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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게임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온라인 게임이 인터넷의 중요 응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이 연구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인터넷이 온라인 게임을 지

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온라인 게임의 트래픽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온라인 게임 중 하나인 ‘스타크래프트’의 트래픽 특성을 PC 방에서의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제시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제시 결과는 이후 라우터 스케줄링, DiffServ 등 

온라인 게임을 위한 인터넷의 지원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편찬한 '2002 대한민국 게

임백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게임 시장은   전년대

비 36% 성장한 1 조 3542 억원에 달하고, 이중 온라

인 게임이 전년대비 40%의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

이고 있다고 한다.[1] 현재 온라인 게임은 전통적인 

온라인 게임 장르인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바람의 나라’, ‘리니지’, ‘라

그나로크’ 등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등 유명 PC 게임도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여, 배틀넷을 통한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XBOX, PS2 등의 콘솔 

게임기도 온라인게임을 지원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되고 있다. 앞으로 전세계 차세대 게임 

시장의 주류는 네트워크를 핵심 플랫폼으로 하는 

온라인게임으로 이전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

지만 최근까지 게임은 연구의 영역으로 인식되지 

못해왔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게임이 인터넷의 중요 응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라인 게임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게임의 트래픽에 대한 연구 결과

들이 발표되고 있다. [4][5] 하지만 이들 연구 결과는 

자체적으로 공개 게임 서버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운영하거나 직접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경우 대규모의 데이터

를 얻기 힘들므로 일반 사용자들의 다양한 게임 진

행 패턴에 영향을 받는 실제 트래픽 특성을 추출해 

내기 힘들다. 측정에 영향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의 트래픽을 수집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서울 시내의 모 PC 방을 측정 공간

으로 삼고, 다수의 익명 사용자들이 실제로 진행중

인 온라인 게임의 트래픽을 수집하였다. 최종 제출 

논문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

시하려 한다. 

 

2. 온라인 게임의 트래픽의 특징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전송 지연과 소모 대역폭이다.[2] 하지만 현

재의 온라인 게임은 모뎀 환경에서도 충분히 동작

하도록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대역폭보다는 지연이 

성능에는 더 중요한 요소이다. 플레이어는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명령에 대한 응답을 250ms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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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할 경우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을 랙(Lag)이라고 한다.[2] 대부분의 인터넷 응용들

이 TCP 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전송지연을 줄이

기 위해서 대다수의 온라인 게임들은 UDP 를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한다.[6] 온라인 게임은 패킷 손실로 

인해 잠시동안 비동기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곧 다

음 상태 정보 패킷으로 동기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킷 손실 시 재전송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는 TCP 보다는 UDP 를 사용하며, 

대신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UDP 의 약점을 보

완하기 위해 동일한 패킷을 중복해서 전송하거나 

UDP 위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구현하여 전달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은 UDP 를 이용하여 전송 지연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TCP 와는 달리 UDP 는 혼

잡 제어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상에 온라인 

게임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에는 TCP 를 사용하는 

다른 응용의 전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 

 

3. 측정 대상 

현재 온라인 게임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1 인칭 슈

팅 게임, MMORPG,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의 세가

지 장르이다. 이들 중 본 논문에서는 측정 대상으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선택하였다. ‘스타크래프트’는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

으로 플레이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으로 사용자들

은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게임을 진행할 맵을 선

택하고, 팀을 결정한다. 이때 최대 8 명의 사용자가 

함께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게임이 시작되면 각 

사용자는 자원을 모으고, 건물을 건설하고, 병사를 

만들어 다른 사용자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때 게

임 도중 각 사용자가 내린 ‘이동’, ‘건설’ 등의 명령

은 UDP 패킷에 포함되어 다른 사용자들에게 P2P 

방식으로 전달된다.  

