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T 15/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8월09일

10-0610689

2006년08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5-0055261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5년06월24일 (43) 공개일자

(73) 특허권자 엔에이치엔(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분당벤처타운

(72) 발명자 황민재

서울 성북구 장위1동 231-287

이현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942

(74) 대리인 이경란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1246170 A

KR1020010108924 A

US20050030309 A1

KR1020000037114 A

KR1020020007892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이상헌

(54) 3차원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기록매체

요약

본 발명은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서버로부

터 동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a); 상기 수신된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할 플레이어를 호출하는 단계(b); 상기 플레이어

에 의해 캡쳐되는 동영상 이미지를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미리 설정된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드로잉하는 단계

(c); 상기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텍스쳐를 설정하는 단계(d)-상기 설정되는 텍스쳐

정보는 텍스쳐가 삽입될 3D 화면에서의 좌표 정보를 포함함-; 상기 텍스쳐 설정 정보에 상응하여 동영상 캡쳐 이미지에

해당되는 텍스쳐를 3D 화면에 렌더링하는 단계(e)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서버에서 특별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

지 않고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더라도 동영상을 3D 화면 내에 삽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 광고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3D 게임의 특정 영역에 삽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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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동영상, 게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기 위한 모듈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3차원 화면에 동영상 삽입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도시한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3D 엔진의 상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동영상 삽입 모듈의 상세한 모듈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에에 따른 텍스쳐 설정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에에 따른 텍스쳐 렌더링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7 및 도 8은 동영상 이미지가 3D 화면에 렌더링되는 일례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3D 화면에 동영상 삽입 방법 및 이를 위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3D 게임과 같은 3D로

구현되는 화면에 광고 등의 동영상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동영상 데이터로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종래에 있어서, 게임에서의 3D 그래픽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시도되었고 단지 와이어 프레

임 정도만을 이용하여 3D 형상을 구현하는 정도였으나, 근래에는 3D 엔진이 발전하고 프로세서의 처리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화려한 쉐이딩, 텍스쳐링 및 라이트닝이 가능해지고 많은 게임이 3D 그래픽으로 구현되고 있다. 또한, 게임뿐만 아니

라 3D 엔진의 발전으로 그래픽을 제공하는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들도 3차원 그래픽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3D 그래픽은 2차원 이미지에 질감 등을 부여함으로써 입체적인 그래픽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시야에 따

라 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현실 세계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이 급증하면서 게임 내에 광고 또는 기타의 유용한 정보를 삽입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광고 또는 기타 정보는 텍스트 또는 단순한 이미지 형태로 게임 내에서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동영상의 형

태로는 제공되지 않았다.

3D 그래픽은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 구현되어 있는 3D 오브젝트 외의 다른 이미지 오브젝트

들을 유연하게 삽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특히, 삽입하고자 하는 객체가 동영상일 경우, 서버에서 동영상이 3D 그래픽의 일부로 표현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동영상이 3D 그래픽에 삽입될 수는 없다.

그리고, 동영상 광고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실시간으로 표시될 필요가 있는 바, 종래의

3D 게임 및 기타의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광고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3D 그래픽 화면에 삽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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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고의 용도로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플래시와 같은 동영상으로 구현하려는 요구가 있기는 하나, 3D 그래픽

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동영상 삽입 역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버에서 특별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동

영상 파일을 전송하더라도 동영상을 3D 화면에 삽입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위한 기록 매체를 제안하고

자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 광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D 게임의 특정 영역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위한 기록 매체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3D 그래픽 화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동영상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위한 기록

매체를 제안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서버로부터 동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a);

상기 수신된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할 플레이어를 호출하는 단계(b); 상기 플레이어에 의해 캡쳐되는 동영상의 이미지를 미

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미리 설정된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드로잉하는 단계(c); 상기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

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텍스쳐를 설정하는 단계(d)-상기 설정되는 텍스쳐 정보는 텍스쳐가 삽입될 3D 화면에서

의 좌표 정보를 포함함-; 상기 텍스쳐 설정 정보에 상응하여 동영상 캡쳐 이미지에 해당되는 텍스쳐를 3D 화면에 렌더링

하는 단계(e)를 포함하는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동영상 데이터는 광고 데이터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삽입될 동영상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광고 데이

터는 미리 설정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서버로부터 전송될 수 있다.

