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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de Area Object Management+
Field라는 공간은 객체들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관계를 보다 자세히
표현하자면, Field는 Object들을 포함하며 Object는 Field에 속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Field는 Object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Field의
크기가 커질수록 관리해야 하는 Object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이에 대한 처리속
도가 비례하여 떨어지게 되므로 작은 Field를 관리할 때와는 다른 방법이 요구되어진다.

1. Splitting a field by sector unit (Quad / Octet Tree)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렵게 접근한다면 한없이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Sector의 개념이며 앞으로 풀어나갈 주제이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개념이나
최종적인 기법이 아니며 단지, 기존의 방식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풀어낸 방법 가운데 하
나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작은 Field를 관리할 때는 평균적으로 Field에 존재하는 객체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List 혹은 Map 등의 간단한 자료구조로서 관리할 수 있다. 물론, 객체의 종류까지 나누어
관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Field의 크기를 늘렸을 때 문제가 되
는 것은 바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객체의 수 이다. 그렇다면 큰 Field를 구역별로 나누어
관리한다면 어떨까? 즉 Field를 n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눈다는 의미이다. 물론, 자신의
구역에 존재하는 객체들은 해당 구역이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여기서의 구역을
Field sector라고 명명하자.

[ 그림 1.1 ]

위의 UML을 보면 FieldSector는 Self aggregation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Field sector는 다른 sector들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ector를 직
사각형 모양으로 나눈다면 전체 Field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쪼개져 관리될 것이다.

[ 그림 1.2 ]

하나의 Field는 이처럼 바둑판 모양의 Sector로 나뉘어진다.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의 Sector는 상, 하, 좌, 우 등의 최소한의 4개 Sector와 인접하고 있으며, 이웃 한
Sector에 대해서 연관을 미리 지어놓는 것이다.

그림 1.1을 보면, FieldSector는 FieldObjectManager를 1개 포함하고 있다. 자신의 영역
내에 있는 객체는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하나의 객체가 이동하여
한 Sector에서 다른 Sector로 이동하는 것을 가정해보자. 기존에 그 객체를 관리하고 있
는 Sector는 객체가 자신의 관리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 FieldObjectManager에서 해당 객체를 삭제한다.

● 객체가 이동한 좌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Destination Sector를 찾아낸다.

● 찾아낸 Sector에 해당 객체의 삽입을 요청한다.

여기서 2번 항목이 요구하는 것은 목적지 Sector이다. 즉 모든 Sector를 검사하여 객체
의 좌표를 포함하고 있는 Sector를 찾아내야 하는데, Field의 크기와 비례하여 Sector의
수도 많아지므로 검색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자신과 이웃 한

Sector목록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이다. 공간 이동 등의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움직임이었다면 상/하/좌/우 혹은 좌상/좌하/우상/우하 정도의 위치로 이동했을
것이므로 검색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2. More Speedy Searching in Object list

Octet Tree를 만들고 Sector와 FieldObjectManager를 연결하였다. 이제 Field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 진보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야 당장에 사용해보고 싶지만, 아닌 이상은 여기에서 보다 빠르게 동작 할 수 있도록 최
적화를 시도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우리가 왜 Quad/Octet Tree 등을 적용하였을까? 그것은 Object List에서의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다. 즉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Object List의 검색 속도라는 것이고, 바
로 이 부분을 신경 써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나누되, 이 것이 관리의 효율성에 역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Field object라 하면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땅 위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Building, Dropped item, Town Portal, 표지판 등이 있을 수 있고, 여기저기 마법이 난무
하는 Effect가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열심히 움직이면서 전투를 벌이는 Monster와 PC가
존재한다. 아무리 Field를 Sector 단위로 잘 분할하더라도 한 Sector안에 이렇게 많은 객
체들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검색 속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자.

● 채팅을 할 경우 Message packet을 다른 PC들에게 Broadcasting을 해야 한다. Item이
나 Monster 등의 다른 객체들까지 검색을 할 필요가 있을까?

