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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치들 간의 근접치를 기반으로 하는 매치 메이킹 방법 및시스템

요약

장치들 간의 근접치에 기반한 매치 메이킹 시스템의 일면에 따르면, 네트워크 주소의 그룹들 간의 거리에 대한 레코

드가 보유된다. 이 레코드는 차후,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컴퓨팅 장치로 리턴되는 온라인 

게임 세션의 순서를 선택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매치 메이킹 시스템, 컴퓨팅 장치, 게임 세션, 근접치, 호스트, 식별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장치들 간의 근접치를 기반으로 하는 매치 메이킹을 사용할 수 있는 예시적인 환경의 블럭도.

도 2는 예시적인 매치 메이킹 시스템을 더 상세하게 도시한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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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예시적인 매핑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예시적인 근접도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장치들의 근접치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6은 게임 세션의 매칭 및 정렬을 위한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기법을 구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게임 콘솔의 기능적인 구성요소를 더 상세하게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매치 메이킹 시스템

104: 컴퓨팅 장치

122: 매치 모듈

126: 필터 모듈

526: 오퍼레이팅 시스템

528: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548: 원격 컴퓨팅 장치

558: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601: 중앙 처리 장치

620: 3D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634: 메모리 유닛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온라인 게임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장치들 간의 근접치(proximity measure)를 기반으로 하는 매

치 메이킹(match making)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전용 콘솔을 구비한 게임 시스템은 제한된 수의 플레이어(이를테면, 2-4명의 플레이어)를 수용하는 독립

형(standalone) 기기이다. 퍼스널 컴퓨터 기반의 게임은 인기가 높아졌는데, 그 한 이유로는 인터넷 상에서 복수의 원

격 플레이어와 온라인으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게임 전용 콘솔의 한 가지 경향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게임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한 게임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퍼스널 컴퓨터 기반에서든 게임 전용 콘솔 기반에서든 간에, 온라인 게임에서 직면하게 되는 한 문제점으로는, 네트

워크 레이턴시(network latency)를 들 수 있다. 2개의 다른 장치의 사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서로 게임을 할 때, 장

치들 간의 데이터 송신에 의해 여러가지 딜레이(delay)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딜레이는, 한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게임을 느리게 보이게 만들거나 '둔하게' 보이게 만드는 등, 게임 플레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트워크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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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턴시가 게임을 하는 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이 주어졌다면, 온라인 게임용 장치들 간의 네트워크 레

이턴시를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후술될 장치들 간의 근접치를 기반으로 하는 매치 메이킹은 상기 및 그 외 다른 문제점들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명세서에서는 장치들 간의 근접치를 기반으로 하는 매치 메이킹이 기술된다.

일면에 따르면, 네트워크 주소의 그룹들 간의 거리에 대한 레코드가 보유된다.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에 관련된 정보

를 요청하는 컴퓨팅 장치로 리턴하는 온라인 게임 세션에 대한 순서가 그 다음 선택되는데, 이 순서는 그 거리에 대한

레코드에 적어도 일부 근거한다. 이러한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은 (이를테면, 모든 컴퓨팅 장치가 세션을 벗어나면 종

료하는) 단기적(short-lived) 세션일 수 있고, 혹은 다른 대안에서는, 토너먼트 같은 (이를테면, 모든 컴퓨팅 장치가 

더 긴 기간 동안에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지속하는) 장기적(longer-lived) 세션일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명세서 전체에 걸쳐 유사한 구성 요소 및/혹은 특징부를 참조하는 데에는 동일한 참조 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도 1은 장치들 간의 근접치를 기반으로 하는 매치 메이킹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환경(100)의 블럭도이다. 복수

의 컴퓨팅 장치(102(1),..., 102(c))는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과 연결된다. 장치(102)들과 시스템(104) 간의 연결 

뿐만 아니라, 장치(102)들 간의 연결은, 시스템(104)과 각 장치들(102)간의 통신 및/또는 장치들(102)간의 통신을 허

용하는 다양한 연결들 중 임의의 것이 될 수 있다. 한 구현에서, 그 연결은 인터넷을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

의 다른 네트워크(예를 들면,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WAN(wide area network))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각각의 컴퓨팅 장치(102)는 홈 기반 LAN 및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104)과 연결된 각각의 홈 기반 LAN 상에 위

치할 수 있다. 상기 연결은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유형 및 기술 중 임의의 것을 사

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컴퓨팅 장치(102)는 그것의 개개의 사용자들이 서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게임은 통상적으로 2개 이상의 

장치가, 그 장치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통신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통신은 일반적으

로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되나, 다른 대안에서는 (인터넷 대신에 또는 인터넷에 추 가되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할 수도

있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플레이어들이 게임 세션을 검색하고, 새로운 게임 세션을 생성하고, 게임 세션에 조인(jo

in)하고, 게임 세션을 종료하고, 서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컴퓨팅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컴

퓨팅 장치(102)에 의해 호스팅되는 복수의 게임 세션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다. 게임 세션의 호스팅 장치는, 매치 메이

킹 시스템(104)(다른 대안에서는 몇몇의 다른 장치)이 새로운 게임 세션을 생성하는 것과 같이, 게임 세션의 초기화를

담당하는 장치이다. 다른 대안에서는, 호스팅 장치는 몇몇의 다른 방식으로 선택되거나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호

스팅 장치는 무작위 선택되거나 몇몇의 다른 기준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몇몇의 구현에서, 게임 세션은 한명 이상의 플레이어를 포함한 게임 타이틀의 한 인스턴스를 일컫는다. 이러한 게임 

세션은 또한 본 명세서에서 단기적 게임 세션이라고도 칭한다. 게임 세션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 세션을 종료하면(

예를 들면, 게임 세션 종료, 시스템(104) 로그 아웃, 플레이어의 장치의 전원 종료 등), 게임 세션은 종료한다. 게임 세

션은 복수 라운드의 플레이가 될 수 있고, 다른 대안에서는 새로운 게임 세션은 각 라운드의 플레이마다 생성될 수 있

다.

다른 구현에서는, 게임 세션은 몇일, 몇주, 몇달, 심지어는 몇년동안과 같은 더 긴 기간동안 지속할 수 있다. 이러한 게

임 세션은 본 명세서에서 장기적 게임 세션 혹은 지속형 게임 세션(persistent game session)이라고도 칭한다. 이러

한 지속형 게임 세션의 일례로는 토너먼트가 있다. 토너먼트에서는, 여러 플레이어들 간의 복수의 경기들이 전형적으

로 오랜 시간동안 일어난다. 각 경기는 토너먼트 게임 세션의 일부인 개별 게임 플레이 세션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 토

너먼트 게임 세션은 모든 개별 게임 플레이 세션이 완료될 때까지 종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너먼트 게임 세션에

서 어떠한 개별 게임 플레이 세션도 플레이되지 않는(예를 들면, 토너먼트 게임 세션 중에 어떠한 컴퓨팅 장치도 게임

을 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는 전원이 켜있지도 않을 수 있는) 시간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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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게임 세션은 이러한 단기적 게임 세션 및 이러한 지속형 게임 세션 뿐만 아니라 지

속형 게임 세션의 개별 게임 플레이 세션 모두를 일컫는다.

