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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 쇼핑몰 서버 및 그 쇼핑정보 제공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쇼핑몰 서버 및 그 쇼핑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서버의 쇼핑정보 제공방법에 있어서, (a) 고객으로부터 소정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을 요
구받는 단계; (b) 상기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에 상기 제품의 작동원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작동원리 선택
페이지를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으로부터 상기 고객에 의해 선택된 작동원리 선택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에 상기 선택된 작동원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를 전송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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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여, 고객이 제품에 대한 작동원리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쇼
핑몰 운영자는 당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 및 당해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흡인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서버(1)를 적용한 인터넷 기반 쇼핑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2는 도 1의 인터넷 쇼핑몰 서버(1)의 상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서버(1)에 의한 쇼핑정보 제공방법을 고객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계층적으로 표현된 검색경로의 구성도,

도 4는 도 3의 검색경로를 변형한 다른 검색경로의 구성도,

도 5a는 세탁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이퍼미디어 문서의 구조의 개략도이고, 도 5b는 이에 따라 구현된 웹페이지의 일
례이며,

도 6a는 소음/진동을 설명하기 위한 하이퍼미디어 문서의 구조의 개략도이고 도 6b 및 도 6c는 이에 따라 구현된 웹페
이지의 일례이며,

도 7a는 세탁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이퍼미디어 문서의 구조의 개략도이고 도 7b는 이에 따라 구현된 웹페이지의 일
례이며,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쇼핑정보 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인터넷 쇼핑몰 서버3a,3b: 인터넷 접속수단

5: 인터넷20: 제어모듈

20a: 선택정보 수신모듈20b: 멀티미디어문서 제공모듈

21: 제품 데이터베이스22: 멀티미디어문서 데이터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 쇼핑몰 서버 및 그 쇼핑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작동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를 쇼핑정보로서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및 그 쇼핑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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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고 각 쇼핑몰 간의 상품판매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인터넷 쇼핑
몰에서는 상품판매와 더불어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공산품 중 의복, 화장품, 등 일반 생활용품은 사용자의 성별 혹은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갖지 
않으며 그 사용법이 크게 어렵지 않다. 또한, 컴퓨터, 오디오 등 전문제품은 제품에 따라 사용자의 연령층이 비교적 한
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그 제품에 대한 사용법을 잘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가전제품은 일반 생활용품에 비해 사용법을 익히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대부분은 주부로써 가전제품에 
대한 작동법 및 작동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가전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고 신
기능이 부가된 다양한 제품이 쏟아짐에 따라 다른 상품에 비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나아가, 가전제품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의 접근가능성이 다른 제품에 비해 높고,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거나 오작동되었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가전제품의 제조업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정보는 가전제품
의 모델별로 제품사양 및 외관이미지를 표시함에 그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쇼핑정보로서 제품에 대한 작동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및 그 쇼핑정보 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유용한 쇼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강한 고객흡인력을 갖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및 그 쇼핑정보 
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서버의 쇼핑정보 제공방법에 있어서, (a) 고객으로부터 소정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을 요구받는 단계; (b) 상기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에 상기 제품의 작동원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작동원리 선택페이지를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으로부터 상기 고객에 의해 선택된 작동원리 선택정
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에 상기 선택된 작동원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핑정보 제공방법에 의해서 달성된다.
    

여기서, 상기 (a)단계 또는 상기 (g)단계의 제품은, 가전제품이며, 특히 세탁기, 청소기, 전자렌지, 가스렌지, 및 에어
콘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a)단계 또는 상기 (g)단계의 제품은, 세탁기이며,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세탁기의 소음 또는 진동을 들려주기 
위한 사운드가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 문서이거나,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
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문서이거나, 때가 빠지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
이퍼미디어 문서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물살의 세기에 따른 세탁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
는 하이퍼미디어 문서이고, 상기 하이퍼미디어 문서는, 옷감에 따른 적절한 모터회전수를 표시하며, 상기 모터회전수에 
따라 발생된 물살에 의한 세탁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 문서인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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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제품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 제품 데이터베이스; 상기 제품의 작동원
리를 설명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가 저장된 멀티미디어문서 데이터베이스;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인터페이스: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으로부터 소정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을 요구받고, 제품에 대한 작동원리 중 어
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작동원리 선택페이지를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으로 전송하고, 상
기 통신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으로부터 작동원리 선택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선택정보 수신모듈: 및 
상기 멀티미디어문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선택모듈로부터 제공된 작동원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
서를 추출하여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 제공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터넷 쇼핑몰 서버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여기서, 상기 제품은, 가전제품이며, 특히 세탁기, 청소기, 전자렌지, 가스렌지, 및 에어콘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세탁기의 소음 또는 진동을 들려주기 위한 사운드가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 문서
를 포함하거나,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
어문서를 포함하거나, 때가 빠지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 문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물살의 세기에 따른 세탁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
는 하이퍼미디어 문서를 포함하며, 상기 하이퍼미디어 문서는, 옷감에 따른 적절한 모터회전수를 표시하며, 상기 모터
회전수에 따라 발생된 물살에 의한 세탁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서버(1)를 적용한 인터넷 기반 쇼핑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인터넷 기반 쇼핑시스템은,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3a, 3b)과, 인터넷(5)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상
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쇼핑몰 서버(1)를 구비한다.

