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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단말기 모니터의 바탕화면상에서 동작하는 아바타 서비스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단말기 바탕화면에 그러
한 아바타 생성 방법 및 장치 및 그를 이용한 커뮤니티 통신 방법 및 시스템, 및 아바타 게임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의 아바타 생성 방법은 통신이 가능한 각 사용자 단말기의 요청에 의해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선택된 아바타아이템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전송하고 그 사용자 정보를 상기 저장부
에 저장한다. 아바타생성장치는 아바타생성방법을 수행하는 아바타 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자신의 컴퓨터의 바탕화면
에서 동작하는 아바타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 아바타들을 자신의 바탕화면으로 불러내어 메신저 및/또는 채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바탕화면상의 아바타는 커뮤니티도구는 물론 사이버토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
션, 마네킨, 실사동영상, 지능형 아바타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가능하고, 별도의 가상공간, 즉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자신의 컴퓨터 등의 통신 단말기 배경화면 자체를 커뮤니티화할 수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게시판, 메세징, 채팅, 모바일서비스의 커뮤니티 통합 및 메모장, 달력, 메일알림, 시계 등의 각종 유틸리티기능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로써 웹화면에서 상대방과 아바타와 함께 각종 게임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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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바탕화면에서 동작하는 아바타를 설명하기 위한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아바타 생성 방법 및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아바타 생성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메신저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아바타의 기능 구현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원거리 아바타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아바타를 이용한 축구게임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은 축구게임을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9는 축구게임에서의 게임서버와 사용자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0a 및 도 10b는 축구게임에서 아바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바탕화면,20, 22, 24...아바타

