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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능한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을 위한 
클라우드와 P2P 하이브리드 구조

A Hybrid Cloud-P2P Architecture for Scalable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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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의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MMOG)에서 전세계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은 특정 게임을 공유하며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MMOG의 참여자들이 증가하면 게임 업계에 상당한 비용 증가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서버 증설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MMOG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P2P 하이브리드 구조를 제시한다. P2P와 클라우드 구조의 기능들은 거의 독립적이나 MMOG를 위하여 두 구조의 개념
을 융합하고 최종 결합 형태의 응용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의 공급과 부하가 배분
되는 본 논문의 하이브리드 구조는 참여자의 처리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의 부하 즉 상당한 규모의 
컴퓨팅 능력과 통신량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하이브리드 구조에 기반한 MMOG는 전형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 기반한 MMOG보다 통신량이 감소되며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oday’s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s(MMOGs) can contain millions of synchronous 
players scattered across the world and participating with each other within a single shared gam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layers in MMOGs has led to some issues with the demand of server which
generates a significant increase in costs for the game industry and impacts to the quality of service 
offered to players. In dealing with a considerable scale of MMOGs, we propose a cloud computing and
peer-to-peer(P2P) hybrid architecture in this paper. Given the two nearly independent functionalities of
P2P and cloud architectures, we consider the possibility of fusing these two concepts and researching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ant amalgamation in MMOGs. With an efficient and effective provisioning 
of resources and mapping of load, the proposed hybrid  architecture relieves a lot of computational 
power and network traffic, the load on the servers in the cloud while exploiting the capacity of the 
peer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MMOGs based on the proposed hybrid architecture have better
performance and lower traffic received compared with MMOGs based on traditional client-serv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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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MMO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의 급격한 성장은 고속으로 
수행되는 게임 상호 작용과 이미지 렌더링이 제공되는 
게임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다[1]. MMOG는 온라인 컴퓨
터 게임에서 가장 인기있는 유형이었으며[2] 게임 수행 방
법에 따라 실행 요건이 상이한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s), MMORTS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ealTime Strategy), 
MMOFPS(Massively Multiplayer Online First 
Person Shooter) 등 세가지 종류[3]로 분류될 수 있다. 
MMOFPS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소수의 플레이어
들로 유지되는 격리된 게임 서비스가 많은 반면 
MMORTS와 MMORPG는 게임에 대한 욕구 충족을 원
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을 위해 결코 중단되지 않는 가상 
현실로 구성된다. 

오늘날에도 MMOG는 수백만명의 게이머들이 참여하
는 가장 인기있는 게임 유형이다. MMOG는 수많은 플레
이어들이 실시간 가상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대규모 분
산 응용이며 게임 운영자들은 MMOG의 높은 수준의 요
건에 맞는 충분한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본 논
문에서는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수가 급증하더
라도 MMOG의 원활한 실행이 보장되도록 컴퓨터 시스
템의 서비스 품질과 확장성 문제가 해결되는 MMOG 환
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MMOG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대부분 클러스터 플랫폼[4] 기반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로 제공되는 집중화된 관리에 기반하고 있다. 집중화된 
구조의 중앙 서버는 게임 상태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플
레이어들이 유발하는 부정 행위도 예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실행되는 플레이어들의 수가 급
증할 때 집중화된 구조는 확장성의 제약이 수반된다. 특
히 클러스터 기반의 집중화된 구조는 모든 통신 대역폭
을 한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게 되며 대규모 대역폭 처리 
능력을 사전에 최대치를 설정하여 대비함으로써 최대치
가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유지 비용의 증가
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의 확장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요구하고 공급받는 클라우드 컴퓨
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MMOG의 확장성과 하드웨어 자
원의 보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플레이어 즉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원을 MMOG 하부

