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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 나침반 모듈을 내장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 전자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

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전자 나침반 모듈을 내장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자 나침반 모듈이 내장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법으로서, (a) 내장된 모바일 게임 목록을 제공하고, 선택된

모바일 게임이 자립형 모바일 게임인지 네트워크형 모바일 게임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선택된 모바일 게임을 자

체적으로 구동하거나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선택된 모바일 게임이 구동되는 단계;

(c)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움직임에 따라 생성되는 제어용 데이터에 따라 구동 중인 모바일 게임에서의 사용자 제어 캐

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단계; 및 (d) 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임 화면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실시

간으로 전송 및 디스플레이되면서 상기 모바일 게임이 진행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에서의 사용자 제어 캐릭터를 정확하고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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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자립형 게임, 네트워크 게임, 자기 센서, 전자 나침반, 보정용 프로세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예시 화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부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 나침반 모듈부의 내부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X축 자기 센서 및 Y축 자기 센서에서의 변화하는 외부 자계와 각 자기 센서에서의 출력

값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자 나침반 모드에서 이동통신 단말기가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사용자 제어 캐릭

터의 이동 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자 나침반 모드에서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사용자 제어 캐릭

터의 이동 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전자 나침반 기능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

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 이동통신 단말기 210 : 프로그램 메모리부

211 : 파라미터 저장부 212 : 키입력부

213 : LCD 표시부 214 : 전자 나침반 모듈부

215 : 모바일 게임 저장부 216 : 모드 상태 저장부

217 : 가입자 정보 저장부 220 : 마이크로프로세서

230 : 디지털 신호 처리부 240 : 베이스밴드 변환부

250 : RF 신호 처리부 260 : 스피커

310 : 자기 센서부 312 : X축 자기 센서

314 : Y축 자기 센서 320 : 제어 회로부

322 :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324 : 직류 정전압 회로

330 : 보정용 프로세서 510, 610 : 기준축

520, 530, 540 : 회전축 550, 620 : 사용자 제어 캐릭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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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 나침반 모듈을 내장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

는,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전자 나침반과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내장하고, 모바일 게임을 진

행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이동 방향에 따라 내장된 전자 나침반 모듈에서 출력되는 값을 게임 진행 과정에서의 3차원

좌표 값으로 변환하여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 및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전자 공학, 통신 공학, 단말기와 관련된 제반 기술 등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도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즉, 무선 통신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성 통화뿐

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망 접속, 화상 통신 및 동영상 메시지 전송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으로 대표되

는 이러한 이동통신 단말기는 개인용 컴퓨터(PC : Personal Computer)의 최대 단점인 고정성을 극복하여 사용자의 이동

성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단말기의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 Control Process Unit)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컬러 LCD

(Liquid Crystal Display) 화면 및 64 화음 수준의 음원 등이 지원됨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다양한 게임의 진행

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하, '모바일 게임'이라 칭함)은 언제 어디서나 플

레이가 가능하고, 여타 휴대용 게임기와는 달리 이동통신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종래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낮은 성능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게임을 다운로드하여 즐기는 자립(Stand-

Alone)형 게임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Online) 상에서 다른 사용자와 함께 플레이가 가능한 네트워크

(Network)형 게임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도 1은 종래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예시 화면이다.

도 1을 살펴보면, 화면 좌측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진행 중인 게임 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 있고, 화면 우측에는 좌측의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키버튼의 용도가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의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위한 키버튼이 상, 하, 좌, 우 방향과 점프 동작마다 각각 할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화면 우측에 디스

플레이되어 있는 키버튼별로 설정되어 있는 기능들을 숙지한 후 모바일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

예컨대, 사용자는 사용자 제어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대개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상, 하, 좌, 우 방향 및 점프 동작에

설정된 각각의 키버튼을 지속적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더욱이 사용자 제어 캐릭터를 이동시키면서 동시에 도 1에 도시된 '

방울 공격'과 같은 특수한 동작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게임에 숙달할 수 있게 된다. 특

히, 모바일 게임마다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이동이나 특수 기능에 할당된 키버튼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 익숙해

지기가 더욱 더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외부에 형성된 키 매트릭스(Key Matrix)는 면적이 좁아 키버튼 사이의 상, 하, 좌, 우 간격이 좁

