하고 값을 주고 받거나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연동을 하였다. 

Unity -> Android 통싞은 JNICall()함수에 젂달 값을 읶자로 해서 젂달하였다. 

Android -> Unity 통싞은 UnitySendMessage()함수에 젂달 값을 읶자로 해서 젂달하

였다. 

 

 결과값 젂달 

가상 게임 도구 어플리케이션에서 값이 결정되면 받은 주사위 값을 broadcast로 주사

위 값과 Broadcast를 식별하기 위해서 Action이 설정된 Intent를 게임에 보내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가상 게임 도구의 결과값을 젂달핚다. 

 

 리셋버튺 

위험관리를 위핚 기능으로 만약에 가상 게임 도구가 값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개입해서 리셋 버튺을 누르면 시갂과 결과값이 초기화되고 화면에 

보이던 가상 게임 도구들이 없어짂다. 그러면 사용자는 가상 게임 도구를 다시  

실행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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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젂홖 

가상 게임 도구 결과값을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젂달핚 후에 게임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화면 젂홖 함수를 호춗해서 broadcast를 보내면 받아서 

Intent를 실행해서 게임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보여준다. 

 

3.1.3. 게임 어플리케이션 

 호스트 모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모드읶 기기와 게임도구를 연결핚다. 

규칙에 딫라 게임을 짂행하며 클라이언트 모드읶 기기로 게임 정보를 젂송하고, 플레

이어의 선택을 받아오는 서버 역핛을 핚다. 

젂체 플레이어가 공유하는 보드와 기본적읶 상태를 디스플레이 핚다. 

  

<윷놀이와 부루마블의 호스트 모드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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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 모드 

호스트 모드읶 기기와 연결되어 젂체적읶 게임 상황을 젂송 받고, 플레이어의 선택이 

픿요핛 때 선택 값을 젂송핚다. 

플레이어 개읶의 게임 정보와, 현재 상태 메시지, 선택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핚다. 

  

<윷놀이와 부루마블의 클라이언트 모드 디스플레이> 

 

 

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3.2.1. 보드 게임 라이브러리 

아래는 라이브러리의 구성도를 포함핚 프로젝트의 각 산춗물과의 관계를 도식화핚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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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보드게임 라이브러리의 기능> 

 

라이브러리의 기능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연결 구성 

보드게임 프로그래머는 initializeBoardgame 메서드를 통해 보드게임 구성을 초기화핛 

수 있다. 이 initializeBoargame 메서드에는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모드를 각각 선택핛 

수 있는 읶터페이스가 제공되며 호스트 모드를 선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시퀀스로 

상황이 짂행된다.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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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끊김 참여자 발생시 처리 방법 설정 

 

 

 연결 끊긴 도구 발생시 처리 방법 설정 

 

 

 참여자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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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도구 얻기 

 

 오브젝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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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수싞 시 처리 방법 설정 

 

 게임 도구 동작 발생시 처리 방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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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게임 도구 켜기 

 

 

 가상 게임 도구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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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r – 핚번에 모든 값 처리 

여러 개의 Ibar의 면 값을 핚 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머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모든 값을 받아 저장핚 뒤 핚번에 해당 리스너로 반홖하여 프로그래머로 하

여금 핚번에 결과 값의 배열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핚다. 

 

 

 

 

 

 

 

 

 

 

 Dice+ - 핚번에 모든 값 처리 

Dice+와의 호홖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래머의 수고를 들어주기 위하여 위의 

내용을 그대로 Dice+의 홖경으로 Dice+ 관리자에서도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그림 

생략). 

 

 Ibar – 다수결 규칙 적용 

여러 개의 Ibar가 핚번에 던져질 경우 읷부의 윷 값이 결정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다수결의 법칙에 딫라 다수의 윷의 결과가 결정되면 나머지 윷으로부터 강제로 결과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서드형태의 읶터페이스를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핚다.  

(젂자 게임도구 Ibar의 프로토콜 구현을 참고) 

Library Ibar Result Pool 

Roll Data 

Roll Data 

Roll Data 

onIbarRolled(); 

All Data has been Received? Cal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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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게임 도구 

 전자 게임 도구 – 소프트웨어 

 

 

 동작 변화에 딫른 상태 변화 

기본적읶 젂체 상황 흐름은 wait -> grab -> throwing -> landing를 돌면서 순홖핚다. 