상기 단계(c)는, 상기 동영상 플레이어에 특정 프레임의 캡쳐 이미지 드로잉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동영상 플레이어가

상기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요청된 캡쳐 이미지 데이터를 드로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단계(c)는, 상기 동영상 플레이어가 동영상을 재생할 경우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에 상응하는 프레임 이미지를 캡쳐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은 3D 화면이 갱신되는 시간 간격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단계(d)는, 텍스쳐 좌표를 설정하는 단계; 3D 화면에 삽입될 텍스쳐를 로드하는 단계; 텍스쳐 스테이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 정점 버퍼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점 버퍼를 채우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텍스쳐는 동영상의 특정 프레임 이미지가 드로잉되는 메모리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로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동영상이 플래시 타입의 동영상일 경우, 본 발명은, 상기 렌더링된 동영상의 특정 영역에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할 경

우,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한 좌표 정보를 동영상 플레이어에서의 동영상 좌표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으

며, 상기 동영상 플레이어는 상기 동영상 좌표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좌표에 사용자 이벤트 발생 시의 미리 설정된 프로세

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전자 정보 처리 장치 장치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서버로부터 동영상이 전송될 경

우, 동영상 플레이어를 호출하여 전송된 동영상의 재생을 요청하는 단계(a); 상기 플레이어와의 통신을 통해 특정 프레임

의 동영상의 캡쳐 이미지를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미리 설정된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드로잉하는 단계(b); 상

기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텍스쳐를 설정하는 단계(c)-상기 설정되는 텍스쳐 정보는

텍스쳐가 삽입될 3D 화면에서의 좌표 정보를 포함함-;를 포함하되, 상기 3D 엔진이 상기 텍스쳐 설정 정보에 상응하여 동

영상 캡쳐 이미지에 해당하는 텍스쳐를 3D 화면의 미리 설정된 화면에 렌더링하도록 좌표 변환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렌더

링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d)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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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3차원 화면에 동영상 삽입 방법 및 이를 위한 기록 매체의 바람직한 실

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기 위한 모듈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동영상 삽입을 위한 모듈 구성은 동영상 플레이어(100), 동영상 드로잉 메모

리(102), 동영상 삽입 모듈(104), 3D 엔진(106) 및 3D 월드(108)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3D 게임과 같은 3D 화면의 미리 설정된 영역에 동영상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구현하

기 위한 도 1에 도시된 각각의 모듈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될 수도 있고, 카드 또는 칩과 같이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도 1의 모듈은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에서, 3D 화면에 삽입되는 동영상은 AVI, MEPG, ASF 등과 같은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은 물론 SWF

형태의 플래시 동영상 파일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술한 동영상 타입뿐만 아니라 문서 파일을 통해 발생하는 애니메이션을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워

포인트 문서는 문서 내에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서에서의 애니메이션을 문서 편집 어플리

케이션과의 통신을 통해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에서, 동영상 플레이어(100)는 서버(미도시)로부터 제공되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을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서버는 3D 화면에 삽입될 동영상 데이터를 사용자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며, 동영상 플레이어(100)는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다. 서버는 미리 설정된 이벤트 발생 시 실시간으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3D 화면에 삽입되도록

하거나, 미리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파일을 이벤트 발생 시 동영상 플레이어가 재생하여

3D 화면에 삽입되도록 동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영상 플레이어(100)는 상술한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을 재생하며, 필요에 따라 복수개가 구비될 수 있을 것이다. AVI,

MPEG 등의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SWF 타

입의 플래시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매크로미디어사의 플래시 플레이어가 이용될 수 있다.

동영상 플레이어(100)는 재생된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의 미리 설정된 메모리 영역에 재생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

르면, 동영상 플레이어가 캡쳐하는 동영상의 특정 프레임 이미지는 동영상 드로잉(drawing) 메모리에 드로잉된다. 이와

달리, 동영상 플레이어는 프레임 캡쳐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동영상 삽입 모듈(104)이 재생되는 동영상을 특정 프레임을

캡쳐하여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102)에 드로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드로잉은 동영상 플레이어가 드로잉 함수를

이용하여 프레임 이미지를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에 드로잉을 하는 동작 및 프레임 캡쳐 이미지를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에

저장하는 동작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102)는 메모리 DC

(Device Context)일 수 있다.

