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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온/오프라인(ON/OFF-Line)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오프라인 출력시스템으로서 사용자 PC에 직접 POP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 구동 시켜 디스플레이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을 편집하여 출력할 수 있는 구

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통신망을 구축하는 네트워크와; 상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PO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Download) 

하여 POP 광고를 디스플레이 상에 구현하기 위한 단말수단; 상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POP 프로그램에 대한 템플릿

, 디자인, 데이터 정보별로 POP 광고를 분류,구축하여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서버; 상기 관리자서버와 연동되어 POP 

프로그램을 구동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구동수단; 상기 관리자서버와 연동되어 템플릿, 디자인, 데이터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DB수단; 상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데이터 변환 및 파일전송을 중계하기 위한 중계수

단; 및 상기 중계수단과 연결되어 운영체제를 달리하는 복수의 시스템수단을 포함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을 제시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 POP, 템플릿, 디자인, 다운로드, POP프로그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실시 예에 따른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의 구성도 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 2실시 예에 따른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의 구성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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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에 도시된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의 상세 구성도 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POP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의 기본 화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템플릿 데이터베이스의 구현 상태를 나타낸 화면이다.

도 6는 본 발명에 따른 디자인 에디터의 구현 상태를 나타낸 화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에디터의 구현 상태를 나타낸 화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온/오프라인(ON/OFF-Line)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오프라인 출력시스템으로서 사용자 PC에 직접 POP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네

트워크를 통하여 다 운로드 받아 구동 시켜 디스플레이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을 편집하여 출력할 

수 있는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매시점광고(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POP)는 매장의 상품에 대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판촉 물인 것과 동시에 매장 내의 손님에 있어서도 쇼핑을 하기 위한 정보원으로서 점 두 또는 점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 광고 메시지를 말한다.

이러한 POP 광고물의 제작 과정은 오프라인 시스템방식으로서 섹션 관리자가 상품가격을 결정, POP의뢰서를 작성

하여 의뢰하면 디자이너가 요구한 대로 판촉부 행사 타이틀을 제작하고 디자인하여 POP광고물을 생성하고, 섹션 담

당자가 이 POP광고물을 수령하여 요구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한 후 매장에 배치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요구한 대로 원하는 사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제작되는 POP 광고물은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여 대리점이나 소 점포에 배포하는 

경우와,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POP광고물과, 소 점포나 대리점의 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POP으로 구분된

다.

이 때, 기업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POP광고물은 대량으로 인쇄되며, 적은 양의 POP광고물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소 점포나 대리점의 분위기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POP광고물을 제작하기에는 종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광고업자에게 의뢰해서 POP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나 소 점포에서 독자적으로 제작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된다.

그리고, 대리점이나 소매점의 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POP광고물은 비용의 부담은 줄어 들지만 숙달되지 않은 비전문

가가 제작을 하게 되므로 디자인에 문제가 발생하고 매장의 분위기를 해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출원인 2003년 7월 22자에 출원번호가 10-2003-0050218 이며, “인터

넷을 이용한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출원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기 선 출원의 특허 기술을 실제 적용하여 사용함에 있어 보다 개선된 기능 및 그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시

스템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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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네트워크(LAN/IP)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기반으

로 하는 오프라인 출력시스템으로서 사용자 PC에 POP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 구

동 시켜 디스플레이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을 편집하여 출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

대 시킬 수 있는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본 발명은

통신망을 구축하는 네트워크와;

상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PO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Download) 하여 POP 광고를 디스플레이 상에 구현하기 위한 

단말수단;

상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POP 프로그램에 대한 템플릿, 디자인, 데이터 정보별로 POP 광고를 분류,구축하여 관리

하기 위한 관리자서버;

상기 관리자서버와 연동되어 POP 프로그램을 구동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구동수단;

상기 관리자서버와 연동되어 템플릿, 디자인, 데이터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DB수단;

상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데이터 변환 및 파일전송을 중계하기 위한 중계수단; 및

상기 중계수단과 연결되어 운영체제를 달리하는 복수의 시스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

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한 구성 및 그 작용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바

림직한 실시 예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 1실시 예에 따른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의 구성도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장치(10)에는 통신망(N)을 통해 사용자PC(20)가 연결되어 있다. 통신망(N)은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 등이 될 수 있다.

