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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 사용자 대화형 가상 환경 시스템으로서, 할당된 캐릭터의 사용자 지시 움직임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된 각각

의 가상 카메라(110) 시점으로부터,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가상 환경의 각각의 이미지 및 개별 사용자에 특정하게 할당된

캐릭터(100)를 포함하는 이미지 내 캐릭터를 생성하도록 데이터가 제공된다. 각각의 캐릭터는 현재의 가상 환경 위치에

관하여 유지된 미리정해진 크기 및 모양의 상호작용 영역을 갖는다. 둘 이상의 사용자 할당 캐릭터들(100, 130)의 각각의

상호작용 영역들이 중첩할 때, 그들의 각각의 가상 카메라들(110)은 중첩이 남아 있는 한 1인칭에서 3인칭(A-C) 시점으

로 이동하도록 제어된다. 개선에서(도 17), 가상 환경 내의 임의의 특정한 캐릭터와 무관하며, 가상 환경 내의 주어진 위치

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상호작용 영역은 이들 캐릭터들이 그 영역에 진입할 때 모든 캐릭터 가상 카메라들을 제어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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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대화형 가상 환경, 상호작용 영역, 가상 카메라, 캐릭터, 시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사용자 컴퓨터 생성 가상 존재(users computer-generated virtual presence)가 나타나고, 다른 그와 같은 사

용자 가상 존재들 및 선택적으로는 환경 자체의 피쳐들(features)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세계의 뷰(view)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몰입형 게임 및 가상현실 혹은 공유된(복수 사용자) 가상 환경 시스템들과 같은 대화형 환경

시스템들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환경의 이미지(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가 렌더(render)되는 시점을 제어가능하

게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 여기선 "가상 카메라" 제어라 칭하는 특징을 갖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유럽 특허출원 EP-A-0 697 613호(소니 코포레이션)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가상 환경(혹은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시스템은 가상현실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 및 고속 통신 네트워

크(광섬유 등을 사용)를 통해 서버에 접속된 사용자 단말들을 포함한다. 동작에서, 서버는 많은 가상 환경들을 유지하며,

정보 객체들(objects)과 사용자 객체들 간의 전환(conversion) 객체들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상이한 단말 유형들을 지원하

며, 전환 객체들은 각 유형의 단말 및 지원된 가상 환경의 각각의 구성 간의 전후방 통신을 위해 개별적으로 맞게 만들어진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을 제공한다.

각각의 사용자 단말에서, 사용자에게는 3차원 환경에서 사용자 자신의 특정한 시점 위치로부터 3차원 가상 환경의 2차원

뷰가, 보는 사용자와 가상 환경 영역 내의 동일 영역에 있을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사용자들의 컴퓨터 생성된 표현들

(computer-generated representations)과 함께 제공된다. 사용자가 보는 이미지에서 보는 사용자의 전체 혹은 일부의 표

현을 생성하기 보다는, EP-A-0 697 613호의 시스템은 1인칭 뷰(first-person view)(즉, 이미지가 사용자 컴퓨터에서 발

생된 캐릭터의 "눈"를 통해 보게 되는 이미지이다)를 취하지만, 제공된 2차원 이미지 환경에서 커서를 상하좌우 움직이거

나, 다른 사용자의 가상 캐릭터를 클릭함으로써 가상 환경 내로부터 사용자가 아이템들을 가르키거나 선택하여, 두명의 사

용자들 간의 대화 혹은 다른 상호작용을 개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화살표 모양의 커서를 제공한다. 이 기술은, 사

용자에게 제공된 이미지의 중앙에 항상 나타나는 렌더링된 캐릭터로 사용자를 표현하여, 사용자가 가상 환경 내에서 그들

을 표현하는 3인칭 뷰를 취하게 하는 개시된 종래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으로써 EP-A-0 697 613호에서 사용된다.

