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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 강 성훈 

• @senokay / @lifthrasiir 

• http://mearie.org/ 

• 데브캣스튜디오 

• 〈마비노기 듀얼〉 라이브 개발 

• 기타 이상한 여러 가지 
Rust, 아희, IOCCC, 리듬게임, IRC 네트워크, …

https://twitter.com/senokay
https://github.com/lifthrasiir/
http://mearie.org/
http://rustaceans.org/lifthrasiir
https://github.com/aheui/aheui.aheui/
http://www.ioccc.org/2012/kang/
https://aida.mearie.org/
http://ozinger.org/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나중에…

“데스크탑 히어로즈 정리할 때쯤, 다시는 동적 타입 언어로 큰 프로그램 만들지 않겠
다고 결심했어요. 마비노기 2에서 AI 스크립팅 시스템 만들 때도, 단순 실수를 컴파
일 타임에 못 잡는다는 점 때문에 정적 타입 스크립팅 언어를 새로 만들기도 했고요. 

      
제가 2014년 가을에 듀얼에 합류했는데, 상황이 썩 좋지 않았어요. 듀얼 서버가 아
직 매끈하게 돌고 있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가 드랍된 뒤였기 
때문에 스튜디오 분위기도 침체돼 있었어요. 시간이 없다, 최대한 빨리 사내테스트
와 CBT를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때까지 만들던 
C# 서버 코드를 모두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로 하면서 Lua를 골랐죠. 클라이언트가 
Lua로 되어있기도 했고, 제가 Lua 다뤄본 경험이 많았거든요. 가장 빨리,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서비스하려면 Lua가 최선일 거라고 봤어요. [후략]”

본인 인터뷰 발췌, 강조는 강 성훈



〈마비노기 듀얼〉의 역사

대책이 없는 
기술 부채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CBT

2차 CBT 글로벌 CBT

한국 정식 런칭 글로벌 그랜드 런칭

글로벌 소프트 런칭

한국 PC 런칭



잘못 쓰면 안 돌려준다잘못 쓰면 이상한 데서 터진다 잘못 쓰면 거기서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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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Lua
PHP

세로축의 상대 위치는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 대강 그렸으니 깊게 따지지 맙시다

Haskell

Rust

C
C++

ML/F#

Perl

Ruby

Java

JavaScript

LISP/Scheme

C#/VB.net
Objective-C

D

Go

Scala

Perl6

Clojure
Dart

Coq/Agda/…

Swift

Julia

FORTRAN

Erlang

Ada

http://vb.net


동적 언어
• 정확히는 동적으로 타입이 정해지는dynamically typed 언어 

• 흔한 오해: 타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동적 언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강형strongly typed일 수 있음 

• 컴파일/전처리가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으므로 스크립팅에 적합 

• 추상화나 표현력에서 정적 언어보다 실험해 보기 쉬움 

• 기술의 발전으로 성능 문제는 많이 사라짐



동적 언어?
• Getting Things Done에 최적화 

• Getting Things Correct에는 글쎄? 

• 동적 언어로 일정 규모 이상 짜면 관리가 거의 불가능 😱 

• 실수를 하지 않고 코드 베이스를 개선하기 어렵다 

• 사람 수가 많으면 문제가 증폭됨 

• 언어의 차이는 있으나 루아는 특히 심한 수준



근데 대안이 없다
• 루아는 다른 언어에 붙는데 특화된 언어! 

• 필요한 기능은 다 있다 — 사용자 정의 오브젝트 모델, 사용자 
정의 타입, 코루틴, “모듈” 시스템 

• 언어가 구현체를 극단적으로 작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됨 

• 심지어 하스켈로 만든 프로그램(Pandoc)이 스크립팅을 루아로?!



그래서 뭘 해 봤는가?

효과

비
용

장기 효과/비용 기준, 실제 비율과는 무관함

strict.lua 전역 변수 제한

유닛 테스트

코드 리뷰

커버리지 테스트 코딩 규칙 강제

기본적인 정적 분석

미지의 세계런타임 체크

범례: 언어/구현체 · 팀 · 자동화



언어/구현체 수준의 대책
• 역사와 전통의 strict.lua 

• 전역 변수를 선언 후에만 읽을 수 있게 함 

• 안 그러면 오타 난 지역 변수가 전역 변수로…! 

