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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단말기의 캐릭터 처리 장치 및 방법

(57) 요약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처리장치가, 캐릭터구조 및 캐릭터이미지들을 저장하며, 상

기 캐릭터구조는 캐릭터의 타입, 캐릭터이미지의 정보들로 구성되며, 상기 캐릭터이미지는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 이미지

로 구성되는 캐릭터메모리와,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을 분석하여 상기 캐릭터메모리에서 해당하는 캐릭터구조 데이터 및

캐릭터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캐릭터 구조 및

이미지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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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처리장치에 있어서,

캐릭터구조 및 캐릭터이미지들을 저장하며, 상기 캐릭터구조는 캐릭터의 타입, 캐릭터이미지의 정보들로 구성되며, 상기

캐릭터이미지는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 이미지로 구성되는 캐릭터메모리와,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을 분석하여 상기 캐릭터메모리에서 해당하는 캐릭터구조 데이터 및 캐릭터이미지 데이터를 처리

하는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캐릭터 구조 및 이미지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메모리가,

캐릭터 타입 및 캐릭터 종류에 대한 애니메이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캐릭터헤더와,

상기 애니메이션 종류와 해당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캐릭터헤더

의 애니메이션 수 만큼 구비되는 애니메이션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의 크기 및 표시위치 정보들을 포함하며, 상기 각 애니메이션헤더의 프레임이미

지 수 만큼 각각 구비되는 프레임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애니메이션 종류에 대응되는 프레임헤더의 프레임 이미지 수만큼 구비되는 프레임 이미지들로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헤더가,

캐릭터의 타입과,

상기 캐릭터타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데이터들인 설명정보와,

상기 캐릭터타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종류의 수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헤더가,

상기 캐릭터의 정의된 동작 애니메이션 또는 동작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와,

상기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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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 헤더가 상기 애니메이션 식별자의 캐릭터 동작에 따른 설명 메시지를 더 구비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헤더가 상기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이미지들이 저장된 위치의 시작주소인 스타트인덱스

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헤더가,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시작위치데이타와,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크기데이타와,

상기 프레임간의 표시시간 간격 데이터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 타입은 아바타, 아이템, 아바타하우스, 배경화면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아바타 타입의 아바타캐릭터헤더가,

아바타 타입임을 표시하는 데이터와,

아바타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아바타 식별자와, 아바타에 대한 설명과, 아바타 감정수치값들을 포함하는 상세정보데이

타와,

상기 아바타가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수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카운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아바타헤더의 상세정보데이타가,

상기 아바타의 이름과, 아바타의 종류 데이터들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아바타헤더의 상세정보 데이터의 감정수치값은 휴대단말기의 동작을 각각 감성, 인기 및 지능 수치

로 누적한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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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아바타 애니메이션헤더가,

상기 아바타 애니메이션의 동작 종류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식별자와,

상기 아바타 애니메이션의 감정 및 이벤트 발생을 나타내는 메시지데이타와,

상기 아바타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이미지 수를 나타내는 프레임카운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3.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처리장치에 있어서,

캐릭터구조 및 캐릭터이미지들을 저장하며, 상기 캐릭터구조는 캐릭터의 타입, 캐릭터이미지의 정보들로 구성되며, 상기

캐릭터이미지는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 이미지로 구성되는 캐릭터메모리와,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을 분석하여 상기 캐릭터메모리에서 해당하는 캐릭터구조 데이터 및 캐릭터이미지 데이터를 처리

하는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며, 선물하기 모드에서 선택되는 캐릭터의 캐릭터구조 및 이미지들을 전송메세지 형

태로 생성하는 제어부와,

상기 전송메세지를 설정된 방식의 근거리 통신방식으로 변조하여 출력하는 근거리통신부와,

상기 제어부에 의해 처리되는 캐릭터 이미지 및 구조 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선물하기 모드시 상기 제어부에 의해 선물하

기 메뉴를 표시하는 표시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메모리가,

캐릭터 타입 및 캐릭터 종류에 대한 애니메이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캐릭터헤더와,

상기 애니메이션 종류와 해당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캐릭터헤더

의 애니메이션 수 만큼 구비되는 애니메이션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의 크기 및 표시위치 정보들을 포함하며, 상기 각 애니메이션헤더의 프레임이미

지 수 만큼 각각 구비되는 프레임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애니메이션 종류에 대하여 상기 대응되는 프레임헤더의 프레임 이미지 수 만큼 구되는 프레임 이

미지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선물하기 선택시 선물가능한 캐릭터타입들을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며, 캐릭터 타입 선택

시 대응되는 캐릭터타입의 이미지들을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고, 선택되는 캐릭터에 대응되는 캐릭터파일을 전송메세지로

생성하여 상기 근거리통신부에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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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 타입은 아바타, 아이템, 아바타하우스, 배경화면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캐릭터 선물하기 메뉴 표시시 상기 캐릭터타입들의 이름 및 이미지로 구성되며, 상기 캐

릭터타입 선택시 선택된 캐릭터파일을 캐릭터헤더, 애니메이션헤더, 프레임헤더들로 구성되는 캐릭터구조 정보 및 상기

캐릭터구조정보에 해당하는 캐릭터이미지들을 전송메세지로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8.

무선망을 통해 캐릭터파일을 백업하는 백업서버에 연결할 수 있으며, 상기 캐릭터파일을 이용하여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처리장치에 있어서,

캐릭터구조 및 캐릭터이미지들을 저장하며, 상기 캐릭터구조는 캐릭터의 타입, 캐릭터이미지의 정보들로 구성되며, 상기

캐릭터이미지는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 이미지로 구성되는 캐릭터메모리와,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을 분석하여 상기 캐릭터메모리에서 해당하는 캐릭터구조 데이터 및 캐릭터이미지 데이터를 처리

하는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며, 상기 캐릭터백업서비스 모드시 선택되는 캐릭터의 캐릭터구조 및 이미지들을 전

송메세지 형태로 생성하는 제어부와,

상기 무선망을 통해 상기 백업서버에 연결될 수 있으며, 상기 생성되는 전송메세지를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백업서버에 전

송하는 통신부와,

상기 제어부에 의해 처리되는 캐릭터 이미지 및 구조 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백업서비스 모드시 상기 제어부에 의해 백업

서비스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메모리가,

캐릭터 타입 및 캐릭터 종류에 대한 애니메이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캐릭터헤더와,

상기 애니메이션 종류와 해당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캐릭터헤더

의 애니메이션 수 만큼 구비되는 애니메이션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의 크기 및 표시위치 정보들을 포함하며, 상기 각 애니메이션헤더의 프레임이미

지 수 만큼 각각 구비되는 프레임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애니메이션 종류에 대하여 상기 대응되는 프레임헤더의 프레임 이미지 수 만큼 구되는 프레임 이

미지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백업서비스모드 선택시 전송하기, 재저장하기 및 백업서비스설정등을 표시하며, 사용자

가 선택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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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제어부가 상기 전송하기 선택시 전송 가능한 캐릭터타입들을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며, 캐릭터 타입 선택

시 대응되는 캐릭터타입의 이미지들을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고, 선택되는 캐릭터에 대응되는 캐릭터파일을 전송메세지로

생성하여 상기 통신부에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 타입은 아바타, 아이템, 아바타하우스, 배경화면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캐릭터 전송하기 메뉴 표시시 상기 캐릭터타입들의 이름 및 이미지로 구성되며, 상기 캐

릭터타입 선택시 선택된 캐릭터파일을 캐릭터헤더, 애니메이션헤더, 프레임헤더들로 구성되는 캐릭터구조 정보 및 상기

캐릭터구조정보에 해당하는 캐릭터이미지들을 전송메세지로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재저장하기 선택시 상기 통신부를 통해 백업된 캐릭터파일의 전송을 요구하며, 수신되는

상기 캐릭터파일을 상기 캐릭터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백업서비스 설정하기 선택시 백업시간, 백업할 캐릭터파일들의 메뉴를 표시하며, 선택되

는 시간 및 캐릭터파일들을 등록하며, 백업시간이 되면 상기 설정된 캐릭터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26.

무선망을 통해 캐릭터파일을 백업하는 백업서버에 연결할 수 있으며, 상기 캐릭터파일을 이용하여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처리장치에 있어서,

캐릭터구조 및 캐릭터이미지들을 저장하며, 상기 캐릭터구조는 캐릭터의 타입, 캐릭터이미지의 정보들로 구성되며, 상기

캐릭터이미지는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 이미지로 구성되는 캐릭터메모리와,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을 분석하여 상기 캐릭터메모리에서 해당하는 캐릭터구조 데이터 및 캐릭터이미지 데이터를 처리

하는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며, 선물하기 모드에서 선택되는 캐릭터의 캐릭터구조 및 이미지들을 전송메세지 형

태로 생성하고, 상기 캐릭터백업서비스 모드시 선택되는 캐릭터의 캐릭터구조 및 이미지들을 전송메세지 형태로 생성하는

제어부와,

상기 전송메세지를 설정된 방식의 근거리 통신방식으로 변조하여 출력하는 근거리통신부와,

상기 무선망을 통해 상기 백업서버에 연결될 수 있으며, 상기 생성되는 전송메세지를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백업서버에 전

송하는 통신부와,

상기 제어부에 의해 처리되는 캐릭터 이미지 및 구조 정보를 표시하며, 상기 백업서비스 모드시 상기 제어부에 의해 백업

서비스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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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통신방법에 있어서,

캐릭터 전송하기 모드 선택시 저장하고 있는 캐릭터파일들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캐릭터이미지 선택시 상기 캐릭터파일구조 정보 및 캐릭터이미지로 구성된 상기 캐릭터파일을 전송 메시지로 생성하

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파일이,

캐릭터 타입 및 캐릭터 종류에 대한 애니메이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캐릭터헤더와,

상기 애니메이션 종류와 해당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캐릭터헤더

의 애니메이션 수 만큼 구비되는 애니메이션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의 크기 및 표시위치 정보들을 포함하며, 상기 각 애니메이션헤더의 프레임이미

지 수 만큼 각각 구비되는 프레임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애니메이션 종류에 대하여 상기 대응되는 프레임헤더의 프레임 이미지 수 만큼 구되는 프레임 이

미지들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헤더가,

캐릭터의 타입과,

상기 캐릭터타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데이터들인 설명정보와,

상기 캐릭터타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종류의 수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헤더가,

상기 캐릭터의 정의된 동작 애니메이션 또는 동작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와,

상기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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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헤더가,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시작위치데이타와,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크기데이타와,

상기 프레임간의 표시시간 간격 데이터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 타입은 아바타, 아이템, 아바타하우스, 배경화면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할 캐릭터파일을 선택과정 수행후 상기 캐릭터파일의 추가 선택 여부를 표시하며, 추가선택 요

구시 상기 캐릭터파일 표시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4.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 생성 후 전송 방식들을 표시하고, 선택된 전송방식에 해당하는 통신부에

상기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방식은 무선망을 통해 연결된 백업서버에 상기 캐릭터파일을 전송하는 백업서비스 방식, 다른

휴대단말기와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근거리 통신방식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6.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근접 위치의 다른 단말장치에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캐릭터 통신 모드 선택시 저장하고 있는 캐릭터파일의 타입들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캐릭터파일의 타입 선택시 선택된 타입의 캐릭터 이미지를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캐릭터이미지 선택시 상기 캐릭터파일구조 정보 및 캐릭터이미지로 구성된 상기 캐릭터파일을 전송 메시지로 생성하

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를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다른 단말장치에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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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타입 및 캐릭터 종류에 대한 애니메이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캐릭터헤더와,

상기 애니메이션 종류와 해당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캐릭터헤더

의 애니메이션 수 만큼 구비되는 애니메이션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의 크기 및 표시위치 정보들을 포함하며, 상기 각 애니메이션헤더의 프레임이미

지 수 만큼 각각 구비되는 프레임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애니메이션 종류에 대하여 상기 대응되는 프레임헤더의 프레임 이미지 수 만큼 구되는 프레임 이

미지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타입은 아바타, 아이템, 아바타하우스, 배경화면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헤더가,

캐릭터의 타입과,

상기 캐릭터타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데이터들인 설명정보와,

상기 캐릭터타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종류의 수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애니메이션헤더가,

상기 캐릭터의 정의된 동작 애니메이션 또는 동작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와,

상기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헤더가,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시작위치데이타와,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크기데이타와,

상기 프레임간의 표시시간 간격 데이터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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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할 캐릭터파일을 선택과정 수행후 상기 캐릭터파일의 추가 선택 여부를 표시하며, 추가선택 요

구시 상기 캐릭터파일 표시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3.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 생성 후 근거리통신 방식들을 표시하고, 선택된 근거리 통신방식에 해당

하는 통신부에 상기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4.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근접 위치의 다른 단말장치에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캐릭터 근거리통신 수신모드시 캐릭터파일의 수신인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캐릭터파일 수신시 수신되는 캐릭터파일을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갱신요구시 상기 수신된 캐릭터파일을 상기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의 캐릭터로 등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5.

