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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scheme - Focused on Chinese Chess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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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전통보드게임은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놀이문화로써 수천 년에 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게임 룰에 
변화가 없고 고정적이어서 지금까지 주요 선호 층이 중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수십 년 전에 개량 중국장기가 출
시되었는데 장기판, 장기 쪽, 게임 룰에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전통 장기게임들에 대해 조사해 보
았으며,  개량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중국장기의 게임의 재미요소를 증진시키고자 만들어 졌었던 변형된 장기게
임들에 대해 고찬하였으며,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전통보드게임, 보드게임발전사, 장기게임의 변형, 중국 게임시장

Abstract  Traditional Chinese Boardgame as the Chinese national traditional culture has experienced thousands 
of years. But the rules of the game did not change. Since today, the game mainly concentrated in the old age. 
In recent years also born some Chinese chess improvement scheme, they changed chessboard shape, the user 
number, chess rules and so on, but did not pop up. This paper is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chess, 
improvement plan to do a survey, and with the game interesting elements as the center is analyzed.

Key Words : Traditional Boardgames, Boardgame history, Chinese chess Game's variant, Chinese market

1. 서론

세계 으로 게임인구가 가장 많은 국은 게임시장이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국이 세계 으로 가장 성장가치가 높은 시장이라

는 것이다. 만약 올바른 성장방향과 발 이 수립된다

면 국이 게임시장에서 요한 치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보드게임은 그 발원지인 유럽, 미국지역에서 이미 수

십 년 동안 발 을 거듭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게임을 통

해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사귄다. 보드게임에서 사용되

는 주제는 참으로 다양한데 쟁, 무역, 문화, 술, 도시

설, 역사 등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얼굴을 맞 고 하는 이 게임방식은 아주 강한 소통과 교

류를 강조한다. 따라서 보드게임은 가정의 여가, 친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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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심지어 비즈니스 등에서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활용

되고 이다.

보드게임은 국 게임시장에서 최근 수년간 빠른 발

을 하고 있다. 보드게임 바, 보드게임 디자이  등 새로

운 사물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다양한 발 으로 게임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그러나 한 

국 통 보드게임에 한 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문명은 이

미 5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 까지 유 되어 

온 통 보드게임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통 보드게임

에 한 은 층의 수용도가 다른 기타 게임보다 훨씬 낮

아 통게임문화의 에 있어서 커다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통문화 에 해 부분의 

사람들이  ‘창의 인 개량’이 아닌 ‘유지’해야 한다는 태

도를 보이고 있어 통 보드게임 개량방안이 지 까지 

요시 되지 못하고 있으며 련 자료는 더더욱 은 형

편이다. 본 논문은 재 유행하고 있는 통 보드게임에 

한 연구와 지 까지 나와 있는 개량방안에 한 비교

를 통해 국장기를 로 들어 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 국 

통 보드게임 비교분석, 개량방안, 결론 등의 부분으로 

나뉜다.[1] 

2. 관련연구

2.1 보드게임 특성

2.1.1 보드게임정의 
보드게임의 문 명칭은 "Tabletop Game"이며 테이

블 는 기타 여러 사람이 얼굴을 맞 고 할 수 있는 장

소에서 진행하는 게임을 말한다. 스포츠 는 자게임

과 구별되는 보드게임은 다양한 사유방식, 언어표 능력 

 EQ 를 단련할 수 있으며 한 자설비  자기술

에 의존하지 않는다. 

 　2.1.2 보드게임 특성

보드게임은 부분이 종이재질( 는 정교한 보조모

형)을 사용하며 자설비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를 사용하지 않으나  (unplugged ) 교류를 강조하는 온

라인 게임의 특징과 더불어 얼굴과 맞 고 할 수 있는 오

라인 게임의 특성 한 가진다. 따라서 보드게임은 친

구나 가정 단 의 모임에 합한 게임이며 보다 순수하

고 소박한 게임 성을 가진다. 재 세계 으로 많은 자

게임 디자이 들은 보드게임에서 많은 감을 얻거나 

는 보드게임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도 

한다.  

