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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메인서버는 가맹 사진점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가맹 사진점의 고객별 전용 메모리 공간
을 제공하여 가맹 사진점의 자료 관리를 대행하고;

가맹 사진점은 고객의 사진 인화 요청시 고객에 전용 아이디를 부여하고 맡긴 사진 또는 필름을 스캐닝하여 서버에 고
객 전용 아이디로 구분되는 전용 메모리 공간에 업로드 시키고;

고객은 메인서버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고객 전용 아이디)를 통해 전용 메모리 공간에서 사진을 그림 파일로 다운받아 
받도록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포토샵 서비스 방법이다.

    
따라서 개인 고객이 메인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사진을 찾아 편집을 가능토록 
하므로 별도의 하드 공간이 없어도 메인서버를 이용하여 편집(예를들어 전자 앨범)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앨범
이 필요하여 사진을 찾은 후 개인이 집에서 스캐닝하여 디지털 앨범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가맹 사진점에서 대
행하므로 편리하고, 전자앨범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비싼 인화료를 물지 않고도 저렴한 스캐닝비(인화료의 반값이하)만
을 물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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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의 시스템 구성의 일 예를 보인 블록 구성도,

도 2 는 종래의 자동차 매매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도 3 은 도 2 구성을 기초로 자동차 매매를 수행하는 플로우차트,

도 4 는 본 발명의 구성도,

도 5 는 본 발명의 플로우차트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메인서버 120;인터넷 호스트

130;인터넷망 140;피에스티엔

150;랜 160;모뎀

170;컴퓨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이용한 포토샵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고객이 가맹 사진점에 가서 필름을 맡기면 
스캐닝 하여 메인서버의 고객 할당 주소로 그림파일로 업로딩 시키고, 고객은 메인서버의 할당주소로 자신의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 사진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을 이용한 포토샵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는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혹은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가상공간(Cyber Space)을 기축으로 한다. 전자 상거
래의 양태는 주체에 따른 분류로 기업과 개인간의 전자상거래(B to C; 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기업간의 전
자상거래(B to B; Business to Business), 개인과 개인간의 전자 상거래(C to C; Consumer to Consumer), 개인 또
는 기업과 정부간 전자 상거래(Consumer/Business to Administration)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에서는 상품 정보의 제공열람에 대하여는 에이치티엠엘(
HTML; Hiper Text Mark-up Language)이나 가상현실 모델 랭기지(VRML; Virtual Reality Modelling Languag
e)를 이용한 웹브라우저 등으로 손쉽게 상품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주문할 때는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다. 주문 완료 후 주문 상품의 내용과 구입 금액을 나타내는 주문 명세서는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우송
된다. 대부분의 경우 상품은 며칠 후에 택배 편으로 배송된다.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입수 가능
한 상품은 즉시 다운로드 되어 구입자의 수중에 도착된다. 지불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카드회사로부터 과거 1개월간 
