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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MOG 게임은 온라인 서비스들 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
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증가로 인해 서버에 부하가 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
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효과 인 분할방법을 통하여 서버의 부하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방식은 많은 사용자들을 한 분산 게임서버에 효과 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 연구(R01-2006-000-10809-0)와 

산업자원부 지역 신인력양성사업의 연구결과물입니다.

1. 서론 

    세계 으로 MMO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 게임의 시장규모는 이미 PC게임, 비디오게임을 능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게임의 성장 추세는 지속될 

망이다 [4, 5, 6]. MMOG 게임의 성공요인을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Standalone형 게임에서 사

용자는 기획된 게임 패턴에 쉽게 응하게 되는 반면, 

MMOG 게임은 다수의 참여자들 간의 발생되는  다양성

(variety) 때문에  무한 의 게임 패턴을 갖게 된다. 둘째

로 온라인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

므로 MMOG 게임은 지속 인 확장성  유연성을 갖게 

된다. 셋째로 이용자와 개발자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

견교환을 통한 개발자의 의도가 아닌 실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게임으로 만들기 합하다. 그러나 최근 MMOG 

게임은 이  보다 넓은 가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보다 많

은 사용자를 처리해야 하는 게임으로 발  되어 가면서 

게임 서버에 한 부하를 가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이 의 방법에서는 가상공간의 크기

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여 분산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은 여러 가지 문제 을 가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율 인 분할 방식을 통

하여 서버의 부하를 낮추는 효과 인 분할 방식을 제안한

다. 게임서버의 분할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주요조

건들을 제시하고 최 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할방식은 다  로세스 방식에 

합하도록 설계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  2장에서 련연구에 해서 

알아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효율 인 MMOG게임 서버 

분할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성능평가  분석하고 마지막

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련연구

   MMOG는 일반 으로 게임공간의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게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메시지 트래픽을 

효율 으로 처리하는 구조인 맵기반 분산 서버 구조

(map-based distributed server architecture)를 사용한다. 

이 방식은 게임공간을 처리 가능한 지역단 로 분할하고 

각 지역당 담당 서버를 두어 가상공간의 확장성을 높여주

는 기법이다. 게임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에 따라 체시스

템의 효율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다 분할방식

(multi-resolution spatial partitioning)은 온라인게임의 공

간을 top-down방향으로 세분화하여 리하는 방법[1]이

다. 체 게임공간은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고 서로 독립

인 world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world는 여러 개

의 zone으로 분할되고 각각의 zone은 담당서버에 의하여 

리된다. zone과 zone간의 경계는 시스템만이 알고 있는 

정보로 참여자는 의식하지 못한다. zone은 다시 최소공

간단 인 cell로 나 어지며 참여자가 속한 cell과 주변 

cell의 집합으로 심 역(area of interest : AOI)이 정의

된다.

   게임공간에서 참여자들은 체 공간에 균일하게 분포

하는 경우보다는 특정지역에 편 되어 분포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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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반 이다. 맵기반 분산서버방식에서 그림 4와 같이 

참여자의 집도가 높은 지역을 담당하는 서버에게는 메

시지 트래픽 처리 부하가 증가되며, 상 으로 집도가 

낮은 지역의 서버는 처리할 데이터가 은 부하 불균형

(workload unbalance)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분산 서

버의 처리부하를 균등화(load balancing)하여 시스템을 안

정화하는 문제는 최근 온라인게임분야의 주요 이슈가 되

고 있다 [2]. 맵기반 분산서버방식에서 서버 부하의 불균

형은 불가피하며 효과 으로 균등화하기 하여 새로운 기

을 용하여야 한다. 분산서버간의 부하균등화 문제는 

최 의 분할을 탐색하기까지 무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

하는 NP-complete problem로 알려져 있다 [3]. Lui와 

Chen이 제안한 Linear Optimization Technique(LOT)기법

[4]은 그래  이론(graph theory)을 서버 부하 균등화 문

제에 용한 것으로 가장 효율 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

다[3]. 그림 1과 같이 LOT기법은 참여자들 간에는 노드를 

edge로 연결하고 떨어진 거리를 edge의 weight로 표시하

여 weight의 비 을 두고 클러스터링 한다. 그러나 

MMOG의 참여자들 간에 weight는 매우 균등하여  LOT

기법을 MMOG에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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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OT 방법에 의한 가상공간의 분할