2.2 중국전통 보드게임 발전상황

한국과 달리, 최근 2년간 동안, 국 각지에서 보드게

임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북경, 상해 등의 도시는 보

드게임 바가 수백 개에 달하며 항주, 주, 장사, 성도 등 

도시도 보드게임 바가 꾸 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Fig. 1] Distribution of the Board game bar 

상기 [Fig. 1] 의 색상 분포를 통해 당 지역 보드게임 

분포를 알 수 있다. 보다시피 보드게임방는 동부지역에 

집 되어 있으며 그  베이징, 상하이, 우가 가장 많

다. 그  상하이에 약 8백 개 정도, 베이징에 약 4백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2] 

그러나 그  통 게임은 이미 보드게임 바에서 그 

모습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신 은 층이 선호하는 

식의 빠른 리듬의 보드게임이 성행하고 있다. 그  

역사와 연 이 있는 게임은 삼국역사 소재의 “三国杀”가 

있다. 그러나 국 장기, 바둑과 같이 역사 으로 유 되

어 온 통 보드게임은 다만 노년 활동 센터(한국의 노

인정과 비슷함) 는 노인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유

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통 게임은 이미 보드게임 바에서 그 모

습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신 은 층이 선호하는 

식의 빠른 리듬의 보드게임이 성행하고 있다. 그  역

사와 연 이 있는 게임은 삼국역사 소재의 “三国杀”가 

있다. 그러나 국 장기, 바둑과 같이 역사 으로 유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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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제 : (기원전2377-기원전2259년), 중국 고대 제왕이며 역법을 제정했다고 전해짐.
* 여와 : 중국 전설 속의 여신이며,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돌로 하늘에 뚫어진 구멍을 막았다고 전해짐. 
* 복희 : 중국 고서 중에 기재된, 중국 최초의 왕이며 중화문명을 창조했다고 전해짐. 

어 온 통 보드게임은 다만 , 노년 활동 센터(한국의 

노인정과 비슷함) 는 노인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유행되고 있다.[8] 

  2.3 중국전통 보드게임 발전사

4천여 년 부터 국에는 이미 통 인 보드게임이 

있었으며 지 까지 곧 유행해 오고 있다. 국 통 보

드게임은 범 하게 유행해 세계 각국 범  내에서 나

름 로의 게임 규칙이 만들어졌다. 다음은 재 유행하

고 있는 보드게임에 해 구체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3.1 바둑

바둑은 4천여 년  국 요제*(尧帝)시기에서부터 비

롯되었으며, 지  유행하는 말로 표 하면 최 의 보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상고시기 설 에 ‘여와*씨가 

사람을 만들고 복희*가 기를 만들었다’(女娲造人,伏羲做
棋)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란 바로 

바둑을 말한다. 바둑은 국 통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아주 소 한 보물이며 국인들의 지혜를 나타내는 

게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은  ‘ 기서화’ (琴

棋书画)라는 말로 한 사람의 재능과 교양을 표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바둑을 말한다.[3]

         

[Fig. 2] Weichi 

설에 의하면 상고시기에 요제(尧帝)는 벌써 돌을 깎

아 바둑을 만들어 백성, 군사, 산천을 다스리는 지혜를 바

둑게임에 반 하여 그 자식에게 수했다고 하는데 이것

이 형식화된 최 의 바둑이다. 후에 바둑은 민간에서 크

게 유행하기 시작했고 한 바둑과 련되는 고사성어들

이 나오기 시작했다. 를 들면 한 사람의 우유부단함을 

표 할 때 ‘거기부정’(举棋不定,바둑알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어떻게 갈 지를 결정하지 못한 다는 뜻)이라는 말

로 표 했고, ‘기 수’( 棋逢对手)라는 말로 방의 기

술이 엇비슷함을 표 했다. 이것은 바둑게임이 그때 당

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즐길 수 있었던 게임형식으로 발

했음을 말해 다.

2.3.2 중국 장기

국장기는 국시 에 정식 문헌에 기재된 바 있다. 