복수의 다른 게임 타이틀 각각의 복수의 게임 세션과 관련된 정보는 시스템(104)에서 함께 보유된다. 플레이어들은 

게임세션에서 벗어나고(종료하고) 게임 세션에 조인할 수 있다. 일단 그 세션이 게임플레이 중에 특정한 점수에 이르

면, 세션에 조인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거나, 다른 대안에서는 게임플레이 동안 플레이어가 뜻대로 게임 세션에 조

인하고 탈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서, 게임 세션이 종료할 때의 플레이어들은 게임 세션이 시작할 때의 플레이어

들과 다를 수 있다. 게임 세션에 조인하고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의 제한은 게임 타이틀 설계자의 희망에 근거하여 게임

타이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컴퓨팅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게임 세션에 조인할 때, 그 컴퓨팅 장치가 또한 게임 세션에 조인하는 것이라고

도 칭한다. 게임 세션을 플레이하는 각 플레이어들에 의해 사용되는 장치는 게임 세션의 멤버 혹은 게임 세션의 일부

라고도 칭한다.

컴퓨팅 장치(102)는 게임 전용 콘솔, 추가적인 기능(예컨데, 디지털 VCR로서 동작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딩 

기능, 텔레비전 신호(이 신호는 방송 신호, 케이블 신호, 위성 신호 등 임의의 것이 될 수 있다)를 튜닝 및 디코딩 할 수

있는 채널 튜닝 기능 등)이 제공된 게임 콘솔, 데스크탑 PC, 워크스테이션, 휴대용 컴퓨터, 셀룰러 폰, 인터넷 가전 제

품, 서버 컴퓨터 등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유형의 장치(102)들이 동시에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전용 콘솔의 사용자가 게임 세션에 조인하여 휴대용 컴퓨터의 사용자와 플레이하거나, 한 제조업체

에서 제조된 게임 전용 콘솔의 사용자가 게임 세션에 조인하여 다른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게임 전용 콘솔의 사용자와

플레이할 수 있다.

도 1의 환경(100)의 특정 구현예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되었고 2002년 6월 10일에 출원되었으며 발명의 

명칭이 '온라인 콘솔 기반 게임을 위한 보안 게이트웨이(Security Gateway for Online-Based Gaming)'인 미국 출원

번호 10/170,003에서 찾을 수 있다.

도 2는 예시적인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을 더 상세하게 도시한 블럭도이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제어 모듈(

매치 모듈(122)) 및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을 기술하는 레코드(124)를 포함한다. 이러한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은 단

기적 게임 세션 및 지속형 게임 세션을 포함한다. 매치 모듈(122)은 게임 세션의 생성, 조인, 종료, 탐색 등에 관한 요

청을 수신한다. 이들 요청은 도 1의 컴퓨팅 장치(102)와 같은, 요청 장치로부터 수신받는다. 이러한 요청이 수신되면,

매치 모 듈(122)은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의 다른 컴포넌트와 적절하게 상호 작용하여, 수신된 요청을 수행한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에 의해 현재 관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 세션을 기술하는 정

보를 저장하는 복수의 레코드(124)를 보유한다. 전형적으로 임의의 소정 시점에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이 존재하므

로,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전형적으로 임의의 소정 시점에서 복수의 기술(description)을 포함한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이 관리하는 게임 세션은 전형적으로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이 생성하는 게임 세션이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이 관리하는 몇몇의 게임 세션들이 열림으로써 추가적인 플레이어들이 그 세션에 조인할 수 있는 한편, 

다른 게임 세션들은 닫힘으로써 추가적인 플레이어들이 그 세션에 조인할 수 없을 수 있다. 레코드(124)는 다양한 데

이터 구조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보유될 수 있다. 한 예시적인 구현에서, 각 게임 세션과 관련된 정보는 하나 이상

의 테이블 중 한 테이블의 엔트리로서 저장된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컴퓨팅 장치 간의 게임 세션의 구축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명세서의 대부분

은,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이 게임 세션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기술되지만 게임 세션의 멤버 장치들 간의 게임 데이

터 전송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기술되지 않는다. 오히려, 컴퓨팅 장치들이 게임플레이 동안 그들 사이에서, 혹은 (도 2

에 도시되지 않은) 다른 서버 장치들을 통하여 게임 데이터를 전송한다. 다른 대안으로는, 몇몇의 게임 데이터 전송은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복수의 컴퓨팅 장치가 온라인 게임 세션에 참여할 때, 그 장치들 중 하나를 게임 세션의 호스트(또한 호스트 디바이스

)라고 칭한다. 한 구현에서, 게임 세션의 호스트는 게임 세션을 생성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에서는, 게임 세션의 호

스트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기준이 사용된다. 전형적으로 게임 세션의 호스트는, 좀더 상세히 후술될 것으로서, 게임 

세션에 조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와의 근접도 결정에 사용되는 장치이지만, 대안으로 게임 세션의 일부인 다른 장

치가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다양한 정보가 각 게임 세션의 레코드(124)에 보유될 수 있다. 한 구현에서, 이 정보는 게임 세션에서 플레이되

고 있는 게임의 기술 및 게임 세션의 호스트의 식별자를 적어도 포함한다.

게임의 기술은 게임의 타이틀 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게임의 속성을 포함한다. 속성은 게임 세션 또는 게임 세션의 

플레이어에 관련된 데이터의 일부이다. 게임의 속성은 게임 타이틀 설계자의 희망에 근거하여 게임에 따라 다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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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면, 속성은, 새로운 세션의 생성을 초기화하는 플레이어의 기술 수준, 그 새로운 세션에 조인할 수 있는 

다른 플레이어의 요구되는 기술 수준, 플레이가 이루어질 게임 위치(예를 들면, 낮에, 밤에, 특정 경기장에서, 특정 도

시에서, 특정 경주로에서, 기상 상태 등), 플레이 중 사용되는 오브젝트(예를 들면, 차의 유형, 비행기 혹은 우주선의 

유형 등), 게임의 다양한 캐릭터들의 특성(예를 들면, 특수한 힘이 이용가능함, 마법 주문이 이용 가능함 등) 등을 나

타낼 수 있다. 또한, 게임 타이틀이 포함되는 대신에 요청 내에서 내재될 수 있다(예를 들어, 각 게 임 타이틀마다 다른

요청 유형이 사용될 수 있다).

게임 세션의 호스트 식별자는 호스트 컴퓨팅 장치의 주소 구조이다. 주소 구조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근접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식별자는 (예컨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IPV4) 혹은 인터넷 프

로토콜 버전 6(IPV6)에 따른) IP 주소이거나, 다른 대안에서는 네트워크 식별자 혹은 다른 포멧의 주소일 수 있다.

한 구현에서, 이 주소 구조는 호스트 컴퓨팅 장치의 완전 자격 주소(fully qualified address)(XNADDR)라고 칭한다. 

