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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정용 혹은 업무용 게임기에 관한 것으로, 게임을 더욱 매력 있게 하는 것이다. 주제어부(10)가 모니터에 플레

이중인 실시간 화상을 표시시키면서 한번 표시된 화상을 재생화상으로 하여 표시시킴으로써 흥분도 높은 화상을 플레이어

에게 다시 보일 수 있다. 또,주제어부(10)가 플레이어로부터 조작패널(20)을 통하여 입력된 지시결과가 아니라 그 지시자

체를 평가함으로써 플레이어에게 게임성적 향상 조작의 선택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 주제어부(10)가 대전상대를 방해

할 때는 상대화면에 대상물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화상을 표시시키므로 대전상대의 게임계속감을 방해하지 않고, 방해

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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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기 목적, 특징 및 장점과 기타 목적은 이하 도면과 함께 후기하는 발명의 적합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으로 분

명해질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관한 게임장치의 일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도 1의 게임장치의 게임내용을 도시한 도,

도 3은 도 1의 게임장치의 도 2에 이어지는 게임내용을 도시한 도,

도 4는 도 1의 게임장치의 도 3에 이어지는 게임내용을 도시한 도,

도 5는 도 1의 모니터에 표시되는 창을 도시한 도,

도 6은 도 1에 도시된 게임장치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주요흐름도,

도7은 도 6에 도시된 게임루프를 도시한 흐름도,

도 8은 도 7에 도시된 게임플레이 이벤트를 도시한 흐름도,

도 9는 도 8에 도시된 게임처리를 도시한 흐름도,

도 10은 도 7에 도시된 게임감시 이벤트의 리플레이 감시처리를 도시한 흐름도,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리플레이 감시처리로 감시되는 리플레이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리플레이 처리중의 창에 표시된 화상을 도시한 도,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창표시의 계속부분을 도시한 도,

도 14는 도 13에 도시된 창표시의 계속부분을 도시한 도,

도 15는 도 1에 도시된 게임장치로 실행되는 게임프로그램이 격투게임일 경우, 창에 표시되는 화상을 도시한 도,

도 16은 도 7에 도시된 게임감시 이벤트 단위(段位)인정처리 도시한 흐름도,

도 17은 도 16에 도시된 처리에 의해 인정된 단위의 표시형태를 도시한 도,

도 18은 도 7에 도시된 게임연출이벤트를 도시한 흐름도,

도 19은 도 7에 도시된 게임감시 이벤트의 인식방해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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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가정용 또는 사업용 게임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조작자(이하, 플레이어라고 한다.)의 게임에 대한 흥미를 한층

증가시킬 수 있는 게임시스템 및 게임 디스플레이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게임장치는 가정용 게임기 보급에 따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또 게임장치의

또 하나의 형태인 업무용 게임기도, 자유롭게 게임기량의 상대적인 수준확인을 희망하거나, 최신 게임프렌드를 요구하는

게임 애호가에 의해 왕성하게 이용되고 있다.

게임장치는 일반적으로 조작자의 지시를 입력하는 버튼이나 조이스틱 등의 입력수단, 게임프로그램을 내장한 ROM등의

기록매체, 화상표시가능한 CRT등의 표시수단, 음성출력가능한 음성출력수단 및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입력수단에 입

력된 지시에 따라 화상과 음성을 생성하여 표시수단에 표시하고 음성출력수단으로 출력시키는 제어수단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같이 구성되는 게임장치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게임프로그램이고, 각 연령층의 초심자로부터 상급자까지 다양

한 플레이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종류의 게임프로그램(이하, 게임이라고도 한다.)이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

다.

이 게임으로 놀이하는 플레이어에 있어, 최종 게임결과, 즉 득점등으로 표시되는 성적이 높은 흥미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게임진행중에 플레이어에 가져다주는 흥분이나 상쾌감도 매우 즐거운 것이다. 게임의 플레이 진행중에 플레이어에 흥분이

나 상쾌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가령 게임상황의 극적 변화가 이에 해당되고, 그 구체적인 예로「퍼즐게임」이라 일컫는

게임을 아래에 설명한다.

퍼즐게임은 표시화면상의 소정영역상부에 순차로 표시되어 낙하하는 대상물을 플레이어가 좌우로 이동 혹은 회전시켜 하

부에 순차배치하고, 소정 조건하에서, 가령 동종의 대상물이 인접해서 병렬될 때, 그 병렬된 대상물의 표시화면이 순식간

에 소거되는 것으로, 소거한 대상물의 수 등을 경쟁하는 것이다. 이같은 종류의 게임은 비교적 간단한 규칙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간단한 조작으로 즐길 수 있으므로 볼때 그다지 화려함을 느끼지 않으나 장수하는 게임으로 여러 세대에 수용되고

있다. 또, 2개의 창을 화면에 열어 2명의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수 있는 대전형 퍼즐게임도 제안되어 있고, 이같은 게임에

있어서는 본래의 대상물이 소거되는 통상의 조건하에서 소거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대상물을 상대방 창내에 출현표시시켜

서, 더욱 대전적 요소를 넣는 것도 제안되고 있다.

이같은 퍼즐게임의 게임상황의 극적변화로는 수많은 대상물이 화면상에서 소거된 장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게임에 따라서

는 대상물이 단순히 그대로 소거되지 않고 풍선이 파열될 때와 같은 음성을 수반하여 화려하게 파열되고 소거되게 하는 것

이 있고, 이같은 게임의 경우 플레이어는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큰 상쾌감을 얻을 수 있고, 또 흥분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게임상황의 극적변화는 게임기 주변에 모인 관중마저 흥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일반적 게임에 있어서는 게임상황의 극적변화 등을 그 게임진행중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 뿐인 게임이 대부분이고, 이같은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의 플레이어 자신도 그 게임상황의 극적변화를 재확인하여 흥분

할 수도 없고, 또, 게임의 진행상황 및 플레이어의 조작방법도 충분히 파악하기 곤란한 관중은 더더욱 게임상황의 극적변

화에 따르는 본래의 흥분을 맛볼 수 없다. 또, 게임의 플레이어는 때로는 게임기 주위에 있는 관중의 흥분에 따라 자신도

더 흥분하는 일이 있으나, 이같은 상승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없다. 또, 종래기술로서, 진행중인 화상을 기억매체에 기록

해 두고, 진행중인 게임의 플레이 및 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기억매체의 화상을 재생화상으로서 화면에 표시하는 게

임도 알려져 있으나, 이같은 게임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이 게임은 재생화상을 표시할 때 진행중인

게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생화상 표시를 바라지 않는 플레이어에게는 게임에 대한 재미가 줄어드

는 문제점이 있다.

또, 종래의 게임에 있어서 게임성적은 플레이어로부터 입력된 지시 결과를 득점으로 평가하는 결과중시방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좋은성적을 얻기 위한 조작의 선택지(選擇肢)가 적고, 특히 게임 상급자에 있어서는 좋은성적을 거두기가 비교적

쉽고, 반대로 만족감을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 종래의 게임에 있어서 대전형식의 경우에는, 조작 대상이 되는 대상물의 움직임을 직접 방해하는 것을 화상중에 삽입,

예를들어, 퍼즐게임에서는 본래 대상물이 소거되는 통상 조건하에서 소거되지 않는 대상물을 표시영역내에 표시함으로써

상대 플레이를 방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받은 상대방은 그 방해전후의 게임 연속감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게임 본래의 맛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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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감안하여 게임전반에 있어서 게임진행중에 플레이어나 관중의 상쾌감과 흥분도를 한층 끌

어낼 수 있고, 또 게임 성적을 향상시키기위한 게임조작 선택지를 늘일 수 있고, 또, 그 게임 본래의 맛을 충분히 살릴 수 있

는 게임장치, 게임표시방법, 게임성적 평가방법 및 게임프로그램을 내장한 기억매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개시

제 1발명은 화상을 생성하는 화상생성수단 및 표시전 화상의 일시적 기억에 사용되는 소정의 기억영역에 상기 화상생성수

단에 의해 생성된 화상을 실시간 화상으로 묘화(描畵)하는 묘화제어수단을 구비한 게임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억영역에 묘

화된 화상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그 기억수단에 기억된 화상정보에 의해 화상재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수단을 구

비하고, 상기 묘화제어수단이 상기 결정수단에 의해 재생한다고 결정된 화상을 상기 기억영역에 상기 실시간 화상을 묘화

하면서 재생화상으로서 묘화하는 게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수단, 조작자의 조작에 따라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는 화상을 제어하는 화상제어수단, 상기 화

상을 상기 표시수단에 재생표시하기 위한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 소정조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수단및

그 판단수단이 상기 소정조건을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 상기 화상과 상기 기억수단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한 재생화상을

상기 표시수단에 동시에 표시하는 재생표시수단을 구비한 게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상기 묘화제어수단이, 상기 기억영역에 묘화되어 있는 실시간 화상에 창을 열고, 그 창위에 재생화상을 묘화하여도 된

다.