1인칭 시점으로부터의 렌더링은 가상 환경 내에서 사용자 몰입감을 높일지라도, 3인칭 시점이 상호작용 중에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가상 표현들과 상호작용하게 될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자

기 자신의 표현에 대한 시점(가상 카메라 위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할 요건은 시간에 대

해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른 요인중에서도, 사용자 가상 존재와 또 다른 사용자의 표현간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합한 시점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 카메라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양상에 따라서, 가상 환경을 정의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데이터 기억장치(store); 복수의 캐릭터들의

외양을 정의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데이터 기억장치; 및 복수의 개별 사용자들로부터 입력된 명령들을 수신하도록

결합되어 있고, 상기 제1 및 제2 기억장치들을 액세스하며,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그 개개인의 사용자에 특정하게 할당된

캐릭터를 포함하여, 상기 가상 환경의 각각의 이미지 및 이 안에 캐릭터들을, 사용자 할당 캐릭터(user assigned

character)의 사용자 지향 움직임(user-directed motion)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된 상기 가상 환경 내의 위치 및

방향에서 각각의 시점으로부터 생성하도록 배치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복수 사용자 대화형 가상 환경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캐릭터에 대하여 현재의 가상 환경 위치에 관한 미리정해진 크기 및 모양의 각각의 영역(zone)에 대해 갱신된 좌표

들을 유지하도록 배치되는 상호작용 영역 발생수단; 및 상기 영역 발생수단에 결합되어 있고, 2 이상의 사용자 할당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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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들의 각각의 상호작용 영역이 중첩되는 때를 판정하여, 이를 상기 프로세서에 신호하도록 배치된 감시 수단으로서, 상기

각각의 사용자 할당 캐릭터에 대한 각각의 시점 위치 및 방향의 결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중첩이 남아 있는 한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인가된 미리정해진 셋트의 규칙들에 기초하는, 상기 감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사용

자 대화형 가상 환경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호작용 영역들(바람직하게는 사용자는 못 보게 됨)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가상 카메라 위치를 전환하기 위해 트리거

메카니즘(trigger mechanism)이 제공된다. 이하 예들에서 개시되는 바와 같이, 가상 카메라는 단순히 상호작용이 없는 동

안(영역 중첩이 없는) 그것의 캐릭터를 "그것의 어깨 위로" 효과적으로 바라보는 위치에서 뒤따르고, 이어서 2개의 상호작

용하는 표현들의 보다 많은 정보 뷰를 제공하기 위해 3인칭 뷰를 회전시킨다.

복잡한 사용자 가상 존재들을 구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가상세계의 동일

부분을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다수의 상이한 사용자들처럼, 이들이 형상화될 수 있는 가상 세계의 크기 및/또는 복잡성은

증가한다. 그 결과, 작은 지역에서 상호작용 영역들의 대규모 중첩이 발생할 수 있어, 카메라 위치들이 계산될 때 받아들여

질 수 없는 프로세서 로딩(loading)을 야기한다. 이러한 잠재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프로세서는 가상 환경 내에 고정

된 위치에 적어도 하나의 다른 상호작용 영역을 적절히 유지하며, 이 고정된 상호작용 영역 혹은 영역들은 가상 환경 내의

임의의 특정한 캐릭터와는 무관하다. 이들 일정한 영역들이 가상 환경 내의 인기있는 혹은 붐비는 위치들에 제공되어 있

고, 특정한 한 세트의 규칙들이 카메라 위치설정을 제어하며, 그 영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카메라 뷰(global camera view)

는 개개의 카메라 위치 계산들을 회피하도록 그 지역 내의 모든 캐릭터들에 대해 지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피쳐는 가상 환

경 내의 특정 위치에 대해 미리 설정될 수도 있으며(그 위치 내의 캐릭터들/커서들의 수와는 관계없이), 혹은 예를 들면 5

이상의 캐릭터들의 상호작용 영역들이 중첩된 것으로 판정된 임의의 위치에서 동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개선에 의해서, 이들 고정된 상호작용 영역들은 캐릭터 상호작용 영역이 외곽의 부분적인 영역만에 중첩될 때 규칙들의 세

