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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클라우드 기반 게이 에서 게임 스트리 에 한 심이 높다. 게임 스트리 에서는 원

격지의 게임 서버가 그래픽 더링 작업을 수행하고  더링 결과물인 씬 이미지들을 이어 

장치에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 하게 된다. 우리는 다  게임 서버 기반의 게임 스트리  환경

에서, 서버간의 GPU 부하 균등을 한 CSA (Client-Server Allocation) 문제를 최 화 문제로  

모델링하고, 그 해를 구하는 시뮬 이티드 어닐링 기반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 방법의 특징은, 

네트워크 지연에 한 제약을 고려한 것과, 필요시 신규 게임 세션의 임 이트를 자동으

로 하향 조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game streaming is high in cloud-based gaming. In game 

streaming, remote game servers perform graphics rendering and stream the resulting 

scene images to clients' device on the Internet. We model the client-server allocation 

(CSA) problem for balancing the GPU load between servers in a game streaming 

environment as an optimization problem, and propose a simulated annealing-based 

method. The features of our method are that the method takes into account the 

constraints on network delay and has the ability to automatically adjust the frame rate 

of game sessions if necessary. 

Keywords : Client-Server Assignment(클라이언트-서버 배정), Game Streaming(게임 스트

리 ), Load Balancing(부하 균등), Frame Rate( 임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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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라우드 기반(cloud-based) 게임 환경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성능을 가진 게임 서버를 

로비 닝(provisioning)해서 사용할 수 있다. 최

근 클라우드 환경에서 게임 스트리 (game 

streaming)을 이용한 이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게임 스트리  기반의 이에

서는, 게임 응용의 임 더링(frame 

rendering)은 원격지에 치한 게임 서버에서 수행

되고, 더링된 이미지들은 이어(player)의 장

치로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 스트리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 

게임 스트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게임 응용을 

장 매체에 담아 배포하거나 는 인터넷 사이트

로부터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원격 서버에 속해 

곧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장 은, 

더링이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장치

의 처리 부담이 히 어 사양의 장치로도 

좋은 품질의 게임 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임 스트리  환경에서의 게임 서버는 크게 게

임 세션  게임 상태를 리하는 시스템, 

GPU(Graphic Processing Unit)를 구비해 임 

더링하는 시스템, 더링된 이미지들을 인코딩 

후 비디오 스트리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더링, 인코딩  비디오 스트리  시스템을 합쳐서 

더링 서버라고 별도로 부른다. 일반 으로 많은 

속자를 지원하기 해 다  게임 서버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들 서버들은 일반 으로 여러 지역

에 흩어진 데이터 센터에 치하고, 각 더링 서

버는 여러 GPU들을 구비하고 있다. 서버에는 여

러 게임 응용들이 미리 설치되어, 신규 이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게임의 게임 세션(game 

session)을 시작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이어를 나타

낸다. 여러 명이 모여 하나의 그룹(즉, ) 단 로 

진행되는 게임에서는, 신규 클라이언트는 먼  로

비 서버에 속해 일정시간 기하면서 그룹을 구

성하게 된다. 그룹 구성은 클라이언트들이 직  

는 자동 매칭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결성된 그룹

들은 다  서버들  한 서버에 자동으로 배정되

어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서버는 배정받은 에 

한 게임 세션을 생성해 게임 세션들에게 GPU 

더링과 비디오 스트리 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신규 클라이언트들에 해 한 게임 서버를 찾

아 배정하는 문제를 CSA(Client-Server 

Assignment) 문제라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스트리  환경에서 서버들 

간의 GPU 부하 균등과 게임 세션의 임 이

트(frame rate)의 자동 조 을 지원하는 CSA 문

제를 최 화 문제로 모델링하고, 그 해를 구하는 

SA(Simulated Annealing) 기반의 해법을 제안한

다. 시뮬 이티드 어닐링[3]는 폴리노미알 타임 복

잡도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최 화 문제의 해를 

구하는 표 인 방법  하나이다. 

우리의 CSA 문제 모델링에는 클라이언트-서버

간 네트워크 지연(delay)에 한 제약을 고려한다. 

