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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북마킹 시에는, 사용자의 ID와 위치 정보 및 월드 ID가 웹 서버에 전달되면, 웹 서버는 그 정보를 바
탕으로 사용자의 배경 화면을 스냅샷(snap shot)하여 사용자의 웹 브라우징 시스템 측에 전달한다. 또한, 북마킹된 위
치로의 복귀 시에는, 스냅샷 화면에 대한 정보를 웹 브라우징 시스템에서 해석하여 이를 웹 서버 시스템에 전달하면, 웹 
서버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 위치에 따른 화면을 웹 브라우징 시스템의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내준
다. 이 때의 데이터는 배경 화면 뿐만 아니라 그 위치의 현재 상태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내준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가상 공간, 북마킹, 스냅샷, 아바타(avatar), 위치 정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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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터넷이 이용되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의 개략적인 블럭도.

도 3은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의 내부 구성에 대한 상세한 블럭도.

도 4는 스냅샷 표시부(150)의 내부 구성에 대한 상세한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의 개략적인 블럭도.

도 6은 위치 정보 관리부(240)의 내부 구성에 대한 상세한 블럭도.

도 7a 및 도 7b는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 및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을 통해 사용자가 특정 스냅샷을 북마
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

도 8은 가상 월드 화면을 스냅샷하여 저장한 최종적인 가상 월드 스냅샷 메타 데이터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가상 월드 스냅샷 메타 데이터를 도식화한 도면.

도 10a 및 도 10b는 스냅샷된 썸네일 화면에서 스냅샷 위치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한 플로우차트.

도 11은 북마크(Book-Mark) 리스트 및 정적 정보만으로 표시된 썸네일 화면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사용자가 특정 가상 공간에 있는 화면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

