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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 학습목표 ::
• 이클립스에서 새로운 Project를 만들 수 있다
• View를 디자인하고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다
• 버튼의 Listener를 작성할 수 있다
• 작성한 Listener를 여러 개의 버튼이 공유하게 할 수 있다
• 일정한 범위의 난수를 만들 수 있다
• 난수의 발생 빈도를 조절할 수 있다
• 프로그램에서 ImageView의 비트맵을 바꿀 수 있다

1.1 시작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의 기본 흐름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업무용 프로그램은
입력과 출력이 중요하므로 그 처리 과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100
까지의 합계를 구한다고 하자. 이때 for( )문을 사용하든, while( )문을 사용하든, 심지어 1+2+
3+...+100으로 구하든 그 결과만 정확하면 된다. 그러나 게임은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아니라
실행 과정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게임의 결과는 뻔하다. 주인공이 죽었다. 게임 끝!
게임 프로그램은 업무용 프로그램과 달리 비주얼한 그래픽과 사운드, 시스템의 하드웨어, 메모리
요구량, 처리 속도 등 자잘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복잡한 분야이다. 게임의 스토리 보드가
있어야 하고,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체계화해서 표현하는 등 기술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굳이 비교한다면 연극이나
영화와 같은 종합 예술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비주얼하고 동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잘 설계해서 보기 좋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안드로이드에서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① Java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 기본 문법, 자료형, 반복문, Class와 메서드
② 안드로이드의 Activity와 View에 대한 이해
- View와 Viewport, 화면 해상도, 사용자 View. SurfaceView, Activity 사이의 자료
전달
③ Thread와 Handler
- Thread와 Handler를 이용한 반복 처리
④ 키보드와 Touch 이벤트 핸들러 구현
- 키보드 읽기, Touch 읽기
⑤ 이미지 처리
- Canvas, Bitmap, Matrix, Paint
⑥ 자료 구조
- 배열, ArrayList, Hash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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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학적인 기초 지식
- 삼각함수, 행렬, Vector, 가속도
⑧ MediaPlayer 및 SoundPool
- 배경 음악 및 효과음
⑨ 파일 입출력 및 Database 관리 능력
- 최근 점수, 최고 득점 순위 표시
⑩ 웹 서버와의 통신 방법
- 다른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⑪ 캐릭터 및 배경 화면 디자인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아이콘 에디터 등
이 책은 어느 정도 Java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Java 언어에 대한 기본 문법이나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Java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신 분이나 개발 환경 구축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
강좌 등으로 기초 지식을 함께 학습하길 바란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고난도의 Java 프로그램 수준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클립스에서
간단한 프로젝트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제1장은 기본적인 위젯을 사용한 단순한 프로그램
을 작성해 감으로써 앞으로 만들어 갈 복잡한 게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알고리즘을 익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1.2 스무고개
스무고개라는 놀이가 있다. 진행자가 어떤 단어를 정해 두면, 다른 사람이 진행자에게 질문을
하여 정답이 나올 범위를 차츰 좁혀 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놀이이다. 진행자에게 최대 20번까지
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스무고개라고 한다.
이 게임은 단말기가 500~1,000 사이의 난수를 만들어 제시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추측한 숫자를
입력한 후, 단말기가 제시한 값과의 대소 여부를 판단하여 주어진 숫자가 나올 범위를 차츰 좁혀가
면서 정답을 찾아 가는 게임이다(➡ 제1장/project_1).
1.2 스무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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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프로그램 요구 사항
① 단말기는 500~1000 사이의 난수를 제공한다.
② 사용자는 EditText에 예상하는 값을 입력한다.
③ 사용자가 값을 입력한 후 Button을 누르면 결과를 판정한다.
④ 단말기가 제공하는 숫자와 입력된 숫자가 다르면 다시 입력한다.
⑤ ④의 과정은 정답을 맞힐 때까지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맞춘 횟수를 구한다.

