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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게임에서는 작은 크기의 이벤트 데이터가 빈번하게,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현재 이러한 이벤트 데이
터들은 TCP 나 UDP 를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하여 전송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이벤트 데
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TCP 나 UDP 의 사용이 비효율적임을 밝히고, 온라인 게임 이벤트 데이터 특성
에 부합하는 새로운 게임 전송 프로토콜(GTP)을 제안하고 그 설계, 구현을 제시한다. GTP 는 작은 크기의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패킷 단위 윈도우를 사용하며 재전송을 통해 전송의 신뢰성을 제공한
다. 또한 다양한 게임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중 모드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1. 서론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전하고 ADSL 과 같은 고속
엑세스 망 기술이 보급되면서 온라인 게임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 
게임의 성장으로 조만간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인
터넷 트래픽은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온라인 게임에서 데이터는 TCP 나 UDP 를 통
해 전송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프로토콜은 집단적
으로(bursty) 발생하는 작은 크기의 게임 이벤트 데
이터의 전송에는 부적합한 면이 많다. 따라서 이러
한 온라인 게임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
한 새로운 전송 프로토콜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
운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한다. 2장에서 게임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본 후, 
3 장에서는 기존의 전송 프로토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4 장에서 새로운 프로토콜 GTP
를 제안하고 그 구조와 기능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

고 5 장에서 GTP 의 구현 및 활용에 대해서 기술하
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게임 데이터의 특징 
 
온라인에서 동작하는 RPG 나 슈팅 게임의 경우 게
임이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의 ‘이동’, ‘공격’과 같은 
명령에 대응하는 대량의 이벤트 데이터가 교환된다. 
이때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는 50~130Byte 정도로 
크기가 작고 빈번하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1].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내에 명령 전송과 그에 대한 반응 수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사용자는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얻지 못할 경우 몰입감을 느끼지 못한다. 게임 데이
터 전송에서 허용되는 round trip latency는 250ms이
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게임 데이터의 경우 
이 범위 내로 전송 지연(latency)을 낮추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온라인 게임들은 각각 자신에게 적합한 다
양한 수준의 신뢰성 보장과 흐름제어(flow control)를 
요구한다. 일부 게임에서는 모든 데이터의 전달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데 비해 또 다른 게임에서
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의 손실이 허용되기도 하
고,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 전송이 무의미
해 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손실 데이터에 
대해 무한히 재전송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네트워크
의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기존의 전송 프로토콜 
 
여기서는 기존의 전송 프로토콜이 앞서 살펴본 게
임 데이터의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전송을 지
원하는지를 살펴본다. 
 
3.1.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3]는 종단간(end-to-end) 전송에서 손실이 발생
한 경우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전
송이 성공할 때까지 재전송한다. 손실이 허용되거나 
일정 시간동안만 데이터가 의미를 갖는 게임의 경
우에는 이러한 불필요한 무한 재전송은 오히려 다
른 데이터의 전송을 지연시켜서 실시간 전달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4]. 또한 TCP 가 네트워크에서
의 혼잡(Congestion)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Slow 
Start, Congestion Avoidance, Fast Retransmission 등의 
복잡한 알고리즘도 게임 데이터 전송에서는 오버헤
드가 될 수 있다.  
또한 한 패킷 내에 포함되는 작은 크기의 게임 이
벤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패킷 단위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TCP 가 채택한 바이트 기반의 
윈도우를 구현, 유지할 필요가 없고 동일한 위상을 
가진 양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가정하여 연결 
종료 과정에서 여러 개의 타이머를 사용하는 TCP
와는 달리 온라인 게임은 그 특성상 송수신측이 클
라이언트-서버의 종속적인 구조이므로 종료 시의 복
잡한 타이머 사용도 피할 수 있다. 
 
3.2. UDP (User Datagram Protocol) 
 
게임 데이터 전송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프로토콜
인 UDP 는 게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전송이 요구되
는 멀티미디어 응용에서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UDP 의 경우 경량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
장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송 프로토콜로 UDP
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위 계층, 즉,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능이 별도로 구현
되어야 한다.  
 
3.3.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 
 
게임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프로토콜로는 RTP가 있다. RTP는 하
위 전송 프로토콜로 일반적으로 UDP 를 사용하고 
실시간 전달임을 확인하기 위한 Time Stamp 와 
Sequence Numbering 기능을 제공한다 [5]. 또한 
RTCP(Real-Time Control Protocol)를 이용하여 RTP의 
전송 결과 등을 송수신측에 알려준다. 하지만 RTP
는 UDP 를 바탕으로 한 전송 프로토콜의 상위 계층
이기 때문에 전송 계층에서의 재전송이나 흐름 제
어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최선형 서비스(Best 
Effort Service)만을 보장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RTP
는 실시간 전달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4. 기타 프로토콜 
 
그 외에도 Reliable UDP [6], Improved UDP [7] 등과 
같은 방법에서 UDP 에 전송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에
러 발생시 수신측에서 해당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네트웍에서 발생
한 패킷 손실은 처리할 수 없으며 데이터 복구를 
위해 송수신측에 별도의 기능을 요구하므로 확장성
과 유연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한 게임에
서 필수적인 세션 관리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전송 프로토콜
들은 게임 데이터의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성과 유
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게임 데이터 특성에 최적화된 새로운 프로토콜, 
GTP를 제안하고 있다. 
 