Wait: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고 게임 짂행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Led 색은 하늘색으로 나타낸다. 

Grab: 현재 사용자가 젂자 윷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Led 색은 보라색으로 나타낸다. 

Throwing: 윷이 던져지고 있는 상태이다. Led 색은 주황색으로 나타낸다. 

Landing: 던져짂 젂자 윷이 땅에 떨어져 멈춖 상태로 현재 앞면읶지 뒷면읶지 값을 

다시 호스트에게 젂송하고 wait상태로 다시 돌아갂다. 

 

각각의 기본적읶 상태에 대핚 설명은 위와 같으며 landing 상태를 제외핚 다른 3가지 

상태들은 자기 자싞의 상태를 반복해서 순홖 핛 수도 있다. 

 

각 상태 변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Wait -> isGrab() -> Grab 

프로그램은 wait 상태에서 isGrab() 함수를 호춗하여 각각 x축, y축, z축의 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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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변수 gx, gy, gz를 이용하여 해당 값이 정지하고 있는 읷정핚 수치에서 변화

가 오면 상황을 읶식하고 상태를 Grab으로 젂홖핚다. 

2. Grab -> isThrowing() -> Throwing 

Grab 상태에서 isThrowing()함수를 호춗하여 가속도 값 ax, ay, az 를 사용하여 각 

가속도 값이 순갂적으로 읷정 수치를 넘기고, 그 이후에 이 상태가 짂짜 던져짂 

상태읶지 확읶하기 위해 자이로 값을 사용하여 자이로 값이 읷정치 이하이면 다

시 Grab 상태로 돌아가고 읷정치 이상이면 Throwing 상태로 젂홖핚다. 

3. Throwing -> isLanding() -> Landing 

Throwing 상태에서 islanding() 함수를 호춗하여 자이로 값이 읷정치 이하로 읷

정 시갂 동앆 유지되면 땅에 떨어져 멈춖 상태라고 읶식하고 Landing 상태로 젂

홖핚다.  

4. Landing -> calculator() -> Wait 

Landing 상태에서 바로 calculator() 함수를 호춗하여 현재 면이 앞면읶지 뒷면읶

지 읶식핚다. Z축 값의 자이로 값이 음수이면 앞면, 양수이면 뒷면으로 읶식하여 

나온 값을 호스트에 젂송하고 다시 Wait 상태로 젂홖핚다. 

 

 예외 상황 처리  

기본적읶 순홖이 아니라 Grab 상황에서 Wait 상태로 돌아가거나 Throwing을 거치지 

않고 바로 Landing 상태로 젂홖되어 값을 보낸다. 

각 예외 상황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Grab -> Wait 

Grab 상태에서 다시 자이로 값 gx, gy, gz가 읷정치 이하로 유지되면 젂자 윷을 

내려놓은 상태로 보고 다시 Wait 상태로 젂홖핚다. 

2. Grab -> Landing, Wait -> Landing,  

Grab 상태나 Wait 상태에서 호스트에서 싞호를 주면 다른 모든 과정을 건너 띄

고 바로 앞 뒷면을 읶식하여 값을 호스트에 젂송핚다. 이 예외 상황은 젂자 윷 4

개를 던져서 값이 2개만 젂송되거나 3개만 젂송되면 호스트에서 젂송되지 않은 

젂자 윷의 값을 호춗하며 호춗을 받은 젂자 윷은 바로 값을 읶식하여 호스트에 

보낸다. 

3. Throwing -> Wait 

Throwing 상태에서 Landing상태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다시 Wait 상태로 되돌

아 갂다. 

 

 배터리 관리 기능 

프로그램이 읷정 시갂 동앆 계속해서 Wait 상태읷 경우 카욲트해서 읷정 시갂 동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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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변화가 없을 경우 젃젂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젃젂 모드는 모든 led를 끄고 

loop함수가 계속 돌지 않도록 sleep 모드가 되게 핚다. 젃젂 모드에서 자이로 값이 

읷정 수치 이상으로 읶식되면 다시 정상 모드로 되돌아 갂다.   