1.2.2 프로그램의 구현에 필요한 요소
① 500~1000 사이의 난수
② Button의 리스너(Listener) 처리
③ EditText에 입력된 값 읽기
④ 전체 입력 횟수 계산

1.2.3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이클립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New Android Project] 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
한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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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창에 입력할 내용과 의미

입력할 내용

표기 예

설 명

Project name

Project_1

프로젝트 이름

Build Target

Google APIs 2.2

프로젝트 API 버전(2.2는 버전 8)

Application name

Random Number

프로그램 제목

Package name

com.Random

패키지 이름

Create Activity

MainActivity

액티비티 이름

Min SDK Version

7

최저 SDK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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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새 프로젝트 시작

(1) Project name

프로젝트 이름은 영문자와 숫자, ‘언더바( _ )’, 공백을 사용해서 작성한다. 프로젝트 이름으로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진다. 프로젝트는 소스 프로그램과 안드로이드 API, 각종 리소스 등을 묶는
기본 단위로,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단위로 컴파일된다.
(2) Build Target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안드로이드 API 버전을 지정한다. 되도록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3) Application name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단말기 맨 위에 표시되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4) Package name

패키지는 소스 프로그램을 묶는 작은 단위이다. 소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java 확장자가 부여된다. 패키지 이름은 ‘.’로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문자열로 구성된다. 일반적으
로 ‘com.study.MyProject’와 같이 ‘com’을 접두어로 사용한다.
1.2 스무고개

5

(5) Create Activity

Activity는 프로그램의 작은 단위이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Activity로 구성될 수
있으며, Activity는 하나 이상의 View로 구성된다. Activity 이름은 영문자와 숫자, ‘언더바
( _ )’를 사용해서 작성한다.
(6) Min SDK Version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최소의 API 버전을 지정한다. 프로그램은 이 버전을 기준으로 컴파일되므
로 (2)에서 높은 버전을 지정하더라도 이 버전이 낮으면 (2)의 설정은 무시된다.

1.2.4 View 디자인
이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위젯만 사용한다.
이클립스의 [res/layout/main.xml]을 열고 [layout] 탭에 TextView, EditText, Button
등을 추가하고,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표 1-2

위젯의 속성

위젯 ID
TextView01

EditText01

Button01

TextView02

속 성

설정할 내용

Text

“500~1,000 사이의 값을 입력하세요”

Text size

20sp

Text

“”

Text size

20sp

Width

120dip

Text

“ 확인 ”

Text size

20sp

Text

“판정 결과 : ”

Text size

20sp

다음은 위의 설정대로 만들어진 xml 소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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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Linear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android:orientation="vertical"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fill_parent">
<TextView
android:id="@+id/TextView01"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500~1,000 사이의 값을 입력하세요"
android:textSize="20sp"/>
<EditText
android:id="@+id/EditText01"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Size="20sp"
android:width="120dip"/>
<Button
android:id="@+id/Button01"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 확인 "
android:textSize="20sp"/>
<TextView
android:id="@+id/TextView02"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판정 결과 : "
android:textSize="20sp"/>
</LinearLayout>

그림 1-2 완성된 View

1.2 스무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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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Main Activity 영역의 구분
이클립스에서 [Project_1/src/com.Random/MainActivity.java]를 열면 이클립스가 기본
으로 만들어 준 Java 프로그램이 나타난다. 처음부터 Activity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맞춰 사용하면 프로그램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① 전역변수 선언 영역

② 프로그램 초기화 영역

③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영역

그림 1-3 Activity의 영역 구분

(1) 전역변수 선언 영역

프로젝트 레벨이나 Activity 레벨의 전역변수를 선언한다. 전역변수는 프로그램 어디에서나 통용
되는 변수이다.
(2) 프로그램 초기화 영역

onCreate( ) 메서드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한 번 실행된다. 이 영역은 변수에 초깃값을 할당하
고 버튼 등의 컨트롤에 리스너(Listener)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3)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영역