네트워크 지연이 무 크면 사용자가 느끼는 게임 

품질이 낮아질 것이고, 같은 게임 세션내의 클라이

언트간의 지연 편차가 무 크면 클라이언트별로 

사용자 반응 시간이 달라져 이의 공정성이 떨

어질 것이다. 

 GPU는 더링 작업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컴포 트이고 서버 비용에서 가장 요한 

요소이다[2]. 게임 스트리  환경에서 사용되는 비

디오 인코딩과 비디오 스트리 은 VOD(Video On 

Demand) 는 분산 멀티미디어 시스템 분야에서 

상 으로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제안되고 상용화

되고 있는 수 이지만, 게임 임의 원격 더링 

분야의 연구는 시작 단계이다.

일반 으로 각 더링 서버는 여러 개의 GPU 

카드를 가지고 있고, 더링 요구들을 GPU 자원

의 사용(utilization)을 최 화하는 식으로 처리된

다. 서버간의 부하 균등은 다  서버 기반의 게임 

시스템에서는 주요 성능 지표  하나이다. 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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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GPU 부하가 균등하게 되면 인코딩과 비디오 

스트리  자원에 걸리는 부하도 서버들 간에 균등

하게 될 것이다.  

신규 클라이언트 그룹을 해 생성되는 게임 세

션에 해, 먼  더링의 임 이트(frame 

rate)를 결정하게 된다. 임 이트는 클라이언

트들이 자신들의 장치의 성능 등을 고려해 요구하

게 된다. 속자 수가 많이 몰리는 시간 에는, 

더링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신규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임 이트로 더링 작업을 수행할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서, 신규 게임 세션들의 임 이트를 자동으로 

여 모든 게임 세션들이 시작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때 자동으로 조 되는 임 이트

는 클라이언트의 기 요구에 최 한 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서버 배정에

서는 여러 지표들을 최 화 는 최소화하고자 한

다. 표 인 지표들로 게임 서버간의 부하 균등과 

클라이언트-서버 거리 균등을 들 수 있다[4,5,6,7]. 

온라인 게임에서는 특히 서버간의 부하 균등에 

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부하 균등을 통해 일

부 서버들의 과부하와 함께 이런  서버 주변 네트

워크에 트래픽이 늘어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게이 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는 신규 클

라이언트들의 이 요구를 처리하기 해, 게임 

서버를 로비 닝하게 된다. 이때 게임 요구별로 

서버 인스탄스를 생성하거나[8] 는 한 크기

의 게임 서버를 생성한 후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게임 요구들을 배정하게 된다[9].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버를 배정하는 

작업에서 고려하는 주요 지표는 사용자 반응 시간

(response time)과 비용이다[8,9]. 일반 으로 사용

자 반응 시간은 서버의 하드웨어 성능, 서버 부하 

 네트워크 지연에 향을 받는다[10]. 사용자 반

응 시간은 이어가 느끼는 게임 경험의 품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다[11,12,13,14]. 

서버의 부하가 커지면 따라서 큐잉 지연 등의 

처리 시간이 늘어나 결과 으로 사용자 시간이 늘

어난다. Chanthaphram과 동료들은 서버에 클라이

언트 수의 최  임계치를 두고, 신규 클라이언트는 

이 임계치를 넘지 않은 서버 에서 거리 으로 

가까운 서버에 배정하고, 그런 서버가 없다면 신규 

서버를 생성하는 방법을 발표했다[9]. Wang과 동

료들은 클라이언트간의 지연을 차이를 최소화하는 

서버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을, Marzolla와 동료들

은 최 한 허용되는 지연 제약 하에서 최소 개수

의 서버를 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15,16].  

Deng과 동료들은 서버의 용량과 네트워크 역

폭에 따른 비용 모델을 정의하고, 주어진 신규 게

임 요구들을 처리하기 해 서버 개수와 역폭 

비용을 최소화하는 서버 할당 방법을 제안했다[8]. 

클라이언트들의 게임 시작 의 기 시간을 고려

하면서 서버 로비 닝 비용을 감소시키는 클라이

언트 배정 방법도 발표되었다[17,18]. 한 앞에서 

언 한 것 같이 GPU가 비싼 자원임을 감안해, 

Dinaki와 Shirmohammadi는 GPU 사용도

(utilization factor)과 사용자가 느끼는 이의 

품질을 최 화하는 서버 배정 문제를 모델링하고,  

유 자 알고리즘 방식의 해를 구했다[2].

