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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피어-투-피어 통신의 서버 제어

요약

서버는 클라이언트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 서버의 2개의 클라이언트가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를 원할 때, 이들은 우선 서버에 접속한다. 서버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인
증된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제공하여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게 한다. 피어-투-피어 통신의 특권을 악용
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인증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실시예에서, 서버는 게임 서버이며, 클라이언트는 바람직하
게는 음성 기반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사용하여 게임 플레이에 참여한다. 상이한 허가 레벨이 상이한 클라이언트
에 허가되어 클라이언트들 간의 인터랙션을 제한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피어-투-피어 통신, 서버 제어, 보안 환경, 액세스 허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게임 콘솔, 및 4개까지의 사용자 입력 디바이스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전자 게임 시스템을 도시
한 도면.

도 2는 게임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더 상세하게 나타낸 기능 블럭도.

도 3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수의 게임 시스템을 상호 접속하는 예시적인 네트워크 게임 환경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종래의 서버 컴퓨터 형태의 범용 컴퓨팅 디바이스의
기능 블럭도.

도 5는 서버의 클라이언트들 간의 피어-투-피어 접속의 확립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버를 개
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6은 서버가 자신의 클라이언트들 간의 피어-투-피어 접속의 확립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논리를 나타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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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5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서버가 게임 서버이고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플레이어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도 3의 예시적인 네트워크 게임 환경의 구성요소들을 더 상세하게 나타낸 기능 블럭도.

도 9는 게임 플레이 동안 플레이어들 간의 피어-투-피어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 서버에 의해 사용되는
논리를 나타낸 흐름도.

도 10은 게임 플레이 동안 플레이어들 간의 피어-투-피어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 서버에 의해 사용되는
논리에 관한 추가의 세부 사항을 나타낸 흐름도.

도 11은 핵심 기능이 클라이언트들 간의 피어-투-피어 접속의 확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인 호스팅 서버를 포함하며,
클라이언트 클래스에 따라 호스팅 서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상이한 경우의 예시적인 네트워크의 개략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10 : 네트워크

512 : 서버

514, 516, 518 : 클라이언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피어-투-피어 통신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서버를 사용하여 허가된 클라이언트를 인
증하고, 인증된 클라이언트들 간에서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될 수 있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전자 디바이스의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용자와 전자적으로 인터랙션하고, 또한 채팅 세션, 인스턴스
메시징, 합동 작업 프로젝트 및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비롯한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게임 및
기타 전자 활동을 위한 음성 통신은 인터넷 또는 기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개인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있어서, 음성 통신은 즐거움의 깊이 및 게임 플레이어들 간의 사회
적인 인터랙션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자는 그룹에 참여하는 동안 익명으로 남아있음으로써, 민감한 그룹 토론에 참여
하거나, 관습에 어긋나는 견해를 표현하거나, 또는 자신의 신분이 그룹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사회적으로 위험한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에 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자 통신 및 그룹
세션을 통한 다른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은 종종 개별 사용자 및 그룹 양자 모두의 생산성, 교육적 경험 및 엔터테인
먼트를 강화한다.

불행하게도, 공개 포럼의 악용은, 선택된 일부를 제외한 모두에 대하여 이러한 공공 포럼의 유용성 및 즐거움을 파
괴시킨다. 예를 들어, 공용 인터넷 통신 디렉토리의 채용은 "성인 자료"에 의하여 방해받아 왔다 (파괴되지 않은 경
우). 경험에 의하여, 그룹 내 회원들의 디렉토리가 공용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성인" 회사들이 이러한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광고하거나 전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디렉토리를 유지하는 그룹의
호스트들은, 이와 같은 광고의 내용이 일부 사용자들을 몰아내는 것은 물론, 그룹 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
한 성인 광고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다른 주제에 관한 대화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성적으로 노골
적이지 않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합법적인 회원을 식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마이크로소
프트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서버 상에서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위한 공용 ILS(Internet Lookup Service)를
유지했었다. 최초 공개 후, 성인 자료는 점점 더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디렉토리 내의 컨텐츠의 대
부분이 원래의 관심있는 주제가 아니라,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관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원하지 않는 자료가
원래의 의도된 개인 또는 사업 통신 사용에 대한 디렉토리의 유용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마이
크로소프트사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중단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두사구 규정되거나 암묵적인 행동 규약을 따르는 경우에서도, 참가자들 간의 행동 규범을 스
스로 구현하고 강제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커뮤니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전자 그룹의 통신이 제3자 호스
트의 총괄적인 제어 하에 있다면, 그 호스트는 커뮤니티 규범을 제정하여 필요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개별 회원들
각각의 서버의 클라이언트이고, 클라이언트의 환경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는 서버 및 호스트에 의
아혀 클라이언트들 간의 통신이 관리되는 종래의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효과가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각각의 게이머가 게임 서버의 클라이언트이므로, 온라인 게임 플레이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예
이다. 게임 서버(들)가 상이한 플레이어들 간에 택스트 및/또는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호스트는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통제함으로써 제어를 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 사용자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
의 확립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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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버의 주된 역할이 클라이언트들 간의 통신을 관리하는 것 이외의 것인 경우, 틀라이언트들 간의 통신의 총
량은 서버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담을 줄 정도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서버가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호스트하는 예
에서, 플레이어들 간의 음성 통신을 관리하는 데에 요구되는 서버 오버헤드의 양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중앙화된 대형 서버(또는 서버 그룹)에 의해 호스트되며, 여기에는 수천의
클라이언트가 접속될 수 있다. 중앙화된 서버는 "세계 상태(world state)"를 담당하고, 클라이언트(즉, 플레이어의
컴퓨터 또는 게임 콘솔)는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본 세계(일반적으로 전체 세계의 일부분일 뿐임)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담당한다. 클라이언트는 플레이어의 입력과 상태를 계속적으로 서버에 송신한다. 서버는 세계를 업데이트하
고, 새로운 세계의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계속적으로 리턴시킨다.

현재, 알려져 있는 모든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게임 네트워크는 모든 통신을 중앙 서버를 통하여 라우팅한다. 즉, 플
레이어 A가 플레이어 B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 플레이어 A는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고, 서버는 그
메시지를 플레이어 B에 중계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좋은 이유가 있다.

·텍스트 채팅에서, 추가의 대역폭은 상당량의 서버 오버헤드를 부과하지 않는다.

·피어-투-피어 접속을 확립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피어-투-피어 접속은 서버에 의한 추가의 도움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수의 플레이어에게 메시지를 "패닝(panning)"하는 것은 서버 상에서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송신측 플레이어의 IP 어드레스는 수신측 플레이어에게 "히든" 상태로 된다.

그러나, 음성 채팅은 텍스트 채팅보다 훨씬 큰 대역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게임 네트워크에
서 음성 채팅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게임을 호스트하는 중앙 서버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 서버
가 플레이어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여, 이러한 피어-투-피어 통신이 시작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제공하면서, 서버 자원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킬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그에 대한 액세스를 갖는 사용자들 간에서의 피어-투-피어 통신의 확립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되는 환경
을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서버는 각각의 사용자가 그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기 전에 소정
의 규범에 따를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를 위한 신뢰되는 세션 환경을 제공한다. 서버는 한 세션을 호스트
하고, 그 세션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각각의 사용자의 자격을 검사하여, 서버에 의해 자격을 승인받은 사용자만
이 세션에 들어오게 한다. 세션동안, 사용자들은 현재 서버에 의해 승인받은 한명 이상의 다른 사용자를 식별하는
리스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는다. 리스트는 현재 세션에 액세스하고 있는 사용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사용자는 이러한 리스트로부터 제2 사용자를 선택하고, 제1 사용자와 제2 사용자 간에 형성될 피어-투-피어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서버에 요청한다. 서버는 제1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고,
제1 사용자는 제2 사용자와의 피어-투-피어 통신 링크를 확립하려고 시도한다.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제1 사용자
는 서버에 실패를 알리고, 서버는 제2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여, 제2 사용자가 피어-투-피어 통신의 확립을 시
도할 수 있게 한다.

서버는 상이한 세션들을 동시에 호스트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개별 사용자에게 허가된 액세스 레벨에 다라 이러한 세
션들 전부보다 적은 수의 세션에 액세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는 복수의 상이한 게임 세션을 호스트할 수 있고,
각각의 사용자는 동일한 게임 세션에 액세스하는 다른 사용자하고만 통신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피어-투-피어 통신의 확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사용자의 외부 IP 어드레스, 사용
자와 연관된 임의의 내부 IP 어드레스, 및 사용자와 연관된 임의의 포트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각각의 사용자가 서
버에 액세스할 때, 서버에 의해 해당 사용자에게 고유 사용자 키가 할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경우, 사용자 키
는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추가되어, 피어-투-피어 통신을 수락하도록 하는 요청을 수신한 사용자가, 그 요청
이 신뢰되는 소스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 보안 세션을 호스트하는 서버는 사용자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핵
심 기능을 갖는다. 본 실시예에 대한 바람직한 구현은, 서버가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호스트하는 네트워크 게임 환경
이다. 서버의 주된 기능은 게임을 호스트하는 것이며,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게임 환경에 대한
향상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서버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사용자가 확립할 수 있게 하는 보안 환경
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2 실시예의 구현에서, 서버는 사용자의 자격 또는 관심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상이한
세션들 또는 서브세트들에 대한 개별 액세스를 허가한다. 개별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수신되면, 서버는 그 사용자가 이후의 세션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이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본 발명에 따라 전술한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명령들
을 저장하는 메모리 매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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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양태 및 다수의 부수적인 이점은 첨부 도면과 함께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서버를 사용하여 일반 클라이언트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
어를 용이하게 하고 수행한다. 서버는 피어-투-피어 통신의 컨텐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참가자들을 인증 및 허가하며, 이에 의하여 참가자들은 서버에 의하여 유사하게 인증 및 허가된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받는다. 서버는 인증된 사용자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 링크의 확립을 용이
하게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 서버의 핵심 기능을 소정의 다른 기능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피어-투-피
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2차적인 기능이다. 제1 실시예에서, 서버의 주요 기능을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호스
트하는 것이고, 게임 서버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피어-투-피어 통신은 게임 플레이어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
공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 서버의 핵심 기능을 신뢰되는 클라이언트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2 실시예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회원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용 인터넷 디렉토리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공용 인터넷 디렉토리는 종래에도 존재했지만, 기존의 디
렉토리는 신뢰되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곧바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컨텐트를 공급하는 사람들에 의
해 악용되었고, 이들로 인해 해당 디렉토리의 본래 목적에 관심이 있던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급속하게 떠나게 되었
다. 본 실시예의 한 양태에서, 서버는 상이한 "등급"의 엔티티(익명 사용자, 인증된 사용자, 사업자, 대학 등)이 보안
방식으로 강요될 수 있는 상이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받게 함으로써,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

