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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개요

� MMOG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동적동적동적동적 관심관심관심관심 영역영역영역영역 관리관리관리관리

• 관심 영역을 가상공간에 설계

� 제한제한제한제한 없는없는없는없는 MMOG� MMOG

• 상호 AOI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한 동적 AOI의

결과물

• AOI의 유지 비용 감소

• P2P 시스템에서의 확장성 향상

• 미니맥스 알고리즘 적용



소개소개

� MMOG

• NVE 의 일종

• 가장 인기 있는 MMOG

� Second Life, World Of Warcraft

•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하이브리드 P2P구조

• 일관성 있는 게임 공간을 위한 호환 유지

� 분산분산분산분산 시뮬레이션에서시뮬레이션에서시뮬레이션에서시뮬레이션에서 AOI 의의의의 두가지두가지두가지두가지 특성특성특성특성

• 정적 지리학적인 분할

• 행동 모델링



소개소개

� 정적정적정적정적 지리학적인지리학적인지리학적인지리학적인 분할분할분할분할

• Second Life에 사용

• 이동에 의한 지연 보상

• 분할 지역 경계에서의 상호작용 불가

� 행동행동행동행동 모델링모델링모델링모델링

• 집단의 관심 관리를 위한 궁극적 목표

• 군사 시뮬레이션에 사용

• 행동 기반 커뮤니케이션과의 결합 가능



관련된 연구관련된 연구

� Knutsson 외외외외

• P2P Pastry 알고리즘 + Scribe 방식

• 멀티캐스트 트리의 루트 노드에 의한 관리

• 메시지 전달 시 대부분 1~2홉

� 많은 가상 홉 사용할 경우 물리적 지연 발생

• Delaunay 네트워크

� 네트워크 가상환경에 대한 좋은 해결책

� 동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 중앙집중식 구조와 높은 유지 비용



관련된 연구관련된 연구

� Hu 외외외외

• 완전 분산된 P2P 구조 제안

• Voronoi 다이어그램

� Voronoi 그래프 분할 알고리즘

� 위치 기반의 분할 구조 통합

• 플레이어들의 직접적인 게임 이벤트 교환

• 플레이어 노드 증가 메시지 양 증가

� 불규칙적인 커뮤니케이션

� 불규칙적인 메시지 교환율



관련된 연구관련된 연구

� Voronoi 다이어그램다이어그램다이어그램다이어그램



관련된 연구관련된 연구

� Voronoi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분할분할분할분할 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



관련된 연구관련된 연구

� Syun-Yun 외외외외

• VSM 게임 상태 관리 제안

• 중앙집중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

� 게임 상태 기반의 P2P

� 시스템 오차에 대한 개선

• 확장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존재

• 관심 영역의 동적 형성

• 유지의 임무를 할당함에 따른 유지비용의 감소



관련된 연구관련된 연구

� Marios 외외외외

• MMORPG를 지원하기 위한 접근법 제안

• 필요 대역폭 감소

� 관심영역에서의 플레이어 위치 고려

• 단순한 다중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 그그그그 외외외외 연구연구연구연구

• 분리식의 신뢰성 있는 전송 프로토콜 제안

• 송신 개시 접근법 제안

• IEEE DIS 표준 제안



관심 영역 관리관심 영역 관리

� 관심관심관심관심 영역영역영역영역 관리관리관리관리

• 플레이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결정 방법

� 일관성 관리에 효과적인 방법

• MMOG 관심 영역 관리

� Publish-subscribe 모델 사용

• 다중 도메인 존재 가능

• 공간 기반의 관심 영역 관리

� Aura-nimbus 정보 모델로 현실화 가능

• 영역 기반의 관심 영역 관리



관심 영역 관리관심 영역 관리

� Aura-nimbus 정보정보정보정보 모델모델모델모델



게임 공간과 관심 영역 관리게임 공간과 관심 영역 관리

� MMOG의의의의 AOI 관리관리관리관리

• 논리적 영역 지원

� 플레이어들은 제한된 관심 영역 소유

• 동기화를 위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요구

� 가시성가시성가시성가시성 범위로범위로범위로범위로 정의되는정의되는정의되는정의되는 관심관심관심관심 영역영역영역영역 소유소유소유소유

• P(i) AOI(Pi) 로 정의되는 관심 영역

• AOI(i) = {Pi1, Pi2, …, Pik}

� 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MMOG 구조구조구조구조 제안제안제안제안



제한 없는 관심 영역 관리제한 없는 관심 영역 관리

� AOI를를를를 추적하는추적하는추적하는추적하는 방법방법방법방법 제안제안제안제안

� 논리적인논리적인논리적인논리적인 관심관심관심관심 영역의영역의영역의영역의 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 노출노출노출노출 방법방법방법방법 제안제안제안제안

• 컨벡스헐 형성

� 공통된 관심을 가지는 게임공간의 정의

� 서버의 계속적인 위치 추적 요구

• Gift wrapping 알고리즘 O(nh)