은 반면, 이에 비해 키버튼을 누르는 데 사용하는 엄지손가락은 상대적으로 접촉용 면적이 크다. 따라서, 실제로 게임을 진

행할 경우 누르고자 하는 키버튼에 인접하고 있는 다른 키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원활한 게임 진행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전자 나침반과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

을 내장하고,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이동 방향에 따라 내장된 전자 나침반 모듈에서 출력되는 값을

게임 진행 과정에서의 3차원 좌표 값으로 변환하여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 및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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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모바일 게임을 구동하

여 게임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되, 내장하고 있는 전자 나침반 모듈로부터의 출력값을 이용하여 구동 중인 상기 모바일 게임

내에서의 사용자 제어 캐릭터를 고정된 지점에서 상, 하, 좌, 우 방향으로의 방향 전환을 위한 방향 제어용 데이터로 이용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에 의하면,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

법으로서, (a) 내장된 모바일 게임 목록을 제공하고, 선택된 모바일 게임이 자립형 모바일 게임인지 네트워크형 모바일 게

임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단계 (a)에서의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선택된 모바일 게임을

자체적으로 구동하거나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에 접속하고 상기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가 상기 선택

된 모바일 게임을 구동하는 단계; (c)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움직임에 따라 생성되는 제어용 데이터에 따라 구동 중인 모

바일 게임에서의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단계; 및 (d) 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임 화면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실시간으로 전송 및 디스플레이되면서 상기 모바일 게임이 진행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

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

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200)의 내부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바람직한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200)는 프로그램 메모리부(210), 파라미터(Parameter) 저

장부(211), 키입력부(212), LCD 표시부(213),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 모바일 게임 저장부(215), 모드 상태 저장부

(216), 가입자 정보 저장부(217),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220), 디지털 신호 처리부(230), 베이스밴드

(Baseband) 변환부(240), RF 신호 처리부(250), 스피커(260), 마이크로폰(270), 안테나(280) 등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메모리부(110)에는 네트워크와 송수신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프로토콜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고,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게임을 처리하기 위한 컴파일러(Compiler)가 저장되어 있다. 컴파일러는 C++, 임베디드 비주얼

(Embedded Visual) C++, 자바(JAVA) 등의 프로그램 언어로 코딩된 모바일 게임 컨텐츠를 컴파일하여 실행시키는 기능

을 한다. 컴파일러는 모바일 게임 컨텐츠가 코딩된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별로 설치되어 있고, 특정 모바일 게임 컨텐츠를

실행하는 경우 해당 모바일 게임 컨텐츠의 파일 정보를 분석하여 코딩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절한 컴

파일러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컨텐츠를 실행시킨다.

또한, 프로그램 메모리부(110)에는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특정 서버, 예컨대 무선 인터넷 게임 서

버 등에 접속하여 네트워크형 게임을 수행하거나 모바일 게임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소정의 무선 인터넷 브라우저

가 설치되어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200)에 설치되는 무선 인터넷 브라우저는 WML(Wireless Markup Language)로 코

딩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브라우저, m-HTML(Microsoft-HTML)로 코딩된 모바일 익스플로러

(Mobile Explorer), c-HTML(Compact-HTML)로 코딩된 콤팩트 넷프론트(Compact NetFront)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파라미터 저장부(211)에는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음성 통화 및/또는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3GPP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OHG(Operator Harmonization Group) 등에서 정의한 동기

식, 비동기식 및 제 4세대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될 각종 파라미터가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메

모리부(210)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는 파라미터 저장부(211)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송신 또는 수신하는 음성 및/또는 데이터를 변조 및 복조한다.

키입력부(212)에는 전화번호 등의 숫자와 문자를 입력하기 위한 다수의 키버튼이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키버튼은 통상적

으로 12 개의 숫자키(0 ~ 9, *, ＃), 다수의 기능키, 다수의 커서(Cursor) 이동키, 스크롤(Scroll)키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키입력부(112)에 구비되어 있는 숫자키, 기능키, 방향키 등을 조작하여 원하는 모바일 게임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키입력부(212)에 구비된 다수의 키버튼은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동

시킬 수 있는 이미지(이하, '사용자 제어 캐릭터'라고 칭함)의 이동과는 무관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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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키입력부(212)에 구비된 특정 키버튼을 조작하여 사용자 제어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동통신 단말

기(200)를 움직여서 사용자 제어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움직이는 방향 및