구조에 통합하기 위한 메카니즘은 peer-to-peer(P2P) 
방식에서 발전된 것이다[5]. P2P 기법은 본질적으로 규모
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수가 급증하더라도 필요한 
통신 대역폭을 참여한 사용자들 간에 분산시킴으로써 병
목 현상을 회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중화된 서버
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한편 P2P 기반의 해결책을 활용함
으로써 플레이어들의 수가 급증하는 MMOG를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P2P가 통합된 하이브리드 구조를  제
시한다. 제시된 하이브리드 플랫폼에서 MMOG의 부하 
조정과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게임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액션들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중앙 서
버에 직접 전송된다. 한편 게임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주
지 않는 플레이어들의 위치 변경 액션은 P2P 환경의 플
레이어들이 상호 간에 직접 교환함으로써 서버의 컴퓨팅 
자원과 통신 대역폭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요구형 자원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원을 사용하는 본 논문의 P2P 하이브리드 구
조는 상호보완적인 두 방법이 통합된 것이며 MMOG 외
에 비디오 스트리밍[6], 저장장치[7], 복제본 관리[8], 콘텐
츠 분산 응용[9] 분야 등에 활용되고 있다. 수천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실행되며 상호 협력하는 동기적, 지
속적, 상호작용적 가상 환경[10]인 MMOG의 게임 세계는 
제시된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다수의 영역으로 분산 구성
된다.  특정 영역에서 플레이어들이 급증할 경우 중앙 서
버[11]와 플레이어들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플레이어들
의 통신 대역폭을 충분히 활용하는 대신 중앙 서버의 통
신 대역폭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MMOG에서 영역 내 
플레이어들의 수가 증가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중앙 
서버의 대역폭과 역할이 분담된 플레이어들의 대역폭에 
대한 실험 결과가 비교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MMOG를 위한 클라우드와 P2P 하이
브리드 구조가 2 장에서 기술되며 3 장에서 MMOG의 
특정 영역에서 급증하는 플레이어들을 P2P 방식에서 수
용하는 방법이 기술된다. 4 장에서는 하이브리드 게임 구
조에서 서버와 플레이어들의 통신 대역폭이 분석되었으
며 5 장에서 결론이 기술된다. 

Ⅱ. 클라우드-P2P 하이브리드 구조

1.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통신망으로 연결된 다수의 원격 시

스템을 결합하고 인터넷 상에서 데이타와 태스크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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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원격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활
용하는 것을 포함한다[12]. 결합된 시스템 자원들은 클라
우드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할당되며 다수
의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된다.  이런 서비스는 클라이언
트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클
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위탁함으로써 비용의 초과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배치 모델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째, 사적인 클라우드는 특정 기관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
정된 것이다. 보안 수준이 높고 내부적으로 관리되며 통
신망과 자원도 철저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사적인 클라우
드의 설치와 운영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둘
째, 공공 클라우드는 인터넷과 같은 대규모 통신망을 기
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든 사용자들이 일관성있는 
방법으로 동일한 서비스에 접근하게 된다. 구글 드라이브
와 iCloud가 대표적인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례이
다. 공공 클라우드는 많은 수의 서버가 요구되며 대규모
의 시스템과 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되므로 신뢰성 보장 
및 결함 허용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는 동일 기관에 대하여 사적 클라우드와 공공 클
라우드가 결합된 형태로 활용된다. 즉 높은 수준의 보안
이 요구되는 운영과 자원은 사적 클라우드 방법이 활용
되며 그렇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공공 클라우드 방법이 활용되는 것이다. 비용의 절
감, 위치 및 장치의 독립성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격 데이터 저장장치로 인하여 특히 공공 클라우드 기
반 시스템의 보안에 관해서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2. P2P
P2P 컴퓨팅도 연결된 참여자(peer) 시스템 간에 데이

타와 태스크 공유가 가능하나[13] 클라우드 컴퓨팅과는 달리 
모든 참여자들은 계층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며 동일한 태
스크를 수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BitTorrent같은 P2P 
파일 공유 프로토콜에서 참여자들은 자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특정 시스템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및 클라이언트-서버 모델과는 근본적 
차이점이 존재한다. 분산 시스템인 P2P 시스템은 집중화 
문제의 해결, 자체적인 조직 구성, 다수의 관리 도메인 유
지, 저렴한 초기 투자 비용, 체계적인 성장, 높은 수준의 
결함 허용, 자원의 다양성, 대규모 데이터의 공유, 분산 
데이터 처리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P2P 
시스템은 불법적인 미디어 배포, 보안 유지, 비집중화에 
따른 관리 능력 한계 등의 문제점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3. 클라우드-P2P 하이브리드
주문형으로 자원이 제공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확장