호스트 컴퓨팅 장치의 완전 자격 주소는, 호스트 컴퓨팅 장치가 네트워크 라우터와 같이 네트워크 주소 변환(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 장치의 후방에 위치할 경우라도 다른 컴퓨팅 장치가 호스트 컴퓨팅 장치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컴퓨팅 장치의 완전 자격 주소의 일례는: 컴퓨팅 장치의 이더넷(Ethernet) MAC 주소; 컴퓨팅 장치의 국부 IP(Intern

et Protocal) 주소(이는 컴퓨팅 장치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IP 주소인데, (예컨데, 라우터와 같은 NAT 장치가 컴

퓨팅 장치와 매치 메이킹 시스템(혹은 매치 메이킹 시스템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중재자)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매

치 메이킹 시스템이 컴퓨팅 장치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IP 주소와는 다를 수 있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 (혹

은 중재자)이 컴퓨팅 장치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IP 주소 및 포트(이는 컴퓨팅 장치의 국부 IP 주소와 같거나

, 다른 대안에서는 다른 것(예를 들면, NAT 장치의 주소)일 수 있다.); 논리 장치 번호(복수의 매치 메이킹 시스템 (혹

은 중재자)의 클러스터 내에 서 매치 메이킹 시스템 (혹은 중재자)의 고유한 식별을 위해 매치 메이킹 시스템 (혹은 중

재자)에 할당되는 식별자); 보안 파라미터 색인(Security Parameters Index: SPI) 값(예를 들면, SPI 1 및/혹은 SPI 

2 ); 및 컴퓨팅 장치 id를 포함한다. 완전 자격 주소의 내용들은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삽입된 정보

뿐만 아니라 컴퓨팅 장치와 매치 메이킹 시스템(혹은 중재자) 간의 보안 접속을 구축할 때 수신된 정보에 근거하여 결

정될 수 있다.

자세히 후술될 것으로서, 매치 메이킹 시스템(혹은 매치 메이킹 시스템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중재자)이 컴퓨팅 장치

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IP 주소는 그 컴퓨팅 장치의 근접치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IP 주소는 전형적으로

인터넷 정보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 의해 할당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 IP 주

소는, 예를 들면, 컴퓨팅 장치에 의해 인터넷 상으로 데이터 패킷이 송신되는 IP 주소이다. 또한, 복수의 장치가 동일

한 IP 주소를 공유할 수 있다(예를 들면, 복수의 장치는 인터넷과 LAN 사이에 위치하는 라우터와 함께 LAN 상에 위

치할 수 있고, 인터넷 상의 라우터의 IP 주소는 LAN 상의 모든 장치들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는 IP 주소이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게임 세션에 조인하려는 요청에 의해 특정되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임 세션을 

필터링하는 필터 모듈(126)도 포함한다. 동작 중에, 한 장치가 단기적 세션이던지 장기적 세션이건 간에, 게임 세션에

조인하고자 할 때(예를 들면, 게임 세션에 조인하려는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장 치는 조인할 수 있는 현재 게임 

세션의 기술 및/혹은 식별자들을 매치 메이킹 시스템에 요청한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하나 이상의 현재 게임 

세션에 대한 기술 및/혹은 식별자들을 요청 장치로 리턴하고, 그 장치는 조인할 게임 세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장치는 게임 세션 중 하나를 자동적으로 선택하거나(예를 들면, 장치 상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지시됨으로써

), 다른 대안에서는 장치에서 사용자 입력(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게임 세션 목록의 디스플레이로부터 게임 세션 중 사

용자가 선택한 게임 세션)에 응답하여 게임 세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이러한 요청 장치로 리턴되는 기술(124)의 집합을 식별한다. 필터 모듈(126)은 요청 장

치에 의해 특정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요청 장치로 리턴되는 집합의 기술(124)만을 선택하도록 동작한다. 예를 들면

, 요청 장치는 게임 세션이 특정 기술 수준의 플레이어, 특정 경주로, 혹은 특정 경기장 등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정

할 수 있다. 또한, 필터 모듈(126)은 현재 조인이 가능한 요청 장치로 리턴되는 집합의 기술만을 선택하도록 동작한다

(예를 들면, 게임 세션의 플레이어가 만원이어서, 현재 더 이상 조인할 수 없으면, 게임 세션은 그 집합의 일부로서 요

청 장치에 리턴되지 않는다).

요청 장치에 의해 특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이들 기술(124)은 그 요청 장치로 리턴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요청 장치에 리턴되는 기술(124)의 개수를 제한한다. 한 구현에서, 매치 메이킹 시스템(1

04)은 요청 장치에 50개 이하의 기술(124)을 리턴하는데, 다른 구현에서는 다른 제한을 부여할 수 있다. 요청 장치에 

리턴되는 기술(124)의 개수를 제한함으로써, 그 기술들을 송신할 때 소모되는 네트워크 대역폭의 양 뿐만 아니라, 요

청 장치에 나타내는(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터의 양이 감소될 수 있다.

요청 장치에 리턴되는 기술(124)의 집합이 주어지면, 정렬 모듈(128)은 요청 장치가 그 집합 내의 기술들을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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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된) 순서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집합 내의 기술들을 정렬한다. 그 기술들은 이와 같이 정렬된 순서로 요청 장치

에 송신되거나, 다른 대안에서는 적절한 순서의 지시자가 그 기술과 함께 송신되어 그들은 요청 장치에서 그 정렬 순

서로 조립될 수 있다.

정렬 모듈(128)은 각각의 게임 세션에 대해 생성되는 근접치에 따라서 기술들을 정렬한다. 게임 세션의 근접치는 요

청 장치와 그 게임 세션의 호스트 장치 간의 대략적인 거리를 나타낸다. 다른 대안에서는, 요청 장치와 게임 세션에 조

인한 다른 장치(예를 들면, 게임 세션의 일부분인 게임 세션의 호스트 장치외의 몇몇의 장치)간의 거리일 수 있다. 특

정 실시예에서, 정렬 모듈(128)은, 서로 근접한 장치들 간의 데이터 전송은 서로 멀리 떨어진 장치들 간의 데이터 전

송에 비해 일반적으로 빠르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실행된다. 그러므로, 장치들 간의 데이터 전송의 예상되는 레이턴시

는 일반적으로 서로 더 근접한 근접도의 장치들이 더 낮다.

근접치에 따라서 게임 기술을 정렬함으로써, 요청 장치와 더 가까운 장치에 의해 호스팅되는 게임 세션(그러므로 요

청 장치와 게임 세션의 일부인 다른 장치들 간의 데이터 전송의 예상되는 레이턴시가 더 낮은 게임 세션이다)이 요청 

장치의 사용자에게 더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게임 세션은 게임 세 션 기술 목록의 시작에 디스

플레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이들 게임 세션을 선택하기가 좀더 용이하고, 그에 의하여 사용자의 체험을 향

상시킨다.

