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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방법 및시스템

(57) 요약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하여 개시한다. 본 발명은 전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캐릭터 육성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캐릭터 육성 게임으로서, 캐릭

터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요소(밥주기, 씻겨주기, 치료하기 등)를 미니 게임화 하여 실행하고, 캐릭터를 다 키우면 캡슐이

완성되고 상기 캡슐에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고 캡슐을 전송받은 상대방도 캡슐에서 생성되는 캐릭

터를 다 키우면 저장되었던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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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캐릭터가 성장을 완료하면, 소정의 캡슐이 생성되는 단계;

(b) 상기 캡슐과 함께 메시지를 입력하고 수신자 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단계;

(b) 서버에서 수신자 번호를 검증하고, 수신자가 캐릭터 육성 게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

계;

(c) 수신자가 캐릭터 육성 게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신자에게 상기 캡슐 및 메시지

를 전송하는 단계;

(d) 수신자가 상기 캡슐에서 생성된 캐릭터를 육성하는 단계; 및

(e) 상기 수신자의 캐릭터가 성장완료되면, 전송받은 메시지가 출력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수신자가 캐릭터 육성 게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자

에게 캐릭터 육성 게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수신자가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상기 캡슐을 전송한 자

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방법.

청구항 4.

이동 통신사의 승인을 얻어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부;

상기 컨텐츠 제공부에서 제공하는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등록하고,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의 다운로드

요청에 따라 이를 전송해주는 다운로드 서버; 및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기를 요청하고, 상기 다운로드 서버에서 전송하는 상

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게임을 실행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

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다운로드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다운로드 서버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Hiper

Text Markup Language)를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무선 마크업 언어(WML:Wireless Markup Language)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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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상기 다운로드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왑

게이트웨이(WAP G/W: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Gateway)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다운로드 시스템.

청구항 6.

컨텐츠 제공부에서 다운로드 서버로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업로드 하는 단계;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조회하고,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다운로드 서버에서 상기 요청된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및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다운로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캐릭터 육성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캐터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요소를 미니 게임화 하며, 캐릭터 완성 후 생성되

는 캡슐에 메시지를 담아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캐릭터 육성 게임은 사이버 공간 또는 전용기기 안에서 특정 동물, 애완견 또는 캐릭터를 여러 가지 육성 요소

를 이용하여 키우는 게임을 말한다. 최근, 캐릭터 육성 게임은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인기가 많으며, 실제

애완동물을 키우듯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키워 이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의 캐릭터 육성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값 비싼 캐릭터 육성 전용기기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캐릭터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 게임의 요소들도 단순히 기능버튼 한번 만 누르면 해결된다. 예를 들어, 캐

릭터가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면 기능버튼 한번 누르면 밥을 먹고, 캐릭터가 병이 났을 때도 기능버튼 한번 누르면 병

이 치료되는 등 아주 쉽게 문제점이 해결되어 캐릭터 육성 게임에 흥미를 잃기 쉽다. 나아가, 캐릭터 육성을 완성하면 게임

이 종료되어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캐릭터 육성 게임

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캐릭터를 육성하는 육성요소를 미니게임화 하는데 있다.

나아가, 캐릭터 키우기를 완성하면 캡슐이 생성되어 캡슐에 메세지를 담아 친구, 부모님, 연인 등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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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방법은 (a)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캐릭터가

성장을 완료하면, 소정의 캡슐이 생성되는 단계; (b) 상기 캡슐과 함께 메시지를 입력하고 수신자 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

는 단계; (b) 서버에서 수신자 번호를 검증하고, 수신자가 캐릭터 육성 게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단계; (c) 수신자가 캐릭터 육성 게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신자에게 상기 캡슐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d) 수신자가 상기 캡슐에서 생성된 캐릭터를 육성하는 단계; 및 (e) 상기 수신자의 캐릭터가

성장완료되면, 전송받은 메시지가 출력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이동 통신사의 승인을 얻어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부; 상기 컨텐츠 제공부에

서 제공하는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등록하고,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의 다운로드 요청에 따라 이를 전송

해주는 다운로드 서버; 및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기를 요청하고, 상기 다운

로드 서버에서 전송하는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게임을 실행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다운로드 시스템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다운로드 서버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언어

(HTML:Hiper Text Markup Language)를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무선 마크업 언어(WML:Wireless Markup

Language)로 변환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상기 다운로드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왑 게이트웨이(WAP G/W: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Gateway)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컨텐츠 제공부에서 다운로드 서버로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업로드 하는 단계; 이동 통신 단말기에

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조회하고,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다운로드 서버에서 상

기 요청된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 컨텐츠를 다운로

드 받는 단계; 및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캐릭터 육성 게임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캐릭터 육성 게임 다운로드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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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캐릭터 육성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캐릭터 육성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동 통신사의 승인을 얻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부(10), 상기 컨텐츠 제공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등록하고 소정의 컨텐

츠 요청에 따라 이를 전송해주는 다운로드 서버(20),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기 소정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기를 요청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30),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무선통신을 송수신하는 무선 기지국(40) 및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다운로드 서버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Hiper Text Markup Language)를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무선 마크업 언어(WML)로 변환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상기 다운로드 서버

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왑 게이트웨이(WAP G/W: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Gateway, 50)

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컨텐츠 제공부(10)가 이동 통신사의 승인을 얻어 상기 다운로드 서버(20)에 컨텐츠를 등록하면 이동 통신 단

말기(30)의 가입자가 상기 왑 게이트웨이(50)를 통하여 컨텐츠를 조회하고 원하는 컨텐츠를 요청하면, 상기 다운로드 서

버(20)를 통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게 된다. 상기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과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종래와 같이 캐릭터 육성 게임을 하기 위해 전용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쉽고 저렴하게 다운로드 받아 캐릭터 육성 게임을 할 수 있다.