트의 단지 일부분만이 프로세서에 의해 적용되는 적어도 2개의 부분적인 영역들의 동심 배열로 구성될 수 있다. 즉, 캐릭

터들 각각의 카메라 이동들이 캐릭터의 이동들에 의해 결정되는 범위는 안쪽의 부분적인 영역(전역 카메라 위치설정)이 접

근됨에 따라 감소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및 이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단지 예로서 주어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다음

설명을 숙독하여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특징을 실현하는 사용자 단말과 같은 구성에 적합한 데이터 처리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별모양의 사용자 표현 혹은 커서의 어깨 위로 가상 환경의 사용자 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도 2의 커서의 지시된 곳이 하이라이트되는 응시 원추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커서와 가상 카메라의 한가지 가능한 상대 위치설정 및 스크린 필드로 카메라 뷰의 분할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가상 카메라가 커서의 회전이동들을 추적하는 기술을 도시한 도면.

도 6a 및 도 6b는 정지된 커서 및 움직이는 커서에 대해 서로 다른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위치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각각의 상호작용 영역을 갖는 한 쌍의 커서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도 7의 상호작용 영역의 쌍의 중첩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많은 이산 영역으로 커서 외부의 명목상 분할을 도시한 도면.

도 10 및 도 11은 응시 원추들을 통해 상호작용을 개시하는 한 쌍의 커서들을 나타낸 도면.

도 12 내지 도 15는 2개 및 3개의 커서 상호작용들에 대한 가상 카메라 이동들을 도시한 도면.

도 16은 2개 혹은 3개의 이상 그룹들로 상호작용하는 가상 환경 내에 복수의 커서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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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상호작용하는 커서 무리에 조달하는 고정된 상호작용 영역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도 1은 가상 환경을 정의하는 데이터를 위한 브라우저로서 네트워크 가상 환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유틸리티에

대한 호스트로서 작용하는, 예를 들면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사용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2)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가상 환

경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는 네크워크(8) 접속을 통해 원격 소스(4)로부터 얻어지는데, 다른 사용자들(6)도 마찬

가지로 소스(4)에 접속된 유사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사용자 시스템(2)은 어드레스 및 데이터 버스(12)를 통

해 랜덤-액세스(RAM) 및 독출전용(ROM) 메모리 장치(14, 16)에 결합된 중앙 처리장치(CPU)(10)를 포함한다. 이들 메모

리 장치들의 용량은 CD-ROM(도시없음)과 같은 부가적인 메모리 장치로부터 독출하는 수단을 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증

대될 수 있다.

또한 CPU(10)에는 버스(12)를 통해서, 제1 및 제2 사용자 입력장치들(18, 20)이 결합되고, 이들은 적합하게는, 키보드 및

마우스나 트랙볼과 같은 커서 제어 및 선택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된 오디오는 하나 이상의 스피커들

(22)을 통해서 헤드폰들, 혹은 오디오 처리 스테이지(25)에 의해 구동되며, 증폭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바람직하게는, 오

디오 처리 스테이지는 에코와 같은 사운드 처리들(treatments)을 기존의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할 수 있게 CPU(10)의 제

어하에서 신호 처리능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사용자 시스템 능력들 및 소스(4)로부터 공급된 데이터 포맷에 따라, 시

스템으로부터 출력된 비디오는 디스플레이 구동기단(28)에 의해 구동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26) 상에 일련의 2차원 이

미지들로서, 혹은 자동입체 디스플레이(autostereoscopic display) 혹은 입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stereoscopic

head-mounted display)(도시 없음)에 일련의 3차원 이미지로서 제공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시스템용 데이터의 또 다른 소스는 가상 환경을 정의하는 데이터의 소스 및 이 데이터에 대한 제어기로

서 작용하는 서버(4)를 포함하는,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들(remote sites)에 온라인 링크를 통한 것이다. 이를 위

해서, 시스템에는 버스(12)를 통해 CPU(10)에 결합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0)가 제공된다. 인터페이스의 정밀한 구조는

그 구성이, 시스템(예를 들면 시스템이 사적인 가정 사용자에 의해 사용하기 위한 것인 경우 데이터 링크는 지역 서비스 공

급자에 전화접속일 수도 있음)이 결합되는 데이터 네트워크(8)의 유형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되겠지만, 본 발명의 근본적

인 특징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페이스(30)는 적합하게 모뎀을 포함할 것이다. ISDN 접속과 같은 다른 유형들의 데이

터 링크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는 그에 따라 구성될 것이다.

