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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화 되고 대중화 되는 현재 컴퓨터 온라인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정된 장소에서 게임하는 시대는 가고 이동 중 게
임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 게임 트래픽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모바일 게임의 트래픽 분석을 위해 서로 다른 특성의 게임인 애니팡과 드래곤 플라이트를 
이용하여 모바일 속도 측정 프로그램인 벤치비로 트래픽 변동 상황을 정리하고 tPacketCapture 프로그
램과 네트워크 측정 분석기인 Wireshark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총 패킷의 수와 전송되는 패킷의 
크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간적 제한이 있는 보드·퍼즐 게임의 특성을 
지닌 애니팡은 게임 진행상에서 빈번하게 데이터 패킷이 송·수신 되고 시간적 제한이 없는 슛팅 게
임의 특성을 지닌 드래곤 플라이트는 게임 시작과 종료 지점에서만 주로 데이터 패킷이 송·수신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의 트래픽 분석은 향후 모바일 게임 네트워크의 
성능 평가나 다른 모바일 게임의 설계 및 개발 등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세계 으로 고속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화된  

재 컴퓨터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는 일반 모바일 게임이 아닌 애니팡과 드래곤 라이트와 

같은 기존 메신 로만 활용하 던 카카오톡과 모바일 게

임사가 서로 트 십을 맺어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수를 가 더 높게 내느냐라는 경쟁심 유발을 유도하여 

소  박친 모바일 게임들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

려 갔다. 여기에다가 넥슨, 네오 즈, 한게임, 넷마블, 메

이드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온라인게임사들이 거 모바일

게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  인터넷서비

스 기업인 NHN이 스마트폰 게임 개발 자회사인 오 지 

크루에 100억원여를 투자하는 등 속 으로 신생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이 하나 둘씩 창업되고 각 을 받으면서 모

바일게임 시장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모바일 심의 게임시장 변화는 정부가 제시하는 산업 

망에서도 그 로 드러나는데 문화 부와 한국콘텐츠진

흥원에서 함께 발행한 2012 한민국 게임백서를 통해서 

보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은 2012년 49.4%를 차지하고 

2013년에는 45.1%이 될 것이라는 측을 내 놓았다[1]. 이

와 동시에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역시 네트워크를 통한 게임을 지원하면서 온라인 게임

으로 인한 인터넷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미 네

트워크 트래픽과 련된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왔고 지

도 계속 여러 장르의 게임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분포를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2].  

  본 논문은 서로 다른 장르의 모바일 게임들을 통하여 

트래픽 변동 상황을 정리하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체계 인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모바일 게임 트래픽의 특징

  최근 몇 년 동안 모바일 트래픽은 기하 수 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이는 본래 음성 주로 사용하던 2G 피처

폰 시 에서 데이터 통신 주로 사용하는 3G와 4G LTE 

스마트폰 시 로 패러다임이 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 빠르고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기 하게 

되고 엄청난 정보가 방으로 흐르면서 트래픽 과부하 문

제가 붉거지고 이는 원활한 기능미비라는 궁극 인 문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 향 후 스마트기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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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터

지

다운로드

 (Mbps)

업로드

(Mbps)

평균지연

시간(ms)

지연최소

시간(ms)

지연최

시간(ms)

손실율  

  (%)

A  11.6 16.3  37.3  9.00  79.0 0.27

B  11.2 12.9  38.6  9.00  85.0 0.25

C  7.83 8.14  42.8  10.0  109 0.12

D  4.36 11.3  41.7  10.0  105 0.36

확 로 데이터 교류는 차 확 될 망이나 실질 인 라

인문제인 주 수 문제가 발목을 잡을 망이라고 한다.

(그림 1) 국내 무선 트래픽 추이

  

  (그림 1)은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무선 트래

픽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에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1만 7036TB, 2011년 14만1803TB로 약 8배 이상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012년 상반기에는 17만2629TB를기록

하면서 2010년 보다 약 10배 이상이 증가하 다[3].  

