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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된 게임들을 보면 폭력성과 선정성, 사행성 등이 짙은 게임들이 매일 끊임없이 게임 시장에 업로드 되고 있다. 이런 

게임들로 인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이미 게임에 대한 규제와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좋은 게임 문화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 교육적인 게임 개발 문화

가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의 원리와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개념을 융합한 블로커스

(blokus)라는 보드 게임을 모티브로 네트워크 대전이 가능한 PC용 게임을 설계 구현 하였다.

키워드: 블로커스(Blokus), 교육용 게임(Game for Education)

I. 서 론

국내 런칭되고 있는 게임들을 보면 최근 스마트폰 게임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 그에 따라 PC 게임 유저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

니 조금이라도 더 유저들을 끌어들이고자 대부분의 게임들이 자극

적인 요소들을 게임에 추가하거나 선정적인 광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게임 셧다운제, 게임 중독법안 추진을 통해 게임을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게임을 분석해본 결과 이

때의 게임들은 선정적인 부분이나 폭력적인 부분보다는 게임을 통

해 학습하고, 공통의 주제로 협력하여 문제를 풀고, 화합과 경쟁을 

통해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게임이 대부분이었다[1]. 
특히 최근 들어 초, 중, 고등학교에서 IT와 교육을 융합한 미래

형 스마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요소와 게임

을 접목시켜 교육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용 게임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테트리스’와 같이 친숙한 블록 퍼즐 게임인 ‘블로커스’

를 교육적인 요소를 반영한 PC용 게임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게임 

개발은 Visual Studio 2013 MFC C++ 프로젝트로 제작하였다.

II. 관련 연구

1. 더블 버퍼링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PC화면을 보면 화면이 움직일 

때 끊기거나 깜빡거리는 현상 없이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더블 버퍼링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갱신될 때마다 

깜빡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2]. 
더블 버퍼링은 그래픽을 좀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표현하고, 번

거로운 갱신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 표현 기술로 깜

빡임 현상, 즉 매번 화면이 변경될 때마다 화면을 지우고 다시 그

리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출력하는 방식이다. 

2. STL

STL(Standard Template Library)은 C++가 가지고 있는 

template들을 모아 놓은 표준 라이브러리이다[3]. Template는 것

은 일반화 프로그래밍(Generic Programming)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Template은 하나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뒤 그 틀에 

들어가는 매개변수를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

술로 한 번의 선언으로 수십 개의 함수를 오버로딩한 것과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수나 클래스를 Template으로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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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 계

1. 게임 설계

현재 IOS와 Android 게임 시장에 한 개씩 블로커스 게임이 등

록된 상태이고 PC 버전으로는 오픈 소스로 개발된 게임이 있을 

뿐 정식 출시가 된 게임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먼저 게임에 필요한 요소들로는 먼저 게임 보드와 블록, 그리고 

사용자가 큰 요소가 되고,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을 조사하여 시스

템 구조도와 DFD를 통해 데이터 흐름을 설계 하였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Fig. 1. System Architecture

게임 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그에 따른 시스템 구조도 그림 

1, 데이터들의 흐름을 알기 위해 DFD(Data Flow Diagram) 그림 

2를 설계 하였으며, 게임은 크게 게임 시작, 게임 모드 설정, 게임 

초기화, 게임 진행, 결과로 진행 절차가 구성하였다. 

그림 2. DFD 설계 

Fig. 2. DFD Design

DFD 작성을 한 뒤 각 프로세스에 대한 모듈 설계서를 작성하

고 각 모듈의 입/출력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과정 등을 표 1과 

같이 설계 하였고, 클래스 설계를 통해 이런 모듈들을 통합하여 네

트워크 대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4].

표 1. 모듈 기술서

Table 1. Module Description

2. 화면 설계

화면 구성은 발사믹 목업(balsamiq mockup)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설계 하였다. 화면은 게임 시작, 게임 모드 설정, 게임 진

행, 게임 결과로 구성된다. 게임 모드 설정 화면에서 게임 모드를 

설정하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게임 초기화 단계를 거쳐 게임 진

행 화면이 출력된다. 게임이 끝나면 게임 결과 화면이 나타난다. 
다시 게임을 진행하게 될 경우 게임 모드 설정 화면으로 다시 넘

어간다.

그림 3. 화면 설계

Fig. 3. Screen Design

Ⅳ. 구  현

실제 구현은 Visual Studio MFC 개발 환경에서 C++로 작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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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타일 클래스 정의

Fig. 4. Definition of Tile Class

클래스는 타일, 블록, 1개 타일 블록, 2개 이상 타일 블록, 게임 

보드, 플레이어, 게임 모드 설정, 게임 초기화로 정의하였다. 1개 

타일 블록과 2개 이상 타일 블록, 게임 보드는 블록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이고, 이 3개의 클래스는 그림 5와 같이 타

일 클래스를 멤버 변수로 포함한다. 그리고 플레이어 클래스는 멤

버 변수로 블록들의 리스트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게임 모드 

설정에서의 설정 값으로 게임 초기화 클래스가 동작하여 플레이어

들의 객체를 생성한 뒤 게임 진행 화면인 View 클래스에 최종적

으로 출력하게 된다.

그림 5. 블록 회전 알고리즘 

Fig. 4. Algorithm of Block Rotation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게임의 원리와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의 개념을 융합한 블로커스 라는 보드 게임을 모티브로 네트워

크 대전이 가능한 PC용 게임을 설계 구현 하였다. 개발한 보드게

임인 블로커스는 교육적인 요소와 게임을 접목시켜 개발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고 미래형 스마트 교육의 활성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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