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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용자들(210, 210`)에게, 포괄적인 툴, 및 멤버 사용자들의 그룹이, 스케줄되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서로 온라인 게

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리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제공되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동작하는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이 제공된다. 게다가, 상기 온라인 게임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멤버 사용자들이 다양한 토너

먼트 방식으로 서로에 대하여 경쟁하는 토너먼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결과들을 기록하여 플레이어들을 서

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랭크시키고 이들의 등급을 매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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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네트워크 게임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이러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토너먼

트 및 리그 플레이를 운영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온라인 게임 환경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기존의 시스템은 공중 및 사설 리그들을 생성 및 관리하고, 토너먼트들을 

생성 및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툴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 및 방법은, 사용자가 그 사용자들(즉, 

리그의 멤버들)이 리그의 관리, 멤버쉽, 방향을 제어하는 리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 게다가, 기존의 시스

템 및 방법은 사용자들이 커스트마이즈된 토너먼트들을 생성하거나, 게임 플레이에 기초하여 원하는 등급 또는 랭킹

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여기서 설명하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통상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 게임' 이라는 용어

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플레이될 수 있는 체스, 체커스, 포커, 블랙잭 등과 같은 게임을 지칭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예시적인 실시예는 통상적으로 인터넷과 관련하여 설명되지만, 공지되거 나 이후 개발될 임의의 통

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한 컴퓨터 게임들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음은 물론이다.

단지 예시로서, Yahoo! 웹 사이트의 Yahoo! 게임 부분은 사용자들에게 다수의 게임 선택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카드 게임(예컨대, 포커), 아케이드 스타일 게임(예컨대, 전자 푸울), 보드 및 타일 게임(예컨대, 체스, 체커

스, 또는 백가몬), 단어 게임(예컨대, 낱말 맞추기), 및 매우 많은 다른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용

자는 모뎀 또는 광대역 접속을 통하여 인터넷에 대한 접속하는 임의의 컴퓨터 상에서 게임에 접속 및 플레이할 수 있

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의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리그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리그에서 멤버 사용자들 그룹은 스케쥴되고 조직된 방식으로 서로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전형

적인 실시예의 또 다른 특징으로, 다양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멤버 사용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토너먼트를 리그 운영자

(예건대, 리그를 생성한 사용자 또는 리그 멤버에 의하여 지정된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다. 예컨대, 게인 토너먼트 방

식의 체커스 토너먼트는 우승자가 상을 수여받도록 생성될 수 있다. 상은 단순히 사용자 프로파일에서의 트로피의 이

미지일 수도 있고, 또는 유형적이거나 또는 비유형적인 형태의 임의의 다른 형태의 상일 수도 있으며, 이는 설계 선택

의 문제이다.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서버-클라이언트 환경

에서 동작한다.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의 서버측은 바람직하게는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는 웹 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웹 서버를 구비한다. 웹 서버를 통하여 사용자는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다양한 컴포넌트와 인터랙트하며, 여기에는 사용자는 플레이할 게임을 선택하는 것, 리그 및 토너먼트들을 생성 및 

관리하는 것, 및 그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다른 사용자들과 인터랙트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

한,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의 서버 측은 바람직하게는 그 온라인 게임을 제어하는 기능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제공하는 게임 룸 서버를 구비한다. 또한,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의 서버 측은 바람직하게는 사용자로 하여금

리그 및 토너먼트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리그 운영 서버, 및 예컨대 등급, 리그 순위표, 토

너먼트 결과와 같은 리그 및 토너먼트 정보 및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리그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한다.

다른 대안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서버 측은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사용자들의 활용을 추

적하고 몇몇의 카테고리 - 승/패 비율, 동료 사용자의 개인(subjective) 등급, 시기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에 따라 사용자들을 레이팅하는 레이팅 서버를 더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측은 바람직하게는 인터넷 또는 다른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컴퓨팅 장치를 구비한다. 전형적인 실시

예에서, 온라인 게임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의 컴퓨팅 장치로 게임 클라이언트를 푸쉬(push)하여, 그 선

택된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통상, 게임 클라이언트는 프래그래밍, 그래픽 이미지, 사운드, 및 온

