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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현재의 음성 화자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및 시스템

요약

컴퓨팅 세션에서 청취자에 대해 하나 이상의 알려진 또는 익명의 음성 화자(voice speaker)를 시각적으로 식별한
다. 각 음성 화자에 대해, 음성 데이터는 현재 말하고 있는 음성 화자를 표시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되는 시각 표시자
(visual indicator)와 관련된 화자 식별자를 포함한다. 화자 식별자는 먼저 시각 표시자가 디스플레이되기 전에 음성
특권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시각 표시자는 바람직하게는 살아있는 게임 캐릭터와 같은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
는 시각 엘리먼트와 관련된다. 시각적으로 음성 화자를 식별함으로써 청취자 및/또는 컴퓨팅 세션의 중재자
(moderator)는 지나친 음성 화자의 소리를 죽이는 것처럼 음성 통신을 제어할 수 있다. 시각 표시자는 음성 화자의
살아있는 캐릭터에 인접하여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처럼, 또는 음성 화자의 살아있는 캐릭터가 현재 청취자에게 보
이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진 위치에 디스플레이되는 다른 아이콘처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음성 화자, 시각 표시자, 화자 식별자, 다중 음성 통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게임 콘솔 및 최대 4개의 사용자 입력 장치 지원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전자 게이밍 콘솔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의 게이밍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기능 블록도;

도 3은 도 1 및 도 2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게이밍 시스템을 상호접속시키는 예시적인 네트
워크 게이밍 환경을 보여주는 개략도;

도 4는 음성 화자의 시각 표시자를 도시하는 다수 플레이어 네트워크 게임 세션의 예시적인 장면;

도 5a는 현재 게임 세션내의 플레이어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레이어 탭(players tab)의 예시적인 화면;

도 5b는 선택된 플레이어에 대해 로컬 청취 설정(local listening setting)을 변경하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포함하는
플레이어 탭의 예시적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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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청취하는 플레이어의 게이밍 콘솔에 의해 수신된 음성 통신을 처리하는 로직을 도시하는 흐름도; 및

도 7은 청취자가 수신된 음성 데이터를 들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듣기 점검(hearing check)을 수행
하는 로직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게임 콘솔

200 : CPU

202 : 메모리 콘트롤러

204 : 플래쉬 ROM 메모리

206 : RAM 메모리

220 : 3D 그래픽 처리 유닛

106 : 이동가능형 매체 드라이브

208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의 화자(speaker) 중 누가 현재 말을 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
체적으로는, 각 음성 화자가 청취자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는 일반 컴퓨팅 세션에 참여하는 복수의 음성 화자들 중
현재의 음성 화자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게이밍 및 기타 전자 활동을 위한 음성 통신은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 또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된 개인들에게 더 대중화되고 있다. 다수 플레이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음성 통신은 즐거움의 깊이와 게임
플레이어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우 확장시킨다. 그러나, 다수 플레이어 게임은 종종 서로 알지 못하는 플레이어
들을 관여시킨다. 게다가, 플레이어 음성이 쉽게 변형될 수 있어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버 기반 게이밍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함께 게임 세션에 참여하는 동안 서
로 익명으로 통신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서로간에 게임 세션에 독립적으로 음성 통신을 확립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템이 있다. 플레이어는 참가자
를 식별하기 위해 발신자 ID(caller identification, caller-ID) 데이터를 사용하는 전화 컨퍼런스 시스템(telephone
conferencing system)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신자-ID 데이터는 익명의 플레이어가 폭로되기를 원치 않는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IDEWINDER GAME VOICE™ 및 GameSpy Industries
사의 ROGER WILCO™ 시스템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플레이어들이 통신 어드레스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어드레스 정보를 교환하고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은 종종 편리하지 못하고 바람직하
지 못하다. 독립적인 음성 통신을 셋업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게임 플레이를 중단시킨다. 정적 통신 어드레스를
지닌 플레이어들은 통신 어드레스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폭로되기를 원하
지 않을 수 있다. 양자 택일로, 플레이어는 통신을 확립한 후에 다른 플레이어가 상스럽고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한
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플레이어 또는 게임 호스팅 서비스는 소리를 죽이거나 또는 다른 플레이어
가 통신을 끊기를 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독립적인 음성 통신 시스템은 음성 통신이 게임 활동과 관련되지 않도
록 한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들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캐릭터가 게임의 가상 환경에서 서로 충분한 거리내에 있지
못할 경우 일부 플레이어들간에 음성 통신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일부 다수 플레이어 네트워크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통신할 수 있는 텍스트 채팅 시스템(text chat system)을 포함
한다. 예를 들어, Id 소프트웨어 사의 QUAKE III™은 게임 세션내의 플레이어들이 서로에게 텍스트 메세지를 입력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텍스트 채팅 시스템은 종래의 자립형 텍스트 채팅 시스템(stand-alone text chat system)과
유사하고, 종래의 이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메세지를 텍스트 입력 박스(text entry box)에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름
으로써 그 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었다. 그 메세지는 각 수신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텍스트로서 나타난다. 저자의
식별자가 저자에 의해 전송된 텍스트 메세지에 선행하기 때문에 텍스트 메세지의 저자가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다.
그러나, 저자가 메세지 입력을 마치고 엔터키를 누른 후에야 텍스트 메세지 및 저자 식별자가 수신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다. 저자의 살아있는 캐릭터가 게임 세션의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일 경우, 저자의 살아있는 캐
릭터는 저자가 텍스트 메세지를 입력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대편 플레이어에 의해 아마 파괴될 것이
고, 동시에 저자의 움직이는 캐릭터가 해를 입지 않도록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QUAKE III™은 저자가 텍스트 메세지를 입력하기 시작할 때 저자의 살아있는 캐릭터상에 채팅 물방울(chat
bubble)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채팅 물방울은 저자의 살아있는 캐릭터가 수신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디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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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될 때만 나타난다. 저자의 살아있는 캐릭터가 수신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이지 않을 경우, 채팅 물방울은 디스
플레이되지 않고, 저자가 텍스트 메세지를 입력한다는 다른 표시는 없다. 대신, 텍스트 메세지는 저자가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수신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난다. QUAKE III™게임은 또한 순차적으로 텍스트 메세지를 디스플
레이하는 종래의 채팅 세션과 유사하다.