110 : 입력부

120 : 메인 컨트롤러

130 :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

140 : 스냅샷 저장부

150 : 스냅샷 표시부

160 : 디스플레이부

170 : 네트워크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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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에 대해 북마크를 생성하는 북마킹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수많은 사이트가 범람함에 따라 자신이 방문했던 사이트 중, 자기에게 유익한 사이트나 재
미있었던 사이트, 또는 자주 방문하게 될 사이트에 대해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그 사이트를 북마크하도록 되어 있다. 예
를 들면,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즐겨 찾기하는 항목을 두어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를 용
이하게 북마킹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웹 브라우저 또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클라이언트 등에서 
자신이 방문했던 사이트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프로그램의 특정 저장 위치에 기록하여, 추후 이 UR
L을 다시 호출하여 이동할 수 있는 북마크 시스템이다. 이러한 기능은 통상적으로 2차원 웹 브라우저에 서브 프로그램
으로서 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 서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신이 이전에 방문했던 곳을 리스트 박스나 트리 구
조화된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수월하게 재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현재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대부분 2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점차 3차원으로된, 인간의 환경
에 보다 가까운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관련 기술도 이에 따라 조금씩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차원 웹 브라우저에서의 북마크 시스템은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나 FTP 등의 2차원 정보, 
즉 텍스트 정보 상에서만 가능할 뿐, 3차원 가상 공간이나 시간 개념이 도입된 4차원 공간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을 북
마크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특히, 2차원 정보에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사이트의 화면에 대응하는 URL만을 저장하여 북마킹에 이용하면 되
었다. 그러나, 3차원 가상 공간 상의 화면, 즉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 있는 사물들을 이미지화
한 화면에는 배경 화면 뿐만 아니라, 다른 아바타나 오브젝트 (예를 들어 동물, 차량과 같이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모
든 대상)와 같은 한시적인 유동성 객체들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북마킹 시에 가상 공간의 화면을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 나중에 북마킹 화면을 불러들일 때 그러한 한시적인 유동성 객체들도 함께 화면 상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
러한 한시적인 유동성 객체들은 실제로는 가상 공간 상의 북마킹 위치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것들일 수 있다. 이하에서
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인터넷이 이용되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 1∼5는 LAN(Local Area 
Network)(6) 및 인터넷(7)을 통해 웹 서버(8)에 접속하여, 웹 서버(8)가 제공하는 소정의 가상 공간을 내비게이션할 
수 있다. 이 때, 예를 들어, 사용자 1이 가상 공간을 내비게이션하는 도중에 특정 가상 공간의 위치를 북마킹하고자 이 
화면을 그대로 썸네일(Thumbnail) 화면으로서 저장하게 되면, 사용자 1을 대신하는 아바타 이외에도, 근처에 있는 다
른 사용자들 (예를 들어 사용자 2, 사용자 3, …)의 아바타까지도 함께 저장되게 된다. 그러나, 추후에 사용자 1이 다시 
이 위치를 방문하고자 이 썸네일 화면을 클릭하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가상 공간 상의 북마킹 위치에서는 다른 사용자
들의 아바타가 사라진 후일 수 있으며, 그 대신 새로운 사용자의 다른 아바타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의 아바타를 표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북마킹 시에 현재 자신의 아바타가 있는 위치에서 한시적인 유동성 객체와 같은 가변적인 대상을 나
타내는 동적 정보를 제외하고 가변하지 않는 배경과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정적 정보만을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가상 공간에서 정적 정보만을 북마킹할 수 있는 개선된 북
마킹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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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의 지원을 받아 상기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
치를 북마킹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특정 위치에 대한 북마킹 요청이 있으면, 상기 네트워크를 통
해 상기 서버에게 상기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수단 -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
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
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함 -, 및 상기 서버로부
터 상기 정보가 수신되면, 추후에 사용자의 요청 시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때,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에게 가시적으로 표
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표시 수단은,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해석하는 수단, 및 상
기 해석된 정적 객체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상기 사용자의 화면에 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측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상기 가상 공간 상
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버측 북마킹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
는 제1 저장 수단, 상기 가상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제2 저장 수단, 및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특정 위
치의 북마킹을 위한 정보가 요청되면, 상기 제1 및 제2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공
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가상 공간 상의 상기 특정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
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버측 북마킹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때,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에 대응하는 특정 위치로 상기 사용자가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복귀 지원 수단을 더 포함하되, 상기 복귀 지원 수
단은,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및 상기 위치 데이터를 해석하여 상기 특
정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수단, 및 상기 검출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를 상기 특정 위치
로 이동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이동 수단은,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에 대한 정보 및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에
게 전송하는 것이 좋다. 또, 상기 사용자를 상기 특정 위치로 이동시킬 때, 상기 사용자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
는 장치들에게 상기 사용자의 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 캐스팅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상
기 사용자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장치는, 상기 가상 공간 내에서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 있
는 객체들을 관리하는 장치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생성 수단은, 상기 제1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사용자를 식별
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수단, 상기 사용자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
터 및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데이터를 추출하는 수단,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및 
상기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추출하는 수단, 및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상기 위치 데이터 및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조합하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상기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는 북마킹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측에 설치되며, 상기 특정 위치에 대한 북마킹 
요청이 있으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게 상기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수단 
-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
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
이터를 포함함 -, 상기 서버측에 설치되며, 상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제1 저장 수단, 상기 서버측에 
설치되며, 상기 가상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제2 저장 수단, 상기 서버측에 설치되며,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특정 위치의 북마킹을 위한 정보가 요청되면, 상기 제1 및 제2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가상 공간 상의 상기 특정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
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수단, 및 상기 사용자측에 설치되며,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정보가 수신되면, 추후에 
사용자의 요청 시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북마킹 시스템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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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4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의 지원을 받아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특정 위치에 대한 북마킹 요청이 있으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게 상기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
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함 -, 및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정보가 수신되면, 추후에 사용자의 요청 시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5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측에서, 사용자가 상기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버측 북마킹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가
상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특정 위치의 북마킹을 위한 정보가 요청되면, 상기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가상 공간 상의 상기 특정 위치를 파악하
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
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버측 북마킹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6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상기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측에서, 상기 특정 위치에 대한 북마킹 요청이 있으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게 상기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
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함 
-, 상기 서버측에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서버측에서, 상기 가상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서버측에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특정 위치의 북마킹을 위한 정보가 요청되면, 상기 제1 및 제
2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가상 공간 상의 상기 특정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측에서, 상
기 서버측으로부터 상기 정보가 수신되면, 추후에 사용자의 요청 시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북마킹 방법이 제공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다음으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북마킹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 공간을 내비게이션할 수 있게 해주는 사용자측의 웹 브라우징 시스템 내에 설치
되는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의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
명에 따른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은 메인 컨트롤러(120),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 스냅샷 저장부(
140), 스냅샷 표시부(150) 및 네트워크 모듈(170)을 포함하고 있다.