동작에서, 가상 환경의 사용자 뷰는 다른 이동 명령들이 없을 때, 카메라가 사용자들의 가상 존재를 나타내는 컴퓨터 생성

캐릭터 혹은 커서(100) 뒤의 위치를 취하는 가상 카메라에 의해 생성되며, 상기 위치는 거의 1인칭 시점을 제공하도록 표

현의 약간 위 또는 일 측(실제로는 그의 "어깨" 위로 보는)이다. 다음의 예들에서, 사용자 컴퓨터 생성 캐릭터, 뿐만 아니라

동일 환경 내의 다른 사용자들의 캐릭터는 다른 이러한 커서(다른 사용자들의)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 내에 제공될 수 있는

다른 피쳐들 및 객체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사용자 수단을 제공하는 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가상 존재로서 작용할 뿐만 아

니라, 커서 기능들을 제공하는 별모양 아바타(avatar) 형태이다. 이들 아바타 혹은 캐릭터를 이하 커서라 칭한다.

도 2에 도시되고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카메라 시점은 사용자 방향을 돕도록 시야(vision)에서 최소 존재

(minimal presence)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가상 환경(102)의 비교적 중단없는 뷰를 제공하기 위해서 커서(100)의 "

어깨" 위에 있다. 카메라 위치들, 줌잉(zooming) 및 렌즈 선택과 같은 다른 효과들은 사용자가 UID(18, 20; 도 1) 동작에

의해 카메라에 대해 직접 제어하지 않도록 커서의 이동, 행동 및 프로파일 개방(profile disclosure)(후술함)에 의해 자동

적으로 결정된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서(100)는 관심을 보이는 "응시 원추(gaze cone)"(104)를 가지며, 응시 필드(gaze field)는 커

서에 대해 90°로 부착되는데, 응시 원추의 주축(106)은 전반적으로 평면의 커서에 수직하게 확장한다. 동작에서, 사용자에

게 환경 이미지를 발생하는 그래픽스 렌더러(graphics renderer)는 환경에 관하여 응시 원추가 위치할 곳을 파악하여 응

시 원추 내에서 그 바깥쪽보다 훨씬 상세하게 배경 피쳐들을 렌더링하여, 주목하는 커서 지점의 직관적인 초점을 제공한

다.

가상 카메라로부터의 뷰(도1의 스크린(26) 상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된 뷰)는 사용자가 볼 수 없는 스크린 필드로 분할되는

데, 상이한 스크린 필드들 내의 응시 원추의 위치는 카메라의 자동 재배치를 결정한다(이하 기술함). 도 4는 가상 카메라

(110) 및 커서(100)의 평면도로서, 삽입 뷰(112)는 서로 다른 스크린 필드(A.1, B.1,...,E.5)로 분할된 가상 카메라로부터

의 뷰를 보이고 있다. 응시의 커서 방향이 상, 하, 좌, 우로 이동함에 따라, 카메라(110)는 응시 방향으로 이동한다. 실제로,

커서(100)가 예를 들면 응시를 계속 좌측으로 가면, 카메라 및 커서는 결국 원형으로 이동할 것이며 가상 환경의 원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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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돌아올 것이다. 도 5는 3개의 단계들(a, b, c)로, 응시 원추가 중앙의 스크린 필드들(이 입면도에서 2, 3, 4) 밖으로

이동할 때, 응시 원추 주 축(106)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커서(100)가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렌더링되는 시

점 방향으로 다시 오게 카메라(110) 스스로가 재배치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카메라와 응시 원추간의 이러한 분리는

어쩌면 사용자에 의한 이동제어들의 불확실한 동작에 응답하여, 커서의 작은 이동이 가상 카메라로부터 이미지의 대응하

는 과민한 움직임들을 초래하지 않고 흡수될 수 있게 한다.