라인 게임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다른 컴포넌트들 중 적어도 일부를 구비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서, 게임 클라이언트 는 상대적으로 작은 파일이며, 게임 처리의 대부분은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게임 서버에 의하여 

수행되어, 게임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당업자는 게임 클라이언트가 프래

그래밍, 그래픽 이미지, 사운드, 온라인 게임의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다른 컴포넌트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비하는 임의의 크기의 파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 서버를 통하여, 플레이중인 특정 게임에 의존하는 2 이상의 사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서로 그 선택된 게임을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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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실시간' 이라는 용어는 통상 거의 동시에 발생하거나 감지 가능한 지연없이 발생하

는 액션 또는 이벤트를 지칭한다. 환언하면, 예컨대, 사용자 1 이 그 컴퓨팅 장치 상에 체스말을 이동시키면, 사용자 2

는 거의 즉시 업데이트된 체스보드를 보게된다. 게임 환경이 실제로 '실시간'을 얼마나 근접하게 달성하는가는 사용자

의 개개의 컴퓨팅 장치의 속도, 네트워크 접속 및 모뎀의 속도, 온라인 게임 시스템 상의 트래픽 로드의 양, 인터넷 또

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의 전송시의 지연을 야기하는 공지의 다른 변수들에 가장 크게 의존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특징은 아래의 도면 및 흐름도와 함께 기술될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도면들은 단지 설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본 발명의 제한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첨부된 청구항들을 위한

본 발명의 참조로써 사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다음의 도면들은 오직 설명을 위한 것이며, 복수의 도면에 대한 동일한 참조 번호는 동일한 요소들을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서,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시스템 아키텍쳐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식적인 다

이어그램.

도 2는 사용자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 리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시적인 인터페이스.

도 3은 사용자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 리그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예시적인 인터페이스.

도 4는 온라인 게임 리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시적인 인터페이스.

도 5는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를 생성하기 위한 예시적인 인터페이스.

도 6은 예시적인 게임 인터페이스.

도 7은 사용자들이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시청할 수 있는 게임 룸의 예시적인 인터페이스.

실시예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온라인 게임 리그들 및 토너먼트들을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의

여러가지 전형적인 실시예들이 도시되고 설명될 것이다.

도 1 내지 도 7에 도시된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온라인 컴퓨터 게임들을 플레이하기 위한 온라인 게임 시스템(1

00)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 리그를 생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

한 리그 관리 서버(320) 상에서 동작하는 리그 엔진(325)[이 리그 엔진(325)은 리그의 멤버들에게 리그 정보로의 액

세스를 제공하는 것임]; 온라인 게임들의 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게임 룸 서버(330) 상에서 동작하는 게임 엔진(335

) 및; 리그 멤버들이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들을 생성하고 그 토너먼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너먼트 서버(340) 

상에서 동작하는 토너먼트 엔진(345)[이 토너먼트 엔진(345)은 멤버들에 의해 플레이되는 온라인 게임들의 결과를 

기록하고,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의 진행을 관리하는 것임]을 포함한다. 이 토너먼트 시스템은 바람직하게는 각 리그 

멤버에 대한 등급(rating)을 계산함으로써 리그 멤버들의 기술 레벨을 분류하기 위한 레이팅(rating) 엔진(355)을 더 

포함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게임 룸은 통상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사용자가 특정한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기를 희망

하는 경우에 트리거되는 게임 어플리게이션을 일컫는다. 도 6과 함께 설명되는 바와 같이, 게임 룸은 바람직하게는 게

임 플레이를 가능케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한다. 사용자는 온라인 게임 타입을 선택하고, 게임 룸에 관한

어떤 주문형 정보[예컨대, 게임 룸 이름, 게임 룸의 상세 및, 그 게임 룸이 레더 랭킹 게임(ladder ranking game)을 

주관하는지 여부]를 입력함으로써 게임 룸을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룸이 오직 리그 멤버들에게만 허용되는 

프라이빗 룸(private room)인지,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모든 멤버들에게 공개된 퍼블릭 룸(public room)인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게임 룸 또는 테이블 타입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여러분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를

