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311

Unity3D와 ProudNet을 이용한 네트워크게임 개발
남영준*, 성귀중*, 고용위*, 백철*, 김번영*, 박광후*, 김훈수*, 방경섭*,

강명주**. 박찬일**, 오현주**, 김상중**, 이종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전공

E-mail:{nyj0114, tarnis, kyw6214, qorcjf22, r33115, rhkdgnm, 
benblue, bks092}@naver.com*

 {mjkkang, cipark, okong, go51}@ck.ac.kr**, jongwon@ck.ac.kr○  

Network Game Development Using Unity3D and ProudNet
Yeong-Jun Nam*, Gwi-Jung Seong*, Yong-Wi Ko*, Cheol Baek*, Beon-Yeong Kim*,

Gwang-Hu Park*, Hun-Su Kim*, Gyeong-Seop Bang*,
Myung-Ju Kang**, Chan-Il Park**, Hyoun-Ju Oh**, Sang-Jung Kim**, Jong-Won Lee○

*○**Dept. of Game,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 요   약 ●  

본 논문은 Unity3D와 게임서버엔진인 ProudNet을 이용해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한 방법을 설명하였다. ProudNet 서버를 

Unity3D 클라이언트와 연결하여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할 때 ProudNet의 어떤 기능을 쓰며 또 서버가 보낸 메시지를 클라이언

트가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처리하게 구현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게임(Network Game), 유니티(Unity3D), 프라우드넷(ProudNet)

I. 서 론

 게임엔진(Game Engine)은 게임을 구동시키는데 필요한 다양

한 핵심 기능들을 담은 소프트웨어(Software). 혹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말한다[1]. 게임 개발 엔진은 게임클라이언트를 만드

는데 쓰는 클라이언트 엔진과 네트워크 게임에서 게임 서버를 만

드는데 쓰는 네트워크 엔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게임클라

이언트 엔진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엔진으로 Unreal, Havok, 
Source, Unity3D등이 있으며, 또 네트워크 엔진의 경우 Photon, 
ProudNet 등이 있다[2][3.]본 논문에서는 게임 클라이언트는 다른 

엔진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다른 엔진 못지 않은 강력한 기능을 

많이 지원하며 PC, 웹, 안드로이드, IOS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

하는 Unity3D를 클라이언트엔진으로 택하였다. 네트워크 서버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개발자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 주는 기능인 RMI기능을 지원하여 보다 간편

하고 빠르게 게임서버를 구축 할 수 있는 ProudNet으로 게임의 

서버를 구축하였다.

II. 본론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 개발자가 가장 힘들게 하

는 것은 아마도 메시지 구조체나 송수신 함수의 구현 일 것이다. 
ProudNet은 이러한 문제를 원격 함수 호출(Remote Method 
Invocation)이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1. Remote Method Invocation(RMI)의 장점

그림 1. RMI 처리 순서

Fig. 1. RMI Process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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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란 원격 함수 호출(Remote Method Invocation)이라 부르

며 기본적으로 RMI에서 유저 함수 호출을 메시지로 바꾸어 네트

워크로 전송하는 부분을 Proxy, 네트워크로 받은 메시지로 유저함

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Stub으로 구분한다[3].
그림3을 참고하여 보면 클라이언트 X가 서버 Y의 함수를 호출

하면 X에서는 Proxy가 호출되고 Proxy는 이를 메시지로 바꾸어 

네트워크를 통해 모듈 B에게 보내게 되고 이를 모듈 B가 받아 

Stub으로 보내고 Stub는 이를 해석하여 유저가 정의한 함수를 호

출하는 순서이다. 이러한 순서는 마치 X에서 원격지 Y에 정의한 

함수를 호출하는 듯한 형태를 띄고 있어 원격 함수 호출(RMI)라 

부른다 그렇다면 RMI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 그림 2는 일반 

네트워크 소스와 이에 대응하는 RMI 코드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2. RMI 소스예제

Fig.2. Example of RMI Source

그림2(a)는 게임의 로그인 처리를 RMI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코딩한 것이다. 그림2(b)는 그림2(a)의 코딩을 RMI를 

사용하여 코딩한 경우다. 그림2(a)의 약 30여줄이 되는 로그인 관

련 코드는 그림2(b)처럼 RMI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1줄짜리 

C++ 코드(설정에 따라 C#으로도 가능)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개

발자는 메시지 구조체나 송수신 함수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나 실수에 의해 발생

한 버그도 없어져 개발 시간이 단축할 수 있다.

