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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건강 및 체력관리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웹사이트 방문자가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건강 및 체력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업 방법(BM)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으로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과거 건강 및 체력과 관련한 정보들의 기록을 누적 시켜 활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인 애완동물의 건강 및 체력관리의 기회를 증대 시키고, 또한 애완동물 병원에서 동일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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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색인어
애완동물, 체력, 건강관리, 누적기록, 종(種), 체중, 키, 체지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웹사이트 방문객과 웹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의 상호작용을 표현한 개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의 방문객이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건강과 체력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업 방법(B
M)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해서는 애완동물병원에 직접 출두하여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건강검
진을 받아 왔으며, 기록된 검진 내역을 병원에서 보관하여 일반인들이 자신의 애완동물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해 기존
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힘들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애완동물을 사육중인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종(種), 체중, 키, 체지방 등의 정보를 누
적하여 입력 후 언제든지 과거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완동물의 건강 및 체력관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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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인이 입력한 누적된 기록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과정(Log-in)을 거친다.

(2) 과거 누적된 기록의 뒤로 최근 측정한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키, 체중, 체지방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3) 과거 누적된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기록을 열람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과거 건강 및 체력과 관련한 정보들의 기록을 누적 시켜 활
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인 애완동물의 건강 및 체력관리의 기회를 증대 시키고, 또한 애완동물 병원에서 동일
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건강 및 체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1)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종(種)을 입력하고

(2)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체중을 입력하고

(3)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키를 입력하고

(4)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체지방을 입력하고

(5) 일정기간 동안 상기 기록들을 누적 시켜

(6) 누적된 기록들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7) 누적된 과거의 기록들을 참고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육중인 애완동물의 건강 및 체력관리에 이용하는 영업 방법(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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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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