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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oridor
본 과제에서는 Quoridor 보드게임을 1인용 (인공지능기반), 2인용 (네트워크기반)
상에서 구동되도록 java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 게임 규칙

게임판은 9x9의 칸으로 나뉘어 있다. 게임판을 중앙에 놓고 가장 위쪽 중앙과 가장
아래쪽 중앙에 말을 위치시킨다. 각 플레이어는 10개의 장애물을 사용할 수 있
다. 게임의 목표는 내 게임말을 상대방보다 먼저 상대방 쪽 시작 줄에 이동시키는
것이다.
플레이어는 번갈아 가면 2가지 중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다. 말을 전, 후, 좌,

우로 1칸 움직이거나, 게임판에 장애물을 놓을 수 있다. 장애물은 게임말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이고 장애물을 설치할 때에는 최소 1칸의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동하는 도중 상대방 말과 마주보는 경우 상대방을 뛰어넘을
수 있다.

1.2 Problem: Quoridor 게임 구현
앞절의 그림에서 처럼 Quoridor 아래 가이드라인을 따라 간단한 인공지능에 기반
한 1인용 보드게임을 java로 작성하시오.
시작하기 전 화면은 다음과 같은 메뉴로 구성되어야 한다.

1. 1인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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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인용 게임

3. 2인용 네트워크 게임 (게임생성)

4. 2인용 네트워크 게임 (게임참여)

5. 이전게임 Load

6. 이전게임 복기

7. 환경설정

8. 종료

메뉴의 각 이이템은 버튼 (이미지 버튼)으로 구성하며 화면의 수식/수평 중앙정렬
로 배치하라.

1인용의 경우, 플레이어는 검은말을 플레이한다. 말의 이동 및 장애물 설치는
모두 마우스 클릭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애물 설치할 때는 게임판의 임의의 위치
에 있는 줄에 마우스를 가져대면 2칸 거리에 장애물이 표시되어 클릭시 장애물이
설치된다. 컴퓨터는 흰색말을 플레이하며, 난수 생성에 기반한 간단한 인공지능을
통해 구현한다.
상대편의 끝지역에 도착시 승자의 이름을 팝업한다. 종료된 게임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나중에 복기해볼 수 있도록 한다.
아래는 구현과 관련된 상세 comments이다. 2인용 네트워크 게임 메뉴의 경우,

동일 컴퓨터상에서 localhost를 이용하여 2개의 개별 program으로 테스트가 되어
야 한다.

(교재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들은 각자 다른 참고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을 것).

• 게임모드에서 상태: 현재 턴에서 “WHITE” 또는 “BLOCK”이라는 Status
가 화면의 상단 또는 하단에 나타나도록 하고, 또한 각 플레이어의 남은 장
애물의 갯수를 Wall: n의 형태로 WHITE, BLACK의 Wall의 갯수가 서로
분간이 될 수 있도록 화면에 제시한다. 장애물 설치를 위해 “장애물” 버튼과,
Back/Next버튼, 저장버튼, 기권버튼 등이 배치되어야 한다.

• 1인용 게임모드에서 말의 이동: 현재 말의 위치에서 이동이 가능한 칸을

“옅은 회색 circle”로 마킹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이동 가능한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사용자의 말이 해당 칸으로 이동하고 턴이 종료된다. 상대방 말과
마주보는 경우 상대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유의하라.

• 1인용 게임모드에서 장애물 설치: 장애물 설치를 위해 “장애물” 버튼을 화
면에 구성하고, 이를 클릭하면 장애물 설치 모드가 되어, 사용자로부터 마우
스 클릭을 입력 받는다. 보드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설치될 장애물이 “옅은
blue“으로 보드의 2칸에 걸쳐 표시되도록 하며, 다른 곳에 마우스를 이동하
면 해당 위치에 맞는 2칸에서 다시 옅은 blue의 장애물이 표시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보드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옅은 blue“로 표시된 장애
물의색깔은“노랑색”으로바뀌게되고,장애물은고정이되며,턴이종료된다.
만약, 현재 플레이어가 더이상 남은 장애물이 없으면 “장애물” 버튼은 자동
비활성화가 된다.

• 1인용 게임모드에서 Back/Next기능: 1인용 게임모드에서 화면에 Back버
튼 및 Next버튼을 추가로 구성한다. 플레이어 차례에 Back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자신 차례의 게임 상태로 복귀된다. Back버튼은 무제한 클릭할 수 있으
며, N번클릭하면 N번이전의자신의차례의게임상태로복귀된다.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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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태로 가면 Back버튼은 비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Next기능은 처음에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플레이어가 Back버튼을 누르면 활성화로 바뀌게 된다.
Back기능과 반대로 이미 Back된 상태에서 다시 해당 턴을 “회복”하는 기능
이다. 다시 게임의 최근 상태가 되면 Next버트는 비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 2인용 게임모드: 2인용 게임에서는 단일 컴퓨터상에서 2인용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 흰색말 (또는 벽), 검은말 (또는 벽)
을 . 이때, Back버튼 및 Next버튼이 디폴트로 비활성상태로 둔다.

• 2인용 네트워크 (게임생성): 현재 플레이어의 컴퓨터가 서버가 되며, 게임
대기상태 윈도우가 새로 나타나, 상대방의 게임참여를 기다린다. 상대방이
게임을 참여하게 되면, 바로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을 위한 포트는 임의로
지정한다). 게임이 사작되면 게임모드로 전환되고, 화면은 1인용 게임모드와
같다.

