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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요 

“들녘장기”는 기본적으로 네트웍을  통해  들녘장기를  둘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사

용자는  인터넷상의  하나의  노드로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반면  들녘장기는  네트웍  상

의 서버를  요구치는  않는다. 사용자는 직접  1:1 통신을 한다 . 그러나 , 둘  중  하나는 서버  

모드가 되어야 한다. 서버 모드라는 건 글로벌한 서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말  그대로 서버  모드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  모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 

서로 연결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모드가  된 프로그램이 서버 모드가  된 프로그램으로 접

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접속이  되면 둘은 게임과  채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 그러나, 서

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  협약해서  누가 서버  모드가 되고  누가  클라이언트  모드가  되

어야 한다는 것을 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어디에 서버 모드가  

있는지  알  수  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버  모드가 되어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을  것이

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전적으로 Grobal server 에 의존한다. 이 서버는 적어도 어디 어

디에 서버 모드의 “들녁장기”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그런 서버를  

만드는 데 대한 가장 큰  장애는 구현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서비스를  유지시킬  

것 인지이다. 서비스 내용은 기능이  단순하기에  간단한 PC 로도  충분히 서비스  할 수 있

다. T1급  정도의  LAN 에 물려있는 컴퓨터라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실 지금  나의  

컴퓨터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 문제는 늘켜둘 수가 없고 워드나 TV 보기 등등의  다른  

사용도  해야  한다. 가끔은  reboot 해야  하는  돌발  상황도  있다 . 이런  이유로  이  컴퓨터가  

서버가 되면 매우 불안한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들녘장기”에서 사용하는 장기는 한국 전통 장기는 아니다. 그것은 순수 창작물이다 . 그것

의 명칭은 들녘 장기이며 , 그 속에 있는 기물의 이름과 행동 규칙은 들녘에 살고 있는 생

명체로부터 따왔다. 게임의 목적은 상대방의  나무를  점령하는 것이다. 상대방 “나무”를 사

로 잡으면 이기는  것이다. Oak(참나무)과  Fir(전나무)의 두 나무가  들녘에 대한 소유권  쟁

탈전을 벌인다.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영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에서 “들녘장기”는 프로그램 명칭이었고, 들녘장기는 새로운 규칙의  장기를 말하는 것

이었다. 이 다음부터는 따옴표를 사용치 않는다, 문맥을 봐서 구분하기를 바란다. 

 

현재 공개되는 버전은 미완성 버전임.  

사용자의 의견을 듣기위해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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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정보 

 

프로그램명 들녘장기(Dlyouk Janggi) 
Build version 1.0.0 (불완전 버전) 
문서 버전 19991209 

쟝르 Board Game + Network Chatting 

만든이 김태훈(Taehoon Kim) 
Home page http://dcslab.snu.sc.kr/~nirsys 

E-mail nirsys@dcslab.snu.ac.kr , Xiros@hotmail.com 
현 소속 서울대학교 분산 컴퓨팅 시스템 연구실 

Idea & 설계 1997 ~ 1999 

1 차 완료 1997/12/XX, Interface & Body 

2 차 완료 1999/5/XX, Delphi 4 Porting & Network play 

OS 요구 Windows 9X, Windows NT 
Internet TCP/IP protocol  Network 요구 
Modem real PPP 접속 
CPU Pentium 90MHz 이상 

32M 1 개의 들녘장기를 띄울 수 있음 
64M(권장) 2~3 개의 들녘장기를 띄울 수 있음 

각각의 들녘장기는 독립적으로 돌아감 

Memory 

128M 4~5 개의 들녘장기를 띄울 수 있음 
800*600 들녘장기의 기본 크기 
1024*768 채팅 창 등의 기타 창들을  띄워둘  수 있는  크

기 

해상도 

1600*1280 4 개의 들녘장기를 띄울 수 있는 크기 
그래픽 카드 3D 가속을 지원하지 않아도 됨 

Hardware 요구 

들녘장기는 그래픽 루틴의 거의 대부분 델파이의 Timage Component 에 의
존하기 때문에 시스템 메모리 리소스를 많이 차지함. 

개발 도구 델파이 4 C/S  
배포 범위와 저

작권 
저작권은  김태훈에게 있으며  상업적 의도가 아니한 김태훈의 허락없이 그
리고 제한없이 자유로이 사용/배포 가능 
들녘장기의 모든 Idea 는 공유 가능 
인공 지능 현재는 없음 
기물 Glyph Glyph (그림 문자) 대신 보다 입체적인 캐릭터로. 