2. ProudNet을 이용한 서버의 구조

2.1 Host 와 HostID

ProudNet에서는 서버와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모두 통칭하여 Host라고 한다. 이러한 Host를 구분하기 위해서 

ProudNet은 HostID라는 것을 각 Host에게 배당한다.[4]
그림3처럼 서버는 기본적으로 HostID가 HostID.Server로 고

정되어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HostID를 배당하게 된다.

예를들어 A라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3이라는 HostID를 

배당하고, 그 다음에 접속하는 B라는 클라이언트에게는 4라는 

HostID를 배당하는 식으로 HostID를 중복시키지 않고 배당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C처럼 서버에 접속된 상태가 아닌 클라이언트

는 “HostID가 없다”라는 의미로 HostID.None을 가진다. HostID
의 또 다른 용도는 클라이언트들이 그룹을 맺고 이 그룹을 관리 

할 때에도 사용된다.

그림 3. 서버의 HostID 배당

Fig. 3 Allocation of the HostID of Server

2.2 P2P 그룹

방 또는 파티를 개설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게임의 경우 게임에

서 방을 개설하고 그 방의 유저들끼리만 네트워크 메시지를 주고 

받도록 서버구조를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서버가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그룹별로 관리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그룹을 ProudNet에서는 P2P그룹이라 부른다. 서버는 이러한 그

룹 및 그룹원들을 HostID형 변수로 관리하게 된다. 개발자는 이러

한 그룹을 언제 개설하고 언제 그룹에 참여 할 것인지를 정하여 

자신의 네트워크 서버상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림4는 Room-A라는 P2P그룹 안의 클라이언트끼리의 통신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클라이언트A가 그룹을 만들게 되면 

HostID가 5인 그룹이 생성되고 그 뒤 다른 클라이언트가 들어와 

서로 통신을 하게 된다.

그림 4. A그룹내 클라이언트의 P2P통신

Fig.4 P2P Communication of Clients in 

Group A

그림5는 HostID가 3인 큰 그룹 안에서의 그룹끼리의 통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5에서처럼 각각의 그룹은 다른 

HostID를 가지게 되고 다른 그룹의 클라이언트와는 통신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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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룹 외 클라이언트의 P2P통신

Fig.5 P2P Communication of Other 

Group of Clients

3.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메시지 처리

클라이언트, 서버 모두 메시지 처리를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

해 전달된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가 어떤 플레이어 또는 어떤 

몬스터의 데이터를 수정하려 하는지를 검색해야 한다. 이것을 위

해서 ProudNet, C#에서 제공하는 STL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였다.

3.1 클라이언트의 메시지 처리

게임을 플레이할 때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

트와의 동기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동기화를 위해서는 다른 플레

이어 캐릭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클

라이언트가 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서 다른 

캐릭터의 위치가 담긴 메시지를 처리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etworkManager클래스를 거쳐야 한다. 다른 플레이어에게 접근

하는 방법은 Unity3D에서 제공하는 GameObject의 Tag를 검색하

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네트워크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 마

다 현재 Scene에 올려져 있는 GameObject들을 모두 검색하게 되

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 해주는 것이 

GameManager클래스이다. 이 클래스는 Dictionary 또는 List형태

로 다른 플레이어나 몬스터를 관리하고 HostID, int형과 같은 Key
값을 통해 검색해서 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

게 한다[4].
그림 6은 NetworkManager 클래스와 GameManager 클래스

를 UML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6의 UML과 같이 네트워크 메시

지를 송수신하는 NetworkManager클래스는 게임에 필요한 데이

터를 저장하는 GameManager클래스를 참조하여 검색하고 메시

지를 처리하게 된다.

