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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옮긴이 
머리말

모바일 게임 플랫폼(또는 소셜 게임 플랫폼) 중에서 “모바게”라는 단어는 국

내에서 아직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의 IT 동향을 

보았을 때 모바일 환경의 폭발적인 성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게임 시장은 과거의 콘솔 게임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중심 세력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 서비스에서 개발된 게임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역자인 나 자신도 한때 카카오톡의 애니팡으로 

인해 손이 아플 정도로 게임을 한 적이 있다).

모바게는 일본의 디엔에이(DeNA)가 만든 소셜 게임 플랫폼으로, 1,500여 개

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며 일본에서만 약 3,2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에서 “다음 모바게”라는 이름으로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과 모바게의 인기 게임을 한글화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년간 일본에서 모바일 게임 개발과 운영을 해왔던 모바게의 게임 개

발 방식과 플랫폼의 구성, 운영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향후 비슷한 대규모의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 알아두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

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소셜 게임의 구체적인 개발 및 운용 기술, 효율화와 

데이터의 분석 기술 등으로 실제 모바일 게임 개발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내용이

니만큼 모바일 게임 개발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대규모 플랫폼 개

발자 및 이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이다. 

혹시 역자의 미흡한 번역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책이 모바일 게임 플랫폼

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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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어느덧 다섯 번째 책을 번역하였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번역의 기회와 교정 등 여러 작업에 언제나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제이펍 출판사

의 장성두 실장님께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언제나 미흡한 

역자의 번역본을 보고 성실히 편집을 맡아 주신 김수미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

리고 싶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

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하은, 시온에게도 한마디 전하고 싶다. 지난 가

을과 겨울 동안 업무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아빠에게 한결같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점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2013년 1월 31일 캔사스 시티에서  

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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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게와 소셜 게임

디엔에이(이후 DeNA로 표기)는 2009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셜 게임을 순차

적으로 릴리즈하였고, 연이어 2010년 1월에는 모바게(이후 Mobage로 표기) 플랫

폼을 오픈 플랫폼화하였다.

그로부터 2년 하고도 수개월 뒤.

소셜 게임은 계속 확장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날이 새로운 게임들이 출시

되고 있다. 또한, 연일 새로운 게임 체험이 사용자의 손에 제공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그리고 소셜 게임은 게임 시장의 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셜 게임 개발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

타났다. 예를 들어, KLab 및 에이팀 같은 기업은 미리 앞을 내다보고 재빨리 소

셜 게임을 가치 있는 신규 사업 영역으로 파악해 시장에 진출하였고, 사업 확장과 

성공을 달성한 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업은 오늘날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셜 게임은 새로운 게임 스타일로 정착할 것인가? 그것은 좀 더 시간이 흘러

야 명확해지겠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새롭고 재미있는 게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렇게 제공된 게임을 소비자들이 기끼어 즐겼으면 하는 생

각에 매일 진지하게 마주 앉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 계기

DeNA 엔지니어들은 지금껏 만들어온 Mobage로 대표되는 인터넷 서비스, 

소셜 게임, 소셜 플랫폼 등 각 영역의 개발 및 운용 기술을 포괄적으로 응축하여 

세상의 모든 엔지니어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

지은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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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는 그러한 기술 정보를 기술 관련 잡지와 컨퍼런스 외에는 알릴 기회가 없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마침 기술평론사로부터 책 기획 제안을 받아 이 책을 발간

하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

이 책은 단지 소셜 게임 개발의 배후를 소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웹 서비스 구축 및 운용 노하우의 방대한 내용을 이 한 권에 담아 정리하고 있다. 

