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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제품을 관리 및 보안하고 소매 환경에서 절도를 억제하기 위한 본 시스템은, 표준 소매 선반상에 존재하는 시스
템(100)이나 독립형 시스템을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시스템(100)은 복수의 선반들(104) 및 선반들(104) 사이
에 위치되며 선반들의 전면 에지들로부터 선반의 후면을 향해 연장하는 제품 칸막이들(110)을 포함한다. 전면
옹벽들(116)은 선반들(104)의 전면 에지에 배치되며, 선반들(104)상의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높이로 구
성된다. 높이가 변화하는 개별적인 보유(retaining) 탭들(122)은 이러한 제품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
여 더 키가 큰 제품의 열들의 앞에 부가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단단한(130) 또는 이동가능한 배리어들(14
0)은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옹벽들(116) 위에 배치될 수 있다. 본 발명으로, 다수의 제품들을 "쓸어담
는 것"이 억제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경보 장치는 이동가능한 배리어들의 이동을 검출하고 모니터링하도록 구
성될 수 있으며, 선반상의 제품의 관리에 대응하거나 잠재적인 절도 상황에 대응하는 경보 신호(142)를 제공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경보 장치(142)는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행동이 모니터링되고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잠재적인 도둑에게 통지하며, 상점 컴퓨터, 호출기, 휴대폰 등에 이러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안 카메
라(260)와 통신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로크 메커니즘은 높은 위험 부담을 갖는 절도 아이템들을 보안
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클립들 또는 클립 부재들(320 또는 360)은 제품 칸막이들(110)을 선반들(104)에 추
가로 고정하기 위하여 통합될 수 있다. 또한, 선반들(104)에 이루어지는 높이 조정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는 조정가능한 전력 바(400)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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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판매 디스플레이로부터 아이템의 절도를 막기 위한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제1 및 제2 선반을 포함하는 복수 개의 선반들;
상기 선반들에 장착된 복수 개의 수직벽들 - 상기 수직벽들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제1 선반과 상기 제2 선반
사이에 위치됨 -;
상기 제1 선반에 장착된 옹벽 - 상기 옹벽은 상기 제1 선반상의 상기 아이템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높이
를 갖고, 상기 제품이 상기 옹벽으로부터 뒤로 당겨지도록 하는 개구부 및 적어도 하나의 로크(lock) 메커니즘
의 장착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장착 개구부를 포함함 -;
상기 제2 선반에 장착되고, 상기 제1 선반을 향해 연장되는 배리어 - 상기 배리어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상기 옹벽에 선택적으로 잠궈짐 을 포함하는,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리어는 경보 장치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배리어는 폐쇄 위치로부터 개방 위치로 이동가능하고, 상기 경보 장치는 상기 이동가능한 배리어가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상기 개방 위치에 머무른 후 신호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크 메커니즘은 타원형 로크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장착 개구부는 타원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장착 개구부에 선택적으로 장착된 로크 플레이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로크 플레이트는 노즈(nose)부 및 백 플레이트(back plate)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노즈부는 노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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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노즈부는 로크를 수용하기 위한 홀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백 플레이트부는 상기 옹벽의 한 측면상에 배치되고, 상기 노즈부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장착 개구부를 통
해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이동가능한 전력 바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청구항 11
선반상의 제품의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제품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시스템 - 상기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다수의 선반들 및 상기 선반들을
따라 연장하는 다수의 제품 칸막이들을 포함함 -;
상기 다수의 선반들 중 적어도 하나의 전면 에지 근처에 장착된 제1 옹벽;
상기 다수의 선반들 중 적어도 하나에 장착된 배리어 - 상기 배리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제1 옹벽 위에
장착됨 -;
측벽; 및
상기 측벽 및 상기 다수의 선반들 중 적어도 하나에 장착된 클립
을 포함하는 선반상의 제품 절도 방지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선반들 중 적어도 하나에 장착된 힌지 레일을 더 포함하고,
상기 클립은 상기 힌지 레일에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상의 제품 절도 방지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은 블레이드(blade)부 및 대향 장착 부재들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상의 제품 절도 방지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부는 상기 힌지 레일에 장착되고, 상기 대향 장착 부재들은 상기 측벽에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상의 제품 절도 방지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배리어는 작동가능하게 경보 장치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상의 제품 절도 방지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옹벽은 상기 선반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선반상의 상기 아이템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높이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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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품이 상기 옹벽으로부터 뒤로 당겨지도록 하는 개구부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크 메커니즘의 장착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장착 개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상의 제품 절도 방지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장착 개구부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로크 플레이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
상의 제품 절도 방지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로크 플레이트는 노즈부 및 백 플레이트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반상의 제품 절도 방지 시스
템.
청구항 19
제품 판매 시스템으로서,
제품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시스템 - 상기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복수의 제품 칸막이들 및 복수의
푸셔들을 포함함 -;
개방 위치로부터 폐쇄 위치로 이동가능한 배리어 - 상기 제품은 상기 개방 위치에서 보다 접근하기 쉽고, 상기
폐쇄 위치에서 보다 접근이 어려우며, 상기 배리어는 경보 장치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됨 -;
상기 배리어가 상기 폐쇄 위치와 상기 개방 위치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구성될 수 있는 잠금 메커
니즘; 및
상기 복수의 푸셔들에 장착된 복수의 스프링들
을 포함하는 제품 판매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의 동작 동안 이동 불가능하게 구성되는 제2 배리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판매
시스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1>

본 출원은 2005년 2월 1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제 11/047,915호의 부분 연속 출원인 2005년 5월 27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제 11/140,023호에 대한 우선권을 청구하며, 이러한 문헌들의 모든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통
합된다.

배 경 기 술
<2>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거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선반 어셈블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거래되는 제품의 보안
및 관리를 개선하는 선반 어셈블리에 관한 것이다.

<3>

약국, 식료품점, 할인점, 완구점 등과 같은 소매 및 도매 상점들은 제품을 저장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디스플
레이하기 위하여 다량의 선반을 필요로 하고 이를 사용한다.

판매를 촉진하고 매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

자에게 제품을 디스플레이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점들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잘 보이고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선
반의 전면을 향해 제품들을 위치시킨다.

이러한 바람직한 위치 선정은 특정한 단점들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제품의 이러한 바람직한 "프론트-페이싱(front-facing)"으로, 상점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제품들 또는 값진 패키
지들이 도둑들의 타겟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정 아이템들은 상기 아이템들을 되팔거나, 특정 의약품의
경우에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도둑들에게 값진 것으로 보여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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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도둑들이 한번에 또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많은 제품들을 훔치는 것을 선호하
기 때문에 오늘날 이는 소매 상인들에게 큰 비용적 부담이 된다.

이를 행하기 위하여, 도둑들은 예를 들어, 선

반을 팔로 선반을 "쓸어담아(sweep)" 아이템들을 지갑, 가방 또는 코트로 재빨리 넣은 후 주의를 끌지 않고 상
점을 빠져나올 것이다.
<4>

절도는 고객과 종업원 모두의 행동의 결과물일 수 있으며, 이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다.

절도를 막고 방지하려

는 시도는 부분적으로만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상점의 카메라는 종종 도둑을 잡거나 기소하
기에 충분한 절도를 명백히 관찰하지 못한다.
한 위치에 있지 않는다.
<5>

또한, 상점에서 경비원은 좀처럼 실제로 도둑을 관찰하기에 정확

결과적으로, 절도는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이고, 제품 재고의 관리에 손실을 입힌다.

본 발명은 종래의 선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그리고 다른 공재된 단점들 및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6>

본 발명은 소매 환경에서 제품의 보안 및 관리를 다룸으로써 상기 언급된 문제점들을 극복한다. 아래에서 명백
해지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도둑에 의한 제품의 "쓸어담기(sweep)"를 방지하고, 짧은 시간 안에 선반으로부터
의 많은 양의 제품의 택킹(tacking)을 제한하는 능력을 갖는다. 선반들을 가까이 함께 배치하는 것, 선반의 전
방 에지 및 선반들 사이로부터 연장하는 제품 칸막이들을 사용하는 것 및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더 작은 개구부를 초래하는 특정 높이를 갖는 전방 벽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하나 이사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본 발명은 제품을 쓸어담는 것과 한번에 다수의 제품들을 제거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잠재

적인 절도 상황시 보안 카메라 및 경비원 또는 상점에 알리는 능력을 가지는 한편, 합법적인 구매자가 제품에
접근하는데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전방벽상의 더 작은 개구부상에 설치된 이동가능한 배리어의 이동을 검
출하는 경보 장치를 통합함으로써, 본 발명은 선반으로부터 다수의 제품들의 잠재적 절도를 나타내는 알람 신호
를 제공할 것이다.
<7>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및 장점들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들 및 동일한 구성에 동일한 참조번호를 사용하
는 도면들을 검토함으로써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실 시 예
<41>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본 발명이 그것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설명에서 진술되고
도면에 도시되는 구성요소들의 배열 및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발
명은 다른 실시예들에도 적용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되고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

되는 표현 및 용어들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제한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
다.