  이 무선트래픽은 스마트폰으로 앱 스토어에서 손쉽게 

다운 받아서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서도 외가 아닌

데 특히 SNS서비스 메신 만 제공해 오던 카카오톡이 타 

모바일 게임 회사들과 연계하여 카카오톡 안에 게임 센터

를 만들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유 를 통해 재미를 얻는 

특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SNG(Social Network Game)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에 훨씬 더 노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 수인 약 

오천만 명을 훨씬 뛰어 넘은 만큼 스마트폰에서 SNG 게

임을 하는 이용자가 동시에 몰리면 트래픽 증으로 인해  

망에 과부하가 걸릴 험이 타 모바일 게임보다 더 많이 

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이용자들이 동시 속으로 인해 

한꺼번에 몰리면 속이 끊어지고 게임 앱만 실행하는 것

이 아니라 카카오톡 안의 지인들을 불러 온 뒤에 게임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더 발생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트래픽 증가 상과 망 부하 상은 래그를 

래하게 된다. 래그라는 것은 어떠한 신호가 입력 된 후 

출력 될 때까지의 시간  지연을 뜻한다. 즉, 게임을 이용

하는 사용자가 게임 상에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

답을 받지 못하여 오류가 난다거나 시간이 지연되어서 응

답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SNG 같은 경우에

는 래그를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편

의와 쾌 한 환경 제공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2.2.  시뮬 이션 환경  트래픽 실험 분석
  본 장에서는 스마트 폰 모바일 앱 로그램인 벤치비와 

tPacketCapture라는 스마트 폰 앱 로그램, 그리고 네트

워크 통합 패킷 분석 로그램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 

하고 있는 Wireshark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서로 장

르가 다른 게임인 애니팡과 드래곤 라이트를 가지고 체

계 인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을 한다. 벤치비는 스마트폰 

속도 측정 어 로 재 사용자 폰에서 3G와 4G LTE, 그

리고 WiFi를 연결하 을 때 얼마나 인터넷 속도가 나오는

지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시간을 알 수 있게 해 다. 

  tPacketCapture는 안드로이드 OS에서 패킷을 캡처 할 

수 있는 앱 로그램으로 리자 권한이 없어도 사용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 OS가 제공하는 Vpn (Virt

ual private network) Service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 가

지 단 으로는 이 앱 로그램은 안드로이드 버  4.0 이

상에서만 동작이 된다. 캡처한 데이터는 안드로이드 기기

에 pcap 일 형식으로 장이 되며 캡처된 패킷을 더욱 

자세하게 확인 하고 싶으면 Wireshark와 같은 패킷 분석 

도구를 이용하면 된다[4]. Wireshark는 세계 최 의 네트

워크 로토콜 분석기로서 네트워크에 오고가는 패킷을 

캡처  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세부 인 분석이 

가능한 로그램이다[5].             

        

   (그림 1)  모바일 인터넷 토폴로지

 

  먼  벤치비 로그램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 과 하고 

난 후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와 지연 시간을 측정을 하

다. (그림 1)은 각각 WiFi 와 4G LTE 망 환경일 때 가운

데 시작지 을 기 으로 각각 5m, 10m, 20m로 거리를 두

어 측정 한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표 1> WiFi 환경에서의 안드로이드 폰 속도   

 

  <표 1>은 WiFi가 설치된 방에서 벤치비로 측정한 안드

로이드 폰 인터넷 속도 측정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지연

시간이 평균 30  후반에서 40  반으로 나오는데 지연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 간격으로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측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간을 이야기 하는데 이 시간이 

낮을수록 더 빨리 주고받을 수 있다. WiFi가 설치된 장소

나 지역  특성,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WiFi

가 설치된 모든 장소에서 평균 지연시간이 30~40(ms) 정

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손실율은 D지 이 가장 높은 

0.36%를 기록하 고 가장 낮은 손실율을 기록한 지 은 

C지 으로 0.12%를 기록하 다. 