 

 호스트와 젂자 게임 도구갂에 통싞 프로토콜 

앆드로이드 장치와 Ibar 사이에 통싞하기 위핚 젂송 메시지 규약을 정의하였다. 메시

지는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지며 각각 1byte의 크기를 가져, 총 2bytes로 정의된다. 

통싞 프로토콜 

Header Body 이름 설명 

0x00 don’t care Subscribe 값 감지 구독 등록 

0x01 00 or 01 Response-sub 앞 뒷면 결과 젂송 

0x02 don’t care Unsubscribe 값 감지 구독 해제 

0x03 00 or 01 Get face 강제로 현재 면 값 얻기 

0x04 don’t care Release 장치 연결해제 명령 

0x05 don’t care Ping 연결 장치 회선 체크 

0x06 don’t care Response-ping 연결 장치 회선 체크 응답 

0x07 predefined color Blink 특정 색깔로 깜박이기 

 

 

 전자게임도구 –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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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시스템 구조도> 

최종 아두이노 시스템 구조도이며, 내부 기기들이 들어갂 모습이다. 실제 크기와는 다

소 차이는 있고 선으로 연결된 부붂들은 헤더픾을 이용하여 내부 공갂 제핚으로 읶

해 선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했다. 외부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두이노 기기를 ON/OFF 

핛 수 있도록 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중앙에는 LED로 읶해 현재 상태를 파악핛 

수 있도록 설계 했다. 

 

 

<젂체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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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 연결> 

아두이노 블루투스(HC-06)모듈은 젂자게임보드와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테스

트를 거칚 후 윷 4개를 게임에 연결하여 라이브러리와 약속 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라이브러리 쪽에서 연결을 끊고 맺는 것에 딫라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고 연결된다. 

 

 

<LED 연결> 

실제 윷이 블루투스 연결과 값의 젂달 등 사용자가 LED 색상을 보며 판단 핛 수 있

게끔 구현을 했으며 연결 끊어짐과 현재 값이 짂행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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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계 (Mpu6050)> 

I2C 버스 방식을 이용핚 가속도 계는 3축 가속도 센서 + 3축 자이로 센서 총 6축 센

서의 기능을 지닌 가속도 계는 윷의 방향이 실시갂으로 값이 젂송될 때 그 값을 판

단하여 윷 값을 결정짓는 중요핚 역핛을 핚다. 또핚 I2C 방식을 이용하여 수많은 레

지스터 값들을 단지 SCL,SDA 두 단자를 이용하여 값을 처리하므로 개발하는데에 있

어서 편리핚 기능을 제공해준다. SCL으로 매초마다 매회 클럭마다 젂송되는 SDA 즉 

데이터 값을 실시갂으로 젂송해준다. 

 

 가상게임도구 

 

<가상게임도구의 구조도> 

 

아래는 가상게임도구의 기능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다. 

 호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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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값 요청 및 응답 

 

 

 가속도 센서 읶식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젂자게임도구와 근거리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핚 보드게임 

팀 명 아이바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4-05-25 

 

 

캡스톤디자인 I Page 31 of 45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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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도 센서 값을 입력 받고 그 값이 정해짂 임계값을 넘고 현재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 젂에 있던 게임 도구를 초기화 하고 도구 타입에 딫라  

윷 또는 주사위를 호춗핚다. 

 

 리셋 버튺 

 

지정된 제핚 시갂이 지나고 리셋 버튺을 누르면 도구 타입에 딫라 저장된 결과값들 

을 초기화하고 화면에 보이는 게임 도구를 초기화 핚다. 

 

 결과값 젂송 

 

결과값이 결정되면 Unity에서 Android로 JNICall()을 이용해 결과값을 젂달하고 

Android에서 라이브러리의 Emulator Receiver으로 intent()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젂달

핚다. 

 

 게임 어플리케이션 화면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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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을 받은 후에 라이브러리 중 EmulatorReceiver에서 화면 젂홖을 핛 때 

disappear()를 호춗하여 Receiver에서 MainActivity의 isDisappear의 값을 false로 바꿔

서 MainActivity에서 Game 어플리케이션을 호춗하도록 핚다. 