 더링 임 이트는 네트워크 지연과 함께 

사용자가 인지하는 게임 이 품질에 큰 향을 

미친다. FPS나 RPG 게임을 상으로 한 기존 연

구에 따르면[19,20], 임 이트가 증가하면 

이 품질은 로지스틱 함수 형태로 증가함을 보

다. 일반 으로 게임 스트리  기반의 환경에서는 

게임별로 가능한 임 이트들의 리스트가 마련

되어, 게임 세션의 시작 에 그  하나를 선택하

면 된다. 이 리스트는 게임 개발자 는 게임 서비

스 제공자가 작성하게 된다[2,21]. 

기존 연구를 조사한 결과, 네트워크 지연을 고려

한 게임 서버들 간의 GPU 부하 균등, 임 

이트 자동 조 을 통해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게임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한 연구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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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문제 모델

링, 제3장은 클라이언트-서버 배정 알고리즘, 제4

장은 실험, 제5장은 결론을 다룬다.  

2. 문제 모델링

우리가 해결하고자하는 CSA 문제의 모델링은 

[Fig. 1]와 [Fig. 2]에 나타난다. 신규 클라이언트

들을 서버에 할당할 때, 기본 단 는 그룹이 된다. 

단  시간 동안 새로 도착한 클라이언트 수는 

NOC이고, 서버 배정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그룹의 

수는 N이다. 앞에서 언 했듯이 각 클라이언트 

에 해 한 개의 게임 세션이 생성되고 게임이 진

행된다. 게임 세션이 GPU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

에, 우리의 CSA 문제 모델링에서는 클라이언트들 

보다는 게임 세션들을 서버에 배정하는 식으로 문

제를 기술하고 있다. 모든 게임 세션의 구성원 수

가 같고 이를 L이라 하면, N=NOC/L이 된다. 만

약 바둑 게임인 경우, L=2가 될 것이다.

서버 배정이 필요한 게임 세션의 리스트는 

RS=<, , ..., >로 정의한다. 게임 서버의 

리스트는 SS = <, , ..., >, 게임 응용의 리

스트는 GS=<, , ..., > 이고, 이들 게임은 

모든 서버에서 서비스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각 서

버는 같은 GPU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각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최  부하를 FMAX로 

표 한다. 

각 게임 세션 에 해, 
  는 클라이언트가 

이하고자 하는 게임의 GS 리스트 인덱스를 나

타낸다. 은 을 구성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리

스트이다. 는 의 한 임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GPU 부하를 나타낸다. 은 게임 종류 

 참여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이것은 모

니터링을 통해 구할 수 있을 것이다[2]. 

 각 게임 는 FRCNT 개의 임 이트들로 

구성된 리스트가 가지는데, 는 이 리스트

의 i 번째의 임 이트를 나타낸다. 를 들어 

의 임 이트 리스트가 <10, 20, 30, 40, 

50>이면,   = 30이다.

Input: GS, SS, RS, FMAX, DMAX, 

       DVMAX

Output: 's  

Find 's that minimize 

   LBF  =

    sqrt 
  



  
  





where

(C1) SLDm  = 

     
  



  , 1 ≤ m  ≤ M

(C2) SLDm   ≤ FMAX, 1 ≤ m ≤

(C3) for c ∈    and =1, 

      ≤ DMAX, 1 ≤ n ≤ N, 

1 ≤ m ≤ M 

(C4) max
∈   

   - 

min∈       ≤ DVMAX, 

 1 ≤ n ≤ N

(C5) 
  



  = 1,  1 ≤ n ≤N

(C6)   = 0 or 1, 1 ≤ n ≤N, 1 ≤ m ≤

M

[Fig. 1] Definition of Client-Server Assignment For 

Load Balance

[Fig. 1]에 나타나는 목 함수는 LBF를 최소화

하는 것인데, LBF는 서버들 간의 GPU 부하 편차

를 나타낸다.   변수는 게임 세션 이 서버 

에 할당되어 있는 지를 나타낸다. =1이면 

할당을, 0이면 할당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Fig. 1]

는 GPU 부하 균등을 최 화하는 을 찾는 문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81

― A Method for Client-Server Allocation for Maximum Load Balancing 

and Automatic Frame Rate Adjustment in a Game Streaming Environment ―

제를 모델링하고 있다. 