실제로 작성할 프로그램의 본체이다.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므로 각종 연산 과정을 기술하거
나 지정한 처리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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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간단하면 전체를 묶어서 (2)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알아보기 힘든 스파게티 소스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아주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게임같이 덩치가 큰 프로젝트를 작성하려면 처음부터 원칙을 정해두고 작업을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한 예제라도 위의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1.2.6 난수 발생하기
난수는 random( ) 함수나 Random Class를 이용해서 만든다. random( ) 함수를 사용할 경우
에는 별도의 선언이 필요치 않지만, Random Class는 import 영역에 java.util Class를
import해 두어야 한다(에디터에서 [Ctrl+Shift+O] 키를 누르면 이클립스가 필요한 Class를 알아서
import해 준다). random( ) 함수와 Random Class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한다.
double d = Math.random();
Random rnd = new Random();
int k = rnd.nextInt();
int p = rnd.nextInt(500);

//
//
//
//

0 < d < 1 사이의 실수
Random Class 생성
-2147483648 < k < 2147483647
0 <= p < 500

대부분의 난수는 정수 형태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random( ) 함수로 만든 실수형의 난수는 별도
의 절차를 거쳐서 정수 형태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Random Class의 난수는 곧바로 정수형의
난수를 구해 주므로 random( ) 함수에 비해 더 간편하다. 위에서 예로 든 rnd.nextInt(n)의
형식으로 만든 난수는 0~n－1 사이의 값이다(n은 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의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범위의 난수는 다음의 식을 이용한다.
int r = Random.nextInt(<큰 수> - <작은 수> + 1) + 작은 수

예를 들어 30과 40 사이의 난수(30과 40 모두가 포함됨)는 40－30=10이므로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int r = Random.nextInt(10 + 1) + 30;

// 30~40 사이의 난수

마찬가지로 500~1000 사이의 난수는 1000－500=500이므로 아래와 같이 됨을 알 수 있다.

1.2 스무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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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r = Random.nextInt(501) + 500;

1.2.7 버튼의 리스너 작성
이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값과 발생된 난수를 비교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작성할 차례이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등의 동작을 처리하는 부분을 리스너(Listener)
또는 이벤트 핸들러(Event Handler)라고 한다.
안드로이드는 리스너를 처리하는 방식을 세 가지 형태로 제공한다. 이들 중 두 가지는 이벤트
처리 부분을 [그림 1-3]의 프로그램 초기화 영역에 합쳐버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프로그램
영역에 별도의 리스너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벤트 핸들러 등은 프로그
램의 영역에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알아보기 쉬운 코드가 되므로 이 책에서는 모두 세 번째
방식으로 작성한다(두 가지 방법은 이 책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버튼에 리스너를 할당하고 버튼이 눌렸을 때 처리하는 부분은 [그림 1-4]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리스너 할당

리스너 본체

그림 1-4 Button의 OnClickLis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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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와 같이 별도로 리스너를 만들어 두면 버튼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동일한 리스너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매우 깔끔해진다. 여러 개의 버튼이 동일한 리스너를 공유하는
방법은 다음에 나올 예제에서 설명할 것이다.

1.2.8 프로그램 작성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아직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프로그램 내부에
주석 형태로 표시하였다.
mainActivity.java
package com.Random;
import java.util.*;
import
import
import
import

android.app.*;
android.os.*;
android.view.*;
android.widget.*;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
// 전역변수 선언
int Counter;
int n;
EditText edit;
TextView tResult;

//
//
//
//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
난수 발생용
사용자가 입력하는 컨트롤
처리 결과를 입력할 컨트롤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main);
// 변수 초기화
Counter = 0;
n = new Random().nextInt(501) + 500; .......... ①
edit = (EditText) findViewById(R.id.EditText01);
tResult = (TextView) findViewById(R.id.TextView02);
findViewById(R.id.Button01).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 // onCreate 끝

