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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이 게시된다. 본 발명의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은 사
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압축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압축 영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압축 영
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 소정의 화일크기를 가지는 영상 데이터의 미리보기화일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생성된 미리보
기화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전술한 본 발명의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은 압축 영상 데이터 및 미리보기화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압축 
영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 소정의 화일크기를 가지는 미리보기화일을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사용자의 단
말기로부터 압축 영상 데이터에 대한 요청신호가 수신되면, 사용자가 압축 영상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는 메인 서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따르면,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검색 서비스는 
물론, 영상 데이터의 공유, 특정인에게의 영상 데이터 전송, 앨범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영상 데이터, 사진, 압축, 미리보기화일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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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2a 내지 도2c는 도1의 메인 서버가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데이터와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에서, 영상 데이터를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4는, 도3의 순서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는, 도3의 순서도에서, 사용자에게 압축사진화일 및 그 미리보기화일의 공유여부를 지정받기 위한 화면을 개략적으
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에서,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 
및 배경화면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앨범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7은, 도6의 순서도에서, 사용자에게 앨범에 삽입될 사진을 선택받기 위한 화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8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에서,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
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9는 도1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0은 도1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앨범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1은 도1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사용자 단말기 20: 메인 서버

30: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여 사용자가 이동중에 피사체의 영상을 촬영/압축/저장하고, 외부의 영상 데이터를 관
리하는 시스템으로 압축된 영상화일(이하, " 압축사진화일" 이라 함)을 전송할 수 있는 단말기가 개발되었다. 이와 같
은 단말기의 저장용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압축사진을 수신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상기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종래의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압축사진
화일을 수신하여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상기 사용자의 요청시, 상기 저장된 압축사진화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인출하여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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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 서비스만을 수행하는 사용상의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압축사진화일을 이용하여 앨범을 제작하거나, 압축사진화일을 다른 사용
자에게 전송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을 원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한 영
상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은 피사체의 영상을 촬영/압축/저장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
된 압축 영상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제공되는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은 통신망을 통해 접속되는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압축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A)
단계;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B)단계;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 소정의 화일
크기를 가지는 상기 영상 데이터의 미리보기화일을 생성하는 C)단계; 및 상기 생성되는 미리보기화일을 상기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는 D)단계를 포함한다.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일면은 피사체의 영상을 촬영/압축/저장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된 압축 영상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제공되는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영상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압축 영상 데이터 및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에 상응하는 미리보기화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을 통해 접속되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압축 영상 데이터가 수신되는 경
우,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 소정의 화일크기를 
가지는 미리보기화일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되는 미리보기화일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
로부터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에 대한 요청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미리보기화일을 인출하여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므로써, 상기 사용자가 원하는 압축 영상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는 메인 서버를 포함한다.
    

전술한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인식될 것이다. 
그러면, 첨부된 도1 내지 도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영상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통신망(1)에 접속되는 사용자 단말기(10), 메인 서버(20) 및 상기 메인 서버(20)에 
연결되는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통신망(1)은 사용자 단말기(10)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받아, 유선으로 메인 서
버(20)로 전송하는 데이터통신망이다.

    
상기 사용자 단말기(10)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의 휴대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피사체의 영상을 
촬영/압축/저장하며, 통신망(1)을 통해 저장된 압축 영상 데이터(이하, " 압축사진화일" 이라 함)를 메인 서버(20)로 
송신하거나, 메인 서버(20)로부터 송신되는 소정의 화일을 수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말기(10)를 이용하여 사용자
는 메인 서버(20)에 앨범제작을 의뢰하거나, 압축사진화일을 다른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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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상기 사용자는 메인 서버(20)로 압축사진화일을 전송할 때 상기 압축사진화일의 공유여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상기 메인 서버(20)는 회원으로 등록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에 저장하여 관리하며,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제공하는 압축사진화일을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에 저장하고, 상기 압축사진화일
의 압축을 풀어 실제 사진 보다 화일 크기가 소정정도만큼 작은 미리보기화일을 생성하여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30)에 저장한다. 그리고, 메인 서버(20)는, 통신망(1)을 통해, 사용자에게 앨범제작 서비스, 사진 전송 서비스, 사진 
공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메인 서버(20)는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다수의 서버로 분산되어 본 발명의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및 
메시지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메인 서버(20)는 통신서버(20a), 웹서버(20b), 인증서버(20c), 
사진관리서버(20d), 검색서버(20e), 앨범제작서버(20f) 및 메일서버(20g)로 분산될 수 있다.