인터넷 접속수단(3a, 3b)은 고객이 인터넷(5)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서버(1)에 접속하기 위한 PC, 모바일폰, 등을 의
미한다. 인터넷 쇼핑몰 서버(1)에는 인터넷(5)에 연결되어 인터넷 접속수단(3a, 3b)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작동원
리를 설명하는 멀티미디어 문서를 표시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여기서,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쇼핑몰 경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총괄하여 지칭한다. 한편, 
인터넷(5)은 기타 다른 네트워크망, 예를 들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DN(Public Swit
ched Data Network), cable TV망, 무선통신망 등으로 대체가능하다. 네트워크망이 대체되는 경우 고객의 인터넷 접
속수단(3a, 3b) 및 인터넷 쇼핑몰 서버(1)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대체되는 네트워크망에 접속가능하도록 변경되거
나 또는 통신프로토콜이 변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도 2는 도 1의 인터넷 쇼핑몰 서버(1)의 상세 블럭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가전제품을 포함하여 당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각종 제품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 제품 데이터베이스(21), 가전제품에 관한 멀티미디어 문서가 저장된 멀티미디어 문서 데이터베이스(2
2), 고객에게 제품 데이터베이스(21)에 저장된 제품을 인터넷(5)을 통해 판매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멀티미디어 문
서 데이터베이스(22)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제어모듈(20), 및 외부와의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

 - 4 -



공개특허 특2001-0103865

 
기 위한 통신인터페이스(29)를 포함한다.
    

제품 데이터베이스(21)에 저장된 제품에 관한 정보는, 당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명칭, 가격, 사양, 
이미지정보, 등 제품에 관한 제품정보로서,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제품명칭, 모델명, 크기, 가격, 사양, 이미지정보를 포
함한다. 본 발명에서 의미하는 가전제품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며 부여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물리적인 동작이 
수반되는 제품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가스렌지, 전자렌지, 에어콘을 의미한다.

    
멀티미디어 문서 데이터베이스(22)에는 가전제품이 부여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동작의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이론, 
수반효과, 동작과정 등 작동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로서, HTML로 기술되며 동영상 및 사운드가 링크된 
하이퍼미디어 문서가 저장되어 있다. 여기서, 멀티미디어 문서는 시청각 매체 조각을 시간 공간적으로 잘 엮어 놓은 것
을 말한다. 문서를 보는 자(본 발명에 있어서는 고객이므로 이하 " 고객" 이라 함)의 입력에 의해서 문서의 상연 순서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문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눈으로는 움직이는 동영상을 보고 
귀로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TV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가전제품의 작동원리를 멀티미디어 
문서로 표현함으로써 작동원리로서 기초과학이론, 수반효과, 및 동작과정을 애니메이션, 동화상 등의 동영상, 및 사운
드에 의해 고객에게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있다. 한편, 하이퍼미디어 문서는 멀티미디어 문서의 하나로 그 구조적 특성이 
하이퍼미디어구조를 이루는 바, 하이퍼미디어 문서는 링크를 통한 분기형 정보(Non-linear Information Chain)로서, 
동영상 및 사운드를 텍스트 앵커(Anchor) 혹은 이미지 앵커를 통해 링크해 놓은 것을 말한다.
    