추가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표현 및 용어들은 최대한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포함한다" 및

"갖는다" 및 이들의 유사한 용어의 사용은 그 후에 기재된 아이템들 및 이들의 동등물들 뿐 아니라 추가의 아이
템들 및 그들의 동등물들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장착된다", "연결된다", "결합된다", "배치된다", "체결된

다" 및 유사한 용어들의 사용은 직간접적으로 장착, 연결, 결합, 배치 및 체결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42>

본 발명은 소매 환경과 같은 환경에서 제품들의 보안,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것이며, 다수의 실시예들을 포함한
다.

일실시예는 제품의 보안 및 절도의 방지에 있어서 특정 장점들을 갖도록 설계된 선반상의 또는 소매 상점

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표준 또는 종래의 "딜러(dealer)" 선반상에 존재하는 선반 관리 및 디스플레이 시스
템을 수반한다.

상기 실시예는 보다 전에 존재하는 선반 시스템의 직립대(upright)를 포함하거나 또는 독립형

유닛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제품이 선반의 전면을 향하게 하는 프론트-페이싱 시스템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시스템들은 통로 근처에 선반의 전면으로 제품을 가져오기 위하여 중력, 마찰력, 자성 또는 스프링 가압
푸셔(spring-urged pusher) 또는 패들(paddle)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반의 전면을 향해 제

품들을 배향시키는 스프링 가압 시스템들의 다수의 실시예들이 존재하고, 이는 Hardy에 대한 미국 특허 제
6,041,720호, Breslow에 대한 미국 특허 제4,830,201호 및 Hardy에 대한 국제 특허 PCT/US02/15760호및 대응
국제 특허 WO02/091885 A1에 개시된 시스템들을 포함하며, 그 모든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통합된다.
<43>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선반 관리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은 수직 직립대(102)
및 상기 직립대에 제거가능하게 장착된 제품 선반들(104)을 포함한다. 선반들(104)은 선반들(104)의 원하는 배
치 및 간격에 따라 직립대들(102)을 따라 다양한 위치에 장착될 수 있다.

유사하게, 선반들(104)은 필요에 따

라 직립대들(102)을 따라 상이한 위치들로 이동되거나 또는 재배치될 수 있다.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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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반들(104)은 서랍처럼 직립대들(102)로부터 당겨지는 풀-아웃 선반들일 수 있다.

도 3에 의해 도시되는

바와 같이, 선반(104)은 잠금 위치에서 서로 접촉하는 협력 잠금쇠(cooperating catch)들을 수반하는 잠금 장치
(117)를 통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접촉을 잠금 해제 위치로 해제시키며, 해제될 때, 선반(104)이 직
립대로부터 당겨져 멀어지도록 할 수 있다.

선반들 및 직립대들은 자석, 래치(latch)들 및 노치(notch)들, 바

인더(binder)들, 텐션(tension) 등과 같은 다른 잠금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단 당겨지면, 점원은 제품으
로 선반을 다시 채워놓을 수 있으며, 그 후, 선반(104)을 그것의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린 후 선반을 다시 잠글
수 있다.
<44>

후벽(106)은 제품들을 수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의 후방으로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공지된 장착 기술들을 통해 직립대(102)들에 장착될 수 있다. 잠금 박스(108)는 또한 공지된 장착
기술들을 통해 직립대들(102)에 장착될 수 있다.

잠금 박스(108)는 점원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제품 및 선반 구성품들을 저장하고 잠그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잠금 박스(108)는 디스플레이 시스템(100)

의 상부에 또는 그 근처에 묘사된 배치 단계를 포함하는 직립대들(102)상에 임의의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대
안적인 일실시예에서, 잠금 박스(108)는 직립대들(102)과 반대로 선반(104)에 고정될 수 있다. 장착 위치 또는
추가의 제품으로, 선반 구성품들은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에 위치되어, 점원에 의해 쉽게 검색될 수 있다.
<45>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실시예는 도둑에 의해 제품이 "쓸어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열들, 칸막이들
(110), 레인(lane)들 또는 외장(facing)들 및 외장들의 단부들 사이에 배치되는 일련의 벽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벽들(110)은 때때로 "제품 칸막이"로 참조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수직벽들", "제품
칸막이들" 및 "칸막이들"의 용어들은 임의의 벽(수직 및 비수직을 포함하는), 칸막이, 배리어 또는 제품 열들,
레인들 또는 외장들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분리대를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제품 칸막이들(110)은 디스플레

이 시스템(100)상에 이격되는 방식으로 배치될 때, 구매될 제품을 위치시키고 분리하기 위하여 제품 레인들
(112)을 형성한다.
<46>

제품 칸막이들(110) 또는 측벽들은 또한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의 측면에서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제품 외장의 측면들에 배치된다. 일실시예에서, 이러한 칸막이들 또는 측벽들은 추가의 제품 보안을 제공
하기 위하여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텔레스코핑(telescoping) 피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칸막이들 또는 측벽들은 크기에 따라 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의 범위는
대부분의 선반들, 선반 시스템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들 또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맞추도록 조정될 수 있다.
<47>

푸셔(126)는 제품을 앞을 향하게 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주기 위하여 코일 스프링을 통합할 수 있다.
r)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푸셔는 제품을 앞을 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몇몇 실시예들에서 칸막이(110)는 베이스(base) 또는 바닥(floo

몇몇 실시예들에서 이러한 바닥은 푸셔 트랙(pusher track, 128)을 포함한다.

도 6은

칸막이 벽의 일측면상에 바닥을 도시한다. 제2 바닥은 칸막이 벽의 반대 측면상에 있을 수 있다. 수직 칸막이
벽의 양쪽 측면들상에 바닥들로, 제품은 이러한 바닥들상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한 일실시예에서, 제품은 제1

칸막이의 제1 바닥 및 제2 칸막이의 제2 바닥상에 위치할 수 있다.
<48>

제품 칸막이(110)는 제품 칸막이(110)상에 제품의 제거를 막는 높이, 형태 및 구성을 형성한다. 칸막이(110)는
선반들(104) 사이에 수직하거나 또는 수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선반(104)의 전면으로부터 후벽(106)으로
연장한다.

칸막이들(110)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비직사각형, 타원형, 반복되는 패턴

들 등과 같은 칸막이들의 다른 형태들 및 구성들이 본 발명과 사용될 수 있다. 판매될 제품 및 제품에 대한 원
하는 접근 정도에 따라서, 제품 칸막이들(110)의 전면 에지(114)는 선반들(104) 사이에 수직적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접근하기 쉽고, 선반으로부터 치우기 쉽도록 비수직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일실

시예에서, 칸막이(110)는 도 4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전면 에지(111)로부터 외부로 돌출되는 전면 에지부
(113)를 포함하는 전면 에지(111)를 형성한다.

전면 에지의 돌출부는 하기 개시되는 바와 같이 옹벽 또는 탭

(122)의 미끄러짐 가능한(slidable)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에 옹벽 또는 탭(122)을 고정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다.
<49>

제품 칸막이(110)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에 장착될 수 있다.

일예로서, 칸막

이들(110)은 선반(104)에 형성되는 트랙들 또는 선반(104)에 부착하는 베이스에 형성된 트랙들로 삽입될 수 있
다.

유사하게, 칸막이들(110)은 선반에 장착되는 베이스와 일체(integral) 또는 단일(unitary) 유닛으로 형성

될 수 있다.

또한, 칸막이들(110)은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레일, 채널 또는 홈

(groove)에 장착될 수 있다.

칸막이들(110)은 제품 레인들내에 제품을 보유하기에 충분히 단단해야 한다.

본

발명과 사용될 수 있는 칸막이들의 예들은 Hardy의 미국 특허 제6,041,720호, Breslow의 미국 특허 제4,7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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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국제 특허 PCT/US02/15760호 및 Hardy의 대응 국제 특허 WO 02/091885 A1에 개시되며, 그 모든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통합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다른 칸막이들 및 칸막이를 선반에 장착하기 위한

기술들이 공지되며 본 발명의 내용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0>

일실시예에서, 칸막이(110)는 벽(110)이 그것이 장착되는 레일로부터 들어올려지거나 또는 체결 해제되도록 하
기 위하여 그것의 후면 에지 근처에서 단계적 감소(step down) 또는 하락하고, 또는 벽 높이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칸막이들(110)은 그

위의

선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측면으로

이동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수직벽 또는 칸막이(110)는 그것의 전면 에지로부터 벽 길이의 대략 2/3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감
소를 갖는다.
<51>

일실시예에서, 선반의 단지 일부분상에서 아이템들에 대해 개선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템들은 선반의 중앙에 또는 선반의 측면상에 위치될 수 있다.