동영상 삽입 모듈(104)은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동영상 플레이어(100)의 재생 동작을 제어하며 재생

된 데이터가 3D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도록 3D 월드(108)에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동영상 삽입 모듈(104)은 3D 게임 또는 다른 3D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모듈일 수도 있으며, 3D 게임

또는 다른 3D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에 동영상 데이터 삽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일 수도 있

다.

동영상 삽입 모듈(104)에 의해 삽입되는 동영상 데이터는, 일례로, 동영상 광고일 수 있다. 정지 화상 광고가 아닌 동영상

광고가 3D 게임의 전광판 등과 같이 미리 설정된 영역에 삽입되어 재생됨으로써 게임 내에서의 광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동영상 삽입 모듈에 의해 삽입되는 동영상 데이터는 3D 게임 등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삽입될 수 있

다. 3D 게임 등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이콘 등의 2D 그래픽으로 표현되나, 본 발명에 의하면, 플래시 등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 삽입함으로써 보다 동적이고 화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수 있다. 특히, 플래

시 동영상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활용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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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삽입 모듈(104)은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102)에 드로잉되는 특정 프레임의 동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쳐

(Texture) 형태로 3D 월드(108)에 제공하여 동영상 플레이어에 의해 재생되는 동영상이 3차원 화면의 특정 영역에 삽입

될 수 있도록 한다. 동영상 삽입 모듈(104)이 동영상에 대한 텍스쳐를 설정하여 3D 월드에 삽입하는 과정은 별도의 도면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텍스쳐는 3D 화면의 지오메트리상에 매핑되는 2차원 이미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영상 데이터를 이차원 이미지화하

기 위해 동영상 플레이어가 캡쳐된 프레임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재생되는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 삽입 모듈(104)이 캡쳐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동영상 삽입 모듈(104)이 동영상에 대한 텍스쳐를 제공하는 시기는 3D 월드 데이터

가 갱신되는 시기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3D 월드(108)가 1초에 30번 갱신되는 경우, 동영상에 대한 텍스

쳐 데이터도 1초에 30번 제공되어 3D 월드(108)가 갱신될 때마다 동영상에 상응하는 텍스쳐가 3D 월드(108)에 반영되도

록 한다.

3D 엔진(106)은 3D 게임과 같은 3D 그래픽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관리하며,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돕는 엔진을 의미한다.

3D 게임의 경우, 3D 엔진은 게임 엔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D 엔진은 어플리케이션과의 통신을 통해 3D 그래픽의

렌더링 및 3D 환경에 따른 오브젝트의 물리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도록 제어한다.

도 1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효율적인 3D 그래픽 구현을 위해 3D 그래픽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인 다

이렉트엑스(DirectX) 또는 오픈 지엘(openGL) 등이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3D 월드(108)는 3D 엔진 및 3D 엔진과 관련된 3D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구현되는 3D 화면이 디스플레이되는 메모리 영역

을 의미한다. 3D 월드(108)는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갱신되며, 3D 엔진(106)은 3D 월드에 구현된 3차원 그래픽을

사용자의 디스플레이장치에 렌더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3D 월드에 미리 설정된 영역에는 텍스쳐로 변환된 동영상이

삽입된다.

일반적으로 3D 월드(108)에는 전체적인 3D 화면이 모두 구현되며, 3D 엔진은 구현된 3D 월드 화면 중 사용자의 시야와

관련된 화면만을 사용자 디스플레이 장치에 디스플레이한다.

