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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보 으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Social Network Game)을 즐기는 사용자들이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SNG의 특성에 맞는 자원 활용률을 고려한 효율 인 게임서버에 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가상화 기반으로 SNG게임서버를 설계  구 한다. 한 가상화 기반 

분산 게임서버의 CPU 사용률과 Memory 사용량을 분석하여 게임서버의 자원 활용률을 보인다. 이를 

토 로 SNG게임서버 환경구축의 기반지식을 제공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발 에 따라 모바일 SNG(Social 

Network Game)는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와 달리 게임의 진행이 클라이

언트의 모바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모바일 SNG게임서

버의 주요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회원가입을 통한 인증처

리와 게임을 진행한 결과 데이터를 송받아 데이터베이

스에 장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순  리스트를 구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달하는 것이다. 

   한 온라인 게임서버는 부분 분산서버이다[1]. 한 

가지의 기능을 여러 서버로 나 어 부하를 분산하는 방식

과 서로 다른 역할 별로 서버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게임

서버를 구성한다.

   이에 덧붙여 하드웨어가 발 함에 따라 고성능의 서

버를 게임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표 인 x86 서버는 

지속 인 성능 향상으로 CPU 성능에 비해 낮은 활용률

을 보이고 있다[2]. 이에 한 해결책으로 여러 의 물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서버 가상화(Server 

Virtualization)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보편화되고 

있다[3,4,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게임서버의 가상화를 통해 게임

서버의 자원낭비 문제 을 해결하고, 모바일 SNG의 특성

에 맞는 분산 게임서버의 설계  구 을 통해 SNG게임

서버 환경구축의 기반 지식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서버 운 의 변화  기존 온라인 

분산 게임서버에 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3장과 4장에서는 가상화 기반 분산 게임서버를 설계  

구 한다. 한 자원 활용률에 한 실험을 통해 5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련 연구

   이 장에서는 서버 운 의 변화, 온라인 게임 서버의 

특징  온라인 게임에서의 분산처리를 한 서버 구조에 

해 살펴본다.

2.1 서버 운 의 변화

   서버 운 의 형태는 서버가 등장한 기부터 재까지 

크게 4가지 형태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

인 IP주소 기반 단일 서버 운 이다. 두 번째는 공인 IP주

소 기반 다  서버 운 이다. 세 번째는 사설 IP기반의 다

 서버 운 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상화 기반 다

서버 운 이다. 하나의 물리  서버에 여러 의 가상 서

버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물리  서버로 인한 공간 문제를 

일 수 있다. 한 서버의 이용도에 따라 유연하게 자원

을 할당할 수도 있고, 여러 의 분산 서버 구입비용도 낮

출 수 있다[2].

2.2 온라인 게임서버의 특징

   온라인 게임서버 설계를 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볼 수 있다[6,7].

1) 온라인 게임 진행을 해 로그인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게임서버 등으로 나뉘어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게임서버에서 동기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  

   에 의한 명령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동기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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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실시간성, 동기화 수  정도 등을 악해야 한  

   다.

3) 게임서버는 로세싱이 많은 실시간 시스템이기 때문  

   에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에 덜 의존 이어야 한다.

4) 게임과 연계해야 하는 웹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2.3 온라인 게임에서의 분산 처리를 한 서버 구조

   온라인 게임에서의 분산처리를 한 서버 구조는 크게 

부하분산형, 앙집 형, 맵서버방식, 칭서버방식 등이 

있다. 이  부하분산형은 여러 의 서버가 하나의 게임 

세계를 이루는 방식으로 클라이언트를 여러 곳에 분산하

여 속시킨 다음 서버가 이를 제어하는 방식의 형태를 

말한다[8,9].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그림 1의 부하분산형 방

식을 SNG 특징에 맞게 그림 2와 같이 자원 활용률을 고

려하여 1 의 가상화 서버에 기능별로 분산된 게임서버를 

설계하 다. 제어서버가 인증과 분배처리를 하고, 게임

수와 순 리스트는 3 로 구성된 게임서버에서 처리함으

로써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킴으

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1) 부하 분산형

3. 게임서버 설계

   이 장에서는 모바일 SNG게임서버의 개발 환경, 체 

시스템 구조  메시지 처리 차 순으로 살펴본다. 