움직인 각도에 비례하여 사용자 제어 캐릭터가 움직이게 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200)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도 5 및 도 6과 함께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LCD 표시부(213)는 일반적으로 배터리(Battery)의 사용 상태, 전파의 수신 강도, 날짜와 시각을 포함하여 이동통신 단말

기(200)의 동작 상태를 표시해 준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LCD 표시부(213)는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게임 화면,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 게임 점수, 게임 순위 등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각종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는 자기 센서 또는 지자기 센서 등을 내장하여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움직이는 거리 및/또는 방

향에 따라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출력 신호 값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는 정확한 동작을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기(200)와 수평을 유지하는 상태로 내장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단말기(200)

가 플립(Flip)형인지 폴더(Folder)형인지에 따라 전자 나침반 모듈(214)이 내장되는 위치가 상이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플립형인 경우에는 키입력부(212)와 LCD 표시부(213)가 동일한 평면 상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

가 이동통신 단말기(200)와 평형을 유지하는 이유로 설치되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폴더형인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키입력부(212)와 LCD 표시부(213)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양손과 연

동되는 키입력부(212)가 구비된 몸체에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의 내부 구성에 대해서는 도 2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모바일 게임 저장부(215)에는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무선 인터넷망 접속을 통해 특정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로부터 다

운로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신한 하나 이상의 모바일 게임이 저장되어 있다. 한편,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적용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은 사용자 제어 캐릭터가 있고,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이 요구되는 게임으로, 예컨대 슈팅

(Shooting) 게임 등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은 고정된 위치에서 가로축이나 세로축과 같

은 기준축을 중심으로 상하 방향이나 좌우 방향으로 기준축과 사용자 제어 캐릭터간에 생기는 각도가 변하는 움직임을 말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도 5 및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한편,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적용되는 모바일 게임은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에서 출력되는 출력 신호 값을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드(이하, '전자 나침반 모드'라 칭함)를 지원하는 게임이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게임은 전자 나침반 모드와 키버튼으로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드(이하, '키 매트릭

스 모드'라 칭함)를 모두 지원하고, 특정 모바일 게임을 실행할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특정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모드 상태 저장부(216)는 키입력부(212)에 의해 선택된 이동통신 단말기(200)의 현재 동작 모드를 상태 플래그(Flag)(예

컨대, 0, 1, 2,...)로 저장한다. 즉,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이동통신 단말기(200)의 대기 모드, 통화 모드, 자립형 게임

모드, 네트워크형 게임 모드 등을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모드마다 고유한 상태 플래그를 할당하여 모드 상태 저장부(216)

를 갱신한다.

가입자 정보 저장부(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217)에는 이동국 식별 번호(MIN : Mobile Identification

Number), ESN(Electrical Serial Number), 개인 보안키, 이동통신 단말기의 동작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등이 저장되어

있다. 가입자 정보 저장부(217)는 카드 형태로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의 슬롯(Slot)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어 SIM 카드라고

도 하는데, 이동통신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망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SIM 카드 이외에도 각종 IC

카드도 사용될 수 있고, 별도의 카드가 아닌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부 칩에 가입자 정보 저장부(216)의 기능이 구현될 수도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모드 상태 저장부(216)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 플래그를 참조하여 이동통신 단말기(200)의 전반

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키입력부(212)로부터 자립형 게임의 실행 요청에 관한 키값이 입력되면

모바일 게임 저장부(215)에 저장되어 있는 자립형 게임의 목록을 LCD 표시부(213)를 통해 디스플레이한다. 반면, 마이크

로프로세서(220)는 키입력부(212)로부터 네트워크형 게임의 실행 요청에 관한 키값이 입력되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소

정의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네트워크형 게임의 목록을 수신하여 LCD 표시부(213)에 디스플레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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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네트워크형 게임이 선택되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무선 인터넷 게

임 서버와 실시간으로 게임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게임을 진행한다. 즉,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키입력부(212)로부터

입력되는 게임 제어용 키값뿐만 아니라,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로부터 수신하는 게임 제어용 데이터를 무선 인터넷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로 전송한다. 물론,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200)로부터 게임 제

어용 키값 및/또는 게임 제어용 데이터 수신하는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는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진행 중인 게임의 규칙

에 따라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 등을 제어한다. 또한,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는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진행 중인 게

임 화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동통신 단말기(200)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동통신 단말기, 무선 인터넷망,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네트워크형 게임을 지원하는 기술 내용은