4. GTP (Game Transport Protocol) 프로토콜 
 
GTP 는 게임 이벤트의 전송을 위해 IP 계층과 어플
리케이션 계층 사이에서 동작하는 전송 프로토콜이
다. GTP의 프로토콜 스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GTP 패킷 구조 
 
아래의 [그림 2]는 GTP 패킷의 형태이다. GTP 는 확
장성을 위해서 Option 필드를 통한 가변길이 헤더를 
지원한다. 또한 작은 크기의 게임 데이터에 대한 헤
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헤더 크기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필드 중 Sequence Number 와 ACK Number 필드
는 데이터의 재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필드이다. 
HLEN 은 가변길이 헤더를 지원하기위해 헤더 길이
를 4 바이트 단위로 저장하는 필드이고 MODE 는 
게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신뢰성 보장 및 흐름제어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한 필드이고 Window 
size는 흐름제어를 위해 현재 윈도우 사이즈를 상대
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S, F, R, A의 경우는 
해당 패킷의 속성을 알려주는 제어 비트로써 각 필
드 속성은 아래와 같다. 
 

S(SYN): 연결 요청 시 전송되는 SYN 패킷일 때 설정 

F(FIN): 연결 종료 요청 시 설정 

R(RST): 연결에 대한 RESET요청 시 설정 

A(ACK): 해당 패킷은 ACK 정보를 포함할 때 설정 
 
4.1 재전송 (Retransmission) 
 
GTP 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패킷 
손실에 대한 재전송을 지원한다. 재전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GTP 패킷 헤더는 시퀀스 넘버와 ACK 넘버 
필드를 포함하고 있다. 전송된 패킷은 수신측으로부
터 ACK 가 되돌아 올 때까지 송신 큐에 대기한다. 
대기 중인 패킷이 타임아웃(Timeout)이 발생할 때까
지 ACK 를 받지 못하거나 3 번 이상의 중복된 ACK
이 도착할 경우 GTP 는 해당 패킷에 대한 재전송을 
수행한다. 
  
4.2. 패킷 기반 윈도우 (Packet-Based Window) 
 
GTP 는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
를 사용한다. TCP 의 경우는 다양한 크기의 패킷을 
고려하므로 송수신 바이트를 기반으로 윈도우를 관
리한다. 하지만 크기가 작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임 이벤트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GTP 는 윈도우
를 패킷 단위로 관리한다. 패킷 단위 윈도우 기법은 
GTP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의 하나로, GTP는 패
킷 단위의 윈도우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Rate Control
을 수행하며 동시에 프로토콜의 오버헤드를 줄인다.  
 
4.3. 수신 버퍼 관리 (Buffer Management) 
 
GTP 는 불필요한 재전송을 막기 위해서 송신 순서
에 어긋나게(out of order) 수신된 패킷을 무조건 버
리는 것이 아니라 이중 연결 리스트 (Double Linked 

List)로 된 수신 버퍼를 통해 수신된 패킷을 재정렬
하게 된다. 이렇게 수신 버퍼에서 재정렬된 패킷들
은 상위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요청을 기다린다. 
 
4.4. 연결 지향 (Connection Oriented) 프로토콜 
 
재전송과 Sliding Window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연결마다 송, 수신 버퍼 상태와 같은 세션 정보
를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GTP 는 연결 지향적인 
(Connection-Oriented) 특성을 갖는다. 연결 설정을 
위해서 GTP 는 TCP 와 동일하게 Three-way 
handshake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3]은 이러한 연결 
설정 과정을 보여 준다. 

 
 
우선 서버에 연결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는 SYN 
flag 가 설정된 패킷을 서버로 보내고 이를 받은 서
버는 이에 대한 ACK 패킷(이 ACK 패킷은 서버에
서 클라이언트로의 연결 설정을 위한 SYN 패킷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한다.)을 클라이언트로 보냄으로써 
하나의 단 방향 연결 (Half connection)이 생성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다시 ACK 패킷을 보
내서 양방향 연결(Duplex connection)이 설정된다. 
연결이 설정되면 각 연결에 대한 상태 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GTP 는 새로운 소켓이 생성될 때마
다 컨트롤 블록을 생성하여 해당 소켓에 대한 원격 
주소, 송수신 버퍼, 송신 윈도우의 상태 등의 정보
를 관리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GTP API 는 해
당 연결의 컨트롤 블록의 상태 정보와의 피드백
(Feed-back)을 통해 동작하게 된다.  
 