1.2 스무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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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OnClickListener
//---------------------------------------Button.OnClickListener myButtonClick = new Button.OnClickListener() {
public void onClick(View v) {
String s;
Counter++;
int p = Integer.parseInt(edit.getText().toString()); .... ②
if (p < 500 || p > 1000)
s = "입력한 값이 500~1000을 벗어났습니다";
else if (p == n)
s = Counter + "번째에 맞추셨습니다";
else if (p > n)
s = p + "보다 작은 값입니다";
else
s = p + "보다 큰 값입니다";
tResult.setText(s);
}
};
} // Activity의 끝

① 다음의 두 문장을 한 개로 줄인 것이다.
Random rnd = new Random();
n = rnd.nextInt(501) + 500;

② EditText에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내부에서는 문자열로 취급하므로 parseInt( ) 함수로 숫자
로 변환해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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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프로그램 실행 결과

Note

이진 검색
정렬(sort)되어 있는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이진 검색(Binary Search)라는 알고리즘이 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정답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먼저 주어진 범위의 중앙값을 찾은 후, 대소여부에 따라
왼쪽이나 오른쪽의 중앙값을 다시 찾는 방법으로 범위를 계속해서 절반으로 줄여가는 것이다. 이진 검
색은 최악의 경우에도 log2N번 이내에 값을 찾을 수 있는 대단히 우수한 알고리즘이다. 위 게임의 경우
에는 500~1000의 중간 값인 750을 제시한 후에 대소 여부에 따라 750과 1000 또는 750과 500 사이
의 중간 값인 875와 625를 제시함으로써 정답이 있을 부분을 차츰 좁혀 가면 log2500≒9이므로 최대
9회 안에 정답을 찾을 수 있다.

1.2 스무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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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비뽑기
아주 오래 전인 필자의 중학교 시절에 학교 정문 앞에서 카드를 가지고 야바위를 하는 아저씨들이
있었다. 3장의 카드를 임의로 섞어 놓고 그 중에서 동그라미가 그려진 카드를 고르는 것이다.
이 게임은 4장의 카드 중에서 동그라미가 그려진 1장의 카드를 맞추는 것으로, 단말기가 야바위
아저씨 역할을 한다(➡ 제1장/project_2).

1.3.1 프로그램 요구 사항
① 단말기는 1~4 사이의 난수로 동그라미가 그려진 카드를 정한다.
② 사용자는 1~4에 해당하는 버튼으로 해당 카드를 고른다.
③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당첨 여부를 판정한다.

1.3.2 프로그램 구현에 필요한 요소
① 이벤트 핸들러의 공유
② Tag 속성 활용

1.3.3 View 디자인

그림 1-6 완성된 View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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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xml

[main.xm

<?xml version="1.0" encoding="utf-8"?>
<Linear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android:orientation="vertical"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fill_parent">
<TextView
android:text="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android:textSize="20sp"
android:layout_height="120dip"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gravity="center"/>
<LinearLayout
android:orientation="horizontal"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Button
android:id="@+id/Button01"
android:text="당첨"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Size="18sp"
android:layout_marginLeft="10dip"
android:layout_marginRight="5dip"
android:tag="1"
android:layout_weight="1"/>
<Button
android:id="@+id/Button02"
android:text="당첨"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Size="18sp"
android:layout_marginLeft="5dip"
android:layout_marginRight="5dip"
android:tag="2"
android:layout_weight="1"/>
<Button
android:id="@+id/Button03"
android:text="당첨"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Size="18sp"
android:layout_marginLeft="5dip"
android:layout_marginRight="5dip"

