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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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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바둑 (MB)에서 기록되는 다량의 로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관련 개발자 및 기획자에게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개 요

• 구성원: 전략보드게임팀 김연한 팀장 (PM), 고민수, 이준석
• 개발 언어: VB Script
• 구동 환경: MB 로그 서버 (D78839)
• 운영 체제: Windows XP (32/64 bit)
• 개발 기간: 2008. 2 ~ 2008. 3 (1차), 2008. 4 ~ 2008. 6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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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 오류 발생시 원인 분석 시간을 단축시킨다.

2. 서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3. 서비스 기획에 유용한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4. 대용량 로그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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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chn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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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기록/관리 Flow

1. 게임 서버(8), 베팅 서버(2), 베팅 프록시 서버에서 각각 로그를 기록
• 매일 약 30GB 정도 (고수1: 7GB, 고수2: 5GB, 중급1: 5GB)
• 로그 기록은 INFO, SYSINFO, ERROR로 구분
• INFO: 게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로그인/아웃, 대국, 방 생성/입실/퇴실, 베팅 등)
• SYSINFO: 서버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CPU Time, Memory 사용량, Process/Thread count 등)
• ERROR: 문제 발생 시의 상황 정보

2. 매일 새벽 4시에 로그를 압축해 별도의 로그 서버로 전송 (FTP 명령
어를 이용한 스크립트 실행 예약)
• 텍스트이기 때문에 압축 효율이 뛰어남 (압축률 90% 내외)
• 로그 서버에 대용량 HDD (500GB), 메모리 (16GB) 구축

3. 로그 서버에서는 전송 받은 로그로 스크립트를 이용해 유용한 정보
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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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ay = 1 To N

분석 스크립트 구조

압축 해제

필요한 line 추출

추출된 line을 읽어
필요한 정보 계산

임시파일 삭제

For Server = 1 T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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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 Script의 장단점

1. Windows에 자체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설치가 불필요하다.
2. 컴파일이 불필요한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개발 환경을 따로 구

축할 필요가 없다.
3. 배우기 쉽고,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한다.

장 점

단 점

1. 메모리 관리가 불가능해 대용량 로그 분석 시 메모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현재 MB 로그 서버에서는 64bit OS를 사용하며, 16GB RAM가 확

충되어 있어 1~3개월 분 자료 분석에는 전혀 무리가 없음
2. 스크립트 언어의 특성 상 디버깅이 다소 어렵다.
• 장시간 구동 후에 Runtime 오류가 보고되기도 함

Windows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Utility만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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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Demo

채널 별 동시접속자 통계 (200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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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로그처리 기술

•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자 할 때, 로그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필요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

• 필요한 라인만 따로 뽑아 임시 파일에 기록하고, 분석 시에는 임시 파
일만 읽어 처리
• 임시 파일을 만드는 과정은 Windows에서 제공하는 고속 Utility인

findstr을 사용해 빠르게 수행 가능
• Example (5/21 18:00 고수1 서버 로그)
• Raw Data: 353MB
• 동접 분석용 추출 파일: 653KB
• 베팅자료 분석용 추출 파일: 9.6MB

• Example (동접 분석 수행 시간)
• Raw Data에서 직접 읽은 경우: 70분
• Filtering 기법을 사용한 경우: (추출시간 포함) 15분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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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로그처리 기술

Filtering

[2008/03/01 02:34:07.172]@[BZLobbyServer] INFO - [CBZConnection::SetLinkId] Link Connection Id : rkdtjrqhd84
[2008/03/01 02:34:07.172]@[BZLobbyServer] INFO - [로그인] ClientVersion : 1, MemberId : rkdtjrqhd84[1], From 210.92.244.216[1418]
[2008/03/01 02:34:07.188]@[BZLobbyServer] INFO - [BZDBHandler::GetMembershipBaduk] MemberId : rkdtjrqhd84 실패[없음]
[2008/03/01 02:34:07.204]@[BZLobbyServer] INFO - [BZDBHandler::GetMembershipVIP] MemberId : rkdtjrqhd84 실패[없음]
[2008/03/01 02:34:07.204]@[BZLobbyServer] INFO - [BZDBHandler::GetMembershipPCBang] IP : 210.92.244.216 실패[없음]
[2008/03/01 02:34:07.204]@[BZLobbyServer] INFO - [CBZUser::LoadMembershipFromDB] MemberId : rkdtjrqhd84, 바둑회원제 : 0 
[2008/03/01 02:34:07.235]@[BZLobbyServer] INFO - [CBZLobbyTaskMyInfoReq::Process] - 아이디 : rkdtjrqhd84[1], 머니 : 6000, 급수: 16
[2008/03/01 02:34:07.235]@[BZLobbyServer] INFO - [BZDBHandler::GetPunishmentList] - 아이디 : rkdtjrqhd84[1] 처벌 대상 없음
[2008/03/01 02:34:07.235]@[BZLobbyServer] INFO - [BZDBHandler::GetEndorphinInfo] MemberId : rkdtjrqhd84 실패[없음]
[2008/03/01 02:34:07.251]@[BZLobbyServer] INFO - [BZDBHandler::GetMoneyAvatarInfo] MemberId : rkdtjrqhd84 실패[없음]
[2008/03/01 02:34:07.266]@[BZLobbyServer] INFO - [CBZAutoMatch::Start] Id : kgy1999, TotalTargetUserCount : 30
[2008/03/01 02:34:07.266]@[BZLobbyServer] INFO - [CBZAutoMatch::NextTarget] Id : kgy1999, NextUser : hckim112
[2008/03/01 02:34:07.282]@[BZLobbyServer] INFO - [CBZAutoMatch::NextTarget] Id : kgy1999, NextUser : jongok5410
[2008/03/01 02:34:07.282]@[BZLobbyServer] INFO - [CBZAutoMatch::NextTarget] Id : kgy1999, NextUser : vkdlf85
[2008/03/01 02:34:07.344]@[BZLobbyServer] INFO - [BZ] User Connected From 124.197.203.115[1309]
[2008/03/01 02:34:07.344]@[BZLobbyServer] INFO - [CBZConnection::SetLinkId] Link Connection Id : wwww1034
[2008/03/01 02:34:07.344]@[BZLobbyServer] INFO - [로그인] ClientVersion : 1, MemberId : wwww1034[1], From 124.197.203.115[1309]
[2008/03/01 02:34:07.376]@[BZLobbyServer] INFO - [BZDBHandler::UpdateChannelMemberCount] 동접지표를 디비에 기록