    
제어모듈(20)은, 가전제품에 대한 작동원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작동원리 선택페이지를 통신인터페이스(2
9)를 통해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으로 전송하고, 통신인터페이스(29)를 통해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
3a 또는 3b)으로부터 작동원리 선택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선택정보 수신모듈(20a), 및 선택모듈(20a)이 제공한 작동
원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를 멀티미디어 문서 데이터베이스(22)로부터 추출하여 인터넷 접속수단
(3a 또는 3b)으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 제공모듈(20b)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따라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쇼핑정보 제공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서버(1)에 의한 쇼핑정보 제공방법을 고객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계층적으로 표현된 검색경로의 구성도이다. 설명의 편의와 단순화를 위해, 도 3의 굵은 블록으로 표시된 
검색경로를 따라 고객이 쇼핑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고객의 검색경로는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나, 다른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검색경로에 따른 쇼핑정보 제공방법 또한 이하에 설명한 세탁기(33)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에 
의한다.
    

도 3을 참조하면, 고객(30)이 접속한 홈페이지(31)에는 제품 데이터베이스(21)에 저장된 제품카테고리가 선택메뉴로
서 표시되어 있다. 제품카테고리는 컴퓨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카메라, TV 등 영상제품, 및 가전제품(32)으로 구분되
어 있고, 각 제품카테고리는 제품아이템의 링크를 위한 텍스트 앵커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품카테고리는 판매전략, 제
품의 기능, 가격, 등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고객(30)이 가전제품(32)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가전제품 아이템인 냉장고, 세탁기(33),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청
소기, 및 에어콘이 선택메뉴로서 표시된다. 이들 가전제품 아이템 또한 각 모델별 제품사양이 표시된 쇼핑페이지의 링
크를 위한 텍스트앵커로 구성된다.

고객(30)이 세탁기(33)를 클릭하면, 모델별로 표시된 제품사양이 배치된 쇼핑페이지가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
에 표시된다. 제품사양은 각 모델의 외관이미지, 용량, 크기, 가격, 및 간단한 제품설명으로 이루어진다. 고객(30)은 제
품사양을 살펴보고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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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쇼핑페이지에는 제품설명을 위한 문서가 링크된 텍스트앵커로서 제품전문정보(34)가 배치되어 있다.

고객(30)이 제품전문정보(34)를 클릭함으로써 세탁기에 대한 제품설명탁기의 작동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작동원리 선
택페이지가 표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탁원리(35), 소음/진동(36), 세탁과정(37)이 선택메뉴로서 표시된다.

고객(30)이 세탁원리(35)를 클릭하면, 세탁원리를 설명하는 텍스트, 그래픽, 또는 이미지정보와 함께, 사운드가 부가
되거나 부가되지 않은 동영상을 통해 세탁원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이미지앵커가 표시된다. 고객(30)이 이미지앵커
를 클릭하면, 하이퍼미디어 구조로 링크된 사운드 또는 동영상에 의해 세탁원리가 시뮬레이션되어 표시된다(38).

고객(30)이 소음/진동(36)을 클릭하면, 소음 및 진동을 설명하는 텍스트, 그래픽, 또는 이미지정보와 함께, 소음/진동
의 발생 및 그 원인을 사운드 또는 사운드가 부가된 동영상을 통해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텍스트앵커 또는 이미지앵커가 
표시된다. 고객(30)이 텍스트앵커 또는 이미지앵커를 클릭하면, 하이퍼미디어 구조로 링크된 사운드 또는 동영상에 의
해 소음/진동의 발생 및 그 원인이 각각 시뮬레이션된다(39,40).

고객(30)이 세탁과정(37)을 클릭하면, 세탁과정을 설명하는 텍스트, 그래픽, 또는 이미지정보와 함께, 사운드가 부가
되거나 부가되지 않은 동영상으로 세탁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이미지앵커가 표시된다. 고객(30)이 이미지앵커를 
클릭하면, 하이퍼미디어 구조로 링크된 사운드 또는 동영상에 의해 세탁과정이 시뮬레이션된다(41).

세탁원리, 소음/진동의 발생 및 그 원인, 및 세탁과정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하이퍼미디어 페이지는 
후술한다.

