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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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예측사격과 난전을 통하여 논스톱 액션을 추구하는 게임서버를 구현한다.  게임 서버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용 엔

진인 ProudNet과 Unity3D를 사용했으며,  ProudNet은 강력한 상용 네트워크 엔진이며 Unity3D와 쉽게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구성도를 통하여 예측 사격과 난전을 통하여 논스톱 액션을 추구하는 게임 서버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예측 사격(Predicted Fire), 난전(Tussle), 논스톱 액션(Nonstop Actions), 게임 서버(Game Server)

I. 서 론

게임 서버 개발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단기간 안에 

만드는 것 또한 불가능 하며 버그를 잡는 것도 힘든 작업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사용 엔진인 ProudNet을 사용

하여 쉽고 편리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ProudNet을 이용한 네크워크 엔진

ProudNet은 프로그래밍 기초 실력자도 서버를 보다 편하고 쉽

게 개발할 수 있을뿐더러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 엔진이다[1][3].
본 연구에서는 C++ 기반의 원거리 예측사격과 난전을 통하여 

논스톱액션이 가능한 네트워크 서버를 개발하고자 한다.

III.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버는 그림과 같이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것으로 구성 된다.
  그림 1은 구현된 게임의 전체 데이터 통신도이다.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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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통신 구성도

Fig 1. The Entire Data 

Communication

1. 메인 서버 클래스

메인 서버 클래스는 C++로 만들어진 서버 클래스이며 클라이언

트에서 데이터 통신을 필요할 때 마다 주문을 하면 그와 관련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참(true)을 주고 이 후에 완료된 Notification을 전달 

해주는 방식의 비동기 입출력(asynchronous I/O)이다. 그림 2.는 

이러한 비동기 입출력을 표시한다.

그림 2. 비동기 입출력

Fig 2. Asynchronous I/O

그림 3은 서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MainServer 클래스에서 

모든 응답을 처리할 함수를 정리해 놓고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하면 

그의 맞는 함수를 실행하고 Notification을 통신해서 준다. 그 외에

도 CRemoteClient_S, CWordlObject_S, CLobby_S, CRoom_S 
등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각각 클라이언트를 뜻하는 클래스, 맵 상에 

오브젝트 혹은 캐릭터를 뜻하는 클래스, 로비에 모든 정보를 처리하

는 클래스, 게임 방에서의 클래스 등으로 나뉜다.

2. Unity에서 서버와 통신하는 클래스

C# 스크립트 기반으로 짜인 클래스이며 기본 적으로 데이터 통신

하는 클래스는 GameClient이다[2][4]. 이 클라이언트는 CRoom, 
ClientMember 등을 갖고 있다. CRoom은 방에 관련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클래스 이며 ClientMember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갖고 

있다. 이 클래스들은 서버에서 응답 받아야만 사용 가능하다.

그림 4는 이러한 서버와의 통신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그림 3. 서버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3. Server Class Diagram

그림 4. Unity에서 서버와 데이터 통신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4. Data Communication Class Diagram in Unity

3. 예측 사격과 난전을 통한 논스톱 액션

3.1 예측사격

예측 사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발사체를 저장할 필요가 있

었다. CRemoteClient_S에 일일이 저장하였고 이 것은 미리 최대

값을 만들어 놓아 메모리 낭비를 최소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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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WorldObject_S 클래스 구조

Fig 5. CWorldObject_S Class Structure

 

서버에서는 그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재 위치와 발

사체 번호(ID)를 체크한 뒤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발사

체는 번호 순서대로 전송되며 클라이언트에서 위치의 오차가 크지 

않을 경우 현재 존재하는 발사체 그대로 사용한다.

3.2 난전

그림 6. 캐릭터와 무기간에 구성도

Fig 6. The Entire with Character and Weapon

근거리 난전은 현재 캐릭터의 상태를 통한 무기 충돌체를 사용

하며 충돌체는 캐릭터가 공격인 상태에서만 IF문으로 대미지 체크

를 해주고 그 외에 상태에는 대미지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림 6에서 Melee Attack부터 Melee Attack End까지 대미지 

체크가 이루어지며 적인지 아군인지 판별한 뒤 적인 경우 피해를 

입힌다. 자신이 피해 입는 경우에만 서버에게 통신을 시도하며 그 

외에는 시도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피해 입었을 때만 동기화를 

구현했다.

그림 7. 대미지 체크 및 체력 동기화 구성도

Fig 7. The Entire Damage Check and Sink HP

그림 6과 그림 7이 근거리 난전을 이루게 해주며 체력의 동기화

도 맞춰주어 불필요한 명령문을 하나라도 더 줄여 줄 수 있다.

3.3 논스톱 액션

그림 8. 캐릭터 상태 변환 구성도

Fig 8. The Entire Change Character State

캐릭터는 피격 모션 없이 계속하여 전투를 하며 원거리 무기와 

근거리 무기를 변경하며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캐릭터 

상태가 죽음상태(State.Death)가 아닌 이상은 빠른 상태 교체가 

되어 매 순간이 플레이어의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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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발하기 힘든 예측사격과 난전을 통하여 논스

톱 액션을 추구하는 게임 서버를 초보자들도 쉽게 서버를 구현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게임 서버와 Unity3D를 연동시킴으로써 프로젝트를 쉽

게 완성할 수 있으며 서버에 로그 파일을 만들고 패킷간의 순서를 

결정하는 우선순위를 통해 개발을 한다면 더 효과적인 서버를 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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