서버장치(10)는 다양한 유형의 구매시점(POP)광고를 분류 구축하여 제공하며, 사용자PC(20)의 사용자는 통신망(N)

을 통해 서버장치(10)에 접속하여 POP광고를 선택 하여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POP광고물로 

편집하여 사용자PC(20)에 연결된 프린터(29)로 출력하여 사용한다.

서버장치(10)는 템플릿 DB(12) 및 템플릿 이미지DB(13)를 갖는 POP-DB(11)와, DB관리 및 사용자인증모델(15)로 

구성된다.

템플릿 DB(12)는 POP광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패턴화 하여 DB(Data Base)로 구축한 것이다. POP광고는 용도면

에서 매장POP, 행사POP, 코너POP, 점내 안내 POP 및 상품안내POP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또한 상품 종류면에

서 예들 들면 식품류, 비식품류, 주간행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POP광고를 용도별 또는 상품종류별 등으로 분류하고 일러스트 등과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에 의해 기

본 레이아웃 패턴을 적용하여 패턴화된 POP광고 템플릿을 템플릿 DB(12)에 저장한 것이다.

또한, 템플릿 이미지DB(13)는 템플릿 DB(12)에 조합하여 이미지를 선택 사용하도록 다양한 이미지를 분류하여 DB

를 구축한 것이다.

DB관리 및 사용자인증모듈(15)은 일종의 제어프로그램으로서 POP-DB(11)를 생성하고 분류하고 갱신관리하며, PO

P-DB(11)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N)을 통해 사용자PC(20)와 접속하고 사용자PC(20)의 사용자를 인증한다.

POP광고의 내용면에서 보면, 광고이미지 스타일과 광고타이틀 및 문구가 결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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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DB(11)는 일반사용자를 위한 로컬(Local)DB와 그룹웨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 사용자를 위한 그

룹서버DB로 분리될 수 있고, DB관리 및 사용자인증 모듈에서 사용자인증코드에 따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PC(20)는 POP인터페이스 모듈(21), 검색 출력부(22), 저장부(23), 템플릿 글자 입력부(24), 템플릿 이미지 선

택부(25), 바코드 생성부(26)로 구성된다.

POP인터페이스 모듈(21)은 일종의 제어프로그램으로서 서버장치(10)의 DB관리 및 사용자인증 모듈(15)에 접속하

여 POP-DB(11)에 대한 사용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다.

검색 출력부(22)는 POP-DB(11)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출력함으로써 오프라인 상태에서 작

업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시스템이 된다. 또한, 검색 출력부(22)는 카테고리에 의한 검색부, PO

P번호에 의한 검색부, 상품명에 의한 검색부 바코드 입력에 의한 검색부로 구성된다.

저장부(23)는 검색 출력부(22)에 의해 다운로드 받을 템플릿을 저장한다.

템플릿 글자 입력부(24)는 저장부(23)에 저장된 템플릿의 타이틀 및 문구를 수정, 삽입, 추가, 삭제할 수 있다.

템플릿 이미지 선택부(25)는 저장부(23)에 저장된 템플릿의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바코드 생성부(26)는 템플릿 글자 입력부(24) 및 템플릿 이미지 선택부(25)에 의해 선택 완성된 POP광고출력물을 P

OP인터페이스 모듈(21)의 제어 하에 저장부(23)에 저장 시 바코드를 자동 생성하여 출력한다.

바코드리더(28)는 사용자PC(20)에 연결되어 바코드를 판독하기 위한 것으로써 바코드 생성부(26)에 의해 바코드를 

프린터(29)에 의해 출력한 후 바코드리더(28)에 의해 판독하여 바코드에 의한 POP광고의 검색을 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 2실시 예에 따른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의 구성도 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의 상세 구성도 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POP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

의 기본 화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템플릿 데이터베이스의 구현 상태를 나타낸 화면이다. 도 6는 본 발명에 따

른 디자인 에디터의 구현 상태를 나타낸 화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에디터의 구현 상태를 나타낸 화면

이다.