최 의 장기는 상아로 만들었으며 귀족층에서만 유행했

다. 당나라 이후  ‘장, 말, 차, 졸’등의 병종이 생겨나게 되

었고, 후에 바둑을 본 따 64개 네모칸을 90개의 으로 

장기 에 변화를 주었다. 

 

[Fig. 3] Chinese Chess

송나라에 이르러 화약의 발명으로 장기에 ‘포’가 생겼

고  ‘사’ ‘상’의 개수가 증가하 다. 장기 도 장기의 발

원지에서 일어났던 한(楚汉) 쟁을 기념해 하한계

(楚河汉界)를 그려 넣었다. [4]

2.3.3 마장

마장은 지 으로부터 100여 년 인 청나라 말기에 유

행하기 시작해 국으로 보 되었다. 처음에는 창고에 

보 된 양곡을 하는 참새를 잡기 해 참  패쪽에 

잡은 참새 수를 기록해 포상했는데, 이것이 최 의 마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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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hjong

마장은 특별한 게임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재미와 

지혜, 겨루기 등을 집합한 운동이라고 할 있다. 그 매력

은 내용이 풍부하고 유구한 동방문화 특징을 내포하고 

있어 국 통문화 보고의 한 요한 구성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5]

 

2.4 중국과 외국 전통 보드게임대한 비교

2.3 에서 설명한 국제 으로 유명한 국보드게임들

을 제외하고도 다른 유명한 보드게임이 존재한다. 본 

에서는 이들과 국외 유명 통보드게임을 비교하고자 한

다. 

2.4.1 화용도(华容道)

화용도(华容道)게임은 유명한 삼국사기에서 유래되었

다.  ‘조조는 쟁에서 패하고 뒤에 복병의 추격을 받자하

는 수 없이 험하기 그지없는 화용도를 통해 도망을 쳤다.’ 

화용도의 게임방법은 4*5네모칸 내에서 유 는 네모 쪽

을 이동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조조 네

모 쪽을 맨 하단으로 옮기는 것이다. 

[Fig. 5] Huarong road(华容道)

  화용도(华容道)는 수학게임으로서 사람의 두뇌를 

단련시키며 두뇌를 보다 활발해지게 한다. 화용도가 탄

생되어 80여 년이 지나면서 세계 각지에는 천만 종에 달

하는 화용도 게임이 나왔으며 동시에 화용도와 유사한 

게임도 많이 나왔다. 를 들면 “PUSHER”이다. 화용도

는 다양한 변화와 백번 놀아도 질리지 않는 특성으로 루

빅큐 , 다이아몬드기(钻石棋)와 함께 지력게임의 3개 불

가사의 게임으로 불리고 있다.[6]

2.4.2 루빅큐브

루빅큐 는 1974년 헝가리에서 발명되어 기에는 학

생들의 사유능력 개발 교육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후에 

량 생산되어 차 보편화되었다. 지 까지 각양각색의 

루빅큐 가 탄생했으며 화용도와 같이 혼자서 할 수 있

는 게임이다.[9]  

[Fig. 6] Rubik's cube

2.4.3 UNO!

UNO!는 1971년 미국에서 탄생했으며 지 까지 수십 

년간의 발 을 거쳐 재 세계 으로 가장 재미있는 화

투놀이로 꼽히고 있다. 특징은 간단하면서 재미가 있어 

각 연령층에 합하면서도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게임이라 

몰입감도 상당하다. 상호간 사고력을 겨루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Fig. 7] 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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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서 볼 때 UNO！는 재 국 은 층에서 인

기가 높으며, 2011년 국 보드게임 인기 랭킹에서 2 에 

랭크 된 게임이다. 가벼운 게임 분 기,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고 간단하면서 배우기 쉬운 게임방법, 단순하면서 

수려한 외형 디자인, 이것이 은 층을 끄는 기본 요소라

고 할 수 있다.[7]