상기 통신서버(20a)는 통신망(1)에 접속되며, 통신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사용자 단말기(10)와 메일서버(20g) 간의 
통신을 인터페이싱한다.

    
상기 웹서버(20b)는 그에 접속하는 사용자 단말기(10)를 인증서버(20c)에 접속시키고, 상기 사용자가 등록된 회원으
로 인증되면, 상기 사용자 단말기(10)로 사진등록, 앨범제작, 사진전송 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형성된 홈페
이지의 초기화면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웹서버(20b)는 사용자가 사진등록 서비스를 선택하면 사용자 단말기(10)
를 사진관리서버(20d)에 접속시키고, 사용자가 앨범제작 서비스를 선택하면 사용자 단말기(10)를 앨범제작서버(20f)
에 접속시키며, 사용자가 사진전송 서비스를 선택하면 사용자 단말기(10)를 검색서버(20e) 및 메일서버(20g)에 접속
시킨다.
    

    
상기 인증서버(20c)는 그에 접속되는 사용자 단말기(10)로부터 회원 I.D. 및 패스워드를 수신하고, 종합정보관리 데
이터베이스(30)를 검색하여 접속된 사용자가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인지를 조사한다. 상기 조사결과, 상기 사용자가 
등록된 회원이 아닌 경우, 상기 인증서버(20c)는 사용자로부터 성명,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의 개
인정보 및 원하는 회원 I.D. 및 패스워드를 수신하고, 상기 사용자를 회원으로 등록시킨다. 이때, 상기 인증서버(20c)
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회원 I.D. 및 패스워드를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에 저장하고, 상기 사용자가 다시 로그
인하도록 유도한다. 반면에, 상기 조사결과, 상기 사용자가 등록된 회원인 경우, 상기 인증서버(20c)는 인증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상기 사진관리서버(20d)는 그에 접속되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부터 압축사진화일을 수신하여 종합정보관리 데이터
베이스(30)에 저장한다. 동시에, 상기 사진관리서버(20d)는 압축사진화일의 압축을 풀어 실제 사진 보다 화일 크기가 
소정정도만큼 작은 미리보기화일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미리보기화일을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에 저장하
되, 상기 압축사진화일에 링크시킨다. 그리고, 상기 사진관리서버(20d)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 공유여부 지정화면
을 제공하여,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압축사진화일 및 그 미리보기화일을 공유할지의 여부를 지정받는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가 압축사진화일 및 그 미리보기화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정하는 경우, 사진관리서버(20d)는 종합정보관리 데
이터베이스(30)에 지정된 공유여부를 기록하고, 상기 사용자 뿐만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의 압축사진화일 또는 
그 미리보기화일을 요청하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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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색서버(20e)는 그에 접속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공유로 지정된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사진 검색 서비
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검색서버(20)는 앨범제작서버(20f) 및 메일서버(20g)로부터 전송되는 미리보기화일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를 검색하고, 상기 미리보기화일에 대응되는 압축사진화일을 종
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로부터 인출하여 앨범제작서버(20f) 또는 메일서버(20g)로 전송한다.