결정한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3 개의 테이블 타입들이 있다 : 퍼블릭(public), 프라이빗(private) 및 프로텍티드(pr

otected). 테이블의 호스트는 테이 블 타입을 선택한다. 퍼블릭 테이블 또는 게임 룸은, 참가하거나 시청하는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모든 멤버들이 사용 가능하다. 프로텍티드 테이블 또는 게임 룸은 오직 초대된 플레이어들이 사용 가

능하지만,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어떠한 멤버도 시청이 가능하다. 프라이빗 테이블 또는 게임 룸은 오직 초대된 플레

이어들만이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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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는 게임 룸에서 음성 채팅 또는 종래의 메세징을 사용할 수 있다. 플레이어들은 모

든 사용자들이 채팅을 볼 수 있는 공개된 채팅 영역에서 채팅을 할 수 있고, 동료 플레이어에게만 개인적인 메세지를 

보낼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채팅을 하기 위해, 사용자는 메세지를 보내는 게임 룸에서, 아래에서 검토될 채팅 영역을 

사용할 수 있다.

게임 룸들은 바람직하게는 기술 레벨에 의해 자유롭게 조직된다. 예시적인 기술 레벨 범위는, 초보(beginner), 중급(i

ntermediate), 및 고급(advanced)이다. 소셜(social) 룸은 더 자유로운 체험을 원하는 플레이어들을 위한 것이다. 레

더(ladder) 룸은 레더 시스템 상에서 플레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용자는 임의의 레벨에서 게임을 시

청하거나 플레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시스템 아키텍쳐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동작하는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의 전형적인 실시

예가 도시되어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은 클라이언트측(200) 및 서버측(300)을 포함한다.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사용자 컴퓨팅 장비들(210) 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프

로그램되고 설치된 하나 이상의 서버들을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온라인 게임 시스템(1

00)은 관찰자 및 사용자들에게 웹 페이지들을 제공하기 위한 웹 서버(310), 온라인 게임들에 대한 리그들(프라이빗 

및 퍼블릭)의 생성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리그 관리 서버(320), 게임 룸들을 생성하고 모니터링/트랙킹하고 그 게

임 상태를 유지하는(룸에 있는 플레이어들, 어떤 테이블들이 공개/비공개되어 있는지를 트랙킹하고, 절차 및, 시스템 

및 플레이어들/관찰자들에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단계를 포함함) 게임 룸 서버(330)를 포함한다. 온라인 게임 시

스템(100)은 사용자들에 의한 또는 사용자들 간에 플레이되는 온라인 게임들의 결과를 트랙킹하고, 플레이어들에게 

등급 또는 랭킹을 할당하기 위한 레이팅 서버(350)를 더 포함한다.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의 서버측(300)의 서버들(310,320,330,340,350)의 각각은 LAN 또는 WAN을 통해 통신 가

능하도록 접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의 서버측(300)은 네

트워크(50)를 통해 클라이언트측(200)과 통신하도록 접속된 상태에 있다.

각 서버는 바람직하게는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리그(league) 데이터베이스(360)와 같은 전자 저장 

장치에 (예를 들면, TCP/IP 소켓을 통해) 결합된다. 그러한 정보는 플레이어 정보[각각의 플레이어(이는 플레이어 ID

에 의해 식별됨)에 대해서: 사용자이름, 패스워드, 플레이어 ID, 접촉 정보, 리그(들) Id들, 토너먼드 Id들, 플레이 히스

토리, 및 사용자 플레이를 허용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플레이어 특정 정보], 게임 정보[각각의 게임(게임 ID

에 의해 식별됨) 에 대해서: 게임의 종류, 게임의 플레이어들, 게임의 진행, 결과 등], 토너먼트 정보[각각의 토너먼트

(토너먼트 ID에 의해 식별됨)에 대해, 그 토너먼트를 발생시키는 플레이어, 그 토너먼트가 그 발생하는 플레이어의 리

그(들), 플레이어들의 수, 토너먼트 스케쥴, 그 토너먼트와 관련된 게임들(게임 ID에 의해 식별됨), 게임/토너먼트의 

유형, 플레이어들, 게임들의 결과, 토너먼트의 결과 등과 같은 토너먼트 표시(예를 들면, 태그)], 리그 정보[각각의 리

그(리그 ID에 의해 식별됨)에 대해, 리그 정보: 리그의 플레이어들(ID에 의해 식별됨), 플레이어들의 위치 또는 등급, 

게임/토너먼트 히스토리 및/또는 스케쥴 등] 및 다음의 기재로부터 명백해질 다양한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은 상술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리그 데이터베

이스(360)를 포함할 수 있다.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정보는 임의의 수의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

및/또는 테이블들에 저장될 수 있다.