도 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서(100)의 어깨 위 프레이밍(framing)은 가상 환경 내에 커서가 정지한 안정한 위치를 나타낸

다. 커서(100)가 이동하고 있을 때, 카메라 위치는 예를 들면, 어느 네비게이션 명령들에 기초하는지에 대해 보다 큰 환경

정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더 많은 3인칭 시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변경한다. 커서가 정지하여 있을 때, 부

분적으로 볼 수 있는 커서의 세그먼트는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의 에지에 나타나며, 커서가 이동하고 있을 때(도 6b에서 화

살표 114로 표시한 방향으로), 커서 속도가 빠를수록, 커서는 이미지의 중앙에 더욱 가깝게 나타날 것이다. 응시 원추의 방

향을 바꾸는 동안의 이동은 커서의 3인칭 시점이 되게 하며(즉, 스크린 내에 커서를 다 볼 수 있게 됨) 커서의 표현은 회전

방향 및 범위에 의해 결정된 대로 기울어지게 된다.

서로 다른 사용자들의 커서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서(100)는 원형의 작용 또는 상호작용

영역(200)을 가지며, 복수 사용자 환경에서, 각각의 커서(100, 120)는 각각의 상호작용 영역(200, 220)을 갖는다. 3차원

가상 환경에서, 커서를 에워싼 영역은 구형일 수 있으며 혹은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신장된, 예를 들면 응시 원추 주축

(106; 도 3)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커서 앞에 대부분의 용적이 위치한 알 모양일 수도 있다. 상호작용 영역(200)의 크기

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호작용 영역이 합해지거가 중첩될 때 커서들의 쌍 혹은 그룹들 간에서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커서(100)가 다른 커서들과 상호작용할 것으로 보이며/또는 상호작용할 범위를 결정한다. 2개 이상의 상

호작용 영역들이 합해지거나 중첩하는 것은 이하 기술되는 바와 같이 커서 각각에 대한 카메라 제어에 영향을 미쳐 커서의

영역이 영향을 받는다.

사용자는 이들의 사용자 프로파일 개방(상이한 접속요건에 의해 네스트 형태(nested form)로 정보를 지닌 데이터 구조)

내의 개인적인 요소들을 배열 혹은 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로파일 개방 내의 정보의 양 및

종류는 상호작용 영역의 크기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프로파일 개방의 외곽(공개) 층들 내에 대량의 정보를 보유하는 커서

는 상호작용할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큰 상호작용 영역을 가질 것이다.

커서의 사용자 프로파일 개방 내의 정보는, 다른 커서에 의해; 커서들의 사용자 프로파일 개방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는 응

시 원추(이 응시는 스캔되는 커서에 의해 검출된다)를 갖는 또 다른 커서의 외부를 스캔함으로써 액세스될 수 있다. 커서의

외부는 많은 영역들(121-125)로 분할되며, 이에 프로파일 개방의 공개층(예를 들면 사용자 상세 및 선호도)로부터 데이터

가 미리정해진 배열로 분배되며, 커서 중앙영역(126)은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서 사용자의 보다 많은 개인적 및 사적

인 데이터를 지니고 있다. 이들 영역들 중 일부(특히 외곽의 영역들(121-125))는 다른 커서가 스캔하는 것에 응답하여 다

른 것보다 더 "민감"한데, 즉, 그들의 내용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예를들면, 중앙 영역(126)의 개인적인 데이터는 자동

적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그 커서의 사용자에 의한 명백한 언록킹(unlocking) 및/또는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역들의 감도는 스캔하고 있는 커서를 추적하는 카메라에 의해 적용된 줌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스캔된 영역이

스캔하는 커서에 의해 보유되거나 찾는 것에 대응하면, 매치(match)의 확인으로, 스캔하고 있는 커서를 추적하는 카메라

가 매치된 정보에 근거하여 줌하게 한다. 줌잉이 제어되는 대안의 방법으로서는 스캔될 가능성이 있는 커서가 스캔할 가능

성 있는 커서를 향하여 영역 중 특정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때 영역에 접근할 때 커서 카메라가 줌인하도록 트리거

한다.