    

- 408 -

제3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1호 (2013. 5)



총 패킷 수 1,266,566

패킷 크기 최소값(byte) 1185

패킷 크기 최 값(byte) 2947

평균 패킷(bps) 1.9321

평균 패킷 크기(byte) 263.8313

  라미터

지

다운로드  

 (Mbps)

업로드

(Mbps)

평균지연

시간(ms)

지연최소

시간(ms)

지연최

시간(ms)

손실율  

  (%)

A 3.99 8.82 62.8 9.00 217 0.50
B 3.60 8.15 68.6 10.00 322 0.67
C 4.36 11.2 67.6 10.00 293 0.58
D 3.17 12.2 65.2 11.00 241 0.43

   라미터

지

다운로드

(Mbps)

업로드

(Mpbs)

평균지연

시간(ms)

지연최소

시간(ms)

지연최

시간(ms)

손실율  

 (%)

A 35.1 15.1 42.8 37.0  55.0 0.02

B 33.2 16.6 43.6 35.0  75.0 0.05

C 34.5 14.7 36.0 31.0  65.0 0.01

D 36.8 17.3 44.2 32.0  68.0 0.00

   라미터

지

다운로드 

(Mbps)

업로드

(Mbps)

평균지연

시간(ms)

지연최소

시간(ms)

지연최

시간(ms)

손실율  

 (%)

A 25.3 13.5 47.1 36.0 105 0.10

B 22.7 13.3 45.4 37.0 109 0.16

C 23.5 13.2 41.5 30.0 91.0 0.03

D 26.7 15.3 44.9 31.0 112 0.02

<표 2> WiFi 환경에서의 애니팡 게임 실행 시

            안드로이드 폰 인터넷 속도  

  

  <표 2>는 WiFi 환경에서 애니팡 게임을 하 을 때 나

타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것인데 A지 에서 10M, 

20M 밖으로 나갔을 때 나타나는 업로드 속도가 오히려 

올라간 것을 제외하면 기존 안드로이드 폰 인터넷 속도보

다 많이 낮아지고 평균 지연시간은 약 1.5배 정도 높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 지연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지

만 최  지연시간은 <표 2>와 비교를 했을 때 약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가장 높은 지

연 최  시간은 B지 에서 애니팡 게임을 하 을 때 

322(ms)까지 나왔다.

<표 3> 4G LTE 환경에서의 안드로이드 폰 인터넷 속도

   

   <표 3>은 4G LTE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폰의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것이다.  <표 2>의 WiFi 환경에서 보다   

체 으로 더 빠르고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손실율

한 체 으로 작게 나타내고 있다.

 <표 4> 4G LTE 환경에서의 드래곤 라이트 게임을   

 하 을 때 안드로이드 폰 인터넷 속도 

  

  <표 4>는 4G LTE 환경 시 드래곤 라이트를 하 을 

때 나타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것인데 기존 드래곤 

라이트 게임을 하기  안드로이드 폰의 속도와 비교하

여 보면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는 체 으로 낮아 

진 것을 볼 수 있고 평균 지연시간과 지연 최소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지연 최  시간이 약 1.5 배 

가량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2) 모바일 게임 패킷 분석 순서

 

   (그림 2)는 모바일 게임 트래픽 분석 순서도를 나타낸 

그림인데 먼  스마트폰 환경에서 각 지 마다 패킷 데이

터를 수집을 한 다음 pcap 일로 변환하여 일반 PC로 

옮긴 다음 네트워크 측정 분석기인 Wireshark로 더욱 정

하게 분석을 한다. 

          

(그림 3) tPacketCapture 모바일 게임 트래픽 분석 

  

  (그림 3)은 tPacketCapture 로그램으로 모바일 게임 

트래픽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 모바일 상에서 송·수신 되는 패킷 데이터를 

알 수가 있다.   

(그림 4) Wireshark로 모바일 게임 트래픽 정  분석     

  

  (그림 4)는 모바일 상에서 데이터 수집 한 것을 PC로 

장하여 Wireshark로 더욱 정 히 분석한 모습이다. 