● Field에 떨어진 Item을 줍거나 정보를 요청하였다. Character나 Building 등과 같은 다
른 객체들까지 검색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나누려는 것은 각 객체들의 종류이다. Broadcasting이 가능한 PC와 그렇지 못한
Monster, NPC로 분류하고, Field 위에 존재하는 다른 객체들을 따로 분리하여 List로 관리
한다면 객체 하나를 찾아내는데 쓸데없는 다른 객체들까지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

● Client에 Broadcasting을 한다.
=> listBroadcastObject 검색

● Monster를 공격한다.
=> listNPCObject 검색

● Item을 줍는다.
=> listItemObject 검색

● 모든 객체들을 검색한다.
=> 이상의 list⋯Object들을 순차적으로 동기화 하며 검색

2. Distributed Virtual Sector
Sector의 개념을 Real sector와 Virtual Sector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분산이 가능한 구조
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하 D.V.S, 참고로 필자가 붙인 명칭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하나의 거대한 Field는 Sector로 쪼개져 관리되어진다. 그리고 Sector는 주변의 8개
Sector와 연관을 짓고 있으며, Field가 분산되어지는 영역 또한 Sector와 Sector 사이가
된다.

[ 그림 2.1 ]

잘려진 Sector는 물리적으로 본다면 Field에서 가장 끝에 존재하는 Sector이다. 하지만,
Sector는 자신 주변의 Sector들과 연관을 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잘려진
Sector들은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난해한 이 부분을 구현하는 것이
D.V.S의 핵심이다.

1. Real Sector and Virtual Sector

물리적으로 잘려진 영역을 제어하기 위해 Sector를 두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그 첫
번째는 실제로 해당 Field server가 관리하는 Real Sector이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Real Sector와 연관을 짓는 또 하나의 Virtual Sector이다. 바로 이 Virtual
Sector가 실제로 Distribute System의 중심이 된다.

특정 영역이 두 개의 서버로 나뉘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그 영역은 (0, 0, 999, 999)의
정 사각형 영역이고, Field Server A가 (0, 0, 499, 999) 그리고 서버 B가 (500, 0, 999,
999)영역을 관리한다. 여기에서는 X 좌표로 499 ~ 500 사이가 물리적으로 나뉘어진 부분
인 것이다. 즉, X의 위치가 499인 Sector는 500인 Sector와 연관을 지어야 하는데 물리
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실제로 서로간에 Real Sector끼리는 연관을 만들 수가 없다. 바
로 이 것을 보정해주기 위한 것이 Virtual Sector이다.
(영역의 단위는 (x, y)가 1개의 Sector라고 하자.)

[ 그림 2.2 ] 물리적으로 나뉘어진 Real sector들은 연관을 지을 수 없다.

Virtual Sector는 Real Sector의 Method와 동일하게 생겼으나 실제로는 연결되어야 할
Real Sector와의 통신을 담당한다. 분산 영역에서 물리적으로 나뉘어진 하나의 Real
Sector는 연관되어 있어야 할 Real Sector와의 통신을 위해 Virtual Sector를 사이에 두게
되는데, 통신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Real Sector(Field server A) -----Æ Virtual Sector ----Æ Real Sector(Field Server B)

[ 그림 2.2 ] Interface of Field sector

그림 2.2와 같이 Virtual Sector와 Real Sector는 동일한 Interface를 사용한다. 이처럼 하
나의 Interface를 상속 받음으로써 당장 연관된 Sector에 대해서 Virtual Sector인지 혹은
Real Sector인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Virtual Sector와 연관을 갖는 Real Sector는 Virtual Sector를 사용할 때도 보통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업을 하며, 단지 Virtual Sector는 내부적으로 나뉘어진 Real Sector와
Networking을 수행하는 것이다.

2. Migrate server

Virtual Sector가 연관된 Real Sector와 통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Networking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연관된 Real Sector가 어느 Field server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둘 사이의 Packet을 중계하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매개체를 Migrate server로 정의하였다.

Migrate server는 연관된 Field server들의 통신 중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필자는
Migrate server를 또한 Object Migration 기능을 적용하려 하였다. 즉, 객체 하나가 Real
Sector를 떠나 Virtual Sector와 Migrate server의 통신을 거쳐 다른 Field server로의 이동
을 담당하게 하려 한 것이다.) 분산되어있는 Virtual Sector들과 Real Sector들의 위치를
파악해주고, 그들 사이의 통신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그림 2.3 ]

위의 그림은 물리적으로 나뉘어진 두 Sector가 통신하는 부분을 그린 것이다. 나뉘어진
Real Sector는 연관되어질 부분에 Virtual Sector를 생성한다. 그리고 Virtual Sector는
Migrate server와의 통신으로 목적 Real sector를 찾아낸다. 이후부터는 Real Sector에서 발
생하는 Event에 대해서는 Virtual Sector를 통해 Networking을 하게 되는 것이다.