    
메인 컨트롤러(120)는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력부(110)를 통해 제공되는 사용자 입력 사항을 나타내는 입력 신호에 
기초하여,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메인 컨트롤러(120)는 스
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를 제어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 (후술함)으로부터 전송되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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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샷 파일을 스냅샷 저장부(140)에 저장하게 하고, 스냅샷 표시부(150)를 제어하여 사용자가 요청하는 스냅샷 파일을 
사용자의 화면에 표시하게 하며, 사용자가 이동하고자 하는 특정 스냅샷 위치와 관련된 웹 서버와 네트워크 모듈(170)
을 통해 접속하여, 가상 공간 내 특정 스냅샷 위치에 대한 정보를 웹 서버로부터 제공받아서 사용자의 디스플레이부(1
60)에 표시해준다. 여기서 스냅샷이란, 사용자가 위치하는 곳의 화면 상에서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아바타나 오
브젝트와 같은 한시적인 유동성 객체를 제외하고 배경과 같이 가변하지 않는 객체만이 도시된 화면을 가리킨다.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는 메인 컨트롤러(120)의 지시에 따라 스냅샷파일들을 저장, 삭제, 변경, 전송하는 등
의 스냅샷 관리를 행한다. 도 3은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의 내부 구성에 대한 상세한 블럭도이다. 도시한 바
와 같이,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는 스냅샷 관리부 메인 컨트롤러(131), 스냅샷 추가부(132), 스냅샷 삭제부
(133), 스냅샷 변경부(134), 스냅샷 전송부(135), 파일 핸들러(137) 및 스냅샷 리더(136)를 포함할 수 있다. 스냅
샷 관리부 메인 컨트롤러(131)는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내의 각 구성 요소간의 데이터 흐름을 조정하는 기능
을 한다. 스냅샷 추가부(132), 삭제부(133), 변경부(134) 및 전송부(135)는 각각 스냅샷 저장부(140)에 스냅샷 파
일을 추가, 삭제, 변경 및 전송하는 기능을 각각 수행한다. 파일 핸들러(137)는 스냅샷 저장부(130)에 저장되어 있는 
스냅샷 파일을 직접 핸들링하는 기능을 한다. 이 때,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내의 다른 구성 요소가 스냅샷 저
장부(130)의 파일을 직접 핸들링하게 할 수도 있으나, 본 실시예에서와 같이 직접 핸들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스템 
구조상 안정적이며, 다른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 등의 작업을 추후에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냅샷 리더(136)는 스냅샷 저장부(140)에 저장되어 있는 스냅샷들을 판독하여 스냅샷 관리부 메인 컨
트롤러(131) 및 파일 핸들러(137)에 제공한다.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스냅샷 표시부(150)는 메인 컨트롤러(120)로부터 스냅샷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된 스냅샷을 
이미지 형태로 변환시킨다. 도 4는 스냅샷 표시부(150)의 내부 구성에 대한 상세한 블럭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스냅샷 표시부(150)는 스냅샷 표시부 메인 컨트롤러(151), 스냅샷 파일 수신부(152), 스냅샷 파일 해
석부(153) 및 스냅샷 파일 표현부(154)를 포함할 수 있다. 스냅샷 표시부 메인 컨트롤러(151)는 스냅샷 표시부(150) 
내부의 각 구성 요소, 즉 스냅샷 파일 수신부(152), 스냅샷 파일 해석부(153) 및 스냅샷 파일 표현부(154)를 제어한
다. 스냅샷 파일 수신부(152)는 메인 컨트롤러(120)로부터 스냅샷 파일을 수신한다. 스냅샷 파일 해석부(153)는 수
신된 스냅샷 파일에서 그림 파일과 위치 정보 파일을 분리시키는 등, 스냅샷 파일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해석
한다. 스냅샷 파일 표현부(154)는 스냅샷 파일 해석부(153)에서 해석된 정보를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디스플레이부
(160)에 제공한다.
    

디스플레이부(160)는 그래픽 커널 시스템, 디스플레이 어댑터, 그래픽 카드 등을 구비하여, 스냅샷 표시부(150)로부
터 제공되는 이미지 형태의 스냅샷을 사용자의 모니터에 표시해준다.