사용자 컴퓨팅 장치는 네트워크(50)를 통해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의 서버측(300)에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는 임의 

형태의 컴퓨터일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컴퓨팅 장치(210)는 그 중 몇 개만 열

거한다면 개인용 데스크톱, 랩톱, 또는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컴퓨팅 장치(예를 들면, PDA 또는 포켓 PC), 모바일 전

화, 또는 블랙배리(blackberry)일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동작

도 2 내지 10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사용자들이 여기 명세서에 기재된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시예가 도 시되고 설명된다. 설명의 목적만을 위해,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의 사용

자들은 여기 명세서에서는 2개의 일반적인 카테고리들, 즉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리그를 발생하고 관리하기

를 원하는 사용자들인 리그 관리자들, 및 리그 멤버들 또는 리그 참가자들(이들은 그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으로 생

성된 하나 이상의 리그들의 멤버들인 사용자들임)로 언급될 것이다.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은 네트워크(50)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웹 서버들(310)과 함

께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의 리그 관리 서버들(320) 상에서 동작하는 리그 엔진(325)을 통해 사용자에게 이용 가

능하도록 만들어진 가용 리그 관리 툴들을 사용하여 리그 관리자들이 리그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그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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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은 바람직하게는 여기에 기술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Java, C++, 비쥬얼 베이직 등과 같은 임의의 이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된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그 리그 엔진(325)은 바람직하게는 리그 관리자들이 개인 또는

공용 게임 룸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리그 멤버들의 레더(ladder) 및 등급을 관리하고, 토너먼트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플레이어 액세스를 제어하도록 한다. 당업자라면 리그 생성 및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가적인 특징들이 리그 엔진

(325)에 프로그램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그 관리자는 사용자 컴퓨터 장치(210)를 통해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의 웹사이트 상의

새로운 리그 사용자 인터페이스(250)에 엑세스함으로써 리그를 시작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는 리그의 

사용자들이 통신할 수 있는 리그 URL, 리그 명칭, 리그의 설명을 입력 상자들 (252,254,256)에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그 관리자는 프로파일 이름(258), 이메일 주소(260)를 포함하는 프로파일 사용 인터페이

스(250')를 생성하고, 무선 버튼(262)을 사용하여 리그 디렉토리에 그 리그가 등록되어 있는지, 무선 버튼(264)을 사

용하여 그 리그가 개방 또는 제한되어 있는지, 입력 상자(266)를 사용하여 리그 멤버들에게 메시지를 위치시킬 수 있

는지를 결정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은 리그의 애프터 셋업, 그 리그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세팅들이 설정될 수 있는 리그 홈페이지를 제공한다. 도 4의 사용자 인터페이스(28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

수의 옵션들이 툴바 인터페이스(282)를 사용하여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될 수 있다. 리그 관리자에게 이용 가능

한 툴들에 대한 예시적인 리스트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메시지들은 다른 리그 멤버들에게 전송될 수 있

고, 다양한 게임 룸들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고, 토너먼트들이 생성되고 액세스될 수 있고, 토너먼트 

래더(ladder)가 시청될 수 있고, 리그 세팅이 변형될 수 있고, 관리 동작들의 로그가 시청될 수 있고, 리그의 다양한 

멤버들에 관한 정보가 액세스될 수 있다. 도 4의 예시적인 인터페이스(280)는 바람직하게는 리그 설명, 앞으로의 토

너먼트, 또는 게임방 정보와 같은 리그 정보가 보여질 수 있는 정보창(284)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의 예시적인 인터

페이스(280)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멤버들이 그들의 멤버십 정보를 편집하고 시청하고, 리고 멤버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보고 그 가입자들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멤버십 정보 툴바를 포함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은 또한 바람직하게는, 리그 관리자들이 리그의 몇 몇 멤버들이 선택된 게임이 참가할 수 있

는 토너먼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의 토너먼트 서버들(340)상에서 동작하는 토너먼트 엔

