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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을 위한 무 정지 업데이트 기법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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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Non-Disruptive Update Scheme for Onlin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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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line games are virtual space where it connects individual users through network connection to offer

enjoyment of play games and game developer who service online games have to develop new contents

and provide them to users to extend life of their service. Typically, in order to update new contents,

all service companies have maintenance schedule to stop the game service for a while to update both

server and client applications. Usually this process takes quite amount of time and users do not have

any other choice but disconnected from server and wait until it is ov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scribe the advantages of new design system which will allows users to continue to play the game

even during the update. The main focus of this design is to make users feel more convenience in online

gaming experience by move client from previous server to new server while users are still playing. If

they can to connect current client with new server without any certificate validation process while users

information from the client can automatically pass through to the new server, users may not need to

experience maintenance for new contents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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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온라인게임은 많은 사용자가 즐기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기

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무수히 많은 온라인게임들이 서비스되고 있다. 그만

큼 서비스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게임의 

콘텐츠 업데이트 방법은 온라인게임의 발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게임의 특징은 유

지보수 및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

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

에서는 게임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사용자가 

즐겁게 게임을 오래도록 플레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

통상 신규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의 사례를 보

면, 서비스 운영 업체가 특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게

임의 서비스를 중지하고 신규 콘텐츠가 추가된 서버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파일들

을 각각의 특정 저장소에 업로드 한 후에 서비스를 

재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은 오랜 시

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 동안에는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서비스 재시작까지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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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비스 재시작 직후 예기치 못한 애플케이션의 

버그가 발생하면 다시 서비스를 중지하는 일도 빈번

하게 일어날 수 있다. 서비스 업체도 이러한 문제점

이 있다는 것을 인지 함에도 서비스를 중지하고 업데

이트하는 이유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시점에 안

정적으로 신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게 서비스 중지 없이 신규 콘텐츠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타 업체와의 경쟁 위치에서 우위를 점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이 연구를 응용하면,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오류 수정에도 사용자는 서비

스 중지의 경험 없이 오류가 수정된 서버에서 정상적

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 연구 목표는 사용자가 신규 콘텐츠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서비스환경 변화를 느끼

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써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2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온라인게임 업데

이트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고, 3장에서 무 정지 업데

이트 구현 하기 위한 기술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 온라인

게임 서버의 기본 기능인 네트워크 통신 및 게임 데

이터 처리 기술에 대해 다룰 것이며 이후 무 정지 

업데이트를 구현할 서버간 네트워크 통신 기능과 게

임 데이터 이동 기술을 서술 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술을 실험한 결과를 통해 검증하고 응용 범위에 

대해서 서술하고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

구에 대한 제안으로 맺는다.

2. 관련 연구 동향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의 온라인게임 업데이

트에 대한 진행 절차와 클라이언트 및 서버의 업데이

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2.1 온라인게임의 업데이트 과정

온라인게임의 업데이트는 사전 공지를 게임 웹사

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공지 내용에 점검 

시작 시간 및 소요되는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자들이 

점검 완료 시점에 맞춰 재방문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 공지를 진행하여 사용자가 점검 시간을 인지한 

후에 서비스 점검이 시작된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사용자 접속을 차단하여 절차적인 통제를 통해 신규 

콘텐츠가 동기화되도록 한다[3]. 온라인게임의 업데

이트를 위한 서비스 점검이 시작되면 사용자 접속 

통제를 한 후에 클라이언트 업데이트와 서버 업데이

트를 진행하고, 그 절차가 완료되면 사용자 통제를 

해제하여 신규 콘텐츠를 동기화 시키는 방식이다. 온

라인게임의 서비스 점검 프로세스는 Fig. 1과 같이 

진행되며, 해당 시간에 사용자는 게임을 즐기지 못하

는 경험을 하게 된다.

Fig 1. Inspect procedure for online game service.

2.2 신규 콘텐츠의 업데이트 방법

클라이언트를 동기화하는 절차는 로그인 서버 접

속 후 최초의 패킷(Packet)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프로토콜(Protocol) 버전(Version) 정보를 비교하여 

업데이트 여부를 결정한다. 버전이 다를 경우에 클라

이언트는 로그인 서버로부터 업데이트 파일이 위치

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의 주소를 수

신한 후 접속을 해제하고 CDN으로부터 업데이트 파

일 정보를 받아 신규 콘텐츠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하

여 클라이언트 동기화를 진행한다. Fig. 2는 일반적

인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위한 기본 시스템 구성이다

[5]. 2-2절에서 언급한 CDN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자

원을 위하여 설계된 오버레이(Overlay) 네트워크 솔

루션으로 대용량의 파일전송이 필요한 게임 업데이

트의 필수 솔루션이다[1].

서버 측면에서 신규 콘텐츠의 업데이트는 Fig. 1

의 프로세스에 따라 서비스 점검 시간에 모든 서버시

스템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중지하고 실행 

파일 및 데이터 등을 교체한 후에 서버 애플리케이션

을 재실행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물리적인 서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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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undamental structure for online game system.

템의 장비 개수에 따라서 실행파일 및 데이터파일 

복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검 시간

이 증가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기 

위해서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게임 서비스가 중지되

어야 한다.

3. 온라인게임을 위한 무 정지 업데이트의 구현

본 장에서는 온라인게임에 무 정지 업데이트의 구

현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기능 및 추가 기능에 대해

서 알아보고자 한다.