그림6. NetworkManager와 

GameManager UML

Fig.6 UML of NetworkManager and 

GameManager

클라이언트의 메시지 처리 순서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

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을 보면 서버에서 넘어온 네트워크 메

시지들을 NetworkManager가 먼저 받게 된다. 받은 메시지의 대

상이 플레이어인지 또는 몬스터인지에 따라 플레이어의 경우 

HostID형 ID, 몬스터의 경우 int형 ID를 Key로 GameManager
의 Dictionary에서 검색하여 객체를 찾고 찾은 객체에 접근하여 

체력을 변경시키거나 위치 값, 상태를 변경하게 되는 구조이다.

그림7. 클라이언트의 메시지처리 시퀀스

Fig.7. Message Processing Sequence of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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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버의 메시지 처리

서버의 경우 ProudNet에서 제공하는 CFastMap, CFastArray
등 ProudNet STL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또는 몬스터를 찾고 메

시지를 처리하게 된다[4]. 

그림 8. 서버의 UML

Fig.8 UML of Server

그림8은 서버 UML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8과 같이 서버의 송수

신을 담당하는 CSngServer클래스는 각각 방 정보를 담을 

CLobby_S클래스를 참조한다. CLobby클래스는 클라이언트

(CRemoteClient_S 클래스)나 몬스터(CMonster_S)들을 저장하는 

CRoom_S 클래스를 CFastMap으로 가져 클라이언트의 HostID로 

검색함으로 써 보다 빠르게 참조할 수 있다.

그림9. 서버의 메시지처리 시퀀스

Fig.9 Message Processing Sequence of Client

그림 9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서버(CSngServer)는 메시

지를 수신 받고 그 메시지를 송신한 클라이언트의 HostID로 로비

(CLobby_S)에 접근한다. 그리고 로비에서 HostID를 Key로 클라

이언트가 있는 방(CRoom_S)을 검색하여 CRoom_S 클래스의 

CFastMap에서 플레이어의 HostID형 ID 또는 몬스터의 int형 ID
를 검색한다. 검색 결과로 대상(Target)에 접근하여 메시지에 맞는 

루틴을 수행 후 그 수행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III. 구현결과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게임은 Unity3D과 ProudNet, 3D Max, 
Photoshop을 이용해 개발되어 최대 3인이 동시에 협동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게임에서는 총 2가지의 플레이어 캐릭터와 6개의 적 캐릭터, 

4개의 맵을 제작하였다. 스킬 시스템의 스킬은 2개의 일반 스킬과 

EX스킬이 제작되었고 보스 몬스터의 스킬은 총 6개의 스킬을 제

작하여 다양한 패턴을 통해 전투를 벌이도록 스킬을 최종 구현하

였다. 그림 9는 구현된 게임의 일부 스크린 샷이다.

그림 9. 게임 스크린샷

Fig. 9 ScreenShot of the Implemented Game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ProudNet을 이용한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한 방

법을 설명하였다. ProudNet은 RMI와 P2P와 같은 기능을 기본적

으로 제공한다. 특히, 원격 함수 호출(RMI)기능은 네트워크 메시

지 구조체, 송수신함수 등 모든 부분을 개발자가 구현해야 하는 방

법과 달리 1줄로도 메시지 구조체나 송수신함수 등 개발자가 신경

을 많이 써야 했던 부분들을 대신하여 코드로 만들어 준다. 따라서 

기존에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였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로 

인한 오류 또는 그 실수로 발생되는 버그의 발생을 막을 수 있어  

개발자는 좀 더 편하고 쉽고 빠르게 서버를 개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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