    
상기 앨범제작서버(20f)는 그에 접속되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압축사진화일들에 대응하는 
미리보기화일 선택화면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앨범제작서버(20f)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미리보기화일에 대한 
정보를 검색서버(20e)로 전송하며, 상기 검색서버(20e)로부터 전송되는 압축사진화일의 압축을 풀어 앨범에 삽입하
므로써, 사용자가 요청한 앨범을 제작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앨범제작서버(20f)가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
로부터 다수의 배경화면을 인출하여 사용자 단말기(10)로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배경화면을 앨범에 
삽입한다.
    

    
상기 메일서버(20g)는 그에 접속되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부터 압축사진화일을 전송받을 다른 사용자의 단말기의 
주소(예를 들어, 무선 휴대 단말기의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등)를 제공받으며,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압축사진화일들
에 대응하는 미리보기화일들을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로부터 인출하여 사용자 단말기(10)로 전송한다. 그리
고, 상기 메일서버(20g)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미리보기화일에 대한 정보를 검색서버(20e)로 전송하며, 상기 검
색서버(20e)로부터 전송되는 압축사진화일을 다른 사용자의 단말기의 주소로 전송한다.
    

    
이러한 경우, 상기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는 사용자 개인에 관련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30a)와, 사용자의 단말기(10)로부터 제공되는 압축사진화일들 및 상기 압축사진화일들에 대응되는 미리보기화일을 저
장하는 사진 데이터베이스(30b)와, 앨범에 삽입될 배경화면을 저장하는 배경화면 데이터베이스(30c)로 분산되어 관
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는 메인 서버(20)로부터 제공 또는 요청되는 정보 및 메시지
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도2a 내지 도2c는 도1의 메인 서버가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데이터와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a를 참조하면, 상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30a)는 사용자의 회원 I.D., 패스워드, 성명,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주
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도2b를 참조하면, 상기 사진 데이터베이스(30b)는 사용자의 회원 I.D., 패스워드,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압축사진화일
들, 상기 압축사진화일들에 각각 대응하는 미리보기화일들, 상기 압축사진화일 및 미리보기화일들의 공유여부 등과 같
이 사진에 관련되는 정보를 저장한다.

도2c를 참조하면, 상기 배경화면 데이터베이스(30c)는 캐릭터1, 캐릭터2, 캐릭터3 등의 캐릭터 배경과, 산, 바다, 강 
등의 자연배경 등과 같이 앨범에 삽입될 배경화면을 저장한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에서,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사진을 등록하는 과
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1 및 도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은 사용자
가 단말기(10)를 이용하여 웹서버(20b)에 접속하면(S300), 상기 웹서버(20b)는 사용자의 단말기(10)를 인증서버(
20c)에 접속시킨다. 이때, 상기 인증서버(20c)는 그에 접속되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 회원 I.D. 및 패스워드를 입
력하도록 형성된 로그인화면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로그인하도록 하며(S310), 사용자 데이터베이스(30a)를 검색하여 
로그인한 사용자가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인지를 조사한다(S320). 여기서, 상기 사용자가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인증서버(20c)는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회원으로 등록시킨다(S325).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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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기 사용자가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인증서버(20c)는 인증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상기 인증 메시지가 발생되면, 상기 웹서버(20b)는 소정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사용자의 
단말기(10)로 제공한다(S330). 도4를 참조하면, 상기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는 사진등록버튼(401), 앨범제작버튼(
403) 및 사진전송버튼(405)이 구비된다.

이어, 상기 초기화면 상에서 사진등록버튼(401)이 클릭되면, 상기 웹서버(20b)는 사진등록 신호를 수신하여(S340), 
상기 사용자 단말기(10)를 사진관리서버(20d)에 접속시킨다. 이때, 상기 사진관리서버(20d)는 그에 접속되는 사용자
의 단말기(10)로부터 압축사진화일을 수신하여 사진 데이터베이스(30b)에 저장한다(S350).