성과 하드웨어 구입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11]. 장비 임차
의 가능성은 MMOG 운영자들로 하여금 하드웨어의 구
매와 유지 부담을 경감시키나 확장성 효과로  인하여 컴
퓨팅 능력이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착각을 유발
한다. 그러나 요구형 자원의 기동 시간을 감안하고 서버
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
을 회피하기 위해 장비의 도입과 반납은 주의깊게 고려
되어야 한다. 즉 전적으로 주문형 자원에 기반한 기반 구
조가 실현 가능하더라도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원을 활용
하여 MMOG의 일부 부하를 공유할 경우 MMOG 운영
자의 이익은 더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문형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
템과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원을 이용하는 P2P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확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MMOG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수가 급증할 경우 매
우 집중화된 클라우드의 성능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요구되는 하드웨어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클라우드 
통신망에서 확장성은 항상 난제로 간주된다. 따라서 P2P 
방법을 적용하여 플레이어들의 수가 급증하더라도 참여
하는 플레이어들의 컴퓨팅 처리 능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미 존재하는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결합하
여 시스템 전체의 성능 향상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전형적인 집중 방식의 클라우드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와 효율적인 액세스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와 P2P가 결합된 하
이브리드 구조가 유리하다.

제시된 클라우드-P2P 하이브리드 구조에서는 집중화
된 서버의 부하가 감소되며 여러 장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P2P 기법은 본질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므로 사용자
가 증가되면 사용자의 가용 자원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특정 사용자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도 
P2P 통신망은 자체 복구와 재구성이 가능하며 기반구조
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통신량이 사용자들 간에 분산되
므로 통신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Ⅲ. 하이브리드 구조 기반의 MMOG

1. MMOG 모델
MMOG는 아바타, 객체, NPC(Non Playing Character) 

등 엔터티(entity)들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가상 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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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상 환경의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아바타는 사용자
의 명령에 따라 가상 환경에서 이동하며 다른 엔터티들
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문과 같은 객체
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제어되지 않고 아바타를 통해 상
호 작용할 수 있다. NPC는 서버에 의해 제어되는 능동적 
행위를 표출하는 반면 객체는 자신의 상태를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적인 행위를 갖게 된다. 

가상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클
라이언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중개자를 통하여 서버와 
연결된다. 클라이언트는 묘사된 가상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의 액션을 메시지로 변환하여 서버에게 
전송하고 갱신된 가상 환경의 결과를 수신하게 된다. 서
버 관점에서 보면 가상 환경은 클라이언트 또는 NPC가 
유발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 상태 변화가 시간
적 순서로 모델화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구조 기반의 MMOG에서 
두 가지의 액션을 고려한다. 첫째, 위치 변경 액션은 게임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상태 불변 액션이며 사용자에 의
해 수행되는 플레이어들이 이동할 때 발생한다. 둘째, 상
태 변경 액션은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하거나 
또는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는 액션으로 게임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액션이다. 특히 MMORPG에서 액션
의 대부분은 위치 변경 액션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하이브리드 구조 기반의 MMOG 
가상 세계는 다수의 영역으로 분할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영역은 관심 구역(AOI;Area of Interest)으로도 기술
되며 게임 지도의 위치상 동일한 영역에 있는 플레이어
들은 해당 구역에 대한 관심 그룹을 형성하며 구역 내 상
태 갱신 행위만 그룹 내에서 교환한다. 특정 영역에 있는 
모든 엔터티들은 특정 노드에 설정된다. 여기서 노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버 또는 플레이어를 의미한다. 엔터
티들이 공간적 위치에 따라 구성되므로 영역 기반 분할
은 관심 구역을 위한 효율적 해결책이다[11].  그러나 엔터
티 분산은 엔터티들이 몰려있는 영역 즉 핫 스팟(Hot 
Spot)의 존재로 인하여 공간적으로 대부분 획일적이지 
않다. 핫 스팟으로 인한 결점 중 하나는 엔터티 관리를 
하는 노드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각 영역마다 특정 플레이어를 영역 조정
자로 설정하며 영역 조정자는 다른 플레이어들에 비하여 
컴퓨팅 능력과 통신 대역폭 처리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
로 가정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버와 영역이 구성된 
하이브리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서버

P3

P1

P2 P4

P7

P5

P6 P8

영 역 영 역 

그림 1.하이브리드 구조의 서버와 영역
Fig. 1. A server and regions in the hybrid architecture  

그림 1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서버는 영역 1과 
영역 2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P1은 영역 1의 조정
자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플레이어 P2, P3, P4 들과 위치 
변경 액션을 직접 상호 교환한다(그림 1에서 화살표 없
는 실선으로 표현). P5도 영역 2의 조정자이며 P6, P7, P8 
들과 위치 변경 액션을 직접 상호 교환한다. 그러나 상태 
변경 액션은 모든 플레이어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버에
게 직접 전송하며 그림 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다. 이 서
버는 플레이어의 상태 변경 액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영역 조정자들인 P1, P5에게 객체가 변경된 결과를 전
달(그림 1에서 화살표가 있는 실선으로 표현)하고 P1과 
P5는 이 결과를 다시 영역 내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전달
한다. 

