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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고장시 유무선 통신

망을 통해 A/S 총괄 센터로 A/S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신청하고, 상기 A/S 총괄 센터에서는 상기 자수기 또는 재봉기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에게 연락하여 상기 자수기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A/S를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은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장시 유무선 통신

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한 A/S 총괄 센터에서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

느 하나와 가장 가까운 제 1 A/S 요원의 단말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 대해 A/S 처리를 완료한 제 1 A/S 요원이 상기 A/S 총괄 센터로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자수기의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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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는 본 발명에 의한 자수기의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A/S 총괄 센터 서버의 블록 구성도

도 5은 본 발명에 의한 A/S 요원의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도 6은 도 2에 의한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7은 도 2에 의한 다른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도 9는 도 8에 의한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0은 도 8에 의한 다른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A : 해외 지사/법인 단말기 30, 30A : 대리점 단말기

40, 40A : 유무선 통신망 100, 100A : 자수기

110 : 입력부 120 : 저장부

130 : 자수 작업부 140 : 작업 에러 감지부

141 : 주축모터 과부하 감지부 142 : 사절시스템 복귀 감지부

143 : 바늘대 정위치 에러감지부

150 : 표시부 160 : 신호 송수신부

170 : A/S 처리 프로그램 저장부

172 : A/S 자동처리 프로그램 174 : A/S 수동처리 프로그램

180 : 제어부

200, 200A : A/S 총괄 센터 서버 210 : 신호 송수신 모듈

220 : A/S 접수 및 처리 모듈 230 : A/S 요원 위치정보 모듈

240 : 정보제공 지원 모듈

250 : A/S 접수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DB)

252 : A/S 처리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DB)

254 : A/S 요원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DB)

256 : 기계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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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부품 정보 데이터베이스(DB)

260 : 각 국가별 지역별 A/S 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DB)

262 : 매뉴얼 관리 데이터베이스(DB)

300, 300A : A/S 요원의 단말기 310 : 신호 송수신부

320 : 입력부 330 : 위치신호 발생부

340 : 롬(ROM) 350 : 램(RAM)

360 : 표시부 370 : 중앙처리장치

400 : 작업자의 단말기 410 : 휴대용 단말기

420 : 피스(PC)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총괄 센터로 A/S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신청하고, 상기 A/S 총괄 센터에서는 상기 자수기 또는 재봉기

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에게 연락하여 상기 자수기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A/S를 처리할 수 있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서는 자수기와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자체적으로 고장을 진단하는 방법만 다르고 서

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자수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이 때, 상기 자수기와 재봉

기의 자수 동작 중 고장으로 인해 정지하였을 때 고장을 진단하는 방법은 이미 공지된 기술로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

에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자수기(embroidering machine) 또는 재봉기는 자수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옷감에 자수를 놓는 기계로서, 컴

퓨터 시스템과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자수기(10)의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자수기(10)는 상기 자수기(10)로 자수 작업을 하는 작업자(이하, '작업자'라고 함)가 자수

작업을 위해 자수 디자인을 선택하여 입력하거나 상기 자수기(10)의 동작을 개시 또는 중지하는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부

(11)와, 다수 개의 자수 디자인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다수개의 자수 디자인 파일과 상기 자수 디자인 파일에 의해 상기

자수기(10)가 옷감에 자수를 하도록 하는 자수 디자인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부(12)와, 상기 입력부(11)를 통해

상기 작업자가 입력한 신호에 따라 옷감에 자수를 놓는 자수 작업부(13)와, 상기 자수기(10)의 자수 작업 중 윗실이 끊기거

나 밑실이 없을 경우 이를 감지하는 단사 감지부(14)와, 상기 저장부(12)에 저장된 다수 개의 상기 자수 디자인 파일과 상

기 자수 디자인 프로그램을 상기 작업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내며, 상기 단사 감지부(14)에 의해 감지된

내용과 자수 작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표시부(15)와, 상기 작업자가 상기 입력부(11)를 통해 입력한 신

호에 따라 상기 자수기(10)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16)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상기 자수기(10)는 상기 작업자에 의해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먼저, 상기 작업자는 상기 자수기(10)의

입력부(11)를 통해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저장부(12)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 개의 자수 디자인 파일을 상기 표시부(15)의

화면에 출력하도록 한다. 상기 작업자는 상기 표시부(15)의 화면에 출력된 자수 디자인 파일을 보고 원하는 자수 디자인

파일을 선택한 다음 자수 개시 신호를 입력한다. 이 때, 상기 자수기(10)의 제어부(16)는 상기 작업자가 선택한 자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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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파일을 상기 자수 디자인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상기 자수기(10)가 자동으로 옷감에 자수를 놓도록 상기 자수 작업부

(13)의 동작을 제어한다. 따라서, 상기 자수 작업부(13)는 상기 제어부(16)의 제어에 의해 상기 자수 디자인 파일에 저장된

자수 디자인 대로 자동으로 옷감에 자수를 놓게 된다.

