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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요약

본 발명은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파일럿의 능력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의 능력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은 하나 이상의 유닛에 대한 유닛 정보를 기록하는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하는 단계 - 상기 유닛 정보는 하나 이상의 유닛 능력 정보 및 동기율 정보를 포함함 -; 하나 이상의 파일럿에 대한 파일럿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파일럿 정보는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하나 이
상의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포함함 -; 제1 파일럿의 제1 파일럿 능력 정
보에 대한 갱신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제1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검색된 유닛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동기율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동기율 정보에 따라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각각 갱신하여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온라인, 게임, RPG, 유닛, 캐릭터, 동기화, 싱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게임에서 파일럿의 능력 정보 변경시 유닛의 능력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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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부 구성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부 구성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일럿과 유닛의 싱크 파이프(Sync Pipe)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유닛 능력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게임에서 파일럿의 능력 정보 변경 시 유닛의 능력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성 모듈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을 수행하는 데 채용될 수 있는 범용 컴퓨터 장치의 내부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

210: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

220: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

230: 갱신 요청 수신 모듈

240: 정보 검색 모듈

250: 데이터베이스 갱신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파일럿의 능력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의 능력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며, 인터넷 이용의 증대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다
양한 종류의 컨텐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들 중에서도 특히, 게임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의 개발
속도 및 보급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특히 게임 상에서 게이머가 제어하는 플레이어 객체가 두 개 이상인 온라인 게임 예를 들면, 온라인
로봇 대전 게임 또는 온라인 레이싱 게임(Racing Game)에서는 게이머가 플레이어 캐릭터를 제어하고 상기 플레이어 캐릭
터를 통해 플레이어 캐릭터와 연관된 유닛(로봇 캐릭터 또는 자동차 캐릭터)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즉, 게이머는 플레이어 캐릭터 및 유닛을 제어함으로써 게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 및 유
닛이 동일한 게이머의 제어에 의해 동작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객체로 동작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 캐릭터의 능력이 성
장하는 경우에도 유닛의 능력은 변경되지 않는다. 즉, 플레이어 캐릭터의 동작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는 상기 플레이어 캐
릭터와 연관된 유닛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게이머는 상기 두 객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동작을 각각 제어하여 플
레이어 캐릭터 및 유닛을 성장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게이머가 온라인 게임 상에서 플레이어 캐릭터 및 유닛을 제어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플레이어 캐릭터 및 유닛이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게임 구성이 다
양화 되지 못하고, 게이머가 객체 간의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어
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게이머가 제어하는 다수의 플레이어 객체 사이의 연관성을 제공하여 게이머가 게임을 수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플레이어 객체 사이의 연관성을 통해 게임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게임에 대한 흥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의 출현이 요청되어 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정보가 연동되
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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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은 게이머가 제어하는 객체가 두 가지의 객체로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은 파일럿의 성장이 유닛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파일럿 및 유닛의 연관성을 인지하여 게이머의 게임 수행
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은 파일럿과 유닛이 연관관계를 가짐으로써 파일럿의 스타일이 유닛에 전이되도록 하여 게임에 대한 흥미를 증대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은 파일럿 및 유닛의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게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게임에 대한 흥미를
증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이루고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게임에서 파일럿의 능력 정보가 변
경됨에 따라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의 능력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 이상의 유닛에 유닛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유닛 정보는 하나 이상의 유닛 능력 정보 및 동기율 정
보를 포함함 -, 하나 이상의 파일럿에 대한 파일럿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파
일럿 정보는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하나 이상의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포함함 -, 제1 파일럿의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에 대한 갱신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참조하여 제1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검색된 유닛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동기율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동기율 정보에 따라 제1 파일럿 능
력 정보 및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각각 갱신하여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유닛에 대한 유닛 정보를 기록하는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 - 상기 유닛
정보는 하나 이상의 유닛 능력 정보 및 동기율 정보를 포함함 -, 하나 이상의 파일럿에 대한 파일럿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
럿 정보 데이터베이스 - 상기 파일럿 정보는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하나 이상의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포함함 -, 상기 파일럿의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에 대한 갱신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갱신 요청 수신 모듈, 상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정보를 검색하고, 상
기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검색된 유닛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동기율 정보를 검색하는 정보 검색 모듈,
및 상기 검색된 동기율 정보에 따라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각각
갱신하여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갱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리**

1) 파일럿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파일럿(Pilot)은 온라인 게임 상에서 게이머의 감정을 이입하며 게임을 진행시키는 게이머를 대표하
는 플레이어 캐릭터를 의미한다. 게이머는 파일럿을 통해 유닛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2) 유닛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유닛(Unit)은 온라인 게임 상에서 게이머의 조작에 대응하여 동작하며 실질적인 게임을 진행시키기
위한 객체 예를 들어, 로봇 캐릭터를 의미하며, 게이머의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게이머가 소유하는 아이템(Item)
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3) 싱크 파이프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싱크 파이프(Sync Pipe)는 파일럿 능력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상기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파일
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의 능력 정보가 연동되어 수치상으로 동일한 상승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인 동기
화 장치를 의미한다.