또, 상기 기억영역에 묘화된 화상을 표시가능한 표시화면을 각각 갖는 2개의 표시유니트와, 상기 2개의 표시유니트중 한

쪽 표시유니트에 상기 실시간 화상을 표시시키고, 다른쪽 표시유니트에 상기 재생화상을 표시하게 하여도 된다.

또, 상기 묘화제어수단이 재생화상을 상기 기억영역에 묘화할 때에 그 재생화상과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묘화하여도 된

다.

또, 상기 결정수단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시된 게임상황이 예정된 기준을 넘어 변화했을 때에 그 실시간 화상에 대응하는

화상을 재생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하여도 된다.

또, 상기 결정수단이 조작자의 지시에 의하여 재생하는 화상을 결정하게 하여도 된다.

또, 상기 기억영역에 묘화된 재생화상을 표시할 때에 맞추어 출력되는 음성을 생성 또는 기억하는 음성수단을 구비하여도

된다.

제 2발명은 조작자가 대전상대와 게임가능한 게임장치에 있어서, 화상을 생성하는 화상생성수단, 표시전 화상의 일시적

기억에 사용되는 소정의 기억영역에 상기 화상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화상을 묘화하는 묘화제어수단 및 상기 대전상대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결정수단이 상기 대전상대의 능력을 약화하기로 결

정할때, 상기 화상생성수단이 화상표시할때에 대전상대의 인식력을 둔화시키게 되는 화상을 생성하고 그 화상을 상기 묘

화제어수단이 상기 기억영역에 묘화하는 게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상기 화상생성수단이, 대전상대에 인식되는 화상 일부를 마스크하는 화상을 생성하여도 된다.

또, 상기 화상생성수단이 대전상대에 인식되는 배경색을 변경한 화상을 생성하여도 된다.

또, 상기 화상 생성수단이 대전상대에 인식되는 배경 모양을 변경한 화상을 생성하여도 된다.

또, 상기 화상 생성수단이 대전상대에 인식되는 배경 휘도를 변경한 화상을 생성하여도 된다.

또, 상기 조작자의 지시에 따라 상기 화상생성수단으로 생성된 화상을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묘화제어수단

이 대전상대에 인식되는 배경으로서 상기 기록수단에 기억된 화상을 상기 기억영역에 묘화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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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화상생성수단이 대전상대에 의해 조작되는 게임대상물을 변형시켜 화상을 생성하여도 된다.

또, 상기 화상생성수단이 대전상대에 의해 조작되는 게임대상물의 색을 변경한 화상을 생성하여도 된다.

또, 상기 묘화제어수단이 복수행, 복수열에 배열가능한 대상물을 상기 기억영역으로 열린 창에 묘화하고, 조작자의 지시에

의해 소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물이 인접하여 복수개 병렬될 때, 이들 병렬된 대상물을 상기 기억영역에서 소거하여도

된다.

제 3의 발명은, 가상공간의 상황에 대하여 대응하는 일련의 지시수순을 예상하는 예상수단, 조작자의 지시를 입력하는 입

력수단, 상기 예상수단에 예상된 일련의 지시수순, 조작자에 의해 상기 입력수단에 입력된 실제 지시수순을 비교하는 비교

수단, 및 그 비교수단의 비교결과에 따라 조작자의 조작을 평가하는 평가수단을 구비한 게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상기 예상수단이, 상기 입력수단에 입력된 게임중 조작자의 지시자체를 그 지시결과로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임상황

변화와는 별개로 평가할 수 있는 지시수순을 기억하여도 된다.

또, 상기 예상수단이, 상기 입력수단에 입력된 게임중의 조작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생긴 변화이외에 게임상황이 변화하지

않을 때, 그 지시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시수순을 기억하여도 된다.

또, 상기 예상수단이, 상기 입력수단에 입력된 게임중의 조작자의 연속된 제 1및 제 2지시 사이에서 제 1지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게임 상황의 최저 변화보다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제 1지시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시수순을 기억하여도 된다.

또, 상기 평가수단이 조작자의 습숙도(習熟度)를 나타내는 계급을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계급으로 표시하여도 된다.

또, 상기 평가수단이 복수의 평가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이들 평가 파라미터를 각 그래프 요소로 하는 레이더그래프에 의

해 표시하여도 된다.

제 4의 발명은, 화상을 생성하는 화상생성 단계, 표시전 화상의 일시적 기억에 사용되는 소정의 기억영역에 상기 화상생성

단계로 생성된 화상을 실시간 화상으로서 묘화하는 제 1묘화단계, 상기 기억영역에 묘화된 화상을 기억하는 기억단계, 그

기억단계에서 기억된 화상을 재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단계, 및 그 결정단계에서 재생한다고 결정된 화상을 상기 기

억영역에 상기 실시간 화상을 묘화하면서 재생화상으로서 묘화하는 제 2묘화단계를 포함하는 게임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또, 상기 재생화상의 표시와 함께 그 재생화상에 관련된 음성을 출력하는 음성출력 단계를 포함하여도 된다.

제 5발명은, 조작자가 대전상대와 게임가능한 게임방법에 있어서, 상기 대전상태의 능력을 약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

정단계, 및 그 결정단계에서 대전 상대 능력을 약화한다고 결정될 때 표시전 화상의 일시적 기억에 사용되는 소정의 기억

영역에 표시할때 대전상대의 인식력을 둔화시키는 화상을 묘화하는 묘화단계를 포함하는 게임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 6의 발명은, 조작자의 지시를 입력하는 입력단계, 예정된 일련의 지시수순을 기억하는 기억단계 및 그 기억수단에 기억

된 일련의 지수수순과 조작자에 의해 상기 입력수단에 입력된 실제의 지시수순과의 유사성에 따라 평가하는 평가단계를

포함하는 게임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상기 기억단계는, 상기 입력단계에서 입력된 게임중의 조작자의 지시자체를 그 지시결과로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임

상황 변화와는 별개로 평가할 수 있는 지시수순을 기억하여도 된다.

또, 상기 기억단계는, 상기 입력단계에 입력된 게임중의 조작자의 지시에 의해 직접 생긴 변화이외에 게임상황이 변화하지

않을 때, 그 지시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시수순을 기억하여도 된다.

또, 상기 기억단계는, 상기 입력 단계에 입력된 게임중 조작자의 연속된 제 1및 제 2지시 사이에서 제 1지시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게임상황의 최저변화 보다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제 1지시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시수순을 기억하여도 된다.

제 7발명은, 컴퓨터를 구비한 게임장치를 제어하는 게임프로그램을 기억한 기억매체에 있어서, 화상을 생성하는 화상생성

단계, 표시전 화상의 일시적 기억에 사용되는 소정의 기억영역에 상기 화상생성단계에서 생성된 화상을 실시간 화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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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화하는 제 1묘화단계, 상기 기억영역에 묘화된 화상을 기억하는 기억단계, 그 기억단계에서 기억된 화상을 재생할지 여

부를 결정하는 결정단계, 및 그 결정단계에서 재생한다고 결정된 화상을 상기 기억영역에 상기 실시간화상을 재생화상으

로서 묘화하는 제 2묘화단계를 상기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게임프로그램을 기억한 기억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상기 제 2묘화단계는 재생화상을 상기 기억영역에 묘화할 때 그 재생화상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묘화하여도 된다.