30...웹사이트,40, 50...검색창 또는 메신저창

100, 200...단말기 바탕화면,110, 210...아바타

120, 220...대화창,130, 230...메신저 또는 채팅 서버

140...아바타서버 시스템,145...아바타서버

148...사용자/아바타 정보 저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단말기 모니터의 바탕화면상에서 동작하는 아바타 서비스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단말기 바탕
화면에 그러한 아바타 생성 방법 및 장치및 그를 이용한 커뮤니티 통신 방법 및 시스템, 및 아바타 게임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최근에 인터넷 통신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바타는 분신(分身)·화신(化身)을 뜻하는 말로, 사이버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다. 아바타는 인터넷시대가 열리면서 3차원이나 가상현실게임 또는 웹
에서의 채팅 등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래픽 아이콘을 가리킨다. 아바타는 그래픽 위주의 가상사회에서 자신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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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가상육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바타가 이용되는 분야는 채팅이나 온라인게임 외에도 사이버 쇼핑몰·가상교
육·가상오피스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 온라인채팅서비스로, 아이콘채팅, 3차원 그래픽채팅 등
의 아바타를 이용한 채팅서비스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아바타는 2차원으로 된 그림이 대부분이었다. 머드게임이나 온라
인채팅에 등장하는 아바타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이러한 현실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등장한 것이 3차
원 아바타다. 3차원 캐릭터는 입체감과 현실감을 함께 지닌 것이 장점이다. 아바타는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을 이어주며, 
익명과 실명의 중간 정도에 존재한다. 과거 네티즌들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에 매료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되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아바타가 생겼다. 대부분의 게임이나 채팅서비스에는 주로 몇 가
지의 캐릭터를 조합하거나 이미 완성된 아바타를 제공하지만 그래픽기술이 향상되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만들어놓
은 기성품(Ready-made)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ID처럼 사용자가 자신만의 개성있는 아바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아바타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아바타는 별도의 가상공간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아바타를 이용한 통신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 또는 특정 웹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아바타 서비스를 아용할 때마다, 아바타가 동작하도록 구성한 별도의 가상공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 종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가상공간이 필요없이 
단말기 바탕화면상에 동작하는 아바타를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특정한 가상공간이 아니라 단말기 바탕화면에서 동작하는 아바타를 메신
저 및 채팅툴로 이용하여 커뮤니티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다른 기술적 과제는 특정한 가상공간이 아니라 단말기 바탕화면에서 동작하는 아바타를 이
용한 아바타 게임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신이 가능한 각 사용자 단말기의 요청에 의해 아바타서버로 하여
금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 선택된 아바타아이템을 상기 사용자 단
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전송하고 그 사용자 정보를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아바타 생성방법을 제공한
다.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아바타 생성방법은 단말기버튼조작에 의해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입력창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입력함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아바타 생성방법은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구축되어 상기 아바타서
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하는 대화창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및 아바타사용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 및 통신이 가능한 각 사용자 단말기의 요청에 의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 선택된 아바타아이템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전송하고 그 사용자 정보
를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아바타서버를 포함하는 아바타생성장치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아바타 생성장치는 단말기버튼조작에 의해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입력창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입력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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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아바타 생성장치는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구축되어 상기 아바타서
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하는 대화창을 제공하는 메신저
서버 또는 채팅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또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말기 사용자간에 커뮤니티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적어도 제1 단말기 사용자 및 제2 단말기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를 아바타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아바타서버는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 및 제2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 요
청되어 선택된 아바타를 각각 상기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으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제1 단말기 사용
자가 통신을 원하는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아바타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d) 상기 아바타서버는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저장부로부터 검색하여 검색된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제1 단말기의 바탕화면으로 전송하고,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저장부로부터 검색하여 검색
된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으로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가 메시
지를 상기 제1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에게 전송하고, 상기 제2 단말기 사용자가 메시지
를 상기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 
단말기 사용자간에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아바타를 이용한 커뮤니티 통신방법은 단말기버튼조작에 의해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입력창
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입력함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아바타를 이용한 커뮤니티 통신 방법은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구축
되어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하는 대화창
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아바타를 이용한 커뮤니티 통신 방법은 상기 한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자신
의 아바타를 선택하여 이동시키면, 상기 아바타서버로부터 받은 상대방 아바타의 위치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아바타의 
이동된 위치정보를 구하는 단계; 및 상기 구해진 아바타의 이동된 위치정보를 상대방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대방 단말기
의 바탕화면에 있는 자신의 아바타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또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말기 사용자간에 커뮤니티 통신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
서, 통신이 가능한 복수의 단말기;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및 아바타사용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통신이 가능
한 각 사용자 단말기의 요청에 의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 
선택된 아바타아이템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전송하고 그 사용자 정보를 상기 저장부
에 저장하는 아바타서버를 포함하여, a) 적어도 제1 단말기 사용자 및 제2 단말기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를 아
