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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니 다이아몬드 게임 (Mini Diamond Game)
본 과제에서는 미니 다이아몬드 보드게임을 1인용 (인공지능기반), 2/3인용 (네트
워크 기반)상에서 구동되도록 java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 게임 규칙

게임 판은 아래의 왼쪽 그림과 같이 37개의 점을 가진 별모양으로 구성 되어있다.
게임의최종목표는상대방보다먼저자신의게임말을반대편으로모두이동시키는

것이다.

Figure 1: Mini Chinese Checkers 게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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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게임종료 예시 : 반대 진영으로 모두 이동

다이아몬드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순서를 정하여 한 칸씩만 전진한다.

2. 전진하면서 어떤 색의 말이든지 한 칸씩 몇 번이던 뛰어넘을 수가 있다.

3. 어느 말이든 2개 이상 나란히 있으면 넘을 수가 없다.

참고로, 다이아몬드 게임은 아래 website에서 실행해 볼 수 있다.
http://en.gameslol.net/chinese-checkers-824.html

1.2 Problem: 미니 다이아몬드 게임 구현
앞절의그림을참고하여다음가이드라인을따라간단한인공지능에기반한 1인용
보드게임을 Java로 작성하시오.
시작하기 전 화면은 다음과 같은 메뉴로 구성되어야 한다.

1. 1인용 게임

2. 2/3인용 게임

3. 2/3인용 네트워크 게임 (게임생성)

4. 2/3인용 네트워크 게임 (게임참여)

5. 환경설정

6. 종료

메뉴의 각 아이템은 버튼(이미지 버튼)으로 구성하며 화면의 수직/수평 중앙
정렬로 배치한다.
시작진영과 게임말의 색, 진행순서는 랜덤으로 부여 받는다. 플레이어 중 한 사

람이게임말을반대편으로모두이동시켰을시,점수(반대진영에들어간게임말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내림차순으로 팝업창을 통해 플레이어들의 이름과 점
수,콤보(말을뛰어넘은최대횟수)를출력한다. 1인용의 경우 난수 생성에 기반한
간단한 인공지능을 통해 구현한다 (*추가점수).
아래는 구현과 관련한 상세 comments이다. 2/3인용 네트워크 게임 메뉴의 경

우, 동일 컴퓨터상에서 localhost를 이용하여 2개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테스트가
되어야한다.

(교재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들은 각자 다른 참고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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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모드: 현재 진행 중인 턴의 플레이어 색을 화면에 표시되게 하여 누구의
턴이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플레이어의 차례가 되면 제한시간 t초
의 시간을 화면에 출력하고, 시간을 잰다. 제한시간 내에 게임말을 움직이지
않으면 게임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랜덤으로 게임말을 움직인다. 말을
이동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말을 뛰어넘고, 다시 뛰어넘을
곳이 있는 경우) 말을 바로 고정하지 않고, 다시 클릭하였을 때 고정시킨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바로 고정한다. 또한 기권버튼과 나가기 버
튼을 배치한다. 게임 진행 중에는 나가기 버튼을 비활성화하고, 기권 버튼을
눌렀을 때, 기권한 플레이어의 점수를 0으로 주고 스코어보드 팝업창의 가장
하단에 배치하며, 다음과 같이 게임을 진행한다.

1. 남은 플레이어가 한 명일 경우, 스코어보드 팝업창을 출력하고 게임을
종료한다.

2. 플레이어가 두 명 이상 남았을 경우, 게임 보드상의 기권 플레이어의
말을 모두 삭제하고 게임을 재개한다.

• 1인용 게임: 간단한 인공지능을 통해 1인용 게임을 진행한다. 버튼을 누르면
게임모드로 전환된다.

• 2/3인용 게임:단일컴퓨터상에서 2/3인용게임을플레이할수있도록하고,
플레이어 수를 입력 받아 게임을 진행한다.

• 2/3인용 네트워크 게임 (게임생성): 현재 플레이어의 컴퓨터가 서버가 되
며, 게임 대기상태 윈도우가 새로 나타나, 상대방의 게임 참여를 기다린다.
상대방이 게임을 참여하고, 서버 컴퓨터의 플레이어가 게임시작 버튼을 누
르게 되면 게임이 시작된다 (게임을 위한 포트는 임의로 지정한다). 게임이
시작되면 게임모드로 전환된다.

• 2/3인용 네트워크 게임 (게임참여): 현재 플레이어의 컴퓨터가 클라이언
트가 되고, 메뉴를 선택하면 게임대기상태 윈도우가 실행되며, 이 윈도우는
해당 서버의 IP를 입력하는 단일라인 텍스트 박스와 접속 버튼, 게임 접속
상태의로그를보여주는다중라인텍스트박스로구성된다.사용자의 IP입력
후 접속버튼을 누르면 접속버튼은 임시로 비활성상태가 되면서 게임의 참여

를시도하고,다중라인텍스트박스에서네트워크접속진행상태가나타난다.
만약 해당 서버의 IP가 없거나 네트워크 에러 발생 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
고, 접속버튼은 다시 활성화되며 사용자의 IP변경 등 수정입력을 기다린다.
성공적으로 접속되면 서버 컴퓨터의 플레이어의 게임시작을 기다리게 된다.

• 2/3인용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 (Hint): 위의 2인용 네트워크
게임은 TCP/IP상에서 구동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프로토콜이 정
의가 되어야한다.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은 최소한으로 하되, 유한 상태
오토마타 수준으로 미리 설계가 되어야 한다.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각 상태
를 정의하고, 단순화를 위해 메시지는 텍스트 문자열로 정의하라. 추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각 상태마다 메시지 종류에 따라 다음 상태가 어떻게 바

뀌는지도 미리 정의해야 한다. 메시지는 종류 (type) 및 인자 (arguments)
로 구성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게임모드에서 메시지 “move red
a 3 4”는 RED 진영의 A말을 (3,4)로 이동하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
“surrender green“은 GREEN진영의기권의의미로사용할수있다.각메시
지의 구성요소는 해당 프로토콜 정의의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
와입력과관계없이연결및동기 (synchronization)과관련된내부메시지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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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효과음): 말을 이동할 때 1초 이내의 사운드 파일을 효과음으로

재생하면 된다. 웹에서 적절한 파일을 찾아서 연결하면 된다.

• 환경설정: 사용자 이름 변경, 제한시간(t, 서버 컴퓨터의 플레이어에 따름),
효과음 크기 등과 관련된 게임 상세 옵션 변경을 위한 메뉴이다.

• 1인용 인공지능 : 랜덤하게 이동하거나 뛰어넘어 말을 배치하는 간단한 인
공지능을 구현하라. 예를 들어 이동 시 아래, 오른쪽, 왼쪽, 위 순서로 높은
확률을, 한 칸씩 이동하는 확률보다 말을 뛰어넘어 이동하는 확률을 높게
설정하여, 빠르게 반대 진영으로 갈 수 있도록 구현한다.

1.3 제출 내용 및 평가 방식

본 미니 다이아몬드 과제 결과물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코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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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본 미니 다이아몬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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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