한편, 상기 자수기(10)는 자수 작업 도중에 윗실이 끊기거나 밑실이 없을 경우 상기 자수기(10)가 멈추게 된다. 이 때, 종래

의 자수기(10)는 상기 단사 감지부(14)에 의해 윗실이 끊기거나 밑실이 없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 이를 상기 표시부(15)의

화면에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상기 작업자는 상기 표시부(15)의 화면에 나타난 실끊김 메시지를 보고 끊어진 윗실을 연

결하거나, 밑실이 없는 경우 밑실을 교환함으로써, 상기 자수기(10)가 정상적으로 자수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상기 구성을 갖는 종래의 자수기(10)는 윗실이 끊기거나 밑실이 없을 경우가 아닌 다른 고장(예를 들면, 바늘대를

구동시키는 모터 등과 같은 부품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또는 프로그램상의 오류 등)으로 상기 자수기(10)가 정지하였을 경

우 상기 작업자가 그 고장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설령 상기 작업자가 고장 원인을 찾았다하더라도 상기 작업자가

상기 자수기(10)를 수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상기 작업자는 상기 자수기(10)의 A/S를 담당하고 있는 A/S 서버스센터로 전화를 걸어 A/S 서비스센터의 상담원

에게 자수기(10)의 고장상태를 설명한 뒤 A/S 신청하게 된다. 상기 A/S 서비스센터의 상담원은 상기 자수기(10)의 작업자

에게 들은 내용을 A/S 요원에게 전달하여 출장 수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A/S 요원은 상기 A/S 서비스센터의 상담원에게

고장상태를 듣거나, 또는 상기 자수기(10)의 작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고장상태를 들은 뒤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자수기를

수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A/S 방법은 A/S 요원이 자리에 없거나 A/S 출장 중일 경우에는 A/S 요청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A/S 업무가 늦어져 자수기를 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수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수기의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총괄 센터로

A/S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신청하고, 상기 A/S 총괄 센터에서는 상기 자수기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에게 연락하여 상기

자수기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A/S를 처리할 수 있는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재봉기의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총괄 센터로 A/S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신청하

고, 상기 A/S 총괄 센터에서는 상기 재봉기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에게 연락하여 상기 재봉기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

속하게 A/S를 처리할 수 있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자수기 또는 재봉기 작업자가 휴대용 단말기(PDA)나 피시(PC)를 통해 A/S 총괄 센터로

A/S를 신청하고, 상기 A/S 총괄 센터에서는 상기 자수기 또는 재봉기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에게 연락하여 상기 자수기

또는 재봉기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A/S를 처리할 수 있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및 그 방

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은,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한 A/S 총괄 센터에서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와 가장 가까운 제 1 A/S 요원의 단말

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 대해 A/S 처리를 완료한 제 1 A/S 요원이 상기 A/S 총괄 센터로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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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은,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한 A/S 총괄 센터에서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서 상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저장 및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제 1 A/S 요원의 단

말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A/S 요원이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 대한 A/S 처리를 완료한 후 상기 A/S 총괄 센터로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은,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자수기;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재봉기;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

느 하나의 위치를 검색하고, A/S 요원의 단말기로부터 위치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고, 이에

의해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와 가장 가까운 A/S 요원의 단말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A/S

총괄 센터 서버; 및

상기 A/S 총괄 센터로부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A/S 총괄 센터로 자신의 위치 신호와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

는 A/S 요원의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은,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며, A/S 총괄 센터 서버로부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가

장 가까운 A/S 요원의 단말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자수기;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며, A/S 총괄 센터 서버로부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가

장 가까운 A/S 요원의 단말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재봉기;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된 상기 A/S 요청 정보에 의해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 A/S 요원의 위

치 정보를 전송하며, 상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A/S 요원의 단말기로부터 위치 신호를 수신하여 검출하는 A/S 총괄 센

터 서버; 및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부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로 자신의 위치 신호

와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A/S 요원의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은,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작업자의 단말기;

상기 작업자의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위치를 검색하고, A/S 요

원의 단말기로부터 위치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고, 이에 의해 상기 자수기 또는 재봉기와

가장 가까운 A/S 요원의 단말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A/S 총괄 센터 서버; 및

상기 A/S 총괄 센터로부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A/S 총괄 센터로 자신의 위치 신호와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

는 A/S 요원의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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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국내 자수기(100)의 A/S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상기 국내 자수기(국내에 설치된 자수기를 말함)(100)의 A/S 시스템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수기(100), A/S 총괄

센터 서버(200), A/S 요원의 단말기(300), 대리점 단말기(30), 유무선 통신망(4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자수기(100)는 상기 자수기(100)가 자수 동작 중에 고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작업 에러 감지부(도 3의 140)에 의해

고장 원인을 검색한 다음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때, 고장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예를 들면, 주축모터 과부하 감지,

사절시스템 복귀에러 감지, 바늘대 정위치에러 감지 등등)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유무선 통신망(40)을 통해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 상기 대리점 단말기(30),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

송한다. 여기서, 기설정된 항목은 자수기가 자수 동작 중 고장이 났을 때 작업자가 간단하게 조치할 수 없는 고장 항목을

미리 자수기에 입력해 놓은 것이다. 이에 반해, 작업자가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항목은 예를 들어, 윗실 또는 밑실의 끊

어짐 등이 있다.

상기의 설명은 자수기(100)가 고장원인을 검색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을 자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상기 자수기(100)가 동작중에 고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그 고장원인에 따라 작업자가

A/S 요청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A/S 요청이 필요할 경우 상기 작업자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을 수동으로 신

청할 수도 있다.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는 상기 자수기(100)로부터 상기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수신한 후 A/S

요원의 위치를 검색한 다음, 상기 자수기(100)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상기 자수기(100)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

삭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서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부터 수신된

이동위치신호의 검색에 의해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

(300)에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전송되는 이동위치신호는 GPS 위성이나 CDMA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서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동통신업체를 통해 상기 A/

S 요원의 단말기(300)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추적함으로써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서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기 A/S 요원이 자신의 단말

기(300)를 이용하여 자신의 현재 위치를 사전 등록 또는 수시로 입력하여 전송해 줌으로써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다.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이동위치신호를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일정 주기로 전

송하며,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부터 수신된 상기 자수기(100)의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화

면을 통해 출력하며, A/S 처리내역을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전송한다.