다음으로, 3차원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웹 서버측에 설치되는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의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은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 사용자 관리부(220), 사용자 DB(database)(230), 위치 
정보 관리부(240), 가상 월드 DB(250), 스냅샷 생성부(260), 월드 관리부(270), 임시 스냅샷 DB(280), 웹서버(29
0), 멀티 유저 서버(291) 및 네트워크 모듈(292)을 포함한다.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는,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으로부터 북마크 요청이 전달되면, 사용자 관리부(220), 
위치 정보 관리부(240) 및 스냅샷 생성부(260)를 제어하여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화면에 대한 스냅샷 파일을 생성
하게 하여, 네트워크 모듈(292)을 통해 사용자측의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의 메인 컨트롤러(120)에 전달한
다.

사용자 관리부(220)는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DB(230)에서 사용자 ID를 비롯한 사용
자 정보를 추출하여 스냅샷 서버 관리부(220)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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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 관리부(240)는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의 요청에 따라, 가상 월드 DB(250)에서 사용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가상 공간에 대한 위치 정보 및 가상 월드의 ID를 추출하여,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에 제공한다. 또한, 위치 정
보 관리부(240)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치들에게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도 6은 도 5에 도시한 위치 정보 관리부(240)의 내부 구성에 대한 상세한 블럭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위치 정보 관리부(240)는 위치 정보 관리부 메인 컨트롤러(241), 위치 정보 해석부(242), 위치 정보 요구부(2
43) 및 위치 정보 통지부(244)를 포함할 수 있다. 위치 정보 관리부 메인 컨트롤러(241)는 위치 정보 관리부(240)의 
내부 구성 요소들간의 데이터 흐름을 조정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스냅샷 파일이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를 통해 위치 
정보 관리부(240)로 들어왔을 때, 위치 정보 해석부(242)는 스냅샷 파일로부터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해석하는 기능
을 한다. 위치 정보 요구부(243)는 사용자 ID의 IP 어드레스를 수신하여, 이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IP의 위치 정보 [즉, 
가상 월드 카테고리 ID, 가상 월드 ID, 위치 정보,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가상 월드 DB(250)에서 검색하여 이를 다시 
위치 정보 관리부 메인 컨트롤러(241)로 전송한다. 위치 정보 통지부(244)는 검색된 위치 정보를 사용자에 대한 가상 
공간 상의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장치 (예를 들어, 가상 공간상에서 사용자들간의 대화나 거래, 서버와 사용자간의 
거래 또는 대화 등의 인터액션과 관련된 장치)에게 통지한다.
    

다시 도 5를 참조하면, 스냅샷 생성부(260)는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의 요청에 따라 월드 관리부(270)로부터 스냅
샷 생성을 위한 배경 화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정보에 기초하여 스냅샷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스냅샷 관리 파일로 만들어서 임시 스냅샷 DB(280)에 저장한다.

월드 관리부(270)는 가상 월드 DB(250)에서 스냅샷 생성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와서,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를 통
해 스냅샷 생성부(260)에게 전달한다.

멀티 유저 서버(291)는 현재 접속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관리부(220)로부터 얻어 온 후, 위치 정보 
관리부(240)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스냅샷 파일에 저장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 이동 결과를 사
용자의 가시 가청 거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멀티 캐스팅한다.

이제,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 및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특정 스냅샷을 
북마킹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7a 및 도 7b는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 및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을 통해 사용자가 특정 스냅샷을 북마
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먼저, 사용자가 웹 브라우징 프로그램, 예를 들어 3차원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가상 월드를 내비게이션하는 도중에, 
사용자가 다시 가고 싶은 장소나 다시 가야 할 장소가 나타나면 마우스 또는 키보드와 같은 입력부(110)를 통해 북마
크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 (단계 702).

이러한 북마크 의사 표시는 입력부(110)를 거쳐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의 메인 컨트롤러(120)에 전달되고, 
메인 컨트롤러(120)는 네트워크 모듈(170)을 통해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가상 월드를 제공하는 웹 서버측의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 내의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에게 북마크 요청을 하게 된다 (단계 703).

북마크 요청을 받으면,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는 사용자 관리부(220)에게 현재 사용자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사용
자 ID 및 사용자가 처음 웹 서버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사항 등을 요구한다 (단계 704). 이에 응답하여, 사용자 관리부
(220)는 사용자 DB(230)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하여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에게 전달한다 (단계 705).