좀 더 발전되어, 플레이어는 텍스트 메세지를 키에 바인딩(bind)할 수 있고, 따라서 사용자는 단지 키를 누름으로써
미리 정의된 텍스트 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채팅 물방울을 디스플레이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텍스
트 메세지가 각 수신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빨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미리 정의된 텍
스트 메세지만을 사용할 경우, 채팅 물방울은 전송자의 살아있는 캐릭터상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
우, 다른 플레이어들은 살아있는 캐릭터의 어느 것이 미리 정의된 특정 텍스트 메세지에 대응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디스플레이될 채팅 물방울을 발생시키는 텍스트 메세지를 물리적으로 입력
하는 플레이어들에 대해, 저자 플레이어는 텍스트 메세지 입력을 위해 그들의 게임 플레이를 중단시켜야만 한다. 다
수의 플레이어가 텍스트 메세지를 입력하기를 시작한 경우, 게임 플레이는 효과적으로 멈출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대응하는 플레이어들이 텍스트 메세지를 입력하는 동안 취약한 살아있는 캐릭터를 불공평하
게 또는 부주의하게 해를 입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 세션에 대한 중단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음성 통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익명의
화자를 시각적으로 식별하여, 각 플레이어가 더 잘 제어할 수 있고 다른 플레이어와의 음성 통신에 더 잘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음성 통신은 혼합될 수 있어, 다수의 화자가 동시에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말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게다가, 음성 통신이 화자와 청취자의 살아있는 캐릭터
간의 거리에 기초하여 화자의 볼륨을 달리하는 것과 같이 게임 세션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개념은 환경의 엔티티에 의해 음성 통신이 발생하는 다른 가상 환경 애플리케이션에 명백하게 또한 적용될 수 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컴퓨팅 세션의 청취자가 하나 이상의 음성 화자를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각 음성 화자에 대해, 청취자의 컴퓨팅 장치는 화자 식별자(speaker identifier)를 포함하는 음성 데이터를 수신한
다. 화자 식별자는 음성 화자를 식별하기 위해 청취자에게 디스플레이되고 음성 화자가 현재 말하고 있다는 것을 표
시하는 시각 표시자(visual indicator)와 관련된다. 시각 표시자는 바람직하게는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는 컴퓨팅
세션의 엘리먼트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는 살아있는 게임 캐릭터는 강조되어 현재의 음성
통신을 강조된 게임 캐릭터와 시각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다. 이 시각 표시는 청취자 및/또는 컴퓨팅 세션의 중재자
가 음성 통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청취자 및/또는 중재자는 특정 게임 캐릭터와 관련된 음성 화자
의 소리를 죽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시각 표시자는 또한 별칭(alias)과 같은 이름으로 음성 화자를 식별할 수 있
으며, 따라서 청취자 및/또는 중재자는 음성 통신을 제어하기 위해 이름 리스트로부터 이름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
은 통신이 혼합되어 있고 청취자에게 함께 들리는 복수의 익명의 음성 화자들 중에 청취자로 하여금 음성 화자를 식
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시각 표시자는 또한 많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아이콘은 컴퓨팅 세션에서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
는 시각 엘리먼트에 인접하여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동일한 아이콘이 말하고 있는 각 음성 화자와 관련된 각 시각
엘리먼트에 인접하여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양자 택일로, 다른 아이콘이 각 음성 화자에 대해 디스플레이될 수 있
다. 다른 아이콘은 컴퓨팅 세션의 대응하는 시각 엘리먼트에 인접하여 디스플레이될 수 있고, 또는 음성 화자의 시
각 엘리먼트가 현재 디스플레이되지 않은 경우 청취자 디스플레이 화면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다른 아이콘이 디스
플레이될 수 있다. 다른 아이콘은 또한 컴퓨팅 세션의 참가자 리스트에 있는 음성 화자의 이름에 인접하여 디스플레
이될 수 있다.

시각 표시자의 한 가지 장점은 음성 통신을 오용할 수 있는 수많은 익명의 화자들로부터의 음성 통신에 대해 청취자
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은 우선 청취자가 소정의 음성 화자로부터의 음성 통신을 듣기로 했는지 여부
를 판단함으로써 이 제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취자의 컴퓨팅 장치는 청취자가 음성 화자로부터의 음성 통신
소리를 죽였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할 수 있다. 양자 택일로, 또는 추가로, 청취자의 컴퓨팅 장치는 음성 화자가 청취
자에 의해 신뢰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청취자에 의해 신뢰가 확립되고 기록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신
뢰가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팅 세션의 수동 또는 자동 중재자(moderator)는 컴퓨팅 세션의 다른 참가자들
로부터 음성 화자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고 그 음성 화자가 음성 통신의 공동체 표준(community standard)
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음성 화자가 공동체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컴퓨팅 세션의 중재자
는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음성 화자가 이후의 컴퓨팅 세션에서 음성을 통해 통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양자 택일로, 신뢰된 제3 자는 청취자에 의해 수용가능한 음성 통신을 위한 증명서(certificate)를 발행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음성 통신 제어의 또 다른 형태는 컴퓨팅 세션의 이벤트 또는 상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컴퓨팅 세션 및/또는 청취자
의 컴퓨팅 장치는 음성 화자의 살아있는 캐릭터가 컴퓨팅 세션의 가상 환경내의 청취자의 살아있는 캐릭터와 들을
수 있는 영역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컴퓨팅 세션 및/또는 청취자의 컴퓨팅 장치는 캐릭터간의 거리 함
수로서 또는 컴퓨팅 세션의 다른 상태 함수로서 볼륨 또는 다른 들을 수 있는 특징을 조정할 수 있다. 컴퓨팅 세션에
서 일어나는 이벤트는 또한 음성 화자의 통신이 수정되거나 제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취자의 살아
있는 캐릭터는 시뮬레이트된 소리 방지 방에 갇힐 수도 있고 또는 두꺼운 벽 뒤에서 움직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상술되고, 본 발명에 따라 이하에 상세히 설명될 단계를 수행하는 기계 명령어를 저장하
는 메모리 매체를 다루고 있다.

