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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rakech Board Game
본 과제의 목표는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GUI 기반 마라케시 보드게임을 구현하
는 것이다.

2 Overview of the Game

2.1 게임 목표

마라케시 보드게임은 7 * 7 격자보드 내에서 주사위를 이용해 공용 게임 말(아쌈)
을 움직이며 색깔 양탄자를 깔아 재산을 쌓아나가는 형식의 2-4인용 보드 게임이
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양탄자 색 지역에 방문하는 상대로부터 디르함을 받아
재산을 쌓을 수 있다. 게임이 끝나는 시점에 가장 큰 재산(양탄자의 면적과 보유한
디르함의 합)을 모은 사람이 승리한다.

2.2 게임 구성 요소

마라케시 보드게임은 Figure 1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양탄자와 디르함의 경
우는 플레이어의 수에 따라 일부만 사용될 수 있다.

Figure 1: 마라케시 보드게임의 구성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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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쌈 움직일 수 있는 말 아쌈은 정면, 측면, 후면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쌈
은 게임 내에 1개이며 공용으로 사용된다.

• 양탄자 양탄자는 4가지 색 * 15개로 총 60개이며 면적은 격자 2칸 크기이다.

• 주사위 각 면이 1, 2, 2, 3, 3, 4인 정6면체 주사위이다. 각 플레이어는 이
주사위를 통해 몇칸을 움직일지 정한다.

• 격자 보드 아쌈말이 움직일 수 있는 7 * 7 모양의 정사각형 격자 보드. 격
자 보드의 모서리 부분에는 전진하는 말이 모서리 밖으로 나갈 때, 이동해야
하는 방향을 나타낸 선이 표시되어 있다.

• 디르함 각자의 양탄자를 밟았을 때 주고받는 화폐에는 «1» 디르함, «5» 디
르함 동전이 있으며 각각 20개씩 총 40개가 있다.

3 Game Rules
본 과제에서 구현해야 하는 마라케시 보드게임의 규칙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게임

규칙1들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뉴얼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제 내에서 구체화 한 부분들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1 게임의 준비

아쌈을 격자 보드 중앙에 놓고 각 플레이어는 30 디르함과 양탄자들을 받는다. 플
레이어 수가 3인일 때는 각 플레이어는 같은 색깔의 양탄자 15개를 받으며, 4인일
때는 같은 색깔의 양탄자 12개를 받는다. 2인일 때는 특별히 2가지 색으로 구성
된 양탄자 24장을 받는다. 이후 어느 순서로 차례를 진행할 것인지 정하고 게임을
시작한다.

3.2 게임의 진행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는 각자의 차례에 아래의 단계 따라 게임을 진행한다.

1. 아쌈의 이동 아쌈을 움직인다.

2. 금액 지불 도착한 곳에 상대방의 양탄자가 있다면 금액을 지불한다.

3. 양탄자 설치 자신의 양탄자를 소모하여 양탄자를 깐다.

3.2.1 아쌈의 이동 규칙

플레이어는자신의차례가오면플레이어가아쌈이전진할방향을결정한다.그 다
음 주사위를 굴려 나온 눈금 수만큼 아쌈을 이동시킨다. 이동 시 모서리 방향선을
거치지 않는 한 아쌈의 이동 방향은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
방향 결정 규칙 아쌈은 정면과 측면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후면으로는
방향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동 후의 정면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동한 방향이지만,
방향선을 거쳤다면 바뀔 수 있다. Figure 2 참고.
방향선 이동 규칙 아쌈이 이동 중에 격자보드 밖으로 나갈 때, 이동해야 하는 다음
칸은 모서리에 표시된 방향선으로 이어진 칸이다. 아쌈이 방향선을 통해 이동한
후의 전진 방향은 방향선을 타고 나온 방향이다. Figure 2 참고.

1http://www.ninivegames.com/Manuals/English/540-Marrake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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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아쌈의 이동 규칙. (a) 방향 결정 규칙. 현재의 정면 방향(→)에 대해 이
동할 수 있는 방향(�). (b, c, d) 방향선 이동 규칙. 3칸 전진 했을 때(→), 거쳐가는
칸(�)들과 도착지(�) 및 도착 후 정면 방향(→).

3.2.2 금액 지불 규칙

Figure 3: 금액 지불 규칙. 상대방의 양탄자(�) 영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좌)의 경우 5 디르함, (우)의 경우 1 디르함이다.