조건 C1의 SLDm은 서버 에 처리할 GPU 

부하를 나타낸다. 제약 조건 C2는 각 서버 에 

걸리는 부하는 자신의 처리 능력보다 어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 는 에 선택된 임 이

트를 나타낸다. 

DELAY(, )은 클라이언트 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 지연을 나타낸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물리  거리와 네트워크 상태에 향을 

받는다. 사용자 장치와 서버간의 메시지 달의 지

연을 모니터링해서 통계 으로 악할 수 있을 것

이다. C3은 각 클라이언트는 무 긴 지연이 걸리

는 서버에는 배정하지 말라는 제약 조건을 나타낸

다. 허용되는 최  지연 값이 DMAX이다. C4는 

한 게임 세션을 구성하는 클라이언트간의 지연의 

편차가 DVMAX 이하인 서버만 할당에서 고려하

는 제약 사항을 나타낸다. 제약 조건 C5는 각 게

임 세션 은 하나의 서버에만 배정되어야 됨을 

나타낸다.

[Fig. 2]는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임 

이트가 서버의 남은 처리 용량에 비해 높은 경우, 

각 게임 세션의 임 이트를 자동으로 낮게 

설정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서버 배정을 구하는  

문제를 모델링한 것이다. 

각 의 정의와 용도는 [Fig. 1]과 동일하다. 

각 게임 세션 에 해, 는 에 선택된 

임 이트 리스트의 인덱스를, 
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임 이트를 나타내는 해당 리스트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Fig. 2]에 기술된 문제는 게임 세션들에 해 

FU를 최 화하는 임 이트들과 서버 배정을 

찾는 것이다. FU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임 

이트들과 자동으로 설정된 임 이트간의 비율

로 정의된다. 따라서 [Fig. 2]의 목  함수는 사용

자의 요구에 최 한 가까운 임 이트를 찾는 

것이다. 

Input: GS, SS, RS, FMAX, DMAX, 

DVMAX, 
 ‘s

Output: 's and  's  

Find 's and 's that maximize

  FU  = 
  






 
 

where

(C1)   = 


  , 1 ≤ n ≤N

(C2) ~ (C6)  Constraints C2 through C6 

are the same as C2  through C6   of Figure 1, 

respectively.

[Fig. 2] Definition of Client-Server Assignment for 

Frame Rate Maximization

3. 시뮬 이티드 어닐링 기반의 

클라이언트-서버 배정 알고리즘

3.1 클라이언트-서버 배정 로시

[Fig. 3]에 기술된 Client_Server_Alloc은 [Fig, 

1]과 [Fig. 2]에서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체 

로시 이다. 

 
Procedure Client_Server_Alloc

Step 1) cur_sld_sum  = 
  





  sld_req = 
  



*


 
 

Step 2)

    if(cur_sld_sm + sld_req<*FMAX*M) {

Step 2-1)  let fr = <


 
  , ..., 

          


 
 >; 

Step 2-2) x = Greedy_All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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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Step 2-3) fri, x  = Max_Frame_Rate_Alloc();  

Step 2-4) let  fr  = <


  , ..., 

            


 >; 

     }

Step 2-5) Perform an SA-based procedure to  

    improve x in terms of server load balance;

Step 3) Output x, fr

[Fig. 3] Client_Server_Alloc Procedure

  

Step 1에서 신규 클라이언트들의 게임 요구를 

서버가 처리할 때 필요한 총 GPU 부하를 구해 이

를 sld_req에 기록한다. Step 2에서는 신규 클라이

언트들의 게임 세션들을 서버에서 진행할 경우에 

서버들의 총 GPU 부하가 서버들의 총 능력 비 

일정 비율 이하면 Step 2-1 ~ 2-2이 수행되고, 아

니면 Step 2-3 ~ 2-4가 수행된다. 비율 는 서버 

운  정책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다. 