근접치는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다. 두 장치 간의 근접치가 생성될 수 있는 방법은 각 장치마다의 대략적

인 지리적 위치(예를 들면 위도 및 경도 관점에서)를 결정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이 위치 정보는 다른 방식으로 얻

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그 사용자가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의 서비스 사용에 등록 또는 로그온 했을 때 기

록되었던 사용자와 관련된 지리적 위치를 가질 수 있다. 다른 예로써, 특정 조직체 혹은 회사들은 IP 주소를 지리적 정

보에 매핑시키는 정보를 생성한다. 호스트 장치의 IP 주소는 게임 세션 기술로부터(예를 들면, 기술의 일부분인 XNA

DDR에서) 알 수 있고, 요청 장치의 IP 주소 또한 (요청 장치의 XNADDR을 조사함으로써, 혹은 그 장치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패킷의 소스 IP 주소를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다. IP 주소를 지리적 위치에 매핑시키는 이러한 정보는, 예를 

들면, 조지아주 소재의 디지털 앤보이 오브 노어크로스(Digital Envoy of Norcross)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IP 매핑 테이블(130)을 보유한다. IP 주소를 지리적 정보에 매핑시키는

정보는 매핑 테이블(130)에 저장되고, 그에 의하여 정렬 모듈(128)이 장치들의 IP 주소에 근거하여 그들의 지리적 정

보를 결정하게 한다. 두 장치들 간의 지리적 정보가 주어지면, 두 장치들 간의 거리는 다양한 방식 중 임의의 한 방식

으로 쉽게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치들은 구면(지구)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러므로 두 장치들 간의 

구면 상의 거 리가 계산될 수 있다. 다른 예로써, 장치들은 평면(예를 들면, 미국 지도)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러므로 두 장치들 간의 일직선의 길이가 계산될 수 있다. 이 계산된 두 장치들 간의 거리는 차후에 두 장치들 간의 

근접치로서 사용된다.

두 장치들 간의 근접치가 생성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각 IP 주소의 지리적 위치를 보유하기보다는 그들의 지리적 위

치에 근거하여 생성될 수 있는데, IP 주소는 복수의 '버킷들' 또는 '그룹들'로 함께 그룹핑된다. IP 주소가 그룹핑되는 

버킷의 개수는 다양할 수 있고, 설계시 선택 사항이다. 한 구현에서, 미국의 IP 주소는 대략 150 버킷으로 분리되지만,

다른 대안에서는 다른 개수의 버킷(150 이상 혹은 그 이하)도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른 구현에서 미국의 IP 주

소는 대략 6 버킷으로 분리된다.

지리적 위치는 이들 버킷의 각각과도 관련된다. 한 구현에서, 버킷의 대략적인 지리적 중심은 버킷과 관련된 지리적 

위치로서 사용되나, 다른 대안으로는 다른 위치들이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지리적 구역(예를 들면, 미국)의 버킷은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다. 한 구현에서, 버킷들은 지리적 구

역을 복수의 소구역으로 분리함으로써 생성된다. 이들 소구역은 인구 밀집지, 혹은 물리적 영역 등 다른 요소들에 근

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 구역은 대략 150개의 개별적인 물리적 영역으로 분리되고, 그 각각은 하나의 버킷이

된다. 다른 예로써, 지리적 구역의 상위 150개의 인구 밀집지는 각각 하나의 버킷으로 취급될 수 있다.

다른 구현에서, IP 주소들은 'IP 밀집'지 주위에 집중된 버킷들에게 할당되는데, 여기서 'IP 밀집'은 복수의 IP 주소를 

칭한다. 대규모로 집결된 IP 주소들이 식별되고(예를 들면, 150개의 최대 집결 IP 주소), 이들 집결된 IP 주소는 버킷

으로서 사용된다. 지리적 영역은 이들 버킷 각각과 관련되고, 이러한 지리적 영역 각각은 그 버킷 내의 IP 주소들을 갖

는 물리적 위치를 포함한다. 지리적 영역은 원과 같은 소정의 지리적 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 그후, 초기에 어떤 버킷

에도 존재하지 않은 IP 주소들 중 임의의 것은 가장 근접한 버킷에 (예를 들면, 버킷의 중앙으로의 거리에 근거하여) 

할당된다. 지리적 형태는 이러한 추가적인 IP 주소를 포함하도록 변경될 수 있거나, 다른 대안에서는 변경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구현에서는, 복수의 버킷들로 분리되는 지리적 구역은 초기에 단일 버킷과 관련된다. 그 다음, 이 초기 버킷이 

임계량의 IP 주소를 포함할 때까지 IP 주소가 이 초기 버킷에 부가된다. 이 임계량은 다양할 수 있고, 한 구현에서의 



공개특허 10-2004-0093026

- 7 -

임계량은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버킷의 개수로 이들 버킷에 할당되는 IP 주소의 총계수를 나눈 값이다. IP 주소가 임

계량에 도달하면, 버킷은 2개의 버킷으로 분할된다. 이 분할은 다양한 분할의 휴리스틱스(heuristics)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완수될 수 있고, 한 구현에서는 선행 분할 버킷 내의 대략 1/2개의 IP 주소가 각각의 후속 분할 버킷에 있도

록 함으로써 이 분할이 완수된다. 그 다음, 각 추가적인 IP 주소를 (예를 들면, 버킷들의 중앙으로의 거리에 근거하여)

가장 근접한 버킷에 할당함으로써 이들 두개의 후속 분할 버킷 각각에 추가적인 IP 주소가 부가된다. 이들 후속 분할 

버킷 중 하나가 임계량의 IP 주소를 포함하면, 그 버킷은 분할된 다. 이러한 IP 주소의 부가 및 버킷의 분할은 할당할 

모든 IP 주소가 버킷에 할당될 때까지 계속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IP 매핑 테이블(103)에 버킷 정보를 보유한다. IP 매핑 테이블은 IP 주

소의 버킷으로의 매핑을 저장하고, 그로 인하여 정렬 모듈(128)이 장치들의 IP 주소에 근거하여 장치들이 할당되는 

버킷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두 버킷 간의 거리를 식별하는 버킷 근접도 테이블(132)도 

보유한다. 두 버킷 간의 거리는 두 버킷 각각과 관련된 지리적 위치(예를 들면, 그들의 개략적인 지리적 중심)에 근거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예를 들면, 상술한 바와 유사하게, 구형 거리, 일직선 거리 등에 따라서) 계산될 수 있다.

도 3은 예시적인 IP 매핑 테이블(200)을 도시한다. IP 매핑 테이블(200)은 예를 들면, 도 2의 테이블(130)일 수 있다.

테이블(200)에 제시된 바와 같이, IP 주소(202)는 특정 버킷(204)에 매핑된다. IP 주소 내의 값 x는 임의의 유효한 정

수(예를 들면, 0 내지 255)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테이블(20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개의 IP 주소가 버킷에 매핑될 

수 있거나, IP 주소의 범위가 버킷에 매핑될 수 있다. 다른 대안에서는, IP 매핑 테이블(200)은 IP 주소의 범위 식별을

위해 '기점(from)'열 및 '종점(to)'열을 포함할 수 있다.

IP 매핑 테이블(200)은 또한 인터넷 제공자 열(206)도 포함한다. 몇몇의 상황에서,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은 특정 I

P 주소 혹은 주소의 범위를 발행하는 ISP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제공자 열(206)의 정

보 를 포함한다. 그 다음, 정렬 모듈(128)은 이 정보를 근접치 생성에 이용할 수 있다. 한 구현에서, 정렬 모듈(128)은,

동일 버킷 내에 있고 동일 ISP로부터 자신의 IP 주소를 수신한 두 장치가, 동일한 버킷 내에 있지만 다른 ISP로부터 

자신의 IP 주소를 수신한 두 장치보다 더 근접한 근접도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정렬 모듈(128)은 동일한 버킷 

내의 두 장치가 동일한 ISP로부터 자신의 IP 주소를 수신했을 때의 근접치를 조정하여, 더 근접한 근접도를 반영한다.