[2008/03/01 02:34:07.172]@[BZLobbyServer] INFO - [로그인] ClientVersion : 1, MemberId : rkdtjrqhd84[1], From 210.92.244.216[1418]
[2008/03/01 02:34:07.344]@[BZLobbyServer] INFO - [로그인] ClientVersion : 1, MemberId : wwww1034[1], From 124.197.203.1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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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로그처리 기술

• Filtering 기법에 의해 추출된 임시 파일이 다시 필요할 수 있는 분석
의 경우, 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전략

• 임시 파일의 크기는 작은 경우가 많고, Raw Data의 압축 해제 및 추
출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

• Example (서버 별 동접 분석)
• 추출 파일 크기: 1일 당 13MB
• 매일 분석 작업을 수행하며, 전 날과 당일의 로그를 사용하므로

전 날의 추출파일을 보관하면 Raw Data 접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 Caching 기법 사용 전 수행시간: 34분
• Caching 기법 사용 후 수행시간: 16분

C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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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로그처리 기술

C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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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로그처리 기술

• 방대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잦은 retrieving이 발생하는 경우, 
hash table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 위한 전략

• VB Script의 dictionary는 unsorted list 구조: 탐색이 O(n)
• 데이터를 분산시켜 저장하면 분산 수에 비례하게 속도가 상승
• Example (승강급 시뮬레이션)
• 주요 시간 소요가 사용자 기력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dictionary

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점에 착안
• 전체 이용자의 랭킹이나 정렬은 불필요한 상황
• Clustering 기법 사용 전 수행시간: 48시간
• Clustering 기법 사용 후 수행시간: 26시간 (영문ID 2그룹, 한글ID)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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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로그처리 기술

Clustering

clifford 4급
belliny 1급
ynnsoft 3단
현호83 18급
조류독감 30급
withbdk 6단
nhn2008 15급
팥빙수01 23급
lovelove 9급
연필64 7급
카르노델 11급
이창호 프로
고래밥 5급
hisniky 9급
soulwind 5단
마이미 3단
kkk2080 29급
서토인비 8급
iruncsh 9단
totoro 6급
sopal 8급

clifford 4급
belliny 1급
nhn2008 15급
lovelove 9급
hisniky 9급
kkk2080 29급
iruncsh 9단

ynnsoft 3단
withbdk 6단
soulwind 5단
totoro 6급
sopal 8급

현호83 18급
조류독감 30급
팥빙수01 23급
연필64 7급
카르노델 11급
이창호 프로
고래밥 5급
마이미 3단
서토인비 8급

영문ID A~N 그룹

영문ID O~Z 그룹

한글ID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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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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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 MB 서버의 시스템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리포트
 CPU: processor time, interrupt time
 Memory: 가용 메모리 용량, page fault
 Disk: disk time, idle time
 Process 개수, Thread 개수, context switch 횟수

•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을 미리 예측하여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하도록 지원 (Mailing system)

• Tantra에서 산출한 다른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원인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그래픽 유틸리티를 사용해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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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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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급제도 개편 시뮬레이션

• 승강급 제도 변경에 앞서 2개월 분의 대국 로그를 이용해 각 시나리
오를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
 총 승급자/강급자 수 변화
 1주일 단위 이용자 기력 분포 변화
 기력 구간별 승급/강급에 필요한 평균 대국 수
 ID당 평균 승강급 횟수