다운로드 받은 캐릭터 육성 게임을 실행하여 캐릭터를 육성하는 육성요소들의 미니 게임화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캐릭터 육성요소의 미니 게임화를 다양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 육성의 미니게임은 밥주기 미니게임, 똥 치우기 미니게임, 씻겨주기 미

니게임, 치료하기 미니게임 및 혼내주기 미니게임 등으로 구성된다. 캐릭터 육성 게임의 설명을 위하여 각 미니게임에 대

하여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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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밥주기 미니게임은 캐릭터가 배고프다는 신호(도 2에서는 햄버거가 땡기네)를 보내면서 미니게임이 시작한다. 포크

가 이동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원하는 메뉴 위치에서 확인키를 한번 클릭하고, 맨 오른쪽의 입모양에서 한번 더 클릭하면

정확도에 따라서 많이 먹서나 적게 먹는 게임이다.

다음으로, 똥 치우기 미니게임은 캐릭터가 밥을 먹고 나서 아무데나 변을 누었을때 미니게임이 시작한다. 여러 개의 변 밑

에 좌우로 왔다갔다하는 게이지를 포인터가 있는 곳에서 타이밍을 맞춰 클릭을 하면 변이 치워지는 게임이다.

다음으로, 씻겨주기 미니게임은 캐릭터가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씻겨주는 게임이다. 이동 통신 단말기의 좌우방향기를 이

용해서 미니코치가 이동하는 데로 샤워기로 따라가서 캐릭터가 깨끗해 질 때까지 씻겨주는 게임이다.

다음으로, 치료하기 미니게임은 캐릭터가 아플 때 주사로 치료해 주는 게임이다. 주사를 싫어해서 도망가는 캐릭터의 엉덩

이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어 주사를 놔주는 게임이다.

마지막으로, 혼내주기 미니게임은 캐릭터가 이유없이 말썽을 부릴 때 혼내주는 게임이다.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바늘이

정각에 올 때를 맞춰 손바닥으로 혼내준다. 잘못 때리면 캐릭터가 피하며 약 올립니다.

위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 육성 게임은 종래의 육성 게임과 달리 각 육성요소들이 미니 게임화 되어 캐릭

터 육성에 재미가 있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으며, 캐릭터에 더욱 애착을 느낄 수 있다.

도 2와 같이 하나의 캐릭터를 다양한 육성 미니게임을 이용하여 1, 2, 3 단계까지 성장시키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캡슐(또

는 알)이 생성된다. 생성된 캡슐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친구나 연인 또는 부모님 등에게 완성된 캡슐에 사

랑, 우정, 효도의 메시지를 적어 보낸다. 캡슐을 생성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 완성 후 생성된 캡슐에 메시지를 담아 상대방에게 보내는 프로세스를 나타낸 흐름

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캐릭터 육성 게임을 하여 캐릭터의 성장이 완료되면(S10), 하나의 캐

릭터에 하나의 캡슐이 생성된다(S20).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는 캡슐과 함께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고 메시지를 받게될 상대방 이동 통신 가입자의 전화번호

를 입력하여 서버에 전송한다(S30).

서버에서는 이동 통신 사업자의 정보관리 서버에 접속하여 전송받은 전화번호를 검증하고 메시지를 저장하고(S40), 수신

자가 캐릭터 육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S50).

수신자가 어플레이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신자에게 캡슐 및 메시지를 전송한다(S60).

만약, 수신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왑푸쉬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고 수신자가 어플리케이

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수신자에게 캡슐 및 메시지를 전송하고, 캡슐 및 메시지를 보낸 사용자에게 과금을 한다(S70).

수신자는 전송받은 캡슐에서 생성된 캐릭터를 육성한다(S80). 캐릭터 육성 방법은 도 2에서 설명한 다양한 육성 미니게임

을 이용하여 캐릭터를 육성한다.

캐릭터 육성이 완료되면(S90), 캡슐과 함께 전송받은 메시지가 출력되어 메시지 내용을 읽을 수 있다(S100).

위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 육성 게임은 단순히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단계를 넘어 캐릭터 완성 후 생성된

캡슐에 메시지를 담아 상대방(친구, 연인, 부모님 등)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상대방도 캡슐에서 생성된 캐릭터를 완

성하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의 엔딩을 기대하여 게임에 몰임감을 주고, 게임 보급을 확대하며, 게임을 이

용하여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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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전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 캐릭터 육성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적용되었던 육성요소를 미니게임화 하여 캐릭터 육성 게임에 몰두할 수 있으며, 한층 더 재미를 느낄 수 있

다.

나아가, 캐릭터 완성 후 생성된 캡슐에 사랑의 고백, 우정의 편지, 부모님께 효도의 편지 등의 메시지를 담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캐릭터 육성 게임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캐릭터 육성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캐릭터 육성요소의 미니 게임화를 다양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 완성 후 생성된 캡슐에 메시지를 담아 상대방에게 보내는 프로세스를 나타낸 흐름

도이다.

*도면의 주요부호에 대한 설명*

10:컨텐츠 제공부(Contents Provider) 20:다운로드 서버(Download Sever)

30:이동 통신 단말기 40:무선 기지국

50:왑 게이트웨이(WAP G/W)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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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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