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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팅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채팅 공간이 활성화됨

과 동시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팅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신망에 결합된 복수의 사용자들간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채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입력되는 정보에 특정 코드, 특정 문자열 등을 포

함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검출된 특정 코드, 특정 문자열 등에 상응하는 콘텐츠를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팅 시스템과 방법이 제공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동일한 공간 내에서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복수의 사용자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특정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거래 요청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a

색인어

채팅, 실시간, 정보, 의사 소통, 검색, 증권 정보, 거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채팅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1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팅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와 실시간 정보의 동기화를 나타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대화 정보 제공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증권 정보 제공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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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증권 정보를 복수의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한 과정

을 나타낸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증권 정보와 대화 정 보의 연동을 나타낸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증권 정보와 대화 정보의 연동을 나타낸 순서도.

도 8a 내지 도 8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화면 표시

를 예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와 실시간 정보의 동기화를 나타낸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와 실시간 정보의 동기화를 표시한 순서도.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도.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화면 표시를 예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사용자 단말기 130 : 운영자 서버

132 : 회원 정보 서버 134 : 채팅 서버

136 : 시세 서버 138 : 주문 서버

150 : 운영자 저장 장치 170 : 증권사 서버

180 : 증권사 저장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팅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채팅(Chatting)창이 활

성화됨과 동시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팅 시

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업 내의 구성원이나 사회집단의 구성원들간에 서로의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 소통 수단은 정보 기술의 발

전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왔다. 의사 소통 수단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를

지원하는 의사 소통 수단, 같은 시간과 다른 공간을 지원하는 의사 소통 수단, 다른 시간과 같은 장소를 지원하는 의사

소통 수단 및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지원하는 의사 소통 수단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던 의사 소통 수단이 나타나고, 기존 의사 소통 수단을 대체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현대 사회나 조직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전자메일은 다른 시간과 같은

장소 또는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지원하는 의사 소통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전자메일은 주고받음

에 시간의 틈을 가지고 있어 실시간으로 의사 소통을 원하는 구성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등장한 의사 소통 수단이 통신을 이용한 채팅 시스템이다. 그리고, 종래 채팅 시스템은 

구성원이 의사 소통을 위해 접속한 후, 특정 주제에 대해 의사 소통을 위한 대화방을 만든다.

그 후, 만들어진 대화방 내에서 일정 인원의 구성원이 접속하여 문자를 이용한 대화가 진행된다. 또한, 종래 채팅 시

스템은 현재 같은 대화방에 접속한 구성원의 사용자 이름(User ID)이나 특정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용자 이름(User ID)의 검색이 가능하고, 기본 정보의 열람 등도 가능하다.

대화방에 접속한 구성원들은 일정 시간 채팅 등의 의사 소통을 한 후, 로그아웃(Log-Out)이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의 이동 등에 의해 대화방에의 접속을 종료한다.

그러나, 종래 채팅 시스템은 실시간 의사 소통이라는 면에 치중하여, 채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에게 문자를 

이용한 의사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실시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외부 정보로부터 차단되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 채팅 시스템은 실시간 정보의 결핍으로 인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사 소통이 어려워지며, 현재 

이전의 사실에 대한 의사 소통으로 이루어져 다분히 흥미 위주로 한정되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 채팅 시스템은 상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부분 단기적이고 비정기적인 의사 소통으로 되어버리는 문제

점이 있다.

또한, 종래 채팅 시스템은 지속적인 의사 소통을 위하여, 같은 공간 내에 위치한 구성원들의 공통 관심사 내지는 공감

대의 형성을 강요하므로, 흥미에 의하여 또는 학습을 위하여 방문한 구성원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에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

또한, 종래 채팅 시스템은 단지 문자 기반의 의사 소통 구조로 형성되어, 채팅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채팅은 단조롭고,

단순하며, 지루하고 변화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의사 소통을 위한 공간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 채팅 시스템은 동일한 공간 내에서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복

수의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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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래 채팅 시스템은 재테크 등을 주제로 하는 대화 공간 내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특정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거래 요청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외부 정보를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적용하여,

최신 정보에 대한 갈증 및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시변 정보와 함

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시

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채팅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상기 정보를 통해 토의, 학습 및 예측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여, 상기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발전 및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종래 문자를 기반으로 한 구현 방법 외에, 상기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멀티미디어 기반 정

보를 이용하므로, 채팅이 재미있고, 활동적이며, 참여에의 욕구를 충만하게 하는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동일한 공간 내에서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복

수의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재테크 등을 주제로 하는 대화 공간 내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특정 사용자

가 실시간으로 거래 요청을 수행할 수 있는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 시스템에 있어서, 통신망과 결합된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문자로 표시된 대

화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미리 지정된 문자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기 문자열을 추

출하고, 상기 문자열과 상응하는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부; 상기 검색된 실시간 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된다.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미리 지

정된 문자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실시간 정보 제공 서버로 상기 

검색된 문자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 요청부; 상기 실시간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문자열과 관련한 정

보를 수신하는 수신부를 더 포함하거나,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말기는 통신망과 결합된 컴퓨터, 이동 통신 단말기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기 통신망은 컴퓨터 통신

망, 무선 통신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문자열은 증권 종목 이름, 증권 종목 코드, 영화 관련 단어, 경제 관련 용어, 시사 용어, 정치 관련 용어 등

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통

신망 을 이용하여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접속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저장부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단

계; 상기 검색된 채팅 프로그램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단말기에 저장된 상기 채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접속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로 대화방 초기화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채팅 프로그램으로부터 각각

의 구별 정보가 포함된,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정보, 동기화 거절 정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청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작업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작업 정보와 대응하는 작업 결과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가 제공된다.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가 제공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

리;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문자로 표시된 대화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미리 지정된 문자열

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기 문자열을 검색하여 추출하는 단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제공 서버로 통신

망을 이용하여 상기 검색된 문자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단

계;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와 상기 수신한 관련 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 공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

리;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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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통신망과 결합된 단말기를 통해 적어도 미리 지정된 특수 기호와 종목 정보를 포함하는 대화 정보를 수

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유효한 종목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상기 종목과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실시간 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

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가 제공된다.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가 제공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종목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를 수신

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실시간 정보를 축적하는 단계를 더 수행할 수 있다.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가 제공된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검색 정

보의 공유를 위한 복수의 사용자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선택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정보 공유를 위

한 사용자 목록을 갱신하기 위해 공유 사용자 목록 갱신 요청 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수행할 수 있

다.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가 제공된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검색 

정보 공유의 거절을 위한 사용자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선택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정보 공유를 위

한 사 용자 목록을 갱신하기 위해 공유 거절 사용자 목록 갱신 요청 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통신망에 결합된 복수의 사용자

들간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채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입력되는 정보에 특정 코드, 특정 문자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검

출부; 상기 검출된 특정 코드, 특정 문자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콘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전송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된다.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콘텐츠는 주식 정보, 영화 정보, 

경제 정보, 시사 정보, 정치 정보, 뉴스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특정 코드는 적어도 특수 문자와 주식 코드

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특수 문자는 '/'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기 특정 문자열은 주식 종목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 전부 등으

로 적용할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

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접속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저장부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채팅 프로그램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단말기에 저장된 상기 채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접속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단말

기로 대화방 초기화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채팅 프로그램으로부터 각각의 구별 정보가 포함된, 대화 정보, 귓속

말 정보, 동기화 공유 정보, 동기화 거절 정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청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작업 정

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작업 정보와 대응하는 작업 결과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제공된다.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제공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작업 결과는 대화 정보, 귓속말 정

보, 동기화 공유 목록 갱신 요청 정보, 동기화 거절 목록 갱신 요청 정보, 실시간 정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

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 서비스의 이용 방법에 있어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버로 적어도 사

용자 식별자(ID)를 포함하는 접속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

된 채팅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동작을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채팅 프로그램은, 통신망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접속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대화방 초기화 정보를 수신하고, 초기화된 대화방 정보를 표시부에 출력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정보, 동기화 거절 정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청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작업 정보를 입력받고, 각각의 작업 정보에 상응하는 각각의 구별 정보를 삽입하여 상기 서버

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작업 정보에 상응하는 작업 결과를 수신하고,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출력되

어져야 하는 작업 결과인 경우에 단말기의 표시부에 출력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이용 방법이 제공된다.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이용 방법이 제공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채팅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거나, 상기 채팅 프로그램은, 복수의 사용자간에 실시간 정보의 공유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수신하

고, 갱신하는 단계를 더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작업 결과는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목록 갱신 요청 정보, 동기화 거절 목록 갱신 요청 정보, 

실시간 정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통신망에 결합된 복수의 사용

자들간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채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입력되는 정보에 특정 코드, 특정 문자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

계; 상기 검출된 특정 코드, 특정 문자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콘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제공된다.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제공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콘텐츠는 주식 정보, 영화 정보, 경

제 정보, 시사 정보, 정치 정보, 뉴스 정보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기 특정 코드는 적어도 특수 문자와 주식 코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특수 문자는 '/'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기 특정 문자열은 주식 종목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 전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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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

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 서비스의 이용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각각의 구별 정보가 

포함된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정보, 동기화 거절 정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청 정보 중 적어

도 어느 하나인 작업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구별 정보를 바탕으로, 복수의 작업 정보를 분류하는 단계; 

상기 분류된 작업 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 정보 분류 제

공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회원 정보 관리 장치(회원 정보 서버), 대화 정보 관리 장치(채팅 서버), 실시간 정보 관리 

장치(시세 서버), 주문 정보 관리 장치(주문 서버)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

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 서비스의 이용 방법에 있어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장치로 접속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해당 서비스 제공 장치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

신된 채팅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동작을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채팅 프로그램은, (a) 사용자로부터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정보, 동기화 거절 정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청 정 보 중 적어도 어느 하

나인 작업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b) 상기 입력받은 작업 정보와 상응하는 구별 정보를 삽입하는 단계; (c) 상기 삽입

된 구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작업 정보를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제공 장치로 상기 작업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접속 종료 요청 신호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상기 단계 (a), 단계 (b), 단계 (c)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이용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

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도록 단일 화면상에 출력되는 복수의 정보 영역은,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어

전송되며, 문자로 표시되는 대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1 영역;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2 영역; 상기 사용자의 대화 정보 내에 포함된 특정 문자열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3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화면 생성 방법이 제공된다.