네트워크화된 게임 환경에서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기능을 대표하므로, 이
하의 상세한 설명은 예시적인 게임 시스템을 설명한다. 게임 서버 실시예가 바람직한 응용이긴 하지만, 본 발명은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된 게임 서버 실시예, 또는 서버의 주요 기능이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 이외의
것인 실시예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이하의 상세한 설명 및 그 이후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술된
핵심 개념은 각각의 실시예에 적용되며, 게임 서버 실시예는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만 고려되어야 한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라면, 본 발명이 네트워크화된 게임 시스템을 비록한 다양한 컴퓨팅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셋탑 박스를 사용하여, 아케이드 게임에서, 핸
드핼드형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퍼스널 컴퓨터(PC) 상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그리고 공통 서버를
공유하는 신뢰되는 클라이언트들 간에서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기타 네트워크화
된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다.

예시적인 게임 시스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구현하는 데에 적합한 예시적인 전자 게임 시스템(100)은 게임 콘솔(102), 및 4
개까지의 사용자 입력 디바이스를 위한 컨트롤러(104a 및 104b)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게임 콘솔(102)에는 내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음), 및 광 저장 디스크(108)로 표시된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휴대형
광 저장 매체를 판독하는 광 매체 드라이브(106)를 포함한다. 적합한 휴대형 저장 매체의 예는 DVD(digital
versatile disc) 및 CD-ROM(compact disk-read only memory disc)를 포함한다. 이러한 게임 시스템에서, 게임
프로그램은 게임 콘솔을 갖는 사용자에게 DVD 디스크 형태로 배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기에 개시된 것과 그
이외의 본 발명을 채용하는 시스템의 유형에서 다른 저장 매체가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콘솔(102)의 전면(前面)에는, 지원되는 컨트롤러와의 접속을 위한 4개의 슬롯(110)이 배치되지만, 슬롯의 개
수 및 배열은 보다 많은 수 또는 보다 적은 수의 컨트롤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전원 버튼
(112) 및 인출 버튼(114)도 게임 콘솔(102)의 전면에 배치된다. 전원 버튼(112)은 게임 콘솔로의 전력 인가를 제어
하며, 인출 버튼(114)은 광 매체 드라이브(106)의 트레이(도시되지 않음)를 교대로 열고 닫음으로써 저장 디스크
(108)를 삽입 및 인출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가 디스크 상의 디지탈 데이터를 게임 콘솔에 의해 판독할 수 있게 한
다.

게임 콘솔(102)은 A/V(audio/visual) 인터페이스 케이블(120)을 통하여 텔레비젼(121)이나 기타 디스플레이 모니
터 또는 스크린에 접속된다. 파워 케이블 플러그(122)는 종래의 교류선 소스(도시되지 않음)에 접속될 때, 게임 콘
솔에 전력을 공급한다. 게임 콘솔(102)은, 예를 들어 허브 또는 스위치(도시되지 않음)로의 접속을 통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또는 예를 들어 xDSL 인터페이스, 케이블 모뎀 또는 기타 광대역 인터페이스(도시되지 않음)에의 접속을
통한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이더넷 데이터 커넥터(124)를 포함한다. 본 발명을 구현하는 다른 유
형의 게임 콘솔들은, 종래의 전화 모뎀을 이용하여 통신함으로써, 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원격 서버에 연결될 수도
있다.

각각의 컨트롤러(104a 및 104b)는 리드를 통해 (또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게임 콘솔(102)에 연결된다. 도시된
구현예에서는, 컨트롤러가 USB 호환가능하며, USB 케이블(130)을 통해 게임 콘솔(102)에 접속되어 있지만, 다른
유형의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그를 대신하여 채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게임 콘솔9102)에는 게임 소프트웨
어와 인터랙션하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매우 다양한 사용자 디바이스 중 어느 것이라도 장착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컨트롤러(104a 및 104b)에는 2개의 썸스틱(thumbstick)(132a 및 132b), D 패드
(134), 버튼(136) 및 2개의 트리거(138)가 장착된다. 이러한 컨트롤러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일 뿐이며, 다른 게임
입력 및 제어 디바이스가 도 1에 도시된 디바이스를 대체하거나 그에 추가되어 게임 콘솔(102)에서 사용될 수 있다.

추가의 특징 및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리가능한 기능 유닛(140)이 각각의 컨트롤러(104a 및 104b)에 선택적
으로 삽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형 메모리 유닛(MU)은, 사용자가 게임 파라미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다른 게임 콘솔에 접속된 컨트롤러에 휴대형 MU를 삽입하여 그 다른 게임 콘솔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게임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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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를 운반할 수 있게 한다. 다른 분리가능한 기능 유닛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과 국부적으로 및/또는 네트워
크 상으로 구두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음성 통신 유닛을 포함한다. 음성 통신 유닛에는, 붐 마이크로폰(boom
microphone)(144)을 포함하는 헤드셋(142)이 접속된다. 이와 달리, 음성 통신 유닛의 회로가 컨트롤러에 일체화될
수 있으며, 붐 마이크로폰을 갖는 헤드셋은 컨트롤러에 분리가능하게 접속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접속될 수도 있
다. 각각의 컨트롤러는 2개의 분리가능한 기능 유닛을 수용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더 많은 수 또는 더
적은 수의 분리가능한 기능 유닛 또는 모듈이 대신 채용될 수도 있다.

게임 시스템(100)은 예를 들어 게임, 음악 및 비디오를 플레이할 수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상에 저장되어 있거
나 드라이브(106) 내의 광 저장 디스크(108)로부터 판독된 디지탈 데이터를 사용하여, 또는 온라인 소스나 MU로부
터 획득된 디지탈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른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게임 시스템(100)
은 잠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재생할 수 있다.

·광 매체 드라이브에 의해 판독되는 CD 및 DVD 상에 저장되거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상에 저장되거나, 또는 온
라인 소스로부터 다운로드된 게임 타이틀;

·광 매체 드라이브(106)에 의해 판독되는 CD 상에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상의 파일[예를 들
어, WINDOWS MEDIA AUDIOTM(WMA) 포맷]에 저장되어 있거나, 인터넷 또는 다른 네트워크 상의 온라인 스트
리밍 소스로부터 유도된 디지탈 음악;

·광 매체 드라이브(106)에 의해 판독되는 DVD 디스크 상에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상의 파일
(예를 들어, 액티브 스트리밍 포맷)에 저장되어 있거나, 인터넷 또는 다른 네트워크 상의 온라인 스트리밍 소스로부
터 액세스된 디지탈 A/V 데이터.

도 2는 게임 시스템(100)의 기능적 구성요소들을 더 상세하게 도시하고 있다. 게임 콘솔(102)은 CPU(200),
ROM(204)에 대한 CPU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메모리 컨트롤러(202), RAM(206),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08),
휴대형 광 매체 드라이브(106)를 포함한다. CPU(200)에는, 요구되는 메모리 액세스 사이클의 수를 감소시키도록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여 게임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처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레벨 1 캐시(210) 및 레벨 2
캐시(212)가 장착된다. CPU(200), 메모리 컨트롤러(202) 및 다양한 메모리 디바이스는, 다양한 버스 아키텍쳐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 주변 버스, 메모리 버스, 직렬/병렬 버스를 비롯한 하나 이상의 버
스를 통하여 상호 접속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아키텍쳐는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ture) 버스, EISA(enhanced ISA) 버스,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로컬 버스, 및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적절한 구현의 일례로서, CPU(200), 메모리 컨트롤러(202), ROM(204) 및 RAM(206)은 공통 모듈(214) 상에 일체
화된다. 이러한 구현예에서, ROM(204)은 PCI 버스 및 ROM 버스(양자 모두 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메모리 컨트롤
러(202)에 접속되는 플래시 ROM으로서 구성된다. RAM(206)은 별도의 버스(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메모리 컨트롤
러(202)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다수의 DDR SDRAM(double data rate synchronous dynamic RAM) 모듈
로서 구현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08) 및 광 매체 드라이브(106)는 PCI 버스 및 ATA(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버스(216)를 통해 메모리 컨트롤러에 접속된다.

3D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GPU)(220) 및 비디오 인코더(222)는 고속 고해상도 그래픽 프로세스를 위한 비디오 프
로세스 파이프라인을 형성한다. 데이터는 디지탈 비디오 버스(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GPU(220)로부터 비디오 인코
더(222)로 전달된다. 오디오 프로세스 유닛(224) 및 오디오 인코더/디코더(CODEC)(226)는 하이파이 스테레오 오
디오 데이터 프로세스를 위한 대응 오디오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을 형성한다.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프로세스 유
닛(224)과 CODEC(226) 간에서 통신 링크(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전달된다.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세스 파이프라
인은 텔레비젼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모니터로의 전송을 위하여 데이터를 A/V 포트(228)에 출력한다. 도시된 구현
예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세스 구성요소(220-228)는 모듈(214) 상에 실장된다.