전술된 측면 및 본 발명의 수반되는 이점 중 많은 것이 첨부된 도면과 함께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더
잘 이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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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예시적인 사용에 관해 설명되고, 예시적인 사용에서 네트워크 게이밍 서비스와 함께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도록 설계된 전자 게이밍 시스템에 대한 음성 화자의 시각 표시(visual indication)를 제
공한다. 당업자들은 본 발명이 일반 세션에 참여한 화자간의 다른 익명의 또는 반 익명의 음성 통신에 대해 또한 구
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PC, 셋톱 박스, 아케이드 게임(arcade game), 핸드헬드 장치,
고충실도 시스템(high fidelity system), 및 기타 관련 시스템과 같은 각종 컴퓨팅 기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예시적인 운영 환경

도 1에서 보여지듯이, 본 발명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예시적인 전자 게이밍 시스템(100)은 게임 콘솔(102)을 포함하
고, 콘트롤러(104a) 및 콘트롤러(104b)와 같이 최대 4개의 사용자 입력 장치를 지원한다. 게임 콘솔(102)은 내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도시 생략) 및 광학 스토리지 디스크(108)와 같은 이동가능형 광학 스토리지 매체의 각종 형
태를 판독하는 광학 매체 드라이브(106)를 갖추고 있다. 이동가능형 스토리지 매체의 적합한 예로는 DVDs 및 CD-
ROMs이 있다. 이 게이밍 시스템에서, 게임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는 DVD 디스크상의 게임 콘솔을 사용하여 분산
되어 있지만, 다른 스토리지 매체가 이것 또는 본 발명을 적용하는 다른 유형의 시스템상에 대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고려된다.

게임 콘솔(102)의 전면에는 지원되는 콘트롤러로의 접속을 위한 4개의 슬롯(110)이 있으며, 이 슬롯들의 수 및 구
성은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콘트롤러를 지원할 때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전원 버튼(112) 및 꺼냄 버튼(114)
또한 게임 콘솔(102)의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전원 버튼(112)은 전기 전원을 게임 콘솔에 인가하는 것을 제어하고,
꺼냄 버튼(114)은 광학 매체 드라이브(106)의 트래이(도시 생략)를 교대로 열고 닫아 스토리지 디스크(108)를 넣고
꺼낼 수 있도록 하여, 스토리지 디스크 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게임 콘솔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판독한다.

게임 콘솔(102)은 오디오/비주얼(A/V) 인터페이스 케이블(120)을 통해 텔레비전(121)또는 기타 디스플레이 모니
터 및 화면으로 접속한다. 전원 케이블 플러그(122)는 종래의 교류선 소스(alternating current line source)(도시
생략)로 접속될 때 전기 전원을 게임 콘솔로 운반한다. 게임 콘솔(102)은 이더넷 데이터 접속자(Ethernet data
connector)(124)를 포함하며, 이것은 네트워크(허브 또는 교환기(도시 생략)로의 접속을 통해)상으로 또는 인터넷
상으로, 예를 들어, xDSL 인터페이스, 케이블 모뎀, 또는 다른 광대역 인터페이스(도시 생략)로의 접속을 통해 데이
터를 전송하고 수신한다. 본 발명을 구현하는 다른 유형의 게임 콘솔이 함께 결합되거나 또는 종래의 전화 모뎀을
사용하여 통신함으로써 원격 서버에 결합될 수 있다.

각 콘트롤러(104a 및 104b)는 리드(lead)(또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게임 콘솔(102)에 결합된다. 도시된 구현
에서, 콘트롤러는 USB와 호환가능하고 USB 케이블(130)을 통해 게임 콘솔(102)에 접속된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대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게임 콘솔(102)은 게임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고 이
를 제어하기 위한 임의의 각종 사용자 장치를 갖출 수 있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듯이, 각 콘트롤러(104a 및 104b)는
2개의 썸스틱(thumbstick)(132a 및 132b), D-패드(134), 버튼(136), 및 2개의 트리거(trigger)(138)를 갖추고 있
다. 이들 콘트롤러는 단지 대표적인 것이고, 다른 게이밍 입력 및 제어 장치들이 게임 콘솔(102)로 사용되는 도 1에
도시된 것에 대체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제거가능형 기능 유닛(removable function unit)(140)은 선택적으로 각 콘트롤러(104a 및 104b)에 삽입되어 추가
의 특징 및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가능형 메모리 유닛(MU)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게임 매개변수를
저장할 수 있고, 그 이동가능형 MU를 다른 게임 콘솔에 접속된 콘트롤러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게임 콘솔에서 플레
이할 수 있도록 게임 매개변수를 이식할 수 있다. 또 다른 제거가능형 기능 유닛은 음성 통신 유닛을 포함하며, 이것
을 통해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과 로컬로 또는/및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으로 통신할 수 있다. 음성 통신 유닛에 접
속된 것은 헤드셋(142)이고, 이것은 붐 마이크(boom microphone)(144)를 포함한다. 음성 통신 유닛의 회로는 양
자 택일로 콘트롤러에 통합될 수 있으므로, 붐 마이크가 있는 헤드셋은 제거될 수도 있고 또는 영구히 콘트롤러에
접속될 수도 있다. 각 콘트롤러는 2개보다 많은 또는 적은 제거가능형 기능 유닛 또는 모듈을 대신 적용할 수도 있지
만, 바람직하게는 2개의 제거가능형 기능 유닛을 수용하도록 구성된다.