진(345)은 토너먼트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토너먼트 엔진(345)은 사

용자들이 토너먼트 명칭을 설정하고, 토너먼트가 플레이될 특정 게임 룸을 선택하고, 그 토너먼트를 기술하고, 동작 

당 할당된 시간과 같은 게임 세팅을 설정하고, 편성(pairing) 시스템(이하에 기술됨)을 설정하고, 서명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의 수를 설정하고, 토너먼트가 시작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고, 라운드 당 시간을 설정하고, 그 

토너먼트가 일반 사용자들에 개방되어 있는지 또는 비공개인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당업자는 토너먼트 엔진(345) 내

에 추가적인 특징들을 프로그램해 넣음으로써 토너먼트 생성과 동작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 5는 사용자가 토너먼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400)의 전형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5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4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그 관리자는 입력 박스(402)를 이용하여 토너먼트에 명칭을 붙일 

수 있다. 토너먼트가 진행될 특정한 게임 룸은 참조 번호(404)로 표시된 바와 같이 리그 정보 창(284)을 이용하여 미

리 정해진다. 리그 관리자는 또한 토너먼트 게임의 설정을 고객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박스(406)를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허용된 시간을 고객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다운 드랍 메뉴(408)

를 이용하여 토너먼트의 성격[예를 들어, 토너먼트가 개인 토너먼트 방식(single elimination)인지, 패자 부활전 방식

(double elimination)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토너먼트 구조인지 여부]을 고객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선택 박스(4

10)를 이용하여 참가 날짜와 시간을 고객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선택 박스(412)를 이용하여 참가자 수를 고객에 맞

게 변경할 수 있고, 선택 박스(414)를 이용하여 토너먼트의 시작 날짜와 시간을 고객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 박스(416)를 이용하여 각 라운드에 할당된 시간을 고객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체크 박스(418)는 사용자가 토

너먼트가 비공식적인 것인지 공식적인(즉, 리그의 멤버가 아닌 자에게 공개된) 것인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게 해준다.

토너먼트 엔진(345)은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두 개의 유형의 토너먼트 조편성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전형적인 일실

시예에서, 토너먼트 엔진(345)은 리그 관리자가 수동 조편성, 즉, 토너먼트 구조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게

임 조편성을 지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전형적인 다른 실시예에서, 토너먼트 엔진(345)은 자동적으로 조편성을 

지정한다. 자동적 조편성은 리그 참가자가 무작위로 두사람씩 한 조가 되는 임의 추출 장치(randomizer)를 이용하여 

행해지거나, 리그 참가자의 상대적 랭킹 또는 등급을 이용하여 행해지거나, 아니면 이 두가지를 조합하여 행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토너먼트 엔진(345)은 리그 관리자가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의 길이를 고객에 맞게 설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바람직하게는, 한 라운드 내에 예정된 모든 게임이 완료되거나 각 라운드에 대한 미리 설정된 무승부가 만료

하였을 때, 라운드 간격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된다. 게임이 배당된 라운드 간격 시간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최소

한의 시간을 이용한 이용자를 선택하거나, 만료 시 점에 누가 게임을 리드하고 있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승자가 정

해질 수 있는데, 이는 설계상 선택할 문제이다.

위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토너먼트 엔진(345)은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에서 온라인 게임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기록하고 토너먼트 구조를 관리한다. 토너먼트 엔진(345)은 바람직하게는 다수의

유형의 토너먼트 구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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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토너먼트 구조에서, 토너먼트 엔진(345)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적인 조편성 및 게임 결과 보고를 제공한

다. 예를 들어, 개인 토너먼트 방식(single elimination)에서 모든 조편성과 승패가 자동적으로 보고된다. 만일 이용자

가 게임에서 이기면, 이 이용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라운드로 가서 다음 상대와 게임을 하도록 된다. 만일 토너먼트 브

래킷에 오프닝이 있다면, 어떤 플레이어는 그 라운드에 더 이상 게임이 없다는 의미의 '바이'이라는 표시를 수신한다.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플레이어가 각 라운드에 참여하도록 초청되는 토너먼트가 생성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새로운 라운드의 시작시에 게임 테이블에 초대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플레이어가 자동적으로 적당한 

게임 테이블에 초대된다. 플레이어는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예정된 상대와 함께 테이블에 착석하게 된

다. 초대된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게임은 바람직하게는 순위표(standings) 시스템에 보고되어, 토너먼트 엔진(345)이 

토너먼트의 진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일단 게임이 끝나면, 플레이어는 그 게임 테이블을 빠져나와서 다음 라

운드에서 새로운 테이블에 초대되기를 기다린다.