중첩하는 상호작용 영역들이 없을 때, 응시 원추는 커서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 두 개의 커서들이 서로 응시 원추들을

향할 때 일방향 통신채널이 열린다. 일방향 통신채널은 커서로 하여금 이들의 공개 사용자 프로파일 개방으로부터 데이터

를 보내게 하는데, 이들 데이터는 사운드 부분, 이미지 등일 수 있다. 도 10은 이들의 다른 커서에 관하여 각각의 응시 원추

들(104, 134)을 갖지만 이들의 상호작용 영역들(200, 230)은 떨어져 있어 단지 일방향 채널만이 이들간에 존재하게 된 한

쌍의 커서들(100, 130)을 도시한 것이다. 2개의 커서들이 서로 접근함에 따라, 이들의 상호작용 영역들은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첩하여, 두 개의 커서들(100, 130)간에 일방향에서 양방향 통신링크(150)로 변환되어, 스캔하는 커서는 단지

외부의 공개층보다는 스캔되는 커서의 더 깊은 프로파일 층들을 얻을 수 있다.

중첩하는 상호작용 영역의 메카닉스를 도 12 내지 도 15에 예시하였다. 마주친 사용자 뷰를 프레임하는 카메라 위치들은

합쳐진 상호작용 영역들에 의해 정의된다. 양측의 커서들을 보여주는 임의의 카메라 위치는 도 12에 도시한 영역(160)의

절반 내에 놓이며, 합쳐진 상호작용 영역에 의해 정의되는데, 이 영역은 180°공간으로서 시네마토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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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tography)로부터 알려져 있다. 어느 하나의 커서(100, 130)가 렌더링되는 카메라 위치들은 이러한 180°공간에

의해 정의되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측의 커서에서 다른 커서로 시점을 전환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을 혼란이

회피된다.

합쳐진 상호작용 영역들로부터 180°공간(160)을 정의하였을 때, 공간은 2개의 지역들(선(162)의 어느 한측)로 분할되는

데, 각각의 커서로부터 가상 카메라는 각각의 지역 내에 한 위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각각의 커서는 그것의 카메라가

놓일 위치에 할당되는 지역 내에 자신의 카메라의 곡선을 갖는다. 도 13은 도면의 좌측에 커서(100)에 대한 카메라(110)

의 위치들을 개괄하여 도시한 것이다. 카메라는 1/4의 경계에서 곡선 위로 완만하게 이동할 수 있다. 곡선을 횡단하여, 카

메라는 3인칭 시점 C로부터, 빗겨 있는 어깨 위 시점 B를 거쳐, 1인칭 시점 A로 이동할 수 있는데, 1인칭 시점에서, 그들

자신의 커서의 사용자 뷰는 어떤 실시예들에서는 상호작용되고 있는 커서의 뷰를 가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렌더링된 이

미지로부터 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한다.

2개의 커서들(100, 130)이 만날 때, 이들의 카메라 곡선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서로 대향하게 될 것이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180°공간 밖의 제3 커서(170)는 초기에는 비활동적일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두 개의 커서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3 커서(170)가 제1 커서(100) 혹은 제2 커서(130) 중 하나와 상호작용할 때,

180°공간(160)이 옮겨져서 상호작용하는 쌍(100, 170)을 3개의 커서들로부터 둘러싸도록 하여, 원래의 커서 쌍(100,

130)(어느 것도 그 동안 이동되지 않았다고 할 때)이 이들의 상호작용을 재개하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간다.