모듈(214) 상에는, USB 호스트 컨트롤러(230)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32)도 구현된다. USB 호스트 컨트롤러
(230)는 버스(예를 들어, PCI 버스)를 통해 CPU(200) 및 메모리 컨트롤러(202)에 연결되고, 주변 게임 컨트롤러
(104a-104d)를 위한 호스트로서 기능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32)는 네트워크(인터넷, 홈 네트워크 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이더넷 카드, 전화 모뎀 인터페이스, 블루투스 모듈, 케이블 모뎀 인터페이스, xDSL 인터페이스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선 또는 무선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게임 콘솔(102)은 2개의 듀얼 컨트롤러 지원 서브어셈블리(240a 및 240b)를 포함하고, 각각의 서브어셈블리는 게
임 컨트롤러들(104a-104d) 중 2개를 지원한다. 프론트 패널 입출력(I/O) 서브어셈블리(242)는 전원 버튼(112) 및
인출 버튼(114)의 기능성은 물론, 게임 콘솔의 외측 표면에 노출된 임의의 발광 다이오드(LED) 또는 기타 표시기를
지원한다. 서브어셈블리(240a, 240b, 242)는 하나 이상의 케이블 어셈블리(244)를 통하여 모듈(214)에 연결된다.

8개의 기능 유닛(140a-140h)이 4개의 컨트롤러(104a-104d)에 접속가능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즉, 각각의 컨
트롤러에 2개의 기능 유닛이 접속가능하다. 각각의 기능 유닛은 게임, 게임 파라미터 및 기타 데이터를 위한 추가의
기능 또는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MU가 컨트롤러에 삽입되면, MU는 메모리 컨트롤러(202)에 의하여 액세스될 수
있다.

시스템 전력 공급 모듈(250)은 게임 시스템(100)의 구성요소들에 전력을 제공한다. 팬(252)은 게임 콘솔(102) 내의
구성요소들 및 회로를 냉각시킨다.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DVD 또는 기타 저장 매체 상에 저장되어 있는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된) 기
계 명령들을 포함하는 게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260)이 CPU(200)에 의해 실행되기 위하여 RAM(206) 및/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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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캐시(210 및/또는 212)에 로드된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260)의 부분들이 필요한 때에만 RAM에 로드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그 크기에 따라) RAM(206)에 로드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어플리
케이션(260), 및 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련 기능들이 이하에 더 상세
하게 설명된다.

게임 시스템(100)을 텔레비젼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단순히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게임 시스템(100)은
독립형 시스템으로서 동작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형 모드에서, 게임 시스템(100)은 한명 이상의 사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32)를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인터넷 또는 기타 네트워크로의 접속에 의하여, 게임 시스템(100)은 보다 큰 네트워크 게임 커뮤니티의 구성요
소로서 동작하여, 인터넷 또는 기타 네트워크를 통하여 플레이되는 게임에서 다른 게임 시스템을 사용하는 플레이
어들과의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게임 시스템(100)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적합
한 케이블(도시되지 않음)을 사용하여 다른 게임 시스템과 피어-투-피어 통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제1 실시예를 위한 예시적인 게임 네트워크

도 3은 네트워크(302)를 통하여 다수의 게임 시스템(100a, ...100n)을 상호접속한 예시적인 네트워크 게임 환경
(300)을 도시하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각각의 게임 시스템은, 플레이어들 간에서의 음성 통신을 위하여, 적어도 하
나의 대응 헤드셋(142a, ...142n) 및 대응 마이크로폰(144a, ...144n)을 포함한다. 네트워크(302)는 다양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중 임의의 것을 나타내며, 공용 부분(예를 들어, 인터넷)은 물론 전용 부분(예를 들어, 주거용 또는 상
업용 LAN)을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302)는 유선 타입 및 무선 타입 양자 모두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래의 통신
구성 중 임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공용 및 전용 프로토콜을 비롯하여, 다양한 통신 프로
토콜 중 어느 것이라도 네트워크(302)를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의 예는
TCP/IP, IPX/SPX, NetBEUI 등을 포함한다.

게임 시스템(100a, ...100n)에 더하여,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및/또는 호스트하는 것, 다운로드가능한 음악 또는 비
디오 파일을 서비스하는 것, 게임 경쟁을 호스트하는 것, 스트리밍 A/V 파일을 서비스하는 것, 이메일 또는 기타 메
체 통신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온라인 서
비스(304a,...304s)가 네트워크(302)를 통하여 액세스 될 수 있다. 네트워크 게임 환경(300)은, 개별 플레이어 및/
또는 게임 시스템(100a,...100n)이 온라인 서비스(304a,...304s)에는 물론 다른 플레이어 및/또는 게임 시스템에 상
호접속할 수 있게 하는 인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 분배 센터(306)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분배 센터(306)
는 키 및 서비스 티켓을 정당한 참가자들에게 분배하고, 이러한 키 및 서비스 티켓은 다수의 플레이어를 포함하는
게임 플레이 그룹을 형성하거나 온라인 서비스(304a,...304s)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게임 환경(300)은 개별 게임 시스템(100a, ...100n)에 이용가능한 다른 메모리 소스, 즉 온라인 저장소를
도입한다. 광 저장 디스크(108),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08) 및 기능 유닛(140) 상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에 더
하여, 게임 시스템(100a, ...100n)은, 온라인 서비스(304s)의 원격 저장소(308)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302)를 통하여 원격 저장 위치에서 이용가능한 데이터 파일에도 액세스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게임 환경은, 강화된 보안을 제공하고 다른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한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가상 전용 네트워크 터널을 통한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환경으로의 액세스만을 제공하는 폐쇄
된 네트워크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및 서버 컴퓨터를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304a, ...304s)를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은, 프로세싱 유닛(421), 시
스템 메모리(422) 및 시스템 버스(423)를구비하는 종래의 서버 컴퓨터(SC)(420) 형태의 범용 컴퓨팅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버스는 시스템 메모리를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들을 프로세싱 유닛(421)에 연결하며, 다
양한 버스 아키텍쳐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로컬 버스, 주변 버스, 및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
는 여러 유형의 버스 아키텍쳐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는 ROM(424) 및 RAM(425)을 포함한다. 기
동시에 SC(420) 내의 소자들 간의 정보 전송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426)은
ROM(424) 내에 저장된다. SC(420)는 하드 디스크(도시되지 않음)에 대한 판독 및 기입을 위한 하나 이상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427), 분리가능한 자기 디스크(429)에 대한 판독 및 기입을 위한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428), 및
CD-ROM 또는 기타 광 매체와 같은 분리가능한 광 디스크(431)에 대한 판독 및 기입을 위한 광 디스크 드라이브
(43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427),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428)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430)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432),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433)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434)를 통하여 각각 시스템 버스(423)에 접속된다. 드라이브 및 그 관련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한 기계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SC(420)를 위한 기타 데이터에 대한 비휘발성 저장소를 제공한다. 여
기에 개시된 예시적인 환경에서는 하드 디스크, 분리가능한 자기 디스크(429) 및 분리가능한 광 디스크(431)를 이
용하지만,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라면, 자기 카세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DVD(digital video disc), 베르누
이 카트리지, RAM, ROM 등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데이터 및 기계 명령을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유형
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도 예시적인 오퍼레이팅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435),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36), 기타 프로그램 모듈(437) 및 프로그램 데이터
(438)를 비롯한 다수의 프로그램 모듈이 하드 디스크, 자기 디스크(429), 광 디스크(431), ROM(424) 또는
RAM(425) 상에 저장될 수 있다. 사용자는 SC(420)에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키보드(440) 및 포인팅 디바
이스(442)와 같은 입력 디바이스를 통하여 제어 입력을 제공할 수 있다. 포인팅 디바이스(442)는 마우스, 스타일러
스, 무선 리모콘 또는 기타 커서 컨트롤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에서, "마우스"라는 용어는 스크린 상에서 커서의 위
치를 제어하는 데에 유용한 임의의 포인팅 디바이스를 모두 포괄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다른 입력 디바이스(도시되
지 않음)로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햅틱 조이스틱, 요크(yoke), 풋 페달, 게임 패드, 위성 접시, 스캐너 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개시된 것과 그 이외의 I/O 디바이스는, 시스템 버스에 연결된 I/O 인터페이스(446)를 통해 프로세
싱 유닛(421)에 접속된다. I/O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직렬 포트, 병렬 포트, 게임 포트, 키보드 포트 및/또는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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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포괄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모니터(447)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
레이 디바이스도, 비디오 어댑터(448)와 같은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423)에 접속되며,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램, 그래픽 이미지, 웹 페이지 및/또는 다른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모니터에 더하
여, SC는 스피커(사운드 카드 또는 기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함, 도시되지 않음) 및 프린터와 같은 다른 주변 출
력 디바이스(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될 수 있다.

SC(420)는 원격 컴퓨터(449) 또는 전술한 게임 시스템과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팅 디바이스로의 논리적 접속
을 이용하여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원격 컴퓨터(449)는 다른 SC, 게임 콘솔,
퍼스널 컴퓨터[일반적으로 SC(420)와 거의 유사하게 구성됨],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디바이스, 또는 위성 또
는 기타 통신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으며, 도 4에는 외부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450)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전형적
으로 SC(420)과 관련하여 기술된 요소의 다수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도 3의 네트워크(302)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
와 같이, 도 4에 도시된 논리적 접속은 근거리 네트워크(LAN)(451) 및 광역 네트워크(WAN)(452)를 포함한다. 이
러한 네트워크 환경은 현재 가정에서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사무실, 기업내 컴퓨터 네트워크,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는 매우 흔하다.

