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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채팅에 연속성을 부여하여 개인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채팅 예약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N:N 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존 채팅 시스템을 개선하여 회원간의 단일 연관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접촉상황에 지속성을 부여하여 
1:1간의 영구적인 접촉상황으로 유도하여 회원 개런티를 높일수 있는 예약 지원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최초 접촉 후 반복 접촉의 기회를 지원하는 'SECRETARY SYSTEM' 단계, 연속적인 접촉을 유지
/관리하는 'HISTORY AGENT SYSTEM' 단계, 예약 채팅방을 지정 관리하는 'TIMER SYSTEM' 단계로 이루어진 것
에 특징이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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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채팅예약, 예약관리서버, 초대장, 문자메세지, 타이머, 비서, HISTORY, 자동생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전체 흐름도.

도 2는 일반적인 채팅 시스템에서 초대 행위에 대한 흐름도.

도 3은 일반적인 채팅 시스템에서 상대방이 오프라인(0ff-line)상황인 경우 초대 행위에 대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 내용 중 'SECRETARY SYSTEM'의 표준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 내용 중 'HISTORY AGENT SYSTEM'의 표준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 내용 중 'TIMER SYSTEM'의 표준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는 인터넷 기반 기술중 SITE AGENT 시스템에 속한다.

    
도 2는 기존 채팅 시스템에서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초대 프로세스 구조도로 대화자 'A'와 대화자 'B' 모두 온라인에 존
재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대화자 'A'는 자신이 입실한 방에서 대화자 'B'에게 초대메시지를 보낼수 있으며, 대화자 'B'
가 초대에 응하는 경우 대화자 'A'에게는 'B님이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라는 통보 외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존재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초대받은 당사자인 대화자 'B'는 초대자가 존재하는 방으로 수동 입실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초대받은 방의 번호(혹은 이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도 3 역시 기존 채팅 시스템에서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초대 프로세스 구조도로 대화자 'A'는 온라인에, 대화자 'B'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경우와 쌍방 모두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대화자 'A'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대화
자 'B'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체(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채팅 게시판'을 칭함)에 채팅 약속 내용을 기록, 대화자 '
B'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접촉이 성사되는 구조이다. 이것은 상호 관계의 노출로 인해 '개인 사생활
의 침해'사유가 되기도 하며, 스팸 및 해킹에 노출될수 있다. 또한 대화자 'B'가 게시물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하여야 하
는 게시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며 이과정에서 동명이인(同名異人)과의 혼란, 게시물 접근의 실패등으로 인해 2차 접
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기존 채팅 시스템에서 지원되고 있는 복수인의 집단 대화 기능에 개인별 커뮤니티를 강화하도록 지원하여 해
당 서비스 회원의 높은 개런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본 발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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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N:N 으로 표현되는 단체 커뮤니티에 연속성을 부여하여 개인별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채팅 예약 상황을 접수 및 통보하고 관리하는 CHATTING SECRETARY 단계, 상기 단계 후 예약 상황
을 E-MAIL 또는 UMS 등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반복 통보하는 단계, 예약방을 자동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 최초 접
촉후 개별 커뮤니티를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AGENT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단독 실행이 
가능한 것에 특징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기본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SECRETARY SYSTEM, TIMER SYSTEM, AGENT SYSTEM이 상호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구조도 이다.

도 4는 본 발명을 구성하는 시스템의 상호 관계에 대한 개념도 이다.

    
도 5는 'SECRETARY SYSTEM'에 대한 순서도로 대화자 'A'와 'B'간의 최초 접촉후 대화자 'A'는 시스템을 통해 대화
자 'B'에게 2차 접촉 요청 즉, 초대장을 접수하게 되며, 'SECRETARY SYSTEM'은 접수된 내용(시간, 초대자, 메시지)
을 기준으로 초대장을 생성하게 된다. 초대장은 두가지의 형태로 대화자 'B'에게 전달된다. 첫 번째 형태는 대화자 'B'
가 동일 채팅 시스템에 접속하여 있는 경우로 동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대장'을 전달하고 대화자 'B'의 직접적인 답
변을 접수하는 형태. 두 번째 형태는 대화자 'B'가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경우로 E-MAIL을 통해 전달하고 대화자 'B'는 
E-MAIL 수신시 해당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ACTION BUTTON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접수받는 형태. 이때 
초대장의 형태는 단순 텍스트 전달이 아닌 멀티미디어 구성(HTML 및 플래쉬, 자바 애플릿 등)을 이용한다. 초대장 전
달후 대화자'B'가 취하는 행위는 크게 두가지로 첫 번째 '접수내용 무시'의 경우 초대거부 사실을 대화자'A'에게 전달하
고 접수받은 내용은 SECRETARY SYSTEM에서 삭제된다. 두 번째 '접수내용 동의'의 경우 초대동의 사실을 대화자 '
A'에게 전달하고 도 7의 'TIMER SYSTEM'으로 그 값이 넘어간다.
    