또, 상기 제 2묘화단계가 재생화상을 상기 기억영역에 묘화할 때에, 그 재생화상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묘화하여도 된

다.

또, 상기 제 2묘화단계에 있어서의 재생화상의 표시와 함께 그 재생화상에 관련된 음성을 출력시키는 음성출력단계를 컴

퓨터에 실행시켜도 된다.

제 8의 발명은, 컴퓨터를 구비하고, 조작자가 대전상대와 게임가능한 게임장치를 제어하는 게임프로그램을 기억한 기록매

체에 있어서, 상기 대전상대의 능력을 약화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단계 및, 그 결정단계에서 대전상대의 능력을 약화

시킨다고 결정되고 표시전 화상의 일시적 기억에 사용되는 소정의 기억영역에 표시할때 대전상대의 인식력을 둔화시키는

화상을 묘화하는 묘화단계를 상기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게임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제 9의 발명은, 컴퓨터를 구비한 게임장치를 제어하는 게임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조작자의 지시를 입력

하는 입력단계, 예정된 일련의 지시수순을 기억하는 기억단계 및 그 기억수단에 기억된 일련의 지시수순과 조작자에 의해

상기 입력수단에 입력된 실제의 지시수순의 유사성에 따라 평가하는 평가단계를 상기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게임프로그램

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상기 기억단계는, 상기 입력단계에 입력된 게임중의 조작자 지시자체를 지시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임상황의

변화와 별개로 평가할 수 있는 지시수순을 기억하여도 된다.

또, 상기 기억단계는, 상기 입력단계에 입력된 게임중의 조작자 지시에 의해 직접 생긴 변화이외에 게임상황이 변화하지

않을 때, 그 지시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시수순을 기억하여도 된다.

또, 상기 기억단계는, 상기 입력단계에 입력된 게임중 조작자의 연속된 제 1과 제 2지시 사이에서 제 1지시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게임상황의 최저변화보다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제 1지시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시수순을 기억하여도 된다.

제 10의 발명은, 복수행, 복수열로 배열가능한 대상물을 소정 기억영역에 묘화하고, 조작자의 지시에 의해 소정 조건을 만

족시키는 대상물이 세로 또는 경사로 인접하여 복수개 병렬할 때 상기 소정조건을 만족시키고 병렬한 대상물의 묘화를 소

거하는 게임장치, 또는 복수행, 복수열로 배열가능한 대상물을 소정기억영역에 묘화하고, 조작자의 지시에 의해 색이 같은

대상물이 인접하여 복수개 병렬했을 때 이 동일한 색의 병렬한 대상물 표시를 소거하는 게임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억영

역에 배열가능한 대상물 열수(列數)를 7이상으로 한 게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상기 기억영역에 배열가능한 대상물 열수를 홀수로 하여도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의한 게임장치에 대하여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게임장

치의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게임장치는 장치전체의 제어를 행하는 주제어부(10), 게임화면의 표시제어를 행하는 표시제어부(12) 및 효

과음 등을 생성하는 음성제어부(14)를 구비하고 있다.

주제어부(10)에는 SCU(System Control Unit;100), 메인 CPU(102), RAM(104), ROM(106) 및 서브CPU(108)를 구비하

고 있으며, 이것은 버스(110)에 의해 상호접속되어 있다.

SCU(100)에는 버스(112)를 통하여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된 게임ROM(16)이 접속되고, 버스(114)를 통하여 표시제어부

(12)와 음성제어부(14)가 접속되어 있다. SCU(100)는 버스(110,112,114)를 통하여 메인CPU(102), VDP(Video Display

Processor;120,130), DSP(Digital Signal Processor;140), CPU(142)간 상호데이터 출입력을 제어한다.

메인 CPU(102)는 내부에 DSP와 같은 연산기능을 구비하고, 게임 ROM(16)내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프로그램을 고속으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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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104)은 메인CPU(102)작업영역으로 사용된다. 게임프로그램이나 캐릭터(본 명세서에서 기술하는 대상물(후기되는

블록)을 포함)를 표기하는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ROM(106)은 초기처리용 초기프로그램 등 각종 게임의 공통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내장되어 있다.

서브CPU(108)에는 커넥터(18)를 통하여 조작패널(20)이 접속되어 있다. 조작패널(20)에는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조이스

틱이나 각종 버튼(도시되지 않음)이 설치되어 있다. 서브CPU(108)는 SMPC(System Manager & Peripheral Control)이

라 부르고, 메인CPU(102)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조작패널(20)로부터의 조작데이터를 수용하여 메인CPU(102)에 전달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메인CPU(102)는 서브CPU(108)에서 수신된 조작데이터에 따라 가령, 게임화면중의 캐릭터 회전변환이나 이동 등의 화상

제어를 행한다. 화상제어의 상세한 설명은 뒤에 설명된다.

표시제어부(12)에는 캐릭터나 배경의 묘화를 행하는 제 1VDP(120), 이 제 VDP(120)에 접속된 VRAM(122) 및 프레임버

퍼(124,126)와 스크롤 배경화면 묘화,표시우선순위에 따른 화상데이터와 스크롤화상 데이터와의 화상합성, 클리핑을 행

하는 제 2VDP(130), 이 제 2VDP(130)에 접속된 VRAM(132) 및 메모리(134)가 설치되어 있다. 제 1VDP(120)와 제

2VDP(130)는 버스(114)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다.

제 1VDP(120)는 시스템 레지스터(120a)를 내장하고 있다. 캐릭터를 나타내는 묘화데이터는 메인 CPU(102)를 통하여 제

1VDP(120)에 전송되고 VRAM(122)에 기록된다. VRAM(122)에 기록된 묘화데이터는 묘화용 프레임버퍼(124 또는

126)에 묘화된다. 묘화된 프레임버퍼(124 또는 126)의 데이터는 표시모드시에 제 2VDP(130)로 전송된다. 이와같이 2개

의 프레임버퍼(124,126)를 사용하여 묘화 및 표시를 프레임마다 바꾸게 되어 있다.

한편, 묘화를 제어하는 정보는 메인 CPU(102)에서 SCU(100)를 통하여 제 1VDP(120)의 시스템 레지스터(120a)에 설정

된다. 이 시스템 레지스터(120a)에 설정된 제어정보에 따라 제 1VDP(120)가 묘화 및 표시를 제어한다.

제 2VDP(130)는 레지스터(130a)와 컬러RAM(130b)을 내장하고 있다. 화상데이터는 메인CPU(102)에서 SCU(100)를

통하여 VRAM(132)과 컬러RAM(130b)으로 정의된다. 화상표시를 제어하는 정보도 메인 CPU(102)에서 SCU(100)를 통

하여 레지스터(130a)에 설정된다. VRAM(132)으로 정의된 데이터는 제 2VDP(130)의 레지스터(130a)에 설정되어 있는

제어정보에 따라 판독되고, 캐릭터에 대한 배경을 표시하는 스크롤 화면의 화상데이터가 된다. 각 스크롤화면의 화상데이

터와 제 1VDP(120)에서 전송된 캐릭터의 화상데이터는 레지스터(130a)에 설정된 제어정보 따라 표시우선순위가 결정되

고, 최종 표시화상 데이터에 합성된다. 제 2VDP(130)에 의해 표시화상 데이터에 의거하여 컬러RAM(130b)으로 정의되어

있는 컬러데이터가 판독되어 표시컬러데이터가 생성되고, 메모리(134)에 저장된다.

표시컬러데이터는 메모리(134)에 저장된 후, 엔코더(26)에 출력된다. 엔코더(26)는 화상데이터에 동기신호등을 부가하여

화상신호를 생성하고, 모니터(28)에 출력한다. 모니터(28)는 게임화면을 표시한다.