채팅/콘텐츠 복합화면 생성 방법이 제공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복수의 영역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

보를 기반으로 증권 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제4 영역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제3 영역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특정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영역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

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도록 단일 화면상에 출력되는 복수의 정보 영역은, 대화 정보 관리 장치와 연동

되어,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어 전송되며, 문자로 표시되는 대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1 영역; 실시간 정보 

관리 장치와 연동되어,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2 영역; 상기 대화 정보 관

리 장치, 상기 실시간 정보 관리 장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동되어, 상기 사용자의 대화 정보 내에 포함된 특정 문

자열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3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화면 생성 방

법이 제공된다.

채팅/콘텐츠 복합화면 생성 방법이 제공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주문 정보 관리 장치와 연동되어, 상기 사용

자로부터 증권 거래 요청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제4 영역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채팅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a를 참조하면, 통신망과 결합된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110a, 110b - 이하, 110으로 칭함), 운영자 서버(130), 운

영자 저장 장치(150)를 포함한다.

통신망을 통하여 채팅을 하기를 원하는 특정 사용자가 사용자 단말기(110)를 이용하여 운영자 서버(130)에 접속하면

, 운영자 서버(130)는 채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을 운영자 저장 장치(1

50)로부터 검색하여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사용자 단말기(110)에서 수신된 채팅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동작하여 운영자 서버(130)(예를 들어, 채팅 서버)와의 

정보 송수신 작업을 진행한다. 운영자 서버(130)는 사용자 단말기(110) 내의 일정 영역(예를 들어, 캐시 메모리, 하드

드라이브, 등)에 위치하는 채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전송되는 특정 정보(예를 들어, 대화 정보, 귓속말, 동기화 공유 정

보, 동기화 거절 정보, 특정 코드와 관련한 실시간 정보, 등)와 상응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상세한 설명은 이후 순

서도를 참조하기로 한다.

상기 사용자 단말기(110)는 통신망과 결합된 컴퓨터, 웹 네비게이션(web navigation) 기능이 내장된 이동 통신 단말

기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상기 운영자 저장 장치(150)는 회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회원 정보 저장 장치, 사용자가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목

록을 저장하는 실시간 정보 목록 환경 설정 저장 장치, 웹 상에서 실시간 변동하는 실시간 자료를 저장하는 실시간 정

보 저장 장치 등을 포함하는 복수의 저장 장치 그룹(group)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실시간 정보 제공 서버(170)(이후, 증권사 서버라 칭함)와 실시간 정보 제

공 저장 장치(190)(이후, 증권사 저장 장치라 칭함)를 포함하는 시변 정보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다시 도 1a를 참조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채팅을 하기를 원하는 특정 사용자가 사용자 단말기(110)를 이용하여 운영

자 서버(130)에 접속하면, 운영자 서버(130)는 사용자의 회원 인증 작업을 수행하고, 상기 사용자에게 적합한 해당 

정보를 운영자 저장 장치(150)를 검색하여 추출한 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기(110)로 제공되는 증권 정보는 증권사 서버(170)로부터 증권사 저장 장치(190)에 저장된 정보

를 운영자 서버에서 수신하여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며, 또한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증권(예를 들어, 주식, 선물,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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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보 및 거래 정보는 증권사 저장 장치(190)에 저장된다.

도 1a에 도시된 시스템 구성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다시 설명하면, 운영자 서버(130)에서 제공하는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통신망을 통해 운영자 서버(130)에 접속하여, 회원 인증 단계를 요구한다.

운영자 서버(130)는 운영자 저장 장치(150)를 검색하여 접속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사용자가 회원 등록 단계 또는 이전의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지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상기 사용자가 회원 인증 단계에서 입력할 수 있는 정보로는 접속 정보,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거래 요청 및 거래가 가능하다.

운영자 서버(130)에 의한 회원 인증 단계를 수행한 후, 상기 사용자는 복수의 다른 사용자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공유

하며, 실시간 변동하는 증권 관련 정보를 운영자 서버(130)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또한, 복수의 사용자의 채팅 중에 

특정 종목과 관련한 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복수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후 관련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팅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b를 참조하면, 통신망과 결합된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110), 운영자 서버(130), 운영자 저장 장치(150), 증권사 

서버(170), 증권사 저장 장치(190) 등을 포함한다.

도 1b에 도시된 개략적인 구성은 앞서 도 1a를 참조하여 설명한 부분과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운영자 서버(130)의 구

성과 사용자 단말기(110)와 운영자 서버(130)간의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운영자 서버(130)는 사용자 단말기(110)와의 연동 관계를 고려하여 회원 정보 서버(132), 채팅 서버(134), 시세 서버

(136), 주문 서버(138) 등을 포함하여 복수의 수량으로 구성될 수 있다.

회원 정보 서버(132)는 사용자로부터 회원 가입, 회원 정보 수정 등의 회원 정보와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는 수단이며,

채팅 서버(134)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대화 정보가 수신되는 경우에 해당 대화 정보를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특정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수단이다.

시세 서버(136)는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시세 조회 등을 포함하는 주식 정보와 관련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수

단이며, 주문 서버(138)는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주식 매도, 주식 매수 등의 거래 관련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거

래를 담당하는 증권사 서버(170)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이다.

상술한 복수의 서버는 각각 독립하여 동작이 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작업을 위한 연계 작업도 가능하다.

이하, 도 1b에 도시된 시스템 구성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되는 정보(즉,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코드 조회 등을 포함한다)를 채팅 서버(134)에

서 수신하여, 해당 정보가 회원 정보의 입력 및 갱신을 위한 정보인 경우에는 회원 정보 서버(132)로 전달하고, 해당 

정보가 대화 정보 및 귓속말 정보 등인 경우에는 채팅 서버(134)에서 수행하며, 해당 정보가 시세 조회 등의 요청 정

보인 경우에는 시세 서버(136)로 전달하고, 해당 정보가 주식 매도, 주식 매수 등의 거래 정보인 경우에는 주문 서버(

138)로 전달한다.

그 중, 해당 정보가 시세 조회 등의 요청 정보인 경우에는 시세 서버(136)에서 시세 조회와 관련한 해당 종목의 시세 

정보를 저장 장치로부터 검색하여 해당 정보를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110)

는 시세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시세 정보가 단말기 표시부에 출력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출력한다(시세 정보의 출력

과 관련한 사항은 이후 순서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시세 서버(136)에서 검색된 시세 정보를 채팅 서버(134)로 전달하여 해당 시세 정보를 전송할 필요(즉, 공유 여

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후 순서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단말 장치로 해당 시세 정보를 전

송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정 보의 분류가 가능한 시변 정보와 함께 채

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기(110)에서 서버(130)로 전송되는 정보는 분류하는 방법에 의해 제한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사용자 개인 정보의 입력 및 갱신을 위한 회원 정보, 복수의 사용자에게 제한 없이 출력되도록 하는 대화 정보, 특

정 사용자에게만 출력되도록 하는 귓속말 정보, 사용자가 원하는 종목의 현재 시세 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시세 조회

정보, 주식 매수 또는 매도 등의 거래 요청 정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분류의 해당 항목 각각에 독립된 코드를 부여하여 해당 정보와 함께 전송되도록 하면, 해당 정보가 특

정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각기 독립적으로 해당 서버와 연동되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원 정보 서버(132)는 코드 '01'을 포함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채팅 서버(134)는 코드 '02'를 포함하는 정

보를 관리하며, 시세 서버(136)는 코드 '03'을 포함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주문 서버(138)는 코드 '04'를 포함하는 정

보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만일 사용자 단말기(110)에서 해당 정보를 운영자 서버(130)로 전송하는 경우에, 회원 정보와 관련한 정보는 코드 '0

1'을 부여하여 전송하고, 대화 정보나 귓속말 정보와 관련한 정보는 코드 '02'를 부여하여 전송하며, 시세 조회 정보와

관련한 정보는 코드 '03'을 부여하여 전송하고, 거래 요청 정보와 관련한 정보는 코드 '04'를 부여하여 전송하면, 해당

코드별로 구분되어 관련 서버로 전송된다.