나아가서  장기판을  포함 모든  인터페이스를 3 차원으

로. 
Rotation 과 Scaling 이 가능케 

들녘 장기 Network 들녘장기 metaplay 와 통합을 위한 글로벌 서버 개발

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Battle.net 같은 것) 
대국 History 관리 기보와 전적 관리 
Database 1. 각 기보를 Database로 만들고 기보 서비스를 함 

2. 초기 정석 최적화에 이용 
Roleplaying 과의  결
합 

Roleplaying 의 장점(캐릭터  성장  개념)을  도입해서  승
리에 대한 기쁨을 고취시킨다. 

Future work 

Cyber World Cyber Tournament 와 Cyber money 개념 도입, 
게임을 위한 하나의 가상 세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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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들녘장기 기물의 표준 행동 규칙 

 

표준 규칙(Standard Rule) 
Unit 규칙 Special Ability Object Property 

Icon 이름 이동 잡기 얼림 은폐 발견 얼림 은폐 번개 

 

나무 

1 1 

2 1 3  Y Y 

 

번개 

1,  
나무옆 1 

1, 
얼린 unit 

  1 Y Y  

 

잠자리 

inf 1 

   Y Y Y 

 

물방개 

1 inf 

   Y Y Y 

 

메뚜기 

  

   Y Y Y 

 

말벌 

inf inf 

   Y Y Y 

 

바람 

2 2 

  2    

 

구름 

2 

Inability  1     

 

거미 

2 2 

1    Y Y 

 

눈 

2 

Inability 2      

 

개미 

1 1 

   Y Y Y 

 

왕개미 

inf inf 

2 @ Inf Y Y Y 

 
이동 : 기물의 위치 이동 
잡기 : 이동하기 전에 이동할 자리에 있는 기물을 사로잡음 
얼림 : 영향권에 내에 있는 적의 기물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됨 
은폐 : 영향권에 내에 있는 아군의 기물을 적이 사로 잡을 수 없음 
발견 : 영향권에 내에 있는 적의 은폐 효력을 없앰 
번개 : 번개가 이 기물을 사로 잡을 수 있음 
ℵ 은폐와 얼림, 발견의 영향력이 동시에 미치는 곳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논리가 없음. 
누적 영향력과 우선 순위 영향력을 적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고민 중. 불완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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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aplay 

 

한 판의 대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Server side(Room manager) Client side(guest) 
[Step 1] 
적어도 하나의  들녘  장기는 Sever mode 로  
가야 한다 . 이렇게 서버가 되는 들녘 장기

는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Broadcast
한다.  [그림 1]과 같이  Server mode 로 가는  
메뉴를 선택한다. 

 

[Step 2] 
그러면, [그림 2]와 같은 창이 뜬다. 
이 상태에서  다른 들녘  장기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Step 3] 
Server 로 접속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클
라이언트 모드 메뉴를 선택한다.  

 [Step 4] 
위 메뉴를 선택하여 [그림 4]와 같은  
InputBox 가 뜨면, Server 의 IP 주소를 입력

한다. 물론  Server 의 IP 주소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한번 사용되었던  IP 주소는  Dlyouk.ini file 에  
저장되어  있어 Combo list 뜨며 , 이를 통해  
선택할 수도 있다. 

[Step 5] 
Client 로부터  접속이  이루어지면,  [그림 5]와  
같이 IP 주소  리스트창에  그  IP 가  등장한

다. 
이렇게  IP 가  등록되면 , 채팅이  가능해진다.  
메뉴에서  채팅 창 보이기를 선택하면 채팅  
창이 뜰 것이다. 

 

 [Step 6]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림 6]과 같이  메
뉴의 Enable 구성이 달라진다. 이 상태는  
Client Free 모드이며, 이  모드에서  게임 신청

을 할 수 있다. 
또한, 접속이 되었으므로 채팅이 가능하다. 
채팅창 보이기를 선택하면 된다. 

 [Step 7] 
게임 신청을  하면  [그림 7]과  같이  게임  설
정 Dialog Box가 뜬다. 
UnitTime 은 초읽기  시간을 의미한다. 단위

는 초이고, 게임 중에 이 시간을 초과하면, 
Exceed Number가 1 증가한다. 
#Exceed 는 총 Exceed 수를 의미하며, 게임  
중 이 수를 초과하면, 패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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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act 는 물를  수  있는  최대수를  의미한

다.  
무르기는  상방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게이머의 권리로 주어진다. 게이머는 동의  
없이 무를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 무르기는 구현되지 않았다) 

[Step 8] 
게임 요청자의 설정이 왼쪽 리스트 창([그림

8])이 등록된다. 요청된 여러 게임에  대해서  
하나를 골라 더블 클릭한다. 

 

[Step 9] 
왼쪽 리스트 창([그림 9])에서 마음에 드는  
설정 상태를 고르면, 게임이 형성된다. 
맨 끝의 수들은 unique 한 ID 번호이며 , 사
용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이것은 내부  
시스템적으로만 사용되어진다.  