바람직하게는 토너먼트 게임(345)은 자격 상실(forfeits)을 추적한다. 이렇게 해서, 만일 상대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

대가 특정 시간 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토너먼트 엔진(345)이 게임 테이블에 있는 플레이어에 대하여 승리를 기록

할 것이다.

토너먼트의 결과에 기초하여 토너먼트 엔진(345)은 트로피를 수여하여 플레이어의 프로파일 페이지에서 이를 볼 수 

있게 한다.

온라인 게임 생성 및 플레이

전형적인 실시예에 의하면, 게임 클라이언트(215)는 사용자가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에 등록하는 동안에 사용자의

컴퓨팅 장치(210)에 다운로드된다. 게임 클라이언트(215)는 바람직하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애플릿과 같은 상대적으

로 작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컴퓨팅 장치(210)가 서버측(300)에서 작동하는 게임 엔

진(335)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된 온라인 게임의 플레이를 가능하게 한다. 도 6은 게임 엔진(335)에 의해

생성되어 사용자의 컴퓨팅 장치(210)의 표시 장치에 표시되는 전형적인 온라인 게임 인터페이스(600)를 도시한다. 

도 6에 도시된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바람직하게는 게임 인터페이스(600)는 게임 기능을 내비게이션하는 툴 바(610)

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게임을 시작하고 끝내고, 특정한 게임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위한 버튼이 제공된다. 게임 인터

페이스(600)는 채팅 인터페이스(620) 또는 음성 메시지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625)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게

임 인터페이스(600)는 게임 테이블의 그래픽 디스플레이(630)를 포함하는데, 도 6에 도시된 예에서는 풀 테이블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임 룸 인터페이스(700)가 제공되어 사용자가 진행중인 또는 공개된 온라인 게임을 시청

할 수 있다. 게임 테이블 정보 창(720)은 현재의 게임 테이블의 리스트를 나열하여 주므로, 사용자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 테이블이 존재하는지, 시청하기 재미있을 만한 게임이 진행중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게임 테이블 

정보 창은 또한 컬러 코드를 이용하여 각 플레이어의 등급을 표시한다. 이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공정하게 겨루는 플

레이어를 찾아서 게임에 참여하거나 사용자가 관심있어 하는 높은 등급의 플레이어에 대항하는 게임을 찾을 수 있도

록 한다. 게임 룸 인터페이스는 또한 사용자가 그 자신의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경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툴 바(710

)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채팅 인터페이스(730)도 포함된다. 또한, 플레이어 리스트 창(740)이 게임 룸 내의 모든 

플레이어를 각 등급 및 게임 테이블 위치와 함께 나열한다.

동작시, 일단 리그 및 토너먼트가 생성되고 나면, 양호하게는, 시스템(100)은 리그 내의 플레이어들을, 선택된 온라인

게임들이 플레이될 수 있는 적절한 게임 공간에 정렬시킨다. 또한, 시스템(100)은 각 토너먼트 내의 모든 온라인 게임

들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승자(들)를 판정한다. 진행 동안에, 토너먼트 서버(340) 및 게임 룸 

서버(330)는 예를 들어 TCP/IP 접속을 통해 통신한다. 일반적으로, 토너먼트 서버(340)는 토너먼트의 일부로서 소정

의 플레이들간에 게임이 발생할 예정이 있는지를 판정하고 그 게임을 생성할 필요성을 게임 룸 서버(330)에 전달한다

; 게임 룸 서버(330)는 특정한 플레이어들에 대해 게임 인터페이스(600)와 같은 게임 룸을 생성한다. 어떤 실시예에

서는, 게임 룸 (또는 다른) 서버가 메시지를 발생하여 이것을 게임 클라이언트(215)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있는 적

절한 사용자들의 컴퓨터(210) 상에 전송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게임 룸 서버(330)는 플레이어 요청(예를 들어, 링

크 또는 버튼 클릭)에 응답하여 동적으로 게임 룸을 생성한다. 이와 같은 실시예에서, 시스템(100)은 먼저 (예를 들어,

플레이어, 서비스 레벨, 게임 타입, 토너먼트, 리그 등을 비교하여) 룸 요청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게임 

룸이 유효한 경우, 게임 서버(330)는 게임을 생성하고, 파라미터들을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고, 플레이어(들)에 대한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발생하여, 플레이어들이 해당 게임 룸에 접속하는 것이 허용된다.