Step 2-1 ~ 2-2는 탐욕(greedy) 방식으로 동작

하는 Greedy_Alloc 로시 를 이용해 기 클라

이언트 서버 배정을 하는데, 클라이언트들의 

임 이트 요구인   =< 
 , ..., 

  >를 

기반으로 한다. 서버 배정을 기록하는 변수 x의 값

은 <, , ..., > 형태의 리스트이다.

Step 2-3 ~ 2-4에는 Lower_Frame_Rate 로

시 를 이용해서 게임 세션들의 임 이트를 

히 조 해 기 서버 배정을 구하고, 그 결과

를 변수 fri와 x에 각각 기록한다. 

Lower_Frame_Rate 로시 에 한 자세한 설명

은 다음 에서 다룬다. 

Step 2-5에서는 앞 단계에서 구한 서버 배정 x

의 서버들 간의 부하 균등을 SA 기반 로시 를 

통해 개선한다. 이 로시 는 형 인 SA 알고

리즘의 형태[3]의 형태를 갖는다. 즉 재 해

(current solution)에서 다음 해(next solution)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해를 차 으로 개

선해 나간다. 

우리의 경우, 해는 x로 나타내고, 해 x의 품질을 

측정하는 E(x) 함수는 [Fig. 1]에서 언 한 LBF를 

사용한다. 재 해 x로부터 구하는 다음 해 x'를 

구하는 neighbour() 함수는 아래 기술된 Step A 

~ Step D와 같이 동작한다. 

Step A) Make a copy, say x', of x;

  Step B) Find the minimally loaded server, 

say min, and maximally loaded server, say 

max;

  Step C) Find some   in min  and   in 

max  such  that the GPU load for processing 

  is less than , C2 and C6 constraints are 

still met if   moves to max , and   moves 

to min;

  Step D) Set ′min  = 0, ′max=1, ′max=0, 

and ′min=1;

   

[Fig. 4]는 Step 2-2에서 수행되는 

Greedy_Alloc 로시 의 동작 원리를 기술한 것

이다. Step 1에서는 모든 을 0으로 기화한

다. 게임 세션 을 진행하기 해 필요한 당 

GPU 부하를 구하고 이를 라고 한다. 

Step 3에서는 당 GPU 부하가 높은 게임 세

션 순으로 서버 배정을 한다. Step 3-1에서는 

을 [Fig. 1]의 제약조건 C2 ~ C6을 만족하면서 배

정할 수 있는 모든 서버를 구한다. Step 3-2에서

는, 만약 그런 서버들이 있다면 그들 에서 GPU 

부하가 가장 은 서버에 을 배정한다. 

Procedure Greedy_Alloc:

Step 1) Set =0 for 1≤n≤N and 1≤m≤M;

  For 1 ≤ n ≤ N, compu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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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Sort all elements in RS in 

non-decreasing order of 's, and let the 

sorted list be RSsort = <, ..., >

  Step 3) 

    for i = 1 to N {

      Step 3-1) Choose that all the servers  

such that constraints C2 and C6 of Figure 1 

will be met after   is placed on them;

      Step 3-2)

        if(there is no such server) 

           return null; /* no solution */

        else {

           Choose the least loaded one, say 

 , among those servers;

             = 1; 

         }    

Step 4) Return x=<, , ..., >;

[Fig. 4] Procedure Greedy_Alloc

3.2 Lower_Frame_Rate 로시

Procedure Max_Frame_Rate_Alloc

Step 1) let fri  = <, ..., >, where   

= 1  for  i ≤ n ≤ N;  

Step 2)  x = Greedy_Alloc();

Step 3)   

  while(True) {

    Step 3-1) Finds the set GSS  of game 

sessions, say  , such that   < 
  and  

  can increment by 1 without violating C2 

constraint of Fig. 2; 

    Step 3-2) if(GSS  is empty) break;

    Step 3-3) Choose one, say  , from 

GSS such that   has the maximum FU 

among ones in GSS if   is made to increase 

by 1;  

    Step 3-4)   =   + 1; 

    }

Step 4) Perform an SA-based procedure to

  improve the frame rates of game sessions 

  by repeatedly changing fri and x.