게이밍 시스템(100)을 이용하여 ,예를 들어, 게임을 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비디오를 볼 수 있다. 하
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드라이브(106)의 광학 스토리지 디스크(108)로부터 판독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여, 또는 온라인 소스 또는 MU로부터 얻어지는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게이밍 시스템(100)을 이용하여 아마도 이하의 것을 할 수 있다:

- 광학 매체 드라이브에 의해 판독되는 CD 및 DVD에 저장되어 있거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거나,
온라인 소스로부터 다운로드된 게임 타이틀을 할 수 있음;

- 광학 매체 드라이브(106)에 의해 사용가능한 CD에 저장되어 있거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파일(예를 들어,
WINDOWS MEDIA AUDIO™ (WMA) 포맷)에 있거나, 인터넷 또는 다른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스트리밍 소스로부
터 얻은 디지털 음악을 들을 수 있음; 및

- 광학 매체 드라이브(106)에 의해 판독되는 DVD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거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
(예를 들어 액티브 스트리밍 포맷(active streaming format))에 있거나, 인터넷 또는 다른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스
트리밍 소스로부터 액세스된 디지털 A/V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음.

도 2는 게이밍 시스템(100)의 기능 콤포넌트를 좀 더 상세히 도시하고 있다. 게임 콘솔(102)은 CPU(200),
ROM(204)으로의 CPU의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메모리 콘트롤러(202), RAM(206),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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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동가능형 광학 매체 드라이브(106)를 포함한다. CPU(200)는 필요한 메모리 액세스 사이클을 감소시키기 위
해 레벨 1 캐쉬(210) 및 레벨 2 캐쉬(212)를 갖추어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따라서 처리 속도 및 게이밍 시
스템의 작업처리량(throughput)을 향상시킨다. CPU(200), 메모리 콘트롤러(202), 및 각종 메모리 장치들은 직렬
및 병렬 버스, 메모리 버스, 주변 버스, 및 각종 버스 아키텍처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버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예로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ture) 버스, EISA(Enhanced ISA) 버스,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 association) 로컬 버스,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 등을 포함한다.

적합한 구현의 한 실례로서, CPU(200), 메모리 콘트롤러(202), ROM(204), 및 RAM(206)이 공용 모듈(common
module)(214)에 통합되어 있다. 이 구현에서, ROM(204)은 PCI 버스 및 ROM 버스(둘 다 도시 생략)를 통해 메모
리 콘트롤러(202)로 접속되는 플래쉬 ROM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RAM(206)은 다수의 더블 데이터 전송 속도 동기
식 다이나믹 RAM 모듈(double data rate synchronous dynamic RAM module, DDR SDRAM module)로 구성되
어 별도의 버스(도시 생략)들을 통해 메모리 콘트롤러(202)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어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208) 및 광학 매체 드라이브(106)는 PCI 버스 및 향상된 기술 부착(advance technology attachment, ATA) 버스
(216)를 통해 메모리 콘트롤러에 접속되어 있다.

3D 그래픽 처리 유닛(GPU)(220) 및 비디오 인코더(video encoder)(222)는 고속 및 고해상도 그래픽 처리를 위한
비디오 처리 파이프라인(video processing pipeline)을 형성한다. 데이터는 GPU(220)로부터 디지털 비디오 버스
(도시 생략)를 통해 비디오 인코더(222)로 전달된다. 오디오 처리 유닛(224) 및 오디오 인코더/디코더(audio
encoder/decoder, CODEC)(226)는 고충실도 및 스테레오 오디오 데이터 처리를 위해 대응하는 오디오 처리 파이
프라인을 형성한다. 오디오 데이터는 통신 링크(도시 생략)를 통해 오디오 처리 유닛(224)과 오디오 CODEC(226)
간에 전달된다. 비디오 및 오디오 처리 파이프라인은 텔레비젼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모니터로의 전송을 위해 A/V
포트(228)로 데이터를 출력한다. 도시된 구현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처리 콤포넌트(220-228)는 모듈(214)에 장착
되어 있다.

USB 호스트 콘트롤러(230)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32) 또한 모듈(214)에 구현되어 있다. USB 호스트 콘트롤러
(230)는 CPU(200) 및 버스(예를 들어, PCI 버스)를 통해 메모리 콘트롤러(202)에 결합되고, 주변 게임 콘트롤러
(104a-104d)를 위해 호스트로서 기능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32)는 네트워크(예를 들어, 인터넷 또는 홈 네트
워크 등)로의 액세스를 제공하고, 이더넷 카드, 전화 모뎀 인터페이스, 블루투스 모듈(Bluetooth module), 케이블
모뎀 인터페이스, xDSL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 각종 유선 또는 무선 인터페이스 콤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게임 콘솔(102)은 2개의 듀얼 콘트롤러 지원 서브어셈블리(dual controller support subassenblies)(240a 및
240b)를 포함하고, 각각의 서브어셈블리는 게임 콘트롤러(104a-104d) 중 2개를 지원한다. 전면 패널 입/출력(I/O)
서브어셈블리(242)는 임의의 빛 방사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s, LEDs) 또는 게임 콘솔의 외부면에 노출된 다
른 표시자들 뿐만 아니라, 전원 버튼(112) 및 꺼냄 버튼(114)의 기능을 지원한다. 서브어셈블리(240a, 240b 및
242)는 하나 이상의 케이블 어셈블리(244)를 통해 모듈(214)에 결합되어 있다.