이러한 아

본 명세서에서 참조되는 것들과 같은 보안 피

쳐들은 선반의 일부분상에만 부가될 수 있는 반면, 선반의 나머지 부분들은 상기 보안 피쳐들 중 극히 일부를
포함하거나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높은 보안 아이템들은 선반의 중앙에 배치되고, 이러한 아이템들은 벽을

사용하여 선반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배리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벽들은 선반의 높은 보안 부분을 위하여 측면

이러한 벽들은 금속과 같은 강한 구조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선반의 바닥으로

부터 선반의 상부 근처의 상당한 거리로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벽들은 또한 벽들이 구부러지고 제거되거나

다르게 방해되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선반상에서 판매되는 아이템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른 보안 피쳐들과 마찬가지로 선반에 부착될 수 있다.
<52>

도 25, 30 및 31을 참조하여, 벽들(340 및 350)은 높은 보안 영역 및 낮은 보안 영역으로 선반을 분리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벽들(340 및 350)은 강철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선반의 바닥 또는 그 근처로부터 선반의 천장

또는 그 근처에서의 한 영역으로 연장될 수 있다.

상기 벽들은 또한 조정가능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벽들

은 상부 섹션(344) 및 하부 섹션(346)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31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두 개 섹션들
은 연속적인 배리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첩될 수 있다.

벽(340)의 상부 섹션(344)과 벽(340)의 하부 섹션

(346)은 두 개 벽들을 정렬시키는 구멍을 포함할 수 있다.

나사, 볼트, 핀, 로드(rod)와 같은 조임쇠

(fastener, 348) 또는 다른 조임쇠는 특정 높이에서 두 개 벽들을 결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벽들
은 또한 구멍들을 포함하는 바닥(342)을 포함할 수 있으며, 나사, 볼트, 핀, 로드 또는 다른 조임쇠를 통해 선
반의 바닥에 결합될 수 있다.
<53>

도 25 내지 27, 30 내지 33을 참조하여, 클립 또는 클립 부재(320 또는 360)는 선반(104)에 벽들(340, 350),
특히 비고정 제품들로부터 고정 제품들을 분리하는 벽들을 더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클립(320,

360)은 또한 선반(104)에 칸막이(110)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미도시된 실시예). 클립(320, 360)은
벽을 구부리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340, 350)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클립

(320, 360)은 선반상의 제품에 액세스하기 위한 잠재적인 벽의 구부림 또는 비틀림을 방지할 것이기 때문에, 클
립(320, 360)을 사용하여, 벽(340, 350)은 더 얇고 더 저렴한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벽들(140, 150)은 또한

측벽들로서 공지된다.
<54>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클립(320, 360)은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선반(104)에 배리어(140)를 결합
(hinge)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힌지 레일(322)을 체결하기 위하여 한 단부에서 구성된다.

힌지 레일(322)은

선반에 장착된다. 클립(320, 360)은 힌지 레일(322)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반에 장착된다. 클립(320, 360)은
또한 벽(340, 350)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향 단부에서 구성된다.

특히, 클립(320)은 힌지 레일(322)에 따른 다

수의 위치들 중 임의의 위치에서 힌지 레일(322)과 체결하도록 구성되는 블레이드부(324)를 포함하며, 따라서
클립(320)의 배치에 융통성을 제공한다.

블레이드부(324)는 다수의 형태들 및 구성을 채택할 수 있으며, 클립

몸체(328)에 연결되거나 결합할 수 있다.

클립 몸체(328)는 또한 대향 벽 장착 부재들(330)에 연결되거나 결합

된다.
성된다.

벽장착 부재들(330)은 장착 부재들(330)사이를 통과하는 벽과 벽(340)의 대향 측면들상에 위치되도록 구
벽 장착 부재들(330)은 또한 도 27에 개시되는 바와 같이 벽(340)에 장착 부재들(330)을 고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장착 조임쇠(334)를 수용하기 위하여 정렬된 홀(hole)들(332)을 형성한다. 정렬된 홀들(332)은
스루 홀(thru hole)들 또는 나사형 홀(threaded hole)들일 수 있다.

임의의 타입의 조임쇠 또는 보안 기술이

벽(340)에 클립(320)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55>

벽(340 또는 350)이 선반의 측면 단부에 배치될 때, 클립(360)은 또한 벽(340, 350)을 선반(104)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선반의 에지에서 힌지 레일은 멈춘다(미도시). 클립(360)은 클립 몸체(362)로부터 한

방향만으로 연장하는 블레이드부(362)를 포함한다. 블레이드부(362)는 힌지 레일(322)을 체결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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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시예에서, 블레이드부는 단일 힌지 조각만을 또는 힌지 레일의 너클(knuckle)만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

도 27에서, 단일 힌지 조각 또는 너클은 323으로 나타난다. 블레이드부(362)는 제1 블레이드부(363) 및 제1 블
레이드부(363)에 대한 한 각을 이룰 수 있는 제2 블레이드부(366)를 포함한다.
(323)의 측면(324)과 상호작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2 블레이드부(366)는 너클

블레이드(362)는 다수의 형태 및 구성을 채택할 수 있으

며, 클립 몸체(364)에 연결되거나 결합될 수 있다. 클립 몸체(364)는 또한 대향 벽 장착 부재들(368)에 연결되
거나 결합된다. 벽 장착 부재들(368)은 장착 부재들(368) 사이를 통과하는 벽과 벽(350)의 대향 측면들상에 위
치되도록 구성된다.

벽 장착 부재들(368)은 또한 벽(350)에 장착 부재들(368)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장착 조임쇠(미도시)를 수용하기 위하여 정렬된 홀들(370)을 형성한다. 정열 홀들(370)은 스루 홀들 또는
나사형 홀들일 수 있다.

임의의 타입의 조임쇠 또는 보안 기술이 클립(360)을 벽(340 또는 350)에 고정하기 위

하여 사용될 수 있다.
<56>

전면 옹벽(116)은 선반(104)의 전면 에지를 따라 배치될 수 있다.

전면 옹벽(116)은 제품 레인들(112)에 제품

을 제한하고 제품이 선반(104)의 전면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울타리(fence)"
로서 기능할 수 있다.
킨다.

옹벽(116)은 하기에 개시되는 푸셔의 가압에 의해 야기되는 제품의 전방 이동을 정지시

도 6에서 예시되는 바와 같이, 옹벽(116)은 선반(104)의 전면 에지(119)를 따라 연장하는 채널 또는 레

일(118)에 장착될 수 있다.

채널 또는 레일(118)은 표준 딜러 선반에 존재하는 홀들에 장착되거나, 또는 다른

공지된 방식으로 선반(104)에 고정될 수 있다. 옹벽(116)은 채널 또는 레일(118)상에 또는 상기 채널 또는 레
일에 장착될 수 있다.

전면 옹벽(116)은 선반상에 제품의 시각화를 허용하도록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판매되는 제품에 보다 심미적으로 만족시키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전면 옹벽(116)은 또한 불투

명 또는 반투명 물질, 또는 철사로 생성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그래픽스에 적용될 수 있다.

전면 옹벽(11

6)은 직사각형, 타원형, 반복적인 패턴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을 가질 수 있다.
<57>

도 7에 보다 명백히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전면 옹벽(116)은 옹벽(116)을 따라 이격되고 그것을 통해 연장하는
홀들 또는 개구부들(12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홀들(120)은 제품의 삽입 및 제거를 용이하기 하기 위하여 고

객 및 점원이 제품을 다시 뒤로 밀고 옹벽(116)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허용한다.
<58>

도 1 및 2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옹벽(116)은 한번에 하나의 단일 제품을, 원하는 보안 레벨에 따라 한번에 두
개의 제품들 또는 수 개의 제품들을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는 높이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옹벽(116)의 높
이는 제품에 대한 제한된 접근 및 디스프레이 시스템(110)으로부터의 제품의 제거를 허용할 수 있다.

공지된

다른 방식으로, 옹벽(116)은 제품에 대한 임의의 접근을 방지할만큼 크진 않으나, 고객 또는 점원이 제품에 액
세스하는 것과 한번에 옹벽상의 제한된 개수의 제품을 들어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크기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제한된 제품의 제거는 제품상에 위치된 선반(104)의 밀접한 접근 및 옹벽(116)의 사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즉, 일실시예에서, 제품상에 위치된 선반(104)은 제품의 상부 에지, 어느 쪽이든 더 큰 제품 칸막이(110)의 상
부 에지에 아주 근접하여 위치될 것이다. 제품상에 위치되는 선반(104), 제품 칸막이(10) 및 옹벽(116)은 단일
의, 두 개의 또는 가능한 한 수 개의 제품(들)이 한번에 또는 단일 동작으로 제거될 수 있는 개구부 또는 윈도
우(131)를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또한 선반(104)으로부터 제품을 "쓸어버리는 것(sweep)"을 막는다.