무선망을 통해 캐릭터파일을 백업하는 백업서버에 연결할 수 있으며, 상기 캐릭터파일을 이용하여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백업서비스 모드 선택시 백업설정 및 통신모드 설정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통신모드 선택시 상기 캐릭터파일의 이미지를 표시하며, 선택되는 캐릭터파일을 전송메세지 형태로 생성하고, 상기

백업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생성된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백업설정모드 선택시, 자동백업모드 설정을 표시하며, 자동백업시간, 백업할 캐릭터파일들을 등록하는 과정으로 이

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파일이,

캐릭터 타입 및 캐릭터 종류에 대한 애니메이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캐릭터헤더와,

상기 애니메이션 종류와 해당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캐릭터헤더

의 애니메이션 수 만큼 구비되는 애니메이션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의 크기 및 표시위치 정보들을 포함하며, 상기 각 애니메이션헤더의 프레임이미

지 수 만큼 각각 구비되는 프레임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애니메이션 종류에 대하여 상기 대응되는 프레임헤더의 프레임 이미지 수 만큼 구되는 프레임 이

미지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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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백업통신모드가 재저장하기 과정을 더 구비하며,

상기 재저장하기 과정이,

상기 백업서버에 접속하여 백업된 캐릭터파일의 전송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되는 캐릭터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 타입은 아바타, 아이템, 아바타하우스, 배경화면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49.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백업시간이면, 상기 자동백업으로 등록된 캐릭터파일을 전송메세지 형태로 생성하고, 상기 백

업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생성된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0.

무선망을 통해 캐릭터파일을 백업하는 백업서버에 연결할 수 있으며, 상기 캐릭터파일을 이용하여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백업설정모드시, 백업시간 및 백업할 캐릭터파일들을 등록하는 과정과,

상기 등록된 백업시간에서 상기 등록된 캐릭터파일을 전송메세지 형태로 생성하고, 상기 백업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생성

된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의 캐릭터 에이전트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캐릭터 구조 및 캐릭터들을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 통신이나 게임 사이트(game site) 그리고 통신 사이트(community site) 등을 이용할 때, 또 다른 나의 표현인

아바타(avatar)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 이메일(e-mail)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없듯이, 이제는 모든 네

티즌들이 새로운 인터넷 아이덴티티(internet identity)의 도구로서 아바타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상기와

같이 아바타가 빠른 속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텍스트(text) 위주의 단순한 PC 통신이나 초기 인터넷

에서 네티즌들이 자기 표현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는 점과, 멀티미디어(multimedia)의 지원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서로

맞물린 결과로 판단된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공간상에서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등장한 아바타 기술은 현재까지는 전통적인

인형 놀이의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발전적인 아바타 사용을 위한 새로운 시장 창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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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단순한 인형놀이로서의 아바타 서비스로는 아바타를 휴대단말기에서 사용하고자 심리를 강하게 유발시키는데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터넷 상에서의 아바타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아바타, 휴대단말기에서의 아바타는 새로운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 진화가 필요하며, 기존 아바타 기능 및 특성의 융합과 모바일 망/기기와의 강력한 연동을 통하여 단

순한 인형놀이, 도구를 초월한 가능성을 부여한 새로운 아바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 휴대단말기는 전화 기능 이외에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추가되는 추세이다. 상기와 같은 부가 기능

중에 하나가 휴대단말기의 동작과 연동되어 휴대단말기의 상태를 표시하는 아바타(avatar)가 구비하는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의 휴대단말기가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상기 휴대단말기는 상기 캐릭터 및 상기 캐릭터와 연동되는 각종 휴대단말기

의 정보들을 저장 및 백업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상기 캐릭터는 이미지 파일로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를 의

미한다.

또한 현재 휴대단말기들 중에서 휴대단말기 간에 근거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단말기들이 있다. 이때 상기 근거리 통신

방법은 IrDA(Infrared Data Association)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통신,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통

신 등의 무선 근거리 통신방식과, USB(Universal Serial Bus) 통신, RS 232C 통신 등과 같은 유선 근거리 통신 방식들이

있다. 따라서 상기 근거리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단말기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다른 휴대단말기에

전송할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휴대단말기에서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에서 캐릭터 파일 구조 및 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가 상기 캐릭터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

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가 근거리 통신을 통해 다른 휴대단말기에서 캐릭터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휴대단말기가 근거리 통신을 통해 전송되는 캐릭터 파일을 수신하여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캐릭터 표시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에서 단말기의 데이터를 캐릭터의 에이전트 기능으로 백

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캐릭터 표시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에서 설정된 시간에서 휴대단말기의 데이터 및 캐릭터들

을 무선 통신망을 통해 외부 서버에 백업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캐릭터 표시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에서 캐릭터들을 무선통신망을 통해 외부 서버에 백업 저

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아바타 표시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에서 아바타 파일을 전송 파일로 생성하여 무선 통신망을

통해 백업서버에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휴대단말기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아바타 및 대기 상태의 화면으로 표시되는 아바타 하우스

등의 캐릭터들을 무선 통신망을 통해 외부 서버에 백업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휴대단말기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아바타, 대기 상태의 화면으로 표시되는 아바타 하우스 및

아바타 하우스 내에 표시되는 아이템 등의 캐릭터들을 무선 통신망을 통해 외부 서버에 백업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는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캐릭터파일들을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처리장치는 캐릭터구조 및 캐릭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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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들을 저장하며, 상기 캐릭터구조는 캐릭터의 타입, 캐릭터이미지의 정보들로 구성되며, 상기 캐릭터이미지는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 이미지로 구성되는 캐릭터메모리와, 상기 휴대단말기의 동작을 분석하여 상기 캐릭터메모리에서 해당하는

캐릭터구조 데이터 및 캐릭터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출

력되는 캐릭터 구조 및 이미지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캐릭터메모리는 캐릭터 타입 및 캐릭터 종류에 대한 애니메이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캐릭터헤더와, 상

기 애니메이션 종류와 해당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캐릭터헤더의

애니메이션 수 만큼 구비되는 애니메이션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의 크기 및 표시위치 정보들

을 포함하며, 상기 각 애니메이션헤더의 프레임이미지 수 만큼 각각 구비되는 프레임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애

니메이션 종류에 대응되는 프레임헤더의 프레임 이미지 수만큼 구비되는 프레임 이미지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캐릭터메모리의 캐릭터헤더는 캐릭터의 타입과, 상기 캐릭터타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데이터들인 설

명정보와, 상기 캐릭터타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종류의 수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캐릭터메모리의 애니메이션헤더는 상기 캐릭터의 정의된 동작 애니메이션 또는 동작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와, 상기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캐릭터메모리의 상기

프레임헤더는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시작위치데이타와,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크기데이타와, 상기 프레임간의 표시시간 간

격 데이터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캐릭터파일의 상기 캐릭터 타입은 아바타, 아이템, 아바타하우스,

배경화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통신방법은 캐릭터 전송하기 모드 선택시 저장하고 있는 캐릭터파일들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캐릭터이미지

선택시 상기 캐릭터파일구조 정보 및 캐릭터이미지로 구성된 상기 캐릭터파일을 전송 메시지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

성된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캐릭터파일은 캐릭터 타입 및 캐릭터 종류에 대한 애니메이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캐릭터헤더와, 상기

애니메이션 종류와 해당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캐릭터헤더의 애

니메이션 수 만큼 구비되는 애니메이션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의 크기 및 표시위치 정보들을

포함하며, 상기 각 애니메이션헤더의 프레임이미지 수 만큼 각각 구비되는 프레임헤더들과,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애니

메이션 종류에 대하여 상기 대응되는 프레임헤더의 프레임 이미지 수만큼 구되는 프레임 이미지들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캐릭터 파일의 캐릭터헤더는 캐릭터의 타입과, 상기 캐릭터타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데이터들인 설

명정보와, 상기 캐릭터타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종류의 수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애니메이션헤더는 상기 캐릭터의 정의된 동작 애니메이션 또는 동작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와, 상기 애

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의 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프레임헤더는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시

작위치데이타와,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크기데이타와, 상기 프레임간의 표시시간 간격 데이터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캐릭터파일의 상기 캐릭터 타입은 아바타, 아이템, 아바타하우스, 배경화면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처리할 때, 상기 전송할 캐릭터

파일을 선택과정 수행후 상기 캐릭터파일의 추가 선택 여부를 표시하며, 추가선택 요구시 상기 캐릭터파일 표시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 생성 후 전송 방식들을 표시하고, 선택된 전송

방식에 해당하는 통신부에 상기 캐릭터파일의 전송메세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더 구비할 수 있고, 상기 전송방식은 무선망

을 통해 연결된 백업서버에 상기 캐릭터파일을 전송하는 백업서비스 방식, 다른 휴대단말기와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근

거리 통신방식이 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하 설명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휴대단말기의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 파일은 영상파일, 음악파일 또는 캐릭터 파일 등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데이터 파일이 캐릭터

파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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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설명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캐릭터 파일의 구조 및 전송 파일 포맷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먼저

상기 캐릭터파일(character file)들은 헤더(header data) 및 이미지 데이터(image data)들로 구성되며, 상기 헤더는 캐릭

터 헤더(characer header), 애니메이션 헤더(animation header) 및 프레임 헤더(frame header)들로 구성되며, 이미지데

이타들은 상기 헤더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character image)들로 구성된다.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되는 "캐릭터"라는 용어

는 휴대단말기에서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며, 헤더 데이터는 상기 캐릭터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의 캐릭터는 아바타(avatar), 아

바타 하우스(avatar-house), 아이템(item), 배경화면(back-scenery)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상기 아바타는 상기한 바와 같이 휴대단말기의 감성상태를 표시하는 아바타 애니메이션들, 휴대단말기의 문자메세지

(text message: SMS, EMS, MMS 등) 내용에 따른 감정을 표현하는 아바타 이미지들, 휴대단말기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

을 표시하기 위한 아바타 이미지들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휴대단말기의 감성상태를 표시하는 복수개의 아

바타 이미지들,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따른 감정을 표시하는 복수 개의 아바타 이미지들, 그리고 휴대단말기의 이벤트들에

해당하는 복수개의 아바타 이미지들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아바타 이미지들은 각각 대응되는 헤더

들을 구비한다. 상기 아바타 파일 구조는 헤더 및 상기 이미지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헤더는 상기 각 이미지들의 식

별자, 시작위치, 이미지수, 표시위치 및 애니메이션의 이름 등의 정보들을 각각 구비한다. 그리고 아바타 전송 모드시 상기

아바타 이미지들의 각각 대응되는 헤더들 및 상기 아바타 이미지들을 전송 형태의 파일로 생성한 후, 이를 전송한다.

두 번째로 상기 아바타 하우스는 아바타 하우스의 배경화면에 하나 이상의 아이템을 연결시켜 휴대단말기의 대기화면으로

표시하는 화면을 의미한다. 즉, 상기 아바타 하우스는 배경화면에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아이템들을 배치시키고, 휴대단말

기의 대기 상태 화면으로 사용한다. 이때 상기 아바타도 상기 아바타 하우스에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아바타 하우스의

파일 구조는 헤더 및 이미지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헤더는 아바타 하우스의 헤더와 상기 아바타 하우스에 연결되는

아이템들의 헤더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아바타 하우스 헤더는 아바타 하우스 식별자, 아바타가 표시될 위치, 아바타

하우스의 크기 및 이름들의 데이터들을 포함하며, 상기 아이템 헤더들은 각각 대응되는 아이템 인덱스, 아이템이 표시될

아바타 하우스의 위치, 아이템 이름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아바타 하우스 전송 모드시 상기 아바타 하우스 및 연결된 각 아

이템들에 각각 대응되는 헤더들 및 상기 아바타 하우스의 배경화면 및 아이템 이미지들을 각각 압축한 형태의 파일로 생성

한 후, 이를 전송한다.

세 번째로 아이템들은 아바타 하우스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의미한다. 상기 아이템들은 상기 아바타 하우스에

연결되어 표시될 수 있으며, 또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아바타 하우스에 연결되지 않은

아바타 이미지들은 아바타 전송시 별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아이템들은 헤더 및 이미지로 구성되며, 상기 헤더

는 아이템 인덱스 및 아이템이 표시될 아바타 하우스 내의 위치, 그리고 이름들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아이템의

표시 위치 정보는 아바타 하우스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 설정된 위치 정보가 될 수 있다.

도 1은 휴대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통신부121은 휴대단말기와 무선통신망 간의 무선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통신부121은 송신되

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변환하는 RF수신

기등을 포함한다. 데이터처리부123은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신기 등을 구비한다. 즉, 상기 데이터 처리부123은 모뎀(MODEM) 및 코덱(CODDEC)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코덱은 데이타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코덱과 음성 등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코덱을 구비할 수 있

다.

키입력부115는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 및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키들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키입력부1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캐릭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키들을 구비할 수 있다.