음성제어부(14)에는 PCM방식 또는 FM방식으로 음성합성을 행하는 DSP(140)와, 이 DSP(140)제어를 행하는 CPU(142)

가 설치되어 있다. DSP(140)에 의해 생성된 음성데이터는 D/A컨버터(22)에 의해 음성신호로 변환되어 스피커(24)에 출

력된다.

여기서 본 실시형태의 게임장치로 실행되는 게임상세를 퍼즐게임을 예로들어 아래에 설명한다.

이 게임은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로 7열ㅧ세로 12단의 블록을 표시가능한 창에 세로 3개조인 블록조를 순차 낙하시

켜 간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창에 표시되는 각 개개 요소를 블록이라 일컫고, 3개조가 뭉쳐서 낙하하는 블록 덩어리를

블록조라 한다. 블록은 수(數)종류이고 플레이어는 도 2b와 같이 이 세로 3개조 블록조를 불록의 병렬순서를 변경하여 도

2c와 같이 가로로 이동시켜서 도 3a와 같이 원하는 위치로 낙하시킨다.

이때, 플레이어가 원하면 블록조를 고속으로 낙하시킬 수 있다. 다음에, 블록조가 낙하하여 배치될 때, 동종의 블록이 세로

·가로·경사의 어느방향으로 3개 이상 병렬되면 도 3b와 같이 2개 이상 병렬된 블록이 창에서 소거된다. 소거되어 공란이

되는 곳에는 도 3c와 같이 그 열위에 있는 블록이 그대로 낙하한다. 블록이 소거되는 방법에 따라서 위로부터의 낙하에 따

른 블록의 재배치에 의해 새로이 블록이 연속 3개 이상 병렬하는 수가 있다. 도 4a와 같이 새로이 병렬된 블록도 다시 소거

된다. 소거되어 공란이 되는 곳에는 도 4b와 같이, 그 열위에 있는 블록이 그대로 낙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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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블록 재배치와 소거동작은 3개이상 병렬한 블록이 없어질때까지 반복된다. 본 실시예에서 블록이 소거되는 1회의 동

작을 아래 설명에서는「연쇄」라 한다. 이 블록이 사라지는 동작이 2회 계속하는 것을「2연쇄」, 3회 계속하는 것을「3연

쇄」라 한다. 최초부터 연쇄가 생기지 않았을 때, 또는 연쇄가 종료했을 때, 도 4c와 같이 다음 3개조의 블록이 표시되어

낙하한다. 이 밖에 특별블록이라 하는 특별한 블록이 있고, 이 특별블록은 접하는 바로 아래 블록과 동종의 블록을 창에서

모두 소거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기 창에 표시가능한 블록열수는 7이상이 적합하고, 또, 홀수가 더욱 적합하

다. 열수가 홀수인 경우는 블록조를 중앙의 열수에서 낙하시키면 된다.

본 실시형태의 게임장치는 동시에 2인의 플레이어에 의해 플레이 가능한 장치로서, 도 5와 같이, 각 플레이어의 게임플레

이의 화면으로서 상기의 창이 모니터(28)의 표시화면에 2개 열려 있다. 또, 플레이중 창에 표시되어 있는 화상이 본 발명에

기재된 실시간 화상에 해당된다.

다음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게임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6은 본 게임장치의 전체 제어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과 같이 게임장치는 전원이 투입되면(s1) 우선 하드웨어의

초기화를 행하고(s2), 이어서 시스템의 초기화를 행한다(s3). 시스템 초기화까지 에러가 없으면 타이틀 등의 표시가 행해

지고(s4), 다음에 게임 조작설명이 표시된다(s6). 이어서, 과거 플레이어가 행한 게임성적, 고득점자 랭킹표시를 행하고

(s8),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의 화면표시가 행해진다(s10). 일정시간 데몬스트레이션 표시를 행한 후, 타이틀 표시로 돌아

간다(s4). 이 동안(s4에서 s10사이)에 플레이어가 조작패널(20)을 통하여 게임스타트지시를 입력했을 때에는 게임루프

(s12)로 이행한다.

다음에, 도 6의 s12에 있어서의 게임루프처리에 대하여 도 7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게임루프중에는 게임오버가 되기까지

이하의 이벤트가 항상 감시되고 있다. 또, 도 7은 프레임버퍼(124,126)에 화상이 묘화되는 묘화기간(1/60초)에 맞추어 작

성된다.

게임루프로 이행하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화 처리가 행해지고(s20), 후기 게임플레이 이벤트(s21), 게임감시이

벤트(s22), 게임연출이벤트(s23)로 이행한다. 그후, 게임플레이 이벤트가 모두 종료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s24), 모두 종

료했으면 애드버타이즈루프(advertise loop)로 돌아가고(s25), 종료되지 않은 이벤트가 남아 있을 경우는 게임플레이 이

벤트(s21)로 돌아간다.

다음에, 도 7의 s21에 있어서의 게임플레이이벤트 처리에 대하여 도 8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게임플레이 이벤트란, 게임

루프중에 게임오버가 되기까지 항상 감시되고 있는 게임의 주처리이다. 또, 도 8도 묘화기간에 맞추어 작성된다.

게임루프에서 게임플레이 이벤트로 이행하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게임개시에 필요한 초기화가 행해지고(s31),

다음에, 게임에 필요한 사항선택이 행해진다(s32). 다음에, 게임오버인지 여부의 판단이 행해지고(s33), 게임오버이면 게

임오버 처리가 행해지고(s34), 게임플레이 이벤트가 종료한다(s35). 게임오버가 아니면 게임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파라

미타 설정이 행해지고(s36), 게임처리로 이행한다(s37). 게임처리후는 게임성적을 나타내는 랭킹계산이나 게임습숙도를

나타내는 계급계산 등의 결과 처리로 이행하고(s38), 이 결과 처리후 게임오버 판단처리(s33)로 돌아간다.

다음에, s37의 게임처리 흐름을 도 9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한다. 또, 도 9는 플레이어에 의해 게임플레이가 행해지는

동안의 전체 제어흐름을 표시하고 있다.

게임처리는 게임이 시작되면 각종 초기화가 행해지고, 레벨선택, 부수 이벤트가 진행된다(P1). 다음에, 게임오버인지 여부

를 판단하고(P2), 게임오버이면 게임오버처리를 행하고(P10), 게임을 종료한다. 게임오버가 아니면 파라미타가 설정되고

(P3), 창에 블록조가 표시된다(P4). 플레이어는 표시된 블록조에 따라 회전이나 이동지시를 하므로 플레이어의 지시를 접

수한다(P5). 이때 플레이어로 부터의 지시는 후기 리플레이 처리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기억해 둔다. 이어서, 플레이어의

입력지시에 의거하여 블록조의 회전이나 이동표시를 하고, 창의 블록이 있는 위치까지 낙하시키고(P6), 소거할 블록이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한다(P7). 소거할 블록이 없으면 게임오버판정(P2)으로 돌아가고, 소거할 블록이 있으면 블록을 소거한

다(P8). 이 블록소거란, 후기와 같이, 동종의 블록이 연속 병렬할 때에 그 병렬된 블록이 창에서 소거되는 것인데, 이 블록

이 소거될 때에 블록을 순간적으로 회전시키는 애니메이션을 넣거나, 이 때에 플레이어의 블록조 고속낙하 등의 지시에 따

라 이 애니메이션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블록조 고속낙하는 플레이어가 조작패널(20)에 설치된 조작레버나 조작버튼 혹

은 방향키로 블록조를 모니터화면상의 상하방향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작함으로써 행해진다. 블록소거 후, 소거된 블록

부분을 채우고(P9), 소거되는 블록이 있는지 여부판단(P7)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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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임루프중에 게임오버까지 항상 감시되고 있는 게임감시 이벤트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게임감시 이벤트는 3

개이고, 그 하나는 플레이 감시처리이다. 두번째는 단위(段位)인정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방해처리이다. 또, 이하 기

재되는 단위는 플레이어의 게임에 대한 습숙도를 나타내는 계급을 의미한다.