4) 데이터베이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은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며, 상기 "데이
터베이스"는 각 데이터들의 연관 관계가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 장치에 체계적으로 기록된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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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 일예로서 설명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기반 게임, 특히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을 통해 게임을 진행하는 온라인 RPG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단,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온라
인 RPG는 물론, 둘 이상의 플레이어 객체를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온라인 레이싱(Racing) 게임 등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을 본 발명이 속하는 당업자에게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게임에서 파일럿의 능력 정보가 변경됨
에 따라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의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해 상술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을 도시한 도면이다.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100)은 통신망(120)을 통하여 게이머 단말기(115)와 연결되며 게이머(110)가 제어하는 파일럿
또는 유닛의 동작에 따라 상기 파일럿에 대한 능력 정보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싱크 파이프를 통해 상기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한다.

게이머(110)는 통신망(120)을 통하여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100)과 연결되며, 통신망(120)과의 접속을 위한 단말기
(115)를 보유할 수 있다. 게이머(110)는 하나 이상의 파일럿의 동작을 제어하여 게임을 진행시키고, 상기 동작 제어에 따
라 파일럿들의 능력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

게이머 단말기(115)는 인터넷 등의 통신망(120)을 통해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100)과의 접속을 유지하며, 온라인 게임
시스템(100)로부터 게임 진행을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을 수신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며, 노트북, PDA, 휴
대 전화 등과 같이 무선 망에서 접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구비한 장치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치
뿐 아니라 무선 망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앞으로 사용될 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게임에서 파일럿의 능력 정보 변경시 유닛의 능력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게임 방법은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100)에 의해 수행된다.

먼저, 단계(201)에서는 하나 이상의 유닛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 상기 유닛 정보는
하나 이상의 유닛 능력 정보 및 동기율 정보를 포함하며,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유닛 별로 해당 유닛의 정보를 유지하
는 역할을 한다.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부 구성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300)는 유닛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301), 유닛 종류(302), 등급
(303), 동기율(304) 및 유닛의 능력 정보를 나타내는 공격력(305), 회피력(306), 방어력(307), 공격 명중률(308)의 필드
를 포함할 수 있다.

유닛 식별자(301)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게이머의 제어에 따라 실질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유닛을 식별하는 식별자 정보
를 나타낸다.

유닛 종류(302)는 유닛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유닛 종류별로 게이머의 동작 제어에 따른 동작 수행 능력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등급(303)은 해당 유닛의 등급 정보를 나타내며, 온라인 게임상에서 유닛의 동작 결과에 따라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되어
기록될 수 있다.

동기율(304)은 유닛 및 상기 유닛과 연관된 파일럿 간의 교감을 수치로 나타내는 정보 즉, 파일럿의 능력 정보가 유닛의 능
력 정보 적용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0 이상 1 이하의 수치 정보로 표현될 수 있다. 파일럿의 능력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동기율(304)을 참조하여 유닛의 능력 정보를 변경하여 기록할 수 있다. 동기율(304)은 유닛의 동작 성공 여부에 따라
증가하여 기록될 수 있으며, 증가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리밋 포인트(Limit Point)가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
으며, 상기 리밋 포인트는 유닛 종류(302) 또는 파일럿 종류(402)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공격력(305), 회피력(306), 방어력(307), 공격 명중률(308)은 유닛의 능력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각각 파일럿 능력의
용기, 순발력, 자신감, 정신력 정보와 연관되어 저장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202)에서는 하나 이상의 파일럿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 상기 파
일럿 정보는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하나 이상의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포함한다.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파일럿 별로 해당 파일럿의 정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하 도 4을 참
조하여,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부 구성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400)는 파일럿과 연관된 파일럿 식별자(401), 파일럿 종류(402),
게이머 식별자(403), 유닛 식별자(404), 등급(405), 능력 종류(406), 능력 수치(407), 유닛 능력(408)의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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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식별자(401)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파일럿을 식별하는 식별자 정보를 나타내며, 파일럿을 제어하는 게이머 식별자
(403)와 대응하여 저장될 수 있다.