통상의 당업자에게 널리 공지된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자립형 게임이나 네트워크형 게임이 지원하는 모드의 종류를 파악하여 게임 목록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예컨대, 키 매트릭스 모드만 지원하는 게임이면 '<키>'로, 전자 나침반 모드만 지원하는 게임이면 '<나침반

>'으로, 키 매트릭스 모드와 전자 나침반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게임이면 '<키&나침반>'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게임 목록 화면에서 키 매트릭스 모드와 전자 나침반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모바일 게임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된 모바일 게임은 게임 시작 전에 하나의 특정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 선택 화면을 제공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220)는 전자 나침반 모드만 지원하는 모바일 게임이 선택되거나, 모드 선택 화면에서 전자 나침반 모드가 선택되는 경우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를 구동시키고,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신호 값을 이용하여 실행 중인 모

바일 게임에서의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키입력부(212)을 통해 요청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를 베이스밴드 변환부(240)로 전송한다(TX DATA).

디지털 신호 처리부(DSP: Digital Signal Processor, 이하 'DSP'라 칭함)(230)는 음성 신호를 코딩 또는 디코딩하고 다중

경로 잡음 제거를 위한 이퀄라이저(Equalizer)로서 기능하며, 음향 데이터 처리 기능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프

로세서이다. 또한, DSP(230)는 베이스밴드 변환부(240)와 음성 데이터(SPEECH)를 주고받으며, 베이스밴드 변환부

(240)로부터 디지털 데이터(RX DATA)를 수신한다.

베이스밴드 변환부(240)는 DSP(230)와 RF 신호 처리부(250), 스피커(260) 및 마이크로폰(270) 사이에 송수신되는 신호

를 베이스밴드 대역의 신호로 변환하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DAC : Digital to Analog Conversion) 및 아날로그-디지

털 변환(ADC : Analog to Digital Conversion)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베이스밴드 변환부(240)는 전송 데이터

(TXIQ)를 RF 신호 처리부(250)로 전달하며, RF 신호 처리부(250)의 전력을 제어(POWER)하거나 그 이득을 자동으로 제

어한다(AGC). 그리고, RF 신호 처리부(250)로부터 수신 신호(RXIQ)를 전달받는다.

RF 신호 처리부(250)는 RF 안테나(280)로부터 수신한 RF 신호를 복조 및 증폭하고, 베이스밴드 변환부(240)로부터 인가

되는 전송 신호를 변조하여 전파 공간으로 송출한다. 스피커(260)는 실행 중인 모바일 게임에서 출력되는 음향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변환부(240)으로부터 수신하여 가청음으로 출력하고, 마이크로폰(270)은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전기적인 신

호로 변환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200)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셀룰러폰,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폰, 핸드 헬드 PC(Hand-Held PC), GSM(Global System for Mobile)폰, W-CDMA(Wideband

CDMA)폰, CDMA-2000폰, MBS(Mobile Broadband System)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MBS폰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 4세대 시스템에서 사용될 핸드폰을 말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의 내부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는 크게 자기 센서부(310), 제어 회로부(320) 및 보정용 프로

세서(330) 등을 포함한다.

자기 센서부(310)는 외부 자계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특정 신호를 출력하는 구성요소로서, X축 자기 센서(312)와 Y축 자

기 센서(314)를 구비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센서는 링 모양의 고 투자성체(高透磁性體) 퍼멀로이(Permalloy)로서 전주

(全周)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여자 코일이 감기고, 검출 코일인 X축 자기 센서(312)와 Y축 자기 센서(314)가 직경 방향

으로 서로 직교하여 감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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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자기는 남에서 북으로 향하는 자계이다. 이동통신 단말기(200)의 본체의 전면이 대체로 수평하고 전면이 위로 향

하고 있는 경우, X축 자기 센서(312)와 Y축 자기 센서(314)에서는 외부 자계가 변함에 따라 여현파형 및 정현파형의 센서

출력 신호가 출력된다.