Step 5) Return fri=<, ..., > and x= 

<, , ..., >;

   [Fig. 5] Procedure Lower_Frame_Rate

[Fig. 5]는 Lower_Frame_Rate 로시 의 동

작 원리를 기술한다. Step 1에서는 각  을 

한 임 이트 인덱스인 을 1로 함으로써, 

일단 가장 작은 임 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Step 3에서는 한 게임 세션을 선택하고 그 세션

의 을 1만큼 증가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Step 

3-1에서는 이 아직 사용자의 임 이트 

요구인 
에 미치지 못하고, 서버의 처리 능력

을 감안할 때 을 1증가할 수 있는 게임 세션들

을 구한다. Step 3-2에서는 만약 그런 세션이 없

다면 반복을 종료한다. Step 3-3에서는 그들 에

서 임 이트 인덱스가 1만큼 증가했을 때의 

FU 값이 가장 큰 게임 세션을 선택한다. 

Step 4에서는 SA 기반 로시 를 통해 재 

해인 와 x를 FU 측면에서 개선해 나간다. 이 

로시 는 참고 문헌[3]의 형태를 갖는다. 우리의 

경우, 해는 x와 fri가 되고, 해의 품질을 측정하는 

E(x, fri) 함수는 1-FU가 된다. FU는 [Fig. 2]에

서 정의한 것이고, [3]에서는 목  함수 값을 최소

화하도록 기술되었기 때문에 1-FU를 사용한다. 

재 해인 x와 fri에서 다음 해인 x'와 fri'는 아

래 기술된 Step A ~ Step D를 통해  구한다. 

Step A) Make a copy x' of x, and mak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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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fri' of fri;

Step B) Choose randomly two servers, say 

  and ;

Step C) Find some   in   and   in   

such that ' < 
 , ' < 

 , delay  

constraints can be met if   moves to , and 

  moves to ;

Step D) if(there are such   and ) {

    Step D-1) Set ' = 0, '=1, '=0, 

and '=1;

      Step D-2) if(the GPU load of   

exceeds FMAX when ' increments by 1) 

          Choose a proper game session in 

  decrease its frame rate index by 1, and 

then  increase ' by 1;

      Step D-3) if(the GPU load of   

exceeds FMAX when ' increments by 1) 

          Choose a proper game session in 

 , decreases its frame rate index by 1, and 

then increase ' by 1; 

4. 실험 

우리는 제안된 클라이언트-서버 배정 방법을 

MS Visual Studio 2019를 이용해 C++ 코드로 작

성했다. 우리의 CSA 방법의 특성과 성능을 분석

하고자 여러 실험을 실시했다. 이들에 용한 기본

인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  시간 동안에 

도착한 신규 클라이언트들의 수 NOC=10000, 편의

상 클라이언트 그룹의 크기 L=6으로 정했다. 서버 

수 M=8, 게임의 수는 K=10이다. 2가지 종류의 

임 이트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낮은 임 

이트들의 리스트인 {15, 20, 25, 30},  다른 하나

는 상 으로 높은 임 이트들의 리스트인 

{30, 35, 40, 45}이다. 게임들  반은 자를, 나머

지 반은 후자로 사용한다. 게임 세션들은 K개 게

임  한 게임을 이한다고 가정한다. 각 게임 

세션에 해 해당 클라이언트 그룹은 선택 가능한 

임 이트들  가장 높은 것을 요구한다.

서버의 GPU 성능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FMAX=40000으로 정했다. 각 게임 세션의 임

당 처리 부하는 15~60 사이의 값을 가진다. 

FMAX는 서버내 GPU 자원의 당 체 클락 수

로, 임당 부하는 필요한 GPU 클락 수를 표

한다고 본다. 각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지연은  

50~150(ms) 사이의 값을 가진다. DVMAX=100, 

DMAX는 편의상 충분히 큰 값으로 가정한다.