또한, 탁상 이론보다는 생생한 실천 테크닉을 중시하였다. 우리는 너무나도 급격

하게 성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체 조사 및 검증, 독창성, 그리고 새로운 솔루션

을 창출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서비스와 사업의 확대를 실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 책은 기술 영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한 발짝 더 나아

가 깊이 있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셜 게임(피처폰/스마트폰)

•대규모 웹 인프라

•플랫폼

•빅 데이터 분석

처음에 정의한 테마별로 사내의 전문 엔지니어, 리더급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매니저 진을 주축으로 집필과 감수를 하였다. 서적화되기까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노하우에 인색하지 않으면서 최신 정보를 싣기 위해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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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의 대상 독자는 SNS나 소셜 게임에 관련된 엔지니어 및 게임 개발자들에 그

치지 않고, 대규모 웹 서비스 구축 및 운용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지금 당

장은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엔지니어들이다.

그리고 수탁 개발 및 제조업체 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업에 종사하는 분

들도 대규모의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관점과 기술력, 

그리고 대처 방법 등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책 앞부분의 장들에서는 경영자나 플래너와 같은 비즈니스 직종의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 DeNA의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 기획 마케팅 등의 영역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대규모 웹 서비스의 개발 및 운용의 배후를 이해하고 실천

적인 노하우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부디 즐겁게 읽어나가길!

DeNA 집필진 대표 

타케베 유우이치

지은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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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4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소셜 게임 개발 기술

제1장 소셜 게임 개론

제2장 브라우저 기반의 소셜 게임: 피처폰

제3장 브라우저 기반의 소셜 게임: 스마트폰

제4장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소셜 게임 개발

1부는 소셜 게임 개발에 관한 부분이다. 소셜 게임의 개념과 중요 부분에 대한 

개론, 또한 모바일 장치(피처폰/스마트폰)에서 게임 개발의 선택(브라우저/애플리케

이션)에 따른 개발 테크닉을 설명한다.

제2부 소셜 게임 운용 기술

제5장 하루 35억 페이지 뷰를 처리하는 인프라 구성

제6장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제7장 데이터베이스의 고성능화/고가용성화

제8장 수천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기술

2부는 소셜 게임을 포함한 Mobage 서비스의 인프라 구성 및 운용 테크닉에 

대한 부분이다.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의 운용을 실현하는 구성, 요청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방안 및 그에 대한 궁리, DB의 고성능 및 고가용성의 양립, 서버 운영 

관리 및 감시 테크닉을 설명한다.

이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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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구성

제3부 소셜 게임 효율화 기술

제9장 MySQL과의 접목 방법

제10장 Job Queue와 Message Queue

제11장 애플리케이션 튜닝

제12장 DevOps

3부에서는 Mobage 개방형 플랫폼 시스템을 무대로 MySQL이나 API 설계

에 관한 테크닉, 비동기 처리에 있어 대규모 Queue 처리의 실현 방법, 웹 애플리

케이션의 고속화를 위한 시스템 구성 방법과 테크닉, DevOps 기반의 운용과 감

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제4부 소셜 게임 분석 기술

제13장 대규모 데이터 마이닝

4부에서는 소셜 게임 등의 대용량 데이터 마이닝에 관하여 Clustering, 

Frequent Pattern Mining, Classification(Random Forest), Recommendation
을 중심으로 실행 코드의 예와 실행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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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도 타다유키(城戸 忠之) _ 1장 공동 집필

1989년 NTT 소프트웨어에 입사하였다. 1999년 남바 사장이 DeNA를 창업

할 때 파견되어 비지터스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였다. 2000년에 자신이 직접 

사업을 만들어보고 싶어 DeNA에 입사하였으며, ‘모두의 웨딩’, ‘에어 링크’ 등 

DeNA의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QualityAssurance라는 부서를 만들

어 회사의 품질 보증 부서를 설립하였으며, 2011년 6월부터 소셜 게임 개발 운용 

부서의 시스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집필 후기

소셜 게임의 성공 요인은 개발 단계 50%, 운용 단계 50%로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여러분의 소셜 게임 시스템 구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름 내내 회의실에 틀어 박혀 오로지 집필 작업에 힘 쓴 동료들, 기획 초기에 신세를 진 

M 님, 편집 전반에 신세를 진 N 님, 마지막 작업에 힘을 북돋워 준 T 님에게 감사의 말씀

을 전한다.