동시에, 상기 사진관리서버(20d)는 압축사진화일의 압축을 풀어, 즉 압축을 해제하여(S360), 실제 사진보다 화일 크
기가 소정정도만큼 작은 미리보기화일을 생성하고, 사진 데이터베이스(30)에 저장한다(S370).

그런 다음, 상기 사진관리서버(20d)는 사진 데이터베이스(30b)에 저장된 압축사진화일의 공유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을 사용자의 단말기(10)로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압축사진화일 및 미리보기화일의 공유여부를 지정받는다(
S380). 도5를 참조하면, 상기 공유지정화면에는 생성된 미리보기화일과 공유버튼(501) 및 공유않함 버튼(503)이 구
비된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가 공유버튼(501)을 클릭하는 경우, 사진관리서버(20d)는 사진 데이터베이스(30b)에 압축사진화
일 및 그 미리보기화일에 대한 공유사항을 기록한다(S390). 이러한 경우, 상기 사진관리서버(20d)는 공유되는 압축사
진화일 및 그 미리보기화일의 요청시 상기 사용자 뿐만아니라 다른 사용자에게도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하면, 사용자가 촬영하여 다른 사람들에
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상기 사용자가 공유않함 버튼(503)을 클릭하는 경우, 상기 사진관리서버(20d)는 사진 데이터베이스(30b)에 
압축사진화일 및 그 미리보기화일에 대해 공유않음을 기록한다(S385).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에서,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 
및 배경 그림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앨범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1 및 도6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단말기(10)를 이용하여 웹서버(20b)에 접속하는 경우(S600), 상기 웹서버(20b)가 사용자의 단말기(10)를 
인증서버(20c)에 접속시켜 사용자가 로그인하도록 하며(S610), 인증서버(20c)는 사용자가 등록된 회원인지를 조사
하여(S620), 사용자를 회원으로 등록시키거나(S625), 인증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상기 인증 메시지가 발생되
면, 상기 웹서버(20b)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제공한다(S630). 여기서, 상기 S600단계, S
610단계, S620단계, S625단계 및 S630단계는 도3의 S300단계, S310단계, S320단계, S325단계 및 S330단계와 실
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어, 도4에 도시된 초기화면 상에서 앨범제작버튼(403)이 클릭되면, 상기 웹서버(20b)는 앨범제작의뢰 신호를 수신
하여(S640), 상기 사용자 단말기(10)를 앨범제작서버(20f)에 접속시킨다.

    
이때, 상기 앨범제작서버(20f)는 사진 데이터베이스(30b)를 검색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압축사진화일에 대응하는 미리
보기화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미리보기화일 선택화면을 사용자의 단말기(10)로 제공한다(S650). 도7을 참조하면, 상기 
미리보기화일 선택화면에는 사용자의 압축사진화일들에 각각 대응하는 다수의 미리보기화일들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기 위한 다음버튼(701)과, 이전 페이지를 다시 보기위한 이전버튼(703)과, 상기 미리보기화일의 선택을 종료하기 
위한 완료버튼(705)이 구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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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기 사용자가 소정의 미리보기화일을 선택하면, 상기 앨범제작서버(20f)는 미리보기화일의 선택신호를 수신한
다(S660). 이때, 상기 앨범제작서버(20f)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미리보기화일에 대한 정보를 검색서버(20e)로 
전송한다.

그런 다음, 상기 앨범제작서버(20f)는 배경화면 선택화면을 사용자 단말기(10)로 제공하고(S670), 상기 사용자의 단
말기(10)로부터 앨범에 삽입될 배경화면의 선택신호를 수신한다(S680). 동시에, 상기 앨범제작서버(20f)는 검색서버
(20e)로부터 선택된 미리보기화일에 대응하는 압축사진화일을 전송받아 압축을 해제한다(S690).