3.1 개발 환경

   본 논문에서는 표1과 같은 환경에서 개발  구 하

다. SNG게임서버를 개발하기 해 Linux Ubuntu 12.04 

LTS를 기본으로 Xen[10]을 이용하여 반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 다.

<표1> 개발 환경

Client

OS Android 2.3.3

Tool eclipse

Language Java 1.7

Server

(Xen)

OS Linux Ubuntu 12.04 LTS

Tool vi, vim

Language C

인증 DB PostgreSQL

게임 DB (NoSQL) Redis

3.2 체 시스템 구조

   체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체 시스템 구조

3.2.1 Client

   클라이언트는 TCP(Transport Control Protocol) 로

토콜에 의해 패치서버를 거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어서

버에 속한다. 

3.2.2 Control Server

1) QUEUE : 속을 요청한 클라이언트는 개인 식별을   

   하여 쓰 드를 형성한다. 그 후 인증처리를 하여   

   속한 순서 로 QUEUE에 장되어 FIFO(First In   

   First Out) 형태로 처리된다.

2) 인증처리 :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아이디,   

   패스워드와 비교 연산을 처리한다.

3) 분배처리 : 클라이언트는 실시간으로 게임서버에 속  

   하고, 게임을 종료한다. 속과 종료시 마다 그 정보  

   를 게임서버에서 제어서버에 송한다면 제어서버의   

   부하가 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게  

   임서버로 부터 5  단 로 클라이언트 수를 송 받아  

   인증된 클라이언트를 재 클라이언트 수가 가장 은  

   게임서버로 연결을 처리한다. 

3.2.3 Game Server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버로 로 (probe) 

모듈을 구성하여 재의 서버 상태(클라이언트 수)를 5  

단 의 주기로 제어서버에 값으로 송한다. 한 게임 진

행시 필요한 게임로직을 처리하고, 게임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한 메시지  Query를 송한다. 

3.2.4 GameDatabase Server

   인증을 한 계형 데이터베이스로 PostgreSQL[11]

을 사용한 반면, 게임 데이터베이스는 SNG게임의 특성에 

맞게 순  리스트와 포인트 수 등을 빠르게 처리하기 

하여 key와 value로 구성된 Redis[1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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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메시지 처리 차

(그림 3) 메시지 처리 차
   

4. Game Server 구

4.1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SNG는 그림 4와 같이 실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클라이언트가 모바일에서 서버로 인증을 요청하여  

서버에서 인증처리가 완료된 후 게임을 진행 할 수 있다. 

랜덤으로 발생하는 숫자와 동일한 숫자를 인터페이스 상

에서 선택하여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시간에 반비례하여 

게임 수가 반 된다. 게임이 끝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게임 수를 송하여 기존 게임 수와 비교하여 최고 

수일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그 후 순 리스

트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 송하게 된다.

(그림 4)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구  화면

4.2 Control Server

   클라이언트 300명, 600명, 1000명을 가정하여 게임서버

에 연속 으로 속하여 SNG게임을 하는 시뮬 이션을 

50회 반복하여 구 하 다. 

  기존에 제안된 라운드로빈(Round Robin) 방식으로 클라

이언트를 분배할 경우에는 분배된 게임서버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클라이언트가 게임을 종료할 경우를 반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분배하기 때문에 특정 게임서버에 클

라이언트가 집 되어 특정 게임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배방식은 게임서버로부터 

주기 으로 5  단 로 송된 클라이언트 수에 따른 분

배방식으로 그림 5에서 보듯이 속하는 클라이언트수가 

300명, 600명, 1000명일 경우 각각 게임서버에 고르게 분

산됨을 알 수 있다. 