상기 대리점 단말기(30)는 상기 자수기(100)를 판매하는 영업소의 단말기이다. 상기 대리점 단말기(30)는 상기 A/S 요원

의 요청에 의해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상기 자수기(100)의 부품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도 2에 도시된 상기 자수기(100),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는 다음과 같이 동작

할 수도 있다.

상기 자수기(100)는 상기 자수기(100)가 자수 동작 중에 고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작업 에러 감지부(도 3의 140)에 의해

고장 원인을 검색한 다음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작업 에러 감지부(140)의 고장원인 검색방법은 후술되

는 도 3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때, 고장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유무선 통신망(40)을 통해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 상기 대리점 단말기(30),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A/S 요청 신호를 전송한다. 그

리고,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부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수신받아 상기 자수기(100)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

의 단말기(300)로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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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설명은 자수기(100)가 고장원인을 검색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을 자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상기 자수기(100)가 동작중에 고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그 고장원인에 따라 작업자가

A/S 요청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A/S 요청이 필요할 경우 상기 작업자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을 수동으로 신

청할 수도 있다.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는 상기 자수기(100)로부터 상기 A/S 요청 신호를 수신받고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자수기(100)로 전송한다.

상기와 마찬가지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는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부터 수신된 이동위치신호에 의해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에서 상기 A/S 총괄 센터 서

버(200)로 전송되는 이동위치신호는 GPS 위성이나 CDMA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는 이동통신업체를 통해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추적함

으로써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서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기 A/S 요원이 자신의 단말

기(300)를 이용하여 자신의 현재 위치를 사전 등록 또는 수시로 입력하여 전송해 줌으로써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다.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는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이동위치신호를 일정 주기로 전

송하고, 상기 자수기(100)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화면을 통해 출력하며, A/S 처리

내역을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는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

(200), 상기 대리점 단말기(30)로부터 상기 자수기(100)에 대한 기계이력정보 및 부품정보를 조회하여 수신받는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자수기(100)의 블록 구성도이다.

상기 자수기(10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부(110), 저장부(120), 자수 작업부(130), 주축모터 과부하 감지부

(141)와 사절시스템 복귀 감지부(142)와 바늘대 정위치 에러감지부(143)를 포함하여 구성된 작업에러 감지부(140), 표시

부(150), 신호 송수신부(160), A/S 자동처리 프로그램(172)과 A/S 수동처리 프로그램(174)을 구비한 A/S 처리 프로그램

저장부(170), 제어부(18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입력부(110)는 상기 작업자가 자수 작업을 위해 자수 디자인을 선택하여 입력하거나 상기 자수기(100)의 동작을 개

시 또는 중지하는 신호를 입력한다.

상기 저장부(120)는 다수 개의 자수 디자인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다수개의 자수 디자인 파일과 상기 자수 디자인 파일

에 의해 상기 자수기(100)가 옷감에 자수를 하도록 하는 자수 디자인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자수 작업부(130)는 상기 입력부(110)를 통해 상기 작업자가 입력한 신호에 따라 옷감에 자수를 놓도록 한다.

상기 작업 에러 감지부(140)는 상기 자수기(100)가 자수 동작 중에 고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그 고장 원인을 검색한다. 상

기 작업 에러 감지부(140)에서 고장 원인을 감지하는 수단은 이미 공지된 기술로서,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

대표적인 몇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상기 주축모터 과부하 감지부(141)는 사절시에 과부하 여부를 판단한다. 즉, 자수 동작중에 사절신호가 입력되면 주

축의 각도가 100도가 되기 전에 사절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때 주축의 각도가 100도가 되는 시간이 기설정된 시간보다 오

래 걸리거나 100도에 정지가 되지 않을 경우 상기 작업에러감지부(140)는 주축모터의 과부하임을 감지하여 제어부(180)

에 과부하 에러 감지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사절시스템 복귀 감지부(142)는 사절축에 사절복귀 센서작동체가 구비되고, 그에 대응되는 위치에 사절복

귀감지 센서(도시되지 않음)가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사절 작동후 사절축에 연동된 이동메스의 정위치 복귀 여부를 사절복귀감지 센서가 감지하게 되고, 상기 이동메스

가 정위치에 복귀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업에러감지부(140)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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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기 작업에러 감지부(140)는 상기 사절복귀감지 센서에서 감지된 결과에 따라 제어부(180)에 사절복귀 에러 감

지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상기 작업에러 감지부(140)는 이외에도 주축 모터 드라이버 에러, 수틀 한계탐지, 바늘대 정위치 에러감지, 주축 엔코더 A

상 에러, X축 및 Y축 드라이버 에러, 메모리 관련 에러 등등을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에러 감지등은 감지센서 또는 데이터의 피이드백 값을 토대로 에러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표시부(150)는 상기 저장부(120)에 저장된 다수 개의 상기 자수 디자인 파일과 상기 자수 디자인 프로그램을 상기 작

업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내며, 상기 작업 에러 감지부(140)에 의해 감지된 내용과 자수 작업에 필요한 정

보들을 화면에 출력한다. 또한, 상기 표시부(150)는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부터 수신된 A/S 요원의 위치정보를

화면에 출력한다.

상기 신호 송수신부(160)는 상기 자수기(100) 또는 작업자가 상기 유무선 통신망(40)을 통해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

(200) 또는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와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한다.