3.1 무 정지 업데이트의 기능 구성

온라인게임에서 무 정지 업데이트를 구현하기 위

해서 게임 서버의 구현에 필요한 7가지 기본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4,7].

1) 클라이언트와의 접속과 사용자 인증을 위한 로

그인 기능.

2) 클라이언트와의 패킷 송/수신을 위한 통신 기능.

3) 사용자의 명령을 게임룰에 따라 해독하여 클라

이언트에 전달하는 게임 처리 기능

4) 사용자의 캐릭터 특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

스 관리기능.

5) 외부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안기능.

6) 맵의 확장시 이를 지원하고 캐릭터의 맵간 이동

을 허용하는 확장 기능.

7)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나 자료 변경 시 CDN을 

통해 자동 전송을 실시하는 다운로드 기능.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 정지 업데이트를 구현하

기 위해서는 7가지 기본기능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

을 필요로 한다.

1) 클라이언트에 프로토콜의 버전을 비교하는 기

능.

2) 기존 서버에 접속된 클라이언트에 신규 서버로

의 이동을 알려주는 기능.

3) 사용자 데이터 및 캐릭터 데이터를 신규 서버로 

이동시키는 기능[2].

4)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신규 서버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서버의 접속 주소를 전달하는 기능.

5)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제하고 신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신규 서버로 접속하는 기능.

3.2 무 정지 서버 업데이트의 진행 절차

무 정지 서버 업데이트를 구현하여 온라인게임에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그 동작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이언트의 신규 콘텐츠 리소스를 CDN에 업

로드한다.

2)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된 서버를 실행한다.

3) 기존 서버에 신규 서버 오픈을 통지한다.

4) 기존 서버에 접속되어있는 클라이언트로 신규 

서버의 접속 주소를 전송하고 접속을 해제한다. 이 

시점부터 접속하는 기존 클라이언트의 접속은 Fig

3의 프로토콜 버전 비교 코드를 이용하여 기존 접속

된 클라이언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5) 기존 서버가 클라이언트 접속을 해제하기 전에 

최종 사용자 데이터 및 캐릭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하여, 클라이언트가 신규 서버로 접속할 때 

최종 게임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접속을 해제한 클라이언트는 CDN에서 신규 콘

텐츠 리소스를 다운로드하고 클라이언트를 업데이

트한다.

7) 클라이언트는 기존 서버로부터 전송을 받은 신

규 서버의 주소로 접속을 시도한다.

8) 신규 서버로 접속된 클라이언트가 기존 서버로 

접속된 것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최종 

사용자 데이터와 캐릭터 데이터를 읽어 와 접속된 

클라이언트 세션 정보에 업데이트한다.

9) 사용자는 온라인게임의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를 서비스 점검 절차 없이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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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mpare-code of protocol version.

Fig 4. Flowchart for non-disruptive update.

4. 연구 결과

4.1 연구의 효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 정지 업데이트는 2-1절

의 일반적인 온라인게임 업데이트 방식과 다른 Fig

4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점검 절차가 필요 없는 구조

로써 신규 콘텐츠를 원하는 게임 사용자가 게임 서비

스의 중단에 대한 경험을 가지지 않고도 새로운 콘텐

츠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온라인게임 서버 업데이트는 서비스 점

검 시간을 짧게는 1시간 내외이지만, 통상 몇 시간 

동안 사용자의 접속을 통제하게 된다. 게임을 좋아하

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경쟁 게임을 이용할 기회가 생기게 되며 이런 

경우 사용자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게임 서비스 업

체는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점검으

로 게임 플레이를 못 한 사용자에게 게임 아이템 보

상 같은 직접적인 보상 및 게임 이벤트를 진행하여 

사용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또한 

버그 및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매번 서비스 

점검으로 사용자 접속 통제를 하게 되어 게임 서비스 

업체에서는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의 주기를 분기별 

또는 월별 등으로 주기를 정해서 시행하여 서비스 

점검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무 정지 

업데이트를 적용하면, 서비스 점검 시간이 없기 때문

에 새로운 콘텐츠를 상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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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의 응용

무 정지 업데이트의 기본 개념은 접속된 클라이언

트의 정보를 다른 신규 서버로 이동하는 것으로 써,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이외에도 버그 및 장애 발생 

시 버그가 수정된 서버로 클라이언트를 이동함으로

써 장애 대응에도 응용될 수 있다. 또한 게임 이벤트

가 추가된 이벤트 서버로 클라이언트를 이동시켜, 게

임 사용자들에게 보다 능동적인 게임 이벤트를 제공

할 수도 있으며, 일시적인 사용자 접속 증가에 따른 

분산처리 과정도 매우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한다[6].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신규 콘텐츠 업데이

트 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

였다. 일반적인 온라인게임의 콘텐츠 업데이트는 서

비스 점검이라는 접속 통제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서

비스 업체는 서비스 점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

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무 정지 업데이트를 적

용하면 서비스 점검을 최소화하고 게임 서비스 업체

의 서비스 품질도 향상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일반적인 서비스 점

검 프로세스를 사례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점검에는 실 서비스 QA(Quality Assurance)의 과정

을 통해서 품질을 보장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있어, 게

임 콘텐츠의 이상 유무 및 게임 데이터의 정상여부를 

테스트한다. 서비스 점검에서 QA는 매우 중요한 절

차로써,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기도 한다.

본 논문의 향후 연구는 무 정지 업데이트에서의 

QA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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