메모리113은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는 휴대단말기의 각 프로그램

들 및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단말기 간의 캐릭터를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데이

터 메모리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 파일들을 저장하는 캐릭터 메모리를 구비한다. 상기 캐릭터메모리는 캐릭터

구조메모리 및 캐릭터이미지메모리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캐릭터구조메모리는 캐릭터의 헤더 정보들을 저장하며, 상

기 캐릭터이미지메모리는 애니메이션을 수행하는 실제 이미지 정보들이 저장된다. 상기 캐릭터 메모리는 파일시스템(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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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으로 동작할 수 있으며, 각 캐릭터 별로 메모리(또는 파일시스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상기 캐릭터 메

모리에 저장된 캐릭터 파일은 캐릭터의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형태별로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

기 캐릭터는 아바타, 아바타 하우스 및 아이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제어부110은 휴대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데이터처리부123을

포함할 수도 있다. 즉, 휴대전화기의 경우,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데이터처리부123을 포함하는 MSM 칩이 될 수 있다. 상

기 제어부1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단말기의 상태를 캐릭터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통화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한 마이크 및 스피커는 상기 데이터 처리부123 또는 상기 제어부110에 연결될 수 있다.

표시부140은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하에 캐릭터 이미지들 및 사용자 데이터를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표시부140은 LCD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기 표시부140은 LCD제어부(LCD controller), 영상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LCD표시소자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LC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입력부로 동

작할 수도 있다.

근거리통신부150은 외부의 통신장치와 연결되어 휴대 단말기와 정보를 통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외부 통신

장치는 또 다른 휴대단말기,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근거리통신부150은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하에

상기 외부의 통신장치들과 통신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여 저장중인 휴대단말기의 자원을 외부장치와 통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근거리통신부150은 근적외선통신(IrDA), 블루투스(blue-tooth), WLAN 통신등의 무선통신 및 USB, RS-

232C 등과 같은 유선통신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휴대단말기는 캐릭터 파일을 구비하며, 상기 캐릭터 파일은 상기 메모리113에 저장된다. 상기

캐릭터 파일의 구조는 도 2와 같은 구성을 가진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 파일은 헤더와 이미지들로 구성된다. 즉, 상기 헤더는 캐릭터헤더

(character header)210, m개의 애니메이션헤더(animation header)231-23m, 상기 각 에니메이션 헤더 231-23m들에

대응되는 n개의 프레임헤더(frame header)251-25n들로 구성된다. 상기 캐릭터헤더210은 캐릭터의 타입 및 애니메이션

개수를 정의하는 정보 헤더로써, 애니메이션개수는 해당하는 캐릭터 타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들의 수가 된다. 상기

애니메이션헤더231-23m은 애니메이션 종류 및 프레임 이미지 수를 정의하는 정보헤더로써, 프레임 이미지의 수가 1이면

단일 이미지(single image)이며 상기 프레임 이미지의 수가 적어도 두개이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다. 상기 프레임헤더

251-25m은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프레임 정보와 프레임 이미지 수를 정의하는 정보헤더로써, 상기 대응되는 애니메이

션헤더의 프레임 이미지수에 대응되는 수로 구성된다. 즉,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갯수(m)는 상기 캐릭터헤더210의 애니

메이션 수만큼 구비되며, 상기 프레임 헤더의 수(n)은 대응되는 애니메이션헤더의 수 만큼 구비된다. 그리고 상기 캐릭터

이미지271-27m은 는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수 만큼 구비되면, 각각의 애니메이션헤더에 대응되는 캐릭터이미지는 대응

되는 프레임헤더의 수에 대응된다.

따라서 상기 메모리113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캐릭터 파일을 아바타, 아이템, 아바타하우스, 배경화면 등과 같은 각

캐릭터 타입(character type)별로 구비한다. 그리고 각 캐릭터파일은 해당하는 캐릭터헤더, 애니메이션헤더 및 프레임헤

더로 구성되는 헤더부들과 상기 애니메이션 헤더에 대응되는 수로 구비되는 이미지블록들로 구성된다.

먼저 상기 캐릭터헤더210은 캐릭터의 타입의 식별자 및 해당하는 캐릭터 타입의 애니메이션수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다.

상기 애니메이션은 휴대단말기에서 특정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기 애니메이션 수는 해당하는 캐릭터 타입

에서 표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종류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캐릭터 타입이 아바타이고, 상기 아바타로 표현하기

위한 아바타 이미지들이 m개로 구성되면, 상기 아바타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수는 m개 된다. 두 번째로 상기 애니메이션헤

더231-23m은 상기 캐릭터 타입을 구성하는 애니메이션의 종류 및 해당 애니메이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블록의

프레임 이미지의 수등을 정의한다. 즉, 상기 애니메이션을 표시하는 이미지블록의 수는 하나 이상의 프레임 이미지로 구성

되며, 상기 프레임 이미지 수는 상기 이미지블록을 구성하는 프레임의 수에 대응된다. 예를들면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되는

이미지블록이 n개의 프레임 이미지로 구성되면, 상기 프레임 헤더251-25m은 n개로 구성된다. 세 번째로 프레임헤더

251-25m은 상기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되는 각 프레임 이미지들에 대한 정보를 구비한다. 즉, 상기 프레임헤더251-25m은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프레임 이미지의 표시 위치 및 표시간격 등에 대한 정보들을 구비한다.

따라서 상기 캐릭터 파일은 각 캐릭터 타입(아바타, 아이템, 아바타 하우스, 아이템, 배경화면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하나의 캐릭터헤더에 적어도 하나의 애니메이션헤더들로 구성되며, 상기 애니메이션 헤더에는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될 이

미지블록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 이미지들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는 프레임헤더들을 포함하게 되는 구조를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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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는 상기 도 2의 캐릭터헤더210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3b는 상기 도 2의 애니메이션헤더231-23m의 구조

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3c는 상기 도 2의 프레임헤더251-25m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3a를 참조하면, 캐릭터헤더는 해당하는 캐릭터파일의 타입(type)211, 캐릭터타입211에 대한 정보(detailed

information), 그리고 캐릭터타입221에 대한 애니메이션의 수225 등에 정보헤더(information header)이다. 상기 캐릭터

헤더210은 캐릭터 타입221, 캐릭터 설명223 및 애니메이션카운터(animation counter)215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캐릭터타입221은 아바타타입(avatar type), 아바타하우스타입(avatar-house type), 아

이템타입(item type), 배경화면타입(back-scenery type)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상기 아바타타입(avatar type)은

아바타에 관한 메모리 영역임을 나타내며, 상기 아바타하우스타입(avatar-house type)은 아바타하우스에 관한 메모리영

역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아바타하우스는 대기상태에서 표시되는 휴대단말기의 화면으로써, 배경화면 및 아이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아이템타입(item type)은 상기 아바타하우스에 사용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메모리영역임을

나타내며, 여기서 상기 아이템은 상기 아바타하우스에 포함된 아이템 및 포함되지 않은 아이템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배경화면타입(back-scenery type)은 아바타 하우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배경화면에 관한 메모리 영역임을 나타내며,

상기 배경화면도 상기 아바타하우수스에 포함된 배경화면 및 포함되지 않은 배경화면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캐릭터타

입211에 대한 정의는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또한 상기 캐릭터타입221에 대한 정보(detailed information)223은 상기 캐릭터타입221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텍

스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영역이다. 이때 상기 캐릭터타입이 아바타타입(avatar type)이면 상기 정보213 영역에는 해당

하는 아바타에 관한 정보값(아바타 ID, 이름, 감정수치 등)이 저장될 수 있으며, 상기 아바타하우스타입(avatar-house

type)이면 해당하는 아바타하우스에 관한 정보값(이름등)이 저장될 수 있고, 상기 아이템타입(item type)이면 아이템들에

대한 정보값(이름, 아이템 기능등)이 저장될 수 있으며, 상기 배경화면타입(back-scenery type)이면 상기 아바타하우스

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값(이름 등)이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캐릭터타입211의 정보223영역에 저장되는 텍스트 데이터는

하기 <표 2>와 같이 구현할 수 있다.

[표 2]

또한 상기 애니메이션카운터(anicnt)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블럭들의 수가 저장되는 영역이다. 여기서 상

기 캐릭터타입221이 아바타타입(avatar type)이면 해당하는 아바타로 표현할 수 있는 에니메이션의 이미지 블록의 수(감

정표현동작, 이벤트 동작, 메시지 상태 표시 등)가 저장될 수 있으며, 아바타하우스타입(avatar-house type)이면 해당하

는 아바타하우스로 표시할 수 있는 이미지블록의 수)(아이템의 수 및 배경화면의 수)가 저장될 수 있고, 상기 아이템타입

(item type)이면 아바타하우스 또는 단독으로 표시될 수 있는 아이템 수가 저장될 수 있으며, 상기 배경화면타입(back-

scenery type)이면 아바타하우스 또는 단독으로 표시될 수 있는 배경화면의 수가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캐릭터타입221에

대한 애니메이션카운터225에 대한 정의는 하기 <표 3>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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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기 도 3b를 참조하면, 상기 도 3b는 캐릭터파일의 애니메이션헤더231-23m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애니메이

션헤더231-23m은 애니메이션식별자(animation identifier, aniID)241, 시작인덱스(start index)243, 메시지정보

(message)245, 프레임카운터(frame counter, framecnt)247 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애니메이션식별자(animation

identifier, aniID)241에는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되는 이미지블록의 식별자가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시작인덱스(start

index)243은 프레임 이미지의 시작부분을 ??기 위한 주소가 저장될 수 있으며, 이미지 압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

기 시작인덱스(start index)243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메시지정보(message)245 영역에는 애니니메이션 동작에

포함될 수 있는 텍스트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다. 상기 각 캐릭터 타입에 대한 메시지정보245의 영역에는 하기 <표 4>와

같은 텍스트들이 저장될 수 있다. 상기 프레임카운터(frame counter, framecnt)247 영역에는 해당 애니메이션으로 표시

될 수 있는 이미지 블록의 프레임 이미지 수(상기 프레임 헤더의 수)가 저장될 수 있다. 이때 여기서 상기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되는 이미지블록의 크기는 적어도 두개 이상의 프레임 이미지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되지 않는

단일 이미지(프레임 이미지가 하나로 구성된 경우: non-animation: just one-cut image)에는 상기 프레임카운터247에는

"1(즉, n=1)"이 저장된다.

[표 4]

상기 도 3c를 참조하면, 상기 도 3c는 프레임헤더251-25m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프레임헤더251-25m은 프레임

이미지가 표시되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표시부140의 위치 정보 및 표시간격(frame interval)의 정보들을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PosX 261 및 PosY 263은 해당 이미지가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될 시작위치(상대좌표) 정보이며, 폭(width) 265 및

높이(height) 267은 프레임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따라서 상기 PosX 261, PosY 263, 폭(width) 265 및 높

이(height) 267에 의해 해당하는 프레임 이미지의 표시 위치가 결정된다. 또한 상기 표시간격269는 상기 프레임이미지가

두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애니메이션 이미지인 경우에 다음 프레임 표시까지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며, 마지막 프레임이미

지의 프레임헤더인 경우에는 "0"이 저장된다. 또한 상기 이미지가 단일이미지인 경우에도 상기 표시간격269에는"0"이 저

장된다.

상기 도 3c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상기 프레임헤더의 수는 상기한 바와 같이 각 애니메이션헤더231-23m의 프레임카운터

247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즉, 예를들면 애니메이션헤더231에 이미지블록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들의 수가 10이면 상

기 프레임헤더251의 프레임헤더의 수는 10이 되며, 애니메이션헤더232의 이미지 블록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들의 수

가 15이면 상기 프레임헤더252의 수는 15가 된다. 따라서 상기 프레임헤더251-25m의 수(n)은 해당하는 애니메이션헤더

231-23m에 저장된 프레임카운터247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프레임헤더들이 각 애니메이션을 수행하는 이미지블록의 각 프레임이미지들에

대응되는 수로 구성되는 예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프레임헤더들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표시부140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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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레임이미지들의 위치를 변경하므로 애니메이션 동작을 표시한다. 그러나 상기 프레임이미지를 구성할 때 이미지의

위치를 미리 변경시켜 프레임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구성되는 프레임이미지는 상기 표시부140의 고정된

위치에 표시되지만, 상기 프레임이미지를 표시하는 영역내에서 이미지들의 표시위치가 가변되므로 역시 애니메이션 동작

으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캐릭터 이미지를 표시할 때 상기 프레임이미지의 구성은 상기 전자 및 후자의 방법을 모두 사

용할 수 있다.

먼저 상기 캐릭터구조메모리에 저장되는 아바타타입의 헤더정보들을 살펴본다. 도 4a - 도 4c는 상기 캐릭터타입이 아바

타인 경우의 캐릭터파일(아바타파일)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도 4a는 아바타헤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

고, 도 4b는 아바타 애니메이션헤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4a를 참조하면, 타입영역221에는 아바타타입의 식별자가 기록된다. 그리고 캐릭터정보를 표시하는 영역(detailed

information) 223은 아바타식별자(avatarID)311, 아바타이름(name)313, 설명(description)315, 아바타종류

(avatarclass)317 및 아바타특정정보를 표시하는 영역들을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아바타의 특정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에

는 아바타의 감정(emotion)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감정정보영역을 감성(sense)319, 인기

(popularity)321, 지능(intelligence)323 영역들을 구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상기 캐릭터가 아바타인 경우,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휴대단말기의 사용 상태를 감성, 인기 및 지능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감성지수, 인기지수 및 지능

지수로 누적하며, 상기 각 지수들을 아바타의 감정수치로 변환하여 이를 아바타의 동작으로 표현한다. 하기 <표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아바타헤더의 구조를 설명하는 테이블이다. 상기 도 4a와 같은 아바타헤더에서 타입221, 애니메이

션카운터225 및 아바타식별자311은 필수 구성요소(mandatory)이며, 상세정보223의 이름313, 설명315, 아바타클래스

317, 감정수치(감성319, 인기321, 지능323)은 선택적(option)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휴대단말기가 구비하는 아바타는 4개로써, 아바타는 트롤리스(Trollis), 루씨(Lucy), 뱃캐트

(batcat), 버드(bird)의 4개 아바타들을 구비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상기 아바타의 개수는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상기 도 4a와 같은 아바타헤더는 4개의 아바타들 각각에 대하여 구비되며, 이때 상기 4개의 아바타헤더들의 타

입221에 기록되는 타입은 아바타타입으로 기록되며, 상세정보223 영역의 아바타식별자311, 이름313, 설명315 및 아바

타클래스317의 각 영역에는 대응되는 아바타의 정보들이 다르게 기록된다.