바타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아바타서버는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상기 제1 단말기 사용
자 및 제2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 선택된 아바타를 각각 상기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으로 전송
하는 단계; c)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가 통신을 원하는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아바타서버에 요청하는 단
계; d) 상기 아바타서버는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저장부로부터 검
색하여 검색된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제1 단말기의 바탕화면으로 전송하고,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
바타를 저장부로부터 검색하여 검색된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으로 전송하는 단계
; e)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가 메시지를 상기 제1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에게 전송하
고, 상기 제2 단말기 사용자가 메시지를 상기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 단말기 사용자간에 통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아바타를 이용한 커뮤니티 통신시스템은 단말기버튼조작에 의해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입력
창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입력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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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아바타를 이용한 커뮤니티 통신시스템은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구
축되어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하는 대화
창을 제공하는 메신저서버 또는 채팅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의 아바타를 이용한 커뮤니티 통신 시스템은 상기 한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자
신의 아바타를 선택하여 이동시키면, 상기 아바타서버로부터 받은 상대방 아바타의 위치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아바타
의 이동된 위치정보를 구하는 단계; 및 상기 구해진 아바타의 이동된 위치정보를 상대방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대방 단
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자신의 아바타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의 바탕화면을 이용한 게임방법에 있어
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각자 자신의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아바타서버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아바타를 다운로드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게임에 참가하는 다른 사람들의 아바타를 아바타서버로부터 자신의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다운로
드받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게임화면을 요청하면 게임서버는 게임대기
실을 만드는 단계; 및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신의 단말기를 상기 게임대기실로 접속하여 게임화면을 자신의 단말기
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게임을 수행하는 게임방벙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게임서버는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용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게임대기실을 제작
하여,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용자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되도록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해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단말기의 바탕화면에서 동작하는 아바타를 설명하기 위한 화면의 예시도이다. 본 발명에서는 아바타를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시키는 단말기로서 단말기간에 상호 통신이 가능한 통신단말기, 즉 퍼스널컴퓨터, PDA 및 휴대폰 (PCS, 셀
루라폰, IMT2000통신기기)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도 1에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단말기로서 퍼스널 컴퓨터를 예로하
여 도시한 것으로, 윈도우즈 바탕화면(10)에는 아바타 캐릭터들(20; 22, 24)과, 인터넷 환경에서 웹브라우저에 의해 
불리워진 웹사이트(30), 및 검색창 및 메신저창(40, 50)이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아바타들(20)이 바탕화면(
10)에 디스플레이되고, 이러한 아바타들(20)을 통하여 아바타 상호 간에 통신을 수행하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아
바타들(20)은 도 1의 바탕화면(10)상에 도시된 웹사이트(30)로부터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의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된 아바타는 단말기의 저장부(미도시)에 저장되고, 단말기를 부팅하여 웹브라우저를 
로딩할 때마다 바탕화면(10)에 도시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아바타 생성 방법 및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아
바타 생성장치는 단말기인 퍼스널컴퓨터를 사용하여 아바타서버(145)로부터 아바타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퍼스널컴
퓨터(100)의 바탕화면(100)에 로딩한다. 이 때 퍼스널컴퓨터 사용자는 인터넷통신망 또는 다른 이동통신 통신망을 통
하여 아바타 서버시스템(140)내의 아바타서버(145)에 액세스하여 아바타서버(145)로부터 원하는 아바타를 다운로드
받는다. 아바타서버(145)는 사용자 퍼스널컴퓨터로부터 정보요청이 오는 경우 저장부(148)로부터 아바타정보를 읽어
들여 사용자의 퍼스널컴퓨터로 전송하고 사용자가 전송된 아바타정보를 보고 원하는 아바타를 선택하면 복수의 아바타
아이템들이 저장된 저장부(148)로부터 아바타를 불러내어 사용자 퍼스널컴퓨터의 바탕화면(100)에 아바타(110)를 
전송하여 다운로드시킨다. 이와 동시에 아바타를 다운로드받은 사용자정보는 저장부(148)에 저장된다. 이 경우, 도 2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 퍼스널컴퓨터는 메신저서버(또는 채팅서버)(130)를 바탕화면(100)에 띄워놓고 아바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이템정보를 아바타서버(145)에 요청하거나 아바타서버(145)로부터 아바타아이템을 전송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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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사용자 아바타(110)를 자신의 바탕화면(100)에 띄워놓고, 제2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210)를 상기 제1 사용자가 한 것과 동일하게 메신저서버 (또는 채팅서버)(230)를 경유하여 또는 직접 
아바타서버(145)를 액세스하여 제2 사용자 퍼스널컴퓨터의 바탕화면(200)으로 다운로딩받고, 제2 사용자정보를 저장
부(148)에 저장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아바타 생성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3에는 제1 메신저클라이언
트 사용자가 메신저서버(130)를 통해 아바타서버시스템(140)으로부터 상대방의 제2 메신저 클라이언트 사용자 아바
타(210)를 자신의 퍼스널컴퓨터의 바탕화면(100)으로 불러오며, 제2 메신저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메신저서버(130)
를 통해 아바타서버시스템(140)으로부터 상대방의 제1 메신저 클라이언트 사용자 아바타(110)를 자신의 퍼스널컴퓨
터(200)로 불러오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 2에서는 메신저서버를 다른 참조부호로 표시하였으나, 도 3에서와 같이 
동일한 메신저서버(130)를 사용하여 아바타서버시스템(140)에 액세스할 수 있다. 여기서 메신저서버(130)는 각 퍼
스널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로딩되어 있는 메신저서버 또는 채팅서버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
다.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아바타를 이용한 통신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에서, 제1 메신저클라이
언트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의 바탕화면(100)에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아바타, 즉 제1 메신저클라이
언트 사용자 아바타(도 2의 110)를 로딩한 상태에서, 제2 메신저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선택하여 메세징을 하기 위하여 
메신저서버(130)로 상기 제2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한다(1). 메신저서버(130)는 아바타서버(140)
에 상기 제2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아바타정보 및 신상정보 요청한다(2). 아바타서버(140)는 상기 제2 메신저클
라이언트 사용자의 아바타정보 및 신상정보를 메신저서버(130)로 전송한다(3). 메신저서버(130)는 상기 제2 메신저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아바타정보 및 신상정보를 상기 제1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 단말기의 바탕화면(100)으로 전달
한다(4). 그런 다음, 바탕화면(100)에 대화창 활성화 및 상기 제2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아바타(도 2의 210)를 
디스플레이한다(5). 이로써, 상기 제1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는 대화창(120)을 통해 상기 제2 메신저클라이언트 사
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6).
    