이 경우에 복수의 정보들이 특정 서버에 집중되어 관리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서버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지 않으며, 

또한 원활한 채팅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와 실시간 정보의 동기화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2는 사용자 단말기(210) 및 운영자 서버(230)간의 데이터 흐름을 표시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단계 250에서 사용자는 통신망과 결합된 사용자 단말기(210)를 이용하여 운영자 서버(230)로 사용

자 식별자(ID)와 비밀 번호를 포함하는 접속 정보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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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70에서 운영자 서버(230)는 저장 장치를 검색하여 단계 250을 통해 수신한 접속 정보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사

한다. 단계 270의 검사를 통해 유효한 접속 정보로 판단되면, 단계 290으로 진행하여 접속 승인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210)로 전송한다.

단계 310에서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기(210)를 이용하여 복수의 사용자와 채팅을 진행하기 위한 대화방으로의 접속 

요청 정보를 전송한다.

단계 330에서 운영자 서버(230)는 저장 장치에서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을 검색한다. 그리고, 단

계 330을 통해 검색된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을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210)로 전송한다(

단계 350).

사용자 단말기(210)는 단계 350을 통해 수신한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을 실행하고(단계 370), 상

기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에 의해 접속된 운영자 서버(230)로부터 대화방 초기화 정보를 수신한

다(단계 390). 상기 채팅 프로그램의 실행은 사용자의 동작에 의하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되며, 실행된 채팅 프로그램

은 사용자 단말기(210)의 임시 저장 영역(예를 들어, 캐시 메모리 영역, 등)에 저장되거나, 주 기억 영역(예를 들어, 하

드디스크, 등)의 일정 공간에 저장된다.

단계 410에서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기(210)를 통해 운영자 서버(230)로 대화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한다. 운영자 서

버(230)는 단계 41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입력되어 전송된 대화 정보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단계 430).

단계 450에서 운영자 서버는 단계 430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단계 430 내지 단계 450과 관련하여 이후 순서도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대화 정보 제공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단계 550에서 사용자 단말기(510)는 운영자 서버(530)로부터 수신한 채팅 프로그램(370 - 도 2 참

조)을 실행한다. 단계 550을 통해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이 실행되면,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의 자체 동작에 의해 채팅 서버(운영자 서버와 동일할 수 있으며, 운영 자 서버를 복수의 서버 그룹으

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버로 적용할 수 있다)로의 접속 요청 정보를 전송한다(단계 570).

단계 590에서 운영자 서버(복수의 서버 그룹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팅 서버일 수 있으며, 이하 채팅 서버

로 칭하기로 한다.)는 단계 570을 통해 수신한 채팅 서버 접속 요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대화방의 출력을 위한 초기

화 정보를 전송한다.

단계 610에서 사용자 단말기(510)는 상기 수신한 초기화 정보를 바탕으로 채팅 서버와 접속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한다. 만일 단계 610의 검사 결과로 채팅 서버에 접속이 되었다면 단계 630으로 진행하며, 만일 채팅 서버에 접속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단계를 종료한다. 또한, 단계 610의 검사 결과로 채팅 서버에 접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570으

로 진행하여 채팅 서버 접속 요청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계 630에서 단계 590을 통해 수신한 초기화 정보를 바탕으로 방 정보를 초기화한다. 단계 630을 통해 방 정보가 

초기화되면, 사용자가 대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복수의 입력 공간(예를 들어, 대화창, 귓속말, 등)과 대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공간 등이 출력된다.

이후, 사용자가 상기 대화 정보 입력 공간을 통해 대화 정보를 입력하고(단계 650), 상기 입력된 대화 정보를 채팅 서

버로 전송한다(단계 670). 단계 670에서 입력된 대화 정보를 채팅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는 대화 정보의 특징을 표시

하는 메시지 폴더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단계 670에 포함될 수 있는 메시지 폴더를 삽입하는 단계는 해

당 대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코드를 부여하도록 적용할 수 있다.

단계 670에서 삽입되는 메시지 폴더 또는 코드 정보를 통해 일반 대화 정보인지 귓속말 정보(즉, 특정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대화 정보)인지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채팅을 진행하기 위한 일반 대화 정보에 대해 예를 들면, 특정 사용자(예를 들어, estorm이라는 식별자를 가지

는 사용자)가 '대화창' 영역을 이용하여 입력한 대화 정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인 경우에, 운영자 서버에 수신되는 

대화 정보의 형식(form)은 '##CHATTING##estorm#$l안녕하세요. 여러분#$l2'이다. 다시 말하여 '[##CHATTING

##]#$l[내용]#$[글자색]'의 형식으로 수신되는 대화 정보는 동일한 대화 공간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의 화면상에 출

력된다.

또한, 귓속말을 위한 대화 정보에 대해 예를 들면, 특정 사용자(예를 들어, estorm이란 식별자를 가지는 사용자)가 '귓

속말' 영역을 이용하여 입력한 대화 정보가 '이것은 귓속말입니다'이고, 'hee'라는 식별자를 가진 사용자에게 대화 정

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운영자 서버에 수신되는 대화 정보의 형식(form)은 '##TO##estorm#$lhee#$l이것은 귓속말

입니다#$l2'이다. 다시 말하여 '[##TO##][보내는 사람]#$l[받는 사람]#$l[내용]#$[글자색]'의 형식으로 수신되는 

대화 정보는 '받는 사람'으로 지정된 사용자의 화면상에만 출력된다.

상술한 예에서와 같이 대화 정보에 대해 각각 구분되는 메시지 폴더를 포함함으로서 해당 대화 정보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다.

단계 690에서 운영자 서버는 단계 67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가 일반 대화 정보인지 귓속말 정보인지 여부를 검사

한다. 만일 해당 대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인 경우에는 단계 710으로 진행하여 수신을 위해 선택된 사용자를 검색하여

, 검색된 사용자의 단말기로 해당 대화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만일 단계 690의 검사에 의해 해당 대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730으로 진행하여 해당 대

화방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대화 정보를 입력한 사용자를 포함한다.)를 검색하여, 검색된 복수의 사용자 단말

기로 해당 대화 정보를 전송한다.

단계 750에서 사용자 단말기(즉, 사용자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채팅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 있다)는 단계 710 또는 단

계 73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를 단말기 화면상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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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70에서 사용자 단말기(즉, 채팅 프로그램)는 사용자가 채팅을 종료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단계 770에서 사

용자의 채팅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사용자가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의 종료 요청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 시간(예를 들어, 30분)동안 대화 정보의 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팅을 종료한 것으로 인식하

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만일 단계 770의 검사 결과로 사용자가 채팅을 종료하지 않았다면, 단계 650으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특정 대화 정보

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만일 단계 770의 검사 결과로 사용자가 채팅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단계

를 종료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증권 정보 제공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부분과 중복되는 단계 850 내지 단계 890과 관련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단계 910에서 사용자 단말기(810)는 단계 890을 통해 수신되는 초기화 정보를 바탕으로 채팅 서버

와 접속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단계 910의 검사 결과로 채팅 서버에 접속이 되었다면 단계 930으로 진행

하며, 만일 채팅 서버에 접속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단계를 종료한다. 또한, 단계 910의 검사 결과로 채팅 서버에 접속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870으로 진행하여 채팅 서버 접속 요청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계 930에서 사용자 단말기(즉, 채팅 프로그램)는 단계 910을 통해 수신한 초기화 정보를 바탕으로 방 정보를 초기

화한다. 단계 930을 통해 방 정보가 초기화되면, 사용자가 대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복수의 입력 공간(예를 들어, 

대화창, 귓속말, 등)과 대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공간 등이 출력된다.

이후, 사용자가 상기 대화 정보 입력 공간을 통해 대화 정보를 입력하고(단계 950), 상기 입력된 대화 정보를 채팅 서

버로 전송한다(단계 970). 단계 970에서 입력된 대화 정보를 채팅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는 대화 정보의 특징을 표시

하는 메시지 폴더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단계 970에 포함될 수 있는 메시지 폴더를 삽입하는 단계는 해

당 대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코드를 부여하도록 적용할 수 있다.

단계 970에서 삽입되는 메시지 폴더 또는 코드 정보를 통해 일반 대화 정보인지, 귓속말 정보(즉, 특정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대화 정보)인지, 또는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람을 위한 코드 조회 요청 정보인지 구분할 수 있

다.

일반 대화 정보의 경우와 귓속말 정보의 경우에는 앞서 도 3을 참조하여 이미 설명을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

로 한다.