    
그 후,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는 위치 정보 관리부(240)에 사용자에 대한 위치 정보(x, y, z) 및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가상 월드의 ID를 요청한다 (단계 706). 이에 응답하여, 위치 정보 관리부(240)는 사용자 ID에 기초하여 가상 
월드 DB(250)에서 사용자 위치 정보 및 가상 월드의 ID를 추출한다 (단계 707). 이때, 사용자 위치 정보는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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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240) 내의 위치 정보 요구부(243)가 가상 월드 DB(250)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수
행된다.
    

이어서, 위치 정보 관리부(240)내의 위치 정보 통지부(244)는 상기 추출한 위치 정보를 위치 정보 관리부 메인 컨트
롤러(241)를 통해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에 송신한다 (단계 708).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는 상기 추출된 위치 
정보와 가상 월드 ID를 수신하여 임시 메모리 (도시 생략)에 저장한다 (단계 709).

    
그리고나서,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는 스냅샷 생성부(260)에게 현재 클라이언트 화면에 대한 스냅샷을 생성하도록 
요청한다 (단계 710). 스냅샷 생성 요청에 응답하여, 스냅샷 생성부(260)는 월드 관리부(270)에게 스냅샷 생성을 위
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단계 711). 이에 응답하여, 월드 관리부(270)는 가상 월드 DB(250)에서 스냅샷 생성에 필
요한 자료, 예를 들어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 가시 영역 거리안에 있는 한시적인 유동성 객체를 제외한 지형 
지물 등의 배경 화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를 통해 스냅샷 생성부(260)에게 전달한다 (단계 
712).
    

이어서, 스냅샷 생성부(260)는 상기 전달된 자료를 가지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형태의 파일, 예를 들면 JPEG, GIF, 
PNG 등의 파일 형태로 스냅샷을 생성한다 (단계 713).

그리고나서, 스냅샷 생성부(260)는 이전에 메모리에 임시 저장한 자료와 함께 생성된 그래픽 형태의 파일을 사용자에
게 전송할 수 있는 스냅샷 관리 파일로 합쳐서 임시 스냅샷 데이터 베이스(280)에 저장한다 (단계 714). 이러한 스냅
샷 관리 파일의 포맷을 도 8 및 도 9에 예시한다.

    
도 8은 가상 월드 화면을 스냅샷하여 저장한 최종적인 가상 월드 스냅샷 메타 데이터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9는 가상 
월드 스냅샷 메타 데이터를 도식화한 도면, 즉 웹 브라우징 시스템과 웹 서버 시스템간에 이동하는 스냅샷 데이터의 포
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상 월드 스냅샷 메타 데이터는 순서대로 3바이트의 가상 월드 카테
고리 ID(World-Cat-ID), 8 바이트의 가상 월드 ID(World-ID), 위치 정보[Position(X, Y, Z)], 오리엔테이션 정
보[Orientation(X, Y, Z)], 4 바이트의 아바타 카테고리(Avatar-Cat), 2바이트의 가상 월드 버전(World-Ver) 및 
스냅샷 이미지로 구성될 수 있다. 바이트의 수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시예에 따라 확대/축소가 가능하다. 
여기서, 가상 월드 카테고리 ID(World-Cat-ID)는 3차원 가상 공간 상의 여러가지 카테고리를 식별하기 위한 ID를 
나타낸다. 이를 테면, 쇼핑몰, 게임방, 대학 등의 교육기관, 정부 등의 공공기관, 테마파크, 종교 시설 등 현실 공간의 
모든 것들을 종류별로 카테고리화하여,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부여되는 ID를 나타낸다. 가상 월드 ID(World-I
D)는 각각의 카테고리 내에 속하는 여러가지 가상 월드에 대한 ID를 나타낸다. 쇼핑몰 카테고리의 경우, 백화점, 시장, 
편의점 등의 가상 월드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가상 월드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각각의 가상 월드, 
예를 들어 백화점도 여러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브 가상 월드 ID를 더 부여할 수도 있으며, 백화점 내의 여러 부서 
또는 층별로 또다른 서브 가상 월드 ID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치 정보[Position(X, Y, Z)]는 가상 월드 상에서
의 사용자의 좌표, 즉 (x,y,z)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 경우, 각각의 가상 월드에 대하여 중심축을 설정해 두고, 그 중심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설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메타 데이타로 항시 확장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이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로서 메타메타정의(meta-meta-definition)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오
리엔테이션 정보[Orientation(X, Y, Z)]는 북마킹을 하였을 때 사용자의 방향성을 가지는 정보로서, 추후 이 자료 구
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x, y, z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굴절을 하였는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바타가 어느 방
(room) 안에 있고 어느 벽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아바타의 위치 x, y, z 값은 동일할 수 있지만, 방의 한 
부분을 쳐다보았을 경우, 같은 자리에서 창문을 쳐다볼 수도 있고, 방문을 쳐다볼 수도 있다. 이 때 아바타가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성을 기록하는 데이터 구조가 오리엔테이션이다. 이 자료구조는 라디안(radian)값을 가지게 된다.
    