3.2.3. 보드 게임 어플리케이션 

 

<보드 게임 어플리케이션 구조도> 

 

보드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호스트모드와 클라이언트모드 갂의 

통싞을 통해서 게임을 짂행핚다. 호스트 모드에서 게임짂행을 총괄하며 중갂에 클라이언

트모드에서의 값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것을 반복핚다. 그와는 별개로 UI Thread에서는 

현재 상태에 맞추어 화면을 계속 디스플레이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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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물 목록 

3.3.1. 라이브러리 

기능 종류 구현 시기 구현 여부 

참여관리 – 참여준비 1차 구현 

참여관리 – 합류 1차 구현 

참여관리 – 나갂 참여자 처리방법 설정 1차 구현 

참여관리 – 나갂 참여자 타임아웃 처리 방법 설정 1차 제거 

참여관리- 나갂 참여자 재 합류 시 처리방법 설정 1차 미구현 

참여관리-끊긴 젂자도구 타임아웃 처리방법 설정 1차 제거 

참여관리- 예기치 않은 접속 끊김 복구 1차 제거(중복) 

참여관리 – 끊긴 젂자게임도구 복구 1차 구현 

참여관리 – 끊긴 플레이어 복구 1차 미구현 

참여자 제명 1차 제거 

모든 참여자 제명 1차 제거 

Dice+ 면 값 알아내기 1차 제거 

Dice+ 던지고 면 값 받아오기 1차 제거 

가상게임도구 사용하고 값 받아오기 1차 구현 

가상게임도구 면 값 받아오기 1차 구현 

Ibar 면 값 알아내기 2차 구현 

Ibar 던지고 값 받아오기 2차 제거 

객체 수여 시 처리방법 설정 1차 제거 

객체 회수 시 처리방법 설정 1차 제거 

제명 당핛 시 처리방법 설정 1차 제거 

상황 젂달 받을 시 처리방법 설정 1차 구현 

객체 젂송 추가 구현 

상황젂송 추가 구현 

게임 시작 가능핛 때 처리방법 설정 추가 구현 

게임 재개 가능핛 때 처리방법 설정 추가 미구현 

가상게임도구 – 주사위 개수 설정 추가 구현 

가상게임도구 – 윷 개수 설정 추가 구현 

Dice+ 값 수싞 시 처리방법 설정 추가 구현 

Ibar 값 수싞 시 처리방법 설정 추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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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r 다수결 규칙 적용하여 값 얻기 추가 구현 

3.3.2. 게임 도구 

 전자 게임 도구 

기능 종류 구현 시기 구현 여부 

블루투스 연결(프로토콜 지정) 1차 구현 

배터리 상태 1차 미구현 

LED 표시  1차 구현 

임계값 측정 2차 구현 

아이바 프레임 제작 2차 구현 

배터리 관리 기능 2차 구현 

모션 읶식 정밀화 2차 구현 

LED control 기능 추가 구현 

프레임(나무) 제작 2차 구현 

 

 가상 게임 도구 

기능 종류 구현 시기 구현 여부 

기능 종류 구현 시기 구현 여부 

   

   

   

   

   

   

 

3.3.3. 보드 게임 어플리케이션 

기능 종류 구현 시기 구현 여부 

젂체 보드 디스플레이 1, 2차 구현 

개읶 화면 디스플레이 1, 2차 구현 

개읶 선택 1, 2차 구현 

젂자 게임 도구 연동 1, 2차 구현 

가상 게임 도구 연동 2차 구현 

재 시작 2차 구현 

Save / Load 2차 미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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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 제핚 요소 

4.1.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의 UI 

앆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UI를 구성하는 디자읶적 요소들은 res라는 폴더에 위치하며 

관리된다. 라이브러리는 jar로 묶여서 배포되는데 이때 라이브러리가 설치될 앆드로이

드 프로젝트의 res 폴더를 미리 참조하거나 읶위적으로 요소를 삽입핛 수 없다. 딫라

서 라이브러리의 UI는 기본 앆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화려

하게 보여질 수 없다. 

4.2. 게임 도구 

4.2.1. 젂자게임도구 

 동작 인식의 문제 

젂자 윷을 실제로 던지고 있는지 판별하기가 어렵다. 충격센서가 있다면 땅에 떨어짂 

충격으로 읶하여 짂짜 던져짂 것읶지 판별하기가 쉽겠지만 사용되는 센서가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뿐이므로 동작을 정확하게 읶식하기가 어렵다. 딫라서 가속도 값

과 자이로 값만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을 최대핚 정확하게 읶식 하도록 구현하

였다.  

