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PERFORMING GAME SERVER ENGINE
FOR REAL-TIME MULTIPLAYER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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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un Engine
게임이 성공하려면 높은 완성도 그리고 빠른 출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존에 개발 환경에
비하여 적은 수의 서버 프로그래머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게임 PM이나 담당 개발자에겐 개발 기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게임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코드의 재활용을 고려하지만, 기존 코드가
처음부터 다양한 게임에서 사용될 수 있게 잘 설계되지 않았다면 결국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발자가 다시 직접
개발해야 됩니다.
아이펀 엔진은 개발 기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클라이언트 엔진 대응은 물론 비동기식 및 실시간
게임 모두 지원을 통하여 어떠한 개발 환경에서도 손쉽게 사용하여 높은 완성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버 프로파일링 및 모니터링 기능
그 밖에 기존 외부 인프라와의
손쉬운 연동을 위한 REST API 기능

다양한 클라이언트 엔진 지원
(Unreal, Unity, Cocos 2d-X)
STINGRAY

비동기식 및 실시간
게임 모두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능

단 한 줄의 코드 수정 없이
수백대의 서버로
수평 확장성의
분산처리

Flexibility for
a wide range of games!

실시간 기술 지원
MULTI
PLAYER

SQL코드가 전혀
필요없는 완벽하게
자동화된 DB처리

YOUR
GAME

콘텐츠 개발 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기본 모듈 제공
(매치메이킹, 채팅, 인증, 빌링, 랭킹 etc…)

기존 싱글플레이 게임에
손쉽게 멀티플레이 기능 구현 가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 시험을 통해 2코어 기준 10,000 세션 이상의 동시접속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Great Technology For Great Games

02

강력한 네트워크 엔진
쉽고 빠른 구현 및 개발 시간 단축을 위하여 아이펀 엔진의 네트워크 처리 부분은 개발 초기부터
서버 프로그래머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아이펀 엔진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 TCP, UDP, HTTP, WebSocket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션 계층을 제공하고 있어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큰 부담 없이 네트워크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최적화가 된 아이펀 엔진은 소형 서버에서도 최소 10,000세션 이상 동시 접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처리 부분은 아이펀 엔진에 맡기시고 재미있는 게임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TTA 인증 완료

안정적인 세션 계층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세션 계층 제공

다양성
TCP, UDP, HTTP, WebSocket 프로토콜
모두 지원

Top quality service
in a very efficient way

++

네트워크 보안
클라이언트
서버간 메시지 암호화

효율성
1대의 서버로 1만개 이상
동시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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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멀티플레이 기능 구현
아이펀 엔진을 사용하여 기존 싱글 플레이 게임의 콘텐츠를 확장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펀 엔진은 개발 중이거나 이미 서비스 하고 있는 싱글 플레이 게임을 손쉽게 멀티플레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이펀 엔진의 구성 요소로 제공되는 멀티플레이 기능은 효율적인 리더보드, 매치메이킹,
멀티캐스팅, 채팅, 분산 서버 환경에서의 중복 로그인 방지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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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데이터베이스 처리
아이펀 엔진은 ORM(Object Relational Mapping)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지원합니다.
DB 처리는 게임 서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하지만 게임 콘텐츠가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바로 반영하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유지하는 작업은 번잡하고 쉽게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펀 엔진은 ORM 기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통하여 서버 프로그래머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필요 없이
C++/C# 클래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이러한 ORM 코드는 게임 오브젝트의 속성이 추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따라서, 서버 프로그래머는 C++/C# 클래스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SQL queries
자동생성
C++/C# class
(procedure
included)

Developer

iFun Engine 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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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Scaling-Out
아이펀 엔진은 초기부터 분산 구조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아이펀 엔진은 수백 대의 서버로 수평 확장이 가능한 분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 서버 확장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중 서버 환경에서도 손쉽게 사용자 중복 로그인을 방지하거나 다른 서버 간의
게임 유저 데이터 공유 및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서버 간 통신을 지원합니다.

01

서버간 통신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RPC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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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OUT

다중 서버환경에서 원활하게 공유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는
분산 L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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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서버 환경에서도 손쉽게 사용자 중복 로그인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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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작업 공정 및 편리한 관리
아이펀 엔진은 서버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기 쉽도록 단순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이며, 게임 서버 빌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여 게임 서버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as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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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개발 환경
아이펀 엔진은 게임 서버 개발에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눅스와 윈도우 환경 모두에서 서버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GitHub를 통해 주요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한
플러그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Program Language
C++

C#

Server OS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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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ntu

Centos

차원이 다른 기술 지원
서버 개발부터 서비스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를 기술 지원팀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펀 엔진 도입은 단순히 외부 솔루션의 도입이 아니라, ‘Slack’ 메신저를 통해 아이펀팩토리의 기술 지원팀과
온라인 채팅을 통한 기술 지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코어 서버 개발자를 동료로 같이 작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펀팩토리 홈페이지에 튜토리얼 및 매뉴얼 문서를 통해 손쉽게 아이펀 엔진 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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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및 파트너

Clients

mart

Partners

| E-mail Sales@ifunfactory.com | TEL +82-70-4923-6566
| ADDRESS 231, Pangyoyeok-ro, H Square #809,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S. Korea, 13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