3. 중국전통 보드게임 개선방안

국에는 국 장기, 바둑, 마작 등의 3  통 보드게

임이 있다. 바둑은 게임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한 에 소

요되는 시간이 비교  긴 단 이 있다. 그러나 바둑과 비

슷하지만 조  다른 게임방식을 가진 오목기(五子棋)는 

이와 같은 단 을 피해 쉽고 간단하게 놀 수 있어 많은 

유 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마작은 국 각 지방마다 두

는 방법이 다를 정도로 다양한 규칙이 있다. 사람 수가 

으면 심지어 두 사람도 놀 수 있다. 장기는 수천 년 간

의 발 을 거치면서도  변화하지 않았는데, 재 

은이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을 비교해보면 화려한 화

면, 캐릭터의 다양한 기능, 원 간의 력 등의 특징이 

인기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같은 방면에서 통 보드게

임에 해 개량을 할 수 있다. 본 에서는 국 장기의 

게임방법에 해 담하게 개량 구상을 해 본다.

3.1 사람 수의 개량

국장기는 두 사람이 항하는 통게임으로서 게임

을 하는 두 사람이 장기  양쪽에 갈라 앉는다. 항의 

치열한 정도를 증가시키기 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면 원 간 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3.1.1 삼국 장기

삼국시기에는 삼국이 천하를 3분하여 다스렸다. 우리

는 이와 같은 장면을 장기에 반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을 보자. 장기 에 녹색의 장기를 추가해 원래 두 사람이 

놀던 것을 세 사람이 놀 수 있는 게임으로 변형시켰다. 

정상 인 장기게임과 다른 것은 그  두 사람이 동맹을 

맺어 다른 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좌측에 

있는 황색 장기 쪽은 립을 지키며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지만 임의의 양방과 동맹을 맺고 나면 이 황색장기는 

고립된 사람이 조작권한을 가지게 되며 연합군을 공격할 

수 있다. 

[Fig. 8] Among the three countries Chinese Chess

동맹은 한 라운드에서 한번만 가능하며, 합리 으로 

결맹하고  합리 으로 술을 구사하는 것이 승부의 

건이다. 통 장기와 다른 것은 제3자가 개입했기 때문

에 유 간의 상호 교류가 많아 졌고  술도 다양해 졌

다는 것이다.[10]

3.1.2 네 사람 장기

온라인 게임이 은이들을 유혹하는 이유 의 하나

가 워크 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을 장기에도 

도입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보자. 원래 두 사람이 놀던 

장기 을 네 쪽으로 나 었다. 네 사람이 두 이 되어 

한 사람은 공격하고 한 사람은 수비를 맡게 된다. 

[Fig. 9] Four people Chinese Chess

유 들은 반 인 국면을 고려하는 생각과 양호한 

워크 의식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 수의 증가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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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발해져 더 이상 통 장기처럼 두 사람이 묵묵히 노

는 장기가 아니다. 

 다른 게임 방법은 두 장의 보통 장기 을 하나로 

붙여서 두 사람이 한 장의 지도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데, 

이 때 다른 지도로 가면 안 된다. 한 장의 지도에서 승부

가 가려지면 패자의  장기 쪽을 부 철 수 한다. 승자는 

자신의 나머지 장기 쪽을 가지고 다른 지도의 아군을 지

원하며 이때 두 장의 지도 어느 치든 갈 수 있다. 

[Fig. 10] Four people Chinese chess 2

물론 네 사람이 각자 진 을 지키면서 놀 수 도 있다. 

한 지도의 승자가 다른 지도의 승자와 겨루기를 할 수 있다. 

3.2 장기판의 개량

통의 국 장기 은 정방형으로서 말은 직선으로 

갈 수 있다. 그 다면 게임성에 향을 주지 않는 제하

에서 장기 에 해 당한 개량을 할 수 있다.

3.2.1 육각형 장기판

3.1.1에서 거론된 삼국장기도 다른 장기 이 있다. 아

래의 그림을 보자. 장기 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장기 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가운 데 간 지

는 강을 설치해 거리를 두었다. 는 통 장기의 장방

형 모양으로 만들 수 도 있으나 간 지 가 무 커서 

노선이 복잡해 질 수 있다.[11] 

   

[Fig. 11] Hexagonal image board

3.2.2 둥근 장기 판

2011년 유럽 바둑 회에서 선 보 던 둥근 모양의 바

둑 인데 장기에서도 같이 용될 수 있다.[12]

[Fig. 12] Circular image board

물론 장기 의 개량으로 노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

지만, 게임방법을 개량하지 않고 장기 만 복잡하게 하

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3.3 게임 방법의 개량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의 기능설계는 온라인게

임의 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은 국 장기에도 같

이 용할 수 있다.