도 2를 살펴보면, 통신망을 구축하는 네트워크(200)와; 상기 네트워크(200)와 연결되어 PO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D

ownload) 하거나 단말 내에 직접 설치하여 POP 광고를 디스플레이 상에 구현하기 위한 개인단말(100) 및 복수의 그

룹단말(100a ~ 100n); 상기 네트워크(200)와 연결되어 POP 프로그램에 대한 템플릿,디자인,데이터 정보별로 POP 

광고를 분류,구축하여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서버(300); 상기 관리자서버(300)와 연동되어 POP 프로그램을 구현 시

키기 위한 프로그램 구동부(400); 상기 관리자서버(300)와 연동되어 템플릿,디자인,데이터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500); 상기 네트워크(200)와 연결되어 데이터 변환 및 파일전송을 중계하기 위한 

중계서버(600); 및 상기 중계서버(600)와 연결되어 운영체계를 달리하는 각종 시스템이 구비된 시스템 서버(700)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200)는 데이터 통신망으로

써 기업 내의 정보통신망(LAN) 또는 유무선 인터넷(TCP/IP)망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단말(100)은 POP 프로그램을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다운로드(Download) 하거나, 사용자 단말 내에 직접 설

치하여 POP 광고를 디스플레이(예; 액정 디스플레이(LCD) 등) 상에 구현하기 위한 데스크 탑 등의 PC 단말기가 적

용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그룹단말(100a ~ 100n)은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다운로드된 POP 프로그램을 그룹별

로 공유하기 위한 데스크 탑 등의 PC 단말기를 나타낸다.

이 때, 상기 개인단말(100) 및 복수의 그룹단말(100a ~ 100n)에는 필요에 따라 POP광고물을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

110)와 바코드를 판독하기 위한 바코드 리더(Reader)(120)가 각각 연결되어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각 단말(100,10

0a ~ 100n)에는 통상의 키 입력부, POP 인터페이스 모듈, 저장부 등(도시 되지 않음)이 구비될 수 있음은 공지의 기

술이다.

관리자서버(300)에는 템플릿 레이아웃을 관리하는 템플릿관리부(310); 사용자 정의의 이미지를 추가,삽입할 수 있도

록 디자인정보를 관리하는 디자인관리부(320);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입력,편집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이터관리부(330)를 구비함으로써 POP 프로그램에 대한 템플릿,디자인,데이터 정보별로 POP 광

고를 분류,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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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동부(400)에는 POP(411), 가격카드(Price card)(412), 쇼 카드(Show card)(413), 쿠폰카드(Coupon ca

rd)(414), 바코드(Bar-cord)(415) 등이 구비된 어플리케이션(410)과; 사용자 정의의 디자인을 편집 작성하는 디자인

에디터(Design Editor; 420); 및 입출력 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 에디터(Data Editor; 430)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상기 디자인 에디터(420)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GIF, JPG, JPEG, BMP, ICO, EMF, WMF의 사용자 정

의의 이미지를 추가,삽입하여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정의의 문서작성에서부터 POP(411), Price car

d(412), Show card(413), Coupon card(414), Bar-cord(415)를 문서작성 도우미 창을 통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에디터(430)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세스 파일(Access file), 엑셀 파일(Excel file), 파라독스 데

이터(Paradox Data), 디베이스 파일(Dbase File), 포맷 텍스트(Formatted Text)의 데이터를 불러들여 자동으로 출

력을 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데이터 에디터(430)에는 하나의 용지 위에 분할하고자 하는 용지의 템플릿 수량을 선택한 후, 하나의 템

플릿에 완성된 템플릿(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적용시키면 별도의 작업 없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각각 다른 다량의 출력

물이 한번에 생성된다.

또한, POP 데이터를 연계 시켜 사용자 정의의 출력 데이터를 문서작성에서부터 POP(411), Price card(412), Show 

card(413), Coupon card(414), Bar-cord(415)를 사용자가 별도의 입력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500)에는 어플리케이션(410)의 템플릿 레이아웃에 관련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구축된 템플릿 

DB(510)와; 사용자 정의의 디자인 편집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구축된 디자인 DB(520); 및 사용자 혹은 관리자

에 의한 입출력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구축된 데이터 DB(530)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상기 템플릿 DB(510)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와 레이아웃이 매트리스 데이터 베이스에 의하여 구

성되며, 템플릿 패치(Template Patch)를 POP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중계서버(600)에는 운영체제(O/S)가 각기 다른 시스템서버(70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변환하여 중계하기 위한 

데이터 변환기(610)와 파일전송규약(FTP)으로 파일 전송을 중계하기 위한 파일전송서버(620)를 구비하고 있다.