우선, 도 10에 도시된 리플레이 감시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도 10도 묘화기간에 맞추어 작성되고 있다.

게임루프에서 게임감시 이벤트로 이행하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초기화가 행해지고(s41), 다음에 감시중의 게

임플레이 이벤트가 게임오버인지 여부 판단이 행해지고(s42), 게임오버이면 게임감시 이벤트가 종료하고(s43), 게임오버

가 아니면 리플레이 처리중인지 여부를 판단한다(s44).

여기서 리플레이 감시중이면 게임오버의 판단처리(s42)로 돌아가고, 리플레이 처리중이 아니면 감시재개 직후인지 여부

의 판단(s45)으로 이행한다. 재개직후가 아니면 게임처리중의 정보습득처리(s48)로 이행하고, 재개직후이면 감시를 위한

파라미타를 재 초기화하고(s46), 게임정보습득(s47)을 하고 게임처리중의 정보습득처리(s48)로 이행한다.

s47에 있어서의 게임정보에는 이하와 같은 것이 있다. 창 한칸마다에 배치되고 블록의 색·상태, 위에서 낙하하는 블록조의

색·상태, 다음에 나오는 블록조의 색, 위에서 낙하하는 블록조 위치·블록 병렬 방법, 난이도, 레벨, 현재까지 소거된 블록수,

및 기타 게임에 필요한 플래그·카운터 등이다.

s48에 있어서의 게임처리중의 정보로는 상기예에 첨가하여 플레이어의 조작정보, 후기의 게임플레이 이벤트 상태, 1회 조

작으로 소거된 블록수·연쇄수 및 특별블록에 의해 소거플래그가 있다.

다음에, 플레이어의 조작이 리플레이에 해당하는 조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리플레이 조건과 비교되고(s49),

리플레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된다(s50).

리플레이에 해당한다고 판별될 경우에 리플레이를 위한 데이터가 최신 10초분에 대하여 소정기록매체에 보존되고(s51),

리플레이 조건이 성립된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를 세워(s52), 게임오버 판별처리(s42)에 돌아간다. 리플레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별될 경우는 리플레이 조건이 성립된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고(s53), 플래그가 있지 않

으면 게임오버 판별처리(s42)에 돌아가고 리플레이 조건이 성립된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있을 경우는 리플레이 개시조

건과의 비교가 행해진다(s54).

s49에 있어서의 리플레이 성립조건이란, 가령, 1회의 블록조 배치로 3연쇄 이상이 발생한 것, 특별블록을 조작한 것, 또는

1회의 블록조 배치로 소거한 블록수가 특정 레벨에 도달한 것 등이다. 또, 도 1에 도시된 게임장치의 게임 ROM(16)에 격

납된 게임프로그램이 다른 게임, 가령 격투게임, 카레이스게임, 야구게임 등인 경우에 리플레이 성립조건은 이하의 조건내

용으로 하여도 된다.

카레이스게임에 있어서는 차가 벽에 충돌한 것, 일정거리 이상 점프한 것등, 격투게임에 있어서는 지정하고 있던 기(技)를

보인 것, 넉아웃된 것, 기를 연속 보인 것 등, 야구게임에 있어서는 홈런을 친 것, 크로스플레이가 발생한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s51에 있어서의 리플레이를 위한 데이터는 상기 게임정보 및 게임처리중의 정보이다. s54에 있어서의 리플레이 개시조건

이란, 가령 리플레이 조건성립 플래그가 있을 것, 창의 블록수나 낙하블록 스피드 등을 생각하여 현재의 플레이어가「여유

있는 상태」에 있을 것, 즉, 플레이어가 게임이외의 다른 것에도 마음 돌릴 여유가 있을 것, 현재 낙하중인 블록조가 어디

에 두어도 소거되지 않을 것 등이다.

다음에, 리플레이 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s55)에 있어, 리플레이 하지 않을 때는 게임오버 판별처리(s42)에 돌아가고, 리

플레이 할때는 리플레이 개시 커맨드를 발행하여 리플레이 조건성립 플래그를 내려서(s56) 게임오버 판별처리(s42)에 돌

아간다.

상기 리플레이 감시처리에 의해 감시되는 리플레이 처리는 도 11에 도시되어 있다. 또, 도 11은 리플레이 개시에서 종료까

지의 전체 흐름을 표시하고 있다.

도 11에 있어서, 리플레이 처리는 리플레이를 위한 초기화 파라미타 세트의 단계(Q1), 블록을 초기상태로 배치하는 단계

(Q2), 도 9의 P3과 같은 단계(Q3), 도 9의 P5와 같은 단계(Q4), 도 9의 P7과 같은 단계(Q5), 도 9의 P8과 같은 단계(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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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의 P9와 같은 단계(Q7), 리플레이를 종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Q10), 리플레이 처리를 종료하는 단계(Q8) 및 게

임시작 등에 따른 이벤트클로즈단계(Q9)를 구비하고, Q2에서 Q8까지의 각 단계는 항상 개입 체크가 행해지고, 개입이 걸

리면 Q9로 진행한다. Q10에서 리플레이가 종료되면 Q8로 진행한다. 또, Q4에 있어서의 도 9의 P5와 동일한 처리는 상기

P5에 기억되고 있는 리플레이 정보에 의거하여 행해져서 리플레이할때 블록 이동 등이 제어된다.

이상의 흐름으로 알 수 있듯이, 도 11의 리플레이 처리는 도 9의 게임처리의 블록소거와 동일한 처리가 행해지는지 항상

개입 체크가 행해지고, 개입이 들어오는대로 곧 리플레이 처리를 중지하고, 상기 게임처리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구체적 예를 들어 상기 리플레이 처리를 설명한다. 도 12와 같이, 플레이어는 모니터(28)화면에 열린 창(W1)을 사

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한쪽 창(W2)은 게임에 사용되지 않고 그 창(W2)에는 플레이중인 휘도보다 어두운 휘도로 데몬

스트레이션이 표시되어 있게 한다. 우선, 도 12의 창(W1)과 같이 플레이어가 특별블록(도면에는「마」로 기재된 블록)에

의해 7연쇄를 발생시키면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창(W2)의 데몬스트레이션 표시가 중단되고, 창(W1)에 표시된 연쇄발

생전의 블록 배열이 도 13a와 같이 창(W2)에 표시된다. 다음에, 도 13b와 같이 데모스트레이션 표시될때 어두운 화면에서

게임중과 같은 휘도의 화면이 되고, 도 13c 및 도 14a에서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REPLAY"의 문자표시와 동시에 플레이

어가 행한 연쇄가 재현된다.

이때, 연쇄중에 연쇄수가 표시되고 누적되어 표시(도 14b)되면서 블록이 갈라지는 소리가 출력되고, 최후에 축복메시지

(EXCELLENT!, WONDERFUL!등)가 표시(도 14c)된다. 연쇄의 재현이 종료되면 도 14d와 같이 배경이 어둡게 되고 데몬

스테레이션의 화면표시로 돌아간다. 상기 설명에 있어서는 리플레이 화상이 창(W2)에 표시되는 동안에 블록이 갈라지는

소리를 출력한다고 기술하였으나 창(W1)에 표시될 때와 같은 음성을 그대로 출력하여도 되고, 특정음(블록 갈라지는 음)

의 볼륨을 올려서 강조하여 출력하여도 된다. 또, 리플레이 화상에 관련된 음성이면 타음성이라도 되고, 팡파레 등의 주목

시키는 음성을 출력하여도 된다.

또, 리플레이중에 더욱 큰 연쇄가 발생할 경우에는 리플레이중의 표시를 중단하고, 큰 연쇄의 리플레이를 우선하여 재현한

다. 또, 리플레이중에 새로운 리플레이에 해당하는 화상이 창(W1)에 표시될 때는 이 새로운 리플레이 대상 화상을 보존해

두고, 플레이어가 비교적 여유 있는(각 열의 블록수가 5단 이하, 블록조의 낙하 스피드가 일정이하 등)때에 표시하여도 된

다.