    
다음, 제2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의 바탕화면(200)에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아바
타, 즉 제2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 아바타(도 2의 210)를 로딩한 상태에서, 제1 메신저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선택하
여 메세징을 하기 위하여 메신저서버(130)로 상기 제1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한다(7). 메신저서버(
130)는 아바타서버(140)에 상기 제1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아바타정보 및 신상정보 요청한다(2). 아바타서버(
140)는 상기 제1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아바타정보 및 신상정보를 메신저서버(130)로 전송한다(3). 메신저서버
(130)는 상기 제1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아바타정보 및 신상정보를 상기 제2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 단말기의 
바탕화면(200)으로 전달한다(8). 그런 다음, 바탕화면(200)에 대화창 활성화 및 상기 제1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
의 아바타(도 1의 110)를 디스플레이한다(9). 이로써, 상기 제2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는 대화창(220)을 통해 상
기 제1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10).
    

이렇게 한 바탕화면에 자신의 아바타와 상대방의 아바타를 로딩한 후, 아바타와 동시에 로딩되는 대화창을 통하여 상기 
메신저서버 또는 아바타서버를 통하지 않고 상기 제1 및 제2 메신저클라이언트 사용자는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도 3의 메신저서버를 사용하는 제1 및 제2 메신저클라이언트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기(예로써 퍼스널컴퓨터 또
는 휴대폰)의 동작을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메신저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설명
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에서, 본 발명의 메신저클라이언트는 아바타에서 아바타 변경 및 선택을 하고(410), 메신
저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420), 아바타서버로부터 아바타 정보 요청 및 전달하고(430), 아바타를 단말기의 바탕화면
에 디스플레이하고 메신저를 구동시킨다(440). 그 외의 부가기능(450)으로서 통상의 메일 알림 기능(451), 일정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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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기능(452), 메신저 기능(453), 커뮤니티 기능(454), 및 휴대폰 전송 기능(455)을 메신저 아바타에 추가할 수 있
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아바타의 다양한 표정 및 동작을 제작하여 대화진행 중에 대화의 내용에 
맞는 아바타 표정 및 동작을 표현하게 제작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아바타의 애니메이션 기능 구현을 설
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에서 한 메신저클라이언트의 대화창(520) 및 아바타(110)를 통하여 상대방 아바타 및 대
화창(530)으로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다양한 아바타의 표정 및 동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한 표정 및 동작을 아
바타서버(도 3의 140)에 저장한다. 아바타의 표정 및 동작을 표현하는 경우, 메신저서버(도 3의 130)를 통해 아바타
서버(140)에 원하는 표정 및 동작을 요청하면(540), 아바타서버(140)는 요청한 표정 및 동작을 전송하여(550), 상
대방의 바탕화면상의 아바타의 표정 및 동작을 바꾸어 디스플레이한다(560).
    