[Fig. 6] Comparison of Load Balance w.r.t. Methods

먼  신규 클라이언트들을 [Fig. 3]의 로시

를 이용해 임 이트의 조  없이 서버에 배

정하는 실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Fig. 6]에 나

타난다. 그림에서 RANDOM은 무작 로,  

GREEDY는 [Fig. 4]에 기술된 Greedy_Alloc 

로시 를 이용해, 그리고 SA는 우리의 방법으로 

서버 배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서버간 부하 편차를 나타내는 LBF가 RANDOM

에 비해 히 낮고, GREEDY에 비해  약 70%

가 낮아져 서버 부하가 크게 개선됨을 보여 다.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지연에 한 제

약이 서버 배정 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실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Fig. 7]에 나타

난다. 앞에서 언 한 기본 실험 조건하에서 실시했

고,  단지 클라이언트-서버간의 지연 편차의 허용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85

― A Method for Client-Server Allocation for Maximum Load Balancing 

and Automatic Frame Rate Adjustment in a Game Streaming Environment ―

치인 DVMAX 값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Fig. 7]에서 DVMAX 값이 커지면 LBF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유는  DVMAX 값

이 증가하면 주어진 클라이언트 을 배정할 수 

있는 후보 서버들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일 것이

다. 략 100을 넘는 구간에서는 DVMAX 값이 

증가해도 LBF 값의 차이가 크지 않는다. 확인 결

과, 이 구간에서는 클라이언트 별 선택 가능한 

서버의 수는 체 서버의 반을 넘었다. 이 정도

의 후보 서버들이 클라이언트 별로 존재한다면, 

클라이언트 들이 차례로 이런 런 서버에 배정되

면서 궁극 으로 체 서버에 골고루 배정되는 효

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네트워크 지

연에 한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 도달할 수 있

는 부하 균등 수 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Fig. 7] Comparison of Load Balance w.r.t. 

Client-Server Network Delay Constraints

[Fig. 8]은 서비스하는 게임의 개수인 K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 서버 배정 결과의 차이를 보여 다. 

다양한 K 값을 설정해 보는 것 외, 다른 실험 조

건은 기본 실험과 동일했다. K의 값이 증가하면 

LBF가 감소 (즉, 부하 균등 정도가 좋아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임의 수가 많아질수록 게임 

세션 처리에 필요한 GPU 부하의 크기들이 다양해

질 것이다. 이런 다양함으로 인해, 각 서버에 배정

되는 게임 세션 조합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서, 결

과 으로 서버들 간의 부하 균등을 높이는데 유리

하기 때문일 것이다.   

[Fig. 8] Comparison of Load Balance w.r.t. 

Number of Games

한, 클라이언트들의 수가 증가함 따라 클라이

언트-서버 배정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도 클라이언트 수의 변화를 주는 

것 외에는 기본 실험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수행했

다. [Fig. 9]에서 보다시피, 서버의 수에 비해 클라

이언트 수가 충분히 크면, 클라이언트 수의 변화는 

서버 배정 결과의 부하 균등에 일 성 있는 향

을 미치지 않았다. 

[Fig. 9] Comparison of Load Balance w.r.t. No of 

Clients

[Fig. 10]은 신규 게임 세션들이 요구하는 

임 이트의 수 에 따른 서버 배정 결과를 분석

한 실험 결과이다. 낮은 임 이트 리스트로 

설정된 게임들의 개수 비 체 게임 개수인 K의 

비율을 LHR이라 부르자. GPU 부하가 은 게임 

세션들 간의 GPU 부하의 차이는 GPU 부하가 큰 

게임 세션들에 비해 작을 것이다. LHR이 증가하

면, GPU 부하가 은 게임 세션들의 수가 늘어나

게 된다. 따라서 GPU 부하가 상 으로 큰 게임 

세션들을 서버에 배정하는 경우에 비해, 서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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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차이를 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Fig. 10] Comparison of Load Balance w.r.t. 

Frame Rates of Games

우리는 체 서버의 GPU 처리 능력에 비해 신

규 클라이언트들의 게임 세션들이 더 높은 GPU 

부하를 요구할 때의 서버 배정 경우를 실험했다. 

[Fig. 11] ~ [Fig. 12]은 그 결과를 보여 다. 

“Unalloc Clients"는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원

래의 임 이트를 지원하고자 할 때, 클라이언

트들 에서 서버의 용량 과로 인해 서버 배정

이 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FU"는 [Fig. 2]에서 정의한 비율을 나타낸다. 

”Utilization Factor"는 배정된 게임 세션을 처리하

는데 소요되는 GPU 부하 비 체 서버의 GPU 

처리 능력의 비율을 나타낸다. 