타치바나 케이(立花 啓) _ 1장 공동 집필

대학원 졸업 후 DeNA에 신입으로 입사하였다. EC 사이트 개발, Mobage 플
랫폼의 개발을 거쳐 소셜 게임의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집필 담당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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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이 마사요시(藤井正義) _ 2장 집필

DeNA에 2005년에 입사하였다. 소셜 게임의 출시 초기부터 관여하였고, 현재

도 플레잉 매니저로 DeNA의 사내 소셜 게임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집필 후기

지금까지의 피처폰 개발 경험을 회상하면서 집필하였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시대다! 

피처폰에서의 경험과 실패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타케베 유우이치(武部 雄一) _ 전체 감수, 3장 집필

2007년 DeNA 입사 후 Mobage 시스템 개발 그룹 리더와 Yahoo! Mobage 
시스템 개발 책임자를 역임하였다. 이후 소셜 게임 ‘괴도 로얄’의 프로젝트 매니

저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소셜 게임을 배포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겸임하

였다. 현재는 기술 기획 실장으로, 엔지니어의 채용과 교육 연수를 맡고 있다.

집필 후기

3장의 집필은 물론이고, 한정된 시간에 전체 감수 및 책의 구성 및 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

움이 많았다. 어쨌든 이렇게 DeNA 엔지니어 팀의 혼이 담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어 기

쁘게 생각한다. 관계자 중 가장 고생한 기술평론사의 하라다 씨에게 이 책의 발간 기쁨과 

함께 남다른 노고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탈고가 늦어진 점 외에도 매번 빠듯

한 스케줄로 인해 정말 죄송했다. 집필에 있어 많은 지원을 해주었던 키도 sou 님, 긴자

와 님, 스기야마 님, 우에다 님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가정보다는 일

이 먼저였던 나를 항상 지지해준 아내 사나에와 딸, 그리고 두 마리의 고양이, 가족들에

게 늘 미안하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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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카와 요시키(渋川 よしき) _ 4장 집필

자동차 회사의 사내 SE에서 DeNA로 전직하였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ngCore용 미들웨어와 개발환경의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군것질 

공부법』(기술평론사), 번역서로는 『아트 오브 커뮤니티』(오랄리재팬), 『객체지향 자

바스크립트』(아스키미디어웍스) 등이 있다.

집필 후기

ngCore도 점차 표현력이 늘어나 성능이 향상되었다. 디버거 및 프로파일러, 디바이

스에 가장 적합한 Asset을 생성하는 파이프 라인 등 GUI 통합 개발환경도 준비 중이

다. 보다 멋진 게임 개발 및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내 팀과 

서드 파티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ngCore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 씨앗이 되었다. 입사 후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노 아츠시(小野 篤司) _ 5장, 8장 집필

금융계에서 주로 Oracle, AIX 등 엔터프라이즈 계열 시스템의 기반 관리에 종

사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2004년 DeNA에 입사하였다. ‘비지터스’의 운영 관리 

담당으로 핵심 데이터베이스의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두 번 실시한 후 2007년

부터 Mobage의 기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괴도 로얄’ 등 소셜 게임의 폭발적

인 히트의 후방을 지켜주는 기반 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현재는 Mobage 기반 관

리 부문의 시스템 관리자로 있다.

집필 후기

업무와 사생활 모두 바쁜 시기에 맞물려 몇 개월 동안 휴일도 잊은 채 집필에 매달려 후회

도 했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 기쁘다. 정리된 내용 중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시스템 기반의 관리는 단순히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는 불충분하다. 업무 애플리케이션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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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쯔노부 요시노리(松信 嘉範) _ 6장, 7장 집필

2006년 9월부터 MySQL의 고문으로 일본 및 아시아(인도 및 호주 포함), 때때

로 미국에서 기술 컨설팅을 담당하였다. 그 후 DeNA에 입사하여 MySQL을 중

심으로 한 시스템 기반의 개선 등을 실시하였다.