그런 다음, 상기 앨범제작서버(20f)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사진과 배경화면이 삽입된 앨범을 제작한다(S695).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하면, 사용자가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사용자가 원할 때 화일크기가 실제 사진보다 작은 미리보기화일을 이용하여 저장된 
사진들을 모아 기념앨범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도8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에서,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
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1 및 도8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단말
기(10)를 이용하여 웹서버(20b)에 접속하면(S800), 상기 웹서버(20b)가 사용자의 단말기(10)를 인증서버(20c)에 
접속시켜 사용자가 로그인하도록 하며(S810), 인증서버(20c)는 사용자가 등록된 회원인지를 조사하여(S820), 사용
자를 회원으로 등록시키거나(S825), 인증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상기 인증 메시지가 발생되면, 상기 웹서버(
20b)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제공한다(S830). 여기서, 상기 S800단계, S810단계, S820
단계, S825단계 및 S830단계는 도3의 S300단계, S310단계, S320단계, S325단계 및 S330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
하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어, 도4에 도시된 초기화면 상에서 사진전송버튼(405)이 클릭되면, 상기 웹서버(20b)는 사진전송 요청신호를 수신
하여(S840), 상기 사용자 단말기(10)를 메일서버(20g)에 접속시킨다.

이때, 상기 메일서버(20g)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 사진을 전송받을 다른 사용자, 즉 수신자의 주소 입력화면을 제공
하여(S850), 수신자의 주소를 수신한다(S860). 그런 다음, 상기 메일서버(20g)는 사진 데이터베이스(30b)를 검색하
여,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미리보기화일 선택화면을 사용자의 단말기(10)로 제공한다(S870).

이어, 상기 사용자가 소정의 미리보기화일을 선택하면, 상기 메일서버(20g)는 미리보기화일의 선택신호를 수신한다(S
880). 그리고, 상기 메일서버(20g)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미리보기화일에 대한 정보를 검색서버(20e)로 전송하
며, 상기 검색서버(20e)로부터 선택된 미리보기화일에 대응하는 압축사진화일을 제공받아 수신자의 단말기 주소로 전
송한다(S890).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하면, 사용자는 화일크기가 실제 사진보
다 작은 미리보기화일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을 공유하지 않고도, 특정 사용자에게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

도9는 도1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서 사진등록버튼(401)을 클릭하면, 메인 서버
(20)는 ① 사진등록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이때, 상기 메인 서버(20)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부터 ② 압축사진화일
을 수신하여,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에 저장한다.

동시에, 상기 메인 서버(20)는 압축사진화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실제 사진보다 화일 크기가 소정정도만큼 작은 ③ 미
리보기화일을 생성하고,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에 저장한다.

이어, 상기 메인 서버(20)는 ④ 공유여부 지정화면을 사용자의 단말기(10)로 전송하여, 사용자로부터 그가 제공한 압
축사진화일 및 그 미리보기화일의 공유여부를 지정받고, 사용자 단말기(10)로부터 수신되는 ⑤ 공유여부를 종합정보관
리 데이터베이스(30)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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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은 도1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앨범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서 앨범제작버튼(403)을 클릭하면, 메인 서버(20)는 ①
´앨범제작의뢰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이때, 상기 메인 서버(20)는 사용자에게 ②´미리보기화일 선택화면을 제공하
여, ③´미리보기화일의 선택신호를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메인 서버(20)는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에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미리보기화일에 대응하는 
압축사진화일을 검색하고, ④´배경화면 선택화면을 사용자의 단말기(10)로 제공한다. 동시에, 상기 메인 서버(20)는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로부터 검색된 ⑤´압축사진화일을 인출하여 압축을 해제한다.

이어,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10)로부터 앨범에 삽입될 ⑥´배경화면의 선택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메인 서버(20)는 선
택된 ⑦´배경화면을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로부터 인출하여 압축해제된 사진과 함께 제작되는 앨범에 삽입
한다.