L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SC(42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453)를 통하여 LAN(451)
에 접속된다. W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될 때, SC(420)는 전형적으로 인터넷 등의 WAN(452)을 통한 통신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뎀(454), 케이블 모뎀과 같은 다른 수단, DSL 인터페이스 또는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를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454)은, I/O 디바이스 인터페이스(446)를 통해,
즉 직렬 포트를 통해 시스템 버스(423)에 접속되거나 버스에 연결된다.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SC(420)와 관련하
여 나타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일부는 원격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여기에 도시된 네트워크 접
속은 예시적인 것이며, 무선 통신 및 광대역 네트워크 링크와 같이, 컴퓨터/컴퓨팅 디바이스들 간의 통신 링크를 확
립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제1 및 제2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개념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510)는 서버(512) 및 클라이언트(514, 516 및 518)를 포함한다. 서버(512)는
서버에 의해 호스트되는 세션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은 클라이언트들을 제어함으로써 신뢰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서버(512)는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의해 호스트되는 세션으로의 액세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가입 서비
스로서 동작할 수 있다. 다르게는, 세션으로의 액세스를 위한 요금이 클라이언트에게 부과되지는 않지만, 서버가 자
신이 호스트하는 각각의 세션에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액세스하는지를 제어하도록, 클라이언트가 각각의 세션에 등
록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등록 프로세스에서, 클라이언트는 피어-투-피어 컨텍스트에서 다른 클라이언트와
의 성적인 주제에 관한 통신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커뮤니티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다른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정책
의 악용을 보고하면, 위반을 행한 클라이언트는 이후로는 서버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서버는 복수의 세션을 조작할
수 있으며, 일부 세션에 대해서만 클라이언트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512)는 십대용 세션, 모
델 트레이닝을 강조하는 취미 세션, 및 클라이언트들간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통신의 허용도가 큰 성안용 세션을 동
시에 호스트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등록 클라이언트들은 십대용 세션 및 취미 세션에 대한 액세스는 허가받지만,
성인용 세션에 대한 액세스는 허가받지 못한다. 성인 클라이언트 등록자는 원하는 경우에 성인 세션에서 나올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서버(512)가 게임 서버인 경우, 상이한 게임 및 상이한 난이도에서의 게임 플레이에 대응하는 복수
의 상이한 세션이 이용가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은, 서버에 의해 호스트되는 세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함으로써, 서버가 정한 행동
지침을 위반한 클라이언트가 이후의 세션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반은 여러 컨텍스트에서 발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주제(예를 들어, 성 관련 주제 또는 정치 관련 주제)에 관한 피어-투-피어
통신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청을 서버 상에 발송할 수 있다. 서버는 발송된 것을 삭제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이후에
서버에 액세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른 컨텍스트에서, 클라이언트는 피어-투-피어 컨텍스트에서 다른 클라
이언트와 무례하거나 귀찮은 통신에 참가할 수 있다. 서버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클라이언트들로부터의 피
드백을 수집하고, 요구에 따라 위반을 행한 클라이언트를 추방한다. 공동 양도된 미국 특허 출원 10/151,793호 "자
동 피드백 및 플레이어 거부"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플레이어의 행위에 관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여기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은 서버(512)의 클라이언트에 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클
라이언트를 추방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서버(512)에 의해 호스트되는 세션은 광범위하게 변화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 실시예에서, 서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호스트하는 등의 다른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플레이어)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는 것은 게임 경험을
강화한다. 제2 실시예에서, 서버의 핵심 기능은 클라이언트가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고자 하는 다른 클라이언
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떤 실시예가 구현되는지와 무관하게, 서버(512)는, 자신에 의하여 인에이블된 세
션으로의 액세스를 허가받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어를 서버 자신이 행하는 신뢰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서버(512)는 다수의 상이한 하드웨어 구성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버(512)는 단일 컴퓨팅 플
랫폼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고, 서로 협력적으로 기능하는 복수의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서버"라
는 용어는 단일 컴퓨팅 디바이스로만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버"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컴퓨팅 디바이
스를 포괄하도록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도 5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514, 516, 518)는 각각 서버(512)와 서버/클라이언트 접속(520)을 확립하고 있
다. 서버(512)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514)는 클라이언트(516)과 피어-투-피어 접속(522)
을 확립한다.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518)는 클라이언트(516)과 피어-투-피어 접속(522)을 확립한다.

도 6은 서버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이 서버에 의하여 용이하게 되는 보안 환경을 제공
하는 논리를 개괄적으로 나타낸 흐름도(610)이다. 논리는 블럭(612)에서 시작하고, 블럭(614)에서 서버는 자신이
호스트하는 세션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인증 및 허가하여 해당 세션에 참가시킨다.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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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에서, 서버는 세션에 현재 액세스하고 있는 다른 허가된 클라이언트들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일부 상황에서는, 피어-투-피어 통신을 원하지만 현재는 세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들을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리스트 내의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상태이며,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트는 단일 클라이언트만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복수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할 것이다.

리스트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는 방식은 광범위하게 달라질 수 있다. 리스트의 컨텐트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가 게임 서버인 경우, 리스트는 제1 클라이언트의 "팀"의 회원인 클라이언트들로만 한정
될 수 있고, 그 결과 리스트는 세션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다. 클라이언트들 간
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서버와 관련하여, 리스트는 특정 클라이언트에 연
관된 인증에 기초할 수 있다. 성인용 세션, 십대용 세션 및 취미 세션을 호스트하는 서버의 경우를 고찰하기로 한다.
제1 클라이언트의 연령에 기초하여, 리스트는 성인용 세션으로부터의 임의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용 서버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들이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
른 클라이언트들을 식별하도록 리스트를 좁게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제1 클라이언트는
성인용 세션에 참여하는 데에 충분한 연령이지만, 실제로 자신이 거주하는 동일 지역 내의 취미 생활자들과만 통신
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리스트는 주제 및 지역에 의해 한정될 것이다. 본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많은 다른 변경이 가능함을 알 것이다.

다시 도 6의 흐름도(610)를 참조하면, 블럭(618)에서, 제1 클라이언트는 리스트로부터 제2 클라이언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서버는 블럭(6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2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속 정보를 제1 클라이언트에
게 송신한다. 이러한 접속 정보는 적어도 제2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1 클라이언
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제2 클라이언트의 외부 IP 어드레스가 포함될 것이다. 제2 클라이언트
가 내부 IP 어드레스와 연관되고/되거나(예를 들어 공유 인터넷 접속 네트워크 상에 있음) 특정 포트 어드레스와 연
관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도 포함될 것이다. 정보는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사용자 키를 포함하여, 제2 클라이언트가
제1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한 때에, 제1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의해 제2
클라이언트에 할당된 사용자 키를 갖는다는 사실이 제1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의해 신뢰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럭(622)에서, 제1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수신된 제2 클라이언트에 관한 접속 정보를 사용하여, 제2 클라이언
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의 확립을 시도한다. 결정 블럭(624)은 그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를 결정한다. 성공적이
었던 경우에는, 블럭(6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가자들 중 한 명에 의하여 (또는 네트워크 실패에 의하여) 해제될
때까지 접속이 유지된다.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경우에는, 블럭(6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버는 제1 클라이언
트의 접속 정보를 제2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블럭(630)에서, 제2 클라이언트는 제1 클라이언트의 접속 정보를 사
용하여, 제1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의 확립을 시도한다. 결정 블럭(632)은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블럭(62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접속은 참가자들 중 한 명에 의하여 (또는 네트워크 실
패에 의하여)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논리는 블럭(636)에서 종료한다.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제2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 논리는 블럭(618)로 되돌아가서, 서버가 제2 클라이언트의 접속 정보를 제1 클라이
언트에게 다시 송신하게 하거나[블럭(632)을 블럭(618)에 연결시키는 점선에 의해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서버가
선택 블럭(63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서버를 통한 음성 트래픽(또는 클라이언트들 간의 다른 통신)을 선택적으
로 라우팅할 수 있게 한다. 블럭(630)에서 피어-투-피어 접속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의 또다른 선택안은, 단순하게
시도된 통신이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표시하고 블럭(636)에서 논리를 종료하는 것이다.

제1 실시예의 게임 서버 구현에 관한 세부 사항

도 7은 도 5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개념이 온라인 게임 환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네트워크(710)는 대규모 멀티플레이어(massively multi player) 게임 서버(712) 및 플레이어(714, 716,
718, 719)를 포함한다. 도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람직한 구현에서,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도 1 및 도 2와 관련하
여 설명된 것과 같은 게임 콘솔을 시용하는 플레이어이다.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도 7의 각각
의 플레이어가 상이한 유형의 게임 디바이스 또는 퍼스널/랩탑 컴퓨터를 사용하여 게임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각각의 플레이어는 서버/클라이언트 접속(720)을 사용하여 게임 서버(712)에 의해 호스트되는 게임 세션에 액세스
한다. 서버(712)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플레이어(714)는 플레이어(716)와의 피어-투-피어 접속(722)
을 확립한다. 마찬가지로, 플레이어(714)는 플레이어(718)와의 피어-투-피어 접속(722)을 확립한다.

