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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1. Industry Insights

Simplifying Complexity in Gaming

복잡한 게임을 단순화하기
게임 산업 추세
1. 성장(증가) 분야

ㆍ게임은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20년 유저 약27억명, ‘23년 32억명으로 성장 예상.
ㆍCOVID-19 영향으로 온라인 게임을 친구 및 가족과 계속 연락할 수 있는 대화형 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ㆍ비디오 게임 판매는 작년대비 35% 증가 (2020.3월 기준)
ㆍ많은 게임 회사들이 추가적인 플레이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로 전환 추세.
2. 하락(감소) 분야

ㆍCOVID-19 여파로 게임 개발 및 제작 속도 둔화됨, 관련 게임 릴리즈도 보류 추세
ㆍ공동 작업에 익숙한 게임개발자들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직접 개발도 둔화되고 있음.

게임 유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 3가지

ㆍLow latency experience : 짧은 대기 시간을 통해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것.
ㆍPersonalized game play : 각 플레이어가 게임과 상호 작용하는 독특한 방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유저
경험을 조정할 것.

ㆍContinuous content updates : 플레이어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최첨단 크로스 플랫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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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loud 의 목표
게임 개발자가 훌륭한 게임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 복잡성을 단순화 하는 것.

ㆍ오픈 소스 솔루션과 도구를 제공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게임 개발하도록 유도.
ㆍ구글 클라우드가 지원하는 3가지 주요 영역 (Key Areas)
- Build better games, faster. : 더 나은 게임을 더 빨리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
- Scale your game globally : 전 세계 플레이어 수요에 맞게 글로벌 게임 확장 지원.
- Optimize the player experience with data and AI : 플레이어의 경험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를 제공.

Key Areas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1. Build better games, faster

ㆍ구글은 Kubernetes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기본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고도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유연한 오픈
소스 게임 서비스를 구축함.

ㆍ관련하여 오픈 소스 커뮤니티 및 Unity, Ubisoft와 같은 업계 리더들과 협력중.
ㆍ구글의 Open Match는 개발자가 Custom Match Logic을 적용할 수 있는 매치 메이킹 프레임 워크임. (Unity 와 공동
창립, 현재 1.0 단계 : 생산 워크로드를 위한 준비 완료)

ㆍ게임 서버는 플레이어에게 흥미로운 실시간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Unity와 함께
Agones (agones.dev)를 공동 설립한 이유임.
** Agones
- Unity와 공동 설립. Kubernetes 기반의 오픈소스 게임 서버 호스팅
- Kubernetes 위에 구축된 확장 프로젝트, 게임별 요구에 맞게 사용자 정의 가능
- 게임 서버 워크로드를 컨테이너화 함, 전용 게임 서버의 제품 집합 배포 가능.

2. Scale your game globally

ㆍAgones는 Kubernete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베어메탈, 글로벌 인프라를 포함한 여러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곳
ㆍ어디에서나 실행 가능
ㆍ컴퓨팅 최적화 VM과 같은 강력한 컴퓨팅 서비스는, 도쿄, 오사카 및 서울과 같은 게임 허브를 포함, 전세계 24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음. (전세계 9개 지역 추가 오픈 계획)

ㆍStadia의 Low Latency 기술과 동일한 인프라이므로, 플레이어들은 전세계 어디서든 서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게임을
할 수 있음.

ㆍApex Legends는 구글 클라우드의 핵심 인프라를 활용하고, 출시 기간동안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에게 도달한 글로벌
게임의 훌륭한 사례임.

ㆍ구글은 두가지 계층의 네트워크 서비스(스탠다드 & 프리미엄)를 제공하며 게임 분야에는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프리미엄 네트워크 계층을 권장함. (Google NW 을 통해서 게임사용자와 서버간 최소 경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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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 세계 플레이어에게 다가가려면, 전 세계에 분산된 게임 서버가 필요하며, 현재 베타 버전인 Google Cloud Game
Server는 Agones 위에서 작동하는 제어 영역 (Control plane)으로서, 전 세계에 분산된 다중 클러스터 게임 서버
워크로드를 지원함.