윈도우(131)의 크기는 제품상의 선반(104), 칸막이(110) 및/또는 옹벽(116)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또는 아래
에 개시되는 제2 옹벽(122), 배리어(130) 및/또는 배리어(140)를 사용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윈도우
(131) 조정은 시스템과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제품 크기 및 얼마나 많은 개수의 제품들을 고객이 한번에 제거하
도록 허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상점이 윈도우(131) 크기를 설정하도록 한다.
<59>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더 키가 큰 제품들이 선반(104)상에서 판매된다면, 또는 더 작은 윈도우(131)가 요구된
다면, 제2 옹벅(122)은 제품을 위한 축받이통(retainer)으로서 동작하기 위하여 옹벽(116)의 뒤에 또는 가능하
면 앞에 배치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제2 옹벽(122)은 "탭"으로서 참조될 수 있으며,

고가의 절도 아이템들과 같은 특정 제품들의 선택적인 절도 방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반들(104)에 선택적으로
구성되거나 장착될 수 있는 임의의 보유(retaining) 구조물 또는 "울타리"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제2 옹

벽 또는 탭(122)은 다수의 구성들, 형태들 및 설계들을 가질 수 있으며, 제품의 개별적인 열들 또는 제품 열들
의 그룹들의 앞에서 사용될 수 있다.
<60>

도 6 및 7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제2 옹벽 또는 탭(122)은 챔버 또는 레일(118)과 평행하게 연장하는 제2 채널
또는 레일(124)에 또는 그 위에 장착될 수 있다.

옹벽 또는 탭(122)은 선반(104) 또는 레일(124)에 대하여 슬

라이딩 가능할 수 있으며, 또는 선반(104) 또는 레일(124)에 대하여 고정될 수 있다. 탭(122)은 인접 칸막이들
(110) 사이에 위치될 수 있으며, 칸막이들(110) 사이의 적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탭(122)은

칸막이들(110)이 그러한 슬라이딩 가능한 이동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채널 또는 레일(124)에 또는 그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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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슬라이딩 가능한 이동이 허용될 수 없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칸막이들(110)은 탭 또는 제1 옹벽이 측면으

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스탑으로서 작용하는 일부분을 포함한다. 그러한 구성은 또한 잠재적인 도둑들이
측면으로 탭(122)을 간단히 슬라이딩하도록, 그리고 한번에 많은 제품들이 제거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
문에 제품의 절도를 방지한다.
<61>

제2 옹벽 또는 탭(122)은 제한된 개수의 제품에 대한 접근 및 제거를 허용하는 높이를 가질 것이다. 필요에 따
라, 탭(122)은 한번에 하나의 제품만을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는 높이를 가질 수 있다.

탭들(122)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은 높이가 변화하는 탭들(122)이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
품 레인들(112)의 앞에 위치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제품의 열이 인접한 열의 제품과 상이한

제품 높이를 갖는다면, 변화하는 높이의 탭들(122)이 적절한 레벨의 보안과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
여 사용될 수 있다.
<62>

일실시예에서, 탭들(122)은 하나의 제품 레인(112)에 걸쳐, 또는 제품의 단일 열의 앞에 연장하는 크기로 만들
어질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탭(122)은 다중 제품 레인들(112)에 걸쳐 연장하는 크기로 만들어지고 형

상화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탭들(122)은 탭들이 칸막이들(110)에 "걸치도록(straddle)" 허용하기 위하여

슬롯들 또는 채널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중 제품 레인들에 걸쳐 연장한다.

또한, 칸막이들(110)

은 슬롯들 또는 채널들을 통해 연장할 수 있고, 탭들(122)의 슬라이딩 가능한 이동을 금지한다.
<63>

제2 옹벽 또는 탭(122)은 또한 옹벽(116)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품 외장(facing)상의 전면 "울
타리"는 변화하는 높이, 길이 및 폭을 갖는, 또는 동일한 치수의 탭들(122)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채널
또는 레일(118)은 클립-인 신호계(clip-in signage), 가격 택 홀더 등과 같은 딜러-선반 액세서리들을 장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탭(122)은 또한 칸막이(110)에 부착될 수 있으며, 또는 탭(122) 및 칸막이(110)가 완

전한 구성이 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탭(122)과 같은 벽 또는 부분적 벽 구조물은 칸막이(110)의 전면에 존재

할 수 있으며, 칸막이의 좌로 또는 우로, 또는 양쪽 모두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벽 또는 부분적 벽은 전면
옹벽(116)과 함께 또는 전면 옹벽(116)없이 사용될 수 있다.
<64>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탭들(122)은 고객 및 점원이 제품의 삽입 및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품을 뒤로
밀어 옹벽(116) 및 탭(122)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허용하도록, 옹벽(116)의 홀들 또는 개구부들(120)과 유사하게
탭(122)을 통해 홀들 또는 개구부들(125)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홀들 또는 개구부들(126)은 제품이 그
것을 제거하고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지 않은 고객에 의해 교체되도록 허용한다.

이 때문에, 홀들 또는 개구부

들(120, 125)은 그것을 통한 손가락의 접근이 제품의 열을 뒤로 미는 것을 허용하도록 구성된다.
뒤쪽으로 밀리면, 고객 또는 점원은 다시 외장으로 제거된 제품을 교체할 수 있다.

일단 제품이

탭(122)이 홀들 또는 개구

부들(125)을 포함하지 않도록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65>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탭(122)은 제품 외장의 개별적인 열을 위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품의 열에 대한 부가적인 절도 제지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즉, 개별적인 제

이러한 구성에서, 원하는 치수를 갖는 탭

(122)은 원하는 제품 열의 앞에 위치되어 바로 해당 제품의 열에 대한 부가적인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

한 실시예는 상점에 상이한 치수의 개별적인 탭들이 특정 제품들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장에 걸쳐 다양
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제품 외장 및 그들의 플래노그램(planogram)과의 부가적인 융통성을 제공할 것이다.
<66>

일실시예에서, 보유자(retainer) 탭(122)은 특정 제품들을 위한 개별적인 외장을 기초로 하여 사용될 수 있다.
선반이 변경가능한 높이의 제품 패키지들로 판매된다면, 보유자 탭(116)은 가장 짧은 제품 패키지가 그것 위에
서 들어올려지도록 허용하는 높이여야만 한다.

선반(104), 배리어(130), 또는 배리어(140)가 제품상에서 이용

된다면, 그 후, 선반(104) 또는 배리어들(130, 140)은 그것 아래의 가장 키가 큰 제품의 배치를 허용하기 위하
여 제품상의 높이에서 배치되어야만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보유자 벽(116)상에 다량으로 키가 큰 제품을

용이하게 들어올릴 수 있음으로써 더 키가 큰 제품에 대한 도둑의 용이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키가 큰 제품의 앞에서만 전면 배리어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 후, 더

제2 옹벽 또는 탭(122)은

옹벽(116)보다 큰 높이일 수 있으며, 작은 제품 패키지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키가 클 수 있다.
옹벽 또는 탭(122)은 따라서 더 키가 큰 제품에 대한 접근 및 한번에 또는 한 동작으로 다수의 더 키가 큰 제품
들의 제거를 제한하도록 구성되고 또한 제품을 보안하고 절도를 억제할 수 있다.

유사하게, 옹벽 또는 탭(12

2)은 더 작으나 더 깊은 제품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한번에 또는 한 동작으로 다수의 더 작고 더 깊은
제품들의 제거를 제한하도록 사용되고 구성될 수 있다.

보유자 탭(122)은 따라서 제품의 크기, 형상 및 구성과

관계 없이,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에 의해 선반상에 제품의 융통성 있는 배치를 허용한다.
<67>

옹벽(116) 및 탭(122)은 다수의 기술들을 사용하여 선반(104)에 직간접적으로 장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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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122)은 조임쇠, 접착제, 마찰, 장력, 자성 또는 다른 억제 기술들 및 방법들을 통해 선반의 전면 에지에 고
정되는 채널들 또는 레일들(118, 124)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거나 또는 거기 수용 가능할 수 있다.