3. 제안하는 효과 인 분할 방식

   MMOG 한 개의 서버가 아주 잘 구성되었다하여도 사

용자의 엄청난 증가와 가상의 공간이 커지게 되면 부하가 

가 되어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

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서버의 부하를 load balancing 하고

자 하는 연구가 있다 [3, 6, 7, 8, 9, 10]. 본 논문에서는 분

산 MMOG을 한 효과 인 분할하기 하여 다섯 가지

의 주요조건을 제시한다. 여러 개의 서버로 분할할 때 고

려해야 할 조건들로 지도의 면 , 오 젝트 수, 경계선 부

분의 오 젝트 수, 경계선의 길이, 오 젝트의 이동경로이

다.

3.1 가상공간의 면

   그림 2 에서 첫 번째 분할 S1과 S2를 보면 각각 세로

와 가로로 분할하 는데 분할로 인하여 나 어진 셀에 해

당하는 지도의 면 이 서로 다르다. 지도의 면 은 오 젝

트들의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도의 면

의 크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분할할 경우 지도의 면  

A(S, P)와 A(S, P')의 차이 값이 도록 분할해야 한

다.

Part P Part P’

S1

Part P

Part P’

S2

A(S2,P)

A(S2,P’)

(그림 2) 지도의 면 크기를 고려한 분할

3.2 오 젝트 수

   S3에서처럼 분할된 지도에 O(S3, P)에는 2개의 오 젝

트가 있고 O(S3, P')에는 13개 있는 형태로 분할이 되었

다. 분할할 경우 오 젝트수가 균등하게 나 어지도록 분

할하여야 한다. 오 젝트의 수는 분할시 에 오 젝트수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여 표본 데이터를 산출하여 오 젝트수를 고려한다.

S3

Part P Part P’

Object

O(S3,P) O(S3,P’)

(그림 3) 오 젝트 수에 따른 분할 

3.3 경계선 부분의 오 젝트 수

   그림4 은 오 젝트 수는 거의 균등하게 잘 분할하 다 

그러나 오 젝트들이 분할된 경계선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서버로 이 할 확률이 높다. 이처럼 서버이  부

담률이 높지 않는 곳을 분할하여야 한다. 서버이  부담률

은 경계선 주변 셀의 오 젝트수인 BO(S, P) 값이 어야 

한다. S4로 나 어진 BO(S4, P)는 11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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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Part P Part P’

BO(S4)

(그림 4) 경계선 부분의 오 젝트 수를 고려한 분할 

3.4 경계선 길이

   분할된 경계선의 길이는 서버이  확률과 한 계

를 가지고 있다. 경계선이 길수록 서버이  부담률은 높아

진다. 분할 S5의 BL(S5)과 분할 S6의 BL(S6)를 비교하면 

BL(S6)가 경계선의 길이가 짧다. 분할되어지는 경계선은 

짧을수록 서버이  부담률이 어진다.

S6

S5

BL(S5)

BL(S6)

S6

S5

BL(S5)

BL(S6)

(그림 5) 경계선 길이를 고려한 분할 

3.5 오 젝트의 이동경로

   오 젝트들이 다양한 패턴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주된 

이동경로가 있다. 역을 분할할 때 주된 이동경로를 분할

하게 되면 서버의 이 부담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주된 이

동경로가 아닌 곳을 분할한다. 오 젝트의 이동경로 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수집한 데이터에서 표본 데이터를 

산출하여 용한다. S8처럼 분할하면 주된 경로 4개가 끊

어지는 것으로 오 젝트가 서버에서 서버로 이 할 부담

이 커진다. 그래서 S8보다는 S7로 분할하는 것이 서버 이

부담률을 게 한다. 