 

4. 측정 시스템 및 측정 방식 

4.1. 능동 측정 vs. 수동 측정 

트래픽 측정 방법은 크게 능동측정과 수동측정으로 

구분된다. 수동 측정의 경우는 네트워크 링크 또는 

스위치 링크 또는 스위치/라우터를 경유하는 트래픽

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수동 측정을 통해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 현황을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 분석 시

뮬레이션을 위한 트래픽 모델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Tcpdump 와 같은 스니퍼링(sniffering) 프

로그램이 수동 측정에 사용된다.  

반면 능동 측정은 네트워크 성능 평가를 위하여 테

스트 패킷을 목적지에 주기적으로 전송하여 그 결

과를 통해 네트워크 상황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그 

예로 핑(Ping)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능동 측정

의 경우 성능측정을 위해 발생시킨 테스트 패킷이 

네트워크 상황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측정

을 위한 데이터 전송 및 측정방법을 주의 깊게 선

택해야 한다. 능동적인 측정방법은 네트워크의 성능

인자, 즉 지연시간, 지터, 패킷 손실, 처리율 및 가

용대역폭 등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관리

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측정에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고 있는 게

임 트래픽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목표이므로 수동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4.2. 측정 툴 (Tool) : Windump 

본 측정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값은 패킷의 

크기와 패킷 간의 도착 시간 간격이므로 패킷의 

헤더 정보와 도착 시간의 시간 값을 제공해주는 

툴이 필요했다. 그리고 측정 시스템이 윈도우 기반 

PC 이므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주는 공개측정 툴인 

Windump 를 사용하였다. TCPDump 는 패킷 필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패킷을 디바이스로부터 읽어올 수 

있는 스니퍼링 툴로써 Windump 는 Tcpdump 를 

윈도우로 포팅한 공개 프로그램이다. [7] 

 

4.3. 측정 장소 

측정은 서울 시내 한 PC 방에서 수행되었다. 해당 

PC 방은 기가비트 랜(Gigabit LAN) 기반의 10Mbps 

이더넷(Ethernet) 회선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내부의 52 대의 피씨는 스위치와 라우터를 통해 외

부 회선과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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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측정 시스템 구성 

측정을 위해서 해당 PC 방의 기존 시스템에 더미 

허브(Dummy hub)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측정 피

시를 더미허브에 연결하여 수동측정을 수행하였다. 

더미 허브의 경우 입력된 패킷을 모든 출력 포트로 

전송하므로 분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측정 PC 는 해당 PC 방 내부의 모든 패킷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 측정 시스템 구성> 

 

이때 측정 PC 는 CPU 펜티엄 4 1.7GHz, 메모리 

256Mbyte 의 시스템으로 윈도우 2000 을 운영체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측정 PC 에서 Windump 를 실행

하여 PC 방 내부 망을 오가는 패킷의 헤더 정보를 

저장하였다. 

 

5. 결과 분석 

추출한 패킷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게임내의 트래

픽 변화, 패킷 크기, 도착 시간 간격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5.1. 시간에 따른 게임내의 트래픽 변화 

‘스타크래프트’는 평균적으로 한 게임이 20 분 동

안 진행되었다. 하나의 게임을 택하여 게임이 진행

되는 동안 시간에 따라 트래픽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림 2>와 <그림 3>이 그 결과를 담고 

있다. 게임 진행 중에 전송되는 패킷은 대부분 

20~40 바이트 가량의 작은 크기의 패킷이었다. 하지

만 게임 시작 시에는 120 바이트 정도의 상대적으로 

큰 패킷이 전송되는데, 이것은 게임에 대한 맵 설정, 

진행 속도 등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이다.  