옹벽

(116) 및 탭(122)은 또한 조임쇠, 접착제, 마찰, 장력, 자성 또는 다른 억제 기술들 및 방법들을 사용하여 선반
(104)에 직간접적으로 장착 또는 연결될 수 있다. 옹벽(116) 및 탭(122)은 시스템의 보안 레벨 및 설계의 부가
적인 융통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선반(104)에 고정되거나 선반(104)에 제거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68>

푸셔들(126)은 그것이 선반의 앞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전방으로 제품을 밀기 위하여 선반(104)의 전면 에지와
후벽(106)사이에 제품의 뒤에 배치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옹벽(116) 및 탭(122)은 사용시에 푸셔들의

가압에 의해 야기되는 제품의 전방 이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Hardy의 미국 특허 제6,041,720호, Breslow의 미
국 특허 제4,830,201호 및 국제 출원 PCT/US02/15760호 및 Hardy의 대응 국제 공보 WO02/091885 Al에 개시된
푸셔들 및 푸셔 시스템들을 포함하는 공지된 푸셔들은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통합된다.

푸셔들(126)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반(104)의 전면 에지를 향해 제품

을 밀도록 트랙(128)을 따라 이동하는 스프링 가압 푸셔들일 수 있다. 트랙(128)은 칸막이의 한 측면상에 바닥
을 형성할 수 있다.
<69>

트랙으로, 또는 트랙 없이, 제2 바닥은 칸막이의 다른 측면상에 위치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푸셔들(126)은 푸셔의 푸싱 표면을 증가시키켜 보다 넓은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밀 수 있도록
측면으로 연장할 수 있는 패들(129) 또는 푸셔 표면을 가질 수 있다. 즉, 푸셔(126)는 폭이 좁은 제품 또는 폭
이 넓은 제품을 밀도록 연장가능한 푸셔 표면을 가질 수 있다. 푸셔 표면 또는 패들(129)은 수축된(retracted)
위치로부터 다수의 연장된 위치들 중 하나로 연장가능할 수 있다.

연장된 푸셔 표면은 폭이 넓은 제품의 중앙

뒤에 또는 중앙 근처에 제품 푸싱 표면을 위치시키고, 이에 따라 더 넓은 제품상의 푸싱 효력을 현저히 향상시
킨다.

Hardy의 미국 특허 출원 제10/772,134호에 개시된 시스템들 및 푸셔들을 포함하는 여러 다른 타입의 푸

셔들 및 푸셔 표면들은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모든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통합된다.
<70>

푸셔들(126)은 도면들에 도시된 채널 장착 기술을 포함하는 임의의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선반(104)에 장착가
능한 독립형 유닛일 수 있다.

즉, 일실시예에서, 푸셔(126)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면 레일 또는 채널

(133)에 장착될 수 있으며, 상기 레일 또는 채널내에서 또는 상기 레일 또는 채널상에서 슬라이딩가능하게 조정
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푸셔들(126)은 상기 참조 특허들에 개시된 바와 같이, 또는 종래에 알려진 바와

같이, 칸막이들(110)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칸막이들(110)에 동작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71>

다른 실시예에서, 푸셔들(126)은 코일 스프링과 같은 지시(indicia) 스트립을 포함하는 스프링 메커니즘을 통합
할 수 있다.

지시 스트립은 스프링 메커니즘상에 제공되며, 푸셔(126)의 위치와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센서 어셈블리는 지시 스트립을 스캐닝하고, 매장 컴퓨터 또는 휴대용 컴퓨터 또는 제어기와 같은 몇몇 다른 적
합한 장치에 디스플레이 시스템상의 푸셔 위치 및 제품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전송된 데이터는

재고 레벨(inventory level)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그리할 수 있다.
실시예로, 상점의 특정 위치로부터 제거된 제품의 양이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이러한 정보는 특히, 소매 상점내에

다양한 장소들로부터 제품이 획득될 수 있을 때, 제품 배치 및 판독 디스플레이의 효율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절도의 억제에 대하여, 고객의 일반적인 구매 습관에서의 일탈은 알람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알람은 너무 많은 제품이 한번에 선반에서 제거되고 따라서 잠재적인 절도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
비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사건의 발생 위치 또한 아래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잠재적인 절도의

방향으로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도록 보안 카메라에 알리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로, 다수의 타입

의 센서들 및 검출 기술들이 푸셔(126)의 상대적인 위치 및 이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실시예에서, 지시 스트립은 광학적으로 판독가능할 수 있거나 수동 가변 캐패시턴스, 인덕턴스, 저항,
자기학 또는 능동 신호 검출과 같은 다수의 상이한 타입의 검출 방법들을 사용하여 판독될 수 있는 여러 타입의
패턴들을 포함할 수 있다. Swafford 외의 미국 특허 출원 제10/772,010호에 개시된 시스템 및 기술을 포함하는
여러 다른 타입의 센서들 및 검출 기술들은 잠재적 절도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푸셔(126)의 드문 이동을 검출
하기 위하여 본 발명과 실행할 수 있다.
<72>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마찰, 중력 및/또는 자성을 포함하는 다른 기술들을 통해 선반
(104)의 앞을 향해 몰아질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
수 있다.

<73>

이러한 기술들 각각은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 시스템(100) 및 내용과 함께

이러한 기술들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칸막이들(110)과 함께 또는 칸막이 없이 사용될

일실시예에서, 선반은 완벽히 수평은 아니지만, 뒤에서 앞으로 증가 또는 감소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선반(104)상의 특정 방향으로 제품들을 지향시키는 진동 또는 빠른 이동을
통해 선반(104)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진동은 제품이 선반(104)상에서 앞을 향해 이동하도록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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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제품이 전면을 바라보도록 뒤로 이동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진동은 기계적, 전기적 또는

다른 구조들 또는 설계들을 통해 적용될 수 있다.
<74>

일실시예에서, 지향된 진동은 선반의 앞을 향해 제품을 이동시킨다. 지향된 진동은 제품이 특정 방향으로 또는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선반(104), 직립대(102), 바닥, 벽, 천장, 다

른 구조를 통해, 또는 진동이나 공기를 통한 신호 이동을 통해 구성되는 이러한 진동을 통해서, 제품은 전방과
같은 특정 방향으로 이동한다.
<75>

선반(104)상의 제품을 전방으로 가압하기 위한 진동 기술의 다른 실시예에서, 일반적인 지향된 진동이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러한 진동은 선반(104), 직립대(102), 바닥, 벽, 천장, 다른 구조를 통해, 또는 진동을 통해 또는
공기를 통한 신호의 이동을 통해 적용될 수 있다. 작은 토글(toggle)들, 리지(ridge)들, 플랜지(flange)들, 손
가락부(finger)들 등과 같은 지시자(director)들은 제품이 그들의 구성, 형상 및 배향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이
동하게 한다.

이러한 지시자들은 불특정 진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채널링(channel)하고, 제품을 전방과 같은 특

정 방향으로 가압한다. 지시자들은 시스템의 선반(104), 칸막이(110), 바닥, 벽 또는 천장상에 배치될 수 있으
며, 제품 자신으로 통합될 수 있다.
<76>

진동 기술의 일실시예에서, 제품은 바닥상에 놓이고, 마찰은 선반의 앞을 향해 제품을 이동시킨다. 일실시예에
서, 바닥은 운동 제공 장치에 운동가능하게 결합되는 평면 패널일 수 있다.

사용시, 제품은 평면 패널상에 배

치되고, 중력과 마찰력의 조합은 평면 패널상의 적소에 제품을 유지시킨다.

그 후, 운동 제공 장치는 선반

(104)의 앞에 위치되는 옹벽(116)을 향해 평면 패널을 느리게 이동시킨다. 미리 정해진 시간 후 또는 제품 위
치 감지 기술을 통해, 반사 운동에서, 이동 제공 장치는 빠르게 반대방향으로, 다시 말해, 선반의 뒤를 향해 평
면

패널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면

패널의

빠른

운동은

평면

패널이

제품에

대하여

슬라이딩하도록, 그리고 제품이 그것의 위치에 유지되도록 하는 평면 패널과 제품 사이의 마찰의 결합을 깨뜨린
다.

운동 제공 장치는 그 후 이전에 개시된 공정을 반복할 것이고, 옹벽(116)을 향해 평면 패널을 느리게 이동

시키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선반상의 제품의 전방을 향한 가압을 위한 그러한 진동 기술들의 실시예들이

Hardy의 미국 특허 출원 제60/541,859호에 개시되며, 그 모든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통합된다.
<77>

상기 개시된 바와 같이, 칸막이들(110), 옹벽(116) 및 탭들(122)은 도둑이 자신의 코트 또는 백으로 다수의 제
품들을 쓸어담는 것을 방지하고, 또는 동일한 외장에 다수의 제품들을 담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

품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하기 위하여,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수평 배리어(130, 도 2)는 제품 패키지상
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제품상에 위치된 선반(104)의 전면 에지에 고정될 수 있다.
전면 에지상에 고정될 수 있으며, 또는 직립대(102)에 고정될 수 있다.

배리어(130)는 선반(104)의

배리어(130)는 또한 제품이 선반으로부

터 제거될 수 있는 영역, 창문 또는 개구부를 감소시킴으로써 제품 외장의 제품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억제한다.