집필 후기

나는 MySQL의 주변 기술을 주제로 하여 복제 지연 대책과 고가용성화, 고성능화 등을 

집필하였다. 여러 번 읽어 잘 터득한다면 빈틈없는 기술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원고를 모두 쓴 후 DeNA를 떠나게 되어 회사 동료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팀에서 최고 연장자였던 오노 님, 문서의 정리 역할로 큰 수

고를 감당하신 타케베 님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

린다.

야마구치 토오루(山口 徹) _ 9장 집필

Mobage 오픈 플랫폼 릴리스부터 줄곧 프로그래머 및 아키텍트로서 플랫폼 

구조의 개발과 설계에 참여하였고, Japan Perl Association의 이사로서 Perl의 

보급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OpenID와 OpenSocial, Perl 및 대규모 개발 방법

에 관한 강연을 여러 번 진행하였다.

집필 후기

평소 플랫폼 업무와 거듭되는 릴리스 작업으로 바쁜 가운데, 집필에도 신경을 쓰는 일은 꽤

나 어려웠다. 한편으론, API 설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접해볼 수 있었기에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또 다른 기회를 통해 다시 집필을 해보고 싶다. 업무 동료이자 공동 집필을 한 고

바야시 님, 시마다 님에게 참으로 많은 요구를 한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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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야시 아츠시(小林 篤) _ 10장, 12장 집필

플랫폼 개발 부분에서 CPAN 모듈을 다수 개발하였고(https://metacpan.org/

author/NEKOKAK), YAPC::Asia 2010에서 베스트 스피커 상을 수상하였다. 

Japan Perl Association 이사이기도 하다.

집필 후기

JobQueue와 MessageQueue는 향후 서비스 개발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기술이다. 지

금까지 다수의 Queue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사용한 노하우를 이 책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에는 오쿠 님이 만든 Q4M을 예로 소개하였는데, 이

것이 여러분의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시마다 유지(嶋田 裕二) _ 11장 집필

Mobage에서 주로 웹 API의 구현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xaicron이

란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URL  http://blog.livedoor.jp/xaicron/

집필 후기

게으른 탓에 집필 작업이 정말 힘들었다. 이 편집 후기 또한 이미 10분 이상 고민하고 있

지만, 이제 첫 문장밖에 쓸 수 없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나는 소설을 에필로그부터 

읽는 경향이 있다. 만일 에필로그에 결말이 다 적혀 있으면 실망할 것이 아니냐고 혹자

는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나 자신도 그러한 스포일러는 싫어한다. 하지만 비록 그러

한 내용이 있다 해도 재미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싶어질 것이다. 부디 이 책도 그러

한 책이 되길 바란다. 가벼운 마음으로 IT 업계를 권해준, 중학교 시절부터의 친구 S에게 

애증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 책을 쓸 수 없었을 거

라 생각한다. 아마도 지금쯤 나는 프리터나 하면서 뮤지션 생활을 했을 것이다. 아니, 그

것도 무리일지도… 아무튼, 고맙다. 이 책이 나올 무렵에는 친구 S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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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다 코이치(濱田 晃一) _ 13장 집필

이론 물리학 박사 학위 취득 후 행동 분석에 관한 이론 구축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DeNA 입사 후에는 소셜 게임 부문에서 데이터 마이닝 팀을 출범시켰고, 

Mobage 플랫폼 전체의 데이터 마이닝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집필 후기

대규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마이닝에 관해 Mahout을 이용한 실행 코드

의 예를 소개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

한 지속적인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원고의 내용에 관해서 야마다 님, 사토 요

헤이 님, 모리모토 오사무 님, ONO 님에게 감수와 많은 조언을 받았다. 타케베 유

우이치 님은 구성에 관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

로,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응원해주고 있는 아내와 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