2. 영역 내 확장성 보장
어느 시점에서 영역 내의 플레이어들의 수가 증가하여 

영역 조정자의 능력을 초과할 때 작업 부하를 분산하는 
것은 이 하이브리드 구조의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2의 
(a)는 영역 1(그림 1 참조)에 새로 진입한 플레이어 P9를 
기존 영역 조정자 P1의 능력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새로
운 영역 조정자로 설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P1이 현
재 P9 까지는 감당할 수 있으나 이후에 새로 진입하는 플
레이어들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이다. 
플레이어마다 컴퓨팅 능력과 대역폭 여유가 상이하므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영역 조정자 P1이 P9를 영역 1의 두번
째 영역 조정자로 설정한 상황을 그림 2의 (a)가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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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때 P9는 P1과는 위치 변경 액션을 직접 상호 
교환할 수 있지만 P2, P3, P4 들과는 P1을 통해서만 위치 
변경 액션을 상호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P9는 영역 1의 
두번째 영역 조정자로 설정되었으므로 서버로부터 상태 
변경 액션 결과를 직접 수신하게 된다.

  서버

P3

P1

P2

P4
P9

                 

         
그림 2. (a) P9가 추가된 영역 1
Fig. 2. (a) Region 1 with P9

이후 그림 2의 (b)처럼 P10이 영역 1에 진입할 경우 
영역 조정자 P1이 P10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두번째 
영역 조정자인 P9이 P10을 수용하게 되며 P10은 P9를 통
해 P1은 물론 P2, P3, P4와 위치 변경 액션을 상호 교환하
게 된다. P10은 서버의 상태 변경 액션 결과도 P9를 통해
서 전달받게 된다.  

P10
P3

P1

P2

P4

P9

 서버

(b) P10이 추가된 영역 1
(b) Region 1 with P10

P10
P3

P1

P2

P4

P9

 서버

P11

              (c) P11이 추가된 영역 1
              (c) Region 1 with P11

P11이 영역 1에 추가된 그림 2의 (c)에서도 P11은 P10과 
마찬가지로 P9를 통해 P1, P2, P3, P4 플레이어들과 위치 
변경 액션 결과를 상호 교환하며 서버로부터 상태 변경 
액션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그러나 P11은 P10과 P9에 대
해서는 상호 간에 위치 변경 액션을 직접 교환할 수 있다.  

 
3. 영역 조정자의 알고리즘 

임의의 영역 i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3에서 기술되며 설정된 변수
는 다음과 같다.

n[i]: 영역 i에서 구성가능한 조정자 수
N[i,j]: 영역 i의 j(1≤ j≤ n[i])번째 영역 조정자가 수용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의 수이다. 본 논문에서 각 영역 
조정자는 사용가능한 통신 대역폭에 따라 수용할 수 있
는 최대 플레이어들의 수를 가정한 것이다
Num_of_Player[i,j]: 영역 i의 j번째 영역 조정자가 수
용하고 있는 현재 플레이어들의 수이며 초기치는 모두 0
이다.
Total_of_Player[i]: 영역 i에 진입한 모든 플레이어들의 
수를 의미하며 초기치는 0이다.

01   j=1;
02   do 
03      { 새로운 플레이어가 영역 i에 진입;
04        if (Num_of_Player[i,j] < N[i,j])
05             Num_of_Player[i,j]++;
06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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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 새로운 영역 조정자가 설정됨
08             j++; // N[i,j] 설정
09             N[i,1]++; 
10          } 
11        Total_of_Player[i]++;
12      } while ( j <= n[i]);

그림 3. 영역 i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를 수용하는 영역 조정자의 
알고리즘