• 6월 승강급 제도 개편안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관련 문서
http://wiki.nhncorp.com/pages/viewpage.action?pageId=1142413

http://wiki.nhncorp.com/pages/viewpage.action?pageId=11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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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급제도 개편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별 승급자 수승강급에 필요한 평균 대국 수1주 단위 기력분포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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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정보분석

• 베팅 시스템 개편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대국 별 평균 소요시간
 대국 별 평균 종료 수
 시간에 따른 베팅 참여자 분포
 시간에 따른 평균 관전자 수

• 9단 대국과 프로 대국의 지표를 별개로 산출해 베팅 제도 개편을 위
해 유용한 데이터를 산출

• 관련 자료: 
http://wiki.nhncorp.com/pages/viewpage.action?pageId=1150481

http://wiki.nhncorp.com/pages/viewpage.action?pageId=11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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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정보분석

대국 진행에 따른 관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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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별 동시 접속인원 리포트

• 채널 별 시간대 동접을 1시간 단위로 리포트
 BIP와는 달리 개별 채널의 동시접속 인원을 알 수 있음
 현재 리포트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밀리초 단위까지

동시 접속인원 분석이 가능

• 채널 별 특성에 따른 운영에 유용한 지표를 산출

• 관련 자료: 
http://wiki.nhncorp.com/pages/viewpage.action?pageId=1170452

http://wiki.nhncorp.com/pages/viewpage.action?pageId=1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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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별 동시 접속인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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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변화량 리포트

• 개별 ID의 바둑 머니 변화량을 계산해 랭킹을 보여주는 리포트
 베팅 머니 변화량
 응원 머니 변화량
 내기대국 머니 변화량

• 전체 통화량을 항목별로 리포트
 베팅: 대국자 수당, 무효환급, 아이템수입, 판돈, 수수료
 응원: 판돈, 환급, 승리 수당
 내기대국: 승리 수당, 판돈, 시스템 회수, 무효환급, 수수료

• 어뷰징 유저 모니터링 및 머니 관련 기획에 유용한 지표를 산출

• 관련 자료: 
http://wikin.nhncorp.com/pages/viewpage.action?pageId=1167059

http://wikin.nhncorp.com/pages/viewpage.action?pageId=116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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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변화량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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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 현재 개발중인 분석 내용 (6~7월 오픈 예정)
 채널 별 기력분포
 자동대국 신청 성공률, 소요 시간
 대국 설정 정보 (제한시간, 초읽기, 접바둑)
 핫베팅 노출 건수
 이용자 평균 체류시간

• Tantra의 데이터 분석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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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antra Service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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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 Tantra에서 분석한 결과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쉽게 열람해 볼 수 있도
록 간단한 웹 사이트를 구축

 MB 로그 전송결과
 단발성 분석 결과 자료

 승강급 시뮬레이션
 베팅 데이터 분석 결과

 주기성 데이터 리포트
 채널 별 동시접속인원
 바둑 머니 통화량
 사용자 별 바둑 머니 변화량 랭킹

• 정보 보안을 위해 암호를 아는 사내 관련자들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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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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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ing System

• 목적
 이상징후 감지 시, 문제 상황을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노티

 Ex) Memory 사용량 90% 초과
 주기성 데이터 산출 시,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송

 Ex) 채널 별 동시접속인원 데이터, 바둑 머니 통화량 등

• 일정
 현재 개발단계에 있으며, 6~7월 중으로 서비스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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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UMS와의 비교

• 게임 내 로그를 이용해 자체 제작/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원하는 분
석 내용을 즉시 추가/변경 가능

 승강급 시뮬레이션, 베팅 정보 분석 등과 같은 단발성 자료는 BIP
를 통해 얻기 어려움

• 서버 내에서 일어나는 밀리초 단위의 모든 상세 정보를 이용하므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

 BIP는 전체 서버의 동접만 제공 vs. Tantra는 채널 별 동접 제공
 UMS는 5분 단위의 시스템 정보 제공 vs. Tantra는 1초 단위

• 관련 데이터 간의 연계가 용이
 서버 문제 발생 시 해당 시간의 시스템 정보, 대국 정보, 사용자
수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원인 파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Targeting 가능: 전체 대국 수  8, 9단 대국 수

• BIP는 DB 기반이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길게 걸리는 반면, Tantra는 분
석된 결과 파일을 읽으므로 즉시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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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UMS와의 비교

• BIP나 UMS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재산출하는 것은 가능한
지양하며, 이를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정보 생산에 주력

 승강급 시뮬레이션, 베팅 정보 분석 등
 단, 기존에 BIP, UMS에서 제공되는 정보도 타 정보와의 연계가 필
요한 경우 Tantra에서도 제공할 수 있음

 Ex) 채널 별 동시접속 인원, CPU/Memory 사용량 등

• UMS에서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특정 시간 대에 일어난 이슈를
자세히 보고자 할 때는 Tantra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병행 사용할 예정

 서비스 모니터링은 UMS의 5분 단위 리포트를 사용하고, 문제 상
황 발생 시에만 Tantra의 초 단위 리포트를 사용해 원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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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end of the documen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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