의 그림으로 tPackCapture 일에서는 보지 못하 던 

당 송되는 평균 패킷의 수와 평균 패킷의 크기 등 게임

에 한 분석을 정 하게 나타낸 것과 출발 IP와 도착 IP, 

로토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용

자가 보고 싶어 하는 패킷만을 골라서 필터링 할 수가 있

고 IO 그래 로도 사용자가 원하는 패킷만 정하여 손쉽게 

볼 수가 있다.  

         

<표 5> 애니팡 송신 패킷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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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패킷 수 409,355

패킷 크기 최소값(byte) 281

패킷 크기 최 값(byte) 631

평균 패킷(bps) 0.476

패킷의 평균 크기(byte) 228.8592

<표 6> 드래곤 라이트 송신 패킷의 크기

  <표 5>와 <표 6>은 tPackCapture 로그램으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인 애니팡과 드래곤 라이트를 각 지  마

다 약 15분 간격으로 10회를 진행하여 pcap 일로 장

한 다음 Wireshark 로그램으로 일을 옮겨 더 정 히 

분석한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 측으로 송신된 패킷의 정

보를 나타낸 것인데 드래곤 라이트에 비해 애니팡 게임

이 체 으로 더 많은 패킷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5) 애니팡 게임 하 을 때 스마트폰 측

            에서 서버 측으로 보낸 패킷 크기 

  (그림 5)는 애니팡 게임을 하 을 때 시간 간격으로 패

킷의 크기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시간은 같은 13시 

30분에 시작하여 각 지 마다 분석을 하 다. 패킷 사이즈

의 단 는 천 단 이다. (그림 5) 같은 경우에는 체 패

킷 크기의 약 80% 가량이 1000 ~ 1500 정도를 나타내었

다. 패킷의 최  값은 오후 3시 45분에 A지 에서 측정한 

2947로 이 시간 때에는 두 번 정도의 서버 오류와 트래픽

이 갑자기 몰리는 과부하로 인해 네트워크가 끊기는 경우

가 있었다.  

               

    

(그림 6) 드래곤 라이트를 하 을 때 스마트폰 

    측에서 서버 측으로 보낸 패킷 크기

  (그림 6)은 드래곤 라이트를 하 을 때 각 지 마다 

시간 간격으로 보낸 패킷 크기를 나타낸 것인데 이 그래

를 보면 체 패킷 크기의 약 80% 가량이 350~ 450정

도를 나타낸다. 실제로 드래곤 라이트 게임 같은 경우에

는 처음 게임을 실행한다는 패킷과 게임이 끝나고 수를 

사용자에게 달하는 패킷만 오갈 뿐 게임을 진행하 을 

때는 패킷을 거의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애니팡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간에서도 패킷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결론 으로 애니팡이 훨씬 더 많은 패킷을 

사용자 측으로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 서로 장르가  다른 모바일 게임인 애니팡

과 드래곤 라이트의 트래픽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결

론을 얻었다. 

  첫 번째는 WiFi 환경에서 애니팡과 드래곤 라이트를

실행을 했을 시 게임을 하기 과 비교를 하면 4G LTE 

망에서 보다  트래픽 차이가 더 많이난다는것을 알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시간  제한이 있는 보드·퍼즐게임의 특성을 

가진 애니팡을 실행 했을 경우에는 빈번하게  패킷이 오

고 가서 체 으로 패킷의 수가 많고 평균 패킷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시간  제한이 없고 거리로 

수를 내는 슛  게임의 특성을 가진 드래곤 라이트의

경우에는 게임 시작과 종료 지 에서만 패킷이 오고 가

는 형태로 애니팡 보다는 훨씬 패킷이  게 송·수신한

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모바일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황에  따라 일어 

날 수 있겠지만 이 에 한 가지가  바로 시그 링 트래

픽(Signaling traffic) 때문이다. 시그 링 트래픽이라는 것

은  앱 사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해 수시로 보내는 신

호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2016년경에는 일반 무선 데이터 

트래픽 보다 LTE 다이어미터시그 링 트래픽(Diameter 

Signaling Traffic)이 세배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고 망하고 있는데 따라서 향 후 연구과제로 이 다이

어미터시그 링 트래픽이 모바일 데이터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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