본 발명에 적용되는 아바타는 캐리커쳐 기반의 애니메이션 아바타 또는 비디오에서 추출한 실사 동영상 아바타로 제작
될 수 있고, 특별한 동작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 토이나 메시징에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조정에 따라 다양
한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채팅이나 게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상술한 도 5의 아바타의 표정 및 동작은 미리 표정 및 동작을 저장한 후에 그때그때 아바타의 표정 및 동작을 변형시키
려는 경우를 도시하는 것이지만,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아바타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과 함께 하면 
더욱더 동적으로 아바타를 제어할 수 있다. 도 6은 원격 아바타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에서, 사용자 A(610)와 사용자 B(630)는 이미 네트웍 연결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A(610)가 자신의 아바
타를 마우스나 키보드로 선택하여, 그 선택된 아바타를 이동하면, 아바타서버(140)로부터 받은 사용자 B(630)의 정보
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바타의 이동된 위치값을 사용자 B(630)에게 전송한다. 사용자B(630)는 사용자A(610)로부터 
받은 이동된 아바타(620)의 위치값에 따라서 자신의 바탕화면상에 있는 사용자 A(610)의 아바타의 위치를 변화시킨
다. 상대방 아바타의 이동여부를 바탕화면상의 메뉴 또는 마우스 버튼조작에 의한 옵션에서 선택가능하게 한다. 이 때, 
고정으로 해놓으면 아바타의 이동은 없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된 아바타의 위치값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컴퓨터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보정하
는 이유는 통상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바탕화면 해상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 A는 1024*768이고 사
용자 B는 800*600일 수 있으므로 전달받은 위치값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상도에 맞게 좌표값을 변환
하여 사용한다. 본 발명은 별도의 가상공간이 아니라 윈도우 바탕화면위에서 동작하는 아바타로서 커뮤니티 도구는 물
론 사이버 토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아바타에 메시징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간에 커뮤니티 통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아바타서버를 통하여 다양한 아바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것으로, 모바일 기
기로 다운로드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의 아바타와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 아바타를 바탕화면상에 로딩하고 
자신의 아바타를 클릭하여 상대방 아바타와 P2P(peer to peer)로 통신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적용되는 아바타간의 
P2P 통신은 중앙서버에 의존하는 넵스터(Napster)방식과 중앙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그누텔라(Gnutella)방식의 중간 
형태를 채용한다. 즉, 중앙서버가 존재하기는 하나 사용자들이 연결 스테이터스(status)만 관리하므로, 냅스터방식에 
비해 월등히 적은 서버로 많은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다. 또한, 로그인 시 서버로부터 현재 사용중인 웹사이트(소리바
다)에서와 같이 연결된 사용자 리스트를 받고, 그 이후 모든 통신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누텔라방식과 같이 
서로의 검색어를 포워딩해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트래픽 등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검색어, 검색결과, 파
일 전송 모두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네트워크 부하를 작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아바타간의 P2P 통신 
방법은 통상의 P2P 방식을 사용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은 별도의 가상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단말
기 컴퓨터의 바탕화면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상대방들의 아바타간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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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지금까지 사용자가 2인 경우, 즉 2개의 아바타가 각 사용자의 바탕화면에서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하였으나 사용자가 3이상인 경우에도 아바타서비스가 가능하며, 아바타를 이용한 통신 및 응용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명확하므로 그와 같이 복수의 아바타를 로딩하여 각종 축구, 농구 등의 구기게임과 자동차경주, 경마, 경륜 등의 게임과, 
바둑, 장기, 카드 등의 오락게임 등의 응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아바타게임은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축구, 농구, 바둑, 장기, 카드게임등을 진행하며, 사용자의 행동을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2D 또는 3D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게임에 참여하려면 게임서버로부터 게임을 다운받는데 일정량의 포
인트(point)가 필요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게임에서 승리한 사용자가 이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각 
사용자는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아바타 쇼핑몰에서 아바타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다른 게임에 참가할때 이를 이용할수
도 있다. 게임중 아바타를 이용하여 표정및 행동(2D/3D이미지)을 표현할 수 있다. 아바타 쇼핑몰은 아바타서비스를 제
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며, 각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아바타쇼핑몰에서 포인트 및 전자결제를 통하여 아바타 아이템
을 구매할 수 있다. 즉, 아바타쇼핑몰에서 각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은 축구 및 농구에 필요한 단체복 아바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이하, 축구게임에 대해서 첨부도면 도 7 내지 도 10b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아바타를 이용한 축구게임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아
바타를 이용한 축구게임은 각 사용자의 바탕화면에서 진행된다. 축구게임 참여자는 최소 2명이면 축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으나, 통상의 축구가 한팀이 11명으로 하므로 최대 22명까지 게임을 즐기도록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을 
따로 둘 수도 있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심판을 보도록 할 수도 있다. 참여인원이 20명 이하 (각팀별 10명씩)일 경우 
골키퍼를 사람이 할 것인지 컴퓨터가 할 것인지 선택할 수있다. 도 7에 의하면, 심판은 컴퓨터가 하고 한 팀이 4명으로 
그 중 1명은 골키퍼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게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각각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게
임에 참여한다. 게임에 참여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팀별로 유니폼을 아바타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착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도 8은 축구게임을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 A(86)가 게임서버(80)
에 축구게임방 만들기를 요청한다(S1). 게임서버(80)는 사용자 A(86)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축구 게임 
대기실(82)을 만든다(S2). 게임서버(80)는 사용자 A(86)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게임 대기실 정보를 사용자 A(86)
에게 전달한다(S3). 사용자 A(86)는 게임서버(80)로부터 받은 게임대기실정보를 이용하여 게임 대기실(82)에 접속
한다(S4). 마찬가지로, 사용자B(88)는 게임서버(80)에 현재 만들어저있는 게임 대기실 목록을 요청한다(S5). 게임서
버(80)는 대기중에 있는 게임 대기실 목록을 사용자 B(88)에게 전달한다(S6). 사용자B(88)는 게임서버(80)로부터 
받은 목록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한 게임 대기실(82)에 접속한다(S7). 게임대기실(82)은 게임 대기실에 접속한 사용
자 정보를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전달한다(S8). 이와 마찬가지로 축구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기 
사용자의 경우와 같이 게임서버(80)에 게임대기실 목록을 받아 게임대기실(82)에 접속한다. 게임서버(80)에서 게임 
대기실(82)을 통제하며, 게임을 진행할 수있는 최소인원이 게임대기실(82)에 접속할 때까지 사용자의 접속을 계속 대
기한다. 게임대기실(82)은 게임서버(80)의 제어하에 축구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용자에게 축구경기장 및 축구
관련 시설을 사용자의 바탕화면에 로딩하도록 하여, 축구게임을 진행할 수있는 최소인원이 접속을 했으면 게임대기실을 
만든 사용자A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용자 A가 게임진행 요청을 하면 축구게임이 진행된다. 여기서, 게임서버(80)는 축
구게임은 물론 다른 농구, 야구, 배구, 탁구 등의 구기 게임과, 자동차경주, 경마, 경륜 등의 흥행게임과, 바둑, 장기, 양
궁, 카드 등의 오락성 게임등을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신청하면 신청된 게임을 게임대기실에 올려놓는 식으로 설계
할 수 있다.
    