상술한 모듈 구성에 의해, 서버에서 특별한 처리 작업이 없이 동영상 광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것만으로 동영

상 광고가 실시간으로 3D 게임의 특정 영역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또한, 보다 동적이고 현실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플래시 등에 의해 구현될 수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은 별도의 패치 작업 등이 없어도 용이하게 교체될 수 있

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3차원 화면에 동영상 삽입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우선 서버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수신하는 과정이 수행된다(단계 200). 동영상 데이터가 광고일 경우, 서

버는 미리 설정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다양한 광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동영상 파일 수신 정보는 도 1의 동영상 삽입 모듈(104)에 제공되며, 동영상 삽입 모듈(104)은 수신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을 동영상 플레이어(100)에 요청한다(단계 202). 동영상 삽입 모듈(104)은 동영상 파일의 타입을 판단하여 해당 동영

상 플레이어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예를 들어, SWF 타입일 경우 매크로미디어사의 플래시 플레이어에 재생

요청).

동영상 삽입 모듈(104)은 동영상 재생 요청 시 동영상을 재생할 메모리 영역 정보를 동영상 플레이어(100)에 제공하며, 동

영상 플레이어는 미리 설정된 메모리 영역에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다.

동영상이 재생된 후,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동영상의 프레임 이미지를 캡쳐하는 과정이 수행된다(단계 204). 전술한

바와 같이, 동영상 플레이어가 프레임에 대한 캡쳐 데이터를 드로잉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동영상 삽입 모듈이 재

생되는 동영상 데이터를 캡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플래시 플레이어의 경우, 재생되는 동영상의 특정 프레임 이미지

를 draw() 함수 등을 이용하여 메모리 영역에 드로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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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3D 월드 내에서 캡쳐된 이미지 데이터들이 동영상과 같이 재생되도록 3D 월드의 갱신 시간에 맞추어

동영상의 이미지를 캡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영상 삽입 모듈(104)은 캡쳐된 이미지에 대해 텍스쳐를 설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단계 206). 동영상 삽입 모듈(104)은

텍스쳐의 좌표를 갖는 정점을 설정하고 텍스쳐에 대한 스테이지 설정과 같은 텍스쳐 설정 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동

영상 삽입 모듈(104)은 3D 화면의 방에 구비된 TV에서 동영상이 재생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TV를 지오메트리로 하여

텍스쳐가 입혀질 좌표 및 텍스쳐의 색상 등을 설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동영상 캡쳐 이미지에 상응하는 텍스쳐의 설정이 완료되면, 텍스쳐를 미리 설정된 지오메트리에 렌더링하는 절차가 진행

된다(단계 208). 상술한 텍스쳐 설정 절차에서 설정된 정보에 따라 지오메트리에 텍스쳐가 렌더링되며, 렌더링 시 텍스쳐

좌표 인텍스(TCI: Texture Coordinate Index) 좌표를 텍스쳐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동영상 캡쳐 이미지는

지오메트리의 형태에 상응하여 렌더링 되며, 예를 들어, TV와 같은 평면일 경우 평면의 이미지로 렌더링되나, 경기장의 휘

어진 트랙이 지오메트리일 경우 트랙과 같이 휘어진 형태로 렌더링될 것이다.

도 7 및 도 8은 동영상 이미지가 3D 화면에 렌더링되는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영상은 TV 또는 트랙과 같이 3D 화면의 특정 영역에 삽입되며, 삽입되는 지오메트리

의 형태에 상응하여 평면 또는 곡면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3D 엔진은 3D 월드에 구현된 3D 그래픽 중 사용자의 시야와 관련된 영역의 그래픽을 사용자 디스플레이 장치에 디스플레

이하며, 사용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삽입된 동영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단계 210).

도 2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영상 데이터가 플래시 데이터일 경우 디스플레이되는 동영상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플래시 동영상은 액션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마우스 이벤트와 같은 특정 사용자 이벤트에 응답하여 미

리 설정된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이와 같은 플래시 동영상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3D 게임과 같은

3D 화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3D 엔진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구동 엔진은 3D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플래시 동영상의 특정 영역에 마우스

이벤트와 같은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영역의 좌표를 플래시 플레이어에서의 좌표로 변화하고 변환된 좌표 정

보를 플래시 플레이어에 제공한다.

플래시 플레이어는 수신한 좌표에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의 미리 설정된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수행되는 프로세스

에 의해 달라지는 플래시 동영상은 도 2와 같은 절차에 의해 3D 화면에 디스플레이된다.

따라서, 플래시 동영상은 특히 동영상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삽입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3D 엔진의 상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사용되는 3D 엔진은 물리 엔진(300), 인공 지능 엔진(302), 네트워크 엔진(304) 및 렌더링 엔

진(306)을 포함할 수 있다.