게임 엔진(335), 및 이 실시예에서는 게임 클라이언트(215)는 게임 플레이를 구동하는 프로그래밍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 6을 참조하면, 게임 엔진(235)과 게임 클라이언트(215)는, 희망 방향으로 큐 볼을 겨냥하기 위해 큐 스틱(65

0)이 큐 볼(655)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정 위치만큼 이동했음을 가리키는 사용자 입력을 사용자 컴퓨터(210)로부터 

수신한다. 이와 같은 입력 데이타의 수신시에 게임 엔진(235)은 사용자 입력의 그래픽 표현을 발생한다. 또한, 게임 

엔진(335)은, 도 6의 예에서는, 어느 당구공들이 포켓팅되었으며, 어느 플레이어에 의한 것인지 등과 같은 게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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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속성들을 추적한다.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은 소정 기준에 따라 사용자들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 순위결정 

엔진(355)과 더불어 동작할 수 있는 순위결정 서버(350)를 역시 포함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순위결정 엔진(355)은, 온라인 게임의 결과 및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각 리그 멤버에 대한 순위

차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리그 멤버들의 순위를 매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순위결정 엔진(355)은. 미국 

체스연합(USCF) 또는 FIBS(First Internet Backammon Server)의 순위결정 시스템과 같은 공개된 게임 순위결정 

표준에 따라 플레이어들의 순위를 매긴다.

역시 또 다른 실시예에서, 순위결정 엔진(355)은 래더 시스템(ladder system)에 따라 리그 멤버들의 순위를 결정한

다. 이와 같은 실시예에서, 순위결정 엔진(355)은 래더 상의 단계(rung)에 따라 플레이어들의 순위를 매긴다. 즉, 10

개의 래더 단계가 있다면, 단계가 높을수록 플레이어가 승리수가 더 많다. 따라서, 더 높은 순위의 리그 멤버에게 이기

면 그 플레이어의 단계는 올라가고, 더 낮은 리그 멤버에게 지면, 그 플레이어의 단계는 내려간다. 래더 순위 시스템의

한 형태에서, 멤버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적어도 미리설정된 횟수만큼 하위 리그 멤버들과 플레이하여 그들의 단계를

방어해야 한다. 또한, 래더 순위결정 시스템의 또 다른 형태에서, 하위 플레이어가 온라인 게임에서 상위 플레이어를 

이기면, 그 하위 플레이어는 자신의 단계와 상대방 단계차의 반만큼 단계가 올라가고, 그 상위 플레이어는 적어도 하

나의 단계만큼 강등된다. 따라서, 만일 하위 플레이어가 30/100 순위이고, 상위 플레이어가 10/100 순위이면, 하위 

플레이어는 [(30-10)의 절반]인 10단계만큼 단계가 올라가고, 상위 플레이어는 단계 11로 강등될 것이다. 공식 단계

11위였던 플레이어는 단계 10으로 자동으로 올라가서 상기 상위 플레이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본 발명이 실시예와 연계하여 기술되었지만, 당업자들에게는 상술한 원리들 내에서 다양한 수정이 자명할 것이며, 따

라서,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수정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온라인 컴퓨터 게임들을 플레이하기 위한 토너먼트 시스템에 있어서,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온라인 게임 리그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리그의 멤버들에게 리그 정

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리그 엔진과;

상기 온라인 게임들의 플레이를 제어하는 게임 엔진과;

리그 멤버들이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들을 생성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멤버들에 의해 플레이된 온라인 게

임들의 결과들을 기록하고, 상기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의 진행 과정을 관리하는 토너먼트 엔진을 포함하는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리그 멤버에 대한 등급을 계산함으로써 상기 리그 멤버들의 기술 레벨(skill level)의 등급을 매기는 레이팅 