1.3 제비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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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tag="3"
android:layout_weight="1"/>
<Button
android:id="@+id/Button04"
android:text="당첨"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Size="18sp"
android:layout_marginLeft="5dip"
android:layout_marginRight="10dip"
android:tag="4"
android:layout_weight="1"/>
</LinearLayout>
<TextView
android:id="@+id/TextView01"
android:text="추첨 결과 :"
android:textSize="18sp"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gravity="center"
android:layout_height="100dip"/>
</LinearLayout>

1.3.4 버튼의 리스너 공유
이 프로젝트에는 4개의 버튼이 있으며, 각각의 버튼은 모두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4개의 버튼이 같은 리스너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리스너를
공유하려면 모든 버튼에 같은 리스너를 할당한다.
findViewById(R.id.Button01).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findViewById(R.id.Button02).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findViewById(R.id.Button03).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findViewById(R.id.Button04).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이벤트 리스너에 onClick(View v)와 같은 형식으로 눌려진 버튼이 매개변수로 전달되므로
v.getId( )로 리스너를 호출한 버튼을 식별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부분이므로 소스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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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Activity.java
package com.Sample;
import java.util.*;
import
import
import
import

android.app.*;
android.os.*;
android.view.*;
android.widget.*;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main);
// 버튼의 리스너 할당
findViewById(R.id.Button01).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findViewById(R.id.Button02).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findViewById(R.id.Button03).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findViewById(R.id.Button04).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 // End of onCreate
//---------------------------------------//
Button OnClickListener
//---------------------------------------Button.OnClickListener myButtonClick = new Button.OnClickListener() {
public void onClick(View v) {
int n = 0;
String s;
int r = new Random().nextInt(4) + 1;
// 1~4 사이의 난수
switch (v.getId())
case R.id.Button01
n = 1;
break;
case R.id.Button02
n = 2;
break;
case R.id.Button03
n = 3;
break;
case R.id.Button04
n = 4;
}

{
:

// 버튼의 id 구하기

:

:

:

1.3 제비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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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n == r)
s =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else
s = "안타깝습니다.\n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세요~"; ....... ①
((TextView) findViewById(R.id.TextView01)).setText(s);
}
};
} // End of Activity

① 문자열 내부의 ‘\n’은 행을 가르는 용도로 사용한다(‘\n’은 개행문자).

그림 1-7 프로그램 실행 결과

1.3.5 버튼의 Tag 속성 활용
이 프로젝트에서 버튼은 1~4의 값을 설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버튼에 1~4의 값을 미리 할당
해 두고 버튼의 리스너에서 이 값으로 판단하면, 프로그램을 좀 더 짧게 만들 수 있다. main.xml
의 Layout 페이지에서 버튼의 속성으로 보면 ‘Tag’라는 항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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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는 우리말로 하자면 ‘꼬리표’ 같은 것으로서 컨트롤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각각의
버튼에 차례대로 1~4의 Tag를 지정해 두면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단순해진다(앞의 main.xml
에는 미리 버튼의 Tag 속성을 설정해 두었다). 앞에서 switch( )문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림 1-8 이클립스의 Properties 창

public void onClick(View v) {
int n = Integer.parseInt(v.getTag().toString());
String s;
int r = new Random().nextInt(4) + 1;

// 버튼의 Tag 읽기
// 1~4 사이의 난수

if (n == r)
s =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else
s = "안타깝습니다.\n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세요~";
((TextView) findViewById(R.id.TextView01)).setText(s);
}

1.3 제비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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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속성은 Object형이므로 곧바로 정수형 변수에 대입할 수는 없고, 일단 String형으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정수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1.4 윷놀이(1)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시골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즐긴다. 윷놀이는 4개의 윷으로
‘도’, ‘개’, ‘걸’, ‘윷’, ‘모’의 5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각각의 경우에 0~4
또는 1~5의 난수를 발생시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주 현실감 없는 게임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0~4 또는 1~5의 난수는 각각의 발생 확률이 1/5로 균등하지만, 실제의
윷놀이에서는 ‘개’와 ‘걸’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제1장/project_3).