게임 네트워크(300)와 관련하여, 각각의 플레이어(714-719)는 전술한 것과 같이 4명까지의 플레이어를 지원할 수
있는 게임 콘솔(102)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 7에 도시된 각각의 클라이언트/플레이어는 실질적으
로 4명까지의 개별 플레이어를 포함할 수 있고, 이들 각각이 다른 게임 콘솔을 사용하여 선택된 개별 플레이어들과
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도 7은 다소 단순화된 것이다. 하나의 접속은 각각의 네트워크 엔
티티(즉, 각각의 게임 콘솔 또는 각각의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당 엔티티 상의 모든 플레이어는
동일한 피어-투-피어 접속을 사용할 것이다. 도 8은 게임 콘솔(102)이 세션 내의 11명의 플레이어 간의 통신을 어
떻게 지원하는지를 설명하는 추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도 8을 참조할 때, 도시된 게임 콘솔(832)(즉, 게임 콘솔
2)이 2명의 플레이어를 지원하고 있고, 게임 콘솔(836)(즉, 게임 콘솔 3)이 1명의 플레이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
8의 각각의 게임 콘솔은 4명까지의 플레이어를 지원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도 8에 도시된 세션에서는
11명의 플레이어만이 통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성에서는 16명의 플레이어[게임 콘솔(832)에 2명의 플레이어를
추가하고 게임 콘솔(836)에 3명의 플레이어를 추가]까지의 통신이 지원될 수 있다.

도시된 예에서는, 게임 콘솔(102)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은 메시지를 타이핑할 키보드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음성 채
팅을 포함하는 기능은 중요하다. 게임 콘솔(102)에서 사용될 게임 타이틀을 개발하는 게임 설계자들이 음성 채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많은 다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게임 콘솔(102)을 사용하는 음성 채팅은 다음과 같은 기
능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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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는 자신의 음성을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도록 뮤트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플레이어는 게임 동안 다른 플레이어들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뮤트시킬 수 있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가 미래의 임의의 게임에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뮤트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에
의하여, 한 플레이어를 영구적으로 뮤트시키면, 그 사람과는 절대로 다시 대화하지 않게 된다.

·사람의 음성은, 성별 및 연령과 같은 특성을 식별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상적으로 텍스트 채팅에 의해서는 드러나
지 않는 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드러낸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음성을 마스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음
성 마스크가 적용된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추천된다. 음성 마스크는 디폴트로 턴온되고, 사용자
에 의하여 언제라도 온/오프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 콘솔(102) 상에서 플레이되는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판타지에 기초를 둔 롤 플레잉 게임에서의 드래곤 또는
앨프와 같은 자신의 온스크린 캐릭터에 일치하도록, 자신의 음성을 변경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도 8은 게임 콘솔(810)이 음성 채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나타내는 세부도이다. 음성 채팅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
하여, 음성 채팅 세션은 게임 타이틀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게임이 규칙적인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프레임 레이트도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음성
품질이 저하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사용자의 경험도 저하될 것이다. 게임 콘솔(810)은 통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다양
한 시나리오에서 양호하게 음성 채팅을 수행하도록 최적화된다. 주된 제한 요인은 음성 프레임 당 행해질 수 있는
인코드 및 디코드의 수이다. 게임 콘솔(810)은 게임 콘솔(102)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게임 콘솔(102)은 오디오 프로세스 유닛(224) 및 오디오 CODEC(226)을 포함한다. 게임 콘솔(810)에서
는, 구현되는 오디오 프로세스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오디오 프로세스 유닛(224)과 오디오
CODEC(226)은 추가의 기능 블럭으로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콘솔(102)과 관련하여 기술된 오디오
CODEC(226)은 인코더와 디코더 양자 모두를 포함하지만, 음성 채팅 동안 발생하는 오디오 신호 프로세스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게임 콘솔(810) 내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별개의 기능 블럭으로 도시된다. [게임
콘솔(102)와 관련하여 설명된] 오디오 프로세스 유닛(224)은 복수의 네트워크 큐(816a, 816b, 816c)를 포함하며,
임의의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엔티티들 사이에 존재하므로, 상이한 네트워크 엔티티와의 각각의 접속마다 하나의 큐
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구성요소이지만, 게임 콘솔(102)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입력 라우터
(826) 및 출력 라우터(820)가 도 8에 도시되어 있다. 게임 콘솔(810)은 16명까지의 화자(talker)(즉, 네트워크를 통
해 4개까지의 게임 콘솔이 링크되고, 게임 콘솔마다 4명까지의 통화자를 가짐)를 동시에 신뢰할 수 있게 지원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게임 콘솔(810)은 평활한 게임 프레임 레이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 프레임당 소정량의 데이터
를 인코딩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 콘솔(810)은 각각의 플레이어(828a-828d)의 헤드셋 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각각의 플레이어에 대한 가청
음성 스트림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입력부(824a-824d)를 포함한다. 입력부(824a-824d)는 어떤 플레이어가 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그러한 말할 수 있는 플레이어에 대응하는 음성 스트림만을 포워드하도록 구성된 입력 라우
터(826)에 연결된다. 포워드된 음성 스트림은 입력 라우터(826)에 논리적으로 연결된 인코더(814)에 의해 수신된
다. 인코더(814)는 가청 스피치를 네트워크(83)를 통해 수신측 게임 콘솔(832, 836 또는 840)에 요구되는 대로 송
신할 수 있는 음성 데이터로 압축한다. 또한, 인코더(814)는, 네트워크(830)를 통해 게임 및 음성 트래픽을 송신하
는 것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계층(812)에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게임 콘솔(810)은 네트워크(830)를 통해 게임 콘솔(810)에 링크된 각각의 다른 게임 콘솔에 대한 네트워크 큐를 포
함한다. 바람직하게는, 게임 콘솔(810)은 3개까지의 다른 게임 콘솔[즉, 콘솔(832, 836 및 840)]과 통신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 콘솔(810)은 3개의 네트워크 큐(816a, 816b 및 816c)를 확립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 및 처리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데이터를 송신하는 각각의 네트워크 엔티티에 대하여, 수신 엔티티에 대한 단일의 큐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 콘솔(836)은 단 한명의 플레이어(838)만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큐(816b)는 플레이어(838)
로부터의 데이터만을 큐잉할 것이다. 네트워크 큐(816c)는 4명의 플레이어(842a-842d)를 지원하는 게임 콘솔
(840)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 큐는 인터넷 또는 기타 상호접
속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패킷의 도달 시간 차이에 의해 유발되는 "지터" 효과를 제거한다. 네트워크 큐는 음성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고 음성 데이터의 플레이백을 평활화하기 때문에, 청취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음성
패킷의 임의의 지연에 의하여 유발되는 "팝(pops)"을 듣지 않는다.

각각의 네트워크 큐는 디코더(818)에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인코더(814)를 제어하는 알고리즘과 디코더(818)를 제
어하는 알고리즘은 상보적이다. 디코더(818)는 디코딩된 가청 스트림을 수신하여 그것을 플레이어마다의 정확한
출력 오브젝트에 송신하는 출력 라우터(820)에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출력 라우터(820)는 플레이어(828a-
828d) 중 적절한 사람들에게 오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는 출력부(822a-822d)에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각각의 출력
부는 모든 적합한 스트림을 혼합하여 그들을 적합한 플레이어의 헤드셋에 송신하는 것을 담당한다.

게임 콘솔(810)과의 음성 채팅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분석할 때에, 게임 기반의 음성 채팅을 3개의 주요
시나리오로 분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포인트-투-포인트 시나리오에서는, 게임 콘솔당 한 사람씩 채팅하고, 2개
의 게임 콘솔이 존재한다. 멀티포인트 시나리오에서는, 게임 콘솔당 한 사람씩 채팅하고, 16개까지의 게임 콘솔이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멀티플레이어-온-멀티게임 콘솔 시나리오에서는, 게임 콘솔당 4명까지의 화자가 있고, 4개
까지의 게임 콘솔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게임은 이러한 시나리오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포인트-투-포인트는, 하나의 게임 콘솔 상의 단일 플레이어가 다른 게임 콘솔 상의 다른 단일 플레이어와 대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예는, 단 2명의 플레이어만이 존재하며 플레이어들이 게임 진행 동안 통신하기를 원하는

공개특허 10-2005-0030548

- 9 -



체스 등의 게임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각각의 게임 콘솔은 하나의 인코더와 하나의 디코더를 인스턴스화한다. 음성
프레임 업데이트 동안, 각각의 게임 콘솔은 임의의 인코딩과 임의의 디코딩을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경
우에서, 뮤트는, 뮤트된 플레이어의 음성 스트림을 디코딩하지 않는 것에 의해 간단하게 행해진다.

멀티포인트 시나리오에서는, 각각의 게임 콘솔 상에 한명의 플레이어가 존재하지만, 세션 내에 복수의 게임 콘솔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콘솔당 단일 플레이어만을 허용하는 4 플레이어용 브리지 게임이 있다. 게임은, 모든 플레이어
가 모두에게 말하는지 또는 팀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플레이어의 서브세트가 서로 말할 수 있는지를 결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각각의 게임 콘솔은 하나의 인코더와 하나의 4-인-1(4 in 1) 디코더를 인스턴스화한
다. 음성 프레임 업데이트 동안, 각각의 게임 콘솔은 (게임 콘솔 상의 단일 사용자에 대한) 임의의 인코딩과 (다른 게
임 콘솔들로부터의 3명까지의 사용자에 대한) 임의의 디코딩을 업데이트한다. 4 in 1 디코더는, 복수의 입력 스트림
을 취하고, 그들을 주파수 영역에서 조합하고, 그 조합에 단일 동작을 수행하여 하나의 단일 출력 스트림으로 변환
하는 멀티스트림 병렬 디코더로서 구현된다. 이러한 최적화에 의하여, 각각의 단일 스트림에 대한 개별 동작들은,
스트림들을 결합한 후에 모든 스트림에 적용되는 단일 동작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합될 수 있다.

멀티플레이어-온-멀티게임 콘솔 시나리오에 대하여, 각각의 게임 콘솔은 복수의 플레이어와 복수의 게임 콘솔이
접속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각 콘솔 상의 4명까지의 플레이어와 4개까지의 콘솔을 허용하는 16 플레이어
용 게임이 있다.