[표 5]

상기 <표 5>를 참조하면, 아바타식별자311 영역에는 상기와 같은 4개의 아바타들 중 해당하는 아바타의 식별자가 기록된

다. 여기서 상기 아바타는 트롤리스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하며, 이런 경우 상기 아바타식별자311 영역에는 "0"이

기록된다. 상기 이름313 영역에는 상기 아바타 식별자에 대응되는 아바타의 이름이 기록되며, 여기서는 "트롤리스"가 된

다. 설명315 영역에는 상기 아바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설명이 기록되며, 상기 트롤리스인 경우에는 "북유럽의 포악한 성

질을 가지는 괴물"로 기록될 수 있다. 아바타클래스317 영역에는 아바타의 종류 또는 종족이 기록되는데, 상기 트롤리스인

경우에는 "괴물(monster)"로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아바타의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감성319, 인기321, 지능323 영역

에는 각각 휴대단말기의 사용에 따른 수치값들이 기록될 수 있다.

상기 도 4a와 같은 아바타헤더의 애니메이션카운터(anicnt)225 영역에는 대응되는 아바타가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수가 기록되며, 상기 애니메이션수에 대응되는 애니메이션헤더를 구비하게 된다. 도 4b는 아바타 애니메이션헤더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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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 5a - 도 5l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아바타 애니메이션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아

바타가 "트롤리스"인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5a - 도 5l과 같은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경우 애니메이션 수

가 12개(m=12, anicnt=12)가 되며, 이런 경우 상기 도 4b와 같은 애니메이션헤더는 12개를 구비하게 된다.

상기 도 4b 및 도 5a - 도 5l을 참조하면, 휴대단말기의 감정표현을 위한 애니메이션은 도 5a - 도 5g와 같이 7개의 애니

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휴대단말기의 이벤트 알림을 위한 애니메이션은 도 5h - 도 5l과 같이 5개의 애니메이션으

로 표현할 수 있다. 상기 도 5a - 도 5l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경우, 애니메이션식별자241은 0에서 12까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상기도 5a - 도 5l과 같은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을 압축한 경우에는 각 애니메이션식별자241에 대응되는 이

미지블록의 시작 프레임을 ??기 위한 위치를 시작인덱스243 영역에 기록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애니

메이션 이미지들을 압축하지 않은 데이터(예를들면 비트맵 데이터(bit-map data)로 가정하며, 따라서 상기 시작인덱스

243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애니메이션헤더의 메시지245 영역에는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표현시 상기 표

시부140에 이미지와 함께 표시하기 위한 메시지들을 저장한다. 여기서 상기 메시지245는 아바타의 말풍선 형태(speech

balloon)로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애니메이션 표현시 휴대단말기의 동작에 따른 감정표현을 위한 애니메이션(도 5a -

도 5g)인 경우에는 상기 메시지245의 내용을 표시하며, 이벤트 애니메이션(도 5h - 도 5l)인 경우에는 상기 메시지245를

표시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이벤트 애니메이션인 경우에는 상기 메시지245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프레임카운터(framecnt)247 영역에는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의 이미지블록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미지의 수가 기록된

다. 예를들면 도 5a와 같은 애니메이션의 경우 프레임카운터247은 7(framecnt = 7)이 되며, 따라서 상기 도 3c와 같은 구

조를 가지는 프레임헤더도 7개(n=7)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기 도 5h와 같은 애니메이션의 경우 프레임카운터247은 2

(framecnt = 2)가 되며, 따라서 상기 도 3c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프레임헤더도 2개(n=2)가 필요하다

하기 <표 6>은 상기 도 5a - 도 5l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애니메이션헤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category aniid message
frame

cnt

비고

설명 도면

감

정

표

현

0 나? 그냥 그렇지 머... 7 기본(normal) 5a

1 아싸! 오늘 기분 끝내 주는데... 7 기쁨(happy) 5b

2 아- 짜증나 죽겠어 7 화남(angry) 5c

3 으흑... 힘들어 죽겠어... 7 슬픔(sad) 5d

4 허걱 -- 7 당황(embarrassed) 5e

5 아잉 - 7 수줍음(shy) 5f

6 거칠은 벌판을 달려가자! 으?? 7 스페셜(special) 5g

이

벤

트

알

림

7 - 2 전화착발신 알림 5h

8 - 2 팝업창 알림 5i

9 - 9 단말기 전원 온/오프 5j

10 - 2 SMS 착신알림 5k

11 - 4 알람 스케쥴 알림 5l

그리고 도 6a - 도 6l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따른 아바타 애니메이션의 구성예로써, 아바타가 "버드"인 경우를 도시하

고 있다. 상기 도 6a - 도 6l과 같은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경우 애니메이션 수가 12개(m=12, anicnt=12)가 되며,

이런 경우 상기 도 4b와 같은 애니메이션헤더는 12개를 구비하게 된다. 상기 아바타 애니메이션의 구성에서 도 6a - 도

6h는 아바타의 감정표현용 애니메이션이며, 도 6i - 도 6l은 아바타를 이용한 휴대단말기의 이벤트 알림용 애니메이션을

표시하고 있다. 상기 도 6a - 도 6l의 아바타 파일 구조도 상기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두번째로 상기 캐릭터구조메모리에 저장되는 아이템타입의 헤더정보들을 살펴본다. 도 7a - 도 7b는 상기 캐릭터타입이

아이템인 경우의 캐릭터파일(아이템파일)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도 7a는 아이템헤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

면이고, 도 7b는 아이템 애니메이션헤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a - 도 8c는 아이템 이미지들을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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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기 메모리113의 캐릭터이미지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이다. 상기 아이템 이미지는 도 8a와 같이 두개 이상이 프

레임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도 8b 및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단일 프레임이미

지(non-animation image, just one-cut image)로도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도 7a를 참조하면, 타입영역221에는 아이템타입의 식별자가 기록된다. 그리고 캐릭터정보를 표시하는 영역(detailed

information) 223은 아이템식별자(itemID)331, 아이템종류(itemclass)333 및 아이템설명335 등으로 구성된다. 하기 <표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아이템헤더의 구조를 설명하는 테이블이며, 하기 <표 8>은 상기 도 7a의 상세정보223 영

역에 기록되는 상기 도 8a - 도 8c와 같은 아이템들의 데이터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표이다. 상기 도 7a와 같은 아이템헤

더에서 타입221, 애니메이션카운터225 및 아이템식별자331 및 아이템종류333은 필수 구성요소(mandatory)이며, 아이

템설명335는 선택적(option field) 구성요소이다.

[표 7]

[표 8]

상기 <표 7>을 참조하면, 아이템식별자331 영역에는 아이템의 식별자가 기록된다. 그리고 상기 아이템종류333 영역에는

상기 아이템식별자에 대응되는 아이템의 종류가 기록된다. 여기서 상기 아이템종류333은 단순아이템(무기능 아이템)과

기능성 아이템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상기 도 8a와 같은 아이템은 복수의 프레임이미지들로 구성되어 특정 기능(여기서는

메시지 수신시 착신 알림 이벤트 기능)이 발생되면 표시되는 아이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도 8b - 도 8c에 도시된

아이템들은 아바타 하우스등과 같이 휴대단말기의 장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순 아이템이며, 휴대단말기의 동작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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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작되지는 않는다. 상기 도 8b - 도 8c와 같은 단순 아이템들은 하나의 프레임이미지로 구성되거나 또는 두개 이상의

프레임 이미지로 구성되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단순아이템들은 하나의 프레

임이미지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7a의 설명335 영역에는 대응되는 아이템식별자에 대응되

는 아이템에 관한 설명 또는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 즉, 상기 도 8a와 같은 아이템은 아바타 하우스에 포함되어 메시지 수

신여부를 알리는 아이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 상기 도 8a - 도 8c의 아이템들에 대한 아이템헤더의 상세정보223은 상기 <

표 8>과 같이 기록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아이템식별자 "0"은 메일박스로써 기능성 아이템이며, 아이템식별자 1에서 13

까지는 각각 상기 <표 8>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름을 가지며 단순아이템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도 8b는 상기 아

이템식별자 1에서 7까지의 아이템들을 도시하고 있으며, 도 8c는 상기 아이템식별자 8에서 13까지의 아이템들을 도시하

고 있다. 따라서 상기 도 8a - 도 8c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아이템 이미지들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도 7a와 같은 아이템헤

더의 애니메이션카운터225 영역에는 "14"가 기록되어 14개의 아이템들을 구비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도 7b는 아이템 애니메이션헤더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8a - 도 8c와 같은 아이템들의 아이템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경우 애니메이션 수가 14개(m=14, anicnt=14)가

되며, 이런 경우 상기 도 7b와 같은 애니메이션헤더는 14개를 구비하게 된다. 이때 상기 도 8a와 같은 아이템식별자 0의

아이템은 기능성 아이템으로 두개의 프레임이미지들로 구성되므로, 상기 도 7b의 프레임카운터247 영역에는 "2"가 기록

된다. 그리고 상기 도 8b - 도 8c와 같으 아이템식별자 1에서 13까지의 아이템들은 단순 아이템으로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되므로, 상기 도 7b의 프레임카운터247 영역에는 "1"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상기 도 8a와 같은 우편함 아이템의 애니

메이션헤더에 대응되는 프레임헤더는 2개가 필요하며, 나머지 도 8b 및 도 8c에 도시된 13개의 아이템들의 각 애니메이션

헤더들에 대응되는 프레임헤더는 1개 필요하게 된다. 상기 <표 9>는 상기 도 8a - 도 8c와 같은 아이템 이미지들에 대한

아이템헤더들의 구성을 표시하고 있다.

[표 9]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을 압축하지 않은 데이터(예를들면 비트맵 데이터

(bit-map data)로 가정하며, 따라서 상기 시작인덱스243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상기 도 7b와 같은 애

니메이션헤더 구조에서 시작인덱스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다.

세번째로 상기 캐릭터구조메모리에 저장되는 배경화면타입의 헤더정보들을 살펴본다. 도 9a - 도 9b는 상기 캐릭터타입

이 배경화면인 경우의 캐릭터파일(배경화면파일)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도 9a는 배경화면헤더의 구조를 도

시하는 도면이고, 도 9b는 배경화면 애니메이션헤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a - 도 10d는 배경화면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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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상기 메모리113의 캐릭터이미지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이다. 상기 배경화면 이미지는 두개 이상

이 프레임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도 10a - 도 10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단일 프레

임이미지(non-animation image, just one-cut image)로도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도 9a를 참조하면, 타입영역221에는 배경화면타입의 식별자가 기록된다. 그리고 캐릭터정보를 표시하는 영역

(detailed information) 223은 배경화면식별자(backID)341, 배경화면설명343 등으로 구성된다. 하기 <표 10>은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른 배경화면헤더의 구조를 설명하는 테이블이며, 하기 <표 11>은 상기 도 9a의 상세정보223 영역에 기록

되는 상기 도 10a - 도 10d와 같은 배경화면들의 데이터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표이다. 상기 도 10a와 같은 배경화면헤더

에서 타입221, 애니메이션카운터225 및 배경화면식별자341은 필수 구성요소(mandatory)이며, 배경화면설명343은 선택

적(option) 구성요소이다.

[표 10]

[표 11]

상기 <표 10>을 참조하면, 배경화면식별자341 영역에는 배경화면의 식별자가 기록된다. 그리고 상기 배경화면설명343

영역에는 상기 배경화면식별자341에 대응되는 배경화면의 설명 및 이름등이 기록될 수 있다. 상기 배경화면은 복수개의

프레임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상기 도 10a - 도 10d와 같이 하나의 프레임이미지로 구

성될 수도 있다. 상기 도 10a - 도 10d는 상기 배경화면식별자 0에서 6까지의 배경화면들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0a -

도 10d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배경화면 이미지들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도 9a와 같은 배경화면헤더의 애니메이션카운터

225 영역에는 "7"이 기록되어 7개의 배경화면들을 구비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도 9b는 배경화면 애니메이션헤더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0a - 도 10d와 같은 배경화면들의 배경화면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경우 애니메이션 수가 7개(m=7, anicnt=7)

가 되며, 이런 경우 상기 도 9b와 같은 애니메이션헤더는 7개를 구비하게 된다. 이때 상기 배경화면들의 프레임이미지들은

하나의 프레임이미지들로 구성되므로, 상기 도 9b의 프레임카운터247 영역에는"1"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상기 도 10a -

도 10d에 도시된 7개의 배경화면들의 각 애니메이션 헤더들에 대응되는 프레임헤더는 1개 필요하게 된다. 상기 <표 12>

는 상기 도 10a - 도 10d와 같은 배경화면 이미지들에 대한 배경화면헤더들의 구성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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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을 압축하지 않은 데이터(예를들면 비트맵 데이터

(bit-map data)로 가정하며, 따라서 상기 시작인덱스243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상기 도 9b와 같은 애

니메이션헤더 구조에서 시작인덱스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다.