[Fig. 11]의 실험에서는 FMAX=22000, 비율 

=1로 설정했고, 나머지 실험 조건은 기본 실험과 

동일하다. 그림에서처럼, NOC가 증가하게 되면, 

Unalloc Clients 값이 0%를 넘어  증가한다. 

Unalloc Clients이 0%보다 큰 역에서는, 서버의 

최  능력에 맞추어 게임 세션들의 임 이트

가 하향 조 된다. 따라서 FU은 감소하고, 

Utilization Factor는 100%에 가깝게 된다. 

[Fig. 11] Comparison of Frame Rate Adjustments 

Results w.r.t. Number of Clients

Fig, 12는 LHR의 변화가 임 이트 조 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는 실험의 결과이다. 여기서 

LHR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 조건은 이  실험과 

동일하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LHR가 증가함은 보

다 많은 게임 세션들이 낮은 임 이트를 사

용하고자 함을 나타내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GPU 

부하가 작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LHR가 커짐에 

따라 Unalloc Client는 고, 서버 배정을 해 클

라이언트들의 원래 요구에 비해 임 이트를 

조 만 아래로 조 하면 되기에 FU는 높아지게 

된다.  

[Fig. 12] Comparison of Frame Rate Adjustment 

Results w.r.t. Frame Rates of Games

한 임의 더링에 필요한 GPU 부하는 

임의 크기  내용 복잡도에 따른다[22]. 클라이언

트 그룹의 크기가 바 면 게임 상태 업데이트 등

을 한 필요한 CPU 시간에는 변화가 있지만, 게

임 세션의 임 더링을 처리하는 GPU 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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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게임 이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같은 그룹내 이어들이 게임 화면을 공유

한다면 GPU 부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각 이

어가 별도의 화면을 가진다면, GPU 부하는 클라

이언트 수에 거의 비례할 것이다. 

자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의 경우에는, 주

어진 클라이언트 수에 해 L이 증가하면, 서버 배

정의 상이 되는 게임 세션의 수가 다. 따라서 

서버 배정에 필요한 총 GPU 부하가 어들게 된

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L이 증가하면 Unalloc 

Clients는 고 FU는 증가하는 경향을 실험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최근 확장성  편리함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게이  환경에서의 게임 스트리 에 한 심이 

높다. 게임 스트리 을 이용한 게이 에서는, 인터

넷상에 치한 게임 서버가 게임 명령들을 처리하

고 임 더링 작업을 수행한 후 씬 데이터를 

이어의 장치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가 진행

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다  서버를 가진 게임 스

트리  환경에서 신규 클라이언트들을 서버들 간의  

GPU 부하 균등과 필요시 임 이트의 자동 

조 을 지원하면서 서버에 배정하는 문제를 최 화 

문제로 모델링했고, 그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참고로 GPU는 게임 스트리 을 한 

서버 구조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며 더링 타임에 

큰 향을 미친다. 우리의 문제 모델링에는 클라이

언트와 서버간의 지연에 한 제약 조건이 포함된

다. 게임 스트리 은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연이 이어가 느끼는 서비

스 품질에 큰 향을 주기 때문이다[11].

우리는 여러 실험을 통해, 제안된 클라이언트-

서버 배정 방법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

연에 한 제약조건이 강해질수록 GPU 부하 균등 

지수가 낮아진다. 반면에 서비스되는 게임의 수가 

증가할수록, 낮은 게임 이트를 요구하는 게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하 균등 지수가 높아지는 경

향이 있다. 그리고 단 시간에 도착하는 신규 클라

이언트 수는 GPU 부하 균등 수 에 큰 향을 미

치지 않았다. 

한, 신규 클라이언트들이 시작하는 게임 세션

들의 임 이트를 하향 조 하되 최 한 원래 

요구에 맞추는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그 특성을  

분석했다. 이 알고리즘은 게임 세션들이 요구하는 

GPU 서버 부하들이 서버들의 남은 용량을 넘게 

되면, 이들 게임 세션을 모두 시작할 수 없는 상황

에 히 사용될 것이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게임 스트리  환경에서 

네트워크 지연 제약 조건하에서 서버간의 GPU 부

하 균등과 임 이트의 자동 조 을 고려하는 

서버 배정에 한 연구 사례가 드물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게임 스트리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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