배리어(130)는 선반으로부터 분리되어 구성될 수 있으며, 또는 선반과 통합될 수 있다.

배리어

(130)는 원하는 보안 레벨에 따라, 외장상의 제품의 한 열에 걸칠 수 있으며, 또는 제품의 다수의 열들에 걸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배리어(130)는 제품 바로 위에 배치되는 다른 선반(104)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실

시예에서, 제품 위의 선반(104)은 제품에 근접하여 배치된다. 배리어(130)는 한번에 또는 한 동작으로 제품 푸
셔 또는 선반으로부터 단 몇 개의 제품들만을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선반(104)의 전면으로부터 외장
열의 전면 제품 뒤에 배치된 하나 또는 몇 개의 제품들로의 접근을 제한한다.

옹벽(116) 및 탭들(122)은 제품

이 선반(104)으로부터 쉽게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리어(130)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

해, 본 발명은 한번에 또는 한 동작으로 선반으로부터 다수의 제품들이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
두개 또는 다중 배리어들 또는 벽들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배리어(130)는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임의의 공지된 기술을 통해 선반(104)의 전면에 고정될 수 있다.
<78>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선반(104)상의 제품들의 상부의 하나 또는 둘, 일부, 전부 또는 대부분에 걸치는 배리
어(140)를 종합한다.

배리어(140)는 보안될 제품 바로 위에 배리어(130) 또는 선반(104)의 에지에 결합(hibg

e)되거나 또는 이동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는 문과 유사하게 기능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배
리어"라는 용어는 선반(104)상의 제품에 대한 접근을 방지, 금지 또는 차단할 임의의 구조물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리어는 다양한 형태 및 구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사용하여 선반(104)에 장착될 수 있다.
장착될 수 있다.

배리어(140)는 선반상에 존재하는 장착 홀들을

배리어(140)는 또한 그 위에 선반으로부터 전면 레일의 전면 에지상에

선반의 전면 에지는 그것의 밑면상의 갈고리 또는 "j"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배리어(140)는

상기 갈고리 또는 "j" 형태내에 들어맞는 구멍을 가질 수 있다. 배리어(140)는 옹벽(116) 또는 탭(122)의 상부
에지와 만나거나 중첩할 수 있는 에지 또는 하부 립(lip)을 형성한다.
행동을 제외하고 제품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

그러한 접합 또는 중첩은 또한 의도된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리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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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는 폐쇄 위치에서 개방 위치로, 또는 그 반대로 배리어(140)를 이동시키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핸들(202)을 포
함할 수 있다.

핸들은 도 13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배리어의 에지를 따라 배리어(140)로 주조될 수 있으며,

또는 핸들은 임의의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배리어(140)에 부착, 장착, 고정 또는 접착된 개별 컴포넌트일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핸들의 특정 형상 또는 구성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핸들이 다수의

형상 또는 구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리어(140)는 배리어(140)의 에지를 따라 연장
하는 보강 림(reinforcing rim)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보강 림은 배리어(140)에 부가적인 구조적 완전성

(integrity) 및 강성(rigidity)을 제공한다. 보강 림은 또한 핸들을 구비하거나 핸들로 구성될 수 있다. 배리
어(140)가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같이 잠금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면, 보강 림은 잠재적인 도둑이 배리어를
구부리거나 깨뜨려, 도둑이 선반상에 잠궈지고 고정되도록 의도된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79>

홀 또는 개구부(204)는 아래에서 논의되는 케이블 로크(cable lock) 또는 유사한 잠금 메커니즘을 통해 배리어
(140)에 배치될 수 있다.

<80>

대안적인 일실시예에서, 제품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반대의 피쳐들을 포함한다.

바닥 또는 선반상에 위치되며

위쪽으로 연장하는 본 발명의 측면들은 천장상에 배치되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일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배리어(140) 및 옹벽(116), 칸막이들(110) 및 탭들(122)은 반대로(invert) 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옹벽(116), 칸막이들(110) 및/또는 탭들(122)은 선반(104)으로부터 위쪽으로 연장하는 배리
어(140)상에 구성될 수 있다.

옹벽(116), 칸막이들(110) 및/또는 탭들(122)은 제품상의 선반의 밑면상에 배치

되고 아래쪽으로 연장할 수 있다.

푸셔들(126) 및/또는 트랙들(128)은 푸셔들이 아래쪽으로 연장하고 푸셔 스

프링들이 선반의 밑면에 인접한 푸셔의 부분의 근처에 또는 아래에 위치되도록 선반의 밑면에 고정될 수 있다.
<81>

몇몇 실시예들에서, 배리어(140) 뒤의 제품에 접근하기 위하여, 배리어(140)는 이동되거나 들어올려져야만
하고, 이는 배리어(140)를 적소에 유지시키기 위해 신중한 이동과 한 손의 사용을 요구한다. 배리어(140)가 들
어올려지거나 이동될 때, 제품은 제거될 수 있다.

적소에 배리어(140)를 고정시키기 위해 한 손을 사용하는 고

객 또는 점원은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으로부터 제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시예는 동시에 두 손으로 제품에 접근하는 고객의 능력을 금지하도록 구성된다.

제품이 고

객 또는 점원에 의해 접근가능한 한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제품을 제거하는 것은 방지된다.

배리어

(140)는 투명, 불투명 도는 반투명 물질로 생성될 수 있으며, 결합(hinge)되거나 다양한 공통적인 방식으로 슬
라이딩 가능할 수 있다.
<82>

도 11 및 12를 참조하여, 조정가능하며 제거가능한 배리어 연장부(206)가 배리어(140)로 구성될 수 있다. 배리
어 연장부(206)는 선반상의 제품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고 제한하기 위하여 더 큰 배리어를 생성함으로써 부가적
인 제품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배리어 연장부(206)는 장착 홀들(208) 및 조임쇠들(210)의 사

용을 통해 배리어(140)에 선택적으로 장착될 수 있다.

도면들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장착 홀들(208)은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위에 위치될 수 있다. 이러한 장착 홀들은 수직
적 또는 비수직적으로 정렬될 수 있다.

다수의 장착 홀들(208)은 배리어 연장부(206)가 애플리케이션, 원하는

보안 레벨 또는 선반들의 배치에 따라 원하는 거리로 연장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배리어
어(140)에 대하여 조정되도록 허용한다.

연장부(206)가 배리

다른 타입의 조임쇠들 또는 접착제들을 사용하는 기술들을 포함하는

배리어(140)에 배리어 연장부(206)를 장착 또는 부착하기 위한 다른 기술들이 본 발명과 함께 사용 가능하다.
<83>

배리어 연장부(206)는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제품 보안 레벨에 따라 다수의 형상들 및 구성들을 형성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배리어 연장부(206)는 제품의 하나의 열, 하나의 외장 또는 하나 이상의 열 또는 외장에 걸쳐

연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배리어 연장부(206)는 또한 선반상의 제품이 고객 또는 점원에게 보여지는 것을

허용하거나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배리어 연장부(206)는 또한 상기

개시된 핸들(202)과 유사한 핸들을 포함할 수 있다.
<84>

배리어 연장부(206)는 부가적인 제품 보안을 더 제공하기 위하여 배리어 연장부(206)에 부가적인 구조적 완전성
및 강성을 제공하는 보강 림(212)을 포함할 수 있다.
로 구성될 수 있다.

보강 림(212)은 또한 핸들(214)을 구비하거나 핸들(214)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같이 배리어 연장부(206)가 잠금 메커니즘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잠금 위치에 있도록 구성된다면, 보강 림(212)은 잠재적인 도둑이 배리어 연장부(206)를 구부리거나 깨뜨려, 선
반상에 잠궈지거나 고정되도록 의도된 제품에 도둑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도울 것이다.
<85>

잠금 메커니즘은 선반상의 제품에 대한 접근을 방해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배리어(140)에 추가로 부가될 수 있
다.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린더 로크(cylinder lock, 200)은 제품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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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 위치로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를 고정 또는 잠그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다.

로크(200)는 개구부 또는 홀(216)을 통해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에 장착될 수 있으며(도

14), 옹벽(116)의 개구부들(120)을 통해 장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86>

일실시예에서, 로크(200)는 옹벽(116)에 구성되거나 옹벽으로 형성된 아치형 벽 부분(117)을 체결할 수 있다.
아치형 벽 부분(117)은 실린더 로크(200)의 잠금 탭이 보다 안전하게 옹벽(116)에 설치되거나 또는 옹벽(116)에
대하여 적소에 유지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옹벽(16)에 로크(200)을 추가로 고정할 것이다.