• 전역 테이블을 후킹하여 이루어짐 — 조금 느림 

• 그래도 자바스크립트 "use strict" 수준의 기본 대책



언어/구현체 수준의 대책
• 바이트 코드 단에서 전역 변수 제한 (서버) 

• strict.lua는 런타임에만 작동한다 

• 루아 구현체를 살짝 고쳐서, 전역 변수로 쓰이지 않을 식별자가 
쓰이면 바이트 코드 컴파일 전에 바로 오류 

• 전역 변수는 항상 대문자나 g_로 시작하게 제한 

• 굳이 루아를 고치지 않아도 좋은 코딩 규칙이 됨



언어/구현체 수준의 대책
• 기본적인 정적 분석 (클라이언트) 

• 오타와 더불어 안 쓰인 지역 변수도 체크 

• lpeg를 사용한 분석기를 디버깅 모드에서 시작 전에 돌림 

• 서버는 C++ 웹서버와 연동되어 돌리기 어려움



팀 수준의 대책
• 런타임 체크 

• “방어적 프로그래밍defensive programming” 

• 기본적인 단언assertion부터, 데이터 정합성 체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체크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짐 

• 코드를 짠 사람이 빠뜨리면 말짱 황



팀 수준의 대책
• 코딩 규칙 강제 

• 적게는: 
전역 변수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서버 엔진 바깥의 단독 함수는 금지, 네임스페이스로 감쌀 것 

• 크게는: 
서버 로직 코드 안에서 os.time은 금지 (전역 상태를 최소화) 
데이터베이스 수정시 로깅을 위한 별도 절차를 따를 것 

• Lint 같은 걸 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팀 수준의 대책
• 코드 리뷰 

• 코딩 규칙 검사를 겸함 

• 서버에서는 모든 커밋이 별도 리뷰어의 리뷰를 통과해야 함 

• 클라이언트에서는 덜 빡세게 진행 (대신 테스팅을 빡세게) 

• 매우 비용이 많이 듦 — 개발 시간과 맞먹은 경우도 있음 

• 언어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설계/로직 리뷰를 더 하고 싶다



자동화 수준의 대책
• 유닛 테스트 (서버) 

•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효과 만점! 

• 실제 코드와 맞먹는 비율로 작성 

• 이 역시 코드를 짠 사람이 빠뜨리면 말짱 황 

• 언어로 해결할 건 해결하고 로직 테스트를 더 하고 싶다



자동화 수준의 대책
• 커버리지 테스트 (서버) 

• 유닛 테스트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함 

• 별도의 스크립트 러너를 쓰므로 자체 구현이 필요했음 

• 만들어 놓고 보니 엄청나게 느리다… (~10배) 

• 루아 구현체에 박아 넣지 않는 이상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 

•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방법론의 경향성?

타입 체커?

장기적으로 비용 대 효과를 높이려면 언어를 건드려야 한다?
효과

비
용

미지의 세계



어쩌다 루아 마개조를…
• 라이브 하면서 “아 이럴 바에는 타입 체커를 만들지”라는 한탄 

• 글로벌 그랜드 런칭 후 서버 파트 부하가 크게 줄어들었다 

• “정말로 만들어 보시죠” 

• ?! 
 

• 전공자가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이말년씨리즈 © 이말년



비교 분석: 자바스크립트
• 루아만큼 동적인 언어 

• 루아와는 다른 환경 

•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려면 사실상 전처리를 하게 됨 

• AMD, CommonJS 등의 준공식 모듈 시스템 

•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되는 언어들AltJS의 득세 

• 타입 체크되는 언어도 많음 (TypeScript, Flow, Dart)

JS Logo By The Community, MIT License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https://github.com/voodootikigod/logo.js


루아 마개조: 선택지
• 구현체를 고친다? 

• 루아 구현체는 극도로 압축된 형태라 수정이 녹록치 않음 

• TypeScript 같이 별도 언어를 만들어서 번역? 

• 동적으로 로딩되는 코드도 많다 — 루아 “모듈” 시스템의 실패 

• 이미 코드를 너무 많이 짰다 (~300K LoC) 

• 있는 코드에 주석으로 타입 정보를 다는 “타입 체커”가 필요



La'aloa Beach County Park, Kailua-Kona, Hawaii © W Nowicki, CC-BY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a'aloa_Bay_Beach_Park.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User:W_Nowicki


