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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 웹 캐시와 성능 향상
: CacheStorage의 활용



다룰 내용

• 웹 캐시에 대한 이야기
• 성능 향상과 개발에 대한 이야기
• 쉽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이야기



어느 개발자 이야기



어느 개발자 이야기

이벤트 배너가 바로 안 떠요.



어느 개발자 이야기

인터넷이 느리네. 저장해서 쓰자.



어느 개발자 이야기

배너 수정해야 해요.



어느 개발자 이야기

URL 변경

CDN 유저URL

CDN 유저URL

유저버전

유저버전

CDN

버전 변경

CDN



어느 개발자 이야기

버전

사용자

배너

만들었어요.
잘 운영해 주세요.



어느 개발자 이야기

사용자배너

웹에서 검증하니까.



어느 개발자 이야기

웹 캐시

유저버전

유저버전

CDN

버전 변경

CDN

CDN 유저

CDN 유저

동일한 URL



• HTTP에 기반 콘텐츠를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것

웹 캐싱

웹 캐시와 성능 향상

브라우저

Request



크롬에서의 웹 캐시 성능

웹 캐시와 성능 향상

웹 캐싱



• Status Code: 200 OK
• Size: 43.0KB
• Time: 1.24초

일반적인 요청

웹 캐시와 성능 향상

Noto Sans KR
Bold 20pt

브라우저 네트워크
200 OK



• Status Code: 304 Not Modified
• Size: 43.0KB > 0.2KB(201 B)
• Time: 1.24초 > 0.6초(600ms)

웹 캐시 사용

웹 캐시와 성능 향상

Noto Sans KR
Bold 20pt

304 Not Modified
브라우저 네트워크



Assetbundle을 통한 버전 관리 지원

유니티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 HTTP Field
• HTTP 통신할 때 주고 받는 데이터

• Request Header
• 요청할 때 Field가 포함

• Response Header
• 응답 받았을 때 Field가 포함

• RFC (Request for Comments)
• 인터넷 표준 문서

HTTP 구성 요소

웹 캐시를 써 보자



• RFC 7234에 정의

HTTP 캐싱 스펙

웹 캐시를 써 보자

Request Header
·If-Modified-Since: last-Modify 포함
·If-None-Match: Etag 포함

Response Header
·Etag: 데이터 변경 여부(http/1.1부터 지원) 
·Last-Modify: 수정된 날짜

https://www.rfc-editor.org/rfc/rfc7234


• 필드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버에 검증하여 재사용

웹 캐시 구조

웹 캐시를 써 보자

서버

캐시 저장 캐시 재사용

서버304 Not Modified
200 OK

캐시클라이언트

21
2
Etag, Last-Modified

캐시클라이언트

3
1



웹 캐시 저장

웹 캐시를 써 보자

클라이언트
서버

캐시
200 OK

캐시 저장
Etag: 데이터 변경 여부(http/1.1부터 지원)

Last-Modify: 수정된 날짜



using (UnityWebRequest request = UnityWebRequest.Get(url))
{

yield return request.SendWebRequest();
if (request.isDone == true)
{

if (request.responseCode == (long)HttpStatusCode.OK) // 200
{

string eTag = request.GetResponseHeader("ETag");
string lastModified = request.GetResponseHeader("Last-Modified");
byte[] data = request.downloadHandler.data;

}
}

}

Response Header

·last-Modify
·수정된 날짜

·Etag
·데이터 변경 여부

웹 캐시 저장

웹 캐시를 써 보자



웹 캐시 검증

웹 캐시를 써 보자

서버304 Not Modified

클라이언트

재사용

If-Modified-Since : Last-Modify 포함

If-None-Match : Etag 포함

캐시
Etag, Last-Modified



using (UnityWebRequest request = UnityWebRequest.Get(url))
{

request.SetRequestHeader("If-Modified-Since", lastModified);
request.SetRequestHeader("If-None-Match", eTag);
yield return request.SendWebRequest();
if (request.isDone == true)
{

if (request.responseCode == (long)HttpStatusCode.NotModified) // 304
{

// Cache 데이터 사용
}

}
}

Request Header
·If-Modified-Since

·last-Modify 사용
·If-None-Match

·Etag 사용

웹 캐시 검증

웹 캐시를 써 보자



웹 캐시 관리

웹 캐시를 써 보자

뭘 지우지?

얼마나 많이 저장?

캐시



유효기간 관리

웹 캐시를 써 보자

캐시

10일 30일오늘20일



• Age: 캐시 되고 지난 시간
• CacheControl

• max-age: 캐시 되는 시간(초) 값이 0이면 매번 재요청
• Expires: 필드 만료 시간 지정
•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캐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유효기간 관리

웹 캐시를 써 보자

신경 쓸 게 많네
신선도 계산

freshness_lifetime = max_age_value
freshness_lifetime = expires_value - date_value
response is fresh = ( freshness_lifetime > current_age)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NHN에서 게임 제작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브랜드

CacheStorage의 활용

유용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Game Package Manager

WebView
CacheStorage
AssetManagement

Profiler
LogViewer

UI Shader Comunicator

Game Package Manager



// Request
GpmCacheStorage.Request(url, OnResult);

CacheStorage 사용

CacheStorage의 활용

// Result
void OnResult(GpmCacheResult result)
{

if (result.IsSuccess() == true)
{

byte[] data = result.Data;
string text = result.Text;

}
}



CacheStorage의 활용

CacheStorage 샘플

유니티에서 성능



CacheStorage의 활용
유형별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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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요청 웹 캐시 로컬 캐시

응답 시간

로컬네트워크

캐시에서 읽을수록 성능이 빠르다!



CacheStorage의 활용
효율적인 캐시 사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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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요청 웹 캐시 필요할 때 로컬 캐시

응답 시간

성능무결성



캐시 검증 전략

CacheStorage의 활용

ALWAYS LOCALONCEFIRSTPLAY

무조건 로컬무조건 검증

유효기간 내 재사용

앱 시작 시 검증 로컬 사용

계속 검증할 필요 없지

성능무결성



캐시 검증 전략

CacheStorage의 활용

ALWAYS LOCALONCEFIRSTPLAY

무조건 로컬무조건 검증

시간 제어

앱 시작 시 검증 로컬 사용

성능무결성

검증 전략



CacheRequestType requestType = CacheRequestType.FIRSTPLAY;
double reRequestTime = 60;

// Request
GpmCacheStorage.Request(url, OnResult);

GpmCacheStorage.Request(url, requestType, OnResult);

GpmCacheStorage.Request(url, requestType, reRequestTime, OnResult);

CacheStorage 사용

CacheStorage의 활용

CacheRequestType
·ALWAYS

·항상 웹 검증
·FIRSTPLAY

·첫 실행 시에만 검증
·ONCE

·검증 안 함
·LOCAL

·저장된 캐시 사용



웹 캐시 관리

CacheStorage

캐시

자주 쓰는 것 안 쓴지 덜 된 것 안 쓴 지 오래된 것
안 쓰는 거 정리된다.



Game Package Manager

Game Package Manager for Unity
https://github.com/nhn/gpm.unity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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