1.4.1 윷놀이 경우의 수와 발생 확률
1개의 윷을 던지면 앞과 뒤, 즉 2가지 경우가 생긴다. 2개를 던지면 2×2를 해서 4가지, 4개의
윷을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2×2×2×2=16가지이다. ‘○’는 평평한 쪽, ‘●’는 둥근 쪽이라고
하면 각각의 확률과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윷 1/16 ○○○○
모 1/16 ●●●●
도 4/16 ●○○○

○●○○

○○●○

○○●○

개 6/16 ●●○○

●○●○

●○○●

○●●○

걸 4/16 ●●●○

●●○●

●○●●

○●●●

○●○●

○○●●

위의 확률은 수학적인 것으로, 실제의 윷은 한쪽은 평평하고 다른 한쪽은 둥글게 생겼으므로
평평한 쪽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둥근 쪽에 비해 1.2~1.5배 정도 더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수학적
으로 개는 6/16, 걸은 4/16으로 개가 걸보다 발생 빈도가 더 높지만, 실제의 윷놀이에서는
개와 걸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걸이 더 자주 나타난다. 마찬가지 이유로 같은 확률의 윷과
모는 모가 윷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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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프로그램 요구 사항
① 버튼을 누르면 난수를 발생시켜 4개의 윷을 바닥과 등으로 표시한다.
② 윷의 평평한 쪽(바닥)은 ‘○○○○○’, 둥근 쪽(등)은 ‘●●●●●’으로 나타낸다.
③ ①에서 만들어진 결과에 따라 ‘도’, ‘개’, ‘걸’, ‘윷’, ‘모’라는 말을 함께 표시한다.
④ 바닥과 등은 4:6의 비율로 등 쪽이 더 자주 나타나도록 한다.

1.4.3 프로그램의 구현에 필요한 알고리즘
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윷의 바닥과 등을 결정하는 난수를 4개 발생시켜 이들의 조합을
이용한다. 각각의 난수는 바닥(0)과 등(1)을 갖도록 하면 되는데, 0과 1의 값이 4:6의 비율로
1이 더 자주 발생하도록 한다.
(1) 4:6의 비율에 맞는 난수 만들기

위의 발생 빈도 4:6을 확률의 개념으로 보면 경우의 수가 4+6=10이다. 그러므로 0~9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켜 0~3까지는 0, 4~9까지는 1이 되도록 조절하면 0과 1의 발생 빈도가 정확하게
4:6의 비율이 될 것이다.
n = Random().nextInt(10);

위의 식에 의해 n은 0~9 사이의 값이 된다. 이제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확장해 본다.
n = Random().nextInt(10) / 4;

위의 식은 0~9의 난수를 발생한 후 4로 나눈 몫을 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난수가 0~3일 때는
몫이 0, 4~9일 때는 몫이 1 또는 2가 되는데, 2를 1로 보면 0과 1이 비율이 4:6이다. 그런데
위의 식은 4로 나눈 몫이 1 또는 2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n = Random().nextInt(10) / 6;

위의 결과 0~5는 0, 6~9는 1이 구해진다. 몫이 2가 되는 경우는 없어졌지만, 0과 1의 발생
비율이 6:4로 역전이 되었다. 위에서 구한 몫인 0을 1로, 1을 0으로 변환하기 위해 식을 다음과
1.4 윷놀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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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6:4로 역전이 되었다. 위에서 구한 몫인 0을 1로, 1을 0으로 변환하기 위해 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0과 1이 비율이 4:6의 확률로 발생하는 난수를 얻을 수 있다.
n = 1 - Random().nextInt(10) / 6;

위의 난수를 얻는 다른 방법도 있다. 4:6=2:3이므로 1~5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켜 2로 나눈 나머지
를 취하면 1~5에 대해 1, 0, 1, 0, 1이 되므로 0과 1의 비율이 2:3(4:6)이 된다.
n = (Random().nextInt(5) + 1) % 2;