이 조정치는 고정된 값(예를 들면, 근접치에서 10 감소)이거나 변하는 값(예를 들면, 근접치를 90% 줄임)일 수 있다.

대안적인 다른 구현에서, 정렬 모듈(128)은, 동일 ISP로부터 자신의 IP 주소를 수신한 두개의 장치가, 다른 ISP로부

터 자신의 IP 주소를 수신한 두개의 장치보다 더 근접한 근접도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정렬 모듈(128)은 두 장

치가 동일한 ISP로부터 자신의 IP 주소를 수신했을 때의 근접치를 조정하여, 더 근접한 근접도를 반영한다. 이 조정은

두 장치가 동일한 버킷에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두 장치에 대한 근접치가 생성되는 방법이 버킷을 사용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렬 모듈(128)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도 4는 예시적인 근접도 테이블(250)을 도시한다. 근접도 테이블(250)은, 예를 들면, 도 2의 버킷 근접도 테이블(132

)일 수 있다. 테이블(25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개의 버킷 열(252 및 254)이 사용되고, 거리 열(256)은 두 식별된 

버킷들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을 포함한다. 이들 거리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한 정렬을 수행할 때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사용되므로, 그 거리는 임의의 단위일 수 있 다. 예를 들면, 거리는 마일 또는 킬로미터, 또는 대안적으로 몇몇의 

다른 추상적 혹은 임의적 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 저장 공간은 일반적으로 테이블(250)의 대칭성을 이용함으로써 (대

략 1/2로) 축소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예를 들면, 버킷 2와 버킷 3 간의 거리는 어떤 버킷이 열 252에서 식별되며 어

떤 버킷이 열 254에서 식별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 차는 한번의 저장만을 필요로 할 뿐이

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다른 네트워크 혹은 환경 변수들은 그 값들을 비대칭이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몇몇의 

이유로 버킷 2로부터 버킷 3까지의 거리가 버킷 3으로부터 버킷 2까지의 거리와 다를 수 있다. 그 값들이 비대칭이면,

그 두 가지 차(혹은 그 두 가지 차에 대한 소정의 표시)가 저장될 것이다.

두 장치 간의 근접치가 생성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 일부 근거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영역에 따라 다른 데이터 전송률을 반영하는 혼합 모델(Hybrid model)이다. 인터넷을 포함하는 몇몇의 네트워크는 

다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는 

인터넷 상의 주요한 통신량을 다루며, 고속 전송 경로를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와 근접한 두 지

리적 위치 간의 데이터 전송이,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와 더 먼 두 지리적 위치 간의 데이터 전송보다 빠를 수 있다.

혼합 모델은 다음과 같이 두 장치들의 근접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들 속도 변수들을 반영하는 것을 시도한다. 각 장

치와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 상에서 그 장치로부터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리적 지점 간의 지리적 거

리(예 를 들면, 상술한 구형 거리 혹은 일직선의 거리)가 식별된다.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 상의 이들 두 지점 간의 백

본 거리 또한 식별된다. 그 다음 (그 장치들과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들 간의) 두 지리적 거리는 백본 거리에 부가되어,

두 장치들 간의 거리를 얻는다. 이 모델에서, 백본 거리는 두 지점 간의 있을 수 있는 지리적 거리(예를 들면, 상술한 

구형 거리 혹은 일직선의 거리)보다 작다. 예를 들면, 두 지점 사이의 백본 거리는 두 지점 간의 지리적 거리의 1/2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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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두 장치의 근접치가 생성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참조하여, 두 장치 간에 데이터 패킷을 서로 송수

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유의한다. 두 장치 간의 직접적인 통신은 두 장치의 근접치를 생성하는 데에 불필요

하다. 예를 들면, 두 장치들 간의 테스트 메세지 송신이 필요치 않거나, 두 장치 간의 핑 및 응답 패킷을 포함한 임의의

프로토콜의 사용 또한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근접치는 매치 메이킹 시스템에 의해 생성한다.

근접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계산된 근접치는 (요청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기준에 일치하게) 여과된 게임 세

션의 집합을 정렬하는 토대로서 사용된다. 계산된 근접치는 사용 가능한 하나의 정렬 기준이고, 추가적인 정렬 기준도

또한 게임 세션의 집합의 정렬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정렬 기준의 예는: (조인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사용자들을 갖는) 최대 공간을 갖는 게임 세션을 집합의 시작으로(다른 대안에서는 집합의 끝으로) 이동, 가장 많은 

플레이어를 갖는 게임 세션을 집합의 끝으로(다른 대안에서는 집합의 시작으로) 이동, 보다 최신의 게임 세션에 비해 

보다 오래된 게임 세션에 우선 순위를 부여, 게임 플레이의 선호되는 스타일 혹은 토너먼트 기호 등의 선택적 검색 기

준에 근접한 정도에 근거하여 게임 세션의 순위를 매김,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정렬 기준은 다양한 다른 순서로 게임 세션의 집합에 적용될 수 있다. 적은 수의 버킷(예를 들면, 6개의 버킷)

이 존재하는, 한 구현에서, 계산된 근접치가 제1 정렬 기준으로서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다른 기준에 따른

다. 많은 수의 버킷(예를 들면, 150개의 버킷)이 존재하는, 다른 구현에서, 계산된 근접치가 최후의 정렬 기준으로서 

적용된다.

또한, 몇몇의 실시예에서, 복수 계층(혹은 레벨)의 버킷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IP 주소는 이들 계층 

각각의 특정 버킷에 할당된다. 그 다음 이들 다른 버킷 계층들은 다른 정렬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1 버킷 계층은 6개의 버킷을 갖고, 제2 버킷 계층은 150개의 버킷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제1 버킷 계층이 제1 정렬 

기준으로서 적용된 후, 상술된 하나 이상의 다른 정렬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 제2 버킷 계층이 마지막 정렬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도 5는 장치들의 근접치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예시적인 프로세스(300)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프

로세스(300)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들의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먼저, 장치들이 존재하는 지리적 영역(예를 들면, 전 세계 혹은 하나 이상의 특정 국가)을 원하는 개수의 버킷으로 분

리하고(동작 302), 각 IP 주소를 이들 버킷 중 하나에 할당한다(동작 304). 그리고, IP 주소 제공자가 알려주는 각 IP 

주 소에 인터넷 제공자 값을 할당한다(동작 306). 그 다음, 이들 할당 혹은 매핑이 보유된다(동작 308). 예를 들면, 이

들 할당 혹은 매핑은 도 3의 테이블(200)에 보유 될 수 있다.

도 6은 게임 세션의 매칭 및 정렬을 위한 예시적인 프로세스(340)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한 구현에서, 프로세스(34

0)는 도 2의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에 의해 수행된다. 프로세스(340)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것의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먼저, 게임 세션의 호스트가 할당된 버킷(들)이 보유된다(동작 342). 요청 장치가 할당된 버킷이 식별되고(동작 344),

요청 장치가 제공하는 임의의 필터 기준을 만족시키는 게임 세션이 식별된다(동작 346). 그 다음, 식별된 게임 세션의

집합은 호스트 및 요청 장치가 할당되는 버킷들간의 거리에 따라서 정렬된다(동작 348). 그 다음, 이 식별된 게임 세

션의 정렬된 집합은 요청 장치로 리턴된다(동작 350).

