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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보급과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관련 연구는 IT분야의 중요한 연구과제중 하나가 되

었다. 게임을 비롯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어플리게이션이 개발될 것이다. 기
존의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소재로 한 어플리케이션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중 하나인 고누를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개발하였다. 고누는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중 하나이다.  고누와 같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플리게이션이 개발되어 스마트폰환경에서도 우리나라 문

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s smartphones have become widely used, topics of smartphone become a hot research subject in IT technologies. 
Many application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smartphone and the application market has become more and more 
increasing. However here are few studies or application developments on Korea's traditional games. In this paper we 
developed Korea’s traditional board game Gonu. People who are young or old can play the game. We expect that many 
applications which related with Korean culture are developed on the smartphone environment.

키워드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고누, 전통놀이  

Key word :  Android, Smartphone, Gonu, Traditional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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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부

터 정보통신분야의 연구와 개발은 급속하게 변화 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주로 젊은 20대와 30대 

계층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연령대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기존의 휴대폰을 스마트폰이 대

신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될 만큼 누구나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애플

에서 최신의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보급이 예상되고 있다[1-3].
 

    

그림 1. 최근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와 아이폰

Fig. 1 Recently released Smartphone

스마트폰은 기존휴대전화가 가지고 있던 음성통화

와 간단한 문자 위주의 기능을 훨씬 뛰어 넘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 PC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

가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속하여 웹 검색은 물론 다양한 업무 처리 

뿐 만 아니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고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기

존의 개인용 컴퓨터 위주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모바

일 기기환경으로 변화가 당연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4]. 
스마트폰 관련 연구와 개발 중 게임이 한 분야를 이

루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게임을 설치하고 

즐기고 있다. 기존의 많은 게임 중 연령대에 상관없이 

즐기고 있는 보드게임중 하나가 오목이나 장기와 같이 

우리와 친숙한 게임은 많은 종류가 개발되어 마켓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게임은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찾아보기 힘

든 형편이다[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의 전통게임중 하나인 고누놀

이를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개발 개발하였다. 고누놀이

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불과 몇

십 년전 까지 어린이들이 즐겼던 게임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젊은 층이나 어린이에

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게임을 연령대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Ⅱ. 관련연구

고누놀이는 10세기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놀이

로 우리의 선조들이 가장 많이 즐기던 놀이의 하나로 

추측되고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으로 유명한 전

라도 담양에 있는 소쇄원의 마루에도 고누판이 그려져 

있어 우리선조들이 즐겼던 놀이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
누는 고노다의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꼬눈다의 말에서 

고누가 유래되어 놀이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꼬나

보다에서 고누라는 놀이의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추측

되고 있다[6]. 

    

그림 2. 최근 민화속의 고누놀이(좌: 김홍도 우: 김용환)
Fig. 2 Gonu in the folk painting(left: Kim hongdo, right: 
Kim youngwhan)

놀이 방법은 땅이나 종이 위에 말판을 그리고 각자 

위치에 말을 놓는다. 공격 순서를 정하고 각각 선을 따

라서 한 번에 한 칸씩 말을 움직일 수 있다. 말을 번갈아 

두다가 상대편 말을 잡거나 가두어서 움직이지 못하도

록 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놀이이다. 
고누와 유사한 게임을 오목을 들 수 있다. 오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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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연령층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으로 

오목은 바둑판 선상에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쪽으로

나 먼저 5개를 나란히 놓는 사람이 이기는 단순한 규칙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놀이 중의 하나이다. 단
순한 규칙으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현

재 오목을 주제로 한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상당수 존재

하고 있다. 
한편 고누놀이는 우리나라 전통놀이로 많은 조상들

이 즐겼던 놀이이나 최근 에는 잊혀져가는 전통놀이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유산을 계승하는 것을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IT기술을 통해 많은 국내의 사용

자와 다른 나라 사용자에게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놀이의 방법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오목과 비슷하지 않

은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고누놀이는 방법과 규

칙이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으며 또 다른 게임 개발의 

좋은 소재로도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고누 시스템 설계

본장에서는 고누놀이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 구조

를 설명하고 레이아웃 구조와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3.1. 시스템 구조

고누놀이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개발되었으며, 개
발된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단말기로 2인이 게임을 하