로크(200)와 같은 로

크의 사용으로, 고객 또는 점원은 배리어(140)를 이동시키거나 들어올리기 이전에 로크를 열기 위하여 열쇠, 특
별한 툴 또는 접근 카드(access card)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7>

일실시예에서, 로크(200)는 옹벽(116)에 구성되거나 옹벽으로 형성된 아치형 벽 부분(117)을 체결할 수 있다.
아치형 벽 부분(117)은 실린더 로크(200)의 잠금 탭이 보다 안전하게 옹벽(116)에 설치되거나 또는 옹벽(116)에
대하여 적소에 유지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옹벽(16)에 로크(200)을 추가로 고정할 것이다.

로크(200)와 같은 로

크의 사용으로, 고객 또는 점원은 배리어(140)를 이동시키거나 들어올리기 이전에 로크를 열기 위하여 열쇠, 특
별한 툴 또는 접근 카드(access card)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8>

도 18 내지 20을 참조하여, 도 다른 예시적 잠금 메커니즘이 개시된다. 로크(280)은 키-잠금된 회전 타원형 로
크(key-locked rotating oval-shaped lock)일 수 있다.
(116)에 고정된다.

기초 볼트(anchoring bolt)를 포함한다.
것이다.

로크(280)은 옹벽(116)에 형성된 홀(282)을 통해 옹벽

보다 상세하게는, 도 20을 참조하여, 로크(280)은 볼트 머리(bolt head, 284)를 한정하는
볼트 머리(284) 및 와셔는 사용시 옹벽(116)에 로크(280)를 고정시킬

도 2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다수의 홀들(282)은 다수의 로크들(280)의 사용을 위해 제공될 뿐 아

니라 로크(280)의 위치 및 배치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옹벽(116)을 따라 배치될 수 있다. 로크
(280)은 옹벽(116)과 상호작용하는 플랜지들(290, 292)을 더 포함할 수 있다.
<89>

도 18 및 19를 참조하여,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는 사용시 타원형 개구부(286)를 형성한다. 다
수의 홀들(282)에 의해 제공된 융통성과 유사하게, 다수의 개구부들(286)은 동일한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를 따라 배치될 수 있다. 도 18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로크(280)가 잠금
위치에 있을 때, 개구부(286)는 로크(280)가 개구부(286)를 통과하는 것을 방지한다.

도 19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로크(280)가 키(288)를 사용하여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될 때, 타원형 로크(280)는 타원형 개구부(286)를
통과하기 위하여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의 개구부를 허용할 것이다. 로크(280)을 사용하여 그것
을 옹벽(116)에 장착하여,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상에 장착되고 선반으로 연장하는 로크에 대조
적으로, 때때로 배리어-장착된 로크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반상의 제품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로크(280)은 채널들 또는 레일들(118, 124)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채널들 또는 레일들이 옹벽 또는 탭(122)과 같은 다른 장애물들을 수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유롭도록 놓아둘
수 있다.

본 발명은 로크 및 개구부의 도시된 배치뿐 아니라 개시된 타원형 로크(280) 및 개구부(286)로 제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열쇠 사용 또는 열쇠 미사용 로크들이 배리어 또는 배리
어 연장부에 형성되고 다양한 위치에 배치된 유사하게 형성된 개구부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본 발명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90>

대안적으로, 도 21 내지 24는 부가적인 잠금 메커니즘을 개시한다.

로크 플레이트(302)는 옹벽(116)에 형성된

개구부 또는 슬롯(304)을 통해, 그리고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에 형성된 개구부(306)를 통해 연
장할 수 있다.

로크 플레이트(302)는 맹꽁이로크(padlock. 300)를 수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개구부들 또는 스롯들(304)은 옹벽(116)의 홀들 또는 개구부들(120) 사이에 도시된 위치들을 포함하는 옹벽을
따르는 다양한 위치들에서 옹벽(116)에 형성될 수 있다.

개구부들 또는 슬롯들(304)은 아래에 개시되는 바와

같이 로크 플레이트(302)를 수용하고 로크 플레이트(302)를 고정하도록 구성된다.

개구부들 또는 슬롯들(304)

이 수직 슬롯들로서 도시되는 한편, 개구부들 또는 슬롯들(304)의 다른 형상 및 구성들이 본 발명에 가능하다.
맹꽁이로크(300)는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 위치에서 배리어(140) 및 배리어 연장부(206)를
고정하고 잠그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맹꽁이로크(300)는 임의의 공지된 열쇠 사용 또는 열쇠 미사용 맹꽁

이로크일 수 있으며, 이동가능한 로크 플레이트(302)를 사용하여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에 장착
될 수 있다.
<91>

원하는 보안 레벨에 따라, 하나 이상의 로크 플레이트들(302)이 제품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폐쇄 위치로 배
리어(140) 및 배리어 연장부(206)를 고정하고 잠그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로크

플레이트(302)는 옹벽(116)을 따라 개구부들 또는 슬롯들(304) 중 임의의 것 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동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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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가능성은 또한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가 보안되어야만 하는 선반상의 이러한 제품들만

을 보안하기 위하여 다양한 폭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로크 플레이트(302)는 채널들 또는 레일

들(118, 124)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채널들 또는 레일들이 옹벽 또는 탭(122)과 같은 다른 장애
물들을 수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유롭도록 놓아둘 수 있다.
<92>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로크 플레이트(302)는 임의의 적절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사용시 옹벽(116) 및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를 통해 연장될 노즈부(nose, 310)를 형성할 수
있다.
성한다.

노즈부(310)는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맹꽁이로크(300)를 수용하기 위하여 개구부 또는 홀(312)을 형
노즈부(310)는 또한 조립시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 또는 슬롯(304)의 하부 에지상에 놓일

노치(notch) 또는 컷-어웨이(cut-away, 314)를 형성한다.

이러한 위치에 있다면, 노치 또는 컷-어웨이(314)는

로크 플레이트(302)가 슬라이딩되거나 또는 슬롯(304)의 뒤로 또는 옹벽(116)의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할 것이
다.
<93>

노즈부(310)는 후방 플레이트(316)에 연결되거나 후방 플레이트(316)로 형성된다.

후방 플레이트(316)는 조립

시에 옹벽(116)의 뒤에 배치되며 옹벽(116)상에 로크 플레이트(302)를 유지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유지
(retaining) 부재들(318) 또는 레그부(leg)를 포함한다. 후방 플레이트(316) 및 유지 부재들(318)은 로크 플레
이트(302)가 옹벽(116)에 유지되는 것을 돕는 다수의 구성들을 채택할 수 있다.

로크 플레이트(302)는 옹벽

(116) 및 배리어(140) 또는 배리어 연장부(206)를 통해 연장할 뿐 아니라, 탭(122)을 통해서도 연장하며 탭
(122)과 함께 사용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94>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홀(204)과 함께 장착될 수 있는 케이블 로크(도 13)을 포함하는 임의의 공지된 잠금
메커니즘이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임의의 키, 특별한 툴, 접근 카드, 전자, 자성 또는 무선 수단들
(열쇠 미사용 잠금 메커니즘들)이 잠금 메커니즘을 개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95>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일실시예는 상점 또는 경비원에게 잠재적인 절도 상황이 존재함
을 알리는 람을 야기하는 시스템을 구체화한다.

일실시예에서, 배리어(140)를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면들에 도시된, 가청, 불가청, 적외선, 무선, 셀 방식(cellular), 초음파 또는 전자 신호(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를 포함하는) 또는 이러한 신호들의 조합물과 같은 신호를 제공하는 기계적 또는 전자적 경보
장치(142)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알람 신호는 배리어(140)가 개방되었다는, 또는 유달리 긴 시간 동안 개방
되었다는, 그리고 잠재적인 절도 상황을 나타난다는 것을 상점 또는 경비원에게 알리는 음향, 톤(tone) 또는 음
성 통보일 수 있다.

경보 장치(142)는 또한 로컬 또는 원격 스트로보(strobe) 또는 신호광을 활성화시키도록,

또는 상점 컴퓨터, 호출기, 휴대폰 또는 점원이나 경비원에 의해 운반되는 다른 휴대용 장치와 같은 수신자에게
신호를 전송하도록, 상점 페이징(paging) 시스템을 통해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기 위하여 전자 또는 다른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경보 장치(142)는 또한 특정 영역 또는 인근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보안 비디오 카메라를 활

성화시킬 수 있으며, 또는 카메라 이미지를 고객 및 잠재적 도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 또는 부근에 배치된
모니터를 활성화시키고, 또는 웹 연결, 휴대폰, PDA 또는 다른 신호 수신 장치를 통해 경비원 또는 점원에게 카
메라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다.

경보 장치(142)는 또한 광고, 정보 공지 또는 음성, 비디오 또는 음성 및 비디

오를 통해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또는 다른 표현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광고, 공지 또는 표현법은 특

정 제품 또는 경보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배리어 뒤의 제품과 관련된 제품 타입을 겨냥할 수 있다.