8개의 기능 유닛(140a-140h)이 4개의 콘트롤러(104a-104d), 즉, 각 콘트롤러당 2개의 기능 유닛씩 접속되어 있
다. 각 기능 유닛은 게임, 게임 매개변수 및 다른 데이터를 위해 추가의 기능 또는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MU가 콘트
롤러에 삽입되면, MU는 메모리 콘트롤러(202)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시스템 전원 공급 모듈(250)은 게이밍 시스템(100)의 콤포넌트에 전원을 제공한다. 팬(252)은 게임 콘솔(102)내의
콤포넌트 및 회로를 식힌다.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DVD 또는 다른 스토리지 매체(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됨)에 저장된 기계 명령어
를 포함하는 게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260)이 CPU(200)에 의해 실행되기 위해 RAM(206) 및/또는 캐쉬
(210) 및/또는 캐쉬(212)로 로드된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260)의 일부는 단지 필요할 때만 RAM에 로드될
수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전부(그 크기에 따라서)가 RAM(206)에 로드될 수 있다. 본 발명을 구현
하기 위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260) 및 관련 기능들이 이하에 더 상세히 설명된다.

게이밍 시스템(100)은 단지 시스템을 텔레비전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모니터로 접속시킴으로써 자립형(stand-
alone) 시스템으로 동작될 수 있다. 이 자립형 모드에서, 게이밍 시스템(100)을 통해 하나 이상의 사용자들이 게임
을 하고, 영화를 보고 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또는 다른 네트워크로 접속될 수 있고, 이것은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232)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게이밍 시스템(100)은 또한 더 큰 네트워크 게이밍 공동체의 한 콤
포넌트로 동작될 수 있고, 이것은 인터넷 또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게이밍 시스템을 사용하는 플레이어와 함
께 게임에서의 온라인 다수 플레이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게이밍 시스템(100)은 또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적절한 케이블(도시 생략)을 사용하여 다른 게이밍 시스템과의 피어-대-피어 통신(peer-to-peer
communication)에서 결합될 수 있다.