    
아바타 카테고리(Avatar-Cat)는 3차원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여러가지 아바타를 설정할 수 있고, 또한 각 가상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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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마다 또는 시간에 따라 자유 자재로 아바타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가상 월드에서는 특정한 아바타를 사
용자가 원하는 경우가 있을 때를 감안하여 설정된 항목이다. 또, 가상 월드 버전(World-Ver)은 가상 월드를 만드는 
제작자가 사업상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가상 월드의 기능이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한 버전 번호
를 나타낸다
    

    
다시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하면, 단계 715에서,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는 스냅샷 관리 파일을 네트워크 모듈(292)
을 통해 북마킹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의 메인 컨트롤러(120)에 전달한다. 이에 응답하여, 메인 컨트롤러(120)는 
스냅샷 관리 파일을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에게 전달하고,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는 이 파일을 스냅
샷 저장부(140)에 저장하게 된다 (단계 716). 이때,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내에서는 메인 컨트롤러(120)를 
통해 전송되어 온 파일 전체 또는 파일에 대한 포인터 (즉, 파일이 DB에 저장되는 메모리 상의 위치)가 스냅샷 클라이
언트 관리부 메인 컨트롤러(131)를 통해 스냅샷 추가부(132)에 전달되면, 이 스냅샷 추가부(132)가 파일 핸들러(13
7)에 저장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따라 파일 핸들러(137)가 파일을 스냅샷 저장부(140)에 저장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특정 스냅샷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10a 및 도 10b는 스냅샷된 썸네일 화면에서 스냅샷 위치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한 플로우차트이다.

먼저, 사용자는 입력부(110)를 통해 메인 컨트롤러(120)에 북마크 리스트 및 썸네일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요청한다 
(단계 801). 이러한 북마크 리스트 및 썸네일 화면의 예를 도 11 및 도 12에 도시한다. 도 11에서, 좌측에서는 트리 구
조로 표시하고, 우측에는 상기 트리 구조에서의 각 스냅샷 화면을 썸네일 화면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는, 사용자
가 썸네일 화면 중 하나를 클릭하여 클릭한 가상 월드로 이동한 후에 특정 가상 공간에 있는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다시 도 10a을 참조하면, 단계 802에서 메인 컨트롤러(120)는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를 호출하여 사용자가 
북마크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린다. 이에 응답하여,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는 스냅샷 저장부(140)에서 
스냅샷 파일을 읽어들인다 (단계 803). 이때,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가 읽어들이는 스냅샷 파일은 스냅샷 저
장부(140)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읽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소
정수의 파일만을 읽어들이게 된다.
    

    
이렇게 읽어들인 스냅샷 파일들은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의 스냅샷 파일 전송부(135)에 의해 메인 컨트롤러
(120)에게 전달된다 (단계 804). 이에 따라, 메인 컨트롤러(120)는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에게서 받은 스
냅샷 파일을 임시 메모리 (도시 생략)에 임시 저장한 후, 스냅샷 표시부(150)에게 스냅샷에 대한 썸네일을 표시하기를 
요청한다 (단계 805). 이에 응답하여, 스냅샷 표시부(150)는 메인 컨트롤러(120)가 메모리에 임시 저장한 스냅샷 파
일을 불러들여 사용자 화면에 표시한다 (단계 806). 다시 도 4를 참조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모리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스냅샷 파일들을 스냅샷 파일 수신부(152)가 수신하여 스냅샷 표시부 메인 컨트롤러(151)를 통해 
스냅샷 파일 해석부(153)에 전송되게 된다. 이어서, 스냅샷 파일 해석부(153)는 스냅샷을 화면에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석하여, 상기 해석된 정보를 스냅샷 표시부 메인 컨트롤러(151)에 전달한다. 그 후, 메인 컨트롤러(120)에 의해 상
기 해석된 정보가 스냅샷 파일 표현부(154)에 전달되어, 디스플레이부(160)의 그래픽 커널의 제어를 통해 사용자의 
화면에 이미지 형태로 표시되게 된다.
    