게임 설계자는 모든 플레이어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지, 또는 팀이 존재하여 플레이어들의 서브세트만이 서로 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16명의 플레이어에 있어서, 대화가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의 수(예를 들어, 단 4명)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게임 콘솔 내에서 음성 프레임당 플레이어당 하나의 인코더 및 4개의 4-인-1 디코더를 인스턴스화하고 처리하
는 것은, 각각의 게임 콘솔 내의 프로세서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진다.

·4명 이상의 말을 한꺼번에 듣는 것은 다루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한꺼번에 디
코딩되는 음성의 수를 제한하는 데에 사용된다. 바람직한 알고리즘은 게임 콘솔 상의 청취자 당 4개의 "가장 큰" 음
성을 선택한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게임 콘솔 당 2명의 청취자가 있고, 각각 4명(가능하면 그 청취자에 고유
함)의 상이한 화자를 한꺼번에 듣는 것이다.

·인코딩시에, 실제로 음성을 인코딩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음성 프레임이 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면, 2개의 인코더와 "라운드-로빈" 시스템(나중에 설명됨)을 사용하여, 모든 4개의 음성이 각
각의 음성 프레임 내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음성 채널은 양방향 라디오 상의 채널과 같이 간단하게 사용된다. 즉, (개별적인 뮤트가 고려되기 전에는) 채널 상
의 모든 화자가 서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채팅할 플레이어가 세션에 들어오면, 그 플레이어는 그들이 이용하
고 있는 채널을 명시적으로 설정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채널은 "팀" 내의 모든 회원이 서로 말할 수 있게 하는 데
에 사용된다 (디폴트로서, 게임 내의 모든 플레이어에 대하여 하나의 채널이 사용될 수 있다). 채널은 음성을 위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추가의 프로세서 전력을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타이틀은 추가의 디코더를 사용가능하게 하는 옵션을 가질 것이며,
이는 하나의 음성 프레임동안 추가의 음성을 동시에 들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멀티플레이어-온-멀티게임 콘솔 시나리오에서, 각각의 게임 콘솔은 하나의 4-대-4 디코더를 인스턴스화
한다. 음성 프레임 업데이트 동안, 각각의 게임 콘솔은 (게임 콘솔 상의 4명까지의 사용자에 대한) 임의의 인코딩 및
(다른 게임 콘솔 상의 4명까지의 사용자에 대한) 임의의 디코딩을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음성 프레임 동안 4개 이상
의 상이한 음성 스트림이 이용가능한 경우, 4개의 가장 큰 음성 스트림이 디코딩용으로 선택된다. 게임 설계자가 보
다 더 많은 프로세스 전력이 채팅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한 경우, 프레임당 디코딩되는 다중 음성 스트림의 수를 증
가시키기 위하여, 추가의 디코더가 인스턴스화될 수 있다.

단 2개의 인코더만을 이용하는 인코딩은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즉, 4개의 인코더 인스턴스가 있지만, 한 음성 간격
에서 2개만이 작동함). 플레이어 1, 2, 3, 4 모두가 동시에 말하고, 최근에 인코딩되었던 2개의 음성에 관한 이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현재의 마이크로폰 패킷은 플레이어 1의 음성에 대하여 분석되고, 플레이어 1의 음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인코딩된다. 다음으로, 현재의 마이크로폰 패킷은 플레이어 2의 음성에 대하여 다음에
분석되며, 플레이어 2의 음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인코딩된다.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이력은 {3, 4, 1, 2}
로 업데이트된다. 후속 마이크로폰 간격(통상적으로 40 마이크로초) 동안, 마이크로폰 패킷은 플레이어 3 및 4(즉,
선행 마이크로폰 패킷 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2명의 플레이어)에 대하여 분석된다. 마이크로폰 패킷이 분석되고, 플
레이어 3의 음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인코딩은 수행되지 않는다. 플레이어 4의 음성이 발견되는 경우, 인코딩이
수행되며, 이력은 {3, 1, 2, 4}로 업데이트된다. 동일한 마이크로폰 패킷 동안, 플레이어 1의 음성이 존재하는 경우
에 그것이 인코딩되고, 이력은 {3, 2, 4, 1}로 된다. 마이크로폰 패킷 간격 동안, 분석은 플레이어 3 및 2로부터의 음
성을 찾는다. 플레이어 3이 여전히 음성을 갖지 않는 경우, 인코딩은 플레이어 2 및 플레이어 4에 대하여 행해지며,
이력은 {3, 1, 2, 4}로 업데이트된다.

라운드 로빈 인코딩 방식은 한번에 2 프레임의 스피치에 대해서만 행해지고, 현재 인코딩되고 있지 않은 스트림의
다른 프레임들에 대해 반복한다. 최종 결과는 4명의 플레이어 모두가 말할 때의 음향 저하이지만, 그 때 추가의 프로
세스 전력은 사용되지 않는다.

제1 실시예를 위한 예시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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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본 실시예의 바람직한 구현에 따라, 게임 플레이 동안 플레이어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 서버에 의해 사용되는 논리를 나타낸 흐름도(910)이다. 논리는 블럭(912)에서 시작하고, 블
럭(914)에서는, 이용되는 게임 콘솔[예를 들어, 게임 콘솔(102)]을 위해 개발된 표준에 따라, 특정 게임을 위한 통
신 컨트롤이 설정된다. 블럭(9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준에 기초하여, 특정 게임에 의해 지원될 통신의 타입(예를
들어, 텍스트 전용, 텍스트 및 음성, 메뉴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녹음된 음성 응답, 또는 실시간 음성)이 지원된다.
블럭(914) 및 블럭(916)을 둘러싸고 있는 점선(913)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블럭(914 및 916)과 관련된 단계
들은 게임 설계자에 의하여 구현된다.

그리고나서, 블럭(91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게임 서버는 이와 같이 설정된 게임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게임 세
션을 호스트할 수 있다. 블럭(920)에서, 게임 서버에 의해 호스트되는 게임 세션에 액세스하는 각각의 플레이어는,
게임 서버에 의하여 인증 및 허가된다. 블럭(9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게임 서버는 자신에 액세스하는 각각의 게임
콘솔을 식별하는 것은 물론, 특정 게임 콘솔에 의해 서비스되는 각각의 개별 플레이어도 식별해야 한다. 바람직하
게, 게임 서버는 각각의 개별 플레이어에게 로그온 시에 사용자 키를 제공하며, 그 사용자 키는 게임 서버에 의해 신
뢰되는 플레이어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의 확립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사용된다.

블럭(924)에서, 서버는 플레이어들이 다른 플레이어와 원하는 대로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게 한다. 블
럭(924)와 관련된 특정 세부사항들은 이하에 설명되는 도 10에 제공된다. 블럭(9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플레이어
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허용하는 게임 플레이는 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된다. 플레이어가 게임 환경에서 나가
면, 논리는 종료 블럭(928)에서 종료된다.

도 10의 흐름도(1010)에서, 게임 서버는 블럭(10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의 플레이어에게 다른 플레이어들의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플레이어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의 확립을 용이하게 한다. 전형적으로, 게임 환경 내에
서 플레이어들 간의 통신이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리스트는 동일 팀에 속하는 플레이어
들, 또는 게임 세계 내에서 서로 충분히 인접한 플레이어들로 한정될 것이다. 블럭(1014)에서, 서버는
CONSOLE1-P1으로 식별되는 플레이어(즉, 제1 게임 콘솔을 사용하여 게임 서버에 액세스하는 제1 플레이어)가
음성 통신을 위하여 CONSOLE2-P4로 식별되는 플레이어(즉, 제2 게임 콘솔을 사용하여 게임 서버에 액세스하는
제4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선택은, 다른 플레이어들에 관한 스크롤가능한 리스트를 디스플레이
하여, CONSOLE1-P1이 리스트를 스크롤하여 CONSOLE2-P4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
다.

그 다음, 서버는 블럭(10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CONSOLE1-P1에 CONSOLE2-P4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
보는 CONSOLE2의 외부 IP 어드레스, CONSOLE2의 내부 IP 어드레스(내부 어드레스를 갖는 경우에만), 및
CONSOLE2의 제4 플레이어가 접속한 포트 번호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서버는 CONSOLE2-P4가 게임 서버
에 로그온할 때 CONSOLE2-P4에 할당되었던 사용자 키를 CONSOLE1-P1에 송신하여, CONSOLE2-P4가
CONSOLE1-P1으로부터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한 때에, CONSOLE2-P4가
CONSOLE1-P1이 서버에 의해 신뢰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CONSOLE1-P1이 신뢰되지 않았다면, 게임
서버는 CONSOLE1-P1이 CONSOLE2-P4의 사용자 키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블럭(1018)
에서, CONSOLE1-P1은 CONSOLE2-P4와의 피어-투-피어 통신 링크를 확립하려고 시도한다. 이 단계는 게임 콘
솔 CONSOLE1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판정 블럭(1020)은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를 판정한다. CONSOLE1-P1과 CONSOLE2-P4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된 경우에는, 블럭(10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플레이어 중 한명에 의해 (또는 네트워크 실패에 의해) 해
제될 때까지 접속이 유지된다.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경우에는, 블럭(10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게임 서버는
제1 플레이어(즉, CONSOLE1-P1)의 접속 정보를 제2 플레이어(즉, CONSOLE2-P4)에 전송한다. 도 6과 관련하
여 설명한 바와 같이, 피어-투-피어 통신 링크를 확립하기 위한 제2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 논리는 블럭
(1016)으로 진행하여 게임 서버가 제2 플레이어의 접속 정보를 제1 플레이어에게 다시 송신하게 하거나, 또는 게임
서버가 플레이어들 간의 모든 통신을 자신을 통해 라우팅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게임 서버가 피어-투-피어 관계
접속의 실패를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제2 실시예에 관한 세부사항

도 11은, 클라이언트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의 확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버(1114a-
1114s)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네트워크(1110)를 나타내고 있다. 본 발명의 본 실시예의 바람직한 구현에서, 서버는
호스트 서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다를 수 있는 상이한 클라이언트 등급을 인식하도록 구성된다.