한편, 자기 센서가 외부 자계의 변화에 따라 센서 출력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원리는 통상의 당업자에게 널리 공지된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어 회로부(320)는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DC : Analog to Digital Converter)(322) 및 직류 정전압 회로(324) 등을

포함한다. 제어 회로부(320)는 X축 자기 센서(312) 및 Y축 자기 센서(314)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신호를 처리하여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322)는 X축 자기 센서(312) 및 Y축 자기 센서(314)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센서 출력 신호를 수신

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여기서,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322)가 변환하여 출력하는 디지털 신호의 값이 게임 내에

서 사용자 제어 캐릭터가 움직여서 기준축인 가로축이나 세로축과 이루는 수직 회전각 값이나 수평 회전각 값이 된다. 또

한,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322)는 변환한 디지털 신호를 보정용 프로세서(330)로 전달한다.

직류 정전압 회로(324)는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X축 자기 센서(312) 및 Y축 자기 센서(314)로 전압의 크기가 변하지 않

는 직류 정전압을 공급하여 자기 센서의 정확한 센싱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보정용 프로세서(330)는 제어 회로부(320)의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322)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신호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 작업을 수행하고, 보정된 디지털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220)로 전달한다. 여기서, 보정이 필

요한 경우란 보정용 프로세서(330)가 수신한 디지털 신호의 값이 음(-)인 경우나 360˚이상인 경우 등을 말한다. 보정용 프

로세서(330)는 수신한 디지털 신호의 값을 판단하여 음이라고 판단되면 360˚를 더하여 회전각 값을 보정하고, 360˚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360˚를 감산하여 회전각 값을 보정한다. 따라서, 전자 나침반 모듈부(214)에서 출력되는 보정된 디지털

신호는 항상 0 ~ 360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보정용 프로세서(330)는 실행 중인 모바일 게임에 수평 회전각 값 또는 수직 회전각 값의 임계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수신한 디지털 신호의 값과 임계치를 비교하여 보정 작업을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게 수행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예컨대, 수평 회전각 값이나 수직 회전각 값의 임계치가 90˚나 180˚로 정해진 경우에는 90˚나 180˚를 넘는 디지털 신

호는 각각 90˚나 180˚를 감산하는 보정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X축 자기 센서(312) 및 Y축 자기 센서(314)에서의 변화하는 외부 자계와 각 자기 센서에

서의 출력 값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X축 자기 센서(312)는 이동통신 단말기(200)에 탑재된 상태에서 외부 자계의 X축 성분에 비례

하는 센서 출력값(Sx)을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Y축 자기 센서(314)도 이동통신 단말기(200)에 탑재된 상태에서 외부 자

계의 Y축 성분에 비례하는 센서 출력값(Sy)을 출력한다. X축 자기 센서(312)와 Y축 자기 센서(314)는 각각 소정의 방향에

따르는 자계의 크기에 비례하는 신호 값을 출력하는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자기 센서부(310)의 단일 칩(Chip) 상에 자계

검출 방향과 직교하도록 배치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자 나침반 모드에서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사용자 제어

캐릭터(550)의 이동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5A를 보면 기준축인 가로축(510)과 수직을 이루고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우측으로 각도 A만큼 움직인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참조번호 520, 530 및 540은 이동통신 단말기(200)의 회전축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동통신 단말기

(200)가 우측으로 각도 A만큼 움직였다는 의미는 보다 정확하게는 회전축 520과 회전축 530이 이루는 각도가 A라는 것

이다.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우측으로 각도 A만큼 움직이면, 이동통신 단말기(200)에 내장된 Y축 자기 센서(314)가 외부 자

계가 변화한 크기에 비례하여 센서 출력 신호를 생성하여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322) 및 보정용 프로세서(330)를 거쳐

마이크로프로세서(220)로 센서 출력 신호를 전달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보정용 프로세서(330)로부터 수신한 보

정된 디지털 신호를 체크하여 진행 중인 게임 내에서의 사용자 제어 캐릭터(550)를 도 5B에 도시된 것처럼 동일한 방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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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만큼 이동시킨다. 여기서, 사용자 제어 캐릭터(550)의 이동 각도는 실제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움직인 각도와 동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소정의 가중치를 곱하여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동통신 단말기

(200)가 좌측으로 각도 B만큼 움직이는 것과 우측으로 각도 A만큼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200)를 가로축을 기준으로 좌방향이나 우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실제 모바일 게임에

서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좌우 방향의 각도 조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전자 나침반 모드에서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사용자 제어

캐릭터(620)의 이동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도 6A를 보면, 기준축인 세로축(610)과 수직을 이루고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상측으로 각도 A, B 및 C만큼

움직인다고 가정하자.