단순히 다른 사용자들과(혹은 선택적으로 가상 환경의 다른 피쳐들과) 마주치는 것 외에도, 사용자 프로파일 개방으로부터

자료 혹은 커서 본체(중앙영역(126); 도9)의 "소프트" 부분 내에 포함된 더 많은 개인적인 자료를 상호교환하는 것에 의해

서 카메라 위치가 옮겨지게 될 수 있다. 2개의 커서들 간에 대량의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면, 이들 각각의 카메라 위치는 1

인칭으로 혹은 어깨 위 뷰로부터 3인칭 뷰로 점진적으로 혹은 빠르게 이동하도록 제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커서의 수

동성(passivity)으로 인해 카메라 뷰의 변경이 야기될 수 있는데, 양방향 통신링크가 한 쌍의 커서간에 존재하지만, 단지

하나가 데이터를 보내며/보내거나 읽을 수 있는 데이터 형성에 활성화되어 있다면, 수동 커서를 추적하는 카메라는 능동

커서에 줌인하도록 적합하게 설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상 환경 내에 많은 커서가 있다면, 이들 각각의 카메라 위치는 일반적으로, 중첩하는 상호작용 영역 및/또는 서로 향한

응시 원추가 있는지 여부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제어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는 처리 및

속도 능력에 의해 정의되는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커서들의 수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영역의 합하는데 필요한 계산이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될 정도로 시스템을 느리게 하기 전에, 동시에 중첩하는 상호작용 영역들의 수는 5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일의 환경 내에서는,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합쳐진 커서 쌍들 및 3쌍들(triplets)로 된 몇 개의 그룹

들이 수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환경 모음에서, 어떤 실시예는 많은 사용자 수를 이끌어 들일 것이며(그들의 커서를 통해서)

, 너무 많은 커서들이 한번에 상호작용하려고 하여 지역들이 "잼(jammed)"되면 어떤 적당한 형태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

러한 지역들에 카메라 제어를 제어하는 그들 자신의 프로토콜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며, 실제로, 지역은 커서에 첨부되지

않은 고정된 상호작용 영역이다. 카메라 코레오그래피(camera choreography), 컷들(cuts), 디졸브들(dissolves), 리듬

들, 색 및 스트로빙 효과들(strobing effects)은 커서가 영역의 어느 부분에 커서가 있는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할당될 수

있다. 도 17은 외곽영역 C에서 2개 이상의 커서 상호작용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은 완전한 제어부터, 개별 제어없이 안쪽

의 영역 A에 단일의 영역 메카니즘에 의해 모든 포함된 커서들에 대해 시점발생이 처리되는 제어수준 범위의, 각 커서에

할당된 개개의 카메라 제어 수준을 결정하는 동심 영역들 A, B, C가 있는 공간을 도시한 것이다. 사용자가 선택하는 유일

한 제어는 그 지역의 중심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이탈하든지 하는 것이다.

내부 영역 A에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의 디스플레이 및 상호교환에 관하여, 프로토콜은 모든 커서로 하여금 이들의 공개

층(이들의 내부 데이터 저장 구조의 외각의 더 액세스가능하는 층)으로부터 일부 정보를 "누출"하게 하는데, 이 누출된 정

보는 지역 내의 다른 커서들에게 흥미로운 것이면 이들이 취할 수 있다. 일단 정보가 취해지면, 이를 누출한 커서에 통지하

고 2개의 커서들(302, 304)이 제1 경계 영역으로 이동하며, 여기서 예를 들면 2개의 커서들간의 교환에 어느 정도 프라이

버시를 부여하도록 어깨 위 시점이 렌더링하는 상호작용이 지원된다. 이러한 교환에 기초하여, 2개의 커서들이 더욱 사적

으로 상세한 것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들은 영역 B를 넘어 영역 C로 가는데, 이곳에는 커서들(306, 308)

에 의해 보여진 바와 같이, 카메라 제어에 대한 영역 기반 제약들이나 상호작용 영역 합침은 없다.