도 11에 도시된 실시예는, 보안 방식으로 강제될 수 있는 상이한 액세스 정책을 상이한 엔티티 "등급"(익명 사용자,
인증된 사용자, 사업, 대학 등)에 제공함으로써,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의 공용 인터
넷 디렉토리의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서버는 익명 사용자(1116)가 서버에 접속할 때, 익명 사용자
(1116)가 서버에 의해 호스트되고 있는 세션 1에 액세스하는 것만을 허용하도록 구성된다. 세션 1은 다수의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세션 1에 액세스하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하기를 원하
는 웹사이트 운영 홍보자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익명 사용자(1116)는 피어-투-피어 통신을 원하는 개인들에
관한 접속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웹사이트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만 네트워크(1110)를 사용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세션 1은 거의 또는 전혀 제한없이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표명한 클라
이언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1110) 내의 서버는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를 인식하여,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1118)가 서버에 액
세스할 때 세션 1 및 세션 2에 대한 액세스가 제공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
(1118)는 익명 사용자(1116)가 액세스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들(즉, 세션 2에 액세스하는 클라이언트들)에 액세스
할 수 있다. 또한, 서버는 또 다른 액세스 권한을 허가받은 인증된 사용자를 인식하도록 구성된다. 인증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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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는 세션 1, 세션 2 또는 세션 3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세션 3은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한다. 또
한, 네트워크(1110)는, 다른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신의 접속을 광고하는 것을 서버에 의해 허가받은 리스트 엔티티
(list entity)(1122a 및 1122b)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를 원하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인증 및 허가되어야 한다. 인증 및 허가
(A&A)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assport, 신뢰 계층을 이용한 증명을 채용하는 공용 키 암호화, 또는 TA(Trusted
Authoruty)를 사용하여 "티켓"을 허여하는 Kerberos[RFC(1510)] 등의 보안 프로토콜에서와 같이, 웹 사이트 사
인-인(sign-in)에 기초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 중 임의의 것, 또는 이러한 메커니즘들의 조합이 본 발명의 본
양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인증은 서버에 대한 액세스를 시도하는 클라이언트의 신분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이다. 인증은 사용자명/패스워드 조
합과 같은 보안 증명서, 또는 클라이언트에 연관된 스마트 카드 및/또는 패스워드의 소유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인증은 클라이언트를 "보증(vouch)"할 수 있는 소정의 엔티티에도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다른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하기 위하여 서버에 등록할 때, 인증은 신용카드, 루트 인증
기관(root certificate authority), 또는 기타 제3의 신뢰되는 인증기관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인증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또는 서비스의 서브세트) 사용에 대한 허가를 제공한다. 도 11에서, 익명 사용자
(1116),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1118) 및 인증된 사용자(1120)는 각각 상이한 허가를 할당받은 상태이다. 클라
이언트가 인증되고 나면, 그 클라이언트의 인증 데이터는 서비스 및 서비스의 상이한 서브세트(들)(즉, 세션 1, 세션
2 및/또는 세션 3)로의 액세스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인증은 액세스를 허용하며, 정책을 강요한다. 디렉토리의
정책은 서비스의 설계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폭넓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1110)에서, 바람직
하게, 익명 사용자는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션 1은 서비스의 매우 제한적인 서브세트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익명 사용자는 (옐로우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것과 같이) 익명 접속을 허락하는 제한된 공개용 리스트 엔티티(즉, 광
고자, 회사 및/또는 대학)를 브라우징하는 것을 허가받을 것이다. 익명 접속의 접속 타입은 리스트 엔티티에 의해 결
정되며, 온라인 컨텐트를 듣고 보고 읽는 것과 같은 단방향 통신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도 11의 사용자(1118)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는 보안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증명한 사
용자이다.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는 제한된 공개용 리스트 엔티티를 보고 그에 접속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엔티티
와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이들은 부적절한 컨텐트를 리스트화한 엔티티의 위반을 보고하는 것
도 할 수 있다.

인증된 사용자[즉, 도 11의 사용자(1120)]는 보안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또한 기업 인증
기관과 사업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보다 더 많은 액세스를 허가하는 인증의 수퍼세트를
허여받은 사용자이다. 인증된 사용자는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의 허가를 전부 갖지만, 보다 안전한 통신을 원하
는 클라이언트들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추가 세션에 대해서도 액세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인트라넷 디렉
토리에 대한 액세스).

바람직하게, 리스트 엔티티는 자신의 접속을 익명 사용자,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 및 인증된 사용자 중 누구에게
라도 광고할 수 있는 엔티티이다. 리스트 엔티티는 개인, 기업, 교회, 대학 및 기타 기관일 수 있다. 리스트 엔티티는
사용자 세트에 기초하여 자신의 액세스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리스트 엔티티는 익명
사용자가 컴퓨터로부터의 자동화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에 대해 제한된 고객 지원
을 허용하며, 그들과 지원 계약을 맺은 인증된 사용자에 대해 프리미어 지원을 허용한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 형태 및 그에 대한 수정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라면, 이
하의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많은 다른 수정이 본 발명에 행해질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화된 게임
서비스에 독립적인 게임 시스템의 로컬 네트워크 내에서, 화자는 시각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 또한, 논리 흐름 내에
서 구현되고 상기에 설명된 결정 단계들은 다른 구성으로 배열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설명은 본 발명의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이하의 특허청구범위를 참조하여 전체적으로 결정
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개별 사용자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의 확립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신뢰되는 세션 환경을 확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들이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전에 처음에 액세스하는 세션을 호
스트하는 단계,

(b) 상기 서버에 의해 호스트되는 세션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자격을 검사하여, 상기 서버
에 의해 승인받은 자격을 갖는 클라이언트들만이 상기 세션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도록 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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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기 세션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은 제1 클라이언트에게, 현재 상기 세션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은 하나 이상
의 다른 클라이언트를 식별하는 리스트를 제공하는 단계,

(d) 상기 제1 클라이언트가 상기 리스트로부터 제2 클라이언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단계 - 상기 제1 클라이언트
에 의해 선택된 제2 클라이언트는 상기 서버에 알려짐 -, 및

(e)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정보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간에서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될 수 있게 하는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드레스를 포함함 -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a) 상기 세션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각 클라이언트의 자격을 검사하는 단계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단계, 및

각각의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상기 세션의 특정 부분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b)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리스트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세션 부분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가
받은 클라이언트만을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한 클라이언트의 상기 서버의 다른 클라이언트들과의 피어-투-피어 통신에서의 상기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관하여
상기 서버에 의해 수신된 피드백에 응답하여, 상기 한 클라이언트의 상기 세션의 특정 부분에 대한 액세스 허가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이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신뢰되는 세션 환경을 확립하는 것 이외의
기능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게임 서버를 포함하고,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화된 게임 플레이용 컴퓨팅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상기 서버에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의 리스트는, 상기 게임 서버에 의해 제어되는 게임 환경
에서 인터랙션하는 클라이언트들만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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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하나의 게임 플레이용 컴퓨팅 디바이스가 복수의 상이한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2 클라이언
트의 외부 IP 어드레스, 상기 제2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임의의 내부 IP 어드레스, 및 상기 제2 클라이언트와 피어-
투-피어 통신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임의의 포트 어드레스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자격을 검사하는 단계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고유한 사용자 키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된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는 제2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키
를 포함하여,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열게 하는 요청이 신뢰되는 소스로부터 온 것임을 상
기 제2 클라이언트에게 확신시키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후에, 상기 제1 클라이언트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없는 경우,

(a) 상기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상기 제1 클라이언트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상기 서버에 통지하는 단
계,

(b)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정보는, 상
기 제1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간에서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될 수 있게 하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
에 대한 어드레스를 포함함 -, 및

(c)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제2 클라이언트가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
신을 확립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간의 모든 통신을 상기 서버를 통해 라우팅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따른 단계들을 실행하기 위한 기계 명령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매체.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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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서로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는 신뢰되는 세션 환경을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a) 프로세서, 및

(b)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하며, 상기 프로세서가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기계 명령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기능은,

(ⅰ) 사용자의 자격을 검사함으로써, 상기 시스템에 의해 호스트되는 세션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각각의 사용자
를 스크리닝(screening)하여, 스크리닝된 사용자들만이 상기 세션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게 하는 기능,

(ⅱ) 제1 스크리닝된 사용자에게, 현재 상기 세션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은 적어도 한명의 다른 스크리닝된 사용자
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제공하는 기능, 및

(ⅲ) 상기 제1 스크리닝된 사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리스트 내에 포함된 제2 스크리닝된 사용자에 관
한 정보를 상기 제1 스크리닝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 상기 정보는 상기 제2 스크리닝된 사용자와의 피어-투
-피어 통신을 확립하는 데에 요구되는 임의의 어드레스를 포함함 -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명령들은, 상기 프로세서가,

(a) 상기 제2 스크리닝된 사용자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상기 제1 스크리닝된 사용자의 시도가 실
패했음을 통지받은 경우, 상기 제1 스크리닝된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제2 스크리닝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
능 - 상기 정보는 상기 제1 스크리닝된 사용자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는 데에 요구되는 임의의 어드레스
를 포함함 -, 및

(b) 상기 제2 스크리닝된 사용자에게 상기 제1 스크리닝된 사용자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것을 요청하는
기능