 

 [Step 10] 
게임이 형성되면 , [그림 10]과 같이 시작을  
알리는 Box가 뜬다. 

 
ℵ mataplat 란 하나의 대국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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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taplay Figure 

 

메타플레이 그림들(Metaplay Figure) 
Server side Client side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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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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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끝내기 
나무를 잡지 않아도 기권이나 계가를 선택하면 임의로 게임을 끝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Surrender 메뉴를 선택하면, 기권패가 된다. 
 

 
 
계가(점수 계산)를 하고 싶을 때는 Scoring 을 선택하면 된다. 
단, 50 수 이상 두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 11 - 

5 . 게임을 제대로 하기위한 최소한의 네트워크 지식 

 

5-1. 패킷망, IP address, 라우터, 게이트웨이, 서브넷, 서브넷 마스크 

Packet 망에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우체국을 통해 편지를 전송하는 것과 비

슷하다.  

편지 겉봉투에는  받는 곳의 주소와 보내는 주소가 쓰여져 있고, 편지 봉투 내부에는  실제

적인 메시지를 담은 편지지가 들어 있다 . 이것을 우체통에 넣으면 하루에 두번 쯤 (즉, 주

기적으로) 우체부 아저씨가 그것을 우체국으로 가져간다 .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편지들을  

가야할 해당 우체국 별로 따로 모은 뒤 하루에 수시로 그 쪽으로 보낸다 . 그 다음 해당  

우체국에 도착한 편지는 우체부 아저씨에 의해 수신자에게 보내어진다.  

패킷망에서 패킷은  편지에  해당되고, 패킷 속에는  IP 주소와  Payload Data 가  들어 있다. 그

리고, 팻킷망에는 우체국에 대응되는 라우터라는 게 있다. 또, 모든 집들이 고유한 주소를  

가지듯이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은 중복되지않는(unique)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  

라우터는 길 찾기과 패킷 전달을 행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보낸 편지가 우리 마을  우체

국에 먼저 가듯이 나의 컴퓨터에서 보낸 패킷이 최초로 가야할 라우터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gateway 라 부른다. 우리는 최소한 게이트웨이를 거쳐 패킷을 보내고 받고 한다.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에 딸려있는  PC 들은 하나의  서브넷을  구성하게 된다. 즉, 같은  서

브넷에 속하는 컴퓨터들은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서브넷(subnet)을 구성하는  이유는 게이트웨이  부하(load)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보통 256

개의 IP 주소들이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공유한다. 그러나 , 패킷  전송량이 많다면 , 그  주소

들을 몇 개의 그룹(서브넷)으로 나눠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브넷으로 나누는 데는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한다.  

서브넷  마스크가  만약  255.255.255.0 이면, X.Y.Z.1에서 X.Y.Z.255 까지의  IP 주소들이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그 IP 들 중 하나가  게이트웨이의 IP 이며  

보통은  X.Y.Z.1 을  게이트웨이 IP 주소로  사용한다 . 여기서  X 는  임의의 값이  아니라 클래

스로 구분되어지는 값이다. 좀 전문적이라 다음 내용은 생략해도 무관하다. 

X,Y,Z 의  변수대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147.46.59.1 에서  147.46.59.255 까지의  IP 들이  

게이트웨이 147.46.59.1 을  사용한다면 , 그들은  모두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0 일  것이

다. 그런데 , 만약  147.46.59.1 과  147.46.59.255 사이에서 홀수  IP 들은  게이트웨이 IP 로  

147.46.59.1 로  사용하고 짝수  IP 들은  게이트웨이 IP 로  147.46.59.2 로 사용하겠다면 , 모두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1 로  지정해야한다. 이것이 마지막  1 이  가지는 의미인 것이다 . 

서브넷  마스크는  비트와 연관이  있다. 255는  이진수로  11111111이다 . 서브넷  마스크에서  1

의 의미는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255 는  모두  1 이니  완전히  같아야 함을  의미하고 , 마지

막의 1 은  이진수로  00000001 이니  마지막 비트만  같으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  비트가 0 이

면 그  수는 짝수이고 1 이면 그 수는  홀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서브넷  마스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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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10000000 이라면, 10000000 보다 큰  수와  그보다  작은 수로  나눠질  것이다. 01000000

라면 좀 쉽게는  짐작이  안가지만  2 종류로 나눠짐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 물론  01100000 와

같이 나눌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서브넷이 4 가지로  나눠질  것이다. 이진수 내에  1 의  비트

가 3 개면 8 개로 나눠지고, 4 개면 16 개로 나눠질 것이다.  