상기 A/S 처리 프로그램 저장부(170)는 상기 자수기(100)가 동작 중에 고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그 고장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유무선 통신망(40)을 통해 상기 자수기(100)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상기 A/S 처리 프로그램 저장부(170)에는 A/S 자동처리 프로그램(172)과 A/S 수동처리 프로그램(174)이 있다. 상기 A/S

자동처리 프로그램(172)은 상기 자수기(100)가 동작 중에 고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그 고장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

되는 경우 상기 유무선 통신망(40)을 통해 상기 자수기(100)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을 검색한 다음 검색된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반해, 상기 A/S 수동처

리 프로그램(174)은 상기 자수기(100)가 동작 중에 고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그 고장 원인에 따라 작업자가 A/S 요청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A/S 요청이 필요할 경우 상기 작업자가 상기 유무선 통신망(40)을 통해 상기 자수기(100)와 가장 근접

한 A/S 요원을 검색한 다음 검색된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수동으로 전송

하는 프로그램이다.

상기 제어부(180)는 상기 작업자가 상기 입력부(110)를 통해 입력한 신호에 따라 상기 자수기(100)의 전체 시스템을 제어

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80)는 상기 자수기(100)가 동작 중에 고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상기 A/S 자동처리 프로그램

(172) 또는 상기 A/S 수동처리 프로그램(174)에 의해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부터 수신된 A/S 요원의 위치정보

가 상기 표시부(150)의 화면에 출력되도록 전체 시스템을 제어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A/S 총괄 센터 서버(200)의 블록 구성도이다.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송수신 모듈(210), A/S 접수 및 처리 모듈(220), A/S 요

원 위치 정보 모듈(230), 정보제공 지원 모듈(240), A/S 접수 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DB)(250), A/S 처리 내역 관리 데

이터베이스(DB)(252), A/S 요원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DB)(254), 기계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DB)(256), 부품 정보

데이터베이스(DB)(258), A/S 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DB)(260), 매뉴얼 관리 데이터베이스(DB)(262)를 포함하여 구성

된다.

상기 신호 송수신 모듈(210)은 상기 유무선 통신망(40)을 통해 상기 자수기(100)의 신호 송수신부(160)와 상기 A/S 요원

의 단말기(300)의 신호 송수신부(도 5의 310) 사이에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한다.

상기 A/S 접수 및 처리 모듈(220)은 상기 A/S 요원이 상기 A/S 접수 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DB)(250)에 저장된 A/S 접

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A/S 요원이 A/S를 완료한 후 A/S 처리내역을 전송하면 상기 A/S 처리 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DB)(252)에 저장하도록 한다.

상기 A/S 요원 위치 정보 모듈(230)은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부터 수신된 이동위치신호에 의해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위치정보를 검출하여 상기 A/S 요원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DB)(254)에 저장하고, 상기 자수기(1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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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요청에 의해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위치정보를 상기 자수기(10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A/S 요원 위치 정

보 모듈(230)은 상기 자수기(100)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상기 자수기(100)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

상기 정보제공 지원 모듈(240)은 상기 A/S 요원의 요청에 의해 상기 기계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DB)(256)에 저장된 자

수기의 기계 이력 정보, 상기 부품 정보 데이터베이스(DB)(258)에 저장된 부품 정보, 상기 A/S 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

(DB)(260)에 저장된 각 국가별 기지별 A/S 정보, 상기 매뉴얼 관리 데이터베이스(DB)(262)에 저장된 자수 기계 사양별

매뉴얼을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상기 A/S 접수 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DB)(250)는 상기 A/S 요원이 A/S 접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A/S 접수 내역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A/S 처리 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DB)(252)는 상기 A/S 요원이 A/S를 완료한 후 전송한 A/S 처리 내역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A/S 요원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DB)(254)는 상기 A/S 요원 위치 정보 모듈(230)에 의해 검출된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기계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DB)(256)는 상기 A/S 요원이 자수기의 기계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자수기계별

로 기계이력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부품 정보 데이터베이스(DB)(258)는 자수기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정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있다.

상기 A/S 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DB)(260)는 각 국가별 기지별로 A/S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매뉴얼 관리 데이터베이스(DB)(262)는 자수기 사양별 메뉴얼을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는 상기 자수기(100)로부터 상기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수신

한 후 A/S 요원의 위치를 검색한 다음, 상기 자수기(100)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상기 자수기

(100)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 또는,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는 상

기 자수기(100)로부터 수신된 A/S 요청 신호에 의해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위치정보를 상기 자수기(100)로 전

송한다. 또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는 상기 A/S 요원의 요청에 의해 자수기의 기계 이력 정보, 자수기의 부품 정

보, 각 국가별 기지별 A/S 정보, 자수 기계 사양별 매뉴얼을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도 5은 본 발명에 의한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블록 구성도이다.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송수신부(310), 입력부(320), 위치신호 발생부(330), 롬

(ROM)(340), 램(RAM)(350), 표시부(360), 중앙처리장치(37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신호 송수신부(310)는 상기 유무선 통신망(40)을 통해 상기 자수기(100),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 상기 지사/

법인 단말기(20), 상기 대리점 단말기(30)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인터페이스 한다.

상기 입력부(320)는 상기 A/S 요원이 상기 자수기(100) 또는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신호를 입력하고, 또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를 통해 자수기의

기계 이력 정보, 자수기의 부품 정보, 각 국가별 기지별 A/S 정보, 자수 기계 사양별 매뉴얼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다운

로드 받기 위해 신호를 입력한다.