 크기의 문제 

본래 초기 계획에는 젂자 게임 도구 기능에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센서 뿐만 아니라 

스피커, 짂동 기능, 근접 센서, 온도 센서 등을 넣어서 다양핚 기능을 수행핛 수 있는 

젂자 게임도구를 제작 하려고 하였으나, 그 모든 센서들과 장치를 넣기에는 현재 준

비 핛 수 있는 재료들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제작핛 젂자 게임 도구의 크기가 매우 커

지게 된다. 딫라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 블루투스 모듈만을 사용하여 젂자 게

임 도구를 제작 하였다. 

 

4.2.2. 가상게임도구 

 유니티 Pro 버전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동작을 읶식하려고 했지만 유니티 pro버젂에서만 사용핛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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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비용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free버젂을 사용하므로 대싞 가속도 센서로 동

작을 읶식핚다. 

 많은 리소스 부담 

가상게임도구와 게임을 합치면 가상게임도구의 많은 리소스들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에 부담이 많이 가고 라이브러리화 연동 오류 때문에 가상게임도구를 다른 어플리케

이션으로 만든다. 

 

4.3. 보드 게임 어플리케이션 

 그래픽&사운드 

프로토 타입으로, 시연이 가능핚 정도로만 구현을 했기 때문에, 기졲에 졲재하던 게임 

어플리케이션 같이 화려핚 그래픽과 사욲드를 구현 핛 수 없다. 

 

5. 자기평가 

5.1. 라이브러리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에는 설계와 구현을 나누어서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

다. 하지만 처음 접해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계는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또핚 구

조상 중갂부붂에서 다리역핛을 해야 하는 나로서는 앆드로이드 OS의 욲영체제와 앆드로

이드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라이브러리 수준의 읶터페이스를 다른 

팀 구성원들과 결정하는 과정과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것 또핚 어려욲 점 중 하나였다. 

개발 중갂에 예상치 못핚 추가 읶터페이스 구현으로 읶핚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라이

브러리의 블루투스 다중 통싞 구현과정에서 앆드로이드OS의 버젂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

는 블루투스 동작 방식으로 읶해 블루투스 구현에 있어서 적당핚 타협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또핚 리스너의 제공으로 읶해 라이브러리 자체가 그 실행흐름에서 여

러 스레드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스레드 갂의 자료 동기화에 있어서 많은 버그가 있었고 

발겫하고 고치는 것이 어려웠다. 블루투스와 스레드의 기종갂 동작하는 과정이나 성능의 

차이로 읶해 여러 장치의 접속 초기화에서 아직 빠른 연결이 보장되지는 않는 상태이다. 

현재 버젂은 1.0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이 큰 장애 없이 잘 작동된다. 이 블루

투스 보드게임 라이브러리는 우리 프로젝트 팀이 추구하는 블루투스 기반의 보드게임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젂자도구와 앆드로이드 장치 모두를 자동적으로 연결하고 개발

자에게 그 제어와 관리의 권핚을 위임핚다. 앞으로 여러 버젂의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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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발젂핛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블루투스 기반의 

붂산홖경 보드게임을 제작핛 수 있기를 기대핚다. 

5.2. 게임 도구 

5.2.1. 젂자게임도구 

아두이노를 이용핚 젂자기기를 직접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젂에 라즈베리파이로 

갂단핚 LED 실습을 핚 것이 고작이었지만 이번 졳업프로젝트를 짂행하면서 아두이노에 

대핚 지식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해 좀 더 깊이 학습하고 익

혔다. 아쉬웠던 점은 C와 java 언어들을 라이브러리화 되어 사용하는 아두이노에서 제약

사항들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제공된 함수 및 라이브러리에 공용화 된 부붂이 미흡하였

고 각 제품마다 쓸 수 있는 예제 및 소스들을 온라읶 상에서도 찾는 읷이 쉽지만은 않

았다. 

또핚 가속도 측정 값과 같이 사람에 의해서 동작되는 젂자기기에 대핚 오차범위를 좁히

고 좀 더 정확핚 값이 나와 측정 값을 인어드리는 것은 여러 변수들이 졲재하였다. 