 

5-2. 집에서 네트워크 환경 꾸미기 

집에 PC 가  두대  이상 있다면 , 지역적인(Local area) 네트워크를  구성해볼만하다 . 우선  허브

와 랜카드  2 개, 그리고, LAN cable, Rh45 connector와 Rj45 Tool이  있어야 하나  용산에  가면  

LAN cable 에  Rj45 connector를 붙여서  파니까  길이에 맞게  구입하면  된다 . 허브는 5 포트짜

리 값싼 걸로  산다 . 랜카드도 적당한  걸  산다. (Plug an Play 되고 PCI 용을  사면 좋을  것이

다. PCI 용은 CPU 점유율이 20%밖에 안된다 .)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Software Drive 까지 설치하고, TCP/IP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한다.  

랜카드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네트워크라는 ICON 이 반드시 보여진다.  

이 아이콘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면  네트웍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다. 이제 TCP/IP 환경을 구성해본다. 

네트워크  icon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고 , 거기서  “등록

정보”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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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TCP/IP 프로토콜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목록에 보이지 않을  것

이다. 위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프로토콜을 누르고, 추가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아래 화면이 뜬다. 

최초에는 Banyan 에 커서가 있을 것이다. 마우스로 Microsoft 를 클릭해서 

Microsoft TCP/IP 를 선택한다.  

설치가 되고 나면, 

네트웍 화면에 TCP/IP 항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아래처럼 (다음 페이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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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 환경을 설정하기위해 위 그림에서처럼 커서를 두고 “등록정보” 버튼을 누른다. 

 

지역적인  환경이므로 DNS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고 , 또한 게이트웨이가 있을리 만무하

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넣을 필요가 없다. IP 주소만 바로 넣으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게이트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주소로 패킷이  전달되는 이유는  

Hub 는 하나의  정보를 다른  노드에게  Broadcasting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 하나

의 컴퓨터에서 어느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는  그  허브에 맞물려있는  모든 PC 로  전달된다 . 

허브는 바로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기이다. 그러나 , 노드가 많이  달리면, 이것의 비효율

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 그런데 , 대비해서  스위칭 허브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다 .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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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는 아래처럼 넣으면 된다. 

 

다른 컴퓨터에는 IP 에 111.112.111.7 로 넣으면 될 것이다. 

주의할  것은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0 이기  때문에  앞의  세  숫자 111.112.111 은  같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IP 를 맘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서브넷 마스크는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실재로 Local area 에서 확인해보았음) 

문제 없이 사용 할려면,  

앞의 세 자리를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255.255.255.0 로 지정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IP 들은 특수 목적용이다. 무난한 사용을 위해 147.46.X.X 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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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PP 접속 

집에 LAN 이  설치된  경우는 아주  드물  것이다. 보통 랜은  게임방이나  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나, 집에서도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붙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 이

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PPP 서비스이다 . PPP 접속을 하면, 동적으로  자신에게  IP 가 부여된

다. 여기서 동적이라 함은  접속할때마다 다른 IP 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이다 . 그래서, 가끔

을 내가 할당받은 IP 를  알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 그럴때는 winipcfg.exe 를  실행(시작à실

행àwinipcfg.exe) 해보면 알 수 있다. 실행하면 아래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PPP 서비스는 일반 통신 서비스 업체에서 대체로 지원해준다. 네츠고, 유니텔 신비로등등 

PPP 를 서비스를 할려면, 전화 접속 네트워킹을 설치해야 한다.  

제어판에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통해 설치를 한다. 

설치하고 나면, TCP/IP 전화접속 어댑터가 보여진다. 

그리고, PPP 접속을 하고 나면, 게이트웨이나 IP 등이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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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의 컴퓨터 확인 Tab 

  

 

두 컴퓨터가 모두 MKFamily 라면 네트워크 아이콘을  눌렀을 때  두 컴퓨터  모두  보일 것

이다. 이렇게 보일 것이다. 

 

각 컴퓨터에 공유를 지정 해두었으면 , 상대 컴퓨터 폴더를 마치  나의 폴더처럼 사용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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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네트워크의 액세스 제어 Tab 

 

 

위와 같이  공유  액세스  제어로  선택하면, 그  폴더에  대해서 하나의  Read 또는  Read/write 

암호를 설정한다. 반면 사용자 액세스 제어로  선택하면 사용자 마다 달리 옵션을 둘 수  

있다. 그리고 , 아래 부분의  에디터에 NT 서버명을  넣어야 한다 . 즉 , NT 서버의 지원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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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metalpay이외의 각 메뉴 역할 

생략,  

충분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버그로 간주됨. 

보고 바람. 

 

7 .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에 연관된 모든 문의와 새로운 생각 등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들녘장기를 위해 그림 그려주실 용의가 있으신 분은 더욱더 환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Character Design 잘하시는 분 더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