네번째로 상기 캐릭터구조메모리에 저장되는 아바타하우스타입의 헤더정보들을 살펴본다. 도 11a - 도 11b는 상기 캐릭

터타입이 아바타하우스인 경우의 캐릭터파일(아바타하우스파일)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도 11a는 아바타하

우스헤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11b는 아바타하우스 애니메이션헤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2a - 도

12d는 아바타하우스 이미지들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상기 메모리113의 캐릭터이미지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이다. 상

기 아바타하우스는 상기 배경화면 이미지 및 아이템이미지 또는 배경화면이미지, 아이템이미지 및 아바타이미지들들을 함

께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아바타하우스는 상기 배경화면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상기 도 12a와

같은 아바타하우스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상기 도 12a의 아바타하우스는 배경화면에 하나의 아이템 및 아바타로

구성된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1a를 참조하면, 타입영역221에는 아바타하우스타입의 식별자가 기록된다. 그리고 캐릭터정보를 표시하는 영역

(detailed information) 223은 아바타하우스식별자(backID)351, 아바타하우스설명353 등으로 구성된다. 하기 <표 13>은

상기 도 12a와 같은 아바타하우스 이미지에 대한 아바타하우스헤더의 구조를 설명하는 테이블이다. 상기 도 11a와 같은

아바타하우스헤더에서 타입221, 애니메이션카운터225 및 아바타하우스식별자351은 필수 구성요소(mandatory)이며, 아

바타하우스설명353은 선택적(option) 구성요소이다.

[표 13]

상기 <표 13>을 참조하면, 아바타하우스식별자351 영역에는 아바타하우스의 식별자가 기록된다. 그리고 상기 아바타하

우스설명353 영역에는 상기 아바타하우스식별자351에 대응되는 아바타하우스의 설명 및 이름등이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아바타하우스은 상기 도 12a - 도 12d와 같이 배경화면 이미지에 아바타이미지 및(또는) 복수개의 아이템들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아바타 및(또는) 아이템은 복수 개의 프레임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상

기 도 12a - 도 12d는 상기 아바타하우스식별자 0에서 3까지의 아바타하우스들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2a와 같은 아

바타하우스 이미지들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도 11a와 같은 아바타하우스헤더의 애니메이션카운터225 영역에는 "2"가 기

록된다. 이때 상기 아바타하우스에서 표시되는 아바타이미지는 휴대단말기에서 선택된 아바타를 사용하게 되므로, 상기

아바타하우스에 별도로 기록되지 않으며, 아바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아바타는 아바타하우스에서 표시되지 않

는다.

도 11b는 아바타하우스 애니메이션헤더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2a와 같은 아바타하우스의 경우 애니메이션 수가 2개(m=2, anicnt=2)가 되며, 이런 경우 상기 도 11b와 같은 애

니메이션헤더는 2개(배경화면 및 아이템(bat item)를 구비하게 된다. 이때 상기 아바타하우스들의 프레임이미지들은 하나

의 프레임이미지들로 구성되므로, 상기 도 11b의 프레임카운터247 영역에는 각각"1"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상기 도 12a

에 도시된 아바타하우스의 각 애니메이션 헤더들에 대응되는 프레임헤더는 각각 1개가 된다. 하기의 <표 14>는 상기 도

12a와 같은 아바타하우스 이미지들에 대한 아바타하우스헤더들의 구성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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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을 압축하지 않은 데이터(예를들면 비트맵 데이터

(bit-map data)로 가정하며, 따라서 상기 시작인덱스243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상기 도 9b와 같은 애

니메이션헤더 구조에서 시작인덱스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은 캐릭터파일 구조는 모든 캐릭터(아바타, 아이템, 배경화면, 아바타하우스)들이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즉, 상

기 캐릭터파일들은 동일한 캐릭터헤더, 애니메이션헤더 및 프레임헤더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상기 아바타 캐릭터

와 다른 캐릭터들 간에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상기 아바타 캐릭터는 다수의 프레임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애니

메이션(animation image)으로 표현되지만, 상기 아이템, 아바타하우스 및 배경화면들은 주로 하나의 프레임이미지로 이

루어져 정지화면(still image)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상기 아바타캐릭터와 다른 캐릭터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구조체로 구

성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의 캐릭터파일은 압축되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예를들면 비트맵 데이터)를 사용하는 예를들어

설명하였지만, 도 13a - 도 13j의 캐릭터 파일은 압축된 이미지인 경우로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3a - 도 13j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캐릭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아바타, 아바타 하우스 및 아이템들의 다른 캐릭터

파일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3a - 도 13j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아바타, 아바타 하우스,

아이템들의 캐릭터 파일구조를 살펴본다.

상기 도 13a - 도 13j는 상기와 같은 아바타, 아바타 하우스 및 아이템들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아바타, 아바

타 하우스 및 아이템들은 도 13a와 같은 캐릭터 파일 구조를 가진다. 상기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아바타, 아바타 하우스, 아이템 등)는 도 13a와 같은 캐릭터 파일 구조(character file structure)를 사용하여

파일 형태로 메모리113에 저장되며, 여기서 헤더는 해당 캐릭터의 전체 헤더가 되고, 애니메이션 데이터는 해당 애니메이

션을 구성하는 프레임들을 각각 압축한 바이너리 데이터가 된다.

먼저 아바타파일 구조를 살펴본다. 도 13b - 도 13d는 아바타 파일에 대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여기서 도 13b는 아

바타 파일의 전체 헤더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13c는 도 13b에서 각 애니메이션 Ani 1-Ani n에 대한 헤더 필드들

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13d는 각 애니메이션 Ani 1-Ani n에 대한 이미지들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메모리

113에 저장되는 아바타 데이터 파일은 아바타 애니메이션 구조, 그리고 상기 애니메이션 구조에 따른 압축된 이미지 데이

터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아바타 데이터 파일은 다수개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도 13b를 참조하면, 상기 도 13b는 상기 캐릭터가 아바타인 경우, 상기 도 13a의 헤더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

기 도 13b에서 type는 캐릭터의 형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로써, 여기서는 아바타를 의미하는 enum 상수가 된다. "numAni"

는 뒤에 이어지는 애니메이션의 개수를 표시하는 데이로써, 상기한 바와 같이 감정표현용 애니메이션 8개, 이벤트 표시용

애니메이션 4개인 경우 상기 numAni는 12가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Ani 1- Ani n은 각 애니메이션의 구조를 표시하는 데

이터로써, 상기와 같은 경우 상기 Ani는 12개 된다.

상기 도 13c는 상기 도 13b의 각 Ani에 대한 헤더로써, 각각 대응되는 Ani들에 대한 필드들을 정의한다. 상기 도 13c에서

AniID는 애니메이션 식별자(identification)이며, startIndex는 애니메이션의 시작 오프셋(offset)으로써 파일 시작 위치

기준이며, frameCnt는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이미지들의 프레임 수이고, pos x는 애니메이션을 표시할 표시부140의 x

좌표이며, pos y는 애니메이션을 표시할 표시부140의 y좌표이고, width는 애니메이션의 가로 크기이고, height는 애니메

이션의 세로 크기이다. 그리고 byte name [MAX_AVATAR_NAME_LEN]은 첫 번째 애니메이션 Ani 1에서는 아바타의

이름을 기재하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 Ani 2에서는 아바타의 감정수치로 사용한다.

도 13d는 상기 도 13c의 Ani 1- Ani n의 수에 대응되는 수로 구비되며, 각 Ani에 대한 애니메이션 이미지 데이터들의 구

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3d에서 Frame_data는 애니메이션 데이터의 처음에 위치한 헤더로써, 상기 도 13c의

구조체에서 startIndex에는 Frame_data의 시작 오프셋이 기록되어 있으며, Frame_data는 두 개의 멤버 변수(unsigned

long m_start, unsigned long m_length)가 상위 헤더에서 정의한 프레임 카운트 frameCnt 개수 만큼 반복해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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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변수 unsigned long m_start는 프레임의 시작 오프셋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unsigned long m_length는 프레

임 크기(압축한 상태의 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또한 상기 도 13d에서 프레임(frame)은 압축된 프레임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으로써, 상기 도 13c와 같은 헤더 영역의 frameCnt에 표시된 개수만큼 반복된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아바타 파일의 경우, 도 13a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이때 헤더 구조는 도 13b와 같은 구조를 가진

다. 그리고 상기 도 13b에서 각 애니메이션들에 대한 헤더 구조는 도 13c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이에 대응되는 애니메이

션은 도 13d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상기 도 6a - 도 6l과 같은 12개의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아바타의 경우, 상기

도 13b의 Ani 1 - Ani n에서 n은 12가 되며, 도 13c 및 도 13d와 같은 구조는 각각 12개로 구성된다.

두 번째로 아바타 하우스 및 아이템들의 구조체를 살펴본다.

상기 도 12a - 도 1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아바타 하우스는 배경화면, 아바타 및 아이템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

때 상기 아바타 하우스 구조는 상기한 도 13a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상기 아바타 하우스의 헤더 구조는 도 13e와 같은 구

조를 가진다. 여기서 상기 아바타 하우스는 아바타와 달리 하나의 압축된 이미지만을 저장하며, 아바타 하우스 내에 연결

되는 아이템들에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상기 도 13a의 헤더는 상기 도 13e와 같이 구성한다.

상기 도 13e를 참조하여 아바타 하우스의 헤더구조를 살펴보면, type는 아바타 하우스를 의미하는 enum 상수가 되며,

numAni는 아바타 하우스와 연결된 (즉, 상기 도 12a - 도 12d와 같이 아바타 하우스에서 표시할) 아이템들의 수 및 아바

타 하우스의 배경화면의 수(즉, 아이템 수 + 1)로 표시된다. 그리고 Ani 1 - Ani n은 상기 아바타 하우스를 구성하는 아이

템의 수 및 배경화면(아이템 수 +1)의 수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Ani 1 - Ani n에서 Ani 1은 아바타 하우스의 배경화면에

대한 헤더 정보가 되며, 나머지 Ani 2 - Ani n은 아바타 하우스를 구성하는 아이템의 헤더 정보가 된다. 도 13f는 아바타

하우스의 배경화면에 대한 헤더 정보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13g는 아바타 하우스를 구성하는 아이템의 헤더 정보를 도

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3f를 참조하면, aniID는 아바타 하우스의 배경화면 식별 정보가 되며, startIndex는 배경화면 이미지의 시작 오프

셋(파일 시작 위치 기준) 정보이고, frameCnt는 이미지 프레임 개수로써, 여기서는 1이 된다. 또한 pos x는 아바타가 표시

될 x 좌표 값이며, pos y는 아바타가 표시될 y 좌표 값이고, width는 아바타 하우스 배경화면의 가로크기이며, height는

아바타 하우스 배경화면의 세로크기이고, byte name [MAX_HOUSE_NAME_LEN]은 아바타 하우스 이름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아바타 하우스 내에 아바타가 표시될 수 있으며, 이때 표시되는 아바타는 감성표현을 수행하는 아바타로써, 상

기 도 6a - 도 6g 중에서 현재 휴대단말기의 감성상태에 대응되는 아바타가 될 수 있다.

상기 도 13g를 참조하면, aniID는 연결돤 아이템 인덱스이다. 여기서 상기 아바타 하우스에 연결된 아이템의 인덱스 지정

방법은 도 13h 및 도 13i에서 설명될 것이다. 또한 상기 아이템은 단일 이미지이므로 startIndex 및 framCnt 0이 되며,

pos x는 아이템이 표시될 x 좌표 값이며, pos y는 아이템이 표시될 y 좌표 값이고, width 및 height는 0이 된다. 또한

byte name [MAX_HOUSE_NAME_LEN]은 Null 상태가 된다. 상기와 같이 아바타 하우스에 연결되는 아이템들은 상기

도 13e와 같이 Ani 2- Ani n으로 연결되며, 상기 Ani 2 - Ani n 각각은 도 13g와 같이 상기 아바타 하우스 내에 표시될 위

치가 결정된다.