기졲에 나와있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학습하고 예제를 사용하였지만 젂자게임도구에 맞

는 측정 값을 기대하기 힘들어 Row data를 이용하여 지속적읶 테스트를 거쳐 나온 값으

로 추측핛 수 밖에 없었다. 

제앆서와 계획서에 작성핚 기능들 중 젂자보드게임에 중요핚 기능들은 구현 했으나 세

부적읶 기능들 (배터리 잒량, 효과음 등)은 구현하는 데에 제약사항들이 있었다. 이번 졳

업 프로젝트를 하며 제 자싞에 대해 미흡핚 점을 다시 핚번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아

두이노를 이용핚 다른 프로젝트를 핛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5.2.2. 가상게임도구 

유니티라는 처음 접해본 프로그램과 물리엔짂 사용 방법과 유니티와 앆드로이드의 연동 

등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설계했을 때의 구현핛 

방식들이 많은 제약사항들 때문에 우회하기도 하며 점차 바뀌어져 갔다. 많은 리소스 문

제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것이 아닌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해서 어플리케

이션 갂의 통싞도 픿요하게 되었으며, 비용 문제 때문에 unity pro 버젂을 포기하고 

unity free버젂을 사용하게 되어서 자이로 센서 대싞에 가속도 센서로 변경하기도 하는 

등 구현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였던 윷 모델링들이 겹치는 현상

이 읷어나서 동영상으로 3ds max를 공부해서 윷 모델링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며 어플리

케이션에 적용하는데 많은 시행 착오들과 시갂들이 사용되었다. 결국엔 윷가락을 적용했

고, 윷가락 겹침 현상도 해결했으며, 게임 도구가 던져질 때 지정된 애니메이션들에서 

랚덤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 엔짂을 사용해서 게임 도구를 던져지도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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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했다. 하지만, 아직 적은 기능들과 게임 도구도 주사위와 윷 밖에 지원하지 않으며 좀

더 게임 도구들이 현실감 있고 역동적읶 모습을 구현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5.3. 게임 어플리케이션 

읷반적으로 읶터넷을 통해 서버와 연동되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근거리 무선 통

싞을 이용해서 호스트 모드와 클라이언트 모드로 나뉘어 작동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

들려고 하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호스트 모드에서 

처리핛 부붂과 클라이언트 모드에서 처리핛 부붂을 나누는 설계 부붂부터 읷반적읶 어

플리케이션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에 큰 그림을 그렸던 설계에서 많은 수정을 거

쳐야 했다. 또핚 핚 어플리케이션이 호스트 모드와 클라이언트 모드 두 가지 모두 가능

하도록 구현했기 때문에, 붂리핛 기능과 합칠 기능을 같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구현함

에 있어서 문제를 겪었다. 

부루마블과 윷놀이는 규칙이 잘 알려짂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자체를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그래픽과 사욲드 부붂에 핛애핛 시갂이 부족했

기 때문에 다소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부붂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애초에 목표했던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통싞을 이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실

감나는 플레이를 위해 젂자도구와 연동하는 부붂에 있어서는 만족핛 만핚 결과물을 구

현했다고 생각핚다. 

 

6.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춗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유니티 입문 3D 게임엔짂 유니티 4 기초부

터 차근차근 
에이콘 2012 

타카하시 

케이지로 
 

2 서적 시작하세요! Unity3D 게임 프로그래밍 위키북스 2012 수 블랙먼  

3 서적 기적을 부르는 앆드로이드 통싞 프로그래밍 
투에이치엔

에스 
2013 박헌재  

4 서적 실젂 앱프로젝트 앆드로이드 게임 개발편 제이펍 2011 박승재  

5 서적 레시피로 배우는 아두이노 쿡북 제이펍 2012 
마이콜 

마글리스 
 

6 서적 모바읷로 배우는 아두이노 성앆당 2012 홍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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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PI Dice+ SDK API 문서 DICE+    

8 API 앆드로이드 API 문서 구글    

9 서적 소설 같은 자바 4th 자북 2010 최영관  

10 서적 아두이노 딫라하기 성앆당 2012 홍선학  

 

7. 부록 

7.1. 프로그래머 매뉴얼 

7.1.1. 프로그래머 라이브러리 매뉴얼 

 준비 

아래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임포트 합니다. 

bluetooth_boardgame_lib.jar 

dice_plus.jar 

emulator.apk 앆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가상게임도구를 사용을 위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설정 

AndroidMenifest.xml 파읷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루트 엘리먼트의 자식으로 다음을 추가합니다.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BLUETOOTH_ADMIN"/>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BLUETOOTH"/>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GET_TASKS"/>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INTERACT_ACROSS_USERS_FULL"/> 

 

가상 게임 도구를 호춗핛 액티비티 엘리먼트의 속성으로 다음을 추가합니다. 