아쌈이 도착한 곳에 상대방의 양탄자가 깔려 있다면 양탄자 색깔 주인에게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자불 금액은 플레이어가 도착한 곳에서 시작하여 상대방의 양탄자
들이 동, 서, 남, 북 방향으로 이어진 영역의 크기 * 1 디르함이다(Figure 3 참고).
양탄자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어질 수 없다. 만약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면 그 플
레이어는 지불 가능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모두 주고 게임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플레이어의 양탄자는 격자보드에 계속 존재하며 양탄자 설치 규칙 또한 적용된다.

3.2.3 양탄자 설치 규칙

플레이어는 금액 지불 단계를 마친 후, 도착한 곳 주변에 자신의 색깔 양탄자(격자
2개 크기)를 1개 격자보드에 깔아야 한다. 플레이어는 Figure 4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 중 인접한 격자 2개를 골라 자신의 양탄자를 설치하되, 격자 2개에 모두 같은
색의 양탄자가 깔려있다면 양탄자를 깔 수 없다.

Figure 4: 양탄자 설치 규칙. (좌) 양탄자가 설치 가능한 지역들(�). (우) 양탄자가
설치 가능한 패턴 일부 예시.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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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게임의 종료

게임진행 중인 플레이어들이 양탄자를 모두 소모하거나, 한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두 게임에서 제외 되었을 때 게임은 종료된다. 한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두 제
외된 경우 남아있는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양탄자가 모두 소모되어 게임이 종료된
경우, 격자보드에 깔려있는 각자의 양탄자는 1칸 당 1점으로 계산하고 디르함은
1 디르함은 1점, 5 디르함은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점수가 같은 경우 디르함으로 계산한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한다.

4 Problem: Implementation of Marrakech Board
Game

이제 앞서 설명한 구성요소, 진행순서, 게임 규칙를 참고하여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마라케시보드게임을 Java로구현해야한다.웹상의마라케시보드게임관련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영상 등은 과제의 규칙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설명에 동반된 그림들에 나타난 도형의 모양, 색깔은 구현에 참고하지
않아도된다.또한가이드라인에서언급하지않은부분은자유롭게구현할수있다.

4.1 프로그램의 시작 및 메인 GUI

Figure 5: Marrakech Board Game의 GUI. Player 1-4: 각 플레이어의 현재 가지
고 있는 색깔 양탄자와 디르함들을 전시하는 패널. Game Log: 게임 진행에 따른
메시지를 전시하는 패널

프로그램 실행 시 환경설정 파일을 로드한다. 환경설정 파일에는 각종 딜레이, 사
용할 효과음 파일의 경로, 양탄자 4색의 RGB 등 유저가 조절가능 한 프로그램
환경변수들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 초기화에 이용하

도록 한다.2 이후 다음과 같은 메뉴들을 전시하는 창으로부터 게임 참여 인원과
네트워크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플레이어 수는 최대 4명이다.

• 오프라인 플레이

– 게임 시작

• 온라인 플레이
2구현 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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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생성

– 게임 참여

• 환경설정

• 종료

오프라인 플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한 프로그램으로 멀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메뉴 선택 시 인원 수를 유저가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컴퓨터 플레이
어를 구현했다면, 컴퓨터 인원 수와 유저 인원 수 각각을 설정하게 한다. 컴퓨터
플레이어의 경우 간단히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무작위 진행하는 것으로 구현한

다.
온라인 플레이 온라인 플레이의 경우 하나의 컴퓨터로 Localhost를 이용하여 서
버를 만들고 참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테스트가 되어야 한다. 간단히 단일
컴퓨터 상에서 2-4인용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플레이 - 게임 생성 이 메뉴를 선택한 유저의 컴퓨터는 서버가 된다. 인원
수는 서버 유저가 메뉴 선택 직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후 대기상태 윈도우가
나타나고 상대방의 게임 참여를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 이 윈도우에는 클라이언
트들과 연결 상태를 알리는 멀티라인 박스와 게임 시작 버튼이 있다. 상대가 모두
참여하기 이전에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면 모자란 플레이어 수만큼 컴퓨터 플레이