코드 조회 요청 정보는,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예를 들어, estorm이란 식별자를 가지는 사용자)가 '/32680'의 대화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경우에, 운영자 서버는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특수 기호 '/'를 바탕으로 특정 종목에 대

한 실시간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대화 정보임을 인식하고 특수 기호 이후의 '32680'에 해당하는 종목(예를 들어, 비티

시 정보)의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여 대화 정보 출력 영역에 출력하거나, 별도의 창(window)을 통해 제공하거나, 실시

간 정보 제공 영역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대화창' 영역을 이용하여 입력한 실시간 정보 요청이 예를 들어 '/32680'인 경우에, 운영자 서버에 수신되는 대화 정

보의 형식(form)은 '##CODE##estorm #$l32680#$2'이다. 다시 말하여 '[##CODE##][보내는 사람]#$l[특정 종목

의 해당 코드]#$l[글자색]'의 형식으로 수신된다.

그리고, '대화창'에 '특수 기호, 특정 코드 및 선택 정보'의 형태로 입력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32680-1', '/

32680-2'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 정보

가 '-1'인 경우에는 '현재 시가 정보', 선택 정보가 '-2'인 경우에는 '거래량' 등 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요청하는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서버의 부담(load)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또한, '대화창'에 포함되어진 선택 항목을 이용하면 '특수 기호, 특정 코드 및 선택 정보'의 형태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실시간 코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상세한 설명은 이후 화면 표시의 예시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단계 990에서 채팅 서버는 단계 97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가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람을 위한 코드 

조회 요청 정보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검사 결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람을 위한 코드 조회 요청

정보인 경우에는 단계 1010으로 진행하여 해당 코드의 실시간 정보를 저장 장치에서 검색한다. 단계 1010에서 검색

하는 방법은 별도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증권사 서버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 증권사 서버에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여 추출한 후, 상기 채팅 서버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거나 시세 서버에서 검색 작

업을 수행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단계 1020에서 채팅 서버(또는 시세 서버)는 단계 1010을 통해 검색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해당 사용자를 

검색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한다.

또한, 만일 단계 990의 검사 결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람을 위한 코드 조회 요청 정보가 아닌 경우에

는 단계 1030으로 진행하여 단계 97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해당 대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인 경우에는 단계 1040으로 진행하여 수신을 위해 선택된 사용자를 검색하여, 검색된 사용자의 

단말기로 해당 대화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만일 단계 1030의 검사에 의해 해당 대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1050으로 진행하여 해당 

대화방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대화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한 사용자를 포함한다.)를 검색하여, 검색된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로 해당 대화 정보를 전송한다.

단계 1060에서 사용자 단말기(즉, 채팅 프로그램)는 단계 1020, 단계 1040, 단계 1050을 통해 수신한 해당 정보를 

화면상에 출력한다.

단계 1070에서 사용자가 채팅 종료 여부를 검사한다. 단계 1070에서 사용자의 채팅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

당 사용자가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의 종료 요청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 시간(예를 들어,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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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대화 정보의 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팅을 종료한 것으로 인식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만일 단계 1070의 검사 결과로 사용자가 채팅을 종료하지 않는다면, 단계 950으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특정 대화 정

보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만일 단계 1070의 검사 결과로 사용자가 채팅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단

계를 종료한다.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증권 정보를 복수의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한 과정

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부분과 중복되는 단계 1150 내지 단계 1190과 관련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5a를 참조하여, 단계 1210에서 사용자 단말기(1110)는 단계 1190을 통해 수신한 상기 초기화 정보를 바탕으로 

채팅 서버와 접속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단계 1110의 검사 결과로 채팅 서버에 접속이 되었다면 단계 12

30으로 진행하며, 만일 채팅 서버에 접속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단계를 종료한다. 또한, 단계 1210의 검사 결과로 채

팅 서버에 접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1170으로 진행하여 채팅 서버 접속 요청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계 1230에서 사용자 단말기(즉, 채팅 서버)는 단계 1210을 통해 수신한 초기화 정보를 바탕으로 방 정보를 초기화

한다. 단계 1230을 통해 방 정보가 초기화되면, 사용자가 대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복수의 입력 공간(예를 들어, 

대화창, 귓속말, 등)과 대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공간, 실시간 정보의 공유 또는 거절 사용자 목록 등이 출력된다.

이후, 사용자가 상기 대화 정보 입력 공간을 통해 대화 정보 또는 실시간 정보의 공유 또는 거절을 위한 정보(이하, 동

기화 정보라 칭함)를 입력하고(단계 1250), 상기 입력된 대화 정보 또는 동기화 정보를 채팅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1

270). 단계 1270에서 입력된 대화 정보를 채팅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는 대화 정보의 특징을 표시하는 메시지 폴더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단계 1270에 포함될 수 있는 메시지 폴더를 삽입하는 단계는 해당 대화 정보의 특

성에 따라 적합한 코드를 부여하도록 적용할 수 있다.

단계 1270에서 삽입되는 메시지 폴더 또는 코드 정보를 통해 일반 대화 정보인지, 귓속말 정보(즉, 특정 사용자에게

만 제공되는 대화 정보)인지,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람을 위한 코드 조회 요청 정보인지 또는 동기화 정

보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일반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및 코드 조회 요청 정보의 경우에는 앞서 도 3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이미 설명을 하였으

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동기화 정보는 정보 공유 여부 선택 영역(이후, 화면 표시의 예시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복수의 다른 사용자와 사용자가 요청하여 제공받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동기

화를 포함하는 대화 정보의 형식(form)은 '[##SYNCH##][보내는 사람]#$l[받는 사람]#$l[동기화 내용]'으로 수신

되며, '[동기화 내용]'은 '정보 공유'인 경우에는 'share'로 표시되고, '정보 거절'의 경우에는 'reject'로 표시된다.

단계 1290에서 채팅 서버는 단계 1270(도 5a 참조)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가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

람을 위한 코드 조회 요청 정보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단계 1290의 검사 결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의 열람을 위한 코드 조회 요청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1310으로 진행하여 단계 127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

가 동기화 요청 정보(즉, 실시간 코드 조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해당 정보가 동기

화 요청 정보인 경우에는 단계 1320으로 진행하여 동기화 공유 정보를 해당 사용자 단말기(1110)로 전송한다.

단계 1330에서 사용자 단말기(1110)는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계 1320을 통해 수신한 동기화 공유 정보를 바

탕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동기화 공유 정보를 갱신하고, 단계 1250(도 5a 참조)으로 진행한다.

또한, 만일 단계 1310의 검사 결과로 동기화 요청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1350으로 진행하여 동기화 거절 정보(

즉, 실시간 코드 조회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보)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단계 1350의 검사 결과로 

동기화 거절 정보인 경우에 단계 1360으로 진행하여 동기화 거절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1110)로 전송한다.

단계 1370에서 사용자 단말기(1110)는 단계 1360을 통해 수신한 동기화 거절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동기화 거절 정보를 갱신하고, 단계 1250으로 진행한다.

단계 1310 내지 단계 1370을 참조하여 설명한 동기화 공유 및 거절과 관련한 사항은 만일 하나의 사용자가 다른 사

용자와 공유하기를 원하여 선택하는 경우에는 동기화 공유 요청 정보가 선택된 사용자의 단말 장치로 전송되어 해당 

공유 목록을 갱신하도록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단계 1350의 검사 결과로 동기화 거절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1390으로 진행하여 단계 1270을 통

해 수신한 대화 정보가 귓속말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해당 대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인 경우에는 단계 1410으로 

진행하여 수신을 위해 선택된 사용자를 검색하여, 검색된 사용자의 단말기로 해당 대화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만일 단계 1390의 검사 결과에 의해 해당 대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1430으로 진행하여 

해당 대화방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대화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한 사용자를 포함한다)를 검색하여, 검색된 복

수의 사용 자 단말기로 해당 대화 정보를 전송한다.

다시 단계 1290을 참조하여, 단계 127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가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람을 위한 코

드 조회 요청 정보인 경우에는 단계 1470으로 진행하여 해당 코드의 실시간 정보를 저장 장치에서 검색한다. 단계 14

70에서 검색하는 방법은 별도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증권사 서버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 증권사 서버

에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여 추출한 후, 상기 채팅 서버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거나 시세 서버

에서 검색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이후, 단계 1490에서 채팅 서버(또는 시세 서버)는 단계 1470을 통해 검색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해당 사용

자(즉, 동일한 대화 공간 내에 포함된 복수의 사용자)를 검색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한다.

사용자 단말기(1110)는 단계 1490을 통해 수신한 실시간 정보가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상에 출력될 필요가 있는 정보

인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단계 1510에서 해당 사용자가 거부 목록 내의 사용자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해당

사용자가 거부 목록 내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1530으로 진행하여 해당 사용자가 공유 목록 내의 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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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를 검사하고, 만일 거부 목록 내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단계를 종료한다.

만일 단계 1530을 통한 검사 결과로 공유 목록 내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단계 1540으로 진행하며, 만일 공유 목록 내

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를 종료한다.

단계 1540에서 사용자 단말기는 단계 1410, 단계 1430을 통해 수신한 정보와 단계 1510 내지 단계 1530의 검사 결

과를 통해 화면상에 출력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1110)의 화면상에 출력한다.