도 13h는 아아템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13i는 아이템 헤더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따라서 상기 도 13h의

type는 아이템을 의미하는 enum 상수이며, numAni는 상기 아이템이 단일 이미지이므로 1이 된다. 또한 Ani는 아이템 헤

더로써, 도 13i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aniID는 아이템 식별 정보가 되며, startIndex는 아이템 이미지의 시작 오프셋(파일

시작 위치 기준) 정보이고, frameCnt는 이미지 프레임 개수로써, 여기서는 1이 된다. 또한 int x는 0이며, int y는 0이고,

Int width는 아이템의 가로크기이며, Int height는 아이템의 세로크기이고, byte name [MAX_HOUSE_NAME_LEN]은

아이템 이름이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아바타 하우스의 구성은 아바타 하우스의 배경화면 및 이에 연결되는 아이템들 및 위치정보를 포

함하고, 아이템의 구성은 아이템의 크기 정보가 포함된다.

상기와 같은 캐릭터(아바타, 아바타 하우스, 아이템 등)는 인덱스 변수를 사용하며, 상기 인덱스 변수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113에 저장된 파일명의 일련 번호를 인덱스 값으로 사용한다. 메모리113에는 현재 선택된 아바타와 아바타 하우스에 대

한 인덱스 변수 g_avartar 및 g_avartar_house 두 개만을 저장한다. 즉, 휴대단말기는 상기 아바타를 두 개 이상 구비할

수 있으며, 아바타 하우스도 두 개 이상 구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아바타 및 아바타 하우스는 상기 도 13a - 도 13h

와 같은 구조체들을 각각 구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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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인덱스 변수 g_avartar는 도 13j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상기 인덱스 변수 g_avartar는 현재 휴대단말기에서

선택된 아바타에 대한 인덱스 변수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이다. 상기 도 13j를 참조하면, emotion은 현재 휴대단말기의 감

성수치를 나타내는 필드이고, CurFrame은 현재 표시하여야할 아바타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을 나타내는 필드이고,

maxFrame은 현재 표시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프레임의 개수를 나타는 필드이며, CurMotion은 현재 표시되고 있는 행동

종료(0 아니면 애니메이션 종료)를 나타내는 필드이고, index는 실제 파일 또는 롬 영역을 가리키는 인덱스를 나타내는 필

드이다. 또한 g_avartar_house의 index 필드는 이미지가 저장된 실제 파일 [또는 롬] 영역을 가리키는 인덱스 필드이다.

또한 디폴트 아바타(default avartar) 또는 디폴트 아바타 하우스(default avartar house)인 경우, 상기 index 필드는 음

수로 한다. 따라서 g_avart.index = 3 인 경우 현재 선택된 아바타는 아바타 3에 해당하는 아바타 파일이며, g_avartar_

house.index = -2 인 경우 현재 선택된 아바타 하우스가 두 번째 디폴트 아바타 하우스임을 나타낸다.

상기와 같은 캐릭터파일을 가지는 휴대단말기는 다른 휴대단말기와 캐릭터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캐릭터파일을 통신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무선 인터넷망이 개방됨에 따라 WINC 방식이나 핫키(hot key) 방식으로

휴대단말기 사용자들이 쉽게 컨텐츠를 억세스할 수 있다. 캐릭터 표시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는 무선통신 사업자의 서

비스를 통하지 않고 무선인터넷 망을 통해 폰투폰(phone to phone) 방식으로 캐릭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캐릭

터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는 상기 통신인터페이스150을 통해 다른 휴대단말기와 직접 통신하여 주고 받을 수 있다. 또

한 상기 캐릭터는 심비안 운용체제7.0의 5가지 메시지 기능(SMS, EMS, MMS, E-mail, Fax)들 중에서 캐릭터 이미지 전

송에 적절한 EMS(Enhanced Messaging Service)를 이용하여 주고받을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휴대단말기의 캐릭터는 백업이라는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백업 기능이란 서비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심비안", 또는 "노말폰 RTOS"를 대상으로 해당 단말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각종 자원(resource : 전화번호, 문자메세

지, 일정, 다운받은 그림, 벨소리, 게임, 음악 등의 컨텐츠 등)들을 무선으로 상기 백업서버에 전송하여 백업해주는 서비스

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캐릭터 표시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의 백업 서비스를 수행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도

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6을 참조하면, 휴대단말기10은 상기 도 1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캐릭터 표시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로써, 휴

대단말기와 휴대단말기들 간에 캐릭터를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들이다. 상기 휴대단말기10들은 설정된 시간 또는 사용자

의 요구에 따라 내부의 자원들을 백업서버40에 저장하기 위한 서비스 요구를 한다. 여기서 상기 휴대단말기10의 자원은

전화번호, 문자메세지, 일정,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게임. 캐릭터 등의 컨텐츠 정보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무선통

신망20은 상기 휴대단말기10에서 전송되는 백업 정보들을 인터넷서버30에 전달한다. 여기서 상기 무선통신망20은 기지

국송수신기(Base Station Transceiver: BTS), 기지국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BSC) 및 이동통신 교환기등으로

구성된 통상의 무선통신망이 될 수 있다. 이후 상기 인터넷서버30은 상기 수신된 휴대단말기10의 백업 정보를 백업서버40

에 전송하며, 그러면 상기 백업서버40은 상기 수신된 휴대단말기10의 백업정보를 해당하는 영역에 저장하고, 해당 휴대단

말기10에 응답메세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응답메세지는 인터넷서버30 및 무선통신망20을 통해 해당하는 휴대단말

기10에 전달된다.

상기 캐릭터 백업서비스는 "캐릭터"의 에이젼트 기능으로 수행된다. 두 번째로 상기 캐릭터 백업서비스의 수행은 설정된

시간(매주 1회, 매월 1회 등)에서 사용자가 휴대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스스로 알아서 백업을 수행하는 자동 백업

방법과,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수행되는 수동 백업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상기 휴대단말기의 자원을 백업 저

장하는 서버40은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인터넷상에서 운영된다. 그리고 상기 휴대단말기의 백업 서비스는 휴

대단말기기에서 백업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PC41을 통하여 백업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다. 네 번째로 상기 백업

서버40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과금되는 수단이 있어야 하며(예; 게임 다운로드), 그 수단은 일종의 "금고 열쇠"를 획

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상기 과금수단을 통하여 캐릭터는 새로운 아이템(백업이라는)을 얻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백업 서비스 과정은 백업서버에 저장되어 과금이 되었다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백업 서비스의 차별화 포인트는 저장(restore)을 수행시키는 캐릭터를 가져야 한다. 즉, 사용자의

휴대단말기가 초기화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휴대단말기가 교체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본 서비스가 지원되는 휴대단말

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백업한 시점과 동일한 환경으로 상기 휴대단말기를 다시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상기 휴대단말기는 휴대단말기 간에 근거리 통신 방식으로 휴대단말기의 상기 캐릭터 파일을 다른 휴대단말기에 직

접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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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휴대단말기는 근거리 통신모듈을 구비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있는 근거리 통신은 IrDA, 블루투스,WLAN

등의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과, USB, RS232C 등의 근거리 유선통신 방식이 있다. 여기서 상기 적외선 통신방식은 적외선

다이오드(infrared diode)를 사용하는 광통신 방식이며, 블루투스 통신 방식은 RF 통신 방식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

른 휴대단말기는 근거리 통신모듈이 상기 적외선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14는 상기 도 1의 근거리통신부150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4는 상기 근거리통신부150이 IrDA 통신부

인 경우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151은 상기 제어부110에서 출력되는

병렬데이타를 직렬데이타로 변환하여 출력하고, 수신되는 직렬데이타를 병렬데이타로 변환하여 상기 제어부110에 출력

한다. 변조부152는 상기 UART151에서 출력되는 직렬데이타를 적외선송신신호로 변조한다. 송신구동부153은 상기 변조

부152에서 출력되는 적외선 송신신호를 송신다이오드154를 통해 송신될 수 있도록 구동한다. 수신구동부156은 수신다이

오드157에서 수신되는 적외선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복조부155는 상기 수신구동부156에서 출력되는 적외선 수신

신호를 복조하여 상기 UART151에 출력한다.

도 15a는 IrDA 프로토콜 방식을 사용하는 근거리통신부150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며, 도 15b는 상기 도 15a와

같은 구조의 근거리통신부150에서 출력되는 적외선변조신호 및 복조신호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5a 및 도 15b를 참조하면, 상기 도 15a에서 IrDA블럭163 및 멀티플렉서165는 변조부152가 될 수 있으며, IrDA

블럭167 및 멀티플렉서169는 복조부155가 될 수 있다. 이때 상기 UART151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도 15b의 171과 같은

NRZ(Non Return to Zero) 펄스 형태의 신호가 되며, 상기 171과 같은 신호가 변조부152에서 변조되면 173과 같이 변조

되는 RZ(Retrun to Zero) 펄스 형태가 된다. 상기 도 15b의 173과 같은 IrDA신호가 송신다이오드154에 인가되어 적외선

신호로 송출된다. 또한 상기 수신다이오드157에서 수신하는 신호는 도 15b의 175와 같은 신호가 된다. 즉, 상기 적외선

수신신호는 상기 송신신호의 역신호로 수신된다. 그러면 상기 복조부155는 상기 175와 같은 수신신호를 도 15b의 171과

복조하여 UART151에 인가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캐릭터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메뉴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7은 아바타

전송 메뉴 선택시 상기 제어부110이 상기 표시부140에 전송 메뉴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캐릭터파일을 전송하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여기서 상기 캐릭터 파일의 전송은 무선망을 통해 상기

백업서버40에 전송하거나 또는 근거리통신부150을 통해 다른 휴대단말기 또는 단말장치에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상기 근거리통시부150을 통해 다른 휴대단말기에 전송하는 것은 메뉴 상에서 "선물하기"로 표시한다.

상기 도 17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휴대단말기의 메인메뉴에서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

은 411과 같이 엔터테인먼트에 포함된 서브 메뉴들을 표시하는데, 상기 서브메뉴에 캐릭터 메뉴가 포함된다. 상기 411과

같은 메뉴가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캐릭터를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이를 감지하고 상기

표시부140에 413과 같이 상기 캐릭터메뉴에 포함된 서브메뉴들을 표시한다.

상기 413과 같이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선물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415와 같이 아바타, 아이템 및 아바타하우스 등

을 전송하기 위한 메뉴를 표시한다. 이때 상기 캐릭터 선물하기 메뉴가 선택되면, 선택된 캐릭터는 상기 근거리통신부150

을 통해 다른 휴대단말기나 단말장치에 전송된다.

또한 상기 413과 같이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백업서비스를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417과 같이 백업서비스의

메뉴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한다. 이때 상기 백업서비스 메뉴는 캐릭터파일을 전송하기, 상기 캐릭터파일을 리스토어

(restore)하기, 백업서비스 기능을 설정하기 등이 있다. 이때 상기 417과 같이 백업서비스 메뉴가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용

자가 전송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419와 같은 메뉴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하며, 리스토어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421과 같은 메뉴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하고, 백업서비스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상기 제어

부110은 423과 같은 메뉴를 상기 표시부에 표시한다. 이때 상기 전송하기 메뉴가 선택되면 선택된 캐릭터 파일을 통신부

121을 통해 전송하며, 상기 전송되는 캐릭터파일은 무선망을 통해 백업서버40에 전달된다.

먼저 선물하기의 전송절차를 살펴본다. 도 18a는 상기 도 17의 415와 같은 메뉴에서 아바타 선물하기 메뉴를 선택한 경우

의 메뉴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18b는 상기 도 17의 415와 같은 메뉴에서 아이템 선물하기 메뉴를 선택한 경우의

메뉴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18c는 상기 도 17의 415와 같은 메뉴에서 아바타 하우스 보내기 메뉴를 선택한 경우

의 메뉴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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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8a를 참조하면, 상기 도 17의 선물하기 메뉴에서 아바타 선물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도 18a의

451과 같이 상기 표시부140에 아바타 이미지를 표시한다. 이때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되는 좌우 선택 소프트키가 입력되

면, 상기 제어부110은 해당 소프트키에 대응되는 아바타 이미지를 상기 메모리113에서 읽어 표시한다. 즉, 사용자가 방향

키를 입력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대응되는 아바타 이미지를 상기 메모리130에서 억세스하여 상기 451과 같이 표시한다.

상기 451과 같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선택키 또는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되는 아바타를 클릭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현재

표시중인 아바타파일을 선택하여 전송할 준비를 한다. 이때 상기 아바타파일은 상기 도 3a - 도 3c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헤더정보들,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아바타파일의 프레임 이미지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표시부

140에 453과 같이 다음 아바타파일의 선택 여부를 표시한다. 이때 사용자가 다른 아바타파일을 선택하면(yes soft key

클릭), 상기 제어부110은 이를 감지하고 상기 표시부140에 상기 451과 같이 다음 아바타를 표시한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아바타파일 또는 둘 이상의 아바타파일들을 선택한 후, 사용자가 전송할 아바타파일의 선택을 종료하

면(no soft key 클릭)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이를 감지하고 상기 표시부455에 선택된 아바타파일들을 전송하기 위한 근

거리 통신방식 선택을 표시한다. 그리고 상기 근거리통신 방식이 설정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457과 같은 근거리 통신 방

식을 선택하며, 상기 선택된 근거리 통신방식으로 상기 사용자가 선택된 아바타파일들을 전송하며, 상기 표시부140에는

459와 같이 전송되는 아바타 파일의 상태를 표시한다.