    
해당일 이전까지는 해당일 기준으로 하여 전일, 당일 또는 해당 지정기간에 E-MAIL을 통해 대화자 'A'와 대화자 'B'
에게 채팅 예약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해당시간 이전까지는 해당일 기준으로 N시간 전 E-MAIL로 재통보하고 N+1
시간 전 UMS 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이동통신 시스템에 문자통보를 하게 된다. 해당시간이 되면 지정된 예약 채팅방은 '
HIDDEN'속성을 부여받아 개설되며 당사자 LOGIN시 자동 입장하게 된다. (이때 예약 채팅방의 속성은 호텔과 같은 
모습으로 '방 번호','입실자의 수','개설시간'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HIDDEN 속성을 가진다.)
    

도 6은 'HISTORY AGENT SYSTEM'의 기본 순서도로 'SECRETARY SYSTEM'이 초대 행위를 지원하는 시스템인 
반면 철저하게 영구적인 접촉관계를 맺을수 있도록 지원한다.

'HISTORY AGENT SYSTEM'은 크게 채팅 예약에 의한 HISTORY 관리 단계와 개별 HISTORY 관리 단계, 지정된 
일정에 맞춰 반복되는 반복 HISTORY 관리 단계로 구성된다.

앞서의 'secretary system'을 통해 이루어진 2차 접촉 행위는 재접촉 횟수와 함께 'HISTORY AGENT SYSTEM'에 
기록되며, 최초 접촉일을 기준으로 하여 AGENT-DB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일 (예 : 만남 100일, 만남 1년 등)과 비교
하여 이벤트가 자동 생성된다.

이벤트가 생성되면 이벤트 내용은 'SECRETARY SYSTEM'으로 전달되고 'SECRETARY SYSTEM'은 그 내용을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해당 대화자에게 통보하여 N차 접촉을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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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HISTORY 관리는 화원 개인이 지정하는 특정 기념일에 맞추어 이벤트가 생성되며, 'SECRETARY AGENT'로 전
달된다. 이후 프로세스는 같다.

반복 HISTORY 관리는 채팅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촉한 대화자 쌍방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요일 기준'과 '일수 
기준'에 맞추어 'SECRETARY SYSTEM'은 그 내용을 쌍방에게 통보하고 N차 접촉을 유도하게 된다.

도 7은 위 system의 back-end에 위치하여 스케쥴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위 SYSTEM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정은 해
당일 이전까지 1일 최대 1회의 채팅 예약 사실 통보 E-MAIL이 자동 전송되며, 해당일은 예약 시간보다 N시간 전 최
종 통보를 쌍방에게 UMS와 E-MAIL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때 전달되는 통보 메시지는 해당 서비스의 URL과 방 번호, 상대방의 아이디, 예정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SYSTEM의 구조로 인해 채팅 서비스 이용자는 상호간의 개별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받게 되며, AGENT SY
STEM과 TIMER SYSTEM으로 인해 최초 접속 이후 N회의 재접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SECRETARY SYSTEM' 단계와 'HISTORY AGENT SYSTEM' 단계, 'TIME
R SYSTEM' 단계의 상호 작용을 통해 N:N 간의 복수 채팅 문화를 1:1 개별 연관 채팅 문화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오
프라인에 존재하는 대화 상대방에 대해 상세한 초대내용을 전송함으로써 해당자의 서비스 재접속율을 향상시킴은 물론, 
1회성에 머무르는 채팅 이용자간의 관계를 연인 또는 절친한 친구로 확대 발전시킬수 있어 본 발명 시스템을 탑재한 사
이트의 회원별 개런티를 높일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상대방에게 초대장을 발송하고 관리하는 'SECRETARY SYSTEM 단계' 및 포
함하는 프로세스

- 지정 일자와 시간을 중심으로 하여 대화 쌍방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서비스 접근을 유도하는 'TIMER SYSTEM 단계' 
및 포함하는 프로세스

- N:N 간의 집단 채팅 문화에 연속성과 개연성을 부여하여 1:1간의 연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HISTORY AGENT S
YSTEM 단계' 및 포함하는 프로세스

- 각 단계별로 지원되는 기능.

 - 4 -



공개특허 특2002-0003784

 
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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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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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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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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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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