상기 위치신호 발생부(330)는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현재 위치를 알리는 이동위치신호를 일정 주기로 발생하여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전송한다.

상기 롬(ROM)(340)은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전체 시스템을 동작 및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등록특허 10-0537178

- 9 -



상기 램(RAM)(350)은 상기 자수기(100) 또는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저장하며, 또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를 통해 수신된 자수기의 기계 이력 정보, 자수기의 부

품 정보, 각 국가별 기지별 A/S 정보, 자수 기계 사양별 매뉴얼을 저장한다. 상기 램(RAM)(350)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

든 종류의 메모리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상기 표시부(360)는 상기 입력부(320)를 통해 상기 A/S 요원이 입력한 신호에 의해 상기 자수기(100) 또는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화면상에 나타내며, 또한 상기 A/S 총괄 센

터 서버(200)를 통해 수신된 자수기의 기계 이력 정보, 자수기의 부품 정보, 각 국가별 기지별 A/S 정보, 자수 기계 사양별

매뉴얼을 화면상에 나타낸다.

상기 중앙처리장치(370)는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전체 시스템을 동작 및 제어한다.

따라서,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는 상기 자수기(100) 또는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부터 상기 A/S 요청 신

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수신하여 저장하고 이를 상기 표시부(360)를 통해 화면상에 나타내어 주며, 또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를 통해 자수기의 기계 이력 정보, 자수기의 부품 정보, 각 국가별 기지별 A/S 정보, 자수 기계 사양별

매뉴얼을 조회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는 상기 A/S 요원의

현재 위치를 알리기 위한 이동위치신호를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 일정 주기로 발생하여 전송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해 국내 자수기(100)의 A/S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이 때, 도 6에 도시된 상기 자수기의

A/S 방법은 상기 A/S 자동처리 프로그램(172)에 의해 동작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자수기(100)가 자수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지된 경우 상기 자수기(100)의 작업 에러 감지부

(140)에서는 상기 자수기(100)의 정지 원인을 감지하여 그 결과를 상기 제어부(180)에 전송한다(단계 S100-S104).

상기 제어부(180)에서는 상기 자수기(100)의 정지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단계 S106-S108).

이 때, 상기 자수기(100)가 정지한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아니오') 상기 자수기(100)는 고장 원인을 상

기 표시부(150)를 통해 작업자에게 알려서 상기 작업자가 고장 원인을 찾아 수리하도록 한다(단계 S122-S124). 한편, 상

기 자수기(100)가 정지한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되면('예') 상기 자수기(100)는 상기 유무선 통신망(40)을 통해 상

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 상기 대리점 단말기(30),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A/S 요청 신호를 전송한다(단계

S110).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서는 상기 자수기(100)로부터 A/S 요청 신호를 받은 후 상기 자수기(100)의 위치를 파악

한 다음, 상기 자수기(100)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상기 자수기로부터 수신된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단계 S112).

상기 A/S 요원은 단말기(300)를 통해 수신된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검색(단계 S114)한 후 상기 자수

기(100)에 대해 A/S 출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단계 S116). 이 때, 상기 A/S 요원이 상기 자수기(100)에 대해 A/S 출장

이 불가능하면 상기 자수기(100) 및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A/S 출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내용을 전송한다(단

계 S126). 이에 의해,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서는 상기 자수기(100)와 근접한 다른 A/S 요원의 단말기로 상기

자수기(100)로부터 수신된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단계 S128). 그 다음 단계는 상기 단계(S114)로 피드백된

다.

한편, 상기 단계(S116)에서, 상기 A/S 요원이 상기 자수기(100)에 대해 A/S 출장이 가능하면, 작업 현장으로 출동하여 고

장 부위를 수리한다(단계 S118).

그 다음, A/S를 완료한 상기 A/S 요원은 A/S 처리내역을 단말기(300)를 통해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 상기 대리점

단말기(30)로 전송한다(단계 S120).

도 7은 본 발명에 의해 국내 자수기(100)의 다른 A/S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상기 자수기(100)가 자수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지된 경우 상기 자수기(100)의 작업 에러 감지부

(140)에서는 상기 자수기(100)의 정지 원인을 감지하여 그 결과를 상기 제어부(180)에 전송한다(단계 S200-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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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180)에서는 상기 자수기(100)의 정지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단계 S206-S208).

이 때, 상기 자수기(100)가 정지한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아니오') 상기 자수기(100)는 고장 원인을 상

기 표시부(150)를 통해 작업자에게 알려서 상기 작업자가 고장 원인을 찾아 수리하도록 한다(단계 S228-S230). 한편, 상

기 자수기(100)가 정지한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되면('예') 상기 자수기(100)는 상기 유무선 통신망(40)을 통해 상

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온라인 접속한 다음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

다(단계 S210-212).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서는 상기 자수기(100)로부터 A/S 요청 신호를 받은 후 상기 자수기(100)의 위치를 파악

한 다음, 상기 자수기(100)가 있는 해당 지역의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상기 자수기(100)로 전송한다(단계 S214).

상기 자수기(100)는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단계 S216). 그

리고, 상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자수기(100)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의 단말기(300)에 A/S 요청신호

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단계 S218).

