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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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게

임도구와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전자 보드 게임을 개발한다. 

 

1.2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는 캡스톤디자인1에서 구현한 보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하여 안정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은 크게 보면 근거리 네트워크 연결시

간이 지연되는 문제와 전자게임도구의 인식률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근거리 네트

워크 연결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은 호스트 모드인 기기와 클라이언트 모드인 기기들과 

전자게임도구를 연결하는데 적어도 20초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호스트 모든 

기기와 클라이언트 모드인 기기들과 호스트 모드인 기기와 전자게임도구들을 각각 블루

투스 페어링을 해야하는 준비시간도 존재한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안 좋을수록 연결시간

은 점점 늘어난다. 따라서 첫째 목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게임을 하기 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있다. 둘째로 전자게임도구는 동작 변화에 따른 상태가 4가지가 존

재하는데, 이 상태는 “wait -> grab -> throwing -> landing -> wait”과 같은 순서로 실

행, 순환한다. 이 상태의 변화는 전자게임도구 안에 있는 가속도센서와 자이로센서의 값

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해진 동작과 다른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둘째 목표는 전자게임도구의 동작 상태가 좀 더 정상적으로 순환하게 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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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내용 및 결과 

2.1 근거리 네트워크 연결시간 안정화 

프로젝트 개선 전 네트워크 연결시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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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개선 후 네트워크 연결시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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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성능에 대하여 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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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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게임도구의 인식률 안정화 

전자게임도구를 집는 과정에서 landing상태로 되는 경우는 throwing에서 정한 가속도의 

임계 값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반대로 던지는 과정에서 도구의 상태가 

throwing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임계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의 오류를 덜 발생시키기 위한 임계 값을 새롭게 찾아보았다. 

 

가속도 값 1차 평균 성공 횟수 2차 평균 성공 횟수 

130 51 49 

140 70 77 

150 87 84 

160 86 90 

170 83 84 

Wait상태부터 landing상태까지 1step씩 진행해보고 상태가 제대로 넘어가는지 확인하

여 정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판단하였다. 각각 100번씩 던져서 인식

이 제대로 성공한 횟수를 2번에 걸쳐서 알아보았다. 기존 값은 150이였는데 160에서 

좀 더 좋은 확률을 가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