    
도11은 도1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1에 도시된 바
와 같이, 회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서 사진전송버튼(405)을 클릭하면, 상기 메인 서버(20)는 
①˝사진전송 요청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이때, 상기 메인 서버(20)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 사진을 전송받을 다른 
사용자의 주소(예를 들어,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등)를 입력하도록 형성된 ②˝수신자 주소 입력화면을 제공하여, ③
˝수신자의 주소를 수신한다.
    

이어, 상기 메인 서버(20)는 사용자의 단말기(10)로 ④˝미리보기화일 선택화면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단말기(10)로
부터 ⑤˝미리보기화일 선택신호를 수신한다. 이러한 경우, 상기 메인 서버(20)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미리보기화
일에 대한 정보를 종합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30)에서 검색하여 선택된 미리보기화일에 대응하는 ⑥˝압축사진화일을 
제공받아 수신자의 단말기(10-1)로 전송한다.

한편, 전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사용되
는 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마그네틱 기록
매체(예를 들면, 롬(ROM),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매체(예를 들면, 씨디롬(CD-ROM), 디브이
디(DVD)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기록매체의 실시예는 피사체의 영상을 촬영/압축/저장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된 압축 영상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제공되는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영상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는 통신망을 통해 접속되는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압축 영상 데
이터를 수신하는 A)모듈;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B)모듈;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 소정의 화일크기를 가지는 상기 영상 데이터의 미리보기화일을 생성하는 C)모듈; 및 상기 생성되는 미리보기화일
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D)모듈을 구비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 모듈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지식을 지닌 프로그래
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
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은 사진을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검색서
비스는 물론, 사진의 공유, 사진의 전송, 앨범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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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술한 본 발명에 의하면, 화일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미리보기화일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저장된 영상 데이터
를 검색하도록 하므로, 검색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사체의 영상을 촬영/압축/저장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된 압축 영상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사용자의 단말
기로부터 제공되는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되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압축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A)단계;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B)단계;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 소정의 화일크기를 가지는 상기 영상 데이터의 미리보기화일을 생성하는 C)단계
; 및

상기 생성되는 미리보기화일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D)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되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압축 영상 데이터를 다른 사용
자의 단말기로 전송할 것을 요청받는 E)단계;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다른 사용자의 단말기의 주소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F)단계;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미리보기화일을 제공하는 G)단계;

상기 미리보기화일에서 상기 다른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될 영상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로부터 선택받는 H)단계; 및

상기 선택된 미리보기화일에 대응하는 압축 영상 데이터를 상기 다른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I)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되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가 삽입되는 앨범
제작을 의뢰받는 J)단계;

상기 앨범제작을 의뢰하는 사용자의 단말기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미리보기화일을 제공하는 K)단계;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미리보기화일에서 상기 앨범에 삽입될 영상 데이터를 선택받는 L)단계; 및

상기 선택되는 영상 데이터의 압축화일을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인출하여 압축을 풀고, 상기 사용자에 의뢰된 앨범
을 제작하는 M)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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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미리보기화일의 공유를 지정받는 N)단계; 및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는 다른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미리보기화일에 대한 요청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다른 사용자의 단말기로 요청된 미리보기화일을 제공하는 O)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

청구항 5.

피사체의 영상을 촬영/압축/저장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된 압축 영상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사용자의 단말
기로부터 제공되는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 및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에 상응하는 미리보기화일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되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압축 영상 데이터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
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 소정의 화일크기를 가지는 미리보기화일을 생
성하고, 상기 생성되는 미리보기화일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압축 영상 데
이터에 대한 요청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미리보기화일을 인출하여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
므로써, 상기 사용자가 원하는 압축 영상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는 메인 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피사체의 영상을 촬영/압축/저장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된 압축 영상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사용자의 단말
기로부터 제공되는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접속되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압축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A)모듈;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B)모듈;

상기 압축 영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 소정의 화일크기를 가지는 상기 영상 데이터의 미리보기화일을 생성하는 C)모듈
; 및

상기 생성되는 미리보기화일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D)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 코드
로 기록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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