구입자의 이용실적이나 회전(revolving)지불금액을 집계하여 이용 명세서 겸 인출 예고서가 송부 되어 소정 기일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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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인출된다. 이 경우 구입한 상품 중에서 어느 것이 배달되었는지, 어느 것을 지불했는지 등의 정
보를 퍼스널 컴퓨터가 항상 제공할 수는 없다. 각 상거래 상대로부터 우편 등으로 개별적으로 문서로 배송 되기도 하고, 
택배 편으로 물건이 도착해서야 주문했던 것을 기록한 정보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무엇을 과거에 주문했는지, 주문 상
품이 배달되었는지, 지불 일은 언제이며 얼마인지 등을 알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또
한 배달이 늦어진 상품이 무엇이고 어디에 문의하면 좋은 지와 같은 정보를 얻기 힘들다. 또한 지불이 끝나지 않은 상품
은 어느 것이고, 미 지불 합계금액은 얼마인지, 예금잔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곧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러한 구성의 일 예로는 도 1 과 같이 클라이언트(사용자)(10)와, 통신망(30)과, 배송관리 서버(40), 쇼핑 서버(20), 
및 결제관리 서버(50)로 구성한다. 클라이언트(10)는 컴퓨터(11)에 입력장치(12), 출력장치(13), 기억장치(14), 통
신케이블(15)을 접속한다. 상기 배송관리 서버(40)와 결제관리 서버(50)의 장치 구성은 쇼핑 서버(20)와 동일한 구
성으로 각각 컴퓨터(41,51,21)와 기억장치(42,52,22), 통신케이블(43,53,23)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클라이언트(10)가 통신망(30)을 통하여 쇼핑 서버(20)와 접속하고,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여 구매 신청
을 하면, 쇼핑 서버(20)는 결제관리 서버(50)로부터 구입 비용을 지급 받고, 배송관리 서버(40)를 통하여 배송토록 
하고, 배송관리 서버(40)를 통한 배송으로 구입 물건이 클라이언트에게 인도될 때 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용을 결제관
리 서버(50)로 지불한다. 그리고 구입에 따른 진행 단계는 배송관리 서버(40)를 통하여는 배송의 상태를, 결제관리 서
버(50)를 통하여는 비용 결제의 현황을 인식할 수 있어 중간 단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쇼핑 서버에 진열된 물건을 그림이나 사양 등을 보면서 구입하는 단순한 상거래 방식의 서비스만
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서버에 가입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델의 일종으로는 인터넷의 화상을 통해 검토 후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쇼핑몰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일 예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중고자동차 
정보제공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은 도 2 와 같이 도시할 수 있다. 즉, 메인서버(110), 인터넷 호스트(120), 인터넷망
(130), 피에스티엔(PSTN)(140), 랜(LAN)(150), 모뎀(160) 및 사용자 컴퓨터(170)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중고 자동차 정보제공 시스템은 인터넷 호스트(120)를 통해 인터넷망(130)과 연결되는 메인서버(110) 
및 모뎀(160)등 인터넷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인터넷망(130)을 통해 메인서버(110)에 접속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컴퓨터(170)에 의해 상호 접속된다. 상기 메인 서버(110)는 적어도 하나의 자동차 판매회사와 연계되어 상기 
자동차 판매회사의 차량 매매를 위하여 구축된 홈페이지(112)와 상기 차량의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114)를 포
함한다. 상기 사용자 컴퓨터(170)는 통상의 인터넷 접속장치, 예를 들어 모뎀(160), 전용선(140,150)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망(130)에 접속 가능하고, 인터넷망(130)을 통해 메인서버(110)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고객이 사
용하는 컴퓨터이다.
    