파일럿 종류(402)는 파일럿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파일럿 종류별로 게이머의 동작 제어에 따른 동작 수행 능력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게이머 식별자(403)는 파일럿의 동작을 제어하는 게이머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정보를 나타내며, 게이머를 식별할 수
있는 게이머 이름 또는 게이머 ID(Identifier) 등의 정보로 구성 될 수 있다.

유닛 식별자(404)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게이머의 파일럿 제어에 따라 동작하는 유닛을 식별하는 식별자 정보를 나타내
며, 파일럿 식별자(403)와 대응하여 저장될 수 있다.

등급(405)은 해당 파일럿의 등급 정보를 나타내며,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기 파일럿의 동작 결과에 따라 증가하여 기록될
수 있다. 파일럿의 등급(405)이 증가하여 기록되는 경유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의 동기율(304) 정보가 증가하여 기록
될 수 있다.

능력 종류(406)는 해당 파일럿의 소유하고 있는 능력 정보의 종류를 나타내며, 용기, 순발력, 자신감, 기량, 정신력의 정보
를 포함할 수 있다. 용기 정보는 파일럿의 용기를 수치로 기록하고 유닛의 공격력(305) 정보와 연관된다. 순발력 정보는 파
일럿의 민첩성 또는 순발력을 수치로 기록하고 유닛의 회피력(306) 정보와 연관된다. 자신감 정보는 파일럿 자신에 대한
믿음을 수치로 기록하고 유닛의 방어력(307) 정보와 연관된다. 기량 정보는 파일럿의 잠재된 기량 정보를 수치로 기록하
고 유닛의 어떠한 능력 정보와도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 정신력 정보는 파일럿의 정신적 능력을 수치로 기록하고 유닛의
공격 명중률(308) 정보와 연관된다.

능력 수치(407)는 파일럿 각각의 능력 종류(406) 정보에 대한 수치 정보를 나타내며, 파일럿의 동작에 따라 각각 변경되어
저장될 수 있다.

유닛 능력(408)은 파일럿 각각의 능력 종류(406) 정보와 연관된 유닛의 능력 정보를 나타내며, 파일럿의 능력 수치(407)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300)의 유닛 능력(408) 정보가 변경되어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일럿의 능력 종류 중 용기 정보가 증가하여 저장되면, 유닛의 공격력 정보 또한 증가하여 저장될 수 있다.