<그림 2 시간에 따른 송신 패킷 크기 분포> 

 

수신되는 패킷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아래의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것은 서버를 두지 않고 P2P 방식으로 통신하는 ‘스

타크래프트’의 경우 각 클라이언트는 동등하게 기능

하며, 따라서 동일한 패턴의 데이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3 시간에 따른 수신 패킷 크기 분포> 

 

5.2. 패킷 크기 분포 

총 644,854 개의 수신 패킷에 대해서 분포를 조사

하였다. 이때 패킷의 최소 크기는 8 바이트였고, 최

대는 156 바이트였다. 이때의 크기는 헤더를 제외한 

데이터 크기만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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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송신 패킷 크기 분포> 

총 패킷 수 644,854 개 
패킷 크기 최소값 8 bytes 
패킷 크기 최대값 156 bytes 
패킷 크기 평균 26.1388 bytes 
패킷 크기 표준편차 18.4838 
 

송신 패킷의 경우 데이터 패킷은 23 바이트인 경

우가 가장 많았다.  23 바이트에서 피크를 이루는 

것을 아래의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송신 패킷 크기 분포> 

 

아래의 <그림 5>는 누적 분포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5 송신 패킷 크기 누적 분포> 

 

이때, 크기는 전체의 95%가 33 바이트 이하이며 

전체의 98%가 49 바이트 이하의 작은 크기의 패킷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 는 수신 패킷의 크기 분포를 요약

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체 630,202 개의 패킷에 대

한 조사결과 패킷의 최소 크기는 송신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8 바이트, 최대 값은 156 바이트였다. 그

리고 이때 평균 패킷 크기는 25.5 바이트였다.  

 

<표 2 수신 패킷 크기 분포> 

총 패킷 수 630,202 개 
패킷 크기 최소값 8 bytes 
패킷 크기 최대값 156 bytes 
패킷 크기 평균 25.5075 bytes 
패킷 크기 표준편차 15.0961 

 

<그림 6>을 통해서 25 바이트 크기의 패킷의 개수

가 가장 빈번하며 대부분의 패킷이 40 바이트 이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수신 패킷 크기 분포> 

 

<그림 7>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누적 분포를 조

사한 결과이다. 전체의 82%가 28 바이트 이하이며, 

98%가 44 바이트 이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수신 패킷 크기 누적 분포> 

결론적으로 송수신 모두 평균 25 바이트 내외의 작

은 크기의 패킷이 전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002 년도 두뇌한국 21 과 국가지정연구실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5.3. 도착 시간 간격 분포 

전체 630,202 개의 수신 패킷에 대해 도착 시간 

간격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때 평균적으로 패킷들 

간의 도착 시간 간격은 51msec 로 나타났다. 

<표 3 수신 패킷 도착 시간 간격> 

총 패킷 수  630,202 
최소값 0 msec 
최대값 999,99 msec 
시간간격 평균 50,949 msec 
표준편차 0.056065 

 

<그림 8>의 누적 분포를 통해 전체 패킷 중 90% 

이상이 147msec 이하로, 95% 이상이 172msec 이하의 

시간 간격을 두고 도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패킷이 평균 50msec 의 짧은 시간 간

격을 두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도착 시간 간격 누적 분포> 

  

6. 결론 및 Future Work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의 트래픽은 20 바이트 정도의 작은 크기의 패킷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스타크래프

트’의 경우가 모든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전송되는 데

이터가 주로 크기가 작은 이벤트 정보를 담고 있으

며  전송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벤트 발생시 

곧바로 전송될 것임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일반적

인 온라인 게임 트래픽의 특성이라고 보는 데는 무

리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 망에는 일반적인 인터넷의 TCP 트래

픽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온라인 게임 트래픽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이 인터

넷의 주요 응용으로 자리잡을 미래에는 ISP 나 하드

웨어 벤더들 차원에서 최소의 지연으로 게임 데이

터를 전송하기 위한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

다. 라우터 디자인의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라

우터 벤더는 종종 평균 패킷 크기를 125-250 바이트

로 가정하고 이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시한다.[7] 

하지만 해당 라우터가 25 바이트의 게임 트래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망에 사용된다면 작은 크기의 

게임 트래픽은 라우터 및 망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혼잡은 게임 트래픽의 전송 지연을 증가

시킬 것이다. 

본 논문은 지연을 최소화 하는 게임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서 라우터 등의 하드웨어를 설계 시와 새로

운 스케줄링 기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네트워크 게임의 트래픽에 대한 특성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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