이후, 단계 1550에서 사용자 단말기(즉, 채팅 프로그램)는 사용자에 의한 채팅 종료 여부를 검사한다. 단계 1550에서

사용자의 채팅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사용자가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의 종료 요청

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 시간(예를 들어, 30분)동안 대화 정보의 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팅을 종료한 것으로 인식

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만일 단계 1550의 검사 결과로 사용자가 채팅을 종료하지 않는다면, 단계 1250으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특정 대화 정

보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만일 단계 1550의 검사 결과로 사용자가 채팅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단

계를 종료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증권 정보와 대화 정보의 연동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6은 사용자 단말기(1580)와 채팅 서버(1590)가 접속이 완료된 이후의 단계를 설명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단계 1610에서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기(1580)(즉, 채팅 프로그램)로부터 대화 정보를 입력하여, 단

계 1620을 통해 채팅 서버(1590)로 전송한다.

단계 1630에서 채팅 서버(1590)는 단계 162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가 특 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람을 

위한 코드 조회 요청 정보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단계 1630의 검사 결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

람을 위한 코드 조회 요청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1640으로 진행하고, 만일 코드 조회 요청인 경우에는 단계 168

0으로 진행한다.

단계 1640에서 채팅 서버(1590)는 단계 162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가 귓속말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해당 대

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인 경우에는 단계 1650으로 진행하여 수신을 위해 선택된 사용자를 검색하여, 검색된 사용자

의 단말기로 해당 대화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만일 단계 1640의 검사 결과에 의해 해당 대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1660으로 진행하여 

해당 대화방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대화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한 사용자를 포함한다)를 검색하여, 검색된 복

수의 사용자 단말기(1580)로 해당 대화 정보를 전송한다.

다시 단계 1630을 참조하여, 단계 162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가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람을 위한 코

드 조회 요청 정보인 경우에, 채팅 서버(1590)는 해당 정보를 시세 서버(1600)로 전달하고, 시세 서버(1600)는 단계 

1680을 통해 해당 코드의 실시간 정보를 저장 장치에서 검색한다. 단계 1680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증권사 서버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 증권사 서버에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여 추출한 후,

상기 시세 서버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거나 시세 서버에서 검색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 정보를 사

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후, 단계 1690에서 시세 서버(1600)는 단계 1680을 통해 검색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해당 사용자(즉, 동

일한 대화 공간 내에 포함된 복수의 사용자)를 검색하고, 실시간 정보를 해당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한다.

단계 1700에서 사용자 단말기(1580)는 단계 1690을 통해 수신한 실시간 정보가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상에 출력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출력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계 1670으로 진행한다. 단계 1700과 관련하여

이미 순서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단계 1670에서 사용자 단말기는 단계 1650, 단계 166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와 단계 1700을 통해 화면상에 출력

할 필요가 있는 실시간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1580)의 화면상에 출력한다.

이후, 단계 1710에서 사용자 단말기(즉, 채팅 프로그램)는 사용자에 의한 채팅 종료 여부를 검사한다. 단계 1710에서

사용자의 채팅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사용자가 채팅 프로그램(예를 들어, 채팅 애플릿, 등)의 종료 요청

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 시간(예를 들어, 30분)동안 대화 정보의 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팅을 종료한 것으로 인식

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만일 단계 1710의 검사 결과로 사용자가 채팅을 종료하지 않는다면, 단계 1620으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특정 대화 정

보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만일 단계 1710의 검사 결과로 사용자가 채팅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단

계를 종료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증권 정보와 대화 정보의 연동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단계 1760에서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기(1730)(즉, 채팅 프로그램)로부터 대화 정보를 입력하여, 단

계 1770을 통해 채팅 서버(1590)로 전송한다. 단계 1770에서 입력된 대화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대화 정보의 특징

을 표시하는 메시지 폴더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단계 1270에 포함될 수 있는 메시지 폴더를 삽입하는 

단계는 해당 대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코드를 부여하도록 적용할 수 있다.

단계 1780에서 사용자 단말기(1730)(즉, 채팅 프로그램)는 단계 1770에서 삽입된 메시지 폴더 또는 코드를 이용하

여 해당 입력 정보가 대화 정보인지 여부(설명 상의 편의를 위해 대화 정보와 코드 조회 정보의 두 가지 경우만을 고

려하기로 한다)를 검사한다. 만일 1780의 검사를 통해 해당 입력 정보가 대화 정보인 경우에는 단계 1790으로 진행

하며, 만일 코드 조회 정보인 경우에는 단계 1820으로 진행한다.

단계 1790에서 채팅 서버(1750)는 사용자 단말기(1730)로부터 수신한 대화 정보가 귓속말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

일 해당 대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인 경우에는 단계 1800으로 진행하여 수신을 위해 선택된 사용자를 검색하여, 검색

된 사용자의 단말기로 해당 대화 정보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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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일 단계 1790의 검사 결과에 의해 해당 대화 정보가 귓속말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단계 1810으로 진행하여 

해당 대화방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대화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한 사용자를 포함한다)를 검색하여, 검색된 복

수의 사용 자 단말기(1730)로 해당 대화 정보를 전송한다.

다시 단계 1780을 참조하여, 해당 입력 정보가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열람을 위한 코드 조회 요청 정보인 

경우에, 사용자 단말기(1730)는 해당 입력 정보를 시세 서버(1740)로 전송하고, 시세 서버(1740)는 단계 1820을 통

해 해당 코드의 실시간 정보를 저장 장치에서 검색한다. 단계 1820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실시간 정보를 검

색하여 제공하는 증권사 서버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 증권사 서버에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여 추출한 후, 상기 시세

서버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거나 시세 서버에서 검색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자 단말

기로 전송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후, 단계 1820에서 시세 서버(1740)는 단계 1680을 통해 검색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해당 사용자(즉, 동

일한 대화 공간 내에 포함된 복수의 사용자)를 검색하고, 실시간 정보를 해당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한다.

단계 1840에서 사용자 단말기(1730)(즉, 채팅 프로그램)는 단계 1830을 통해 수신한 실시간 정보가 사용자 단말기

의 화면상에 출력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출력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계 1850으로 진행한다. 단

계 1840과 관련하여 이미 순서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단계 1850에서 사용자 단말기는 단계 1800, 단계 181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와 단계 1830을 통해 화면상에 출력

할 필요가 있는 실시간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1730)의 화면상에 출력한다.

도 8a 내지 도 8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화면 표시

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8a는 제1 사용자(예를 들어, 새벽 단상)가 특정 종목의 실시간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하기 위한 화면 표시를 예시한

도면이고, 도 8b는 제1 사용자(예를 들어, 새벽 단상)가 실시간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제1 사용자(예를 들어, 새벽 단

상)가 정보 공유를 위해 선택한 제2 사용자(예를 들어, hee)의 단말 장치에 출력되는 화면 표시를 예시한 도면이며, 

도 8c는 사용자가 귓속말 입력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화면 표시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8a 내지 도 8c를 참조하면, 제1 사용자가 특정 종목의 실시간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하기 위한 화면상에는 실시간 

정보 제공 영역(1860, 1910), 대화 정보 입력 영역(1870, 1920), 정보 공유 여부 선택 영역(1880, 1930), 대화 정보 

출력 영역(1890, 1940) 등을 포함한다.

실시간 정보 제공 영역(1860, 1910)은 별도로 사용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채널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분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대화 공간에 접속한 복수의 사용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

하여 제공할 수 있다.

대화 정보 입력 영역(1870, 1920)은 '대화창' 영역, '귓속말' 영역 등을 포함하며, '대화창' 항목을 통해 입력되는 대화

정보는 특정 종목의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대화 정보를 입력하거나 동일한 대화 공간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의 단말 

장치에서 출력되는 대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영역이고, '귓속말' 영역은 사용자가 선 택한 특정 사용자의 단말 장치

에서만 출력되는 대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영역이다.

정보 공유 여부 선택 영역(1880, 1930)은 동일한 대화 공간에 접속하고 있는 복수의 사용자의 식별자(예를 들어, 대

화명, 회원 식별자)와 공유 여부를 선택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8a를 참조하여, 만일 제1 사용자(예를 들어, 새벽 단상)가 요청하는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복수의 사용

자 중에서 'abiz' 및 'hee'와 공유하기를 원하여 도시된 바와 같이 '공유' 항목을 선택하면, 제1 사용자가 조회를 요청

하는 실시간 정보는 도 8b와 같이 제1 사용자(예를 들어, 새벽 단상)가 정보의 공유를 위해 선택된 복수의 사용자 화

면상에 제1 사용자의 식별자(예를 들어, 새벽 단상) 정보를 포함한 해당 실시간 정보가 동일하게 출력된다.