도 4는 도 3의 검색경로를 변형한 다른 검색경로의 구성도이다. 다만, 도 4에 표시되지 않은 검색경로는 도 3의 그것과 
동일하다. 한편, 도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명의 편의와 단순화를 위해, 굵은 블록으로 표시된 검색경로를 따라 고객
이 쇼핑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도 4를 참조하면, 고객(40)이 접속한 홈페이지(41)에는 선택메뉴로서 쇼핑, 상품소개(41'), 및 뉴스가 표시되어 있다. 
고객(40)이 상품소개(41')를 클릭하면 선택메뉴로서 생활용품, 가전제품(42), 유아용품, 및 기타의 텍스트앵커가 표
시된다.

고객(40)이 가전제품(42)을 클릭하면 세탁기(43), 청소기, 전자렌지, 및 냉장고가 선택메뉴로서 표시된다. 이하의 검
색경로는 도 3의 그것과 동일하게 구성된다.

도 5a는 세탁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이퍼미디어 문서의 구조의 개략도이고 도 5b는 이에 따라 구현된 웹페이지의 일
례이다.

    
도 5a를 참조하면, 세탁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이퍼미디어 문서는 세탁원리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세탁원리 텍스트(
51)에 세탁원리 동영상(501)이 링크되어 있거나, 세탁원리 텍스트(52)에 세탁원리를 표현한 그래픽(53)이 포함되어 
있고 세탁원리 동영상(502) 및 세탁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세탁원리 사운드(503)가 링크되어 있다. 도 5b를 참
조하면, 도 5a에 따라 구현된 웹페이지에는, 세탁원리로서 때가 빠지는 원리를 설명한 텍스트 및 그래픽이 표시되어 있
고, 동영상을 보고자 하는 경우 때가 빠지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시뮬레이션되어 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른 세탁원리의 표현방법도 이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구현가능하다.
    

도 6a는 소음/진동을 설명하기 위한 하이퍼미디어 문서의 구조의 개략도이고 도 6b 및 도 6c는 이에 따라 구현된 웹페
이지의 일례이다.

도 6a를 참조하면, 소음/진동을 설명하기 위한 하이퍼미디어 문서는 소음/진동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소음/진동 텍스트
(61)에 소음 사운드(601), 진동 동영상(602), 및 진동 사운드(603)가 링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6b 및 도 6c
를 참조하면, 도 6a에 따라 구현된 웹페이지에는, 소음/진동의 발생이유를 설명한 텍스트 및 진동의 원리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표시되어 있고, 소음/진동을 듣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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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는 세탁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이퍼미디어 문서의 구조의 개략도이고 도 7b는 이에 따라 구현된 웹페이지의 일
례이다.

    
도 7a를 참조하면, 세탁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하이퍼미디어 문서는 세탁과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세탁과정 텍스트(
71)에 세탁과정을 설명하는 세탁과정 이미지(72)가 포함되어 있고, 세탁과정 동영상(701) 및 세탁과정 사운드(702)
가 링크되어 있다. 도 7b를 참조하면, 도 7a에 따라 구현된 웹페이지에는, 옷감에 따른 물살의 세기에 대응되는 모터 
회전수 및 간단한 설명이 기재된 텍스트 및 이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고, 물살의 세기에 따른 세탁과정을 보
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쇼핑정보 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여기서, 쇼핑정보 제공
방법은 도 3에 도시된 검색경로에 따른다.

고객은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을 사용하여 인터넷(5)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서버(1)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801단계).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메뉴가 표시된 가전제품 선택페이지를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에 전송한다(802단계).

고객이 세탁기를 선택하면(803단계),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에 모델별로 표시된 제
품사양이 배치된 쇼핑페이지를 전송한다(804단계).

고객은 쇼핑페이지를 통해 쇼핑할 수 있다(805단계). 즉, 쇼핑페이지를 통해 각 모델을 살펴보고 원하는 세탁기를 구
매할 수 있다.

한편, 고객이 제품전문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806단계),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세탁원리, 소음/진동, 세탁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세탁원리 아이콘, 소음/진동 아이콘, 및 세탁과정 아이콘이 마련된 제품전문정보 선택페이지를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에 전송한다(807단계).

고객이 세탁원리 아이콘을 클릭하면(808단계),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도 5a 및 5b에서 설명된 멀티미디어 문서를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에 전송한다(809단계). 고객이 도 5b에 마련된 앵커를 클릭하면(810단계), 인터넷 쇼핑
몰 서버(1)는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에 도 5b에 표시된 때의 분리과정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서 동영상을 전송한다(811단계).