시스템서버(700)는 상기 중계서버(600)와 연결되어 운영체제(O/S)를 달리하는 각종 시스템(예; Main Frame, Unix, 

AS/400, Win NT 등) 서버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네트워크(200)를 통해 POP 광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거나, 오프라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POP광고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여 단말에 설치함으로써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POP광고 프로그램이 실행된 기본화면이 단말상의 디스플레이 된다.

즉, 도 4를 살펴보면, POP광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보여지는 기본 스

타트 화면으로서 좌측 상하단의 (1)은 기본도구모음, (2)는 POP별 행사 카테고리창, (3)은 템플릿 프리뷰 창, (4)는 

그리기 기본 도구모음을 나타내고, 메인 화면 중앙의 (5)는 작업 창, 그 하단의 (6)와 (7)은 DATA DB 창, DATA DB 

검색 및 선택창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우측 상하단의 (8)은 레이아웃 창을 나타낸다. 이 때, 상기 기본 스타트의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고자 하는 각 창을 동시에 표시되도록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템플릿 프리뷰 창(3)과 레이아웃 창(8)이 별도로 구비되어 표시되 며, 상기 템플릿 프리뷰 창(3)을 선택하

고 레이아웃 창(8)을 선택하면 완성된 템플릿이 생성되며, 상기 완성된 템플릿에는 불러온 데이터가 자동 입력된다.

특히, 상기 (6)의 DATA DB 창에 저장된 POP 광고 목록을 단말기의 템플릿 프리뷰 화면상에 도 5,6,7과 같이 표시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문구, 타이틀 등을 삽입, 수정하는 편집 과정을 통해 완성함으로써 POP 광고물을 자동으

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상기 출력물은 사용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리 보기 화면을 이동하기 전에 작업 창에서 데이터가 연

동되어 변환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어서, 본 발명에 따른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에 대한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트워크(200)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개인단말(100) 또는 복수의 그룹단말(100a ~ 100n)의 사용자는 웹 브라

우저를 통해 관리자서버(300)에 접속한 후, 사용자 등록 및 인증과정을 거쳐 사용자 인증코드를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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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태에서 사용자는 POP광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단말(100)(100a ~ 100n)에 설치함으로써 POP광고 프로

그램의 실행준비 단계를 완료한다.

이 때, 본 발명에서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네트워크(200)를 통해 POP 광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서도, 오프

라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POP광고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여 단말에 설치할 수 있다.

그 후, 어플리케이션(410), 디자인에디터(420), 데이터에디터(430)를 구비하는 프로그램 구동부(400)를 구동 시킴과

더불어 그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500)에 구 축된 템플릿 DB(510), 디자인 DB(520), 데이터 DB(530)를 바탕으로 

도 4를 기본 화면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문구, 타이틀 등을 삽입, 수정하는 편집 과정을 통해 완성함으로써 PO

P광고물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구매시점광고물(POP) 출력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사진이미지, 클립아트, 바코드, 글꼴의 크기와 색상을 편집하거나 

삽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주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형태의 데이터를 불러 들여 자동

으로 출력할 수 있다.

둘째, 초보자라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이는 템플릿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사용자 정의의 다양하고 풍부한 어플

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워드작성 수준의 초보자라도 전문가 수준의 다양하고 풍부한 출력물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일관성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출력 Form(전자출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

용자의 환경이 바뀌어도 항상 일정한 유형의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는 그룹웨어(Groupware)에 의한 통합 업무의 공동 관리가 가능하며, 상호 

중복업무를 배제하여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집중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업무

의 분산 처리로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POP 작성시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에 각 데이터가 자동입력 되어 있으므로 사용상의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양한 유형의 구매시점광고(POP)를 분류 구축하여 제공하기 위한 서버장치와, 상기 서버장치에 통신망을 통해 사용

자가 접속하여 POP광고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기 위한 다수의 사용자PC를 구비하며;

상기 서버장치는

POP광고를 유형별로 분류 패턴화 하여 구축한 템플릿 DB와, 상기 템플릿 DB에 조합하여 이미지를 선택 사용하도록

다양한 이미지를 분류 구축한 템플릿 이미지DB를 갖는 POP-DB;

상기 POP-DB를 생성, 분류, 갱신관리하고 상기 POP-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를 인

증하기 위한 DB관리 및 사용자인증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PC는

상기 서버장치의 DB관리 및 사용자인증 모듈에 접속하여 상기 POP-DB에 대한 사용인증을 받기 위한 POP인터페이

스 모듈;