유닛의 동기율 정보는 상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400)에 기록된 제1 파일럿 및 상기 제1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
자가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선정된 파일럿/유닛의 조합을 만족하는 경우 상향 조정되어 기록될 수 있으며, 상기 조합은 파
일럿 종류 및 유닛 종류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선정된 리밋 포인트 "0.5" 이고, 파일럿/유닛의 조합이 "쇠돌이/마징가, 아무로/에반게리
온인 경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400)에 기록된 파일럿 식별자 "pIDxxxx01"인 파일럿의 파일럿/유닛의 조합이 "아
무로/에반게리온"으로 상기 선정된 파일럿/유닛의 조합에 포함되므로, 파일럿 식별자 "pIDxxxx01"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uIDxxxx01 "의 동기율 정보는 리밋 포인트 "0.5"를 초과한 값(0.8)이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파일럿/유닛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게임 시나리오가 적용되어 게이머의 흥미로운 게임 전개가 가능하다. 상
기 선정된 파일럿/유닛의 조합은 예를 들어, "관우/적토마", "철수/태권브이", "쇠돌이/마징가", "아무로/에반게리온" 등 시
스템 관리자에 의해 선정된 조합이 될 수 있으며, 각각의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게임 전개가 가능하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일럿과 유닛의 싱크 파이프(Sync Pipe)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유닛 능력 정보는 싱크 파이프(500, 501, 502, 503, 504)를 통해 연동되
어 수치상으로 상승되어 기록될 수 있다. 파일럿의 등급(Level) 정보는 유닛의 동기율(Sync Point) 정보와 싱크 파이프
(500)로 연결되어 상기 등급 정보가 증가하는 경우 싱크 파이프(500)를 통해 상기 동기율 정보가 연동되어 증가한다. 파일
럿의 능력을 나타내는 용기(Bp) 정보는 싱크 파이프(501)를 통해 유닛의 공격력 정보와, 순발력(Rp) 정보는 싱크 파이프
(502)를 통해 유닛의 회피력 정보와, 자신감(Ft) 정보는 싱크 파이프(503)를 통해 유닛의 방어력 정보와, 정신력(Mt) 정보
는 싱크 파이프(504)를 통해 유닛의 공격 명중률 정보와 각각 연결되어 파일럿의 능력 정보가 증가하는 경우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가 연동되어 증가한다. 상기 싱크 파이프(500, 501, 502, 503, 504)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장치가 아닌 개념적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파일럿의 또 다른 유닛으로서 로봇 유닛과 동행하며 게임 진행에 도움을 주는 애완용 유닛과 같은 파
일럿의 서포트맨보우(Support Manbow)가 더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서포트맨보우의 능력 정보 또한 파일럿의 능력 정보
변경에 따라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다. 즉, 파일럿의 능력 정보와 연동되는 유닛이 하나 이상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203)에서는 제1 파일럿의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에 대한 갱신 요청 정보를 수신한다. 갱신 요청 정보를 수
신하는 경우 갱신하려는 수치 정보를 더 수신하여 상기 수치 정보와 연관하여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제1 파일
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단계(204)에서는 상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제1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정보를 검색하고, 단
계(205)에서는 상기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검색된 유닛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동기율 정보를 검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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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계(206)에서는 상기 검색된 동기율 정보에 따라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
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각각 갱신하여 기록한다.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및 상기 유닛 능력을 갱신하는 방법을 도 6을 참조
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유닛 능력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유닛 능력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은,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갱신 하
려는 수치 정보를 합산 한다(단계(601)). 상기 합산한 제1 정보는 갱신되는 제1 파일럿 능력 정보로 기록될 수 있다. 다음
으로, 동기율 정보 및 상기 수치 정보를 승산하여 유닛 능력 정보와 합산한다(단계(602)). 상기 합산한 제2 정보는 상기 제
1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의 능력 정보로 기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일럿 식별자 정보가 "pIDxxxx01"인 파일럿에 대한 "용기" 정보를 수치 "10" 증가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경
우, 먼저,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400)를 참조하여 파일럿 식별자 "pIDxxxx01"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정보를 검색한
다. 유닛 식별자 정보가"uIDxxxx01"인 유닛이 상기 파일럿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를 검색한다. 다음으로, 유닛 정보 데
이터베이스(300)를 참조하여 유닛 식별자 "uIDxxxx01"인 유닛의 동기율 정보를 검색한다. 상기 검색 결과 동기율 정보는
0.8 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동기율 정보(0.8)를 참조하여 파일럿의 "용기" 정보 및 용기 정보와 연관된 유닛의 "공격력" 정
보의 수치를 갱신한다. 갱신되는 파일럿의 "용기" 정보의 수치는 갱신되지 전 수치인 "80"과 갱신하려는 수치 "10"을 합산
하여 "90"이 되고, 갱신되는 유닛의 "공격력" 정보의 수치는 동기율 정보 "0.8" 과 갱신하려는 수치 "10"을 곱한 "8"과 "공
격력" 정보의 갱신되기 전 수치 70을 합산하여 "78"이 되어 기록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게임에서 파일럿의 능력 정보 변경 시 유닛의 능력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성 모듈을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700)은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710),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720), 갱신 요
청 수신 모듈(730), 정보 검색 모듈(740), 데이터베이스 갱신부(750)를 포함한다.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710)는 하나 이상의 유닛에 대한 유닛 정보를 기록한다. 상기 유닛 정보는 하나 이상의 유닛 능력
정보, 동기율 정보 및 등급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동기율 정보는 파일럿 능력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상기 파일럿 능력 정
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정보로서, 0이상 1이하의 값을 갖는 수치 정보이다.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720)는 하나 이상의 파일럿에 대한 파일럿 정보를 기록한다. 상기 파일럿 정보는 파일럿과 연
관된 유닛 식별자, 하나 이상의 파일럿 능력 정보, 상기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 및 파일럿 등급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등급 정보가 증가하여 기록되는 경우 유닛의 동기율 정보가 연동하여 증가되어 기록된다.

갱신 요청 수신 모듈(730)은 파일럿의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에 대한 갱신 요청을 수신한다. 갱신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갱
신하려는 수치 정보를 더 수신하고, 상기 수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갱신부(750)에서 파일럿 능력 및 유닛 능력 정보를 갱
신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이다.

정보 검색 모듈(740)은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720)를 참조하여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710)을 참조하여 상기 검색된 유닛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동기율 정보를 검색한다. 정보 검
색 모듈(740)은 유닛 식별자 정보를 포인터로하여 유닛의 동기율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상기 동기율 정보는 데이터베
이스 갱신부(750)로 전송한다.