어가 추가된다.
온라인 플레이 - 게임 참여 이 메뉴를 선택한 유저의 컴퓨터는 클라이언트가 된다.
메뉴를 선택하면 새로운 윈도우가 나타나며, 이 윈도우는 연결하고자 하는 서버
의 IP를 입력하는 단일라인 텍스트 박스와 접속 버튼, 게임 접속 상태의 로그를
보여주는 다중라인 텍스트 박스로 구성된다. 서버 IP 입력 후 접속버튼을 누르면
접속버튼은 임시로 비활성상태가 되면서 게임의 참여를 시도하고, 다중라인 텍스
트 박스에서 네트워크 접속 진행상태가 나타난다. 만약 해당 서버의 IP가 없거나
네트워크 에러 발생 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접속버튼은 다시 활성화되며 사용
자의 IP변경 등 수정입력을 기다린다. 성공적으로 접속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연결된 유저들과 게임시작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가 된다.
온라인플레이네트워크클라이언트-서버프로토콜 (구현힌트)네트워크는 TCP/IP
상에서 구동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프로토콜이 정의되어야 한다. 클라이언
트-서버프로토콜은최소한으로하되,유한상태오토마타수준으로미리설계되어
야 한다.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각 상태를 정의하고, 단순화를 위해 메시지는 텍스트
문자열로 정의하라. 추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각 상태마다 메시지 종류에 따
라 다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미리 정의해야 한다. 메시지는 종류 (type) 및
인자 (arguments)로 구성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메시지의 구성요소는 해당
프로토콜 정의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입력과 관계없이 연결 및
동기 (synchronization)과 관련된 내부 메시지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환경설정 게임 옵션에 관련된 변수들을 조정한다. 조정 후에는 환경설정 파일로
저장한다.
종료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게임이 시작되면 Figure 5과 같은 창으로 넘어가 게임을 시작한다.

4.2 게임 구성 요소

• 아쌈유저가 GUI상에서정면이각각동,서,남,북방향인경우를모두구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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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 1, 2, 2, 3, 3, 4에서 무작위로 선택한다.3

• 격자 보드 양탄자 설치 상태와 아쌈의 위치를 전시하는 7 * 7 모양의 정사
각형 격자 보드. 모서리의 방향선들이 연결하고 있는 격자들은 Figure 1과
동일해야 한다.

4.3 게임 규칙

진행순서, 게임 규칙을 준수하여 구현해야 하며 각 단계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
도록 게임 로그 창에 메시지를 출력해야 한다. 구현 상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다.

4.3.1 게임의 준비

플레이어 수에 따른 양탄자 분배를 구현하고, 플레이어들의 차례 순서는 랜덤으로
결정한다. 플레이어가 수가 2인 경우, 각 플레이어에게 두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12
장 2세트를 분배하고, 한가지 색을 먼저 쓰도록 한다.

4.3.2 아쌈의 이동

방향의 설정은 GUI 상에서 마우스를 이용하도록 구현한다.

4.3.3 금액 지불

동전의 교환은 유저가 직접하지 않고 구현 상의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양탄자 면적의 계산 지불을 위한 양탄자의 면적 계산에는 DFS 혹은 BFS 알고리
즘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동전의 사용상대방에게금액을지불해야할때,가지고있는디르함들중 5디르함
동전부터 사용하도록 한다.
거스름 돈의 계산 가지고 있는 디르함들로 상대방에게 정확한 액수를 지불 불가
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는 플레이어들의 동전을 모두 모은 후, 지불 후의
금액 분배 상황을 고려하여 동전의 사용의 방법대로 동전을 나눠준다.4

4.3.4 양탄자 설치

Figure 6: 양탄자 설치 GUI 구현 예시. 선택될 지역을 (좌) 격자 색으로 보여주는
예시, (우) 윤곽선으로 보여주는 예시.

양탄자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 두 개를 가로질러 마우스가 이동할 때, 그 두 개의
지역이선택될수있음을미리 GUI상에서보여주도록구현한다.이후마우스를클
릭하면 그 지역이 선택되고 양탄자가 설치되도록 한다. 같은 색(자신의 색 포함)의

3균일 분포
4동전의 재분배가 불가능한 상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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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탄자가 깔려 있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로그를 출력하고, 다시 선택하도록 한다.
드물게 양탄자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플레이어의 양탄자 1
개를 소비시키고 차례를 넘기도록 한다.

4.4 기타

위에 제시한 구현 사항 이외에 구현한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는 보고서 내에 함께

기술해야 한다. 선택적인 구현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애니메이션 아쌈을 이동할 때, 일정 딜레이를 두고 한칸 씩 이동한다.

• 효과음 이동, 선택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효과음이 재생된다.

5 제출 내용 및 평가 방식

5.1 제출 내용

과제 결과물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코드 전체

• 결과보고서 코드 설계 (클래스 계층도 포함), 구현 방법 및 실행 결과를 요약
한 보고서

5.2 평가 방식

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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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플레이어 심화 (추가 30점) 컴퓨터 플레이어의 정교함과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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