도 8b를 참조하여, 만일 제2 사용자(예를 들어, hee)가 제1 사용자의 정보 공유 기능 선택에 의해 화면상에 출력되는 

특정 종목의 검색 정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 공유 여부 선택 영역(1930)내의 '새벽 단상'이라는 식별자 우측

의 선택 항목에서 '거절'을 선택하여, 선택한 시점 이후로는 해당 정보가 출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대화 정보 출력 영역(1890, 1940)은 대화 정보 입력 영역(1870, 1920)을 통해 입력된 특정 정보가 출력되기 위한 영

역으로, '귓속말' 영역을 통해 입력된 대화 정보는 선택된 사용자의 화면에만 출력되며, 특정 사용자가 요청한 실시간 

정보는 정보 공유 여부 선택 영역(1880, 1930)을 통해 정보 공유를 선택한 사용자의 화 면상에만 출력된다,

이하, 채팅을 진행하기 위한 대화 정보, 귓속말을 위한 대화 정보, 특정 종목의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대화 정보 및 동

기화를 포함하는 대화 정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채팅을 진행하기 위한 대화 정보에 대해 예를 들면, 특정 사용자(예를 들어, estorm이라는 식별자를 가지는 사

용자)가 '대화창' 영역을 이용하여 입력한 대화 정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인 경우에, 운영자 서버에 수신되는 대화 

정보의 형식(form)은 '##CHATTING##estorm#$l안녕하세요. 여러분#$l2'이다. 다시 말하여 '[##CHATTING##]#

$l[내용]#$[글자색]'의 형식으로 수신되는 대화 정보는 동일한 대화 공간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의 화면상에 출력된

다.

또한, 귓속말을 위한 대화 정보에 대해 예를 들면, 특정 사용자(예를 들어, estorm이란 식별자를 가지는 사용자)가 '귓

속말' 영역을 이용하여 입력한 대화 정보가 '이것은 귓속말입니다'이고, 'hee'라는 식별자를 가진 사용자에게 대화 정

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운영자 서버에 수신되는 대화 정보의 형식(form)은 '##TO##estorm#$lhee#$l이것은 귓속말

입니다#$l2'이다. 다시 말하여 '[##TO##][보내는 사람]#$l[받는 사람]#$l[내용]#$[글자색]'의 형식으로 수신되는 

대화 정보는 '받는 사람'으로 지정된 사용자의 화면상에만 출력된다.

또한, 특정 종목의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대화 정보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화창'에 '특수 기호와 특정 코드'의 

형태로 입력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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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예를 들어, estorm이란 식별자를 가지는 사용자)가 '/32680'의 대화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

는 경우에, 운영자 서버는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특수 기호 '/'를 바탕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요청하

기 위한 대화 정보임을 인식하고 특수 기호 이후의 '32680'에 해당하는 종목(예를 들어, 비티시 정보)의 실시간 정보

를 검색하여 대화 정보 출력 영역(1470, 1570)에 출력하거나, 별도의 창(window)을 통해 제공하거나, 실시간 정보 

제공 영역(1410, 1510)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대화창' 영역을 이용하여 입력한 실시간 정보 요청이 예를 들어 '/32680'인 경우에, 운영자 서버에 수신되는 대화 정

보의 형식(form)은 '##CODE##estorm #$l32680#$2'이다. 다시 말하여 '[##CODE##][보내는 사람]#$l[특정 종목

의 해당 코드]#$l[글자색]'의 형식으로 수신된다.

그리고, '대화창'에 '특수 기호, 특정 코드 및 선택 정보'의 형태로 입력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32680-1', '/

32680-2'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 정보

가 '-1'인 경우에는 '현재 시가 정보', 선택 정보가 '-2'인 경우에는 '거래량'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요청하는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서버의 부담(load)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또한, 동기화를 포함하는 대화 정보는 정보 공유 여부 선택 영역(1450)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복수의 다른 사용자

와 사용자가 요청하여 제공받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동기화를 포함하는 대화 정보의 

형식(form)은 '[##SYNCH##][보내는 사람]#$l[받는 사람]#$l[동기화 내용]'으로 수 신되며, '[동기화 내용]'은 '정

보 공유'인 경우에는 'share'로 표시되고, '정보 거절'의 경우에는 'reject'로 표시된다.

다시 도 8a를 참조하여, 만일 제1 사용자가 귓속말 영역에 특정 사용자를 선택하고, 특정 코드의 열람 요청을 하는 경

우에는 상기 선택된 사용자에게만 해당 정보가 출력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

도 8c를 참조하면, 사용자가 대화 정보 입력 영역(1870, 1920)의 귓속말 선택 항목 내에 포함되어진 '시세 조회' 항목

을 이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화면 표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귓속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시세 조회' 항목을 선택하고, 좌측의 입력창에 해당 코드(특수 기

호를 입력해도 동일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를 입력하면, 대화 정보 출력 영역에 해당 코드의 실시간 정보가 출

력된다. 또한, 해당 코드의 실시간 정보를 실시간 정보 제공 영역에 출력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출

력되는 실시간 정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유 및 거절이 가능하며, 또한 정보 공유를 요청한 사용자에게 동일한 정보

가 출력되도록 적용할 수도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와 실시간 정보의 동기화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9는 사용자 단말기(1950), 운영자 서버(1960) 및 증권사 서버(1970)간의 데이터 흐름을 표시한다.

도 8a를 참조하면, 단계 1980에서 운영자 서버(1960)는 증권사 서버(1970)로 부터 실시간으로 증권(예를 들어, 주식

, 선물, 옵션, 등) 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1980은 증권사 서버(1970)에서 신규 정보가 갱신되는 시기마다 실시간으로 

수행되며, 또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단계 1990에서 운영자 서버(1960)는 단계 1980에서 수신한 실시간 증권 정보를 운영자 저장 장치 내에 저장한다.

상기 운영자 저장 장치는 회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회원 정보 저장 장치, 사용자가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목록을 

저장하는 실시간 정보 목록 환경 설정 저장 장치, 웹 상에서 실시간 변동하는 실시간 자료를 저장하는 실시간 정보 저

장 장치 등을 포함하는 복수의 저장 장치 그룹(group)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실시간 정보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다.

이후, 단계 2000에서 통신망과 결합된 사용자 단말기(2030)로부터 회원 식별자(ID)와 비밀 번호를 포함하는 접속 정

보를 수신한다.

단계 2010에서 운영자 서버(1960)는 운영자 저장 장치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단계 2000에서 수신한 접속 정보가 유

효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단계 2010에서 적용하는 운영자 저장 장치는 회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회원 정보 저장 장치, 사용자가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목록을 저장하는 실시간 정보 목록 환경 설정 저장 장치, 웹 상에서 실시간 변동하는 실시간 자료를 저장

하는 실시간 정보 저장 장치 등을 포함하는 복수의 저장 장치 그룹(group)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회원 정보 저장 장치

를 이용할 수 있다.

단계 2010을 통해 유효한 접속 정보로 확인되면, 운영자 서버(1960)는 사용 자 단말기(1950)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 승인 정보를 전송한다(단계 2020).

단계 2020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950)의 화면상에는 사용자가 제공받기를 원하여 지정한 정보 항목에 해당하는 실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채팅 공간이 표시된다.

운영자 서버(1960)는 사용자 단말기(1950)로부터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상에 표시된 복수의 채팅 공간(예를 들어, 코

스닥 채팅방, 삼성 전자 채팅방, 등) 중 특정 채팅방에 대한 선택 정보를 수신한다(단계 2030).

운영자 서버(1960)는 단계 2030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채팅 공간으로의 접속 요청에 대한 접속 승인 정

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 단말기(1950)로 전송(단계 2040)하며, 동시에 상기 사용자가 제공받기를 원하

는 실시간 정보를 부가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1950)로 전송할 수 있다(단계 2050).

단계 2040 내지 단계 2050에서 사용자 단말기(1950)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 양식은 도 12와 같이 사용

자 단말기(1950)의 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으며, 이후 도 12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후, 사용자는 화면상에 표시된 채팅 공간을 이용하여 복수의 다른 사용자와 채팅(chatting)이 가능하게 된다.

운영자 서버(1960)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1950)로부터 입력되어 전송되는 특정 대화 정보를 수신한다(단계 2060)

.

운영자 서버(1960)는 단계 2060에서 수신한 대화 정보를 저장하고, 특정 종목에 대한 문자열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단계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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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영자 서버(1960)는 단계 2070에서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운영자 저장 장

치를 검색하여 추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거나, 해당 종목의 실시간 정보를 증권사 서버(1970)로 요청하여 해당 정보

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단계 2070의 해당 종목의 문자열 검사는 이후 도 11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후, 운영자 서버(1960)는 단계 2060에서 수신한 대화 정보와 단계 2070의 검사를 통해 추출된 실시간 정보를 포함

하여 복수의 사용자(예를 들어, 동일한 채팅 공간에 접속하고 있는 복수의 사용자)에게 전송한다(단계 2080 및 단계 

2090).

또한, 운영자 서버(1960)는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채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운영자 저장 장치를 반복적으로 검사

하여 실시간 증권 정보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 단말기(1950)로 실시간 증권 정보

를 전송한다(단계 2100).