Fig. 3. Algorithm of region coordinators to handle a new 
player in region i

    
임의의 영역 i에서 첫번째(j=1) 영역 조정자는 실제 수

용할 수 있는 최대 플레이어들의 수를 Nmax라 할 때 
n[i]-1 개의 다른 영역 조정자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Nmax에서 n[i]-1을 차감한 수를 N[i,1]로 설정한다. 즉 
N[i,1]=Nmax-(n[i]-1)이 된다. 그러나 두번째 영역 조정
자부터는 수용할 수 있는 최대수로 N[i,j](j>1)로 설정되
는 것을 가정한다.  1번 행에서 j가 1인 첫번째 영역 조정
자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해당 영역에 진입할 경우(3번 행 
참조) 4번 행의 조건을 확인한다. 여기서 Num_of_Player[i,1]
이 N[i,1]보다 적으면 첫번째 영역 조정자는 새로운 플레
이어를 수용하는 의미로 5번 행에서 Num_of_Player[i,1]를 
1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4번 행에서 Num_of_Player[i,1]
가 N[i,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첫번째 영역 조정자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두번째(8번 행에서 j는 2로 증가됨) 
영역 조정자로 설정하며 이때 N[i,2]도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두번째 영역 조정자는 첫번째 영역 조
정자가 수용한 플레이어이기도 하므로 N[i,1]이 1 증가
된다(9번 행 참조). 이후 지금까지 영역 i에 진입한 모든 
플레이어들의 수인 Total_of_Player[i]도 1 증가시킨다
(11번 행 참조). 12번 행에서 조건(n[i]를 3으로 가정함)
이 참이면 알고리즘은 2번 행부터 다시 시작되며 이후 
영역에 진입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는 4번 행의 조건이 참일 
경우 두번째 영역 조정자에 의해 수용되며 Num_of_ 
Player[i,2]가 1씩 증가된다. 

두번째 영역 조정자가 수용할 수 없는 플레이어가 진
입할 경우 8번 행에서 j가 3으로 증가되며 이 플레이어는 
세번째 영역 조정자로 설정되고 첫번째 영역 조정자가 
수용한 플레이어이므로 역시 N[i,1]을 1 증가시킨다. 
N[i,1]의 초기치가 Nmax-(n[i]-1)이었으나 결국 n[i]-1이 
더해지므로 N[i,1]=Nmax-(n[i]-1)+(n[i]-1)=Nmax가 되는 
것이다. 즉 첫번째 영역 조정자는 n[i]가 3일 경우 j가 2
와 3인 두 영역 조정자를 포함하여 Nmax 개의 플레이어
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2번 행부터 알고리즘이 

다시 수행되며 j가 3인 세번째 영역 조정자가 새로운 플
레이어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Num_of_Player[i,3] 
≥ N[i,3])이 되면 8번 행에서 j가 4로 증가되더라도 12
번 행의 조건(j=4 > n[i]=3)이 거짓이므로 이 알고리즘은 
더 이상 수행되지 않는다.

IV. 성능 분석

1. 실험 환경과 변수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MMOG가 하이브리드 구조에 

적용되는 게임 모델을 가정한다. 실제 FPS 게임인 
Quake II[15]에서는 플레이어가 초당 20회 정도 위치를 
변경하며 이 결과를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전송한다. 본 
논문의 게임 모델에서는 각 플레이어가 자신과 NPC를 
포함한 객체들에 대하여 초당 10 회의 위치 변경 액션을 
수행하며 영역 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플레이어는 16 개 이상 48 개 이하의 객체들을 유
지하며 평균 객체 수 Obj_num은 32로 설정하고 객체의 
평균 크기 Obj_size는 200바이트로 가정한다. 영역 i의 
j번째 영역 조정자가 위치 변경 액션을 직접 전송해야 하
는 플레이어들의 수는 N[i,j]로 기술한다. 이 플레이어들
은 자신이 보유한 객체들의 위치 변경 액션을 다른 N[i,j] 
플레이어들에게 전송할 때 필요한 통신 대역폭 
Band[i,j]_of_pos(Bytes/초)은 다음과 같다.
 Band[i,j]_of_pos=Obj_num*Obj_size*N[i,j]*10  (1)

또한 이 모델에서 플레이어는 다른 MMOG와 유사하
게 플레이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인 음식 섭취 그리고 
플레이어들 간의 상호작용인 전투 행위 등 두 가지 전형
적인 상태 변경 액션도 분당(60초) 평균 5 회씩 각각 수
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플레이어가 음식 섭취와 전
투 행위에서 각각 1 개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가
정하여 중앙 서버에게 상태 변경 액션을 전송할 때 필요
한 대역폭 Band_of_state는 다음과 같다.

     Band_of_state=Obj_size*(5+5)/60       (2)
Band_of_state는 Band[i,j]_of_pos에 비해서 크기

가 작다. 모든 영역의 전체 플레이어들의 수 Ntotal로부터 
수신한 Band_of_state를 중앙 서버가 컴퓨팅한 후 갱신
된 객체들을 Ncoordi 개의 영역 조정자들에게 전송할 경
우 중앙 서버가 필요한 대역폭 Band_of_server는 다음
과 같다.