을 더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명령들은,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제1 스크리닝된 사용자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상기 제2 스크리닝된 사용자의 시도가 실패
했음을 통지받은 경우, 상기 제1 스크리닝된 사용자와 상기 제2 스크리닝된 사용자 간의 모든 통신을 상기 시스템을
통해 라우팅하게 하는 기능

을 더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서버의 클라이언트들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보안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에 있어서,

(a)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상기 보안 환경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가하기 전에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인
증 및 허가하는 단계,

(b)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보안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은 제1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보안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은 제2 클라이언트에 연관된 식별자를 제공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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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 의한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서버에 의한 또다른 인터랙션을 요구
하지 않고서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
보를,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 의하여, 각각의 상이한 클라이언트 등급마다 상이한 액세스 정책이 적용되도록,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게 등급을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인증 및 허가하는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속하는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등급을 할당하는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익명 사용자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익명 사용자인 경우, 상기 보안 환경에 액세스하기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의 허가를 정의하는 소정의 허가를 상기 클
라이언트에게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익명 사용자의 허가를 정의하는 허가는, 익명 사용자인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익명이 아닌 다른 클라이
언트와의 제한적인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여,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가 상기 하나의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에
대한 단방향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등급을 할당하는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인 경우, 상기 보안 환경에 액세스하기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의 허가를 정의하는 소정의
허가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소정의 허가는,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인 클라이언트가, 제한적으로 인증된 사용자와의 피어-투-피어 통
신을 허가하는 데에 동의한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제한적으로 인증
된 사용자의 허가를 정의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등급을 할당하는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인증된 사용자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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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사용자인 경우, 상기 보안 환경에 액세스하기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의 허가를 정의하는 소정의 허가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인증된 사용자의 허가를 정의하는 허가는, 인증된 사용자인 클라이언트가, 인증된 사용자와의 피어-투
-피어 통신을 허가하는 데에 동의한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등급을 할당하는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리스트 엔티티(listing entity)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리스트 엔티티인 경우, 상기 보안 환경에 액세스하기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의 허가를 정의하는 소정의 허가를 상기
클라이언트에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리스트 엔티티의 허가를 정의하는 허가는, 리스트 엔티티인 클라이언트가,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을 상기 다른 클라이언트에 등급에 기초하여 지향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연관된 식별자를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등급에 속하는 클라이언트들에 연관된 식별자만을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a) 상기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관여하기를 원하는 피어-투-피어 통신의 주제에 기초하여, 복수의 상이한 클라이언
트 그룹을 설정하고,

(b)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서버에 액세스하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단계는, 특정 클라이언트가 어느
그룹에 연관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c)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연관된 식별자를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계는, 상
기 제1 클라이언트와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공유하는 클라이언트들에 연관된 식별자만을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서버에 액세스하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인증 및 허가하는 단계는,

(a) 웹 사이트의 사인-인(sign-in)을 사용하여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인증 및 허가하는 단계,

(b) 공용 키 암호를 사용하여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인증 및 허가하는 단계, 및

(c) 신뢰되는 인증기관을 사용하여, 인증을 위해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되는 티켓을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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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될 수 있게 하는 것 이외의 기능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게임 서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식별자를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게
임 서버에 의해 제어되는 게임 환경 내에서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 인터랙션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식별자를 상
기 제1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들과 상기 제1 클라이언트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제2 클라이언트의 외부 IP 어드레스,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연관된 임의의 내부 IP 어드레스, 및
상기 제2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에 요구되는 임의의 포트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서버에 액세스하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인증 및 허가하는 단계는, 각각의 클라이언트
에게 고유한 사용자 키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제2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키를 포함하여, 피어-투-피어 통신을 열도록 하는 요청이 신뢰되는 소
스로부터 온 것임을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게 확신시키는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제1 클라이언트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
신을 확립할 수 없는 경우,

(a) 상기 제2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상기 제1 클라이언트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상기
서버에 통지하는 단계,

(b) 상기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클라이언트가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요구되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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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제2 클라이언트가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
신을 확립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간의 각각의 통신을 상기 서버를 통해 라우
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16항의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명령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매체.

청구항 33.

대규모 멀티플레이어(massively multiplayer) 게임을 호스트하는 게임 서버의 작업 부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기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게임 내의 플레이어들이 피어-투-피어 관계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플레이에 플레이어로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각각에게, 우선 상기 게임 서
버를 운영하는 게임 서비스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단계,

(b) 플레이어가 상기 게임 서비스에 등록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게임 서버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각각의
플레이어를 인증하여, 등록한 사람만이 상기 게임 서버에 플레이어로서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단계,

(c) 제1 플레이어에게, 상기 게임 서버에 의해 호스트되는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게임 내에서 상기 제1 플레이어와
인터랙션할 수 있는 적어도 한명의 다른 플레이어를 식별하는 리스트를 제공하는 단계,

(d) 상기 제1 플레이어가 상기 리스트로부터 제2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단계 - 선택된 상기 제2 플레이어
는 상기 게임 서버에게 알려짐 -, 및

(e) 상기 제2 플레이어에 관한 정보를 상기 게임 서버로부터 상기 제1 플레이어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정보는 상
기 제1 플레이어와 상기 제2 플레이어 간에서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요구됨 -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게임 서버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각각의 플레이어를 인증하는 단계는, 각각의 플레이어에게 고유한 사용자
키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플레이어에 관한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1 플레이어로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2 플레이어의 사
용자 키를 전송하여, 상기 피어-투-피어 통신을 열게 하는 요청이 상기 게임 서버에 의해 호스트되는 대규모 멀티플
레이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신뢰되는 플레이어로부터 온 것임을, 상기 제2 플레이어에게 확신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제1 플레이어가 상기 제2 플레이어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
립할 수 없는 경우,

(a)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상기 제1 플레이어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상기 게임 서버에 통지하는 단계,

(b) 상기 제1 플레이어에 관한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2 플레이어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정보는 상기 제1
플레이어와 상기 제2 플레이어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이을 확립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요구됨 -, 및

공개특허 10-2005-0030548

- 19 -



(c) 상기 제2 플레이어에게 상기 제1 플레이어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플레이어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제2 플레이어가 상기 제1 플레이어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
립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제1 플레이어와 상기 제2 플레이어 간의 각각의 통신을 상기 게임 서버를 통해 라우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3항의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명령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매체.

청구항 38.

게임 플레이 동안, 허가된 플레이어들만이 다른 허가된 플레이어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도록 허용되는
게임 환경을 제공하여, 진행중인 플레이어들 간의 통신을 관리하기 위해 네트워크화된 게임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원
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게임 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네트워크화된 게임 시스템에 있어서,

(a) 프로세서, 및

(b)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하며, 상기 프로세서가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기계 명령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기능은,

(ⅰ) 상기 게임 시스템에 의해 호스트되는 게임 환경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각각의 플레이어를 스크리닝하여, 허
가된 플레이어들만이 상기 게임 시스템에 의해 호스트되는 게임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

(ⅱ) 제1 허가된 플레이어에게, 상기 게임 환경에 참여하고 있는 적어도 한명의 다른 허가된 플레이어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제공하는 기능,

(ⅲ) 상기 제1 허가된 플레이어가 상기 리스트로부터 제2 허가된 플레이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능, 및

(ⅳ) 상기 제2 허가된 플레이어에 관한 정보를 상기 게임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제1 허가된 플레이어로 전송하는 기
능 - 상기 정보는 상기 제1 허가된 플레이어와 상기 제2 허가된 플레이어 간에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될 수 있
게 하는 데에 요구되는 임의의 어드레스를 포함함 -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화된 게임 시스템.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게임 시스템에 의해 상기 제2 허가된 플레이어에 할당된 사용자 키를 포함하여, 상기 피어-투-피
어 통신을 열게 하는 요청이 신뢰되는 플레이어로부터 온 것임을 상기 제2 허가된 플레이어에게 확신시키는 네트워
크화된 게임 시스템.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 명령들은, 상기 프로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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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제2 허가된 플레이어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상기 제1 허가된 플레이어의 시도가 실패했
음을 통지받은 경우, 상기 제2 허가된 플레이어에게 상기 제1 허가된 플레이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상기
정보는 상기 제1 허가된 플레이어와 상기 제2 허가된 플레이어 간에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될 수 있게 하는 데
에 요구되는 임의의 어드레스를 포함함 -, 및

(b) 상기 제2 허가된 플레이어에게 상기 제1 허가된 플레이어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것을 요청하는 기능

을 더 수행하게 하는 네트워크화된 게임 시스템.

청구항 41.

서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신뢰되는 세션 환경을 확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들이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전에 처음에 액세스하는 세션을 호스트
하는 단계,

(b) 상기 서버에 의해 호스트되는 상기 세션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각 클라이언트의 자격을 검사하여, 상기 서버
에 의해 승인받은 자격을 갖는 클라이언트들만이 상기 세션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도록 하는 단계,

(c) 상기 세션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받은 제1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서버에 의해 승인받은 자격을 갖는 하나 이상의
다른 클라이언트를 식별하는 리스트를 제공하는 단계,

(d) 상기 제1 클라이언트가 상기 리스트로부터 제2 클라이언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단계 - 상기 제1 클라이언트
에 의해 선택된 제2 클라이언트는 상기 서버에 알려짐 -, 및

(e)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관한 접속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1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접속
정보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간에서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될 수 있게 함 -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후에, 상기 제1 클라이언트가 상기 제2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수 없는 경우,

(a)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상기 제1 클라이언트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상기 서버에 통지하는 단계,

(b)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2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정보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간에 피어-투-피어 통신이 확립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요구됨 -, 및

(c) 상기 제2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확립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제2 클라이언트가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의 피어-투-피어 통
신을 확립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제1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간의 모든 통신을 상기 서버를 통해 라우팅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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