• Safety-edge 공간

• Time-span



제한 없는 관심 영역 관리제한 없는 관심 영역 관리

� 컨벡스헐의컨벡스헐의컨벡스헐의컨벡스헐의 safety-edge 공간공간공간공간



각 AOI에 대한 P2P 기반의 커뮤니케이션각 AOI에 대한 P2P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 미니맥스미니맥스미니맥스미니맥스 원리를원리를원리를원리를 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 P2P 영역영역영역영역 내의내의내의내의

커뮤니케이션에커뮤니케이션에커뮤니케이션에커뮤니케이션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접근법접근법접근법접근법 제안제안제안제안

� 플레이어의플레이어의플레이어의플레이어의 물리적물리적물리적물리적 위치에위치에위치에위치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접근법접근법접근법접근법 필요필요필요필요�

• 지연의 최소화

• 지표에 대한 거리 측정

• 게임공간에서 플레이어의 물리적 위치

� f(X) = max1≤i≤n  latency(X, Pi)

� f(X) = min max1≤i≤n  latency(X, Pi)



각 AOI에 대한 P2P 기반의 커뮤니케이션각 AOI에 대한 P2P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 Elzinga-Hearn의의의의 기하학적기하학적기하학적기하학적 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

• AOI공간에서 어떤 두 점 Pi, Pj를 선택

• 지름 L(Pi, Pj)인 원 그리기

� 원의 중심은 원의 내부에 위치

� 원 밖에서 하나의 점 Pk를 선택

• 세 점에 의해 형성된 삼각형에 대한 판단

� 직각이나 둔각삼각형이면 이전 단계로 이동

• 원 밖에서 임의의 점 Pl 선택

� Pi, Pj, Pk 중 임의의 점 Q, R선택

� Pl, Q, R을 가지고 이전 단계로 이동



각 AOI에 대한 P2P 기반의 커뮤니케이션각 AOI에 대한 P2P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 효율적인효율적인효율적인효율적인 상태상태상태상태 공유를공유를공유를공유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접근법접근법접근법접근법

• 반지름 R인 물리적 공간 D가 있다고 가정

• 공통원소를 가지지 않는 동심원으로 나누기

• 동심원 K라고 하면 각 코로나의 너비는 R/K• K R/K

• 코로나를 몇몇 섹터로 나누기

� 쐐기 모양 내의 각을 θ로 지정

� 섹터 S1, S2, …, Sk

•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메시지 전달

� 섹터 내의 리더 존재



각 AOI에 대한 P2P 기반의 커뮤니케이션각 AOI에 대한 P2P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 AOI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코로나와코로나와코로나와코로나와 섹터섹터섹터섹터



상호 AOI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한가?상호 AOI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한가?

� 여전히여전히여전히여전히 중복된중복된중복된중복된 AOI 존재존재존재존재

• 플레이어의 많은 관심

• 플레이어 간 관심의 범위 불균일

� 상호상호상호상호 AOI 커뮤니케이션의커뮤니케이션의커뮤니케이션의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인지인지인지인지

• 두 개의 중복된 AOI 존재

• 단순한 교차는 멤버들을 노출시키기에 적합



시뮬레이션과 분석시뮬레이션과 분석

� 제안된제안된제안된제안된 접근법에접근법에접근법에접근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검증검증검증검증 및및및및 평가평가평가평가

� MMOG의의의의 두두두두 가지가지가지가지 형태형태형태형태

• MMORPG 게임• MMORPG 게임

� FPS보다 작은 대역폭 요구

� 주기적으로 작은 패킷 발생

� 패킷 도착 시간 500ms

• FPS 게임 (1인칭 슈팅 게임)

• 작은 대역폭 요구 및 주기적으로 작은 패킷 발생



시뮬레이션과 분석시뮬레이션과 분석

� 플레이어플레이어플레이어플레이어 수에수에수에수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 분석분석분석분석



시뮬레이션과 분석시뮬레이션과 분석

� P2P MMOG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미니맥스미니맥스미니맥스미니맥스 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 평가평가평가평가

• 게임 상태에 따른 최대 거리 비교

•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와 비교

• 플레이어간의 평균 거리 측정•



시뮬레이션과 분석시뮬레이션과 분석

� 플레이어플레이어플레이어플레이어 간의간의간의간의 평균평균평균평균 거리거리거리거리



결론결론

� 관심관심관심관심 영역영역영역영역 관리를관리를관리를관리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개념개념개념개념 제안제안제안제안

� 가상공간에가상공간에가상공간에가상공간에 AOI 설계설계설계설계

� 시스템의시스템의시스템의시스템의 유지비용유지비용유지비용유지비용 감소감소감소감소

� 기하학적기하학적기하학적기하학적 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 통합통합통합통합� 기하학적기하학적기하학적기하학적 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 통합통합통합통합

� P2P 환경에서의환경에서의환경에서의환경에서의 서버서버서버서버 작업량작업량작업량작업량 감소감소감소감소

� P2P MMOG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좋은좋은좋은좋은 해결책해결책해결책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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