    
고객이 소음/진동 아이콘을 클릭하면(808단계),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도 6a 및 6b에서 설명된 멀티미디어 문서를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에 전송한다(812단계). 고객이 도 6b에 표시된 소음을 들어보기 위해 대응되도록 마련된 
앵커를 클릭하면(813단계),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
뮬레이션 데이터로서 소음 사운드를 전송한다(814단계). 고객이 도 6b에 표시된 진동을 들어보기 위해 대응되도록 마
련된 앵커를 클릭하면(815단계),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에 도 6a에 도시된 진
동 사운드(603)를 전송한다(816단계).
    

고객이 세탁과정 아이콘을 클릭하면(808단계),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도 7a 및 7b에서 설명된 멀티미디어 문서를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에 전송한다(817단계). 고객이 도 7b에 표시된 세타과정을 보거나 듣기 위해 대응되도록 
마련된 앵커를 클릭하면(818단계), 인터넷 쇼핑몰 서버(1)는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3a 또는 3b)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서 도 7a에 도시된 세탁과정 동영상(701) 및 세탁과정 사운드(702)를 전송한다(819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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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제품으로써 가전제품을 선택하고 특히 세탁기의 작동원리로서 세탁원리, 소음/진동, 및 세
탁과정에 대해 마련된 멀티미디어 문서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다른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전술한 실시예와 유사한 멀티
미디어 문서를 제작하고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가정용 컴퓨터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바, 이의 사용방법에 대한 멀티미
디어 문서의 제공도 가능하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멀티미디어 문서로서 하이퍼미디어 문서에 대해 기타 멀티미디어 문서제작 툴에 의한 다른 
구조의 멀티미디어 문서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쇼핑정보로서 제품에 대한 작동원리를 멀티미디어 문서로 고객에게 제공해
주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및 그 쇼핑정보 제공방법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제품에 대한 작동원리를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작동원리가 멀티미디어 문서로 제
공되는 경우 가전제품의 주요 고객인 주부가 그 작동원리를 쉽게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당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 및 당해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흡인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고객 또한 당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에 대한 작동원리, 작동요령, 과학적 지식까지 얻을 수 있
게 된다. 더불어, 제품을 보다 능숙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쇼핑몰 서버의 쇼핑정보 제공방법에 있어서,

(a) 고객으로부터 소정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을 요구받는 단계;

(b) 상기 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에 상기 제품의 작동원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작동원리 선택페이지를 전송
하는 단계;

(c)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으로부터 상기 고객에 의해 선택된 작동원리 선택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에 상기 선택된 작동원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핑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의 제품은, 가전제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핑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전제품은, 세탁기, 청소기, 전자렌지, 가스렌지, 및 에어콘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핑정보 제공방
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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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의 제품은, 세탁기이며,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세탁기의 소음 또는 진동을 들려주기 위한 사운드가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 문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핑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의 제품은, 세탁기이며,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문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핑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의 제품은, 세탁기이며,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때가 빠지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 문서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쇼핑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의 제품은, 세탁기이며,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물살의 세기에 따른 세탁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
퍼미디어 문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핑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옷감에 따른 적절한 모터회전수를 표시하며, 상기 모터회전수에 따라 발생된 물살에 의한 세
탁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 문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쇼핑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9.

제품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 제품 데이터베이스;

상기 제품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가 저장된 멀티미디어문서 데이터베이스;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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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인터넷 접속수단으로부터 소정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을 요구받고, 제품에 대한 작동원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기 위한 작동원리 선택페이지를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으로 전송하고, 상기 통신인터페이스
를 통해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으로부터 작동원리 선택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선택정보 수신모듈: 및

상기 멀티미디어문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선택모듈로부터 제공된 작동원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
서를 추출하여 상기 인터넷 접속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 제공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터넷 쇼핑몰 서버.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은, 가전제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가전제품은, 세탁기, 청소기, 전자렌지, 가스렌지, 및 에어콘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
버.

청구항 12.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세탁기의 소음 또는 진동을 들려주기 위한 사운드가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 문서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청구항 13.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청구항 14.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때가 빠지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퍼미디어 문서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청구항 15.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문서는, 물살의 세기에 따른 세탁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하이
퍼미디어 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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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퍼미디어 문서는, 옷감에 따른 적절한 모터회전수를 표시하며, 상기 모터회전수에 따라 발생된 물살에 의한 
세탁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사운드, 및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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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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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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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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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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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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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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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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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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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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