다른 대안에서는, 식별된 게임 세션의 집합을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에서 정렬하기보다, 그 집합을 정렬하는 데에 

사용되는 정보(예를 들면, 근접치)가 요청 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 그 다음, 요청 장치는 매치 메이킹 시스템(104)으로

부터 수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정렬을 수행할 수 있다.

도 5 및 도 6의 동작들은 설명의 용이를 위해 특정 순서로 도시되었고, 그 동작들은 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을 

유의한다. 또한, 두개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 예를 들면, 도 5에서 동작 306은 동작 3

04 이전에, 동작 304 이후에, 또는 동작 304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도 6에서, 동작 346은 동작 344 

이전에, 동작 344 이후에, 또는 동작 344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도 7은 본 명세서에서 기술하는 기법을 구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500)을 도시한다. 컴퓨

터 환경(500)은 단지 컴퓨팅 환경의 일예이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사용 또는 기능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

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컴퓨터 환경(500)은 예시적인 컴퓨터 환경(500)에 도시된 컴포넌트들 중의 임의의 하나 또

는 조합에 관하여 임의의 종속성(dependency) 또는 요구사항(requirement)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컴퓨터 환경(500)은 컴퓨터(502)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502)는, 예를 들면, 도 1의 컴퓨팅 장

치(102)이거나, 도 1 또는 도 2의 매치 메이킹(104) 시스템일 수 있다. 컴퓨터(502)의 컴포넌트들로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싱 유닛(504)(선택적으로 암호 프로세서 또는 코프로세서, 또는 보안 프로세서 또는 코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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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메모리(506), 및 프로세서(504)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를 시스템 메모리(506)에 연결시키는 시

스템 버스(508)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508)는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 버스,

AGP(accelerated graphics port), 및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몇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의 하나 이상

의 임의의 버스 구조를 나타낸다. 예로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산업 표준 아키텍쳐(ISA) 버스,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

(MCA) 버스, 인핸스드 ISA(Enhanced ISA; EISA) 버스, 비디오 일렉트로닉스 표준 어소시에이션(VESA) 로컬 버스,

및 메자닌(Mezzanine) 버스로도 알려진 주변 컴포넌트 상호접속(PCI)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502)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는 컴퓨터(502)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removable) 및 비분리형(non-remo

vable) 매체를 둘다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506)는 RAM(510) 등의 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ROM(512) 등의 비휘발성 메모리의 형태의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시동 중과 같은 때에 컴퓨터(502) 내의 구성요소들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는 기본 루

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514;BIOS)은 ROM(512)에 저장된다. RAM(510)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유닛(50

4)에 의해 즉시 액세스될 수 있고/있거나 현재 동작 중인 프로그램 모듈 및/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컴퓨터(502)는 또한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로서, 도 7에는 

비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도시되지 않음)로부터 판독하고 그 자기 매체에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516), 

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디스크(520)(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518), 및 CD-ROM, DVD-ROM, 또는 기타 광학 매체 등의 분리형 비휘발성 광학 디스크(524)로부

터 판독하거나 그 광학 디스크에 기록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522)가 도시되어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516),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518),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522)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매체 인터페이스(526)에 의해 시

스템 버스(508)에 각각 접속된다. 다른 대안으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516),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518),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522)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시스템 버스(508)에 접속된다.

디스크 드라이브 및 그 관련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instruction),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

듈, 및 컴퓨터(502)를 위한 기타 데이터의 비휘발성 저장소를 제공한다. 본 예에서는 하드 디스크(516), 분리형 자기 

디스크(520), 및 분리형 광학 디스크(524)를 도시하고 있지만, 자기 카세트 또는 기타 자기 저장 장치, 플래쉬 메모리

카드, CD-ROM, DVD, 또는 기타 광학 저장소, RAM, ROM, EEPROM등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도 예시적인 컴퓨팅 시스템 및 환경을 구현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임의의 개수의 프로그램 모듈은, 예로서 오퍼레이팅 시스템(5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528), 다른 프

로그램 모듈(530) 및 프로그램 데이터(532)를 포함하는 하드 디스크(516), 자기 디스크(520), 광학 디스크(524), RO

M(512), 및/또는 RAM(510)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오퍼레이팅 시스템(5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528), 다른 프로그램 모듈(530), 및 프로그램 데이터(532)(또는 그것들의 소정의 조합) 각각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상 주 컴포넌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현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보드(534) 및 포인팅 장치(536)(예를 들면,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에 명령 및 정보를 입

력할 수 있다. (특정하게 도시되지 않은) 기타 입력 장치(538)로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나, 직

렬 포트, 스캐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입력 장치 및 그외의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508)에 연결된 입/출력 인

터페이스(540)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504)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유니버설 시리얼 포트(USB)와 

같은 기타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542)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또한 비디오 어댑터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508)에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542) 외에, 기타 출력 주변 장치로는, 입출력 인터페이스(540)를 통해 컴퓨터로 접속될 수 있

는 스피커(도시되지 않음) 및 프린터(546) 등의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502)는 원격 컴퓨팅 장치(548)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이용한 네트워크 환경에

서 동작할 수 있다. 예로서, 원격 컴퓨팅 장치(548)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컴퓨터, 

피어(peer) 장치 또는 기타 일반적인 네트워크 노드, 게임 콘솔 등일 수 있다. 원격 컴퓨팅 장치(548)는 컴퓨터(502)

에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기술한 구성 요소 및 특징 중 다수 혹은 전부를 포함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로 도시하였

다.

컴퓨터(502)와 원격 컴퓨터(548) 간의 논리적 연결은 LAN(550) 및 일반적인 WAN(552)으로서 도시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기업 광역 컴퓨터 네트워크(enterprise-wide computer network),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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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적인 것이다.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502)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554)를 통해 로컬 네트워

크(550)에 접속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502)는 일반적으로 광역 네트워크(552)를 통

해 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모뎀(556)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566)은 입출력 

인터페이스(540) 또는 기타 적절한 메카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508)에 접속될 수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

시적인 것이며, 컴퓨터들(502 및 548) 간의 통신 링크를 구축하는 그 외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컴퓨팅 환경(500)에 도시된 바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502)에 관하여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들 또는 그 일

부는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로서,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558)은 원격 컴퓨터(548)의 메

모리 장치에 상주한다. 예시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실행가능한 프로그램

컴포넌트들이 개별적인 블럭들로서 본 명세서에 도시되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는 컴퓨팅 장치(502)의 

다른 저장 컴포넌트에 다양한 시간대에 상주하고, 컴퓨터의 데이터 프로세서(들)에 의하여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양한 모듈 및 기법이 하나 이상의 컴퓨터 혹은 다른 장치들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

능 명령어와 일반적으로 관련하여 본 명세 서에서 기술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

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전형적

으로, 프로그램 모듈의 기능은 다양한 실시예에서 원하는 대로 결합 또는 분산될 수 있다.