상기 POP인터페이스 모듈에 의해 사용 인증된 상기 POP-DB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

기 위한 검색 출력부;

상기 검색 출력부에 의해 다운로드 받을 템플릿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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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템플릿의 타이틀 및 문구를 수정, 삽입, 추가, 삭제하기 위한 템플릿 글자 입력부;

상기 템플릿 글자 입력부에 의해 글자 입력된 템플릿에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변경하기 위한 템플릿 이미지 선택

부;

상기 템플릿 이미지 선택부에 의해 완성된 POP광고출력물을 상기 POP인터페이스 모듈의 제어 하에 상기 저장부에 

저장 시 바코드를 자동 생성하여 출력하기 위한 바코드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

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POP-DB가 일반사용자를 위한 로컬(Local)DB와 그룹웨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룹웨

어 사용자를 위한 그룹서버DB로 분류되고, 상기 DB관리 및 사용자인증모듈에서 그룹 사용자인증코드에 따라 분리하

여 관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검색 출력부가 카테고리에 의한 검색부, POP번호에 의한 검색부, 상품명에 의한 검색부 바

코드 입력에 의한 검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4.
통신망을 구축하는 네트워크와;

상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POP광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Download) 하여 POP 광고를 디스플레이 상에 구현하기 

위한 단말수단;

상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POP 프로그램에 대한 템플릿, 디자인, 데이터 정보 별로 POP 광고를 분류,구축하여 관리

하기 위한 관리자서버;

상기 관리자서버와 연동되어 POP 프로그램을 구동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구동수단;

상기 관리자서버와 연동되어 템플릿, 디자인, 데이터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DB수단;

상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데이터 변환 및 파일전송을 중계하기 위한 중계수단; 및

상기 중계수단과 연결되어 운영체제를 달리하는 복수의 시스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

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관리자서버에는

템플릿 레이아웃을 관리하는 템플릿 관리부와;

사용자 정의의 이미지를 추가,삽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정보를 관리하는 디자인관리부; 및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입력,편집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이터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6.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구동수단에는

POP, 가격카드(Price card), 쇼 카드(Show card), 쿠폰카드(Coupon card), 바 코드(Bar-cord)가 구비된 어플리케

이션과;

사용자 정의의 디자인을 편집 작성하는 디자인 에디터(Design Editor); 및

입출력 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 에디터(Data Edito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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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디자인 에디터는

GIF, JPG, JPEG, BMP, ICO, EMF, WMF 등의 파일형식으로 사용자 정의의 이미지를 추가,삽입하여 디자인을 구현

하며, 문서작성의 도우미 창을 통하여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8.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에디터는

액세스 파일(Access file), 엑셀 파일(Excel file), 파라독스 데이터(Paradox Data), 디베이스 파일(Dbase File), 포맷

텍스트(Formatted Text) 등의 데이터 형태로 불러들여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

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9.
청구항 4 또는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DB 수단에는

어플리케이션의 템플릿 레이아웃에 관련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구축된 템플릿 DB와;

사용자 정의의 디자인 편집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구축된 디자인 DB; 및

사용자 혹은 관리자에 의한 입출력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구축된 데이터 DB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

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10.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템플릿 DB에는

이미지와 레이아웃이 매트리스 데이터 베이스에 의하여 구성되며, 템플릿 패치(Template Patch)를 POP 어플리케이

션으로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11.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POP광고 프로그램을 설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단말의

기본 스타트 화면 상에는 기본도구모음, POP별 행사 카테고리창, 템플릿 프리뷰 창, 그리기 기본 도구모음, 작업 창, 

DATA DB 창, DATA DB 검색 및 선택창, 레이아웃 창이 각각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

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템플릿 프리뷰 창과 레이아웃 창이 별도로 구비되어 표시되며, 상기 템플릿 프리뷰 창을 선

택하고 레이아웃 창을 선택하면 완성된 템플릿이 생성되며, 상기 완성된 템플릿에는 불러온 데이터가 자동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13.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에디터에는 하나의 용지 위에 분할하고자 하 는 용지의 템플릿 수량을 선택한 후, 하

나의 템플릿에 완성된 템플릿(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적용시키면 별도의 작업 없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각각 다른 다량

의 출력물이 한번에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출력물은 미리 보기 화면을 이동하기 전에 작업 창에서 데이터가 연동되어 변환되는 과정

을 보여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매시점광고물 출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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