• 2인용 네트워크 (게임참여): 현재 플레이어의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메뉴를선택하면게임대기상태윈도우가실행되며,이윈도우는해당서버의
IP를 입력하는단일라인 텍스트 박스와, 접속 버튼, 게임 접속 상태의 로그를
보여주는 다중라인 텍스트 박스로 구성된다. 사용자의 IP입력후 접속버튼을
누르면 접속버튼은 임시로 비활성상태가 되면서 게임에 참여를 시도하고 다

중라인텍스트박스에서네트워크접속진행상태가나타난다.만약해당서버
의 IP의없거나네트워크에러가발생시에러메시지를출력하고,접속버튼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사용자의 IP변경 등 수정입력을 기다린다. 성공적으로
접속되면 게임모드로 전환되고, 화면은 1인용 게임모드와 같다.

• 2인용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 (Hint): 위의 2인용 네트워크는
TCP/IP상에서 구동되도록 하고,이를 위해 적절한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어
야한다.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은 최소한으로 하되, 유한 상태 오토마타
수준으로 미리 설계가 되어야 한다.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각 상태를 정의하고,
단순화를 위해 메시지는 텍스트 문자열로 정의하라. 추가로, 서버와 클라이
언트 각 상태마다 메시지 종류에 따라 다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미리

정의해야 한다.

메시지는 종류 (type) 및 인자 (arguments)로 구성시키는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게임모드에서 메시지 “move white 3 4”는 WHITE말을 (3,4)로
이동하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 “put wall 5 2 5 3“은 장애물을 위치 (5,2)
와 (5.3)에 배치하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각 메시지의 구성요소는 해
당 프로토콜 정의의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입력과 관계없이
연결 및 동기 (synchronization)과 관련된 내부 메시지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 게임중 Save/Load기능: Save/Load기능은 게임이 종료되기전에 플레이어
차례에서화면의 Save버튼을클릭하면현재게임상태를저장하여이후에다
시로딩해서게임을계속진행할수있도록하는기능이다. 1) Save기능:특정
디렉토리 (예: incomplete_save) 내에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시 사용자로부
터 파일이름을 입력받도록 하고, 디폴트 파일이름으로 현재날짜와 시간정보
로 이전 파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Load기능을 통해 진행된 게임이라면면 디플트 파일이름은
현재 Loading된 파일과 동일한 이름으로 제시하면 된다.

2) Load기능: Save기능을 통해 저장된 게임상태 파일을 읽어들여 계속 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메뉴에서 Load버튼을 클릭하면 실행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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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기능: 모든 게임은 별도 디렉토리 (예: complete_same)내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복기기능은 기 저장된 게임을 불러들어 이를 복기하는 것이다. 복
기모드에서는 – 앞으로 (Previous), 재생(또는 중단), 뒤로 (Next) – 세
가지 버튼으로 구성된다. 복기시 1초간격으로 자동으로 턴이 진행되도록 하
고, 중단을 클릭하면 자동 턴 진행 모드가 해제되며, 해당 버튼 “재생”버튼이
된다. 그리고, “재생”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1초간 자동 턴 진행모드로 바뀌
고, 해당 버튼은 “종료”버튼으로 변경된다. 사용자가 Previous또는 Next를
누르면 턴이 각각 이전상태와 다음상태로 바로 이동이 된다. 또한 키패드
의 왼쪽방향키와 오른쪽방향키가 각각 Previous와 Next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라. 게임 첫수의 경우 Previous버튼이 비활설화가 되며, 게임 마지막수가
끝난 경우 Next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 Sound (효과음): 말을 이동할때 그리고 벽을 놓을 때 각각 1초이내의 사운
드파일을효과음으로재생하면된다.웹에서적절한파일을찾아서연결하면
된다.

• 환경설정: 사용자 이름 변경, Save/Load 저장디렉토리 변경, 복기용 Game
디렉토리 변경, 효과음 크기, 장애물의 갯수, 저장된 게임 관리 등과 관련된
게임 상세 옵션 변경을 위한 메뉴이다.

• 1인용 인공지능 : 랜덤하게 말을 이동하거나 장애물을 배치하는 간단한 인
공지능을 구현하라. 예를 들어, 이동과 장애물 설치 선택시, 이동할 확률이
장애물을 설치할 확률보다 높도록 하고, 이동 시에는 아래, 오른쪽, 왼쪽,
위쪽 순으로 높은 확률을, 장애물 설치시에는 세로 장애물과 가로 장애물이
동일한확률을가지도록한다.장애물은무작위로임의의위치에설치되도록
한다.

1.3 제출 내용 및 평가 방식

본 Quoridor과제 결과물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코드 전체

• 결과보고서: 코드 설계 (클래스 계층도 포함), 구현 방법 및 실행 결과를 요
약한 보고서

추가로, 본 Quoridor과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 게임의 기본기능 및 세부기능의 범위 및 완결성 (70점)

• 구성 코드의 정확성, 간결성, Readability, 및 객체지향적 접근성 (20점)

• 결과 보고서의 구체성 및 완결성 (10점)

• *보너스 항목: 1인용 인공지능 심화 (추가 30점) - 인공지능의 정교함 및
완성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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