도 9는 축구게임에서의 게임서버와 사용자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축구경기에 참가한 사람은 게임서
버(80)로부터 게임진행지시를 받으며, 모든 사용자들(85-88)은 게임진행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아바타정보와 자신의 
정보를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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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a 및 도 10b는 축구게임에서 아바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10a 및 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 A(88)가 1번위치에서 2번 위치로 이동하면 사용자 A(88)는 위치 이동정보를 게임서버(80)에 전달하며 게임
서버(80)는 이를 게임에 참여하고있는 모든 사용자(85, 86, 87)에게 전달한다. 다른 모든 사용자들은 게임서버(80)
로부터 받은 정보와 게임 진행 전에 받은 아바타 아이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아바타를 바탕화면에 다시 출력해준다. 
이때 사람과 볼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게하며, 이 경우 볼을 차는 사람의 발의 움직임(방향각도, 세기)에 따라서 
볼의 움직임 및 이동위치가 결정되도록 설계한다. 상대방이 볼을 빼앗으려고 볼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경우 볼을 가진 
사람은 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직접 볼과 함께 이동하거나 볼을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볼이 이동
하는 경로에 있는 경우 볼을 빼앗긴 것으로 되도록 한다. 이러한 축구경기 방법은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본 발명
에서는 다만 바탕화면에 로딩된 아바타를 이용하여 축구경기등의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의 바탕화면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이다. 모든 사용자의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
달되며 게임서버(80)는 이를 다시 다른 모든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준다. 모든 사용자들은 게임서버(80)로
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화면을 갱신하여 각자는 게임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게임을 
수행하는 규칙 및 게임방법 등의 정보는 윈도우즈의 헬프기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공, 스코어보드, 심
판, 경기시간 등의 각종 게임에 필요한 것들은 게임서버로부터 일괄적으로 각자의 단말기로 다운로드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네트워크게임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존의 게임과는 다르게 각자의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별도의 브라우저 
등의 도움이 없이 아바타를 이용한 통신기술을 통하여 수행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게임에 참가하
는 사람들이 상호 채팅을 통하여 전략을 짤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단말기 바탕화면에 그러한 아바타 생성 방법 및 장치및 그를 이용한 커뮤니티 통신 
방법 및 시스템은 별도의 가상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바탕화면을 바로 통신공간으로 사용가능하게 하므로, 언제
나 사용자와 접점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기존의 아바타 커뮤니티 서비스가 특
정 사이트에 접속해야 가능했던 것에 비해 자신의 단말기 배경화면 자체를 커뮤니티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아바타서비
스 기술이다. 비디오 장면을 통해 실사 마네킨 아바타를 대량 생산가능하고,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중독성을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아바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축구게임 등의 단체경기 및 바둑, 장기 등의 개인대항 경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능성과 흥미요소를 결합하여 활성화가 용이하도록 한다. 기존의 게시판, 채팅, 모바일 서비스를 
아바타에 통합하여 사용가능하다. 또한 모바일기기의 메시징기능과 연동하여 모바일기기로의 다운로드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 증설 및 마케팅 비용 확보가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이 가능한 각 사용자 단말기의 요청에 의해 아바타서버로 하여금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상
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 선택된 아바타아이템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전송하고 그 
사용자 정보를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아바타 생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단말기버튼조작에 의해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입력창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입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아바타 생성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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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구축되어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하는 대화창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바타 생성방법.