다시 도 10b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소정 개수의 스냅샷내에서 계속 검색을 하게 
된다 (단계 807). 이 때, 사용자가 원하는 스냅샷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단계 803로 되돌아가 상기한 과정
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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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807에서 사용자가 특정한 스냅샷을 선택하면, 스냅샷 클라이언트 관리부(130)는 메인 컨트롤러(120)를 통하여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측의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에게 사용자가 북마크한 곳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을 알린다 (
단계 808).

이와 함께, 스냅샷 파일이 북마킹 서버 시스템(200)에 전달되고, 스냅샷 서버 관리부(210)는 그 스냅샷 파일을 위치 
정보 관리부(240)에게 전달한다 (단계 809).

이에 응답하여, 위치 정보 관리부(240)의 위치 정보 해석부(242)는 스냅샷 파일의 위치 정보 부분을 해석하여 멀티 
유저 서버(291)에게 스냅샷 파일의 위치 정보를 알린다 (단계 810).

    
멀티 유저 서버(291)는 현재 접속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IP 어드레스를 사용자 관리부(220)로부터 
얻어 온 후, 위치 정보 관리부(240)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스냅샷 파일에 저장된 위치로 이동시
킨다 (단계 811). 사용자에 대응하는 아바타를 해당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ID에 해당하는 아바타를 스냅
샷 파일에 저장된 위치 (즉, 가상 월드 카테고리 ID, 가상 월드 ID, 3차원 좌표)에 표시함으로써 수행된다. 표시하는 과
정은 3차원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서버에서 3차원 가상 월드 데이터를 클라이언
트에 전송할 때, 상기 사용자의 아바타의 모양, 위치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전송하고, 클라이언트는 이를 표시한다. 이
때, 서버측에서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배경 화면 뿐만 아니라, 그 위치의 현재의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
어 있는 데이터가 전송된다. 즉, 배경 화면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있는 아바타 또는 오브젝트 등의 한시적인 유동성 객
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전송된다. 한편, 가상 월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사용자의 스냅샷 파일 내의 정
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정보와 가장 근접한 가상 월드 상의 좌표로 이동시킨다.
    

이와 함께, 멀티 유저 서버(291)는 네트워크 모듈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 변경을 사용자의 가시 가청 거리에 있는 
모든 유저에게 멀티 캐스팅한다. 즉, 상기 사용자가 북마크를 한 위치에 있는 모든 유저에게 사용자의 아바타를 표시하
게 된다 (단계 812).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북마킹을 하고자하는 의도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자의 ID와 위치 정보 
및 가상 월드 ID가 웹 서버에 전달되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웹 서버에서 사용자의 배경 화면을 스냅샷하여 이를 사용
자의 웹 브라우징 시스템 측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스냅샷한 위치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냅샷 화면
에 대한 정보를 웹 브라우징 시스템에서 해석하여 이를 웹 서버 시스템에 전달하게 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웹 서버 
시스템은 상기 위치에 따른 화면을 웹 브라우징 시스템의 모니터에 표시하게 데이터를 보내주게 된다. 이때의 데이터는 
배경 화면 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 위치에 맞는 정보, 즉 아바타의 갯수, 또는 오브젝트 상황등에 맞는 데이터를, 상기 
위치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에게 북마킹을 통해 이동한 아바타를 동시에 표시하게 된다. 이로써,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
가 위치하는 곳의 배경 화면만에 대하여 북마킹할 수 있으므로, 북마킹 시에 가상 공간 내에 있는 다른 아바타나 오브젝
트와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으며, 스냅샷 위치로 이동 시에는 그 위치의 현재의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
어 있는 화면을 얻을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기
초한 다양한 수정례 및 변형례도 본 발명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의 지원을 받아 상기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는 사용자측 북
마킹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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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 위치에 대한 북마킹 요청이 있으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게 상기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수단 -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
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함 -, 및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정보가 수신되면, 추후에 사용자의 요청 시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정
보를 저장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에게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해석하는 수단, 및

상기 해석된 정적 객체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상기 사용자의 화면에 표시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시스템.