단계 2090과 단계 2100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특정 종목의 증권에 대해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만일 거래를 결정한 경우에 동일한 화면상에서 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의 거래 요청 정보가 실

시간으로 해당 증권사 서버(1970)로 전송된다(단계 2110).

단계 2110을 이용하여 특정 사용자가 특정 종목에 대한 거래를 위해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

를 통해 거래 요청을 하거나, 해당 증권사의 객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단계 2110을 통해 거래 요청 정보를 수신한 증권사 서버(1970)는 해당 거래를 수행한 후, 수행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

해당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한다(단계 2120).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와 실시간 정보의 동기화를 표시한 순서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채팅을 하려는 사용자가 운영자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사용자 식별자(ID)와 비밀 번호(Passwor

d)를 포함하는 접속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Login)을 요청한다(단계 2210).

단계 2210에 의해 수신한 접속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자 서버는 상기 입력되어진 사용자 식별자(ID)와 비밀 번호(Pa

ssword)가 유효한 접속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단계 2230).

상기 입력된 내용이 채팅을 위하여 적합하다면, 단계 2290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만일 채팅을 위하여 적합한 내용이

아닐 경우에, 회원 등록을 하는 단계로 진행하여 회원 등록을 요청한다(단계 2250). 단계 2250은 '회원이 아닙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화면상에 표시하거나 또는 회원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는 동작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단계 2250을 통해 등록한 사항이 운영자 저장 장치에 저장되고(단계 2270), 사용자 식별자(ID)와 비밀 번호(Passwo

rd)를 재 입력하기 위해 단계 2210으로 진행한다. 단계 2210에서 입력된 정보가 만일 채팅을 위하여 적합한 내용이

면, 운영자 서버는 사용자에게 접속 승인 정보와 사용자가 선택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한다(단 계 2290). 단계 2290을

통해 사용자는 복수의 다른 사용자와 함께 채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후, 단계 2310에서 동일한 채팅 공간 내에 위치한 복수의 사용자로부터 대화 정보를 수신한다. 운영자 서버는 단계

231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특정 종목을 표시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단계 2330

).

만일 단계 2310을 통해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 특정 종목을 표시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계 2350으로 진

행하며, 또한 만일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계 2390으로 진행한다.

단계 2350에서, 운영자 서버는 단계 2330에서 검색된 특정 종목의 실시간 정보를 운영자 저장 장치에서 검색하여 해

당 정보를 추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 서버로 해당 종목 정보를 전송하여 상응하는 정보를 수신한다.

그리고, 단계 2350에서 추출된 특정 종목의 실시간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며(단계 23

70), 또한 단계 2310에서 수신한 대화 정보를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한다(단계 2390).

상기 기술된 단계 2310 내지 단계 2390과 관련해서는 이후 도 11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상기 순서도

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사용자가 특정 종목에 대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면상에 출력된 

거래 영역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아이콘을 선택함으로서 실시간 거래 요청이 가능하다(도 12 참조).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도 11은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진행되는 채팅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된 특정 종목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운

영자 서버의 구성을 표시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운영자 서버(2410)는 대화 정보 수신 수단(2430), 대화 정보 저장 수단(2450), 대화 정보 검색 및 

추출 수단(2470), 종목 정보 요청 수단(2490), 종목 정보 수신 수단(2510), 대화 정보 전송 수단(2530) 등을 포함한

다.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어 전송되는 채팅의 문자 정보는 대화 정보 수신 수단(2430)에서 수신하고, 수신된 대화

정보를 대화 정보 저장 수단(2450)에 저장하게 된다.

대화 정보 저장 수단(2450)은 버퍼(buffer)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버퍼(buffer)란 정보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기억장치로 특히 느린 시스템 구성 요소의 동작을 기다리는 동안 사용되는 수단이다.

대화 정보 저장 수단(2450)에 저장된 대화 정보는 실시간으로 대화 정보 검색 및 추출 수단(2470)과 대화 정보 전송 

수단(2530)으로 전송된다.

대화 정보 검색 및 추출 수단(2470)은 수신한 대화 정보 내에 특정 종목을 표시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를 검사하여, 해당 문자열이 있는 경우에 상기 문자열을 추출하여 종목 정보 요청 수단(2490)으로 전송한다.

상기 문자열은 특정 종목의 이름(예를 들어, 삼성 전자, 등), 코드(예를 들어, A09830, 등)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종목 정보 요청 수단(2490)은 대화 정보 검색 및 추출 수단(2470)으로부터 수신한 특정 종목 정보를 바탕으로 증권사

서버로 해당 종목의 실시간 정보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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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목 정보 요청 수단(2490)의 요청에 의해 증권사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특정 종목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는 

종목 정보 수신 수단(2510)을 통해 수신된다.

또한, 종목 정보 수신 수단(2510)은 상기 수신한 실시간 정보를 대화 정보 전송 수단(2530)으로 전송하고, 대화 정보 

전송 수단(2530)은 대화 정보 저장 수단(2450)으로부터 수신한 대화 정보와 종목 정보 수신 수단(2510)으로부터 수

신한 실시간 정보를 동시에 동일 채팅 공간에서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송한다.

만일 대화 정보 저장 수단(2450)에서 수신한 대화 정보를 대화 정보 검색 및 추출 수단(2470)에서 검색하여 특정 종

목과 관련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대화 정보 전송 수단을 통해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만이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팅 정보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화면 표시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화면 표시는 채팅 영역(영역 2610), 사용자의 설정에 의한 실시간 정보 제공 영역(영역 2620), 채

팅과 연동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영역 2630), 거래 영역(영역 2640) 등을 포함한다.

채팅 영역(영역 2610)은 복수의 사용자에 의한 대화 정보를 화면상에 출력하기 위한 영역, 복수의 사용자 정보를 열

람하기 위한 영역, 대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영역, 메뉴(menu) 영역을 포함한다.

특정 사용자가 대화 정보 입력 영역에 대화 정보를 입력하면, 대화 정보는 통신망을 통해 운영자 서버로 전송되고, 운

영자 서버에서 특정 단계(도 4 참조)를 수행한 후, 동일한 채팅 공간 내에 위치한 복수의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상기 동작을 통해 특정 사용자가 입력한 대화 정보가 복수의 사용자의 화면상에 출력된다.

메뉴 영역은 특정 사용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개인 정보 보기' 아이콘, '1:1 미팅하기' 아이콘, '환경 

설정' 아이콘 등을 포함한다.

상기 '환경 설정' 아이콘을 이용하여 영역 2620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정보의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화면 구성의 변경(예를 들어, 위치 변경, 등)도 가능하다.

영역 2620은 사용자의 설정에 의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 증시 지수 항목(예를 들어, 종합 주가 지

수, 코스닥(KOSDAQ) 지수, 나스닥(NASDAQ) 지수, 등), 선택 종목 정보 항목(예를 들어, 사용자가 실시간 정보를 지

속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하여 선택하는 복수의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항목, 등), 보유 종목 정보 항목(예를 들

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종목에 대한 증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항목, 등) 등을 포함한다.

영역 2620은 증권사 서버로부터 제공받는 실시간 정보가 갱신될 때마다 운영 자 서버에서 해당 정보를 선택한 복수

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영역이다.

영역 2630은 영역 2610에서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채팅 중에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역이다.

사용자가 영역 2630 하단의 종목 검색 항목에 특정 종목 코드 또는 종목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에도 영역 2630에 해

당 종목의 실시간 정보를 출력하도록 적용할 수 있다.

영역 2640은 사용자가 영역 2610, 영역 2620 및 영역 2630을 통해 특정 종목과 관련하여 거래(예를 들어, 매수, 매

도, 등)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아이콘(icon)을 선택함으로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거래를 성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영역 2640은 영역 2610, 영역 2620 및 영역 2630과 동일한 화면상에 출력되도록 구성하지 않고, 단지 '거래하기' 아

이콘 하나만을 구성한 후, 특정 사용자가 '거래하기' 아이콘을 선택한 경우에 별도의 창(windows)으로 구성되도록 적

용할 수 있다.

다시 도 11과 도 12를 참조하여, 채팅과 실시간 정보와 연동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만일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채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k'라는 사용자 식별자(ID)를 가진 사용자가 '하나로 통신은 좀 

오를 것 같나요?' 이라는 대화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한 경우를 예로 들기로 한다.

다시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하나로 통신은 좀 오를 것 같나요?'이라는 대화 정보는, 대화 정보 수신 수단(2430)을 

통해 수신된 후, 대화 정보 저장 수단(2450)으로 전송된다.

이후, 대화 정보 저장 수단(2450)은 상기 '하나로 통신은 좀 오를 것 같나요?'라는 대화 정보를 대화 정보 검색 및 추

출 수단(2470)과 대화 정보 전송 수단(2530)으로 전송한다.

대화 정보 검색 및 추출 수단(2470)에서 상기 수신한 '하나로 통신은 좀 오를 것 같나요?'이라는 대화 정보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하나로 통신'이라는 종목 이름을 추출한다.