이들 모듈 및 기법의 구현은 소정의 형태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저장되거나 소정의 형태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

체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

다. 예로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다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

체는 RAM, ROM, EEPROM, 플래쉬 메모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CD-ROM, DVD 또는 기타 광학 디스크 저장 장

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 장치, 또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

고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신 매체'는 통상적으로 반송파 또는 기타 전송 메카니즘 등의 변조된 데이터 신호에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

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를 구현한다. 통신 매체는 또한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라는 용어는 신호 내에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식에 의해 설정되었거나 변환된 특성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 예로서,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 등의 유선 매체와, 음향,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 등의 무선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술한 것들 중의 임의의 조합이 컴퓨

터 판독 가능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도 8은 게임 콘솔(600)의 기능적인 컴포넌트들을 더 상세하게 도시한다. 게임 콘솔(600)은, 예를 들면, 도 1의 컴퓨팅

장치(102)로서 사용될 수 있다. 게임 콘솔(600)은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및 프로세서가 플

래쉬 ROM(604), RAM(606),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608), 및 휴대용 메모리 드라이브(609)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

의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갖는다. CPU(601)는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따라서 메모리 액세스 사이클의 횟수를 줄이는 레벨 1 캐쉬(610) 및 레벨 2 캐쉬(612)를 갖춤으로써, 프로세싱 속도 

및 처리율을 향상시킨다.

CPU(601), 메모리 컨트롤러(602), 및 다양한 메모리 장치는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직렬 

및 병렬 버스, 매모리 버스, 주변 버스, 및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버스를 통해 상호 연결된

다. 예로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산업 표준 아키텍처(ISA) 버스,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MCA) 버스, 인핸스드 ISA(E

nhanced ISA: EISA), 비디오 일렉트로닉스 표준 어소시에이션(VESA) 로컬 버스, 및 메자닌(Mezzanine) 버스로도 

알려진 주변 컴포넌트 상호접속(PCI) 버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 적절한 구현으로서, CPU(601), 메모리 컨트롤러(602), ROM(604), 및 RAM(606)은 공통 모듈(614)로 통합된다. 

이 구현에서, ROM(604)은 PCI 버스 및 ROM 버스(모두 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메모리 컨트롤러(602)에 접속된 플래

쉬 ROM으로서 구성된다. RAM(606)은 개별 버스(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메모리 컨트롤러(602)가 독립적으로 제어

하는 복수의 DDRSDRAM(Double Data Rate Synchronous Dynamic RAM)으로서 구성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608) 및 휴대용 매체 드라이브(609)는 PCI 버스 및 ATA(AT Attachment) 버스(616)를 통해 메모리 컨트롤러로 연

결된다.

3D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620) 및 비디오 인코더(622)는 고속 및 고해상도 그래픽 프로세싱을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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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을 형성한다. 데이터는 디지털 비디오 버스(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620)으로부터 

비디오 인코더(622)로 전송된다. 오디오 프로세싱 유닛(224) 및 오디오 코덱(인코더/디코더)(626)은 하이파이(high f

idelity) 및 스테레오 프로세싱을 이용한 대응하는 오디오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형성한다. 오디오 데이터는 (도시되

지 않은) 통신 링크를 통하여 오디오 프로세싱 유닛(624)과 오디오 코덱(626) 간에 전송된다.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

세싱 파이프라인은 텔레비전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로의 전송을 위해 데이터를 A/V(오디오/비디오) 포트(628)로 출력

한다. 도시된 구현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세싱 컴포넌트(620~628)는 모듈(614)에 장착된다.

모듈(614)에는 또한 USB 호스트 컨트롤러(630)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632)가 구현된다. USB 호스트 컨트롤러(6

30)는 버스(예를 들면, PCI 버스)를 통해 CPU(601) 및 메모리 컨트롤러(602)와 연결되고 주변 컨트롤러(636(1)-63

6(4))의 호스트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32)는 네트워크(예를 들면, 인터넷, 홈 네트워크 등)로의 액세스

를 제공하며, 이더넷 카드, 모뎀, 블루투스 모듈(Bluetooth module), 케이블 모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유

선 혹은 무선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중 임의의 것이 될 수 있다.

게임 콘솔(600)은 2개의 듀얼 컨트롤러 지원 서브어셈블리(dual controller support subassembly)(640(1)및 636(2

))를 갖는데, 각 서브어셈블리는 2개의 게임 컨트롤러(636(1)-636(4))를 지원한다. 프론트 패널 I/O 서브어셈블리(64

2)는 전원 버튼(631) 및 매체 드라이브 배출 버튼(633) 기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게임 콘솔의 외부 표면에 노출되

는 임의의 LEDs(light emitting diodes) 또는 다른 지시기를 지원한다. 서브어셈블리(640(1), 640(2), 및 642)는 하

나 이상의 케이블 어셈블리(644)를 통해 모듈(614)에 연결된다.

8개의 메모리 유닛(634(1)-634(8))은 4개의 컨트롤러(636(1)-636(4)) 즉, 각 컨트롤러 당 2개의 메모리 유닛과 접

속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되었다. 각 메모리 유닛(634)은 게임, 게임 파라미터, 및 기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추가

적인 저장장치를 제공한다. 컨트롤러에 삽입되면, 메모리 유닛(634)은 메모리 컨트롤러(602)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

다.

시스템 전원 공급 모듈(650)은 게임 콘솔(600)의 컴포넌트들에 전력을 제공한다. 팬(652)은 게임 콘솔(600) 내의 회

로를 냉각시킨다.

콘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애플리케이션(660)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608)에 저장된다. 게임 콘솔의 전원을 켜면,

콘솔 애플리케이션(660)의 여러 부분이 RAM(606) 및/또는 캐쉬(610, 612)로 로딩되고, CPU(601)에서 실행된다. 

콘솔 애플리케이션(660)은 게임 콘솔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매체 유형에 대해 네비게이션이 행하여질 때 일관된 사용

자 체험을 제공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게임 콘솔(600)은 암호화, 복호화, 인증, 디지털 서명, 해슁(hashing) 등과 같은 일반적인 암호 기능을 수행하는 암호 

엔진을 구현한다. 암호 엔진은 CPU(601)의 일부로서, 또는 CPU에서 실행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608)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CPU는 암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다른 대안에서는, 암호 기

능이 수행되도록 설계된 암호 프로세서 또는 코프로세서가 게임 콘솔(600)에 포함될 수 있다.

게임 콘솔(600)은 단순히 시스템을 텔레비전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로 접속시킴으로써 독립형 시스템으로서 동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독립형 모드에서, 게임 콘솔(600)은 하나 이상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632)를 통해 통합적인 광대역 접속이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

써, 게임 콘솔(600)은 상술했듯이, 온라인 게임에 참가자로서 동작할 수도 있다.