이동통신 단말기(200)가 상측으로 각도 A만큼 움직이면, 이동통신 단말기(200)에 내장된 X축 자기 센서(312)가 외부 자

계가 변화한 크기에 비례하여 센서 출력 신호를 생성하여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322) 및 보정용 프로세서(330)를 거쳐

마이크로프로세서(220)로 센서 출력 신호를 전달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보정용 프로세서(330)로부터 수신한 보

정된 디지털 신호를 체크하여 진행 중인 게임 내에서의 사용자 제어 캐릭터(550)를 도 6B에 도시된 것처럼 동일한 방향 및

각도만큼 이동시킨다. 물론, 도 5에서도 이미 설명하였지만 사용자 제어 캐릭터(620)의 이동 각도는 실제 이동통신 단말기

(200)가 움직인 각도와 동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소정의 가중치를 곱하여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200)를 세로축을 기준으로 상방향이나 하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실제 모바일 게임에

서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상하 방향의 각도 조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전자 나침반 기능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게임의 진행 과정은 이동통신 단말기(200)에 모바일 게임이 저장되어 있고, 사

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모바일 게임의 종류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200)에서 자체적으로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거나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와 연동하여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이동통신 단말기(200)에 저장된 모바일 게

임들 중 자립형 게임이 선택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200)에서 자체적으로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고, 네트워크형 게

임이 선택되는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와 연동하여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동통신 단말기(200)에 탑재된 모바일 게임 기능을 선택하여 게임 목록 화면을 제공받고, 원하는 특정 게임의

선택 키값을 입력한다(S700). 여기서, 게임 목록에는 자립형 모바일 게임 및 네트워크형 모바일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동통신 단말기(200)는 입력되는 선택 키값을 이용하여 선택된 모바일 게임이 자립형 모바일 게임인지 네트워크형 모바일

게임인지를 판단한다(S702).

이동통신 단말기(200)에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단계 S702의 판단 결과 선택된 모바일 게임이 자립형 모바일

게임이라고 판단되면, 선택된 자립형 모바일 게임을 자체적으로 실행한다(S704). 이동통신 단말기(200)는 자신의 움직임

에 따라 제어용 데이터를 생성한다(S706). 단계 S706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게임 진행 도중 이동통신 단말기

(200)가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자 나침반 모듈(214)에 내장된 X축 자기 센서(312) 및/또는 Y축 자기 센서

(314)는 변화하는 외부 자계의 크기에 비례하여 센서 출력 신호를 생성하여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322)로 전달한다. 아

날로그/디지털 컨버터(322)는 수신하는 아날로그 센서 출력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보정용 프로세서(330)로 전

달한다.

보정용 프로세서(330)는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322)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디지털 신호를 분석하여

보정 작업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보정용 프로세서(330)는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장하고 있는 보정용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보정 작업을 수행하고, 보정된 디지털 신호를 제어용 데이터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220)로 출력한다.

이동통신 단말기(200)의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생성된 제어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동 중인 자립형 모바일 게임에서

의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한다(S708).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이 포함

된 게임 화면을 LCD 표시부(213)를 통해 실시간으로 출력한다(S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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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이크로프로세서(220)는 단계 S702의 판단 결과 선택된 모바일 게임이 네트워크형 모바일 게임이라고 판단되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로 접속한다(S712).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는 자신에게 접속하는 이동통신 단

말기(200)의 게임 실행 요청을 수신하여 선택된 네트워크형 모바일 게임을 실행한다(S714). 여기서, 네트워크형 모바일

게임을 실행한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는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기(200)로부터 전

송될 제어용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이동통신 단말기(200)는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제어용 데이터를 생성하여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로

제어용 데이터를 전송한다(S716).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제어용 데이터를 수신하는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는 수신한 제어

용 데이터에 따라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한다(S718).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는 게임 화면을 생성하여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200)로 실시간으로 전송한다(S720). 이동통신 단말기(200)는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게임 화면을 수신하고 LCD

표시부(213)를 통해 디스플레이한다(S722).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종래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소형의 키버튼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본 발명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움직임에 따라 모바일 게임 내의 사용자 제어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므로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내 좁은 면적의 키 매트릭스에 형성된 키버튼을