    
도 3 은 상기 중고자동차 정보 제공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로, 먼저 적어도 하나의 자동차 매매회사의 매물차량들
과 적어도 상기 차량들의 차종, 미션, 연월일, 주행거리, 판매가, 장착옵션, 조회 수 및 상품코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
는 문자정보와 상기 문자정보에 상기 차량들의 외관사진이 포함된 화상정보와 상기 차량들의 내외부 사진과 정비수리 
내역, 차량상태, 등록이전비용, 차량제원 및 기타정보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상세 정보를 상기 차량들과 링크 시켜 상
기 메인서버(110)의 데이터베이스(114)에 저장하고, 상기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록한다.
    

그리고, 사용자 컴퓨터(170)를 이용하여 상기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작회사, 차종 및 가격으로 분류된 항목에
서 적어도 하나의 항목을 입력하면, 상기 입력된 항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화상정보 또는 문자정보가 검색된다(단
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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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색된 차량의 정보를 화상정보 또는 문자정보 중 어느 하나로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한다(단계(220)).

상기 검색된 차량의 사진, 차종, 미션, 연월일, 주행거리, 판매가 또는 장착 옵션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자 정보가 표시된다(단계(230)).

    
상기 화상정보 및 문자정보로부터 선택된 차량의 모습을 전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내부면, 특징 면으로 사진 촬영을 
해 이의 크기를 적절히 화상으로 보여주며, 차량의 기본 정보, 부품상태, 및 정비수리 내역정보를 제공하는 상세 정보를 
표시한다(단계(250)). 상기 상세 정보를 보면서 구매의사가 결정된 차종에 대하여 시승 예약을 하면, 간단한 신상 내
역을 입력하고, 시승 가능한 일자 및 시간을 정해 작성하면 그 내용은 바로 관리자에게 메일링 되어 접수된다(단계(26
0)). 이들은 웹사이트에서 자동차 매매회사의 매물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고, 손쉽
게 차량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시승 예약을 통해 시승한 후 차를 구매하여 사용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중고 자동차 매물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단순히 웹사이트를 사용자가 방문하면 서버가 제공하
는 정보를 선택하고 최종 시승 예약을 하여 시승 후 계약 처리토록 하므로, 계약의 성사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서버가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스캐너의 보급률은 현재 일반 카메라의 보급률보다 현저히 낮다. 때문에 일반카메라로 촬영한 사
진을 컴퓨터상 편집이나 홈페이지 제작, 그 이외의 여러 컴퓨터상 용도로 사용하는데 전문 이용자나 전문기기를 보유하
고 있지 않은 이상은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인터넷 상에서 서버에 가맹 사진점을 가맹점으로 하고, 개인고
객이 가맹 사진점에 사진 필름을 맡기면 가맹 사진점에서는 사진(필름)을 스캐닝하여 메인서버에 설정한 전용 메모리 
공간에 업로드시켜 고객이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사진을 디지털 상태의 그림화일로 편집 가능케 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앨범 등을 위한 사진의 그림파일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는 사진관을 한번만 찾아 필름을 맡기
고, 그림파일 형태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서버를 통하여 다운 받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맡기고 찾는 번거러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그림 파일 형태의 사진을 메인서버에 보관함으로써 메인서버에 고객의 전자앨범을 보관시켜 필
요시 언제든지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메인서버에서는 가맹사진점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가맹사진점의 고객을 위한 자료 공간을 제공
하고, 가맹사진점은 고객의 사진을 스캐닝하여 메인서버의 전용 메모리 공간으로 업로드시키고, 개인고객은 전용 메모
리 공간에서 사진을 그림파일 형태로 다운 받도록 수행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즉 본 발명은 메인서버는 가맹 사진점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가맹 사진점의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가맹 사
진점의 고객별 아이디를 부여하여 각 고객별 전용 메모리 공간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맹 사진점의 자료 관리
를 대행하고;

가맹 사진점은 고객의 사진 인화 요청시 고객에 전용 아이디를 부여하고 맡긴 사진 또는 필름을 스캐닝하여 서버에 고
객 전용 아이디로 구분되는 전용 메모리 공간에 업로드시키고;

고객은 메인서버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고객 전용 아이디)를 통해 전용 메모리 공간에서 사진을 그림 파일로 다운 받아 
받도록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포토샵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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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인서버는 광고주의 요청이 있을 때 광고 모델이 있는 제품 사진을 제공받고, 사진에서 고객을 모델로 대체 가능
토록 콘텐츠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단계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 는 본 발명의 구성도로, 사진관을 운영하며 컴퓨터 시스템 및 스캐너를 갗추고 개인 고객의 사진을 스캐닝 하여 전
용선 통신망(30)으로 인터넷 통신을 하는 가맹 사진점1(331) 내지 사진점n(33n)인 가맹 사진점(330)과;

개인 고객(320)의 아이디를 확인하여 설정한 전용 데이터 공간(310)을 제공하고, 가맹 사진점(330)을 회원으로 확보
하여 사진관 관리 및 사진 그림파일을 가맹 사진점 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하는 아이디의 전용 데이터 공간(310)에 저
장하는 메인서버(300)와;

가맹 사진점(330)에 사진을 맡긴 후 가맹 사진점(330)이 맡긴 사진을 스캐닝한 후 업로드 저장시킨 상태에서 메인서
버의 전용 데이터 공간(310)에 저장한 사진의 그림파일을 다운 받아 고객(320)이 사용토록 하는 통신망(30)을 포함
하여 구성한다. 물론 고객(320)은 집안이나 피시방 또는 소속 기관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그림파일을 다운 받
는 것을 예시할 수 있다.

도 5 는 본 발명의 프로우차트로 도 4 의 구성과 겸하여 설명하면, 메인서버(300)가 가맹 사진점(330)을 회원으로 확
보하고 가맹 사진점(330)의 고객별 전용 메모리 공간(310)을 제공하여 가맹 사진점의 자료 관리를 대행하는 제 1 단
계(S1);

고객의 사진 인화 요청시 고객에 전용 아이디를 부여하고 맡긴 사진 또는 필름을 스캐닝하여 서버(300)에 고객 전용 
아이디로 구분하여 전용 메모리 공간(310)을 할당한 후 업로드시켜 저장하는 제 2 단계(S2);

메인서버(300)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고객 전용 아이디)를 통해 전용 메모리 공간(310)에 저장한 그림파일을 이용하
여 다운받거나 원하는 편집을 수행하는 제 3 단계(S3) 를 수행한다.