네트워크 시스템

도 3은 네트워크(302)를 통해 다수의 게이밍 시스템(100a, ..., 100n)을 상호접속시키는 예시적인 네트워크 게이밍
환경(300)을 도시하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각 게이밍 시스템은 플레이어들간의 음성 통신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대
응하는 헤드셋(142a,..., 142n) 및 대응하는 마이크(144a,..., 144n)를 포함한다. 네트워크(302)는 임의의 각종 데이
터 통신 네트워크를 나타내며, 전용 부분(예를 들어 거주용 또는 상업용 LAN) 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예를 들어 인
터넷)을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302)는 유선 또는 무선 유형 둘 다를 포함하여 임의의 각종 종래의 통신 구성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임의의 각종 통신 프로토콜이 공용 및 전용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302)를 통해 데이터를 통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의 예로는 TCP/IP, IPX/SPX, NetBEUI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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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밍 시스템(100a,..., 100n)외에, 하나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304a, ..., 304s)가 네트워크(302)를 통해 액세스가
능하고,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각종 서비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거나 호스팅하고, 다운로드 가능한 음악
또는 비디오 파일을 제공하고, 게이밍 시합을 호스팅하고, 스트리밍 A/V 파일을 제공하고, 이메일 교환 또는 다른
매체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게이밍 환경(300)은 또한 개인 플레이어 및/또는 서
로간의 또는 온라인 서비스(304a, ..., 304s)로의 상호접속을 위해 게이밍 시스템(100a, ..., 100n)을 인증하는 역할
을 하는 키 분배 센터(key distribution center)(306)를 적용할 수 있다. 분배 센터(306)는 유효한 참석자들에게 키
및 서비스 티켓을 분배하고, 이것은 이후 다수의 플레이어를 포함하는 게임 플레잉 그룹을 형성하고 또는 온라인 서
비스(304a, ..., 304s)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게이밍 환경(300)은 또 다른 사용가능한 메모리 소스를 개개의 게이밍 시스템(100a, ..., 100n) 즉 온라인
스토리지에 소개한다. 광학 스토리지 디스크(108),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08), 및 기능 유닛(140)상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 외에, 게이밍 시스템(100a, ..., 100n)은 또한 온라인 서비스(304s)의 원격 스토리지(308)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네트워크(302)를 통해 원격 스토리지 위치에 있는 사용가능한 데이터 파일을 액세스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게이밍 환경(300)은 또한 개발자가 매체 효과, 갱신된 매체 데이터, 게임 코드, 및 다른 서비스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개발자 서비스(309)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와 게이밍 시스템의 게임 생산자들간
에, 및 네트워크 게이밍 환경(300)내의 다른 장치들과 네트워크 게이밍 환경(300) 외부간에 분산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네트워크 게이밍 환경은, 예를 들어 다른 컴퓨팅 장치에 의한 향상된 보안 및 한계 액세스를 제공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터널을 통한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게이밍 시스템 및 게이밍 환경으로의 액세스만을 제공하는,
닫힌 네트워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시적인 프로세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다수 플레이어 게임 세션에서의 음성 화자를 식별하는 시각 표시(visual indication)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다룬다. 도 4는 다수 플레이어 네트워크 게임 세션의 예시적인 장면(350)을 도시한다. 장면
(350)은 로컬 게이밍 시스템을 통해 인간 플레이어에 의해 제어되는 청취자의 자동차(352)를 포함한다. 장면(350)
은 또한 원격 게이밍 시스템을 통해 인간 플레이어에 의해 제어되는 말을 하지 않는 상대방의 자동차(354)를 포함한
다. 원격 게이밍 시스템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로컬 청취자와 통신하기 위해 음성 통신기(voice communicator)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원격 게이밍 시스템에 부착된 음성 통신기를 통해 현재 말하고 있는 인간 플레이
어에 의해 제어되는 말하는 상대방의 자동차(360)도 또한 장면(350)에 보인다. 말하는 플레이어가 말을 시작하면,
스피커 아이콘(362)이 말하는 플레이어의 자동차(360) 위에 디스플레이되어 현재 화자를 식별한다. 바람직하게는,
플레이어 ID(364)(예를 들어, 게이머태그(gamertag)) 또한 화자 아이콘(362)과 함께 디스플레이되어 화자와 말하
는 플레이어의 자동차(360)를 연관시킨다. 당 업자들은 화자의 자동차를 강조하거나, 화자의 자동차로부터 멀리 떨
어져서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화자의 이름 바로 옆의 점을 밝게 하거나 또는 일부 다른 시각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말하는 플레이어를 표시하는 많은 다른 플레이어 시각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다른 플레이어의 대응하는 자동차가 현재 장면에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표시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원격 플레이어가 말할 때 스크린 밖 화자 아이콘(off screen speaker
icon)(370)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지만, 이 원격 플레이어에 대응하는 자동차는 로컬 청취자 디스플레이상의 로컬
청취자에게 보이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스크린 밖 화자 아이콘은 또한 스크린 밖 화자를 식별하는 플레이어 ID
또는 게임머태그를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원하지 않는 원격 화자가 말할 때 침묵한 플레이어(muted player)의 아
이콘(372)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지만, 청취자는 원하지 않는 화자의 음성 통신 소리를 죽일 수 있다. 침묵한 화자의
아이콘(372)을 통해 청취자는 침묵중인 플레이어들을 상기할 수 있다. 게이밍 서비스는 일부 형태의 글로벌 음성 제
재(global voice sanction)에 처해 있는 플레이어들을 표시하는 다른 표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열된 화자 아이콘(374)은 특정 플레이어가 일시적으로 음성 통신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플레이어
는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음성 통신 사용 및/또는 로컬 플레이어의 음성 통신을 듣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이
러한 검열은 네트워크 게이밍 서비스 또는 로컬 플레이어에 의해 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 플레이어는 팀 멤
버외의 다른 플레이어로 또는 플레이어로부터의 음성 통신을 금지하고 싶어할 수 있다. 게이밍 서비스는 게임동안
의 이벤트의 결과로서 게이밍 서비스 규칙의 위반에 대해, 또는 다른 이유에 대해 음성 통신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각 플레이어의 음성 통신 상태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와 함께 플레이어 리스트 상에 현재의 화자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a는 현재 게임 세션에 있는 플레이어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레이어 탭 뷰(player tab
view)(380a)의 예시적인 화면이다. 플레이어 리스트(382)는 플레이어 ID 칼럼(384), 음성 통신 상태 칼럼(386) 및
친구 상태 칼럼(388)을 포함한다. 현재의 화자 플레이어 ID(390)는 강조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원격 플레이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이에 대응하는 이야기 가능여부 아이콘(talk enabled icon)(392)은 대응
하는 플레이어가 활성 음성 통신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침묵한 아이콘(394)은 로컬 청취자가 선택된 플
레이어로부터의 음성 통신의 소리를 죽였다는 것을 표시한다. 지속적인 양방향 침묵 아이콘(396)은 로컬 청취자 또
는 네트워크 게이밍 서비스가 대응하는 플레이어가 청취자에게 말하고 청취자로부터 임의의 음성 통신을 듣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것을 표시한다. 널 아이콘(null icon)(398)은 대응하는 플레이어가 음성 통신기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
을 표시한다. 듣기 전용 아이콘(399)은 대응하는 플레이어가 음성 통신을 들을 수 있지만 다른 플레이어에게 말하는
마이크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시한다. 선택된 플레이어의 음성 통신에 대한 추가의 설명이 바람직하게는 플
레이어의 상태 박스(391)에서 제공될 것이다.

청취자(즉, 로컬 플레이어)는 각 플레이어에 대한 로컬 청취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도 5b는 선택된 플레이어에 대
한 로컬 청취 설정(402)을 변경하는 다이얼로그 박스(400)를 포함하는 플레이어 탭 뷰(player tab view)(380b)의
예시적인 화면이다. 예를 들어, 다이얼로그 박스(400)는 선택된 플레이어의 소리를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 6은 청취하는 플레이어의 게이밍 시스템에 의해 수신된 음성 통신을 처리하는 로직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단
계(410)에서,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음성 통신 데이터 및 게임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패킷을 수신한
다. 단계(412)에서, 게이밍 시스템은 수신된 패킷을 복호화해서 수신된 패킷으로부터 화자 ID를 획득한다. 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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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판단 단계(414)에서, 청취자가 선택했는지 또는 화자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듣는 것이 허용되었는지 여부
를 판단한다. 이 판단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이 도 7과 관련하여 이하에 설명된다.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이 청취자
가 화자의 음성 데이터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어는 단계(410)로 리턴하여 다른 데이터 패킷을 기다린
다.

그러나,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이 청취자가 화자의 음성 데이터를 들어야한다고 판단한 경우, 청취자의 게이밍 시
스템은 단계(415)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의 음성 데이터를 복호화하고 압축을 풀고, 단계(416)에서 복호화된 화
자 ID를 시각 표시자와 관련시킨다. 예를 들어,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복호화된 화자 ID를 화자에 대응하는 자
동차 또는 디스플레이 아이콘과 관련시킬 수 있다.

