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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프로젝트  

온라인보드게임으로는 느낄 수 없는 종이보드게임만의 현실감이나 한 장소에 모여서 즐

기는 커뮤니케이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보드게임

의 추세에 따라 종이 보드게임과 온라인 보드게임의 장점 들을 합치고 단점들을 보완하

여, 휴대와 관리가 간편하고 종이 보드게임의 현실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게

임도구와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전자 보드 게임을 개발한다. 

 

1.2 1차 중간 보고 목표 

호스트 모드인 기기와 클라이언트 모드인 기기들과 전자게임도구를 연결하는데 적어도 

20초이상이 소요된다. 게다가 호스트 모든 기기와 클라이언트 모드인 기기들과 호스트 

모드인 기기와 전자게임도구들을 각각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야하는 준비시간도 존재한다. 

스마트 폰의 성능이 안 좋을수록 연결시간은 점점 늘어난다. 1차중간의 목표는 실질적으

로 사용자가 게임을 하기 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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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내용 및 중간결과 

2.1 프로젝트 개선 전 

 호스트 – 클라이언트 연결시간(s) 전자 게임도구 블루투스 페어링 시간(s) 

5회 평균 22.5 14.38 

10회 평균 20.97 14.83 

15회 평균 21.34 15.22 

20회 평균 21.37 15.65 

총 평균 21.52 15.83 

프로젝트를 개선하기 전에 측정한 수치들로부터 약20%이상의 속도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이미 작성한 라이브러리의 코드들을 수정하여 성능의 개선을 취한다. 

 

2.2 프로젝트 개선 후 

 호스트 – 클라이언트 연결시간(s) 전자 게임도구 블루투스 페어링 시간(s) 

5회 평균 15.23 9.74 

10회 평균 15.42 9.89 

15회 평균 15.55 10.12 

20회 평균 15.63 10.27 

총 평균 15.68 10.34 

라이브러리의 코드 중 클라이언트와 호스트간의 연결을 취하는 함수들을 일부 

수정하였다. 또한 블루투스 페어링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아두이노 코드와 라이브러리 

코드를 수정하였다. 

 

2.3 성능개선 

 호스트 – 클라이언트 연결시간 전자 게임도구 블루투스 페어링 시간 

개선 전(s) 21.52 15.83 

개선 후(s) 15.68 10.34 

개선 정도(%) 27 34 

호스트-클라이언트간 연결시간과 전자게임도구 블루투스 페어링 시간모두 개선 전에 

목표로 했던 20%를 상위하는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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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3.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3.1.1  전자도구 인식률 개선 

전자게임도구의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상태 변화를 인식하는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 wait에서 grab으로 넘어가는 경우 : 자이로 값에 변화가 오는 경우.  

* grab에서 throwing으로 넘어가는 경우 : 자이로 값에 변화가 오면서 가속도 값이 일 

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 grab에서 wait로 넘어가는 경우 : 자이로 값에 변화가 없는 경우.  

* wait 또는 grab에서 landing으로 넘어가는 경우 :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으로 전자 게임 도구의 

상태 값을 받아와야 하는데 일부가 landing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넘겨주는 경우. 

* throwing에서 landing으로 넘어가는 경우 : 자이로 값이 일정치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 landing에서 wait으로 넘어가는 경우 : 자동.  

2)의 문제와 3)의 문제 모두 자이로 값의 변화는 생기게 되지만, 2)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rab상태

에 가속도 값의 기준치를 높여야 하고 반대로 3)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grab상태에서 가속도 값의 

기준치를 낮춰야 한다. 따라서 일부 도구에 해당하는 예외 상황을 두어(예로, wait에서 grab으로 

넘어가는 경우 모든 전자 게임 도구의 자이로 값이 변화해야 하며, 하나라도 변화하지 않는 경우 

계속 wait상태로 둔다. 이 값은 grab을 하기 위하여 모든 전자 게임 도구를 땅에서 집어드는 행

위로 자이로 값이 모두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리를 하거나 좀더 좋은 가속도 기준치를 잡아

야 한다. 

3.1.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자유부문을 팀명 아이바로 팀장 전병헌 외 4명으로 신청했다. 각

종 양식에 맞는 문서들. 등을 제출하였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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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로 및 건의사항 

1. 1 차 중간보고서 작성시에 보고서, 동영상 등 제출에 대한 안내를 6 일날 

팀장에게 듣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작성하느라 어쩔 수 

없이 간결하게 작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출해야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