엔진(rating engine)을 더 포함하는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팅 엔진은, 상기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는 각 리그 멤버에 대한 등급간의 차이 및 상기 온라인 게임의 결과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리 그 멤버들의 등급을 매기는 것인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팅 엔진은, 리그 멤버들이 래더(ladder) 상의 단계들에 따라 랭크되는 래더 시스템에 따라 상기 리그 멤버들

의 등급을 매기고, 더 높게 랭크된 리그 멤버에 대하여 온라인 게임에서 승리하는 리그 멤버들은 단계가 상승하고, 더 

낮게 랭크된 리그 멤버에 대하여 온라인 게임에서 패배하는 리그 멤버들은 단계가 하강하는 것인 토너먼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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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리그 멤버들은 소정의 기간 내에 적어도 미리 설정된 회수만큼, 더 낮게 랭크된 리그 멤버들과 플레이하여 그들의 단

계를 방어해야 하는 것인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더 낮게 랭크된 플레이어가 더 높게 랭크된 플레이어에 대하여 온라인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상기 더 낮게 랭크된 

플레이어는 상기 더 낮게 랭크된 플레이어의 단계 및 상기 더 높게 랭크된 플레이어의 단계간의 단계차의 반만큼 상

승하고, 상기 더 높게 랭크된 플레이어는 적어도 하나의 단계가 하강하는 것인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그 엔진은 다수의 리그 관리 툴들을 제공하는 것인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리그 관리 툴들은 프라이빗 게임 룸 생성 툴을 포함하는 것인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리그 관리 툴들은 등급 관리 툴을 포함하는 것인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토너먼트 엔진은 개인 토너먼트(single elimination) 방식을 갖는 토너먼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 토너먼

트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토너먼트 엔진은 패자부활전(double elimination) 방식을 갖는 토너먼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토너먼트 편성은 상기 토너먼트 엔진에 의해 자동적으로 할당되는 것인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토너먼트 편성은 리그 관리자로 지정된 리그 멤버에 의해 자동적으로 할당되는 것인 토너먼트 시스템.

청구항 14.
다수의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게임 시스템에 접속하는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단계 - 상기 게임 환경은 선택된 온라인 게임들을 플레이

하기 위해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게임 룸들을 포함하고, 상기 온라인 게임 시스템은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임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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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온라인 게임 시스템의 사용자가 리그 - 상기 다수의 사용자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리그의 멤버들임 - 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리그의 멤버들이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 - 멤버들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서로에 대하여 선택된 온라인 게임을 플

레이함 - 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 상기 리그의 멤버들은 상기 토너먼트 방식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함 

- 를 포함하는 토너먼트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 동안 플레이된 상기 온라인 게임의 결과를 기록하여 상기 토너먼트 방식을 통해 승리하는

플레이어들의 승급을 관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토너먼트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 동안 플레이된 게임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플레이어들의 등급을 매기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토너먼트 관리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플레이어들은, 상기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는 각 개별적인 플레이어에 대한 등급에 있어서의 차이에 적어도 부분적으

로 기초하여 등급이 매겨지는 것인 토너먼트 관리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플레이어들은, 플레이어들이 래더 상의 단계들에 따라 랭크되는 래더 시스템에 따라 랭크되고, 더 높게 랭크된 플레

이어에 대하여 온라인 게임에서 승리하는 플레이어는 단계가 상승하고, 더 낮게 랭크된 플레이어에 대하여 온라인 게

임에서 패배하는 플레이어는 단계가 하강하는 것인 토너먼트 관리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플레이어들은 소정의 기간 내에 미리 설정된 회수만큼, 더 낮게 랭크된 플레이어들과 플레이함으로써 그들의 단계를 

방어해야 하는 것인 토너먼트 관리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더 낮게 랭크된 플레이어가 더 높게 랭크된 플레이어에 대하여 온라인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상기 더 낮게 랭크된 

플레이어는 상기 더 낮게 랭크된 플레이어의 단계 및 상기 더 높게 랭크된 플레이어간의 단계차의 반만큼 상승하고, 

상기 더 높게 랭크된 플레이어는 적어도 한 단계 하강하는 것인 토너먼트 관리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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