판단 단계(418)에서,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화자의 자동차, 살아있는 캐릭터(animated character) 또는 다른
제어 게임 엘리먼트가 청취자의 디스플레이상에서 청취자에게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화자의 캐릭터가 현재 청
취자에게 보인다면, 단계(420)에서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디스플레이에서 화자 캐릭터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화자 아이콘 및 플레이어 ID는 화자의 캐릭터상에 디스플레이될 것이다. 상술된 대로, 다른 표시들은 화자 캐릭터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화자 캐릭터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고, 화자의 음성 통신의 텍스트 버전과 함께 또는 텍스트 버
전 없이 캐릭터상에 물방울을 제공하거나, 화자의 캐릭터와 관련된 다른 표시를 포함할 수 있다. 화자의 캐릭터를
강조하는 것 외에, 화자의 캐릭터가 청취자에게 현재 보이지 않을 경우, 게이밍 시스템은 단계(422)에서 대리 시각
표시자를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분리된 아이콘은 청취자 디스플레이 화면의 한 모서리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양자 택일로, 화자의 플레이어 ID는 플레이어 리스트에서 강조될 수 있다.

선택가능 단계(424)에서,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음성 데이터를 조정하고 또는 다른 오디오 처리를 수행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화자의 음성 데이터는 개구장이처럼 들리도록 조정될 수 있고, 화자와 동일하거나 다를 수도 있는 미
리 선택된 여성 또는 남성처럼 들리도록 조정될 수 있고 또는 화자의 음성의 소리를 변형시키는 다른 특징을 지니도
록 조정될 수 있다. 또한, 화자의 음성 데이터의 볼륨은 게이밍 가상 환경의 청취자 캐릭터에 대해 화자 캐릭터의 근
접성을 반영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게다가, 화자의 음성 데이터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버퍼될 수 있다. 화자의 음성 데이터는 또한 다른 화자의 음성 데이터와 혼합되어 청취자는 동시에
다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다수의 음성들은 청취자 자신이 또한 말할 경우 청취자 자신의 목소리도 포함할 수
있다. 일단 소리 특징에 임의의 희망하는 조정이 행해지면,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단계(426)에서 청취자의 헤드
폰 또는 고정 화자를 통해 음성 데이터를 나오게 한다. 그리고 나서 제어는 단계(410)로 리턴하여 다른 데이터 패킷
을 기다린다.

도 7은 청취자가 수신된 음성 데이터를 들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듣기 점검을 수행하는 로직을 도
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은 또한 도 6의 판단 단계(414)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도 7의 판단 단계(430)에
서,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화자가 신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청취자는 선택적으로 선택하여 오직
청취자의 팀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음성 통신만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청취자는 선택적으로 선택하여 네트워크 게이
밍 서비스의 키 분배 센터, 또는 신뢰되는 제3 자로부터 특별 음성 통신 증명서를 획득한 화자들만의 음성 통신을 수
신할 수 있다.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이 화자가 신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제어는 단계(432)로 전달되어 화
자의 음성 데이터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한다. 추가적인 프로세스로는 화자가 시도했던 통신에 대한 레포트,
화자에 대한 자동 메세지 제공 또는 오류 처리등이 있다.

화자가 신뢰될 경우,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단계(434)에서 청취자 또는 게이밍 서비스에 의해 화자의 소리가 묵
음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그럴 경우, 청취자의 게이밍 서비스는 화자의 음성 데이터를 무시하거나 또는
단계(432)에서 기타 비 오디오(non-audio) 처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화자가 청취자
와 통신하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화자 ID에 대응하는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 통신은 청
취자의 헤드셋 또는 지정된 화자로 라우팅되지 않을 것이다.

판단 단계(436)에서,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채널상에서 통신하는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팀은 안전한 음성 통신을 위해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화자가 안전한 채널을
통해 통신할 수 없다면,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단계(432)에서 화자의 음성 데이터를 처리한다.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단계(438)에서 화자의 캐릭터, 자동차, 또는 기타 제어되는 게임 엘리먼트들이 청취자의
제어되는 게임 엘리먼트와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거리내에 있는지 여부를 또한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화자의 살아있는 캐릭터는 청취자의 캐릭터와는 다른 게이밍 환경 빌딩에 있고, 캐릭터는 라디오 통신중에 있지
않을 경우, 화자의 음성 데이터는 청취자에 의해 차단되고 들리지 않는다. 상술된 대로, 화자의 음성 데이터는 화자
와 청취자 캐릭터간의 거리 함수로서 볼륨에 있어 양자 택일로 다양해질 수 있다. 동일하게, 판단 단계(440)에서, 청
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화자 또는 청취자가 게임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화자
의 캐릭터 또는 청취자의 캐릭터는 페널티 박스(penalty box)내에 또는 게임 플레이의 일부로서 침묵 부스(silence
booth)내에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청취자가 화자를 듣거나 또는 단계(432)에서 비 오디
오 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의 판단이 청취자가 화자를 들어야만 한다고 표시할 경우, 청취자의
게이밍 시스템은 단계(442)에서 청취자로 하여금 화자의 음성 데이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당 업자라면 다른 판
단 단계가 포함될 수 있고 상술된 판단 단계가 표시된 연속된 순차 순서가 아니라 다른 논리적 구성에서 배열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이 그를 수행하는 바람직한 형태 및 거기에 대한 변형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들은 이하의 청구 범
위 내에서 본 발명에 대해 많은 다른 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자는 네트워크된 게이
밍 서비스와 독립적으로 게이밍 시스템의 로컬 네트워크내에서 시각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 따라서, 상술된 설명에
의해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 이하의 청구범위를 참조함으로써
전부 결정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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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음성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게임 세션에 대한 중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익명의 화자를 시각적으로 식
별하여, 각 플레이어가 더 잘 제어할 수 있고 다른 플레이어와의 음성 통신에 더 잘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성
통신은 혼합될 수 있어, 다수의 화자가 동신에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말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게다가, 음성 통신이 화자와 청취자의 살아있는 캐릭터간의 거리에 기초하여 화자의 볼륨을 달리하는 것과
같이 게임 세션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개념은 환경의 엔티티에 의해 음성 통신이 발생하는 다른 가
상 환경 애플리케이션에 명백하게 또한 적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팅 세션의 환경에서 청취자(listener)에게 음성 화자(voice speaker)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음성 화자를 식별하는 화자 식별자(speaker identifier)를 획득하는 단계;