(2) 4개의 난수를 ‘도’, ‘개’, ‘걸’, ‘윷’, ‘모’로 표시하기

앞에서 사용한 식에 의해 4개의 난수는 각각 0 또는 1이 될 것이므로 1의 개수를 세어서 처리한다.
각각의 난수를 n1, n2, n3, n4라고 했을 때,
n = n1 + n2 + n3 + n4;

위와 같이 1의 개수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 ‘도’, ‘개’, ‘걸’, ‘윷’, ‘모’를 미리 배열에 저장해
두면 처리 조건에 맞는 결과는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String Yut[] = {"윷", "도", "개", "걸", "모"};
n = n1 + n2 + n3 + n4;
String p = yut[n];

위의 String 배열은 등(위 쪽)의 개수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므로 등이 하나도 없는 ‘윷’을
yut[0], yut[1]은 ‘도’, yut[2]는 ‘개’, …와 같은 순서로 저장한 것이다.

1.4.4 View 디자인
main.xml

[main.xm

<?xml version="1.0" encoding="utf-8"?>
<Linear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android:orientation="vertical"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fill_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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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View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textSize="18sp"
android:layout_height="60dip"
android:gravity="center"
android:text="윷을 던지세요"/>
<LinearLayou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orientation="horizontal"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TextView
android:id="@+id/TextView01"
android:text="○○○○○"
android:textSize="40sp"
android:layout_weight="1"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gravity="center"
android:layout_height="40dip"/>
<TextView
android:id="@+id/TextView02"
android:text="○○○○○"
android:textSize="40sp"
android:layout_weight="1"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gravity="center"
android:layout_height="40dip"/>
</LinearLayout>
<LinearLayou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orientation="horizontal"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TextView
android:id="@+id/TextView03"
android:text="●●●●●"
android:textSize="40sp"
android:layout_weight="1"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gravity="center"
android:layout_height="40dip"/>
<TextView
android:id="@+id/TextView04"
android:text="●●●●●"
android:textSize="40sp"

1.4 윷놀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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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layout_weight="1"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gravity="center"
android:layout_height="40dip"/>
</LinearLayout>
<TextView
android:id="@+id/TextView05"
android:text="결과 : "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textSize="18sp"
android:layout_height="60dip"
android:gravity="center"/>
<Button
android:id="@+id/Button01"
android:text="확인"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gravity="center"
android:layout_width="120dip"
android:textSize="16sp"/>
</LinearLayout>

그림 1-9 완성된 View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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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프로그램 작성
MainActivity.java
package com.Project3;
import java.util.*;
import
import
import
import

android.app.Activity;
android.os.Bundle;
android.view.*;
android.widget.*;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
String tYut[] = {"○○○○○", "●●●●●"};
String Yut[] = {"윷", "도", "개", "걸", "모"};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main);
findViewById(R.id.Button01).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
//---------------------------------------//
Button OnClickListener
//---------------------------------------Button.OnClickListener myButtonClick = new Button.OnClickListener() {
public void onClick(View v) {
Random rnd = new Random();
int n1 = 1 - rnd.nextInt(10) / 6;
int n2 = 1 - rnd.nextInt(10) / 6;
int n3 = 1 - rnd.nextInt(10) / 6;
int n4 = 1 - rnd.nextInt(10) / 6;
int n = n1 + n2 + n3 + n4;
((TextView)
((TextView)
((TextView)
((TextView)
((TextView)

findViewById(R.id.TextView01)).setText(tYut[n1]);
findViewById(R.id.TextView02)).setText(tYut[n2]);
findViewById(R.id.TextView03)).setText(tYut[n3]);
findViewById(R.id.TextView04)).setText(tYut[n4]);
findViewById(R.id.TextView05)).setText(Yut[n]);

}
};
}

1.4 윷놀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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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프로그램 실행 결과

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확인]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 보면 ‘개’와 ‘걸’의 발생 빈도가 비슷해
짐을 알 수 있다.