누르는 횟수가 크게 감소하므로, 모바일 게임을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외부 지자계의 X축 성분 및 Y축 성분의 변화에 따라 X축 센서 출력 신호 및 Y축 센서 출력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출력하는 X축 자기 센서 및 Y축 자기 센서와, 상기 X축 센서 출력 신호 또는 상기 Y축 센서 출력 신호를 수

신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DC), 및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로부터 상기 디지털 신호

를 수신하고, 보정 작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보정 작업을 수행하여 보정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

달하는 보정용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로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모바일 게임

을 구동하여 게임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되, 내장하고 있는 상기 전자 나침반 모듈로부터 출력되는 수평 회전각 값 및 수직

회전각 값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구동 중인 상기 모바일 게임 내에서의 사용자 제어 캐릭터를 고정된 지점에서 상, 하,

좌, 우 방향으로의 방향 전환 제어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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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나침반 모듈부는 상기 X축 자기 센서 및 상기 Y축 자기 센서로 직류 정전압을 공급하는 직류 정전압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용 프로세서는 수신한 상기 디지털 신호의 값이 음(-)의 값을 갖거나 360°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에 보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용 프로세서는 수신한 상기 디지털 신호의 값이 기 설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용 프로세서는 상기 보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정용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

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수신한 상기 수평 회전각 값 및 상기 수직 회전각 값 중 하나 이상과 동일한 값만큼 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수신한 상기 수평 회전각 값 및 상기 수직 회전각 값 중 하나 이상에 소정의 가중치를 할당한 값

만큼 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

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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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이동에 따라 자신의 세로축 상에 임의의 지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좌측

방향 또는 우측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

말기.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이동에 따라 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가로축 상의 임의의 지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상방향 또는 하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나침반 모듈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몸체 부분에 내장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게임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자립형 모바

일 게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게임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되거나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에 따라 구동되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상기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와 접속되어 수행되거나 상기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에 접속된 후 상기 모바일 게임이 선택 및 구동되는 네트워크형 게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

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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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는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상기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인터넷 통

신용 프로토콜 및 파라미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

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셀룰러폰,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폰, 핸드

헬드 PC(Hand-Held PC), GSM(Global System for Mobile)폰, W-CDMA(Wideband CDMA)폰, CDMA-2000폰 및

MBS(Mobile Broadband System)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

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8.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법으로서,

(a) 내장된 모바일 게임 목록을 제공하고, 선택된 모바일 게임이 자립형(Stand-Alone) 모바일 게임인지 네트워크

(Network)형 모바일 게임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단계 (a)에서의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선택된 모바일 게임을 자체적으로 구동하거나 무

선 인터넷망을 통해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에 접속하고 상기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가 상기 선택된 모바일 게임을 구동하

는 단계;

(c)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움직임에 따라 생성되는 제어용 데이터에 따라 구동 중인 모바일 게임에서의 사용자 제어 캐

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단계; 및

(d) 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임 화면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실시간으로 전송 및 디스플레이되면서 상

기 모바일 게임이 진행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

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모바일 게임 목록은 상기 자립형 모바일 게임과 상기 네트워크형 모바일 게임 단위로 분류되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선택된 모바일 게임이 구동되기 전에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는 상기 선택된 모바일 게임이 지원하는 게임 모드를 파

악하는 과정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

기를 이용한 게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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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게임 모드는 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움직임을 키 매트릭스(Key Matrix)에 구비된 하나 이상의 키버튼을 사용하

여 제어하는 키 매트릭스 모드, 내장된 상기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전자 나침반 모드 및 상기 키 매트릭스

모드와 상기 전자 나침반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이중 모드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

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임 모드가 상기 이중 모드인 경우에는 상기 키 매트릭스 모드와 상기 전자 나침반 모드 중에서 하나의 모드를 선택

할 수 있는 모드 선택 화면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법.

청구항 23.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에서,

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에 의해 움직이거나 상기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의 제어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법.

청구항 24.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에서,

상기 제어용 데이터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의 움직임에 따라 생성되는 수평 회전각 값 및 수직 회전각 값 중 하나 이상

으로서, 구동 중인 상기 모바일 게임에서의 상기 사용자 제어 캐릭터의 상, 하, 좌, 우 방향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이용되

는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

법.

청구항 25.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에서,

상기 게임 화면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어에 의해 생성 및 디스플레이되거나 상

기 무선 인터넷 게임 서버로부터 생성되고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어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나침

반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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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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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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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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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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