3.3.1 기능 장기

[Fig. 13] Skill in Chess

의 그림을 보자. 통 장기 의 병(졸)은 한 번에 한 

칸 밖에 갈 수 없으며 후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졸이 두 

쪽을 먹고 나면 ‘ ’（官）으로 변해 후진 할 수 있다. 이

게 되면 술이 다양해지고 ‘졸’이나 ‘상’과 같이 평소

에 별 쓸모가 없던 것이 능력이 강해져 게임 리듬이 빨라

지게 된다. 

는 죽었던 수를 일종의 방식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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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아래 그림을 보자. 죽었던 ‘차’를 5장의 카드 

맨 오른 쪽에 놓았다가 한 수를 포기하는 가로 좌측으

로 한 자리 옮길 수 있다. 이 게 5자리를 옮기고 하면 다

시 되 살아 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섯 수를 포기하는 

가로 되 살아 나는 것이다.   

[Fig. 14] Skill in chess 2

3.3.2 용장기

용장기 게임방법은 체스를 참조하 고  사선으로 

갈 수 있는 ‘용’과 두 칸을 갈 수 있는 ‘호’를 추가했으며 

 병종이나 가는 방법이 통의 국 장기보다 다양하

다.[13] 

[Fig. 15] Dragon Chess

3.4 장기와 기타 게임의 융합

통의 국장기는 게임방법이 간단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기타 통 보드

게임에 목되어 새로운 보드게임으로 될 수 있다. 

3.4.1 마작장기

마작장기의 게임방법은 마작과 비슷하나 장기 쪽을 

사용했기에 휴 가 간편하고 패를 섞기가 쉽다. 마작과 

비교하면 장기알 수를 기에 게임방법도 간단해졌고 

리듬이 빨라져 두 사람이 놀기에 합하다. 

[Fig. 16] Mahjong Chess

3.4.2 장님장기

홍콩지역에서 많이 유행하며  큰 시합도 있었다. 장

님장기의 구도는 국 통 장기와 일치하나 장기 쪽을 

거꾸로 놓는 것이 군기(军棋)와 같다. 장기 쪽이 번져지

면 그 치에 따라 역할이 정해진다. 를 들면 ‘말’의 

치에서 번져지면 ‘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번져지고 나면 

원래 방법 로 간다.    

[Fig. 17] Dark chess

4. 결 론 

국 통 보드게임은 게임문화로서 이미 천 년을 유

지해 오늘에 왔다. 그런데 재 은 층에서 차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통 게임문화가 이 게 몰락해 가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훌륭한 보드게임 창작에 필요한 창작소재를 보면, 

국 5천년의 역사문화에서 그 소재를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 은 층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

어, 심사항도 새로운 게임소재가 될 수 있다. 게임방법

을 도, 수천가지가 넘는 민간 게임의 좋은 참고가치가 

될 수 있다.유 인구를 도, 국은 1.2억의 방 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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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가지고  있다. 게임개발업체 차원에서 보면, 합

한 경 방법은 거 한 게임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게임방법은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강

한 문화 인 배경 는 장면감이 있는 즐겁고 재미있는 

보드게임이 향후 유행추세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통의 보드게임 개량방안에 해 분석을 

한 것이다. 향후 과제는 어떻게 이와 같은 개량 시킨 

통게임을 은이들에게 를 시키느냐는 것이다. 한 

여러 가지 제시된 방안 에 제기된 개량게임의 게임성

이나 형평성에 한 다양한 테스트와 조정이 필요할 것

이다. 한마디로, 통 게임문화는 은이들이 계승해 가

야하며, 계속 유지 발달되어야 할 부분은 유지 발달하고, 

수구 인 부분은 개량하여 계속 유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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