물리 엔진(300)은 3D 화면에 구현되는 오브젝트(Object)들의 충돌 감지, 특수 효과 등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엔진이다.

예를 들어, 벽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공이 벽에 맞았을 때 탄성력에 의해 튕기는 현상 등은 물리 엔

진에 의해 구현되며,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둘렀을 때의 특수 효과 등도 물리 엔진에 의해 구현된다. 물리 엔진은 물리학에

기초하여 제작되며,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법칙은 뉴턴의 역학 법칙이다. 3D 게임 등에서 플레이어가 이동할 때에 디

스플레이되는 사실적인 움직임은 물리 엔진에 의해 가능해진다.

인공 지능 엔진(302)은 캐릭터 또는 기타의 오브젝트가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다. 인공 지능 엔진의 구현을 위해서는 DT(Decison Tree) 기술, FuSM(Fuzzy State Machine) 기술, FSM

(Finite State Machine) 기술, 스크립트 랭귀지 또는 규칙 기반 시스템 등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브젝트가 자동적으

로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하는 동작 또는 게임 내 NPC(Non-Player Character)의 규칙적인 동작 등은 인공 지능 엔진

(302)에 의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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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엔진(304)은 온라인 3D 게임의 경우 주로 이용되며,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내에서 3D 화면이 구

현되는 경우에는 구비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네트워크 엔진(304)은 온라인 3D 게임에서 많은 수의 동시 접속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동시 접속자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P2P(Peer to Peer),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하

이브리드 시스템 또는 대용량 분산 서버 시스템 등이 사용된다.

렌더링 엔진(306)은 3차원으로 구성된 오브젝트에 대한 기하학적인 정보를 2차원의 스크린 상의 이미지로 변환하여 사용

자 디스플레이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한다. 본 발명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특정 지오메트리에 삽입한 후 디스플레

이하는 기능은 렌더링 엔진(306)에 의해 수행된다. 3D 화면의 데이터는 오브젝트의 정점 좌표, 텍스쳐 정점 좌표, 디퓨즈

값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렌더링 엔진(306)은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화면에 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렌더링 엔진(306)은 독립적으로 렌더링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렉트엑스(DirectX), 오픈 지

엘(openGL) 등과 같은 3D 그래픽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와 연동하여 렌더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3D 그래

픽 API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빠른 3차원 화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동영상 삽입 모듈의 상세한 모듈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동영상 삽입 모듈(400)은 플레이어 호출 모듈(400), DC(Device Context)

정보 전달 모듈(402), 이미지 로딩 모듈(404), 텍스쳐 설정 모듈(406) 및 이미지 좌표 변환 모듈(408)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는 특정 프레임의 이미지를 동영상 플레이어가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에 드로잉하는 경우의 동영상 삽입 모듈의 구성

을 도시한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영상 삽입 모듈이 재생되는 동영상에 대한 캡쳐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도 4에 도시된 모듈 외에 동영상 캡쳐 모듈이 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도 4에서, 플레이어 호출 모듈(400)은 동영상 파일이 서버로부터 수신될 경우 수신된 파일을 재생할 플레이어를 호출하는

기능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영상 파일의 타입을 판단하여 타입에 상응하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호출하고, 재생할 동

영상 파일 정보를 전달한다.

DC(Device Context) 정보 전달 모듈(402)은 호출된 동영상 플레이어에 동영상의 특정 프레임의 이미지 데이터를 드로잉

할 메모리 영역 정보 및 이미지 드로잉을 위해 필요한 함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DC 정보 전달 모듈(402)은 3D 그래픽 API와의 통신을 통해 DC 정보의 생성을 요청하고 생성된 DC 정보를 동영상 플레

이어에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버로부터 수신된 동영상이 플래시 타입일 경우, DC 정보 전달 모듈(402)은 3D 그래픽 API

에 DC 정보의 생성을 요청한 후, 플래시 플레이어에 메모리 영역, 함수, 이미지를 드로잉할 프레임 정보 등을 제공하여 플

래시 플레이어가 동영상 중 특정 프레임의 이미지를 미리 설정된 메모리 영역에 드로잉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특정 프레