S7

S8

오브젝트의
주된 이동경로

CN(S7)

CN(S8)

S7

S8

오브젝트의
주된 이동경로

CN(S7)

CN(S8)

(그림 6) 오 젝트의 이동경로를 고려한 분할

3.6 가상공간의 최 화된 분할

   서버의 부하를 최 의 균등화하기 한 수식은 아래와 

같이 OPT(S)의 값을 구하여 OPT(S)값이 은 분할을 선

택한다. 각각 조건들의 요도는 상수를 통하여 정한다.

OPT(S) = i*|O(S,P)-O(S,P’)|+ j*|A(S,P)-A(S,P’)|+

k*BO(S)+l*BL(S)+m*CN(S)

4. 성능평가  분석

   성능평가는 2개의 서버를 가지고 진행하 다. 성능평가

의 조건으로는 오 젝트의 수를 500에서 2000까지 변화를 

주면서 면 만을 고려한 분할에서 각각의 서버의 처리속

도와 다섯 가지의 조건을 모두 고려한 각각의 서버의 처

리속도를 측정하 다. 서버 1과 서버2 의 처리시간의 차이 

값을 을수록 서버의 부하를 균등하게 분할한 것이다.  

표. 1은 성능평가를 한 조건들을 나열한 것이다.

<표.1>성능평가를 한 조건들

Player

player은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player(50%)는 max movement는 2이고 나

머지는 5이다. 같은 셀에 monster가 있다면 

player는 monster를 공격한다. player의 업

데이트정보는 player의 자신의 셀과 주변 셀 

8개를 포함하여 9개 셀의 정보를 보낸다.

Monster
max movement 1 이다; player가 공격하면 

램덤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Packet max size 는 1024byte이다

NPC 랜덤한 치에 세 되고 움직이지 않는다.

|O|
오 젝트의 체수는 players(70%), 

monsters(20%), NPCs(10%)으로 구성한다.

|VS|
가상의 게임공간은 30%의 빈 공간으로 갖

는다.

P(Area),

P(All)

 P(Area)는 면 만을 고려한 분할이고  

P(All)는 다섯 가지를 모두 고려한 분할이

다.

그림 7은 가장 많이 분할할 때 사용하는 면 을 기 으로 

분할한 경우에 서버 두 개의 로세싱 시간을 구하여 각

각의 서버의 로세싱 시간의 차이 값을 보여주고 있다. 

면  조건만을 고려한 서버의 분할은 서버의 부하를 아주 

균등한 분할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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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상공간의 면 만을 고려한 분할에 한 

처리시간 측정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조건을 모두 

고려한 서버의 분할은 두 개의 서버의 로세싱 시간의 

차이 값이 매우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차이 값이 

다는 것은 서버의 부하를 아주 균등하게 분할된 것을 나

타낸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도의 면 , 오 젝

트 수, 경계선 부분의 오 젝트 수, 경계선의 길이, 오 젝

트의 이동경로를 모두 고려한 분할이 서버의 부하를 균등

하게 분할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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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든 조건을 고려한 분할에 한 처리시간 측정

5. 결론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의 증가로 인해 서버에 부하가 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하여 MMOG 서버의 부하를 여러 개의 
서버를 이용하여 서버의 부하를 균등화하는 효과 인 분

할이 필수 이다. 본 논문은 서버의 부하를 균등화하는 효

과 인 분할방법으로 다섯 가지의 주요 조건을 제안하

다. 그 조건으로는 지도의 면 , 오 젝트 수, 경계선 부분

의 오 젝트 수, 경계선의 길이, 오 젝트의 이동경로를 

제안하고 이를 성능평가를 통하여 효율 인 분할임을 보

다. 향후연구방향으로는 실 게임데이터를 사용한 성능평

가와 다양한 조건을 통한 성능평가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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