청구항 4.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측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상기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는 것
을 지원하는 서버측 북마킹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제1 저장 수단,

상기 가상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제2 저장 수단, 및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특정 위치의 북마킹을 위한 정보가 요청되면, 상기 제1 및 제2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상
기 사용자 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가상 공간 상의 상기 특정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
터를 포함하는 서버측 북마킹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에 대응하는 특정 위치로 상기 사용자가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복귀 
지원 수단을 더 포함하되,

상기 복귀 지원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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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및 상기 위치 데이터를 해석하여 상기 특정 위치
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수단, 및

상기 검출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를 상기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는 수단

을 포함하는 서버측 북마킹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수단은,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에 대한 정
보 및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버측 북마킹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를 상기 특정 위치로 이동시킬 때, 상기 사용자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장치들
에게 상기 사용자의 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 캐스팅 수단을 더 포함하는 서버측 북마킹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장치는, 상기 가상 공간 내에서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 있는 객체들을 관리하는 장치인 서버측 북마킹 시스템.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생성 수단은,

상기 제1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수단,

상기 사용자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데이터를 추출하는 수단,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및 상기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추
출하는 수단, 및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상기 위치 데이터 및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조합하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서버측 북마킹 시스템.

청구항 10.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상기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
하는 북마킹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측에 설치되며, 상기 특정 위치에 대한 북마킹 요청이 있으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게 상기 특
정 위치를 북마킹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수단 -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함 -,

상기 서버측에 설치되며, 상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제1 저장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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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버측에 설치되며, 상기 가상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제2 저장 수단,

상기 서버측에 설치되며,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특정 위치의 북마킹을 위한 정보가 요청되면, 상기 제1 및 제2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가상 공간 상의 상기 특정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수단, 및

상기 사용자측에 설치되며,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정보가 수신되면, 추후에 사용자의 요청 시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
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북마킹 시스템.

청구항 11.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의 지원을 받아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특정 위치에 대한 북마킹 요청이 있으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게 상기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
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함 -, 및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정보가 수신되면, 추후에 사용자의 요청 시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정
보를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에게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단계는,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해석하는 단계, 및

상기 해석된 정적 객체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상기 사용자의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사용자측 북마킹 방법.

청구항 14.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측에서, 사용자가 상기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하는 것을 지원
하는 서버측 북마킹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가상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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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특정 위치의 북마킹을 위한 정보가 요청되면, 상기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가상 공간 상의 상기 특정 위치를 파악하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성하
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
터를 포함하는 서버측 북마킹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에 대응하는 특정 위치로 상기 사용자가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복귀 
지원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복귀 지원 단계는,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및 상기 위치 데이터를 해석하여 상기 특정 위치
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를 상기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서버측 북마킹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계에서,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에 대
한 정보 및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버측 북마킹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계에서, 상기 사용자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장치들에게 상기 사용자의 이동
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버측 북마킹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생성 단계는,

상기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데이터로부터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저장되어 있는 가상 공간 데이터로부터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및 상기 위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가상 공간 식별 데이터, 상기 위치 데이터 및 상기 정적 객체 데이터를 조합하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서버측 북마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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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상기 가상 공간 상의 특정 위치를 북마킹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측에서, 상기 특정 위치에 대한 북마킹 요청이 있으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게 상기 특정 위치
를 북마킹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 상기 정보는 상기 가상 공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상기 가상 
공간 내의 상기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상기 특정 위치로부터 소정 거리 내에서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 동적 
객체를 제외한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함 -,

상기 서버측에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서버측에서, 상기 가상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서버측에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특정 위치의 북마킹을 위한 정보가 요청되면, 상기 제1 및 제2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 및 상기 가상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가상 공간 상의 상기 특정 위치를 파악하
여 상기 북마킹을 위한 상기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측에서, 상기 서버측으로부터 상기 정보가 수신되면, 추후에 사용자의 요청 시 상기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
게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북마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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