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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Facebook 테트리스 게임에서 착안하여 모바일로도 실행시키고자 하였다. Facebook 테트리스와 같이 Hold, 미

리보기, 줄 넘기기공격 등 세부 기능을 모두 구현하였다.Hold를 하면 다음에 나올 블록을 저장하여 필요할때 꺼내쓸수 있도록 

한다. 미리보기를 하여 블록이 바닥에 도달했을시 예상위치를 나타내준다. 한 줄을 clear하였을 시 상대방바닥에 한줄이 올라오

도록 한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으로 응용시 모바일 앱환경에서도 활용할수 있다.

키워드: 구현(Implement), 안드로이드(Android), 프로그래밍(Programming)

I. 필요한 코드 구현

2인용 테트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동시 키 입력 

및 테이블의 2 분할이 필요하다. 1p 쪽 table 에는 1p 만이 사용 

및 입력 값을 받아야 하고 2p table에는 2p 만이 사용 및 입력 값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동시 키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2명에서 동시에 게임을 할 때 분명히 같은 시간에 입력이 눌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입력 값을 동시에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II. 부가적인 코드 구현

좀 더 사실적인 TETRIS를 만들기 위해서 컬러를 넣었고, 다음 

블록이 뭐가 나올지 알 수 있는 창을 따로 제작을 하였다. 한 열을 

CLEAR 했을 시 실시간으로 점수를 점수판에 UPDATE를 하였다. 

게임 도중에 게임을 멈출 수 있는 PAUSE 키도 같이 구현을 했다. 

한번에 3줄 이상의 열을 CLEAR 하였을 때는 상대방에게 그 줄 

만큼의 열을 추가해서 공격이 가능한 기능을 넣었다.

III. 개발 및 역할 분담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팀을 나누어 

코드 개발을 하였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코드를 개발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 부분, 키 입력 부분, 그 외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코드 부분 이렇게 나누었다. 

김동섭 김성민 학생은 TETRIS의 전체적인 게임 틀과 그 안에 

있는 블록의 모양 및 이동 할때의 모션 등을 맡았다. 

김태홍 이상진 학생은 키 입력 부분을 맡았는데, 방향키에 따른 

블록 회전, SPACE 바를 눌렀을 때 빨리 내려오기, PAUSE 부분 

등 각각 KEYBOARD에서 입력 값을 받았을 때 인터페이스에 적용하

는 부분을 맡았다.

유진수 한석환 학생을 그 외 적인 부분을 맡았다. 각 블록마다 

색상을 입히고, 알맞은 Back Ground Music을 설정, 한 라인을 

clear시 점수 계산, 3줄 이상의 라인을 한번에 clear시 보너수 점수 

및 상대방에게 공격 기능 등의 코드 구현을 맡았다.

IV. 제  언

c코드로 개발 후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실제 TETRIS 

게임을 핸드폰에서 구현을 해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이외에도 다른 프로젝트 및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컴퓨터로 컴파일을 해서 

실행하는 부분에 까지 밖에 못하였다. 이 부분이 우리 팀의 아쉬운 

점이었다. 여유가 있을 때 안드로이드 공부를 해서 구현한 C코드를 

안드로이드로 구현하는 코드로 완성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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