🌴 카일루아Kailua

• 루아와 같은 문법을 공유하는 정적 언어 

• 타입 선언, 명세, 기타 등등은 주석을 사용 

• 구현체는        Rust로 작성 제가 한 Rust 빠돌이 합니다… 

• 빠르고, 언어 만드는데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며, 잘 알고 있음 

• 베이퍼웨어 제법 구현되었으나 아직 개념 증명 단계

Rust Logo © Mozilla, CC-BY

https://www.rust-lang.org/


기존의 접근
• 대부분 타입 체커가 아닌, 루아로 번역되는 새로운 언어들 

• Typed Lua 

• Lua Analyzer 

• Tidal Lock 

• Sol 

• 타입 체커로 만들려면 좋든 싫든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



🌴 타입 선언
function foo(a, b)
    TestType(a, "string")
    TestType(b, "table")

    -- ...
end

--v (a: string, b: table)
function foo(a, b)
    -- ...
end



🌴 점진적 타이핑

local function sum(arr)
    local total = 0
    for i, v in ipairs(arr) do
        total = total + v
    end
    return total
end



🌴 점진적 타이핑

--v (arr: {?}) -> ?
local function sum(arr)
    local total = 0
    for i, v in ipairs(arr) do
        total = total + v
    end
    return total
end

타입을 부분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점진적 타이핑

--v (arr: {integer}) -> integer
local function sum(arr)
    local total = 0 --: integer
    for i, v in ipairs(arr) do
        total = total + v
    end
    return total
end



🌴 선언 후 타입 변경

local function build_packet(id)
    local p = {}
    p.id = id
    p.name = to_name(id)
    if has_meta then
        p.meta = get_meta(id)
    end
    return p
end



🌴 선언 후 타입 변경
--v (id: integer) ->
--v     {id = integer, name = string,
--v      meta = table?}
local function build_packet(id)
    local p = {} --: ??????
    p.id = id
    p.name = to_name(id)
    if has_meta then
        p.meta = get_meta(id)
    end
    return p
end



🌴 선언 후 타입 변경
--v (id: integer) ->
--v     {id = integer, name = string,
--v      meta = table?}
local function build_packet(id)
    local p = {} --: {}
    p.id = id
    --# assume p: {id = integer}
    p.name = to_name(id)
    --# assume p: {id = integer, name = string}
    if has_meta then
        p.meta = get_meta(id)
    end
    --# assume p: {id = integer, name = string,
    --#            meta = table?}
    return p
end

이런 선언이 
들어간 것처럼 

동작함



🌴 사용자 정의 모듈

HTTPClient = {} --: module

function HTTPClient.Get(url, opts)
    -- 모듈 선언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함수가 선언되기만 하면 오케이
    return HTTPClient.Request("GET", url, opts)
end

function HTTPClient.Post(url, data, opts)
    return HTTPClient.Request("POST", url, data, opts)
end

--v (method: string, url: string, data: string?,
--v  opts: HTTPOptions?) -> (HTTPResponse) | (nil, string)
function HTTPClient.Request(method, url, data, opts)
    -- ...
end



🌴 사용자 정의 환경
--# open lua51
require "KailuaDeps.lua"

--# assume global `assert`:
--#     const function(any, string?) = "assert"
--#
--# -- ...
--#
--# assume global `tonumber`:
--#    const function(any, integer?) -> number?
--# assume global `tostring`:
--#    const function(any) -> string
--#
--# type BuiltinTypes =
--#    "nil" | "boolean" | "number" | "string" |
--#    "table" | "function" | "userdata" | "thread"
--# assume global `type`:
--#    const function(any) -> BuiltinTypes = "type"
--#
--# -- ...

내장 선언을 불러 들임 --# -- os.time은 초 단위로만 나오므로 쓰지 말 것
--# -- os.timer를 기본 적재하기로 한다
--# assume global `os`: `os` + {
--#     time = const error
--#             [[os.time 대신 os.timer를 쓰세요]];
--#     timer = const function() -> number;
--# }
--#
--# -- ...
--#
--# -- package.loaders 수정에 대응
--# set global require_path
--#     "../engine/?.lua" -- 서버 공통
--#     "libs/?.lua"      -- 외부 라이브러리
--#     "./?.lua"

C/C++에서 루아 환경을 고쳤을 경우 
기본 환경을 오버라이드할 수 있음



🌴 어려웠던 점들
• 타입 시스템 설계는 어렵고 오래 걸린다 

• 구현 중 최소 네 번 설계로 돌아갔음 (최소 2개월 소요) 

• 핵심 기능들은 점진적으로 설계하기 특히 어려움 

• (특히) 루아라서 문제가 되는 기능들이 많음 

• 테이블 타입을 논리적으로 여럿으로 나눠야 함 

• 상태 변경을 타입 시스템으로 모델링하기 빡셈…



결론…?

