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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을 다양한 기기 에서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서버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저장하는 단계; 고객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단계; 상기 고객

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회원인증을 받은 후, 각 기기를 등록을 하고 각 기기로 전송할 콘텐츠들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서버가 선택된 콘텐츠들을 독출하여 상기 등록된 각 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등록된 각 기기에서, 고객이 전송된

콘텐츠 중에서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을 이용하면, 특정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콘텐츠를 올리고, 이렇게 다양한 자에 의해 올려진

콘텐츠가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간에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결국은 새로운 콘텐츠

유통 공간이 창출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저장하는 단계;

고객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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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객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회원인증을 받은 후, 각 기기를 등록을 하고 각 기기로 전송할 콘텐츠들을 선택하는 단

계;

상기 서버가 선택된 콘텐츠들을 독출하여 상기 등록된 각 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등록된 각 기기에서, 고객이 전송된 콘텐츠 중에서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는 사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는 상기 서버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상기 등록된 각 기기로의 전송이 인터넷에 의해 수행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는 상기 서버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와 USB통신이 가능하고, 상기 등록된 각 기기로의 전

송이 상기 서버와 PC사이의 인터넷 접속과 상기 PC와 기기 사이의 USB통신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된 기기는 디지털 액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된 기기는 이동통신 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된 기기로의 전송은 일정 시간 주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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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의 저장은 사전에 할당받은 저장공간에 앨범화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기

기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을 다양한 기기 에서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또는 기타 PC에 저장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을 고객이 가입한 단체 또는

그룹 내의 구성원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 구성원이 선택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한 기기(영상

전화기, PC, 핸드폰, 디지털액자, TV)에 전송하여 공유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족이나 연예인 사진 등을 전자적인 수단으로 액자형태로 보기 위하여, 디지털 액자가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고객은 디

지털 액자 서비스에 가입을 한 후, 필요한 개수 만큼의 디지털 액자를 구매하고, 각 디지털 액자를 서비스 회사의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각 디지털 액자에 미리 선택된 사진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액자 서비스를 위하여, 종래의 시바닷컴사의 디지털 액자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시바닷컴의 사이트 회원으

로 등록하고 원하는 개수의 디지털액자를 구입하여 이 사이트에 디지털액자들을 등록하고,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사진을

사이트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저장된 사진은 이 사이트가 하루에 1회씩 디지털액자와 전화선 통신을 수행하여 저장된 사진을 디지

털액자로 전송하여 저장된 사진이 디지털 액자의 화면에 표시되게 된다.

결국, 이 시바닷컴사의 서비스는 한 개의 콘텐츠(예를들면, 사진)를 디지털 액자를 가진 소수의 지정된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편, SKT의 경우도 미국의 시바닷컴사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디지털액자와 사이트간의 전송방식에 있어서 Ethernet 방

식으로 전송을 수행하고 10분 마다 전송이 이루어져서 거의 실시간으로 사이트에서 디지털액자로 전송한다.

그러나 이 SKT의 서비스는 오직 지정된 컨텐츠를 한 개의 디지털 액자로만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기술에 따른 디지털 액자 서비스는 전용 디지털 액자에서만 사진이 표시되고, 가입자가 저장한 사진만이 표시

되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콘텐츠(예를들면, 연예인 사진, 희귀 사진, 동영상

등)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유하고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방식(시바닷컴, SKT서비

스)으로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종래기술의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진, 캐렉터, 동영상 등)들을 다양한 기

기(영상 전화기, PC, 핸드폰, 디지털액자, TV)에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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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저장하는 단계; 고객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단계; 상기 고객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회원인증을 받은 후, 각 기기를 등록을 하고 각 기기로 전송할 콘텐츠들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서버가 선택된 콘텐츠들을 독출하여 상기 등록된 각 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등록된 각 기기에서, 고객이 전송된

콘텐츠 중에서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한다.