여 승패를 결정하는 보드게임이다. 시스템은 화면에 보

여 지는 인터페이스 부분과 놀이의 동작을 담당하는 안

드로이드 기반의 고누놀이 시스템으로 나누어볼 수 있

다. 유저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우물고누, 넉줄고누, 호
박고누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고누놀이 시스

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놀이가 진행된다. 전체적인 시

스템 구조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고누놀이의 인터페이스는 여러 레이아웃과 버튼, 

텍스트뷰로 구성하였으며,  레이아웃은 안드로이드 뷰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 이며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을 

포함할 수 있고 버튼과 텍스트뷰의 상대적인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레이아웃과 버튼에는 배

경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고 텍스트뷰로 문자를 출력

한다. 안드로이드의 인터페이스의 소스는 XML로 개발 

되어있다[7]. 

그림 3. 시스템구조도 

Fig. 3 Proposed system framework

다음 그림은 안드로이드 기반 고누놀이 시스템의 세

부 동작을 나타낸다.

그림 4. 시스템 동작 구조도 

Fig. 4 Proposed system operation framework

고누놀이의 말은 버튼으로 구성하였고 흑색말, 백색

말, 빈공의 이미지를 적용 하였다. 버튼은 사용자가 터

치하여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리스너가 이를 감지하여 

그 버튼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한다. 리스너는 이벤트

가 발생하면 객체로부터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통지받

는 객체이다. 말이 선택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상태를 

알 수 있게 하기위해 선택된 말, 즉 선택된 버튼의 이미

지를 자바코드에서 백그라운드를 이용해 교체한다. 말
이 이동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된 버튼의 이미

지와 이동된 빈공간의 이미지가 교체 된다. 따라서 사용

자는 말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버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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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변화가 없고 이미지만 서로 교체 된 것이다. 이동 

가능한 위치와 승리 조건은 IF문을 이용해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말이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말이 선택되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의 경우의 수만큼 IF문을 나열하였

고 승리 조건 또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검사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승리조건에 만족하여 게임이 종료될 때 토스

트형태로 흑색 또는 백색이 승리했다는 문구를 출력하

여 사용자에게 알리고 동시에 다이얼로그를 출력하여 

놀이를 다시 진행하는지 종료하는지를 결정하게 한다. 
토스트는 화면에 잠깐 출력되고 사라지는 메시지 창이

고 다이얼로그는 작은 대화상자 이다. 승리조건에 만족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서가 변경된다. 

3.2. 액티비티 구조

고누놀이의 인터페이스는 안드로이드의 핵심 컴포

넌트중 하나인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고누

놀이의 액티비티는 하나의 자바코드와 XML로 된 하나

의 레이아웃이 더해져서 만들어지고 크게 다섯 가지 부

분, 메인, 게임선택, 고누놀이의 유래, 게임, 놀이 방법

으로 분류하였다. 액티비티는 스택형식으로 실행되어 

마지막에 실행된 액티비티가 화면상에 나타나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실행된 역순으로 나타난다. 다음 

그림은 액티비티의 연결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5. 액티비티 구조도 

Fig. 5 Framework of activity

스마트폰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개발의 개발은 화려

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PC게임과는 달

리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작은 화면에서 복잡함

을 없애고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다루기 쉽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조작을 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경 이미지를 최대한 보

여주고 단순함을 강조하기 위해 메인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아웃에서 대부분의 버튼을 투명하게 하였다. 단순

하다는 것은 구조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게임방법

을 게임 레이아웃에 연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임

을 진행하면서 규칙을 배울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

고 메인이나 게임 선택 레이아웃에서 규칙을 보게 할 

경우 게임 중에 메인이나 게임 선택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알고리즘

놀이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다. 따라서 알고

리즘 또한 쉽게 정의가 가능하다. 각 놀이에서 말이 놓

여 질수 있는 자리에 세로는 문자 A, B, C,…, 가로는 숫

자 1, 2, 3,…을 결합하여 가상의 좌표 값을 지정하고 이

를 변수로 선언하였다. 