청구항 4.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및 아바타사용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및

통신이 가능한 각 사용자 단말기의 요청에 의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 선택된 아바타아이템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전송하고 그 사용자 정보를 상
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아바타서버를 포함하는 아바타생성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단말기버튼조작에 의해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입력창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입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아바타 생성장치.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구축되어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하는 대화창을 제공하는 메신저서버 또는 채팅서
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바타 생성장치.

청구항 7.

단말기 사용자간에 커뮤니티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적어도 제1 단말기 사용자 및 제2 단말기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를 아바타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아바타서버는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 및 제2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 선택된 아바타를 각각 상기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으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가 통신을 원하는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아바타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d) 상기 아바타서버는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저장부로부터 검색
하여 검색된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제1 단말기의 바탕화면으로 전송하고,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
타를 저장부로부터 검색하여 검색된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e)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가 메시지를 상기 제1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에게 전송하고, 
상기 제2 단말기 사용자가 메시지를 상기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에게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 단말기 사용자간에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단말기버튼조작에 의해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입력창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입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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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구축되어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
에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하는 대화창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통신방법.

청구항 10.

제7항 내지 제9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한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자신의 아바타를 선택하여 
이동시키면, 상기 아바타서버로부터 받은 상대방 아바타의 위치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아바타의 이동된 위치정보를 구
하는 단계; 및 상기 구해진 아바타의 이동된 위치정보를 상대방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대방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자신의 아바타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11.

단말기 사용자간에 커뮤니티 통신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통신이 가능한 복수의 단말기;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및 아바타사용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통신이 가능한 각 사용자 단말기의 요청에 의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 선택된 아바타아이템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전송하고 그 사용자 정보
를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아바타서버를 포함하여, a) 적어도 제1 단말기 사용자 및 제2 단말기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
는 아바타를 아바타서버에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아바타서버는 저장부에 저장된 복수의 아바타아이템 중에서 상기 제
1 단말기 사용자 및 제2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 선택된 아바타를 각각 상기 제1 단말기 및 제2 단말기의 바탕
화면으로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가 통신을 원하는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아바타서버
에 요청하는 단계; d) 상기 아바타서버는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저장부로부터 검색하여 검색된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제1 단말기의 바탕화면으로 전송하고, 상기 제1 단
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저장부로부터 검색하여 검색된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타를 상기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으
로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제1 단말기 사용자가 메시지를 상기 제1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제2 단말기 사용자의 아
바타에게 전송하고, 상기 제2 단말기 사용자가 메시지를 상기 제2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제1 단말기 사용자의 아바
타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 단말기 사용자간에 통신을 수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단말기버튼조작에 의해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입력창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입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구축되어 상기 아바타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사이
에 문자, 음성, 영상 또는 그래픽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하는 대화창을 제공하는 메신저서버 또는 채팅서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한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자신의 아바타를 선택하여 이동시키면, 
상기 아바타서버로부터 받은 상대방 아바타의 위치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아바타의 이동된 위치정보를 구하는 단계; 
및 상기 구해진 아바타의 이동된 위치정보를 상대방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대방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자신의 아바
타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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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의 바탕화면을 이용한 게임방법에 있어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각자 자신의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아바타서버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아바타를 다운로드하여 디
스플레이하는 단계;

게임에 참가하는 다른 사람들의 아바타를 아바타서버로부터 자신의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받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게임화면을 요청하면 게임서버는 게임대기실을 만드는 단계; 및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신의 단말기를 상기 게임대기실로 접속하여 게임화면을 자신의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디스플
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게임을 수행하는 게임방벙.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게임서버는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용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게임대기실을 제
작하여,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용자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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