상기 도 18b를 참조하면, 상기 도 17의 선물하기 메뉴에서 아바타 선물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461 -

469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면서 선택되는 아이템들을 전송한다. 이때 상기 아이템의 전송절차는 상기 아바타파일의 전송절

차와 유사한 과정으로 수행한다.

상기 도 18c를 참조하면, 상기 아바타하우스 보내기 메뉴를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471과 같이 현재 사용중인 아바

타하우스 파일을 전송하기 위하여 471과 같은 메뉴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한다. 이때 사용자가 아바타하우스 보내기를

선택하면(yes soft key 클릭)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이를 감지하고 473-477과 같이 상기 표시부140에 메뉴들을 표시하

면서 상기 아바타하우스 파일을 전송한다. 상기 도 18c와 같은 아바타하우스 전송 절차는 현재 사용중인 아바타하우스 파

일을 전송하는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상기 아바타하우스 파일도 복수개를 구비할 수 있다. 즉, 상기 아바타하우스는 배경

화면파일과 아이템화일들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상기한 바와 같이 배경화면파일을 복수개로 구비하는 경우, 상기 각 배

경화면파일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바타하우스파일들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아바타하우스보내기 메뉴를 선

택하면, 상기 아바타파일 및 아이템파일 전송시와 마찬가지로 아바타하우스들을 표시하면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복수

개의 아바타하우스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 17의 419에서는 배경화면화일의 선물하기 메뉴를 도시하고 있지만, 상기 배경화면파일도 상기 아바타파일,

아이템파일, 아바타하우스파일 전송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캐릭터파일의 선물하기 기능이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선택된 캐릭터파일을 상기 표시부140에 표

시하며, 사용자가 특정 캐릭터파일을 선택하면 근거리통신부150을 통해 상기 선택된 캐릭터파일을 전송한다. 상기 도 18a

- 도 18c는 가각 하나의 캐릭터타입에 따른 캐릭터파일들을 전송하는 예를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캐릭터타입의 캐

릭터파일들을 선택한 후, 전송시 상기 선택된 캐릭터파일들을 일괄 전송할 수 있다. 즉, 먼저 캐릭터파일이 선택되면, 상기

선택된 캐릭터파일들을 전송파일로 생성하며, 사용자가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상기 선택된 캐릭터파일들을 일괄 전송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각각 1개의 아바타파일, 배경화면파일, 아이템파일들을 선택하여 전송을 요구한 경우, 상기 제어부

110은 도 20a와 같이 선택된 캐릭터 파일의 헤더들 및 상기 헤더들에 대응되는 도 20b와 같은 캐릭터이미지들을 전송 메

시지 형태로 생성한 후, 일괄하여 상기 근거리통신부150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캐릭터이미지들은 압축되지 않

은 이미지데이타인 경우 상기 도 20b와 같은 캐릭터이미지들을 설정된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여 전송한다.

두 번째로 백업서비스의 절차를 살펴본다.

도 19a는 사용자가 백업서비스 메뉴에서 캐릭터파일의 백업 전송 메뉴가 선택된 경우에 캐릭터파일을 전송하는 절차를 도

시하는 도면으로, 아바타파일의 선택된 경우의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아바타파일의 백업전송 절차를 살펴보면, 백업

서비스 메뉴에서 아바타파일 전송을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511과 같이 상기 메모리113에서 저장하고 있는 아바타

이미지를 표시하며, 사용자가 아바타파일을 선택하면 513과 같이 다음 아바타화일의 선택 여부를 확인한다. 상기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백업전송하고자 하는 아바타파일들을 선택하며, 아바타파일 선택 완료시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백업서

버40과 연결을 시도하며, 연결 상태를 515와 같이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한다. 이후 상기 백업서버와 연결되면, 상기 제

어부110은 상기 선택된 아바타파일들 상기 백업서버40에 전송하여 전송상태를 517과 같이 표시부140에 표시한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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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a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아바타파일들을 상기 백업서버40에 전송하는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백업

전송 방법 이외에도 백업서비스 메뉴 선택시 상기 메모리113에 저장하고 있는 모든 아바타파일을 일괄하여 전송하는 방법

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아이템파일, 배경화파일, 아바타하우스 파일의 전송절차도 상기 도 19a와 같은 아바타파일의 백업 전송절차

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 상기 캐릭터파일의 백업전송은 여러개의 캐릭터파일들을 일괄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각 캐릭터파일의 타입별로 구분하여 백업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 백업전송되는 캐릭터파일은 무선망을

통해 상기 백업서버40에 전송된다. 그리고 상기 백업서버40에 전송되는 아바타파일 구조는 상기 도 3a - 도 3c와 같은 헤

더정보들과 이에 따른 아바타 이미지들이 될 수 있다.

도 19b는 상기 백업서버40에 백업 저장된 캐릭터파일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절차를 도면으로, 아바타파일을 리스토어하는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7의 421과 같은 메뉴가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아바타파일의 저장메뉴를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이를 감지하고 상기 백업서버40에 연결을 시도하며, 523과 같이 상기 백업서버140에 연결되는 상태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한다. 이후 상기 백업서버40에 연결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백업서버40에서 전송(down

load)되는 아바타파일들을 수신하며, 525와 같이 상기 표시부140에 상기 아바타화일의 수신 상태를 표시한다. 그리고 상

기 아바타파일 수신이 완료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527과 같이 수신된 아바타파일 정보 및 아바타파일의 리스토어 여부

를 표시한다. 이때 사용자가 리스토어를 요구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수신된 아바타파일을 리스토어한다. 그리고 상

기 아이템파일, 배경화파일, 아바타하우스 파일의 리스토어절차도 상기 도 19b와 같은 아바타파일의 리스토어절차와 유사

한 절차로 진행된다.

상기 도 19a 및 도 19b와 같이 백업서비스되는 캐릭터파일의 구조는 상기 도 20a 및 도 20b와 동일한 전송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도 19c는 상기 도 19a 및 도 19b와 같은 백업서비스 절차를 설정하는 메뉴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9c를 참조하면, 도 17의 백업서비스 설정에서는 접속관련 설정과 자동백업설정 기능을 결정할 수 있다. 먼저 상

기 접속관련설정 기능이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531과 같이 서버정보설정 및 인증정보 메뉴를 표시한다. 여기서 상

기 서버정보설정은 상기 백업서버40과의 프로토콜 및 어드레스등을 설정하게 되며, 인증정보는 가입자 정보 관련 인증

(security, authorization)을 설정한다. 상기 서버정보설정 또는 인증정보 설정이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백업

서버40에 접속을 시도하며 상기 표시부140에 535와 같이 이를 표시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0은 접속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져 상기 백업서버40과의 설정을 수행한 후 설정 절차를 종료한다. 그러나 상기 설정이 실패한 경우, 상기 표시부140

에 535와 같이 표시하고 재설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표시한다.

그리고 상기 자동백업 설정 메뉴가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541과 같이 온/오프, 백업시간, 캐릭터파일의 종류 설정

등을 표시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자동백업 파라미터들을 설정한다. 상기와 같이 자동

백업 기능이 설정되면 설정된 시간에 온되어 자동으로 설정된 캐릭터파일을 백업 전송하거나 또는 수신하여 리스토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캐릭터파일의 선물하기 및 백업서비스는 도 21 - 도 24와 같은 절차로 수행될 수 있다. 상기 도 21 및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근거리통신부150을 통해 다른 휴대단말기에 캐릭터파일을 전송 및 수신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흐

름도이며, 상기 도 23 및 도 24는 무선망을 통해 백업서버40과 캐릭터파일의 백업서비스를 수행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흐

름도이다. 상기 도 21-도 24에서는 복수 타입의 캐릭터파일을 전송하는 경우로 설명하기로 한다. 즉, 상기 도 18a - 도

18c 및 도 19a - 19b에서는 아바타파일, 아이템파일, 아바타하우스파일들로 나누어 전송하는 예를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의 설명에서는 캐릭터파일의 형태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선택하는 캐릭터파일들을 전송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한

다.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단말기에서 캐릭터 파일을 전송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21을 참조하면, 먼저 도 9a와 같이 메뉴가 표시되는 상태에서 송신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611단계에

서 이를 감지하며, 송신모드 메뉴를 표시한다. 이때 송신메뉴에는 근거리 통신메뉴가 표시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

에서는 상기 근거리통신 방법이 IrDA 통신방법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경우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표시부140에 IrDA 통

신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표시한다. 이때 상기 휴대단말기의 사용자가 근거리 통신기능을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613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근거리 통신모드에서 전송할 수 있는 메뉴들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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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캐릭터파일 송신 기능이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615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617단계에서 상기 메모리

113에 저장된 캐릭터파일들의 정보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한다. 이때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되는 캐릭터파일 정보는

캐릭터파일이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캐릭터파일 정보 표시시 상기 캐릭터파일 이름과 함께 캐릭터파일의 이미지를 표

시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도 18a의 451 및 도 18b의 461과 같이 캐릭터파일의 이미지를 표시한다고 가정

한다.] 상기와 같이 캐릭터파일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상기 제어부110이 사용자의 방향키 입력에 의해 대응되는 아

바타 샘플을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하며, 캐릭터파일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선택키를 입력하면 표시되

는 캐릭터 이미지의 캐릭터 파일을 선택한다.

상기와 같이 캐릭터파일 정보를 표시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캐릭터파일을 선택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619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621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캐릭터파일의 크기를 계산한다. 이때 상기 캐릭터파일은 도 3a와

캐릭터헤더, 상기 캐릭터헤더의 애니메이션 카운터 값에 대응되는 수의 상기 도 3b와 같은 애니메이션헤더들, 그리고 상

기 각 애니메이션헤더들의 프레임카운터 값에 대응되는 수의 상기 도 3c와 같은 프레임헤더들,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프레

임 이미지들이 된다. 또는 상기 도 13a - 도 13j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캐릭터파일이 될 수도 있다.

이후 상기 제어부110은 623단계에서 상기와 같은 캐릭터파일을 전송형태의 메시지 포맷으로 생성한다. 이때 상기 캐릭터

파일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필드들을 포함하는 가변크기 구조체를 가진다. 따라서 상기 가변 크기 구조체를

가지는 캐릭터파일을 상기 도 20a 및 도 20b와 같은 캐릭터파일 전송 포맷 또는 상기 도 13a - 도 13j와 같은 캐릭터 파일

로 변경하여 전송 메시지 포맷을 생성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625단계에서 상기와 같이 생성된 전송 메시지 포맷의 캐릭터파일을 근거리 통신부150에 출

력한다. 그러면 상기 근거리통신부150은 상기캐릭터파일을 IrDA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10은 상

기 625단계에서 캐릭터파일을 전송한 후, [캐릭터파일의 마지막 데이터가 아니면, 상기 629단계에서캐릭터파일의 전송

상태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하면서 캐릭터파일의 전송을 계속 유지한다. 이때 상기 캐릭터파일의 마지막 데이터를 전송

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62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631단계에서 아바타 데이터 파일의 전송을 종료하고,캐릭터파일의

전송종료 상태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0은 633단계에서 다른 캐릭터파일의 전송의 요구가 있는가 검사하며, 아니면 상기 캐릭터파일의 근거

리 통신 절차를 종료한다. 그러나 상기 633단계에서 다른 캐릭터파일이 있으면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617단계로 되돌아

가 다음 캐릭터파일을 선택하여 상기와 같은 절차를 재수행한다. 또한 상기 617단계 및 619단계에서 두개 이상의 캐릭터

파일들을 선택하는 경우,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633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621단계로 진행하여 연속적으로 선택

된 복수의 아바타 데이터 파일들을 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 도 21과 같이 휴대단말기에서 근거리 통신 방법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수신측의 휴대단말기

는 이를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도 22는 근거리 통신부150을 구비하며, 상기 근거리 통신부150을 통해 수신되

는 멀티미디어데이터 파일을 처리하는 휴대단말기의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22를 참조하면, 먼저 근거리통신부150을 통해 멀티미디어데이터 파일이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651단계 및

653단계를 통해 이를 감지하며, 수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이 캐릭터파일인 경우, 상기 제어부110은 655단계에서 이

를 감지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110은 657단계 및 659단계를 수행하면서 상기 근거리 통신부150을 통해 수신되는 캐릭

터파일을 수신하여 메모리113에 저장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0은 661단계 및 663단계에서 상기 수신된 캐릭터파일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캐릭터타입의 캐릭터파일

로 재구성한다. 이때 상기 수신되는 캐릭터파일은 가변 크기 구조체를 가지는 데이터 파일이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110은

수신된캐릭터파일을 재구성하며, 상기와 같이 재구성된 아바타 데이터 파일을 625단계에서 상기 도 2와 같이 메모리113

에 저장하고 종료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파일의 선물하기 기능은 캐릭터가 모바일 단말기에서 동작하게 될 때, 2

명 이상의 사용자가 상호 통신을 통하여 부가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 선물하기 기능은 폰투폰 기능으로써, 상기 폰투폰 통신 후 상기 캐릭터파일

을 즉각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즉, 휴대단말기가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캐릭터파일을 다른 단말기에

전송하면, 수신측의 휴대단말기는 수신되는 캐릭터파일을 자신의 캐릭터파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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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캐릭터 업그레이드 기능(선물하기 기능)은 폰투폰으로 수신한 데이터를 추가적인 인덱스로 단순 첨가하는 것이 아니