1.5 윷놀이(2)
1.3에서 작성한 윷놀이를 윷의 결과를 ImageView에 표시하도록 한다(➡ 제1장/project_4).

1.5.1 처리 조건
1.3과 같다. 다만 윷의 형태를 ImageView에 표시한다.

26

시작하기

1.5.2 View 디자인

그림 1-11 완성된 View의 모습

View를 디자인하기 위해 윷의 앞면과 뒷면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2개 필요하다. 이 이미지는
제1장/images 폴더에 yut_0.png, yut_1.png로 수록되어 있다.

그림 1-12 View의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main.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Linear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android:orientation="vertical"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fill_parent"
>
<TextView

1.5 윷놀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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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text="윷을 던지세요"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60dip"
android:gravity="center"
android:textSize="20sp"/>
<LinearLayout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90dip">
<ImageView
android:id="@+id/ImageView01"
android:src="@drawable/yut_0"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marginLeft="20dip"
android:layout_marginRight="10dip"/>
<ImageView
android:id="@+id/ImageView02"
android:src="@drawable/yut_1"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marginLeft="10dip"/>
</LinearLayout>
<LinearLayout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layout_height="90dip">
<ImageView
android:id="@+id/ImageView03"
android:src="@drawable/yut_0"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marginLeft="20dip"
android:layout_marginRight="10dip"/>
<ImageView
android:id="@+id/ImageView04"
android:src="@drawable/yut_1"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marginLeft="10dip"/>
</LinearLayout>
<TextView
android:id="@+id/TextView05"
android:text="결과 : "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android:textSize="18sp"
android:layout_height="60dip"
android:gravity="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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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Button
android:id="@+id/Button01"
android:text="확인"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gravity="center"
android:layout_width="120dip"
android:textSize="16sp"/>
</LinearLayout>

1.5.3 프로그램 작성
이 프로젝트는 project_3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한다. 단지 TextView 대신 Image
View를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래픽 이미지가 2장이 있으므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배열에
넣고 시작한다.
int imgYut[] = {R.drawable.yut_0, R.drawable.yut_1};

ImageView의 그래픽 이미지를 바꿔주는 부분은 setImageResource( ) 메서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ImageView) findViewById(R.id.ImageView01)).setImageResource(imgYut[n1]);

MainActivity.java
package com.Project4;
import java.util.*;
import
import
import
import

android.app.Activity;
android.os.Bundle;
android.view.*;
android.widget.*;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
int imgYut[] = {R.drawable.yut_0, R.drawable.yut_1};
String Yut[] = {"윷", "도", "개", "걸", "모"};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main);

1.5 윷놀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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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ViewById(R.id.Button01).setOnClickListener(myButtonClick);
}
//---------------------------------------//
Button OnClickListener
//---------------------------------------Button.OnClickListener myButtonClick = new Button.OnClickListener() {
public void onClick(View v) {
Random rnd = new Random();
int n1 = 1 - rnd.nextInt(10) / 6;
int n2 = 1 - rnd.nextInt(10) / 6;
int n3 = 1 - rnd.nextInt(10) / 6;
int n4 = 1 - rnd.nextInt(10) / 6;
int n = n1 + n2 + n3 + n4;
((ImageView) findViewById(R.id.ImageView01))
.setImageResource(imgYut[n1]);
((ImageView) findViewById(R.id.ImageView02))
.setImageResource(imgYut[n2]);
((ImageView) findViewById(R.id.ImageView03))
.setImageResource(imgYut[n3]);
((ImageView) findViewById(R.id.ImageView04))
.setImageResource(imgYut[n4]);
((TextView) findViewById(R.id.TextView05)).setText(Yut[n]);
}
};
}

그림 1-13 프로그램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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