상기 제 1단계(S1) 는 가맹 사진점(330)인지를 확인하여(410), 가맹 사진점(330)이 아니면 새로이 그 사진점을 가
맹 등록을 실시한다. 물론 이를 위하여는 회원 가입비라든지 사용료 등의 필요한 절차를 서버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한
다(411). 그리고 비용 결제는 온라인으로 일반적인 전자 상거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단계(410)에서 가맹 사진점이면 가맹 사진점이 새로이 등록하는 개인고객(320)을 등록한다(412). 이에 따라 서
버는 개인고객 전용 공간(310)을 할당하고 및 자료관리를 수행(413)하여 제 1 단계(S1)를 수행한다.

이어 가맹 사진점(330)이 스캐닝 사진 데이터를 업로드시키면(420), 상기 할당된 공간에 업로드된 자료를 저장(421)
하여 제 2 단계(S2)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개인고객(320)은 메인서버(300)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물론 이 
경우 전용 공간에 별도의 전자 앨범을 만들어(메인서버에서 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보관 및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상기 단계(410)에서 가맹 사진점(330)이 아니면 메인서버(300)는 개인고객(320) 인지를 확인한다(414). 개인고객
(320)이면 사진의 다운 요청을 하는지를 확인하여(415) 개인고객에게 다운로드 시킨다(430). 상기에서 사진 요청이 
없으면 서버(320)가 제공하는 광고모델 긴을 수행하려는 지를 확인하여(확인하는 방법은 서버가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하여 선택하도록 한다)(416), 광고모델 기능을 선택하면 원하는 사진(예를 들어 자신의 사진이 광고모델이 
되는 형태)이 광고 모델이 되도록 메인서버(300)가 기능을 제공하여 변경 작업을 수행한다(417). 그리고 작업한 사진
을 역시 다운로드 시킨다(430). 물론 이를 위하여 메인서버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가맹 사진점이나 개인고
객이 필요시 자신이 광고모델이 되는 그림으로 변경하므로, 개인고객에게는 자신이 광고모델이 되는 기쁨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버는 광고를 유치하여 서버 운영상의 이익을 내도록 기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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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발명은 가맹 사진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인고객이 맡긴 필름을 현상 및 인화하여 제공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일반 사진을 원할 때는 종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림파일을 원할 때는 일반 인화지로 찾지 않고 단지 
그림 파일 형태로 받고자 할 때는 가맹 사진점이 사진 또는 필름을 스캐닝하여 메인서버에 업로드시키면 서버는 이를 
개인 고객에게 부여한 아이디의 주소로 그림파일을 보관시킨다. 이를 위하여 가맹 사진점은 사진의 개수를 기초로 미리 
스캐닝 비 및 다운로드비를 저렴하게(예를 들어 장당 50원) 청구하거나 선불로 받는다. 물론 비용의 결제는 통상 카드
로 온라인 결제함이 좋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 예 및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일반 사진을 찍어 사진점에 맡겨 현상후 인화지 형태로 사진을 받는 고전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메인서버에서 가맹 사진점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가맹 사진점에 일반 고객이 사진을 맡기면 고객에가 아이디를 부여함
과 동시에 메인서버에도 고유 저장공간을 확보하여 가맹 사진점이 현상한 사진을 스캐닝 한 후 이를 메인 서버의 할당 
공간으로 전송하면 메인서버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 고객이 메인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사진을 찾아 편집을 가능토록 하므로 별도의 하드 공간이 없어도 메인서버를 이용하여 편집(예를 들
어 전자 앨범)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앨범이 필요하여 사진을 찾은 후 개인이 집에서 스캐닝 하여 디지털 앨범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가맹 사진점에서 대행하므로 편리하고, 전자앨범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비싼 인화료를 물지 
않고도 저렴한 스캐닝비(인화료의 반값이하)만을 물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인서버는 가맹 사진점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가맹 사진점의 고객별 전용 메모리 공간을 제공하여 가맹 사진점의 자료 
관리를 대행하고;

가맹 사진점은 고객의 사진 인화 요청시 고객에 전용 아이디를 부여하고 맡긴 사진 또는 필름을 스캐닝하여 서버에 고
객 전용 아이디로 구분되는 전용 메모리 공간에 업로드시키고;

고객은 메인서버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고객 전용 아이디)를 통해 전용 메모리 공간에서 사진을 그림 파일로 다운 받아 
받도록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포토샵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메인서버는 광고주의 요청이 있을 때 광고 모델이 있는 제품 사진을 제공받고, 사진에서 고객을 모델
로 대체 가능토록 콘텐츠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단계를 추가로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포
토샵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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