Band_of_server=Ntotal*Band_of_state*Ncoord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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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영역 i의 영역 조정자 j를 k(1≤ k≤ Ncoordi)번
째 영역 조정자라 가정한다. 영역 조정자 k는 중앙 서버
로부터 수신한 Ntotal*Band_of_state를 자신이 직접 위치 
변경 액션을 상호 교환해야 하는 N[i,j] 플레이어들에게 
다시 전송하게 되고 이때 필요한 대역폭 Band[i,j]coordi는 
다음과 같다.

Band[i,j]coordi=Ntotal*Band_of_state*N[i,j]     (4)

2. 통신 대역폭 분석
본 논문의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중앙 서버는 플레이어

들의 상태 변경 액션만 수신해서 처리 결과를 영역 조정
자들에게 전송한다. 실험에서 초기에 플레이어들의 수 
Ntotal은 50000 명이며 영역 내 평균 플레이어들의 수는 
50 명까지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1000 개의 
영역이 필요하다. i 영역의 j 영역 조정자는 평균 50 명의 
플레이어들N[i,j]에게 위치 변경 액션과 상태 변경 액션 
결과를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시간이 점차 지
남에 따라 일부 영역에 진입하는 플레이어들이 50 명씩 
증가되어 한 영역에 최대 200 명까지 플레이어들이 구성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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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플레이어들의 수 Ntotal에 따른 플레이어와 영역 
조정자의 대역폭

Fig. 4. Bandwidth of player and region coordinator for 
Ntotal, number of total players

1000 개의 영역 중 20%인 200 개 영역에만 10000 
명씩의 플레이어들이 추가로 진입할 경우 영역당 평균 
50 명의 플레이어들이 증가하게 되고 새로운 영역 조정
자가 200 개씩 증가된다. 초기에 50000 명인 플레이어
들이 10000 명씩 80000명까지 증가할 경우 수식 (1)의 
플레이어들의 평균 통신 대역폭과 수식 (4)의 영역 조정
자들의 평균 통신 대역폭이 그림 4에 나타났다. 일반 플
레이어들의 통신 대역폭은 전체 플레이어들의 수가 증가
하더라도 수식 (1)에 따라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
나 영역 i의  영역 조정자 j인 k번째 영역 조정자는 수식 
(4)에서 N[i,j]는 일정하더라도 전체 플레이어들의 수 
Ntotal이 증가되므로 이에 비례하여 통신 대역폭이 증가
하게 된다. 영역 조정자도 플레이어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실제 수식 (4)의 결과에 수식 (1)의 대역폭이 추가되어야 
하나 그림 4에서 영역 조정자의 대역폭에 수식 (1)의 대
역폭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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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전체 플레이어들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그
림 3의 알고리즘에 따라 영역 조정자들을 추가로 활용하
는 중앙 서버_1에서는 수식 (3)에 따라 서버의 통신 대역
폭이 완만하게 증가된다. 플레이어들의 수가 500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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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 초당 1.55GB의 대역폭이 필요하며 10000 명씩 
증가되더라도 초당 1GB 이하의 추가 대역폭이 요구되나 
영역 조정자를 추가로 활용하지 않는 중앙 서버_2의 경
우에는 10000 명이 증가할 때마다 플레이어 수 제곱에 
비례하는 초당 20 GB, 43GB, 74GB를 초과하는 중앙 
서버의 대역폭이 계속 요구되었다. 즉 P2P 시스템의 클
라이언트를 영역 조정자로 활용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
팅에 구성되는 중앙 서버의 통신 대역폭과 컴퓨팅 자원
을 대폭 절감하며 증가하는 플레이어들을 MMOG에 수
용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 수만 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MMOG를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버와 P2P 시스
템[16, 17]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제
시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앙 서버는 게임 세계
의 주요 데이터를 관리하며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하이브리드 구조에 기반한 MMOG는 게임 세계를 다수
의 영역으로 분할하며 각 영역에서 처리 능력과 통신 대
역폭이 충분한 플레이어를 영역 조정자로 설정한다. 영역 
조정자는 중앙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태 변경 액션 결과
를 영역 내 관련 플레이어들에게 전송함으로써 서버의 
통신 대역폭과 컴퓨팅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역 내 진입하는 플레이어들이 급증하는 상황에
서도 서버를 활용하는 대신 영역 조정자의 허용가능한 
통신 대역폭과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증가되는 플레이
어들이 MMOG에서 수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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