전술한 예들은 가상 카메라 위치설정의 자동화에 집중되었으나, 이 분야에 숙련된 자는 전술한 기술의 많은 것을 가상 환

경용 오디오 처리에 적용할 수도 있음을 쉽게 알 것이며, 가상 카메라 위치 및 방향은 시스템 오디오단(24, 도 1)을 통한 공

급을 위해 2차원 혹은 3차원 사운드를 발생하도록, 가상 마이크로폰 혹은 한 쌍의 스테레오 마이크로폰들로 대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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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 혹은 가상 환경의 피쳐들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커서를 통한)로부터 직접 얻어진 사운드 외에도, 사용자에게

다른 네이게이션 큐(cues) 혹은 정황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된 소스들로부터 배경잡음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높

은 볼륨의 배경잡음이 발산되고 있는 가상 환경의 지역에의 접근은, 그 위치에 상호작용하는 다른 많은 수의 사용자들의

커서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배경잡음으로부터 취해진 인식할 수 있는 성분들에 의존하여, 사

용자는 환경의 그 부분의 유형이나 목적을 판단할 수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를 회피할 수도 있다. 커서 시점로부터

취급하는 적어도 입체 오디오로(가상 환경 내에, 개개의 소스는 모노이어야 하며 커서로부터 거리에 따라 크기를 변경해야

한다), 사용자는 처음에는 볼 수 없으나 들을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하도록 가상 환경을 통해 네비게이트할 수 있게 된다.

본 출원에서 청구범위를 특징들의 특정한 조합들로 형식화 하였으나, 본 출원의 개시범위는 임의의 청구범위에 현재 청구

된 바와 동일한 발명에 관계되든 아니든간에, 그리고 현재 청구된 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문제의 어느 것이든 혹은 그 전부

를 해결하든 아니든간에, 명료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여기 개시된 특징의 임의의 신규한 특징이나 특징들의 조합도 포함함

을 알아야 한다. 본 출원인은 본 출원 혹은 이로부터 도출된 임의의 다른 출원의 수행 중에 이러한 특징들 및/또는 이러한

특징들의 조합들로 새로운 청구범위를 형식화할 수 있음을 알려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사용자 대화형 가상 환경 시스템에 있어서,

가상 환경을 정의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 1 데이터 기억장치;

복수의 캐릭터들의 외양을 정의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 2 데이터 기억장치; 및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은:

복수의 사용자들로부터 입력된 명령들을 수신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기억장치들을 액세스하고;

사용자 할당 캐릭터(user assigned character)의 사용자 지시 움직임(user-directed motion)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된 상기 가상 환경 내의 위치 및 방향에서 각 시점으로부터,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 상기 가상 환경의 각 이미지 및 개

별 사용자에 특정하게 할당된 캐릭터를 포함하는 가상환경 내 캐릭터들을 생성하고,

각각의 캐릭터에 대하여 현재의 가상 환경 위치에 관한 미리정해진 크기 및 모양의 상호작용 영역 각각에 대해 갱신된 좌

표들을 제공하고;

둘 이상의 사용자 할당 캐릭터들 각각의 상호작용 영역들이 중첩하는 때를 결정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사용자 할당 캐릭터 각각에 대한 시점 위치 및 방향의 결정은 중첩이 남아 있는 한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적용된 미리

정해진 세트의 규칙들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는, 복수 사용자 대화형 가상 환경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가상 환경 내에서 고정된 위치에 적어도 하나의 다른 상호작용 영역을 유지하고,

상기 고정된 상호작용 영역 또는 영역들은 상기 가상 환경 내에 있는 임의의 특정한 캐릭터와는 무관한, 복수 사용자 대화

형 가상 환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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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상호작용 영역은 적어도 2개의 부분적인 영역들의 동심 배열(concentric

arrangement)을 포함하고, 캐릭터 상호작용 영역이 외곽의 부분적인 영역에만 중첩할 때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세트

의 규칙들의 일부만이 적용되는, 복수 사용자 대화형 가상 환경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가상 환경 내에서 선택된 위치에 적어도 하나의 다른 상호작용 영역을 인가하고,

상기 다른 상호작용 영역 또는 영역들은 상기 가상 환경 내에 있는 임의의 특정한 캐릭터와는 무관하지만, 미리정해진 수

의 캐릭터 할당 상호작용 영역들이 중첩하는 것으로 판정된 위치에 놓이는, 복수 사용자 대화형 가상 환경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미리정해진 수의 캐릭터 할당 상호작용 영역들은 5 이상인, 복수 사용자 대화형 가상 환경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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