라 기존의 데이터 목록에 추가하여 실제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는 제어부110(즉, 캐릭터 엔진)이 신규 데이터를 수신 시에 이를 인식 및 판별하여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업

그레이드한다. 이를 위하여 아바타 폰투폰 수신 시에 설명한 바와 같이 수신 데이터를 분리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술한 바와 캐릭터의 고유의 구조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각각의 분석 및 판단의 근거로는 캐

릭터헤더, 애니메이션헤더, 프레임헤더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아바타파일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로서 인식될 경우에는 각

각의 변동 가능한 아바타 정보(emotion: sense, popularity, intelligence 등)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상기 무선망을 통해 백업서버40에 백업하는 절차를 도시하

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23을 참조하면, 휴대단말기는 자동 백업 기능이 설정되거나 또는 사용자로부터 수동 백업 명령이 발생되면 도 23

과 같은 절차로 휴대단말기의 백업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때 자동백업 기능이 설정된 경우, 설정된 시간이 되면 상기 휴대

단말기의 제어부110은 711단계에서 자동백업설정을 감지하고, 713단계에서 백업조건을 판단한다. 그리고 상기 백업조건

이 만족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715단계에서 휴대단말기의 백업을 요청한다. 이때 자동설정인 경우, 사용자는 상기 백업

자동 설정을 위한 과정에서 백업을 위한 시간 및 백업을 위한 캐릭터파일들을 미리 설정하여 저장한다. 또한 사용자가 수

동 백업을 요구하는 경우, 상기 제어부110은 71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며, 사용자가 설정되는 백업 대상이 입력되면 719

단계에서 입력된 정보에 따라 백업 대상을 지정한다. 이때 상기 수동백업의 경우에는 상기 도 17 및 도 19a와 같은 메뉴 구

조를 이용하여 캐릭터파일의 수동백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자동백업 또는 수동백업이 지정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백업 대상의 캐릭터파일들을 확인한 후, 721단계에

서 백업서비스 요구메세지를 생성하여 통신부121을 통해 출력하여 상기 백업서버40에 접속을 시도한다. 그리고 상기 백

업서버40과 접속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어부110은 723단계에서 상기 백업서버와 인증 및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

한다. 여기서 상기 인증 및 확인 절차는 인터넷 망에 수행되는 통상의 인증 및 확인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상기 백업서

버의 인증 설정 절차는 상기 도 19c와 같은 메뉴 구조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이후 상기 제어부110은 725단계에서 지정된 캐릭터파일의 데이터 동기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캐릭터파일은 바이너리 데

이터를 포함하므로 상기 캐릭터 파일 크기를 판단한 후 분할 간격을 지정하여 동기를 수행한다. 상기와 같이 캐릭터파일의

백업을 위한 데이터 동기를 종료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727단계에서 상기 확인된 백업데이타들을 전송하기 시작한다.

상기 백업정보는 무선통신망20 및 인터넷서버30을 경유하여 백업서버40에 전달되며, 상기 백업서버40은 729단계에서 상

기 휴대단말기에서 전송되는 백업정보를 저장한다. 이후 상기 백업정보의 저장을 완료하면, 상기 백업서버40은 이에 대한

응답메세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며, 상기 응답메세지는 인터넷서버30 및 무선통신망20을 경유하여 휴대단말기에 전송된다.

그러면 상기 휴대단말기231은 731단계에서 상기 수신되는 백업서버40의 응답메세지를 수신하게 된다.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단말기에서 백업서버40에 캐릭터파일을 백업 전송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이

다. 또한 상기 캐릭터파일은 상기 도 3a - 도 3c와 같이 모든 캐릭터파일들이 동일한 구조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도

13a - 도 13j와 같이 캐릭터타입(아바타, 아바타하우스, 아이템, 배경화면)에 따라 각각 다른 구조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

한 상기 캐릭터파일은 압축된 형태로 상기 메모리113에 저장될 수 있으며, 압축되지 않은 형태로 저장될 수도 있다. 이하

의 설명에서는 상기 도 13a - 도 13j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캐릭터파일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며, 또한 상기 캐릭터파일

이 압축된 형태로 상기 메모리113에 저장된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파일

백업서비스는 상기 도 3a - 도 3c와 같은 헤더구조를 가지는 캐릭터파일 및 압축되지 않은 캐릭터 파일에 대해서도 동일

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상기 도 24를 참조하면, 자동백업 설정시간이 되거나 또는 수동백업이 요구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811단계에서 이를 감

지하고 813단계 및 815단계를 수행하면서 상기 백업서버40과 접속되며, 817단계에서 인증 및 확인 절차를 수행하게 된

다. 이는 상기 도 23에서의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0은 819단계에서 백업할 캐릭터 파일

수를 확인한다. 여기서 캐릭터파일은 하나의 아바타 파일과, 하나 이상의 아바타 하우스파일, 그리고 하나 이상의 아이템

파일들이 될 수 있다. 즉, 상기 휴대단말기에 저장된 캐릭터파일에서 아바타 파일은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아바타 파일들

로 구성될 수 있으며, 아바타 하우스 파일도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아바타 하우스 파일들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아

이템 파일들은 상기 아바타 하우스에 연결된 아이템들과 상기 아바타 하우스에 연결되지 않은 아이템들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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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휴대단말기의 사용자는 수동 백업 설정 과정에서 원하는 캐릭터들을 선택하여 백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아바

타, 아바타 하우스 및(또는) 아이템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백업할 수 있다. 즉, 휴대단말기의 사용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바타만 선택하여 백업할 수 있으며, 또한 캐릭터들 중에서 아바타들만 선택하여 백업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819단계에서 백업할 캐릭터들의 수를 확인한 후, 821단계에서 현재 백업할 캐릭터파일의 타입을확인한다.

여기서 상기 캐릭터 타입은 아바타, 아바타 하우스, 아이템 또는 인덱스변수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아바

타, 아바타 하우스, 아이템 및 인덱스변수의 순으로 캐릭터파일을 백업한다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먼저 상기 821단계에서 백업할 캐릭터가 아바타이면, 상기 제어부110은 이를 감지하고 823단계에서 백업 전송할 아바타

파일의 크기를 계산한다. 이때 상기 아바타 파일은 상기 도 13a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상기 헤더 구조는 도 13b와 같은 구

조를 가지며, 상기 도 13b에서 각 애니메이션의 헤더 Ani 1 - Ani n의 구조는 도 13c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상기

이미지 데이터인 애니메이션 1 - 애니메이션 n의 이미지 파일 구조는 각각 도 13d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상기 제

어부110은 아바타 파일인 경우, 831단계에서 상기 도 13b - 도 13d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아바타 파일을 전송 형태로 생

성한 후 833단계에서 상기 도 13a와 같은 순서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아바타 파일을 전송하는 중이면, 상기 제어부110

은 837단계에서 상기 전송되는 아바타 파일의 전송 상태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한다. 상기와 같은 전송 절차를 수행하

면서 상기 아바타 파일의 전송을 완료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835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639단계에서 설정된 모든 캐릭

터 파일의 전송을 종료하였는가 검사한다.

이때 상기 캐릭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어부110은 839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821단계로 되

돌아가 다음 전송할 캐릭터의 종류를 검사하며, 전송할 캐릭터가 아바타 파일이면 상기와 같은 동작을 반복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821단계에서 전송할 캐릭터가 아바타 하우스로 확인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825단계로 진행하여 전송할 아

바타 하우스 파일의 크기를 계산한다. 이때 상기 아바타 하우스의 파일 구조도 상기 도 13a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즉, 상

기 도 13a와 같은 아바타 하우스 파일 구조에서 헤더는 도 13e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상기 도 13e의 구조에서 Ani 1의 구

성은 도 13f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나머지 Ani 2 - Ani n의 구조는 도 13g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여기서 상기 도 13f는

아바타 하우스의 배경화면의 헤더정보이며, 도 13g는 아바타 하우스에 연결된 아이템 파일의 헤더정보 들이다. 그리고 애

니메이션 1 - 애니메이션 n은 각각 아바타 하우스의 배경화면 및 아이템들의 이미지 파일들이 된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

110은 백업 전송할 파일이 아바타 하우스 파일인 경우, 631단계에서 상기 도 13e - 도 13g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아바타

하우스의 배경화면 및 이에 연결되는 아이템 파일들의 헤더 정보 및 이미지 파일을 전송 형태로 생성한 후 833단계에서 상

기 도 13a와 같은 순서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아바타 하우스 파일을 전송하는 중이면, 상기 제어부110은 837단계에서

상기 전송되는 아바타 하우스 파일의 전송 상태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한다. 상기와 같은 전송 절차를 수행하면서 상기

아바타 하우스 파일의 전송을 완료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835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839단계에서 설정된 모든 캐릭터

파일의 전송을 종료하였는가 검사한다.

이때 상기 캐릭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어부110은 839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821단계로 되

돌아가 다음 전송할 캐릭터의 종류를 검사하며, 전송할 캐릭터가 아바타 하우스 파일이면 상기와 같은 동작을 반복 수행한

다.

그러나 상기 621단계에서 전송할 캐릭터가 아이템으로 확인되면, 상기 제어부110은 825단계로 진행하여 전송할 아이템

파일의 크기를 계산한다. 이때 상기 아이템 파일 구조는 헤더 및 단일의 이미지 구조를 가진다. 즉, 상기 도 13a와 같은 아

이템 파일 구조에서 헤더는 도 13h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상기 도 13h의 구조에서 아이템은 단일 이미지를 가지므로 Ani

의 구성은 도 13i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며,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110

은 백업 전송할 파일이 아이템 파일인 경우, 831단계에서 상기 도 13h - 도 13i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아이템 파일의 헤더

정보 및 이미지 파일을 전송 형태로 생성한 후 833단계에서 이를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아이템 파일을 전송하는 중이면,

상기 제어부110은 837단계에서 상기 전송되는 아이템 파일의 전송 상태를 상기 표시부140에 표시한다. 상기와 같은 전송

절차를 수행하면서 상기 아이템 파일의 전송을 완료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서 휴대단말기에

저장된 아이템 파일들의 전송을 수행한다. 이후 상기 아이템들의 전송을 종료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835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839단계에서 설정된 모든 캐릭터 파일의 전송을 종료하였는가 검사한다.

이때 상기 캐릭터 파일의 전송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어부110은 839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821단계로 되

돌아가 다음 전송할 캐릭터의 종류를 검사하며, 전송할 캐릭터가 캐릭터의 인덱스변수에 관련된 파일이면, 829단계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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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도 13j와 같은 아바타 인덱스 변수 및 아바타 인덱스 변수들의 파일크기를 계산한 후, 상기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면

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아바타 파일의 인덱스 변수는 상기 도 13j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재 휴대단말기의 감성 수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아바타, 아바타 하우스, 아이템 및 인덱스변수 등의 모든 캐릭터 파일에 대한 전송을 종료하면,

상기 제어부110은 839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캐릭터 백업 절차를 종료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휴대단말기의 사용 상태 및 이벤트 발생을 캐릭터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휴대단말기에서 상기 캐릭

터들을 다양한 형태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캐릭터파일들은 타입에 상관없이 공통된 파일 구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또한 타입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의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캐릭터파일을 선물하기 기능

을 이용하여휴대단말기와 휴대단말기 간에 직접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로인해 휴대단말기의 캐릭터파일을 용이하게 업

그레이드 할 수 있다. 또한 휴대단말기와 휴대단말기 간에 캐릭터 파일을 통신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휴대단말기

에 저장하고 있는 각종 자원들을 개방된 무선 인터넷을 통해 백업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캐릭터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캐릭터 메모리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a - 도 3c는 도 2의 상기 캐릭터메모리에 저장되는 캐릭터파일의 헤더구조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파일에서 아바타파일의 헤더 구조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5a - 도 5l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아바타파일의 아바타 프레임이미지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6a - 도 6l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아바타파일의 다른 아바타 프레임이미지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7a - 도 7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파일에서 아이템 파일의 헤더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8a - 도 8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아이템파일의 아이템 프레임미지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파일에서 배경화면파일의 헤더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a - 도 10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배경화면파일의 배경화면 프레임미지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파일에서 아바타하우스파일의 헤더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a - 도 12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아바타하우스파일의 아바타하우스 프레임미지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a - 도 13j는 상기 도 2의 상기 캐릭터메모리에 저장되는 캐릭터파일의 다른 헤더구조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도 1에서 근거리 통신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5a 및 도 15b는 도 14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는 휴대단말기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릭터 전송 및 백업을 위한 메뉴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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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a - 도 18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캐릭터들을 다른 휴대단말기에 전송하는 절차를 표시하는 메뉴 구조를 도시

하는 도면

도 19a - 도 19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캐릭터들을 서버에 백업 전송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메뉴 구조를 도시하는 도

면

도 20a 및 도 20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캐릭터파일을 백업서버 및 다른 휴대단말기에 전송할 때의 캐릭터파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단말기에서 캐릭터파일을 다른 휴대단말기에 전송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단말기가 캐릭터파일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단말기에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단말기에서 백업서버에 캐릭터들을 전송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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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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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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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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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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