상기 A/S 요원은 단말기(300)를 통해 수신된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검색(단계 S220)한 후 상기 자수

기(100)에 대해 A/S 출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단계 S222). 이 때, 상기 A/S 요원이 상기 자수기(100)에 대해 A/S 출장

이 불가능하면 상기 자수기(100)로 A/S 출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내용을 전송한다(단계 S232). 이에 의해, 상기 자수기

(100)에서는 A/S 요원의 위치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자수기(100)와 근접한 다른 A/S 요원의 단말기로 A/S 요청 신호와 기

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단계 S234). 그 다음 단계는 상기 단계(S220)로 피드백된다.

한편, 상기 단계(S222)에서, 상기 A/S 요원이 상기 자수기(100)에 대해 A/S 출장이 가능하면, 작업 현장으로 출동하여 고

장 부위를 수리한다(단계 S224).

그 다음, A/S를 완료한 상기 A/S 요원은 A/S 처리내역을 단말기(300)를 통해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전송한다

(단계 S226).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해외 자수기(100A)의 A/S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외에 설치된 자수기(이하, '해외 자수기'라 칭함)의 A/S 시스템은 해외 자수기(100A), 국내 A/

S 총괄 센터 서버(200A),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단말기(300A), 해외의 현지 지사/법인 단말기(20A), 해외의 현지 대리

점 단말기(30A), 유무선 통신망(40A)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8에 도시된 상기 해외 자수기(100A), 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버(200A),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단말기

(300A)는 도 2에 도시된 상기 자수기(100),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와 그 구성 및

동작이 동일하다. 다만, 도 8에 도시된 A/S 시스템은 상기 해외 자수기(100A)가 A/S를 신청할 때 국내(한국)에 있는 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버(200A)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이 도 2와 다르다.

그러면, 해외에 설치된 자수기(100A)가 A/S를 받는 방법에 대해 도 9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도 9는 본 발명에 의해 해외 자수기(100A)의 A/S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상기 해외에 설치된 상기 해외 자수기(100A)가 자수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지된 경우 상기 해외

자수기(100A)의 작업 에러 감지부(도시되지 않음, 도 3의 140과 동일)에서는 상기 해외 자수기(100A)의 정지 원인을 감

지하여 그 결과를 제어부(도시되지 않음, 도 3의 180과 동일)에 전송한다(단계 S400-S404).

상기 제어부에서는 상기 해외 자수기(100A)의 정지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단계 S406-S408).

이 때, 상기 해외 자수기(100A)가 정지한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아니오') 상기 해외 자수기(100A)는

고장 원인을 상기 표시부(도시되지 않음, 도 3의 150과 동일)를 통해 작업자에게 알려서 상기 작업자가 고장 원인을 찾아

수리하도록 한다(단계 S422-S424). 한편, 상기 해외 자수기(100A)가 정지한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되면('예') 상기

해외 자수기(100A)는 상기 유무선 통신망(40A)을 통해 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버(200A), 상기 해외의 현지 지사/법

인 단말기(20A), 상기 해외의 현지 대리점 단말기(30A),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단말기(300A)로 A/S 요청 신호를

전송한다(단계 S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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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버(200A)에서는 상기 해외 자수기(100A)로부터 A/S 요청 신호를 받은 후 상기 해외 자수기

(100A)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상기 해외 자수기(100A)와 가장 근접한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단말기(300A)로 상기 해

외 자수기(100A)로부터 수신된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단계 S412).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은 단말기(300A)를 통해 수신된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검색(단계 S414)

한 후 상기 해외 자수기(100A)에 대해 A/S 출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단계 S416). 이 때,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이

상기 해외 자수기(100A)에 대해 A/S 출장이 불가능하면 상기 해외 자수기(100A) 및 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버

(200A)로 A/S 출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내용을 전송한다(단계 S426). 이에 의해, 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버(200A)

에서는 상기 해외 자수기(100A)와 근접한 다른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단말기(300A)로 상기 자수기(100A)로부터 수신

된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단계 S428). 그 다음 단계는 상기 단계(S414)로 피드백된다.

한편, 상기 단계(S416)에서,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이 상기 해외 자수기(100A)에 대해 A/S 출장이 가능하면, 작업 현

장으로 출동하여 고장 부위를 수리한다(단계 S418).

그 다음, A/S를 완료한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은 A/S 처리내역을 단말기(300A)를 통해 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

버(200A), 상기 해외의 현지 지사/법인 단말기(20A), 상기 해외의 현지 대리점 단말기(30A)로 전송한다(단계 S420).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해 해외 자수기(100A)의 다른 A/S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상기 해외 자수기(100A)가 자수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지된 경우 상기 해외 자수기(100A)의 작

업 에러 감지부(도시되지 않음, 도 3의 140과 동일)에서는 상기 해외 자수기(100A)의 정지 원인을 감지하여 그 결과를 제

어부(도시되지 않음, 도 3의 180과 동일)에 전송한다(단계 S500-S504).

상기 제어부에서는 상기 해외 자수기(100A)의 정지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단계 S506-S508).

이 때, 상기 해외 자수기(100A)가 정지한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아니오') 상기 해외 자수기(100A)는

고장 원인을 표시부(도시되지 않음, 도 3의 150과 동일)를 통해 작업자에게 알려서 상기 작업자가 고장 원인을 찾아 수리

하도록 한다(단계 S528-S530). 한편, 상기 해외 자수기(100A)가 정지한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에 해당되면('예') 상기 해

외 자수기(100A)는 상기 유무선 통신망(40A)을 통해 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버(200A)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온라인

접속한 다음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단계 S510-512).

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버(200A)에서는 상기 해외 자수기(100A)로부터 A/S 요청 신호를 받은 후 상기 해외 자수기

(100A)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상기 해외 자수기(100A)가 있는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상기 해외 자수기

(100A)로 전송한다(단계 S514).