임 이미지의 일부 영역만을 드로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때 드로잉되는 이미지 파일의 타입은 비트맵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지 로딩 모듈(404)은 상기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에 드로잉된 이미지를 3D 화면에 삽입하도록 로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이미지 로딩 작업은 후술할 텍스트 설정 모듈(406)이 수행할 수도 있으며, 텍스쳐 설정과는 별도로 이미지 로딩

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3D 월드의 갱신 시간에 맞추어 동영상의 이미지가 로딩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텍스쳐 설정 모듈(406)은 로딩된 이미지가 3D 화면의 특정 영역에 삽입되도록 텍스쳐 설정을 수행한다. 텍스쳐 설정 모듈

(406)은 텍스쳐가 입혀질 지오메트리 및 텍스쳐의 좌표 등을 설정하여 설정 정보에 따라 텍스쳐 렌더링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보다 상세한 텍스쳐 설정 절차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미지 좌표 변환 모듈(408)은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에 드로잉된 이미지 좌표에 대해 변환이 필요한 경우 이미지 변환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동영상 이미지는 텍스쳐로 활용되는데, 텍스쳐 좌표계는 0.0 내지 1.0 사이의 실수값을 가지며, 특

정 타입의 이미지 파일은 이와 같은 변수로 좌표계가 구현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미지 좌표 변환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의 이미지 좌표 변환은 공지된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에에 따른 텍스쳐 설정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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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우선 텍스쳐의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과정이 수행된다(단계 500). 텍스쳐 인터페이스 설정 과정은 텍스

쳐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으로서 3D 그래픽 API로 다이렉트엑스가 사용될 경우 C++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LPDIRECT3DTEXTURE9 texture = NULL

텍스쳐 인터페이스가 설정된 후에는 텍스쳐의 좌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수행된다(단계 502). 이때 설정되는 좌표는 텍스쳐

가 삽입될 영역의 3차원 좌표 및 텍스쳐 자체의 2차원 좌표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좌표는 C++ 언어의 구조체 형식

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struct CUSTOMVERTEX

{

D3DXVECTOR3 position;

D3DCPLPR color;

FLOAT tu, tv;

}

좌표가 설정된 후, 텍스트가 입혀질 지오메트리를 초기화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단계 504).

지오메트리 초기화 후 지오메트리에 입혀질 실질적인 텍스쳐를 로드한다(단계 506). 텍스쳐는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방

식 등을 통해 로드될 수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이미지가 드로잉되는 메모리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텍스쳐를 로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텍스쳐 로드에는 일반적인 D3DXCreateTexture 함수 등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텍스쳐가 로드된 후 텍스쳐 스테이지를 설정하는 과정이 수행된다(단계 508). 텍스쳐 스테이지에서는 텍스쳐 색상의 밝

기, 주변 배경과의 밝기 조절 정보 등을 설정한다. 스테이지 설정 시 주변 배경과 동영상 텍스쳐의 색상을 조합하는 모듈레

이트(Modulate) 기능이 이용될 수 있다.

스테이지 설정 후, 텍스트가 입혀질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점 버퍼를 생성한다(단계 510). 정점 버퍼는

CreateVertexBuffer 함수 등을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생성된 정점 버퍼에는 텍스쳐의 2차원 u,v 좌표값이 채

워진다(단계 512).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에에 따른 텍스쳐 렌더링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2차원의 텍스쳐를 렌더링하기 위해 후면 버퍼와 Z 버퍼를 클리어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단계 600).

후면 버퍼와 Z 버퍼가 클리어되면, 텍스쳐 변환에 사용될 매트릭스를 설정한다(단계 602). 텍스쳐 변환에 사용되는 매트릭

스에는 월드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 및 뷰(view) 매트릭스 등이 있다.