상기 리플레이중에 창(W2)의 표시화상에 부가되는 표시정보나 음성정보는 도 1에 도시된 게임 장치의 게임 ROM(16)에

격납된 게임프로그램이 타게임, 가령 격투게임인 경우에는 이하와 같은 태양도 생각할 수 있다. 즉,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플레이중의 화면에 문자나 그림, 음성 등으로 플레이어가 풀어낸 기(技)의 해설을 가하는 것이 생각된다. 또, 리플

레이를 한 화면보내어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역송하여 표시하거나 하여 시점 앵글을 바꾸어 표시하거나 또는 반복표시하

여도 된다.

상기 리플레이 화상은 모니터(28)화면에 서로 겹치지 않는 상태로 열린 두 화면의 한쪽에 표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플레이중인 화상에 창을 열어 그 창에 표시하여도 된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게임화면상에 배경의 광고 등의

게임과는 직접 관계 없는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으로서 창을 열어 이 화면을 표시하는 창에 리플레이 화상을 표시하면 된

다. 또, 도 1에는 한 모니터(28)밖에 도시하지 않았으나 두번째 플레이어용으로 또 하나의 모니터를 준비하여 그 2번째 모

니터에 리플레이 화상을 표시하여도 된다. 또, 2번째의 플레이어용이 아니고 리플레이 전용 모니터로서 2번째 모니터를

준비하여 여기에 리플레이 화상을 표시하여도 된다. 또한 도 1에 도시된 게임장치가 복수개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

어 서로 대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경우, 리플레이 화상을 비어 있는 게임장치의 모니터에 표시하여도 된다.

다음에, 도 16에 도시된 단위 인정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도 16도 묘화기간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다. 게임루프중에

항상 감시되고 있는 게임감시이벤트(단위인정처리)는 도 16과 같이 우선 초기화가 행해지고(s61), 다음에 감시중의 게임

플레이 이벤트가 게임오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s62). 게임오버이면 단위인정을 위한 파라미타 정산을 행하고(s63), 도

17과 같은 단위(계급)와 이들 인정근거가 되는 플레이어의 플레이 평가결과를 복수의 단위 인정파라미타에 의해 표시하는

레이더그래프 등의 표시를 행하여(s64), 게임감시이벤트가 종료된다(s65). s62에서 게임오버가 아니면 게임플레이이벤트

의 상황습득을 행하고(s66), 단위인정 파라미타재 계산조건과의 비교를 행한다(s67).

s67에 있어서의 단위인정 파라미타에 해당하는 것은 본 실시예에서 도 17과 같이 지혜·노력·용기·기량·운의 5가지 항목이

다. 지혜평가를 올리는 조작대상은 가령 1연쇄로 4개이상의 블록을 소거한 것, 한번의 블록 배치로 2연쇄 이상을 발생시킨

것, 전혀 소거하지 않는 배열로 블록이 들어갈 수 있는 빈공간(리치목(目))을 1개이상 만든 것등이 고려된다. 노력평가를

올리는 조작대상은 가령 더 많은 블록을 소거한 것 등이 고려된다. 용기 평가를 올리는 조작대상은 가령 블록조의 고속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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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것 등이 고려된다. 기량평가를 올리는 조작 대상은 가령 특별블록을 절단하는 것, 특별블록을 회전시키거나 좌우로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운의 평가를 올리는 조작대상은 가령 더 많은 연쇄를 발생시키는 것,

창에서 모든 블록을 지우는 것 등이 생각된다.

상기 지혜나 용기는 종래의 게임 결과만을 고려한 평가방법에 더하여 새로운 평가방법, 즉 플레이어의 지시 혹은 조작자체

를 평가하게한 것으로 고려된다. 본실시에는 게임중의 플레이어의 지시자체를 그 지시결과로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임상

황 변화와는 별개로 평가하고 있다고 여기며, 상기 고속낙하 조작이 이에 해당한다. 또, 게임중의 조작자의 지시에 의해 직

접 생긴 변화이외에 게임상황이 변화하지 않을때도 그 지시자체를 평가하고 있다고 고려되고, 상기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

는 빈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게임중 조작자의 연속된 제 1및 제 2지시 사이에 제 1지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게임상황의 최저변화보다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제 1지시자체를 평가하고 있다고 고려되고, 1회의 블록배치도 복수의 연

쇄를 발생시킨 것이 이에 해당한다.

s67에 있어서의 단위인정 파라미타 재계산 조건이란, 가령 플레이어가 게임오버가 되었을 때, 게임플레이 이벤트가 대기

중이 될 때, 창의 블록이 소거된 직후, 위에서 낙하하는 블록조가 창에 고착한 직후 등이다.

다음에, s68에서 단위인정 파라미타 재계산이 필요하지 않으면 게임오버판별처리(s62)에 돌아가고, 재계산이 필요하면

게임플레이 이벤트로부터의 정보가 습득된다(s69). 다음에 전회의 사고(思考)결과의 로드를 행하고(s70), 사고결과와 게

임상황이 비교된다(s71), 다음에, 단위인정 조건과의 비교를 행하고(s72),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s62로 돌아가고, 조

건에 해당될때는 단위인정 파라미타 재계산을 행하고(s73), 소거나 연쇄가 끝난 후의 블록배치와 다음에 낙하하는 블록의

정보를 기초로 현재의 게임상황을 사고하고, 다음의 이상적 착지지점을 예상한다(s74). 그리고 사고결과를 세이브(s75)한

후, S62로 돌아간다.

s70, s71, s74 및 s75에 있어서의 사고를 이하에 설명한다. 본 게임은 이 사고를 위하여 이하의 변수 습득이 있다. 즉, 블

록조의 병렬법 3가지와 놓는 열 7가지에서 3ㅧ7=21 패턴에 대하여, 각 상태가 될 경우의 소거 블록수, 연쇄수 및 유효한

놓는법의 지수(指數; 대기상태로 만든다, 같은 색을 모아 두었다, 연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든다 등), 각 열높이(특별블록의

숨은 기능등의 검증에 관계되는), 각 색의 블록개수, 전체개수(특별블록 놓는 법 등의 검증에 관계되는)등의 변수를 습득한

다. 사고란, 이들 변수를 근거로 상기 21패턴에 대하여 놓는 법으로서 적절한 순으로 정렬시키고, 즉, 이상적 착지위치에

있어서의 블록소거수 또는 연쇄를 만들 수 있는 수에 얼마만큼 가까운 수의 블록을 소거하는 또는 연쇄를 만드는 놓는 법

이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일이다.

여기서,「이상적 착지지점」이란, CPU의 사고 루틴(플레이어 혼자 대 CPU로 놀때의 CPU측 사고루틴)이 판단하는 이상

적 착지지점이다. 「이상적」이란, 낙하중의 블록을 회전(병렬방법 변경)·이동시켜 두는 것으로 가장 많은 블록을 소거할

수 있는 위치, 또는 가장 많은 연쇄를 만드는 위치를 뜻한다. CPU는 도 16, s74에 있어서 이미 쌓아 올려진 블록의 색과 다

음과 홀로 낙하하는 블록의 색(또는 그 이후에 떨어지는 낙하블록의 색까지 포함)과의 관계를 보고 상기 21패턴(또는 21ㅧ

21=441 패턴, 혹은 그 후의 전개도 포함)에서「이상적」임을 판단한다.

s72에 있어서의 단위인정 조건이란 가령, 소거한 블록총수가 어느 정해진 값을 넘을 때, 플레이어가 블록조를 가장 적절하

게 배치했을 때, 숨은기능을 사용했을 때, 플레이어가 블록조를 고속낙하시켰을 때를 각각 평가 혹은 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CPU의 사고루틴을 사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정한 상황판단에 의거하여 플레이어가 이룬 결과(조작)를

평가하므로, 플레이어 조작의 양부(善惡)를 게임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채점할 수 있다.