(b) 상기 화자 식별자를 상기 컴퓨팅 세션내에 있는 음성 화자를 나타내는 시각 표시자(visual indicator)와 관련시
키는 단계; 및

(c) 말하고 있는 상기 음성 화자를 표시하기 위해 상기 시각 표시자를 상기 청취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 표시자는,

(a) 상기 컴퓨팅 세션내에 있는 상기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는 시각 엘리먼트(visual element)에 인접하여 디스플
레이되는 아이콘;

(b) 상기 음성 화자를 표시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상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서 상기 청취자에게 디스플레이되는 아이
콘;

(c) 상기 음성 화자의 식별자에 인접하여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 및

(d) 상기 컴퓨팅 세션내에 있는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시각 엘리먼트의 외양(appearance)에 대한 변경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단계는,

(a) 상기 컴퓨팅 세션내에 있는 상기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는 시각 엘리먼트가 디스플레이상에서 상기 청취자에
게 보이는 경우, 상기 시각 엘리먼트에 인접하게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b) 상기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시각 엘리먼트가 상기 디스플레이상에서 상기 청취자에게 보이지 않을 경
우, 상기 음성 화자를 식별하는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단계에 앞서, 상기 청취자가 상기 음성 화자로부터의 음성 통신을 듣기로 했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판단하는 상기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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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청취자가 상기 음성 화자로부터의 음성 통신의 소리를 죽이기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b) 상기 음성 화자가, 상기 음성 화자가 상기 청취자에 의해 신뢰되어 상기 음성 화자로부터의 상기 음성 통신이 상
기 청취자에 의해 들려지도록 허용되는 것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단계에 앞서, 상기 청취자가 상기 음성 화자로부터의 음성 통신을 듣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판단하는 상기 단계는,

(a) 상기 음성 화자가 상기 컴퓨팅 세션에서 묵음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b) 상기 컴퓨팅 세션에서 발생한 이벤트 및 상기 컴퓨팅 세션의 상태 중 하나의 결과로서 상기 음성 화자가 음성 통
신으로부터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a) 상기 컴퓨팅 세션내에 있는 상기 음성 화자 및 상기 청취자 중 적어도 하나의 상태 함수로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수정하는 단계; 및

(b) 상기 음성 화자에 의해 선택된 미리 정의된 특징의 함수로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수정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화자로부터의 상기 음성 데이터를 다른 음성 화자로부터의 음성 데이터와 혼합하여 상
기 청취자에게 다중 음성 통신(multi-voice communication)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의 상기 단계를 수행하는 기계 명령어가 저장된 메모리 매체.

청구항 11.

제2항의 상기 단계를 수행하는 기계 명령어가 저장된 메모리 매체.

청구항 12.

컴퓨팅 세션의 환경에서 청취자에게 음성 화자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a) 프로세서;

(b)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하는 디스플레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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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는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i) 상기 음성 화자에 의해 전송된 음성 데이터로부터 화자 식별자를 획득하는 기능;

(ii) 상기 화자 식별자를 상기 음성 화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시각 표시자와 관련시키는 기능; 및

(iii) 상기 음성 화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상에 상기 시각 표시자를 디스플레이하는
기능

을 포함하는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계 명령어를 저장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 표시자는,

(a) 상기 컴퓨팅 세션내에 있는 상기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는 시각 엘리먼트에 인접하여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

(b) 상기 음성 화자를 표시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상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서 상기 청취자에게 디스플레이되는 아이
콘;

(c) 상기 음성 화자의 식별자에 인접하여 디스플레이되는 아이콘; 및

(d) 상기 컴퓨팅 세션내에 있는 상기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시각 엘리먼트의 외양에 대한 변경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명령어는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a) 상기 컴퓨팅 세션내에 있는 상기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는 시각 엘리먼트가 디스플레이상에서 상기 청취자에
게 보이는 경우, 상기 시각 엘리먼트에 인접하게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b) 상기 음성 화자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시각 엘리먼트가 상기 디스플레이상에서 상기 청취자에게 보이지 않을 경
우, 상기 음성 화자를 식별하는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는 기능

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시각 표시자를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기능에 앞서, 상기 기계 명령어는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
금 상기 청취자가 상기 음성 화자로부터 음성 통신을 듣기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명령어는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a) 상기 청취자가 상기 음성 화자로부터의 음성 통신의 소리를 죽이기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및

(b) 상기 음성 화자가, 상기 음성 화자가 상기 청취자에 의해 신뢰되어 상기 음성 화자로부터의 상기 음성 통신이 상
기 청취자에 의해 들려지도록 허용되는 것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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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시각 표시자를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기능에 앞서, 상기 기계 명령어는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
금 상기 청취자가 상기 음성 화자로부터 음성 통신을 듣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도
록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명령어는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a) 상기 음성 화자가 상기 컴퓨팅 세션에서 묵음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및

(b) 상기 컴퓨팅 세션에서 발생한 이벤트 및 상기 컴퓨팅 세션의 상태 중 하나의 결과로서 상기 음성 화자가 음성 통
신으로부터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명령어는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a) 상기 컴퓨팅 세션의 상기 음성 화자 및 상기 청취자 중 적어도 하나의 상태 함수로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수정하
는 기능; 및

(b) 상기 음성 화자에 의해 선택된 미리 정의된 특징의 함수로서 상기 음성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명령어는 또한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기 음성 화자로부터의 상기 음성 데이터를 다
른 음성 화자로부터의 음성 데이터와 혼합하여 상기 청취자에게 다중 음성 통신(multi-voice communication)을 제
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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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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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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