상기 해외 자수기(100A)는 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버(200A)로부터 수신된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단계 S516). 그리고,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해외 자수기(100A)와 가장 근접

한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단말기(300A)에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단계 S518).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은 단말기(300A)를 통해 수신된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검색(단계 S520)

한 후 상기 해외 자수기(100A)에 대해 A/S 출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단계 S522). 이 때,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이

상기 해외 자수기(100A)에 대해 A/S 출장이 불가능하면 상기 해외 자수기(100A)로 A/S 출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내용

을 전송한다(단계 S532). 이에 의해, 상기 해외 자수기(100A)에서는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위치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해외 자수기(100A)와 근접한 다른 해외의 현지 A/S 요원의 단말기(300A)로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단계 S534). 그 다음 단계는 상기 단계(S520)로 피드백된다.

한편, 상기 단계(S522)에서,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이 상기 해외 자수기(100A)에 대해 A/S 출장이 가능하면, 작업 현

장으로 출동하여 고장 부위를 수리한다(단계 S524).

그 다음, A/S를 완료한 상기 해외의 현지 A/S 요원은 A/S 처리내역을 단말기(300A)를 통해 상기 국내 A/S 총괄 센터 서

버(200A)로 전송한다(단계 S526).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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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A/S 총괄 센터 서버(200), A/S 요원의 단말기(300), 대리점 단말기(30), 유무선 통신망(40), 작

업자의 단말기(400), 자수기 또는 재봉기(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자수기가 자수 동작 중에 고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작업 에러 감지부((도 3의 140)에 의해 자체적으로 고장 원인을 검

색하여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때, 고장 원인이 기설정된 항목(예를 들면, 주축모터 과부하 감지, 사절시스템 복귀

에러 감지, 바늘대 정위치에러 감지 등등)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알 수 없는 고장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작업자가

고장원인에 따라 A/S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자수기의 작업자는 휴대용 단말기(410) 또는 피시(PC)를 이용

하여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 상기 대리점 단말기(30),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

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 여기서, 기설정된 항목은 자수기가 자수 동작 중 고장이 났을 때 작업자가 간단하게 조치할

수 없는 고장 항목을 미리 자수기에 입력해 놓은 것이다. 이에 반해, 작업자가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항목은 예를 들어,

윗실 또는 밑실의 끊어짐 등이 있다.

물론, 상기 작업 에러 감지부(140)를 통해 고장 원인을 검출하는 일실시예를 들었지만, 상기 작업 에러 감지부(140)를 갖

추지 않은 자수기 또는 상기에서 검출된 고장 원인 이외의 경우 작업자가 그 고장원인에 따라 A/S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작업자의 휴대용 단말기(410) 또는 피시(PC)를 이용하여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 A/S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는 상기 자수기로부터 상기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수신한 후 A/S 요원

의 위치를 검색한 다음, 상기 자수기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상기 자수기로부터 수신된 상기 A/

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전송한다.

삭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서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부터 수신된

이동위치신호의 검색에 의해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

(300)에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전송되는 이동위치신호는 GPS 위성이나 CDMA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서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동통신업체를 통해 상기 A/

S 요원의 단말기(300)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추적함으로써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에서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기 A/S 요원이 자신의 단말

기(300)를 이용하여 자신의 현재 위치를 사전 등록 또는 수시로 입력하여 전송해 줌으로써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다.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이동위치신호를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일정 주기로 전

송하며,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부터 수신된 상기 자수기의 A/S 요청 신호와 기계 정보 및 고장 내역을 화면을 통

해 출력하며, A/S 처리내역을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200)로 전송한다.

삭제

상기 대리점 단말기(30)는 상기 자수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의 대지점의 단말기로서, 상기 A/S 요원의 요청에 의해 상

기 A/S 요원의 단말기(300)로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상기 자수기(100)의 부품정보를 제공한다.

상기 작업자의 단말기(400)는 휴대용 단말기(PDA)(410), 피시(Personal Computer)(420)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상기 자수기 대신에 재봉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상기 자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의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된 실시예들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당업자들에 의해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

며, 이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서 정의되는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및 그 방법에 의하면, 자수기의 고

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총괄 센터로 A/S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신청하고, 상기 A/S 총괄 센터에서는 상기 자수기

와 가장 근접한 A/S 요원에게 연락하여 상기 자수기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A/S를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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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의 A/S 총괄 센터에서는 각국의 A/S 실시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고장원인을 판단하여 고장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A/S) 요청 정보를 발생 및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자수기 또는 재봉기를 이용하여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으로서,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한 A/S 총괄 센터에서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와 가장 가까운 제 1 A/S 요원의 단말

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 대해 A/S 처리를 완료한 제 1 A/S 요원이 상기 A/S 총괄 센터로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

청구항 2.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고장원인을 판단하여 고장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A/S) 요청 정보를 발생 및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자수기 또는 재봉기를 이용하여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으로서,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한 A/S 총괄 센터에서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서 상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저장 및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제 1 A/S 요원의 단

말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A/S 요원이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 대한 A/S 처리를 완료한 후 상기 A/S 총괄 센터로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은,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장시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서 고장 원인을 자체적으로 검출

하는 단계; 및

상기 고장 원인을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화면상에 표시하고, 그 고장원인이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

기 중 어느 하나에 미리 설정해 놓은 고장 항목에 해당되면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A/S 총괄센터로 A/S 요청 정

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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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장시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서 고장 원인을 자체적으로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고장 원인을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화면상에 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수 작업자에 의해 A/S