Migrate server는 또한 각 Field server의 상태를 파악하여 통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eld server A와 B가 연결되어 동작하던 도중 Field server B가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
해 다운되었을 때, Migrate server는 이를 파악하여 Field server A에 통보를 함으로써 분산
지역으로의 이동을 막게 된다. Field 분산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로써 Field를 지역구 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Design of Wide Area Object Management and Distributed Virtual Sector
DVS는 WAOM에서 사용된 Octet Tree에 기반을 한다. 이 두 가지 기법은 모두 Wide
Area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법이며, DVS는 WAOM을 사용하였을 때 선택사항으
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DVS는 WAOM과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WAOM의 최적화가 DVS의 성능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엄연히 두 기법이
사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나온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도표를 보면 모두가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언급했던 것처럼 두 기법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 그림 23.1 ]

3. Class diagram of WAOM and DVS
1) WAOM in diagram
그림 3.1에서 WAOM이 적용된 부분을 찾아보자.
여기에서 사용된 WAOM은 넓은 Field를 쪼개어 관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즉, 관련
된 내용은 전체 Field에 대한 정보를 갖고있는 Field class, 그리고 영역을 쪼개어 관
리하는 Sector들을 의미하는 IFieldSector class, 마지막으로, 각 Sector안에는 객체들
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FieldObjectManager class로 이루어져있다.

IFieldSector와 Field와의 Aggregation은 1:n(Field:IFieldSector)의 Composition으로
이루어졌다. Field sector 객체는 Field에 속해있으며, Field 객체와 생명 주기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Field객체가 파괴된다면 Field sector라는 객체 역시 존재의 의미가 없
기 때문이다.

IFieldSector는 Link to Self를 갖고있다. 이 부분이 바로 Quad tree인데, 상/하/좌/우
그리고 좌상/좌하/우상/우하 등의 주변 Sector들을 갖게 된다.

FieldObjectManager

객체는

IFieldSector객체와

Composition을

갖게

된다.

IFIeldSector와 Field와의 Aggregation과 동일한 조건으로, IfieldSector 객체가 파괴된
다면 FieldObjectManager 역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DVS in diagram
그림

3.1에서

DVS가

적용되어

보이는

부분은

매우

간단하다.

IFieldSector를

RealFieldSector와 VirtualFieldSector로 나눈 부분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서 덧붙이자면, VirtualFieldSector가 Migrate Sector와의 통신하는 부분, 그리고 연결된
RealFieldSector와 통신하는 부분이 Collaboration과 Sequence Diagram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개발하는 사람들과 혹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영역이므로 여기에서는 표현하지 않았다.

IFieldSector는 VirtualFieldSector, RealFieldSector 객체에 Interface를 제공한다. 따
라서 이 부분은 OOP의 일반화(Generalization)가 아니라 상속(Derived)으로 표기한다.

[ 그림 3.2 ]

그림 3.2는 Field의 Virtual Sector가 Migrate Server를 통해 연결된 Real Sector를 찾
아내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과장하여 말하자면,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Field server는 Virtual Sector를 생성한 후
에 Migrateserver를 통해 연결될 Real Sector를 찾아낸다.

4. Conclusion
이상 Field 분산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해본 결과, Virtual
Sector와 Migrate server 사이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통신을 어느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
는지가 관건이었다. 또한, 하나의 Field는 하나의 Migrate server만을 갖을 수 있다. 분산
되어진 Virtual Sector가 모두 동일한 Migrate server를 거치기 때문이다. 이 말은
Migrate server의 성능과 Network performance 또한 DVS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DVS는 필자가 Field 분산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부분을 실제로 적용해보기 위해 개발
하였으나, 실제로 이와 흡사한 기법이 쓰이고 있는지 혹은 이미 더 좋은 기법이 쓰여지
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부족한 자료이지만 분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