진작에 루아를 쓰지 말았어야 했어…

…은(는) 아니고



결론

기술 부채, 대출은 계획적으로

이말년 서유기 © 이말년



감사합니다



🌴 카일루아의 내부 구조
슬라이드만 보는 저같은 사람을 위한 특전 + 언어 덕후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한 기술 사항



기술적 소개
• 루아와 겉보기 문법surface syntax을 공유하는 정적 언어 

• Tidal Lock 타입 시스템에 기반함 

• 점진적 타이핑gradual typing 

• 타입이 값과 1:1 대응linearity되면 타입의 변경이 가능 

• 대부분의 루아 타입 시스템과는 달리 전역 변수를 잘 지원 

• 구현체는        Rust로 작성 (현재 ~6K LoC)

Rust Logo © Mozilla, CC-BY

https://www.rust-lang.org/


빡센 부분: 합집합 타입union type

• 여러 타입 중 하나일 수 있는 타입 (예: string|number) 

• 각 타입마다 표지가 붙어 있는 합 타입sum type과는 달리, 
타입에 표지가 없기 때문에 추론이 매우 어려움 

• nil과의 합집합만 특수 처리하기에는 너무 널리 쓰임 

• 두어 차례 삽질 후에 일부만 추론하는 방향으로 선회



빡센 부분: 테이블 타이핑
• Tidal Lock은 테이블 타입이 한 종류 (레코드/연관배열 혼합) 

• 안전성을 위해 테이블 타입을 여러 종류로 확장하려 시도 

• 타입 변수와 정면 충돌! 

• 어떤 타입이 무슨 종류의 테이블인지 알아야 진행이 가능한데, 
그걸 알려면 진행을 먼저 해 봐야 하는 경우가 생김 (!) 

• 관두고 이번에도 일부 타입 추론을 포기…



빡센 부분: 슬롯 타입slot type 추론
• 변수/필드가 변경 가능한지를 값 타입과 함께 보존하고 있음 

• Tidal Lock의 주된 제약: 슬롯 타입은 때려 찍는다 

• 비직관적이다 (추론 실패 시 왜 실패한 건지 잘 모르겠다) 

• 수동 명세를 하려면 사용자가 “타입의 변경”이라는 개념을  
알고 대응되는 슬롯 타입을 써 줘야 하는데 기대하기 어렵다 

• 사용자에게 슬롯 타입의 존재를 아예 숨기고 싶다



빡센 부분: 슬롯 타입slot type 추론
• 한 달동안 끙끙 앓다가 어느 정도 도는 접근법을 찾음 (!!!) 

• 사실 합집합 타입 추론에 이미 쓰이던 방법론이지만… 

• 정작 합집합 타입은 더 복잡해서 이 방법론을 못 쓴 게 함정 

• 구현이 상당히 골치 아팠지만 어느 정도 동작한다고 생각 

• 사용자는 어떤 변수/필드를 상수(const)거나 변수(var)라는  
힌트를 줄 수 있고, 힌트가 없으면 추론해 주는 걸로 정착



빡센 부분: 재귀 모듈 테이블
• 루아에는 테이블을 네임스페이스처럼 쓰는 경우가 많음 

• 테이블에 함수를 집어 넣고, 각 함수가 테이블 안에 있는 함수를 
참조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 선언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참조할 수도 있다 

• 그 함수가 선언될 때까지 문제의 함수가 호출 안 되면 오케이 

• 타입 체크를 지연시키는 별도의 테이블 타입을 만듦



빡센 부분: 최대 한 번 불리는 함수
• 특정 코드의 시작과 끝에서 항상 실행되는 코드를 집어 넣으려  
고차 함수로 감싸는 경우가 많음 (트랜잭션 등) 

• 특정 변수/필드가 한 번 클로저에서 쓰이면 그 슬롯 타입은  
여럿이 공유하게 되어linearity violation 더 이상 타입을 바꿀 수 없다! 

• 최대 한 번 불리는 함수를 별도 타입으로 선언하게 함 

• 선형 타이핑linear typing 또는 아핀 타이핑affine typing으로 알려짐 

• 일부 기능만 구현해도 충분함



현재와 미래
• 실제 코드를 샘플로 하여 구현체 개선 중 

• 주요 타입 시스템 기능은 거의 구현 완료 (버그는 많지만…) 

• 오류 리포팅 등은 우선 순위가 낮으나 조만간 구현될 예정 

• 잘 동작한다 싶으면 성능 개선이 비교적 수월하도록 설계함 

• 외부에 공개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묻지 말아 주세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