데이터베이스 갱신부(750)는 상기 검색된 동기율 정보에 따라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
된 유닛 능력 정보를 각각 갱신하여 기록한다.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는 갱신 요청 수신 모듈(730)에서 수신한 수치 정
보와 합산하여 갱신되고, 상기 유닛 능력 정보는 상기 동기율 정보 및 상기 수치 정보를 승산하여 상기 유닛 능력 정보와
합산하여 갱신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양한 컴퓨터로 구현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
기 매체,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와 같은 자기-광 매체, 및 롬, 램,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
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을 수행하는 데 채용될 수 있는 범용 컴퓨터 장치의 내부 블록도이다.

컴퓨터 장치(800)는 램(RAM: Random Access Memory)(820)과 롬(ROM: Read Only Memory)(830)을 포함하는 주기
억장치와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810)를 포함한다. 프로세서(810)는 중앙처리장치(CPU)로 불리기도 한다. 본 기
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롬(830)은 데이터(data)와 명령(instruction)을 단방향성으로 CPU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램(820)은 통상적으로 데이터와 명령을 양방향성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램(820) 및 롬(830)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의 어떠한 적절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대용량 기억장치(Mass Storage)(840)는 양방향성으로 프로세서
(810)와 연결되어 추가적인 데이터 저장 능력을 제공하며, 상기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중 어떠한 것일 수 있다. 대
용량 기억장치(840)는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통상적으로 주기억장치보다 속도가 느린 하드 디스크
와 같은 보조기억장치이다. CD 롬(860)과 같은 특정 대용량 기억장치가 사용될 수도 있다. 프로세서(810)는 비디오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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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트랙볼, 마우스, 키보드, 마이크로폰, 터치스크린 형 디스플레이, 카드 판독기, 자기 또는 종이 테이프 판독기, 음성 또
는 필기 인식기, 조이스틱, 또는 기타 공지된 컴퓨터 입출력장치와 같은 하나 이상의 입출력 인터페이스(850)와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서(81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870)를 통하여 유선 또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다. 이러
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상기된 방법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된 장치 및 도구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상기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
허 청구의 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 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
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
템에 의하면, 게이머가 제어하는 객체가 두 가지의 객체로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에 의하면, 파일럿의 성장이 유닛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파일럿 및 유닛의 연관성을 인지하여 게이머의
게임 수행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하면, 파일럿과 유닛이 연관관계를 가짐으로써 파일럿의 스타일이 유닛에 전이되도록 하여 게임에 대한 흥미
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정보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하면, 파일럿 및 유닛의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게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게임에 대한
흥미를 극대화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온라인 게임에서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유닛에 대한 유닛 정보를 기록하는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유닛 정보는 하나 이상의
유닛 능력 정보 및 동기율 정보를 포함함 -;

하나 이상의 파일럿에 대한 파일럿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 상기 파일럿 정보는 파
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하나 이상의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포함함 -;

제1 파일럿의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에 대한 갱신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제1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검색된 유닛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동기율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동기율 정보에 따라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각각 갱
신하여 기록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상기 제1 파일럿 및 상기 제1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가 선정된
(predetermined) 파일럿/유닛의 조합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동기율 정보는 변동 조정하여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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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등급 정보, 바이오 리듬 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더 포함하고,

상기 동기율 정보는 상기 파일럿의 등급 정보 또는 바이오 리듬 정보가 증가하여 기록됨에 따라 증가되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율 정보는 0이상 1이하의 값을 갖는 수치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1 파일럿의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에 대한 갱신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상기 단계는,

갱신하려는 수치 정보를 더 수신하고,

상기 검색된 동기율 정보에 따라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각각 갱
신하여 기록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수치 정보를 합하는 단계: 및

상기 동기율 정보 및 상기 수치 정보를 승산하여 상기 유닛 능력 정보와 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7.

온라인 게임에서 파일럿 및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유닛에 대한 유닛 정보를 기록하는 유닛 정보 데이터베이스 - 상기 유닛 정보는 하나 이상의 유닛 능력 정보
및 동기율 정보를 포함함 -;

하나 이상의 파일럿에 대한 파일럿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 - 상기 파일럿 정보는 파일럿과 연관된 유
닛 식별자, 하나 이상의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포함함 -;

상기 파일럿의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에 대한 갱신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갱신 요청 수신 모듈;

상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유닛 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검색된 유닛 식별자 정보와 연관된 동기율 정보를 검색하는 정보 검색 모듈; 및

상기 검색된 동기율 정보에 따라 제1 파일럿 능력 정보 및 상기 제1 파일럿 능력 정보와 연관된 유닛 능력 정보를 각각 갱
신하여 기록하되, 상기 파일럿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상기 제1 파일럿 및 상기 제1 파일럿과 연관된 유닛 식별자가
선정된(predetermined) 파일럿/유닛의 조합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동기율 정보를 변동 조정하여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갱신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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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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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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