이제, 본 발명의 방법의 설명하기 위하여, 특정 연예인(A)의 연예기획사(B) 에서 인터넷 카페(C)를 개설하여 이 연예인(A)

의 사진들을 이 카페에 올리고, 펜들(고객)(D)이 카페(C)에서 자신이 소유한 기기 또는 타인의 기기로 원하는 사진들을 전

송하여 사진이 다양한 기기에서 표시되는 과정을 도1, 2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연예기획사(B)는 저장공간을 할당받아, 소속된 특정 연예인(A)을 위한 카페(C)를 개설한다(S1). 이 카페 개설 과정은

인터넷 상의 통상의 카페 구성 방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개설된 카페(C)에 연예기획사(B)는 연예인(A)의 사진을 올려 저장한다(S2). 이때, 사진을 올리는 방식은, 예를들면

도1에서와 같이 연예인의 유년기 앨범(E1), 신인시절앨범(E2), 최근 동향 앨범(E3) 등과 같은 방식으로 앨범화하여 올리

면 고객(D)이 검색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연예인(A)의 사진이 앨범화되어 카페(C)에 올려진 후, 액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펜)(D)은 이 카페(C)에 회

원가입을 한다(S3). 이때, 서비스 받을 기기가 없어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즉,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사이트

내에 공개되어 있는 여러 콘텐츠들을 열람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원 가입 이후에 고객(D)이 카페(C)에 접속하여 인증과정을 거친 후에 카페(C)로 들어가서 도3과 같은 화면에

서 영상전화기(VT) 번호를 입력하고 옆의 사진 선택 메뉴를 선택하여 사진 앨범이 나오면 영상 전화기(VT)에 전송될 연

예인(A)의 유년기 앨범(E1)의 사진(P(1,3)), 신인시절앨범(E2)의 사진(P(2,1))을 선택하고, 다시 사진 앨범에서 빠져나와

서 도3의 화면에서 휴대폰(HP) 번호를 입력하고 옆의 사진 선택 메뉴를 선택하여 사진 앨범이 나오면 핸드폰(HP)에 전송

할 최신동향 사진들(P(3,1), P(3,3))을 선택하며, 또한 PC전송 사진 선택 메뉴를 선택하여 사진 앨범이 나오면 PC로 전송

할 최신동향 사진(P(2,2))을 선택하도록 한다(S4).

이때에 선택된 사진을 각 기기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유료로 하고자 하는 경우, 즉 본 발명의 서비스를 유료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예기획사(B)는 고객(D)의 카페 가입시에 인증과정을 거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고객(D)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고객(D)의 핸드폰 번호로 서비스요금을 청구하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신용카드로 서비스 요

금을 청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영상전화기(VT)와 핸드폰(HP)의 고유번호(전화번호)와, 각 기기를 위해 선택된 사진들에 대한 정보와, 비용

청구 핸드폰 번호 또는 신용카드 번호에 대한 정보가 카페용 서버(S)에 도4와 같은 고객 정보 DB에 저장된다(S5).

다음으로, 카페용 서버(S)에서는 각 기기(영상전화기(VT),핸드폰(HP), PC)로 컨텐츠(사진)를 전송한다(S6).

마지막으로 각 기기에서는 수신된 사진 파일들을 확인하여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선택된 사진이 화면

에 표시되게 된다(S7),

다음으로, 카페용 서버(S)에서 각 기기(영상 전화기, PC, 핸드폰, 디지털액자, TV)로, 선택된 사진(콘텐츠)을 전송하는 방

식에 대해 도5를 참고로 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방법은 기기가 유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예를들면, 영상전화기, 인터넷 가능PC, 디지털 액자, 인터넷 가능

TV)인 경우이다.

해당 기기들은 유선 인터넷 포트를 가지고 있고 이 인터넷 포트를 통해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내장된 프

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Ethernet 방식으로 카페용 서버(S)(카페 사이트)에서 각 기기들과 ADSL, VDSL

을 통해 인터넷 통신을 하여, 선택된 사진(콘텐츠)을 카페용 서버(S)에서 수신한다.