다음에, 도 7의 s23에 있어서의 게임연출이벤트에 대하여, 도 18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도 18도 묘화기간에 맞추어 작

성되어 있다.

게임루프중에 게임오버까지 항상 감시되고 있는 게임연출 이벤트는 도 18과 같이 우선 초기화를 행하고(s81), 다음에 감

시중의 게임플레이이벤트가 게임오버인지 여부의 판단을 행하고(s82), 게임오버이면 게임연출이벤트가 끝나고(s83), 게

임오버가 아니면 리플레이 처리중인지 여부를 판단한다(s84). 여기서, 리플레이 처리중이면 리플레이 처리를 계속하여

(s85) s82로 돌아가고, 리플레이 처리중이 아니면 리플레이 개시 커맨드가 발행됐는지 여부의 판단(s86)으로 이행한다.

리플레이 개시 커맨드가 발행되고 있으면 리플레이를 위한 데이터의 로드를 행하고(s87), s82로 돌아가고, 리플레이 개시

커맨드가 발행되지 않았으면 통상의 연출을 행하여(s88) s82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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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1에 도시된 게임장치를 2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조작하여 대전할 경우 상대 플레이어에 대한 방해처리에 대

하여 설명한다. 이 처리의 타이밍은 리플레이 처리의 경우와 거의 같게 생각할 수 있다. 즉, 게임감시 이벤트로서 상대방해

처리가 있다.

이하, 도 19를 참조하여 상대방해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도 19는 묘화기간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다.

게임루프중에 게임오버까지 항상 감시되고 있는 게임감시 이벤트는 도 19와 같이 우선,초기화를 행하고(s91), 다음에 감

시중의 게임플레이 이벤트가 게임오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s92), 게임오버이면 게임감시 이벤트가 끝나고(s98), 게임오

버가 아니면 상대가 게임중인지 여부를 판단한다(s93). 여기서, 상대가 게임중이 아니면 게임오버 판단처리(s92)로 돌아

가고 상대가 게임중이면 게임처리중의 정보습득처리(s94)로 이행한다. 다음에, 인식방해조건과 비교를 행하고(s95), 인식

방해조건을 만족못할 경우는 게임오버 판단처리(s92)로 돌아가고, 인식방해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상대화면에 인식력을

둔화시키는 화상을 표시하고(s97), 게임오버 판단처리(s92)에 돌아간다.

s95에 있어서의 인식방해조건이란, 가령 1회의 조작으로 4연쇄 이상이 발생한 것, 특별블록을 조작한 것, V자형으로 블록

을 소거한 것 등이 생각된다.

s97에 있어서의 인식력을 둔화시키는 것은 가령 대전상대의 창 일부를 마스크하는 것, 대전상대의 화상 배경색을 변경하

는 것, 대전상대의 화상배경 모양을 변경하는 것, 대전상대의 화상배경휘도를 변경하는 것, 자신의 창에 표시된 화상을 기

록해 두고 대전상대의 화상배경으로서 재생표시시키는 것, 대전상대의 화상조작 블록을 변형시키는 것, 대전상대의 화상

조작블록의 색을 변경하는 것 등이 생각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 실시예에 따르면 이하의 효과 (a)∼(y)를 얻을 수 있다.

(a) 재생한다고 결정된 화상을 실시간 화상으로 묘화하면서, 또는 동시에 재생화상으로 묘화하고 있으므로 묘화정보를 화

면에 실제로 표시함으로써 가령 게임중에 표시된 흥분도가 높은 장면이나 주목할만한 장면을 현재 진행중인 게임의 실시

간 화상표시와 병행하여 재생할 수 있으므로 게임을 중단시키지 않고 게임조작자만 아니라 게임장치 주변에 있는 관중도

흥분시키고 기분을 상쾌히 할 수 있고, 조작자를 더 한층 흥분 및 상쾌하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게임 본래의 내용이

상으로 조작자를 흥분, 상쾌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같은 기분을 갖다주는 화상을 본 관중도 실제로 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자 하는 기분을 갖게 하고 게임을 더 매력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b) 실시간 화상에 열린 창에 재생화상이 표시되므로, 조작자는 게임을 계속하면서, 그 재생화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c) 2개의 표시유니트 한쪽에 실시간화상, 다른쪽에 재생화상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가령 복수의 조작자에 의해 플레이되

고, 각 조작자에 별개의 표시장치가 할당되어 있는 게임장치는 이용되지 않은 표시장치에 재생화상을 표시할 수 있고, 비

어 있는 표시장치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d) 재생화상을 표시할 때는 재생화상에 관련된 정보가 부가되어 표시되므로 가령 재생화상중에 이용되고 있는 게임의 기

나 득점을 정보로서 표시할 수 있고, 그 재생화상에 표시된 내용을 조작자나 관중에게 명확히 전할 수 있다.

(e) 실시간 화상에 의해 표시된 게임상황이 예정된 기준을 넘어 변화할 때에 그 실시간 화상에 대응하는 화상이 재생되므

로 특히 조작자나 관중에게 흥분도와 상쾌감 강한 화상이나 주목할만한 화상만 선택하여 보일 수 있다.

(f) 조작자에 입력된 지시에 의거하여 재생하는 화상이 결정되므로 조작자가 의도한 화상, 가령 관중에게 보이고 싶은 화상

만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다.

(g) 재생화상 표시와 함께 그 재생화상에 관련된 음성을 출력할 수 있으므로 가령 재생화상이 실시간화상으로서 표시되고

있을 때에 출력되던 음성과 같은 음성을 재생화상 출력시에 출력시키고, 실시간 화상시의 음성보다 더욱 특정의 것만 강조

시켜 출력할 수 있고, 조작자나 관중을 더 한층 흥분시키고 상쾌하게 할 수 있다.

(h) 대전상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결정했을 때에 대전상대의 인식력을 둔화시키는 화상을 생성하여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므로 그 대전상대는 화상의 대상물을 인식하기 어렵게 되나, 대전상대는 방해받기 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여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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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속행할 수 있다. 이는 대전상대에 게임 계속감을 상실시키지 않고 그 대전상대를 방해하기 가능한 것을 뜻하고, 또 대전

상대도 인식력이 둔화될 뿐이므로 조작 방향에 따라서는 방해받지 않았을 때의 상태까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뜻한

다. 따라서, 그 게임 본래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다.

(i) 대전상대의 화상일부를 마스크함으로써 대전상대의 인식력이 둔화되므로 대전상대의 기억만에 의존하여 그 마스크된

화상을 추측시킬 수 있고, 대전상대의기억력에 의존한 손해를 줄 수 있다.

(j) 대전상대의 화상배경의 색을 변경함으로써 대전상대의 인식력이 둔화되므로 배경색 변화시에 대상물 판별능력에 의존

한 손해를 대전상대에 줄 수 있다.

(k) 대전상대의 화상배경 휘도를 변경함으로써 대전상대의 인식력이 둔화되므로 배경휘도 변화시에 대상물 판별능력에 의

존한 손해를 대전상대에 줄 수 있다.

(m) 기록수단에 기억된 화상을 대전상대의 화상배경으로 재생시킴으로써 대전상대의 인식력이 둔화되므로 대상물과 동일

한 대상물이 배경으로 표시될 때의 실제 대상물을 판별하는 능력에 의존한 손해를 대전상대에 줄 수 있다.

(n) 대전상대의 화상 조작대상물을 변형시킴으로써 대전상대의 인식력이 둔화되므로 대상물 변형시에 대상물 판별능력에

의존한 손해를 대전상대에 줄 수 있다.

(o) 대전상대의 화상 조작대상물의 색을 변경함으로써 대전상대의 인식력이 둔화되므로 대상물의 색 변화시에 대상물 판

별능력에 의존한 손해를 대전상대에 줄 수 있다.