그림 6. 잡아내기 알고리즘 

Fig. 6 Catch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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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고누의 경우 초기상태에서 버튼은 검정색과 흰

색이 두 개씩이고 말이 이동할 수 있는 빈공간은 하나

로 초기화 된다. 플레이 순서는 플레이어가 두 명이므

로 게임순서에 따라 홀수일 경우 검정색 순서이고 짝수

일 경우에는 흰색의 순서가 된다. 말의 이동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의 경우의 수를 판단하여 말이 이동하고 

승리 조건을 검사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각 놀이별로 말의 개수와 말판이 다르기 때문에 호박

고누는 검정색과 흰색 말이 각각 세 개, 빈공간은 다섯 

개로, 넉줄고누는 말이 4개씩, 그리고 빈공간은 여덟 개

로 초기화 된다. 플레이 순서는 우물고누와 같은 방식

으로 정해진다. 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위치 또한 우물

고누의 알고리즘과 같이 구해진다. 넉줄고누에서는 상

대방의 말을 잡아내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알고리즘이 추가 된다. 위 알고리즘은 말을 잡아내는 

알고리즘이며 자신의 말 사이에 상대방의 말이 존재할 

경우에 상대방의 말은 사라지고 카운트가 증가하게 된

다. 그리고 카운트가  먼저 3이 되면 승리한다.

Ⅳ. 구현 및 평가

본장에서는 구현된 결과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한 결과를 기술한다.

4.1. 구현

지금까지 보았던 개발 배경과 레이아웃, 알고리즘 등

을 바탕으로 하여 구현된 고누놀이를 실제 단말기에 설

치 후 실행하였다. 다음 그림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

면 처음 나타나는 메인화면과 놀이를 선택하는 화면, 
넉줄고누를 플레이하는 장면을 각각 보여준다.

메인화면에서 새로운 게임을 선택하고 원하는 고누

놀이를 선택하면 놀이가 시작 된다. 놀이에는 타이머가 

있는데 순서가 바뀔 때 마다 30초로 초기화 되고 10초
가 남았을 때는 경고음이, 시간이 모두 지나면 순서가 

강제로 변경된다. 놀이 중에 놀이 방법에 대해 알 수 있

고 메뉴를 터치하면 메뉴가 호출 된다. 놀이 방법을 보

거나 메뉴가 호출된 동안에는 타이머가 멈추도록 되어

있고 하단 중앙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을 터치할 경우 

사운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7. 실행화면 예   

Fig. 7 Example screen shot

4.2. 평가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만족도를 알아보고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고누놀이와 비

교대상은 고누놀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펀 

오목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스마트폰 사용자 20
명을 대상으로 고누놀이와 펀오목 어플리케이션을 사

용하게 한 뒤 실시하였다. 평가문항의 구성은 게임에 

대한 평가 3개문항, UI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2개문

항 고누놀이중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1점에서 5점까지로 5점만 점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다. 설문항목은 1. 이미 알고 있는 게임인가?, 2. 이 

게임에 흥미가 생기는가?, 3. 이 게임의 교육적 활용도

는 어느 정도인가?, 4. UI와 디자인은 사용하기 편리했

는가?, 5.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6. 
어떤 고누놀이가 가장 재미있는가? 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림 8. 설문조사 평가 결과  

Fig. 8 Result of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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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은 고누놀이와 오목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접하

기 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묻고 있다. 오목이 상대적으

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그만큼 대중화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전통놀이인 고누놀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

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라 2번 항목의 결

과는 접해보지 않은 놀이를 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흥

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목에 비교하

여 고누놀이 역시 보드게임으로써 충분한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3번 항목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

누놀이가 오목이나 다른 게임에 비해 교육적으로 충분

히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놀이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어플

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는 미세한 차이로 오목이 앞서 

있지만 고누놀이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그것들을 더 추

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

다. 4번, 5번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의 완성도가 

높게 평가 되었다. 6번 항목에서는 호박고누를 실험대

상자의 60%가 좋아 하였고, 넉줄 고누 40%로 조사되었

으며, 우물고누를 좋아하는 피 실험자는 없었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게임을 좋아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최근에 급속히 사용이 증가된 스마트폰 환

경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고누놀이를 개발하였

다.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기존의 휴대폰

을 대체하고 있으며, 연령대에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고 지속적

으로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게임은 중요한 개발

주제 중 하나이다. 
기존의 많은 게임이 주로 PC환경에서 개발된 것을 

스마트폰 환경에서 맞게 다시 개발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임 중에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스마

트폰 게임으로 개발한 것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중 하나인 고누를 개발함으로 써 향후 다양한 전

통놀이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IT의 최신기

술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전

통놀이를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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