그리고, 상기 추출된 '하나로 통신'이라는 종목 이름을 종목 정보 요청 수단(2490)으로 전송하고, 종목 정보 요청 수

단(2490)은 상기 종목 이름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요청 정보를 증권사 서버로 전송한다.

이후, 증권사 서버가 증권사 저장 장치를 검색하여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목 정보 수신 수단(

2510)으로 전송한다.

종목 정보 수신 수단(2510)은 상기 수신한 '하나로 통신'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대화 정보 전송 수단(2530)으로 전송

한다.

대화 정보 전송 수단(2530)은 대화 정보 저장 수단(2450)으로부터 수신한 대화 정보(예를 들어, 하나로 통신은 좀 오

를 것 같나요?, 등)와 종목 정보 수신 수단(2510)으로부터 수신한 '하나로 통신'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를 통신망을 이

용하여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한다.

다시 도 12를 참조하면, 화면상의 영역 2610에 'k'가 입력한 대화 정보(예를 들어, 하나로 통신은 좀 오를 것 같나요?,

등)가 출력되어 있으며, 영역 2630에 상기 대화 정보에 포함되어진 종목 정보(예를 들어, 하나로 통신, 등)와 관련한 

실시간 정보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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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사용자가 입력하여 전송하는 대화 정보 내에 '33630과 코스닥(KOSDAQ)'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도 상기 예와 동일한 단계로서 해당 종목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상기 대화 정보인 '33630과 코스닥(KOSDAQ)'을 이용하여 운영자 서버는 '코스닥(KOSDAQ)'에 저장되어 있는 복수

의 코드 중에서 '33630'에 해당하는 정보를 복수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대화 정보 중에 '33630'의 숫자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복수의 코드 중에서 '33630'에 해당하는 정보를 

복수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채팅 서비스와 실시간 정보를 연동하는 서비스를 영화, 음악, 정치, 경

제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실시간 채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용자가 '

징기스칸 재미있니?'라는 대화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상기와 유사한 단계에 의해 영역 1030에 '징기스칸'이란 영화의

'장르, 각본, 감독, 출연 배우, 상영 극장'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하도록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많은 변형이 본 발명의 사상 내 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외부 정보를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적용하

여, 최신 정보에 대한 갈증 및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제공되는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하며,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채팅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상기 정보를 통해 토의, 학습 및 예측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상기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발전 및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종래 문자를 기반으로 한 구현 방법 외에, 상기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멀티미디어 기반 정보를 이용하므로, 채

팅이 재미있고, 활동적이며, 참여에의 욕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공간 내에서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복수의 사용자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재테크 등을 주제로 하는 대화 공간 내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특정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거래 요

청을 수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 시스템에 있어서,

통신망과 결합된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문자로 표시된 대화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미리 지정된 문자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기 문자열을 추출하고, 상기 문자열과 상응

하는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부;

상기 검색된 실시간 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전송부

를 포함하되,

상기 실시간 정보는 상기 문자열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통신망과 결합된 컴퓨터, 웹 네비게이션 기능을 내장한 이동 통신 단말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은 컴퓨터 통신망, 무선 통신망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열은 증권 종목 이름, 증권 종목 코드, 영화 관련 단어, 경제 관련 용어, 시사 용어, 정치 관련 용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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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과 결합된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문자로 표시된 대화 정보와 실시간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수신

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미리 지정된 문자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기 실시간 정보 제공 서

버로 상기 검색된 문자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 요청부

를 포함하되,

상기 실시간 정보는 상기 문자열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접속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저장부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채팅 프로그램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단말기에 저장된 상기 채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접속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로 대화방 초기화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채팅 프로그램으로부터 각각의 구별 정보가 포함된,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정보, 동기화 거절 정

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청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작업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작업 정보와 상응하는 작업 결과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구별 정보는 문자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컴퓨터, 이동 통신 단말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은 컴퓨터 통신망, 무선 통신망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결과는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목록 갱신 요청 정보, 동기화 거절 목록 갱신 요청 정보, 실시

간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1.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 서비스의 이용 방법에 있어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버로 적어도 사용자 식별자(ID)를 포함하는 접속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채팅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동작을 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채팅 프로그램은,

통신망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접속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대화방 초기화 정보를 수신하고, 초기화된 대화방 정보를 표시부에 출력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정보, 동기화 거절 정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청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작업 정보를 입력받고, 각각의 작업 정보에 상응하는 각각의 구별 정보를 삽입하여 상기 서버

로 전송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구별 정보는 문자열임-;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작업 정보에 상응하는 작업 결과를 수신하고,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출력되어져야 하는 작업 

결과인 경우에 단말기의 표시부에 출력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이용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채팅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이용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채팅 프로그램은,

복수의 사용자간에 실시간 정보의 공유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수신하고, 갱신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이용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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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작업 결과는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목록 갱신 요청 정보, 동기화 거절 목록 갱신 요청 정보, 실시

간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이용 방법.

청구항 15.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접속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저장부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채팅 프로그램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단말기에 저장된 상기 채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접속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로 대화방 초기화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채팅 프로그램으로부터 각각의 구별 정보가 포함된,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정보, 동기화 거절 정

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청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작업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구별 정

보는 문자열임-;

상기 수신한 작업 정보와 대응하는 작업 결과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7.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문자로 표시된 대화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미리 지정된 문자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기 문자열을 검색하여 추출하는 단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제공 서버로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기 검색된 문자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와 상기 수신한 관련 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9.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통신망과 결합된 단말기를 통해 적어도 미리 지정된 특수 기호와 종목 정보를 포함하는 대화 정보를 수

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대화 정보 중에서 유효한 종목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상기 종목과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는 단

계;

상기 검색된 실시간 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종목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실시간 정보를 축적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검색 정보의 공유를 위한 복수의 사용자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선택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정보 공유를 위한 사용자 목록을 갱신하기 위해 공유 사용자 목록 갱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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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검색 정보 공유의 거절을 위한 사용자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선택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정보 공유를 위한 사용자 목록을 갱신하기 위해 공유 거절 사용자 목록 갱신 

요청 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23.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도록 단일 화면상에 출력되는 복수의 정보 영역은,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어 전송되며, 문자로 표시되는 대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1 영역;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2 영역;

상기 사용자의 대화 정보 내에 포함된 특정 문자열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3 영역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화면 생성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영역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증권 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제4 영역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화면 생성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영역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특정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영역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화면의 생성 방법.

청구항 26.
통신망에 결합된 복수의 사용자들간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

어서,

채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입력되는 정보에 특정 코드, 특정 문자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검출부;

상기 검출된 특정 코드, 특정 문자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콘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전송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는 주식 정보, 영화 정보, 경제 정보, 시사 정보, 정치 정보, 뉴스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코드는 적어도 특수 문자와 주식 코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특수 문자는 '/'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문자열은 주식 종목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 전부 중 적어도 어 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31.
통신망에 결합된 복수의 사용자들간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

서,

채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입력되는 정보에 특정 코드, 특정 문자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된 특정 코드, 특정 문자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콘텐츠를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는 주식 정보, 영화 정보, 경제 정보, 시사 정보, 정치 정보, 뉴스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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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 코드는 적어도 특수 문자와 주식 코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특수 문자는 '/'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문자열은 주식 종목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 전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6.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 서비스의 이용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각각의 구별 정보가 포함된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정보, 동기화 거절 정보, 실시간 정보

를 제공받기 위한 요청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작업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구별 정보를 바탕으로, 복수의 작업 정보를 분류하는 단계;

상기 분류된 작업 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구별 정보는 문자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 정보 분류 제공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 장치는,

회원 정보 관리 장치, 대화 정보 관리 장치, 실시간 정보 관리 장치, 주문 정보 관리 장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 정보 분류 제공 방법.

청구항 38.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도록 단일 화면상에 출력되는 복수의 정보 영역은,

대화 정보 관리 장치와 연동되어,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어 전송되며, 문자로 표시되는 대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1 영역;

실시간 정보 관리 장치와 연동되어,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2 영역;

상기 대화 정보 관리 장치, 상기 실시간 정보 관리 장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동되어, 상기 사용자의 대화 정보 내

에 포함된 특정 문자열과 관련한 실시 간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제3 영역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화면 생성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주문 정보 관리 장치와 연동되어, 상기 사용자로부터 증권 거래 요청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위한 제4 영역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화면 생성 방법.

청구항 40.
복수의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팅 서비스의 이용 방법에 있어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장치로 접속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해당 서비스 제공 장치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채팅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동작을 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채팅 프로그램은,

(a) 사용자로부터 대화 정보, 귓속말 정보, 동기화 공유 정보, 동기화 거절 정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요청 정

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작업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b) 상기 입력받은 작업 정보와 상응하는 구별 정보를 삽입하는 단계-여기서, 구별 정보는 문자열임-;

(c) 상기 삽입된 구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작업 정보를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 제공 장치로 상기 작업 정

보를 전송하는 단계;

접속 종료 요청 신호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상기 단계 (a), 단계 (b), 단계 (c)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팅/콘텐츠 복합 서비스 이용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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