변환에 사용될 매트릭스가 설정된 후, 스테이지 설정 정보에 따라 모듈레이트 연산을 통해 색상을 조합하는 과정이 수행된

다(단계 604). 일반적으로 텍스쳐에 대해 지정된 색상과 정점에 대해 지정된 색상에 대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단계 602에서 설정된 매트릭스를 텍스쳐 좌표 인덱스(TCI) 전달 인자로 사용해서 3차원의 TCI 좌표를 u, v 텍스쳐

좌표로 변환한다(단계 606). 좌표가 변환되면, 정점 버퍼의 내용을 드로잉하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렌더링 작업이 완료

된다(단계 608).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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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3차원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기록 매체에 따르면, 서버

에서 특별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더라도 동영상을 3D 화면 내에 삽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 광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D 게임의 특정 영역에 삽입할 수 있으며, 사용

자 인터페이스도 동영상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로부터 동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a);

상기 수신된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할 플레이어를 호출하는 단계(b);

상기 플레이어에 의해 캡쳐되는 동영상의 이미지를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미리 설정된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드로잉하는 단계(c);

상기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텍스쳐를 설정하는 단계(d)-상기 설정되는 텍스쳐 정보

는 텍스쳐가 삽입될 3D 화면에서의 좌표 정보를 포함함-;

상기 텍스쳐 설정 정보에 상응하여 동영상 캡쳐 이미지에 해당되는 텍스쳐를 3D 화면에 렌더링하는 단계(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영상 데이터는 광고 데이터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삽입될 동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데이터는 미리 설정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c)는,

상기 동영상 플레이어에 특정 프레임의 캡쳐 이미지 드로잉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동영상 플레이어가 상기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요청된 캡쳐 이미지 데이터를 드로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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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c)는,

상기 동영상 플레이어가 동영상을 재생할 경우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에 상응하는 프레임 이미지를 캡쳐하는 것임을 특징

으로 하는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은 3D 화면이 갱신되는 시간 간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d)는,

텍스쳐 좌표를 설정하는 단계;

3D 화면에 삽입될 텍스쳐를 로드하는 단계;

텍스쳐 스테이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

정점 버퍼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점 버퍼를 채우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

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쳐는 동영상의 특정 프레임 이미지가 드로잉되는 메모리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로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영상이 플래시 타입의 동영상일 경우,

상기 렌더링된 동영상의 특정 영역에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한 좌표 정보를 동영상 플레이어

에서의 동영상 좌표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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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영상 플레이어는 상기 동영상 좌표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좌표에 사용자 이벤트 발생 시의 미리 설정된 프로세스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청구항 10.

3D 화면에 동영상을 삽입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전자 정보 처리 장치 장치에 의

해 판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서버로부터 동영상이 전송될 경우, 동영상 플레이어를 호출하여 전송된 동영상의 재생을 요청하는 단계(a);

상기 플레이어와의 통신을 통해 특정 프레임의 동영상의 캡쳐 이미지를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미리 설정된 동영상 드

로잉 메모리 영역에 드로잉하는 단계(b);

상기 동영상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텍스쳐를 설정하는 단계(c)-상기 설정되는 텍스쳐 정보

는 텍스쳐가 삽입될 3D 화면에서의 좌표 정보를 포함함-;를 포함하되,

상기 3D 엔진이 상기 텍스쳐 설정 정보에 상응하여 동영상 캡쳐 이미지에 해당하는 텍스쳐를 3D 화면의 미리 설정된 화면

에 렌더링하도록 좌표 변환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렌더링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d)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

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동영상 데이터는 광고 데이터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삽입될 동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데이터는 미리

설정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특정 프레임의 동영상 캡쳐 이미지 드로잉을 상기 동영상 플레이어에 요청하

며,

상기 동영상 플레이어는 미리 설정된 동영상 이미지 드로잉 메모리 영역에 상기 요청된 캡쳐 이미지를 드로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c)에서 텍스쳐 설정 시 동영상의 특정 프레임 이미지가 드로잉되는 메모리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텍스쳐를 로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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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텍스쳐 설정 정보 및 렌더링 설정 정보에 따라 동영상 캡쳐 이미지에 해당되는 텍스쳐를 3D 화면에 렌더링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동영상이 플래시 타입의 동영상일 경우,

상기 렌더링된 동영상의 특정 영역에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한 좌표 정보를 동영상 플레이어

에서의 동영상 좌표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동영상 플레이어는 상기 동영상 좌표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좌표에 사용자 이벤트 발생 시의 미리 설정된 프로세스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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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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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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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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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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