4.5. 다중 모드 제어 (Multi Mode Control) 
 
GTP 는 연결 설정 시 게임의 데이터 전송 특성에 
따라 신뢰성 보장 및 흐름 제어를 위한 모드를 선
택할 수 있도록 한다. 연결 설정을 위해 전송되는
SYN 패킷은 모드 정보를 MODE 필드 내에 포함하
게 되고 여기세 명시된 모드 값에 따라 해당 연결
에 대한 신뢰성 보장의 수준과 흐름제어 방식이 결
정된다.  
현재 GTP 가 지원하는 모드는 다음의 두 가지이지
만 필요에 따라 모드를 추가할 수 있는 유연한 구
조를 택하고 있다.  
 



Mode 1: 손실 시 최대 재전송 회수만큼 재전송 
Mode 2: 손실 시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 ACK 수신 
시까지 무한 재전송 및 수신 버퍼에서의 순서 정렬 
 
4.6. GTP 상태 전이도 (State Diagram) 
 
TCP 는 동일한 위상을 가진 양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연결 종료 과정에서 여러 개의 타이
머를 사용한다. 반면 온라인 게임은 그 특성상 송수
신측이 클라이언트-서버의 종속적인 구조이므로 
TCP 와는 달리 종료 시의 복잡한 타이머 사용을 피
할 수 있다. GTP 의 상태 전이도는 연결 종료 과정
에서의 복잡성을 제거한 것으로 TCP와 유사하다.  

 
 
5. GTP 의 구현 및 활용 

 
5.1. 개발환경 
GTP 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를 기반으
로 MFC와 윈속 2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5.2. 구현 
GTP 는 독자적인 전송 프로토콜로 설계되었지만 본 
구현에서는 윈도우 프로토콜 계층 내의 IP 패킷에 
대한 직접 접근을 지원하는 API 의 부재 때문에 전
송 프로토콜로 UDP 를 이용하고 그 상위에서 GTP
를 구현하였다.  
GTP 는 기존의 TCP 응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설계, 구현되었다. 이를 위해 윈속(Winsock)의 
TCP 함수와 유사한 블럭킹(Blocking) 모드와 비동기
(Asynchronous) 모드 API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윈
도우 DLL 로 제작되어 쉽게 응용프로그램과 결합될 
수 있다. 
 
5.3. 활용 
 
GTP 는 ETRI 의 가상 현실 연구 개발 센터의 “온라
인 3D 게임 엔진 개발” 과제의 일부로써 온라인 게
임 엔진을 위한 전송 프로토콜로 설계, 구현되었다. 

게임 엔진 시스템의 구성은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GTP 는 전송 프로토콜로써 네트웍 계층과 게임 엔
진 사이에서 패킷에 대한 재전송과 흐름제어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6. 결론 및 추후 과제 
 
현재 온라인 게임은 전송 프로토콜로 TCP 나 UDP
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두 프로토콜은 온
라인 게임의 이벤트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기능
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작은 크기의 데이터가 빈번하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로토콜, GTP 를 제안하고 설계, 구현한 결과를 제
시하였다.  
GTP 는 패킷 단위 윈도우, 재전송, 다중 모드 제어 
등을 통해 게임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전송의 신
뢰성과 효율성을 지원한다. 
현재 GTP 는 구현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UDP 상에
서 구현되다. 추후 버전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
GTP 를 독자적인 전송 프로토콜로 구현하고 TCP 
Friendly Rate Control과 같은 흐름 제어 기법, 보안을 
위한 암호화, 멀티캐스트 등은 지원할 수 있도록 확
장될 계획이다. 
 
본 논문은 2001 년도 두뇌한국 21 과 국가지정연구
실 사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
되었음 
 
참고 문헌 
[1] Sarah Joyce, “Traffic on the Internet – a study of 
Internet games,” October 2000; 
[2] Yu-Shen Ng, Designing Fast-Action Games For The 
Internet, Gamasutra, Sept. 5, 1997. 
[3] D.E. Comer, “Internetworking with TCP/IP, Volume 
1,” Prentice Hall. 2000 
[4] 신동원, “첨단기술 네트워크 게임을 위한 운영체
제 연구,” 1998. 
[5] H. Schulzrinne, S. Casner, R. Frederick, and V 
Jacobson, “RTP: A Transport Protocol for Real-time 
Applications,” RFC 1889, Jan. 1996. 
[6] T. Bova and T. Krivoruchk, “Reliable UDP protocol,” 
Internet Draft, draft-ietf-sigtran-reliable-udp-00.txt. 
[7] Jheng, H and Boyce, J., “An improved UDP protocol 
for video transmission over Internet-to-wireless networks,” 
IEEE Transcations on Multimedia, Sept.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