ㆍ또한 Kubernetes 클러스터에 액세스 가능해, 높은 유연성과 제어 기능을 제공함.
ㆍ개발자는 Game Servers API로 Agones 클러스터를 등록하여, 게임 서버 관리 서비스를 간단히 선택 가능. (게임 서버
운영 및 확장에 가시성과 단순성을 제공)

ㆍ벤더 락인 방지 : 구글의 게임 서버는 현재 쿠버네티스 엔진 워크로드를 지원하며, 올해 하반기에 다중 공급자 지원
예정

ㆍ단일 제어 영역에서 베어 메탈 또는 여러 클라우드 상의 게임 서버를 관리 가능.
ㆍ게임 영역에서의 Database 는 Spanner를 추천함
- 리더 보드, 플레이어 프로필 등과 같은 서비스는 확장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의존.
- Spanner는 오퍼레이션 불필요, 수평적으로 확장 가능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제공

3. Optimize the player experience with data and AI

ㆍ게임회사는 플레이어의 참여 및 수익 창출을 최적화 해야하며, 히트작들은 하루에 수십억 개의 이벤트를 생성 가능.
이때 쌓이는 데이터가 게임의 장기적 성공 위해 중요.

ㆍBigQuery
- BigQuery는 Google Cloud의 완벽한 스마트 분석 플랫폼.
- 확장 가능한 서버리스 DW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캡처, 저장, 처리 및 분석 가능.
- BigQuery에는 머신러닝 기능이 내장되어, 분석가가 필요한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하고, 친숙한 SQL을 통해 직접 ML
모델을 작성 가능.

ㆍBigQuery ML
- BigQuery ML은 플레이어를 그룹핑(k-means clustering)하거나, 광고 및 제품 추천을 위한 매트릭스 인수 분해 등, 게임에
특화된 니즈를 반영함.

ㆍLooker
- Looker는 전체 플레이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을 제공.
- King(글로벌 게임 제작사)은 이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여 Candy Crush와 같은 히트 게임에서 매일 수십억 개의 이벤트를
분석하고 있으며, 개별 수준을 테스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일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됨.

ㆍ구글은 최근 Activision Blizzard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함으로써 King과의 관계를 확대함. (Activision Blizzard가
King 을 인수 : 모바일 영역 사업확장 위함)

Activision Blizzard 고객사례 요약 (Q&A /w Jacques Erasmus, CIO)
1. 구글과의 파트너십이 Activision Blizzard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 점은?
 Google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및 유투브의 Google Play 면에서도 게임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 임.
 GCP의 글로벌 인프라와 규모, 구글 Premium Networking을 통한 빠른 Latency 가 장점.
 모든 AI 역량, Tensorflow 처리 장치 및 머신러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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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을시, 데이터 센터에 Anthos를 보유하고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한다는 점이 엔지니어들의 기대를 충족함.
 Google 클라우드 플랫폼의 철학인,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오픈소스에 친숙한 개발자를 육성하도록 설계되어 실제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음.
 게이밍 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들과 팀을 이뤄, 게임 산업에만 집중함.

2. COVID19 관련, Activision Blizzard의 기존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나아가 팀과 게임 개발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PC, 콘솔 또는 모바일 등 모든 타이틀에서 참여도가 크게 향상됨.
 예로 ‘콜 오브 듀티 : 워존(게임)’ 출시 후 한 달에 5 천만 명의 고유 플레이어가 있었음.
 그 수준의 큰 규모를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구글을 선택함.

3. 앞으로 구글과 함께 작업을 기대하는 분야(관심 분야)는 무엇입니까?
 품질 보증의 관점에서, AI와 ML을 사용하여 해당 프로세스에 활용.
 데이터를 단일 고객 관점으로 보는 것. 즉, 모바일, 콘솔 또는 PC에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360

도 관점의 이해를 통해, 더 많은 관계를 갖는 것.

베스핀글로벌 인사이트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캔디 크러쉬 등 유명한 히트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 개발사는 GCP 의 글로벌 인프라와 게임에 특화된 Managed Service들을
활용하여 1) 게임 개발 기간 단축, 2)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 용이성, 3) 대용량
데이터 기반의 AI 분석을 활용한 개인화된 게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으로 인하여 게임산업은 모바일, PC, 콘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유저들과 더 많은 관계를 가지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속에서 국내 최대 게임사들을
기술지원하고 있는 베스핀글로벌과 함께하실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베스핀글로벌은 Google Cloud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며, Google Cloud의 프리미어 파트너이자,
국내 최초 Google Cloud의 MSP(Managed Service Provider)입니다. 베스핀글로벌에서는 클라우드 문의나 Google Cloud
관련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사 항 ㅣ 베스핀글로벌 구글사업부 sales.google@bespinglobal.com 070-7931-9600
참고 웹사이트 ㅣ https://cloud.withgoogle.com/next/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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