클라이언트 수

(그림 5) 클라이언트 수에 따른 분산 그래

   클라이언트가 제어서버에 속을 요청하면 제어서버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비교하여 인증처리를 한다. 그 후 인

증된 클라이언트에게 재 가장 클라이언트수가 은 게임서버의 IP와 PORT번호를 메시지로 송한다. 그 결과로 클

라이언트는 해당 게임서버로 속을 요청하여 속을 완료한다. 속이 완료된 직후에는 기존에 제안된 게임서버의 처

리 차[7]와 달리 게임데이터베이스(Redis)가 있는 가상호스트로 재 속한 클라이언트의 게임 수  순  리스트를 

요청하여 그 결과 값을 클라이언트에게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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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Game Server

   게임서버에 클라이언트 300명을 가정하여 게임서버 1

에 300명일 경우, 2 에 각각 150명씩 분산되었을 경우, 

3 에 각각 100명씩 분산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 이션

을 50회 반복하여 구 하 다. 그림 6은 게임서버 1 에서 

300명이 동시에 게임을 진행할 경우의 처리속도를 1로 두

었을 때 게임서버 2 일 경우와 3 일 경우의 상  처리

속도를 비교하 다. 한 가상화 기반 분산 게임서버와 물

리  게임서버 3 로 구성된 분산 게임서버를 비교하여 실

험한 결과 처리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처리속도

4.4 서버의 자원 활용률에 따른 가상 머신의 할당

   Xen 기반으로 내부에 생성하는 가상 머신의 개수는 

CPU 사용률과 부하량을 검사하여 할당하 다[13]. 

 4.5 자원 활용률 분석

   본 논문에서는 물리 으로 분산된 여러 의 게임서버

가 아닌 한 의 서버에 Xen 반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총 5 의 리 스 기반 호스트를 각각 기능에 맞게 분산서

버로 활용하 다. 

<표2> 물리  서버 1 의 환경

CPU Intel 2.3GHz

Memory 4GB

HDD 500GB

   SNG의 특성에 맞게 가상의 클라이언트 1000명이 연속

으로 속하여 자신의 게임 수를 달 받고, 순  리스

트를 게임 데이타베이스에서 달 받는 시뮬 이션을 가

상화 기반 게임서버와 물리 인 5 의 서버로 구성된 환

경에서 100회 구 하여 표3, 표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MMORPG와 달리 SNG는 게임의 진행이 클라이언트의 

모바일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3에서 보듯이 클라이

언트 수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NG에 있어서는 CPU사용률과 Memory사

용량  CPU의 사용률에 따른 분산게임서버의 구성이 

요함을 알 수 있다. 한 표4에서 보듯이 클라이언트의 

속빈도가 높은 SNG게임서버의 구축에 있어서 제어서버의 

CPU 활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상화 기반 SNG게임서

버의 안정  운 을 해서는 제어서버에 CPU 자원 할당

을 높이고, Memory는 게임서버 1,2,3에 속시킬 최  클

라이언트의 수에 따라 할당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표3> 가상화된 게임서버의 자원 활용률

속자 수 0명 1000명

자원

활용률

CPU

사용률(%)

Memory 

사용량

CPU

사용률(%)

Memory 

사용량

6.31 3.2G 60.39 3.3G

<표4> 물리 으로 분산된 게임서버의 자원 활용률

속자 수 0명 1000명

자원

활용률

CPU

사용률(%)

Memory 

사용량

CPU

사용률(%)

Memory 

사용량

제어서버 0.61 667M 56.39 669M

게임서버
1, 2, 3

0.61 667M 4.05 708M

게임DB 0.63 667M 1.52 667M

  
5. 결론

   스마트폰의 보 으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즐

기는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 SNG의 특

성에 맞는 자원 활용률을 고려한 효율 인 게임서버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NG게임

서버 환경구축의 기반지식을 제공하 다. 한 SNG게임

서버 구성에 있어서 기능 별로 게임서버를 물리 으로 여

러 로 구성하기 보다는 서버의 자원을 분석하여 가상화 

기반으로 구성한다면 자원의 낭비를 막고 SNG에 보다 

합한 게임서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

다. 

  향후에는 가상화 기반 SNG게임서버의 안정  운 을 

해 메모리  CPU의 자원활용률 뿐만 아니라 Disk 

I/O, Network 역폭, Load Average 등의 게임서버의 부

하를 고려한 SNG게임서버에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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