(p) 게임장치를 대상물의 종별이나 배열을 순간에 인식할 필요가 있는 퍼즐게임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대전상대의 게임계

속감을 방해하지 않고 대전상대를 방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발명의 유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q) 가상공간의 상황에 대해 적응되는 예상된 일련의 지시수순에 따라 조작자에 의해 입력된 실제의 지시수순으로 평가되

므로, 가령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상정하여 상황판단할 수 있는 CPU의 사고방법을 사용하여 플레이어가 이룩한 결과를 평가

할 수 있으므로 플레이어의 조작양부를 게임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채점할 수 있다.

(r) 게임중의 조작자의 지시자체를 그 지시의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임상황 변화와는 별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가령 퍼즐게임에 있어서는 대상물 고속낙하의 조작이 평가대상이 되므로 종래에 없던 조작 평가가 가능하고, 조작자의 성

적향상을 위한 조작의 선택지를 늘일 수 있다.

(s) 게임중의 조작자의 지시에 의해 직접 생긴 변화이외에 게임상황이 변화하지 않을 때에 그 지시자체를 평가할 수 있으

므로 가령, 퍼즐게임은 블록이 들어갈 수이쓴 빈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래에 없던 조작 평가

가 가능하고, 조작자의 성적향상을 위한 조작의 선택지를 늘일 수 있다.

(t) 게임중 조작자의 연속된 제 1및 제 2지시 사이에, 제 1지시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게임상황의 최저 변화보다 큰 변화

가 있을 때에 그 제 1지시자체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가령, 퍼즐게임에 있어서는 복수의 연쇄를 발생시키는 대상물의 1회

의 배치조작이 평가대상이 되므로, 종래에 없던 조작 평가가 가능하고, 조작자 성적향상을 위한 조작의 선택지를 늘일 수

있다.

(u) 평가 결과가 조작자의 습숙도를 나타내는 계급으로 표시되므로 게임결과가 아니고 게임중의 조작방식을 등급지을 수

있다. 또,운에 의존하지 않는 게임 습숙도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v) 평가결과가 복수의 평가 파라미타 각각을 각 그라프 요소로 하는 레이더그래프로 표시되므로, 평가 파라미타에 의해

분류된 게임의 각 습숙도 밸런스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다.

(w) 조작자의 지시에 의해 소정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물이 세로 또는 경사로 인접하여 복수개 병렬할 때, 상기 소정 조건

을 만족시키고 병렬한 대상물의 표시를 소거하는 게임장치에 있어서, 표시영역에 배열가능한 대상물 열수가 7이상이므로

6열 이하의 종래의 게임과 비교하여 연쇄를 만들기 쉽고, 게임난이도를 내릴 수 있다. 또, 통상 다채로운 색이 부가되어 있

는 대상물 표시수가 증가하므로 보는 눈에 화려하고 게임의 주목도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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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작자의 지시에 의해 색이 같은 대상물이 인접하여 복수개 병렬할 때, 이들 병렬한 대상물 표시를 소거하는 게임장치

에 있어서, 표시영역에 배열가능한 대상물 열수가 7이상이므로 6열이하의 종래게임과 비교하여 연쇄를 만들기 쉽고, 게임

난이도를 내릴 수 있다. 또, 통상 다채로운 색이 부가되어 있는 대상물 표시수가 증가되므로 보는 눈이 화려하여 게임주목

도를 올릴 수 있다.

(y) 표시영역에 배열가능한 대상물 열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가령 대상물 출현 위치를 표시영역의 중앙에 설정할 수 있고,

조작자에 의한 대상물의 좌우이동조작을 균등하게 할 수 있다. 또, 대상물이 표시되는 열이 남아있지 않으면 게임오버가

되는 게임에 있어서는 한 가운데에서 대상물이 출현하면 조작자에 있어서는 주시할 열이 인식되기 쉽거나, 조작하기 쉽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비한 1개 이상의 디스플레이수단과, 입력컨트롤러 및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행장치를 포함하

는 게임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입력컨트롤러를 통해 입력된 정보에 응답하여, 게임의 진행을 상기 디스플레이 화면의 제 1 디스플레이 창에 실시간

이미지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컨트롤러와;

상기 실시간 이미지 중 소정의 장면을 리플레이 하기 위한 데이터를, 리플레이 이미지 관련 데이터로서 저장하기 위한 저

장수단;

상기 게임의 진행동안 리플레이를 획득하기 위한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게임의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수단; 및

상기 판단수단의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를 상기 디스플레이화면에 나타나는 제 2 디스플레이 창에 디스플

레이하기 위한 리플레이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는 상기 실시간 이미지와는 별도의 디스플레이용 창에디스플레이되며(not coextensive),

상기 실시간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와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창은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창의 일부와 중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시스

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창은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창과 중첩되지 않는 상기 디스플레이 화면의 영역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수단은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 관련 데이터와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대

응하도록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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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리플레이를 획득하기 위한 상기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기 게임상황은, 상기 실시간 이미지에 의해

나타내지는 게임에 관련된 소정의 레벨을 넘는 동작이 실행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리플레이를 획득하기 위한 상기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기 게임상황은, 소정의 지시가 상기 입력수

단을 통하여 입력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와 동기되어 출력되는 음향을 생성하기

위한 음향생성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는, 리플레이 속도, 방향 또는 시야각도(viewpoint angle)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하

여 상기 실시간 이미지의 상태와 상이한 상태로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장치.

청구항 9.

입력컨트롤러를 통한 입력정보에 대응하여 디스플레이수단의 디스플레이 화면의 제 1 디스플레이 창에 게임의 진행을 실

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실시간 이미지 중 소정의 장면을 리플레이하기 위한 데이터를 리플레이 이미지 관련 정보로서 저장하는 단계와;

게임의 진행동안 리플레이를 획득하기 위한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게임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를 상기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나는 제 2 디스플레이 창에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는 상기 실시간 이미지와는 별도의 디스플레이용 창에 디스플레이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실시간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와,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디스플

레이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창은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창의 일부와 중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디스

플레이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디스플레이 창은 상기 제 1 디스플레이 창과 중첩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디스플

레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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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단계는,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에 관련된 정보를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와 동시에 상기

리플레이 창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리플레이를 획득하기 위한 상기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기 게임상황은, 상기 실시간 이미지에 의해

나타내지는 게임에 관련된 소정의 레벨을 초과하는 동작이 실행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디스플레

이 방법.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리플레이를 획득하기 위한 상기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기 게임상황은, 소정의 지시가 상기 입력수

단을 통하여 입력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와 동기되는 음향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디스

플레이 방법.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는, 리플레이 속도, 방향 또는 시야각도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하여 상기 실시간 이미

지의 상태와 상이한 상태로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7.

1개 이상의 제1디스플레이 장치 및 제2디스플레이 장치와, 입력컨트롤러 및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행장치를 포함하

는 게임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입력컨트롤러를 통한 정보의 입력에 대응하여, 게임의 진행을 상기 제1디스플레이 장치에 실시간 이미지로 디스플레

이 하기 위한 컨트롤러와;

상기 실시간 이미지 중 소정의 장면을 리플레이 하기 위한 데이터를, 리플레이 이미지 관련 데이터로서 저장하기 위한 저

장수단;

상기 게임의 진행동안 리플레이를 획득하기 위한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게임의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수단; 및

상기 판단수단의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를 상기 제2디스플레이장치에 나타나는 리플레이 디스플레이 창

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리플레이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상기 실시간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와 상기 리플레이 디스플레이 창의 리플레이 이미지는 2개의 상이한 디스플레이 장

치에 동시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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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입력컨트롤러를 통한 입력정보에 대응하여 제1디스플레이장치에 게임의 진행을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실시간 이미지 중 소정의 장면을 리플레이하기 위한 데이터를 리플레이 이미지 관련 정보로서 저장하는 단계와;

게임의 진행동안 리플레이를 획득하기 위한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게임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리플레이 이미지를 제2디스플레이 장치에 나타나는 리플레이 디스플리이 창에 디스플레이하

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실시간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와, 상기 리플레이 디스플레이 창의 리플레이 이미지는 2개의 상이한 디스플레이 장

치에 동시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디스플레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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