상기의 설명은 구조적 특징들 및/또는 방법론적인 동작에 특정된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하의 특허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된 특징 또는 동작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오히려, 특정된 특징 및 동작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형태로서 개시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일면에 따르면, 네트워크 주소의 그룹들 간의 거리에 대한 레코드가 보유된다.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에 관련된 정보

를 요청하는 컴퓨팅 장치로 리턴하는 온라인 게임 세션에 대한 순서가 그 다음 선택되는데, 이 순서는 그 거리에 대한

레코드에 적어도 일부 근거한다. 이러한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은 (이를테면, 모든 컴퓨팅 장치가 세션을 벗어나면 종

료하는) 단기적(short-lived) 세션일 수 있고, 혹은 다른 대안에서는, 토너먼트 같은 (이를테면, 모든 컴퓨팅 장치가 

더 긴 기간 동안에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지속하는) 장기적(longer-lived) 세션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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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컴퓨팅 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온라인 게임 세션의 식별의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의 각각에서, 상기 컴퓨팅 장치와 상기 온라인 게임 세션의 일부인 다른 컴퓨팅 장치 간

의 거리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이 상기 컴퓨팅 장치에 나타나는 순서를 선택하는 단계 - 상기 순서는 상기 결정된 거

리에 적어도 일부 근거함 - ; 및

상기 컴퓨팅 장치에 상기 선택된 순서로 나타내기 위한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의 식별자를 상기 컴퓨팅 장치

로 리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 각각에서,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는 상기 온라인 게임 세션의 호스트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컴퓨팅 장치 중 임의의 것과 직접적인 통신없이 상기 거리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장치와 다른 컴퓨팅 장치 간의 상기 거리 결정 단계는,

상기 컴퓨팅 장치가 할당된 제1 버킷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가 할당된 제2 버킷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버킷과 상기 제2 버킷 간의 거리를 식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버킷과 상기 제2 버킷 간의 상기 거리의 식별 단계는 테이블 내에서 거리를 탐색(look up)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버킷과 상기 제2 버킷 간의 상기 거리는 상기 제1 및 제2 버킷이 동일한 버킷일 때는 0이 되는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컴퓨팅 장치의 인터넷 제공자 및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의 인터넷 제공자를 식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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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 버킷이 동일한 버킷이면, 상기 선택 단계는 상기 컴퓨팅 장치의 인터넷 제공자가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의 인터넷 제공자와 동일한지의 여부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여 상기 순서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컴퓨팅 장치의 인터넷 제공자 및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의 인터넷 제공자를 식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선택 단계는 상기 컴퓨팅 장치의 인터넷 제공자와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의 인터넷 제공자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여 상기 순서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장치와 다른 컴퓨팅 장치 간의 상기 거리 결정 단계는

상기 컴퓨팅 장치가 할당된 제1 계층의 제1 버킷 및 상기 컴퓨팅 장치가 할당된 제2 계층의 제2 버킷을 식별하는 단

계;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가 할당된 상기 제1 계층의 제3 버킷 및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가 할당된 상기 제2 계층의 제4 

버킷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제1 버킷과 상기 제3 버킷 간의 제1 거리를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버킷과 상기 제4 버킷 간의 제2 거리를 식별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선택 단계는 상기 제1 거리 및 상기 제2 거리 모두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장치와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 간의 상기 거리 결정 단계는

상기 컴퓨팅 장치의 지리적 위치의 위도 및 경도 값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의 지리적 위치의 위도 및 경도 값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컴퓨팅 장치의 지리적 위치의 위도 및 경도 값과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의 지리적 위치의 위도 및 경도 값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장치와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 간의 상기 거리 결정 단계는 상기 컴퓨팅 장치와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 

간의 통신이 일어나는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는 다른 데이터 전송률을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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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장치는 제1 게임 콘솔을 포함하고,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는 제2 게임 콘솔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장치 및 상기 다른 컴퓨팅 장치 모두와 분리된 매치 메이킹 시스템(matct making system)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온라인 게임 세션은 단기적(short-lived) 게임 세션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온라인 게임 세션은 토너먼트 게임 세션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복수의 명령어(instruction)가 저장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어는, 이들 명령어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때,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로 하여금

네트워크 주소의 그룹들 간의 거리에 대한 레코드를 보유하고;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컴퓨팅 장치로 리턴해야 할 온라인 게임 세션의 순서를 상기 레코

드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여 선택하게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는 상기 컴퓨팅 장치와 분리된 매치 메이킹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장치는 게임 콘솔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주소의 그룹들 간의 거리는, 상기 네트워크 주소가 할당된 장치들 간의 통신이 일어나는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는 다른 데이터 전송률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주소의 그룹들 간의 거리는 상기 네트워크 주소가 할당된 장치들의 지리적 위치의 위도 및 경도 값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레코드는 테이블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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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는 또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기 네트워크 주소의 인터넷 제공자에 대한 레코드를 보유하고;

상기 거리에 대한 레코드 및 상기 인터넷 제공자에 대한 레코드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여 상기 순서를 선택하게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온라인 게임 세션은 하나 이상의 단기적 게임 세션 및 지속형 게임 세션(persistent game session)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5.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을 식별하는 단계 - 복수의 컴퓨팅 장치 중 하나는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 각각의 일

부임 - ; 및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의 순서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순서는 게임 콘솔과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 각각 간

의 거리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고, 상기 순서는 상기 게임 콘솔과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들 간의 어떤 통신없이도 결

정됨 -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와 분리된 매치 메이킹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 중 하나는 게임 콘솔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는, 상기 게임 콘솔과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 간의 통신이 일어나는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는 다른 데이

터 전송률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는 상기 게임 콘솔 및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의 지리적 위치의 위도 및 경도 값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는 테이블에 보유되는 방법.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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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순서는 또한, 상기 게임 콘솔의 인터넷 제공자 및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 각각의 인터넷 제공자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은 토너먼트 게임 세션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은 상기 게임 세션의 개별적인 게임 플레이 세션중에서 현재 어떠한 컴퓨팅 장치도 플

레이하고 있지 않는 게임 세션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싱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싱 유닛은

매치 메이킹 서비스로부터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고 - 상기 매치 메이킹 서비스는 상기 네트

워크를 통해 상기 시스템에 연결됨 - ,

상기 매치 메이킹 서비스로부터, 복수의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의 지시를 수신하고,

상기 시스템과, 상기 복수의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의 일부인 다른 장치 간의 거리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순서로, 

상기 복수의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의 적어도 일 서브셋을 나타내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게임 콘솔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싱 유닛은 상기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기 서브셋을 나타내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싱 유닛은 또한, 상기 매치 메이킹 서비스로부터 상기 복수의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의 순서를 수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3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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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거리는, 상기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는 다른 전송률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는 상기 시스템 및 상기 다른 장치들의 지리적 위치의 위도 및 경도 값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시스템.

청구항 41.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순서는 또한, 상기 시스템의 인터넷 제공자 및 상기 다른 장치들 각각의 인터넷 제공자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시스템.

청구항 42.
복수의 명령어가 저장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명령어는, 이들 명령어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때,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통해 매치 메이킹 서비스로부터, 조인할 수 있는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의 목록을 얻고;

사용자에게,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와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의 하나의 일부인 복수의 컴퓨팅 장치 각각

간의 거리에 적어도 일부 근거한 순서로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의 식별자를 제공하게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는, 상기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는 다른 전송률에 적어도 일부 근 거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및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의 위도 및 경도값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컴퓨

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순서는 또한, 상기 복수의 컴퓨팅 장치 각각의 인터넷 제공자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는 게임 콘솔의 일부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7.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온라인 게임 세션은 하나 이상의 단기적 및 지속형 게임 세션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8.
네트워크 주소의 그룹들 간의 거리에 대한 레코드를 보유하는 수단; 및

현재 온라인 게임 세션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컴퓨팅 장치로 리턴해야 할 온라인 게임 세션의 순서를 상기 레코

드에 적어도 일부 근거하여 선택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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