두 번째 방법은 기기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기(예를들면, 인터넷 불가능한 PC, 인터넷 불가능 TV)인 경우에는 USB

방식으로 통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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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가정에 있는 ADSL 또는 VDSL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PC를 통해 인터넷으로 카페용 서버(S)에서 선택된 사

진들(콘텐츠)을 전송하면 PC에 있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구동되어 전송된 콘텐츠들을 PC에 있는 USB

포트를 이용하여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USB로 전송하게 된다.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 PC에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통신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내장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기기들이 직접 카페용 서버(S)(카페 사이트)와 인터넷 통

신하는 대신해, 일반 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통신기능을 수행한 뒤 USB를 통해 해당 기기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법은 기기가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경우(예를들면, 핸드폰, 휴대인터넷폰 등의 이동통신 기기)이다.

이때에는 카페 사이트에 있는 시스템 내용들을 이동통신 기기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무선인터넷용 사이트로 전면적인 재

구축 작업을 하여, 이러한 이동통신 기기들에서 특정 메뉴 또는 버튼을 선택하면, 무선인터넷용 사이트로 접속하여 다운

받으면 된다.

다음으로, 앨범의 속성에는 2가지가 있는데 자동전송 방식과 수동전송 방식이 있다. 수동전송 방식은 고객(D)이 기기 고유

번호(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콘텐츠(사진)를 직접 선택하면, 선택된 사진이 한 번만 기기들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고

객(D)이 사진의 갱신을 원할 때마다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된 사진을 다시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동전송 방식은 등록된 기기들에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선택된 사진을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선

택된 사진이 갱신되면 기기의 사진이 자동으로 갱신된 사진으로 변경하게 된다.

다음으로, 각 기기에 내장되는 콘텐츠(사진) 재생 프로그램과 재생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콘텐츠들을 디스플레이 하는 기기(영상 전화기, PC, 핸드폰, 디지털액자, TV)들은 정해진 프로토콜이 내장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프로그램을 각 기기들의 메뉴 또는 버튼 기능을 통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이 프로그램은 해당 기

기에서 자동으로 구동된다.

각 기기들에 재생되는 방식은 각 기기들에 따라 상이하지만, 디지털액자와 같은 전용 디스플레이 기기의 경우에는 전원을

켜면 바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해당 콘텐츠들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게 하고, 다른 기기들의 경우에는 이용자

가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야만 콘텐츠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이제,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위에서는 연예인 카페를 예를들어 설명하여, 콘턴츠를 올리는 자를 연예기획사로 하고 컨텐츠를 다운 받는 자를 이 연애인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특징은 콘텐츠를 올리는 자가 다양해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자에 의해 올려진 콘텐츠가 자신의 기기

에 저장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간에 자유롭게 전송되어 공유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콘텐츠 유통 공간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결국, 본 발명이 제시한 모델은 이용자 스스로 콘텐츠를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개방된 유통공간이다.

예를들면, 본 발명을 이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 또는 기러기 가족들간의 서로의 친밀감과 동질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족 사진 등)들을 서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콘텐츠의 보호에 있다.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복제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서비스

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다운받은 상태에서 복제가 가능 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본 발명은 원천적으로 서버에만 콘텐츠가 있고, 이미 기기로 들어간 콘텐츠는 외부로 데이터 유출이 어렵다는 것이

다. 그래서 콘텐츠를 거래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 놓고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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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을 이용하면, 특정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콘텐츠를 올리고, 이렇게 다양한 자에 의해 올려진

콘텐츠가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간에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결국은 새로운 콘텐츠

유통 공간이 창출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도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 흐름도

도3은 본 발명의 액자 서비스의 화면을 도시함

도4는 본 발명의 액자 서비스용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함

도5는 본 발명의 콘텐츠 전송 방식을 도시함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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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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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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