요청 정보를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A/S 총괄센터로 수동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은,

상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한 A/S 총괄 센터에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

나의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A/S 총괄 센터에서 A/S 요원의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A/S 요원의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A/S 요원이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 대한 A/S 출장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상기 A/S 총괄

센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A/S 총괄 센터에서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와 가까운 제 2 A/S 요원의 단말기로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부터 수신된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A/S 요원이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에 대한 A/S 처리를 완료한 후 상기 A/S 총괄 센터로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전송된 A/S 요청 정보와 상기 제 1 또는 제 2 A/S 요원의 단말기로부터 전

송된 A/S 처리 정보를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대리점의 단말기에서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 A/S 요원의 단말기가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A/S 총괄 센터,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대리점의 단말기 중 어느 하나에 접속한 다음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기계이력정보, 부품

정보, 매뉴얼을 포함한 정보를 조회 및 제공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

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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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A/S 요청 정보는 상기 자수기와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유 기계정보, 고장 정보,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방법.

청구항 10.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에 있어서,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자수기;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재봉기;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

느 하나의 위치를 검색하고, A/S 요원의 단말기로부터 위치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고, 이에

의해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와 가장 가까운 A/S 요원의 단말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A/S

총괄 센터 서버; 및

상기 A/S 총괄 센터로부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A/S 총괄 센터로 자신의 위치 신호와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

는 A/S 요원의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청구항 11.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에 있어서,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며, A/S 총괄 센터 서버로부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가

장 가까운 A/S 요원의 단말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자수기;

고장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며, A/S 총괄 센터 서버로부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가

장 가까운 A/S 요원의 단말기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재봉기;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된 상기 A/S 요청 정보에 의해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 A/S 요원의 위

치 정보를 전송하며, 상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A/S 요원의 단말기로부터 위치 신호를 수신하여 검출하는 A/S 총괄 센

터 서버; 및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부터 A/S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로 자신의 위치 신호

와 A/S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A/S 요원의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

템.

청구항 12.
청구항 12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수기는,

다수개의 자수 디자인 파일과 자수 디자인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저장부;

자수 작업자가 원하는 자수 디자인 파일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상기 자수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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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수 작업자가 선택한 자수 디자인 파일에 따라 옷감에 자수를 놓는 자수 작업부;

상기 자수기의 고장 원인을 감지하는 작업 에러 감지부;

상기 A/S 요원의 위치정보, 상기 자수기의 고장 정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파일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하는 표시부;

상기 A/S 총괄 센터와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 중 어느 하나와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신호 송수

신부;

상기 자수기의 고장시 A/S 처리를 위한 A/S 처리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A/S 처리 프로그램 저장부; 및

상기 자수기의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청구항 13.
청구항 13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재봉기는,

다수개의 재봉패턴 파일과 재봉패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저장부;

자수 작업자가 원하는 재봉패턴 파일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상기 재봉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부;

상기 자수 작업자가 선택한 재봉패턴 파일에 따라 옷감에 재봉을 실행하는 재봉 작업부;

상기 재봉기의 고장 원인을 감지하는 작업 에러 감지부;

상기 A/S 요원의 위치정보, 상기 재봉기의 고장 정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파일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하는 표시부;

상기 A/S 총괄 센터와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 중 어느 하나와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신호 송수

신부;

상기 재봉기의 고장시 A/S 처리를 위한 A/S 처리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A/S 처리 프로그램 저장부; 및

상기 재봉기의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청구항 14.
청구항 1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A/S 처리 프로그램은,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장시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A/S 요청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A/S 자동처리 프로그램; 및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장시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A/S 요청 정보를 상기 자수 또는 재봉

작업자에 의해 수동으로 전송하는 A/S 수동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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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청구항 1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는,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요청 정보를 저장하는 A/S 접수 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

(DB);

상기 A/S 요원로부터 수신된 상기 A/S 처리 정보를 저장하는 A/S 처리 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DB);

상기 A/S 요원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A/S 요원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DB);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기계별 기계 이력 정보와 자수기 고유의 기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기계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DB);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부품 정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있는 부품 정보 데이터베이스(DB);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각 국가별 기지별로 A/S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A/S 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

(DB); 및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사양별 메뉴얼을 저장하고 있는 매뉴얼 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포함하여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청구항 16.
청구항 1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는,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와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 중 어느 하나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모듈;

상기 A/S 접수 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A/S 요청 정보를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로 전송하고,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A/S 처리 정보를 상기 A/S 처리 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A/S 접수 및 처리 모듈;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위치 정보에 의해 상기 A/S 요원의 위치를 검출하고 상기 A/S 요원 위치정보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는 A/S 요원 위치 정보 모듈; 및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제공 지원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청구항 17.
청구항 17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는,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와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 중 어느 하나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신호 송수신부;

상기 A/S 요원이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부;

상기 A/S 요원의 현재 위치를 알리는 위치 정보를 일정 주기로 발생하는 위치신호 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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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S 요원의 단말기의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롬(ROM);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 및 상기 A/S 총괄 센터 서버로부터 수신된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램(RAM);

상기 A/S 요원이 입력한 신호에 의해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각종 정보를 화면상에 나타내는 표시부;

및

상기 A/S 요원의 단말기의 전체 시스템을 동작 및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청구항 18.
청구항 18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A/S 요청 정보는 상기 자수기와 상기 재봉기 중 어느 하나의 고유 기계정보, 고장 정보,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기 또는 재봉기의 서비스 요청 시스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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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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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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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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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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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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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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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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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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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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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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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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