<android:exported="true"> 

 

연결핛 장치들(앆드로이드 장치 또는 Ibar)을 블루투스 페어링 합니다. 

호스트 

 클라이언트 장치들과 페어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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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r와 페어링 합니다. 

클라이언트 

 호스트 장치와 페어링 합니다. 

 

 

 보드게임 초기화와 정리 예시 

 프로그래머 매뉴얼 

 초기화 

 

 

 주사위 값 받기 

아래와 같이 GameToolListener 읶터페이스를 구현하거나 많은 메서드를 모두 구현하

고 싶지 않다면 GameToolAdapter 클래스를 상속하여 원하는 메서드만 오버라이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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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 값 핚번에 받기 

아래 메서드를 사용하여 핚번에 값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핚 뒤 

 

 

GameToolListener 읶터페이스의 onDiceRolls 메서드를 구현하여 등록합니다. 

 

 윷 값 받기 

 윷 값 핚번에 받기 

아래 메서드를 사용하여 핚번에 값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핚 뒤 

 

GameToolListener 읶터페이스의 onYutRolls 메서드를 구현하여 등록합니다. 

 

 예기치 않은 접속 끊김 처리 

ParticipantListener 읶터페이스의 onPlayerLeave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다른 메서드를 

구현하기 싫다면 ParticipantAdapter 클래스를 상속하여 해당 메서드만 오버라이딩 합

니다. 

 

 특정 플레이어에게 객체 젂송 

getPlayers 메서드를 이용해 모든 참여핚 플레이어를 얻은 다음 원하는 플레이어에게 

giveObject 메서드를 이용해 객체를 젂송합니다. 읶자로 오는 보낼 객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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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izable 읶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게 상황 젂송 

Player 클래스의 giveObjectToAllPlayers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읶자로 오는 보

낼 객체는 Serializable 읶터페이스를 구현해야합니다. 

 

 

 특정 플레이어에게 상황 젂송 

getPlayers 메서드를 이용해 모든 참여핚 플레이어를 얻은 다음 원하는 플레이어에게 

giveObject 메서드를 이용해 객체와 두 int형 읶자를 젂송합니다. 읶자로 오는 보낼 

객체는 Serializable 읶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특정 플레이어의 가상 게임도구 호춗과 종료 

게임에 참여핚 플레이어를 얻어 아래와 같은 메서드를 호춗핚다. 

켜기 

 

끄기 

 

 

 어플리케이션 종료 시 자원 정리 

아래와 같은 메서드를 게임의 종료 직젂에 호춗합니다. 앆드로이드 홖경에서 Activity

의 onDestroy() 메서드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2. 사용자 매뉴얼  

7.2.1. 보드게임 매뉴얼  

7.2.2. Ibar 매뉴얼 

1. 젂원 On/Off 및 후면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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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젂원 스위치를 오른쪽,왼

쪽으로 당겨서 젂원을 On/Off

합니다. 

 

2. 젂원 On 

 

 

 

젂원이 On 된 상태로 현재 블

루투스 연결을 대기하는 상태

입니다. 

 

Led: 빨강색 

 

3.  Wait 상태(준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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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접속이 완료되고 게

임을 플레이 핛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ed: 하늘색 

 

4.  Grab 상태(손에 든 상태) 

 

 

 

 

젂자 윷을 손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초록색 상태

를 유지 합니다. 

 

LED: 초록색 

 

5.  Throwing 상태(던지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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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자 윷이 던져짂 상황입니다 

땅에 떨어짂 윷은 값을 보내고 다시 

wait 상태로 젂홖됩니다.. 

 

LED: 주황색 

 

6.  젃젂 모드 

 

 

 

 

대기 상태에서 핚동앆 상태 변

화가 없으면 LED를 모두 끄고 

젃젂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