경보 장치는

들어올려질 때 단 하나의 제품 외장 폭의 배리어들이 경보 장치를 활성화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96>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경보 장치"는 알람, 경고 및/또는 조건, 상태 및/또는 환경에 관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임의의 장치 또는 구성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접속될 수 있으며, 또는 무선 시스템일 수 있다.

경보 장치(142)는 상점의 보안 시스템에 배선

무선 시스템은 사용시 설치에 있어 증가된 융통성을

제공하고, 전력 또는 통신을 위한 배선을 설치할 필요 없이 현존하는 선반들에 쉽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무
선 시스템의 사용은 시스템의 점진적인 설치에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고가의(그리고 이에 따라 높은 도난 가능
성을 갖는) 아이템들 또는 고객 수요가 현저히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템들이 먼저 모니터링될 수 있다.

무

선 시스템으로, 알람 신호는 상점의 보안 시스템 또는 컴퓨터 뿐 아니라 제어기, PDA, 호출기 또는 휴대폰과 같
은 점원 또는 경비원에 의해 운반될 수 있는 임의의 휴대용 장치 또는 수신기로 전송될 수 있다. 또한 무선 또
는 유선 시스템으로, 상점의 컴퓨터는, 절도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알람 신호를 추가로 처
리할 수 있고, 잠재적인 절도 상황에 의해 개시되는 지연 및 행동들을 미세조정할 뿐 아니라, 제품 배치, 카메
라, 경보 장치들, 센서들 등의 배치를 미세 조정하기 위하여 분석될 수 있는 리포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상점의 컴퓨터가 네트워크 서버와 함께 구성될 수 있고, 월드-와이드 웹 또는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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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접근가능하며,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97>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경보 장치(142)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반의 아래에 또는 상부상에 배치된다.
표준 딜러 선반상의 현재 장착 홀들은 선ㅂ나에 경보 장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2)는 배리어(140) 근처에 또는 인접하여 배치될 수 있다.
0)에 운동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다.

경보 장치(14

경보 장치(142)는 다수의 기술들을 통해 배리어(14

일실시예에서, 경보 장치(142)는 배리어(140)가 이동되거나 개방될 때 활

성화될, 푸쉬-버튼 스위치와 같은 스위치(144)를 포함한다. 즉, 배리어(140)가 이동하거나 스위치(144)와 접촉
됨에 따라, 활성체 플레이트(145)의 사용을 통해 스위치(144)는 활성화된다.

대안적으로, 폐쇄 배리어 위치에

서, 스위치(144)는 눌러지고, 배리어(140)가 개방 위치로 이동함에 따라 배리어(140)는 스위치(144)로부터 멀어
지고, 이에 따라, 스위치(144)를 해제시켜 경보 장치(142)를 활성화시킨다.
<98>

경보 장치(142)는 다른 방법들 또는 기술들을 통해 배리어의 이동을 검출하기 위하여 배리어에 이동가능하게 연
결 또는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 센서 또는 발광 다이오드 센서 어셈블리와 같은 유사한 센서 장치들

은 배리어의 이동을 검출하고 그 정보를 경보 장치(142)로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센서는 배리어 이
동을 검출하기 위하여 배리어 자신의 위 또는 배리어 옆을 포함하는 다양한 위치들에 장착될 수 있다.

대안적

으로 자석 스위치는 배리어의 이동을 검출하기 위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99>

경보 장치(142)는 배리어가 얼마나 오래 이동되거나 개방되었는지를 계산할 시간-지연 피쳐들 및 센서 컴포넌트
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리 결정된 시간 주기에 도달하면, 배리어(140)가 특정 기간 동안 이동되거

나 개방됨에 따라, 경보 장치(142)는 배리어(140)가 긴 시간 동안 개방되거나 이동되어 잠재적인 절도 상황임을
알리는 상기 언급된 신호들과 같은 신호를 점원, 경비원 및/또는 고객에게 전송할 것이다.

예시적인 일실시예

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경보 장치(142)는 인근의 주의를 끄는, 이전의 음향 알람 신호와 상이한 신
호를 포함하는 음향 알람 신호를 전송한다.

경보 장치(142)는 따라서 조용해지기 전까지 고정된 시간 동안 그

것의 알람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100>

경보 장치(142)의 다른 실시예에서, 음향 알람 신호는 변화하는 주파수들의 다양한 알람 톤들을 제공하기 위하
여, 또는 배리어(140)가 너무 긴 시간 동안 개방되었거나 이동되어 고객이 배리어(140)를 폐쇄하기를 원하는 것
을 통지하기 위하여, 또는 점원 및/또는 경비원에게 조용한 알람을 전송하기 위하여 조정가능하다.
개방되었거나 이동된 시간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상이한 신호들 또는 주파수들이 사용될 수 있다.
신호들의 조합들이 원하는 보안 레벨에 따라 경보 장치(142)에 가능하다.

배리어가

다수의 알람

알람 신호는 조정가능하며, 다수의

신호들의 조합은 원하는 신호 레벨 및 이에 따른 보안 레벨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하고 구
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경보 장치(142)는 주변의 물건 사는

사람들 또는 점원/경비원의 주의를 끌 수 있으며, 합법적인 고객 또는 점원의 도발을 제한하기에 충분히 짧은
알람 신호를 제공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101>

또한, 다른 실시예에서, 2단(two-tiered) 응답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리어(140)가 이동되면, 신호는
보안 카메라에 직접, 또는 상점 컴퓨터를 통해, 또는 둘 다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또한, 불가청 통지가 경비
원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다.

배리어(140)가 잠재적인 절도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는, 시간 설정 주기동안 개

방 또는 이동된 채로 남아있다면, 부가적인 가청 알람 및 발광 또는 다른 알람은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은 상황을 보다 신중하게 매칭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102>

도 15를 참고하여,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보안 비디오 카메라(260)는 위험부담이 큰 절도 아이템인 제품, 또
는 중요한 다른 제품의 근처에 배치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모니터(262)는 또한 위험 부담이
큰 제품의 근처에 배치될 수 있다.
여주도록 사용될 수 있다.

모니터(262)는 보안 카메라 이미지를 고객 및 임의의 잠재적인 도둑에게 보

따라서,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의 선반(104)으로부터 제품을 제거하는 고객 또는

잠재적인 도둑은 그들의 행동이 카메라에 의해 주시되며 잠재적으로 녹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103>

보안 카메라(260)와 관련된 잠재적 절도의 위치는 특정 위치에 집중하도록 보안 카메라에 지시를 제공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치 정보는 상점 컴퓨터에 보안 카메라에 대한 보안 카메라 좌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수의 방법들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보안 카메라에 관한 경보 장치

(142)의 위치는 셋업 동안에, 그리고 잠재적인 절도 상황 동안에 판단될 수 있다; 경보 장치(142)의 위치는 보
안 카메라의 포커스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보안 카메라는 복도를 따르는 3개 지점과

같은 다수의 위치들에서 초점을 맞추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상점 컴퓨터는 어느 위치가 특정 상황에 가장 적절
한지를 지시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보안 카메라를 제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시된 방법들이 단순히 예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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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손실 방지에 있어서 그러한 시스템의 가치에 더하여, 모니터는 고객 정보 또는 광고 형태의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니터(262)는 비디오 스위치(264)를 사용하여 광고 또는 고객 정보와 카메

라 이미지 사이에서 스위칭될 수 있다.

이러한 스위칭 동작은 매 30초마다와 같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배리어(140)의 들어올림, 제품의 제거, 푸셔의 이동 또는 고객이 입장하거나 영역에 접근하였다는 접근 센
서로부터의 입력과 같이 미리정해진 상황이 일어날 때 발생될 수 있다.

비디오 세그먼트(segment)를 재생함으

로써, 장치는 손실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광고자들이 시스템상에 그들의 메시지를 넣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할
때는 수입원이 된다.
<105>

광고, 소비자 정보 또는 다른 컨텐츠가 보여지는 모니터에 대한 부차적인 비디오 소스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컴팩트 디스크-비디오 플레이어, 고체 디지털 비디오 플레이어, 직접 비디오(direct video), 음향 공급 또는 다
른 비디오 소스들과 같은 비디오 플레이어(266)일 수 있다.

스위치(264)에 대하여, 카메라 이미지와 광고 또는

다른 컨텐츠 사이의 스위칭 동작은 하드웨어 타이머 또는 작은 마이크로제어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부차적 비디오 소스는 타이머 또는 마이크로제어기에 의해 임의로 또는 순서를 가지고 선택된 다
수의 짧은 비디오 세그먼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카메라(260)는 종래 보안 시스템의 임의의 부분에 연결되지

않은, 작은, 독립형일 수 있으며, 또는 상점의 보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임의의 일반적인 상점 보안 카메라일
수 있다.

모니터(262)는 작은 평면, 컬러, LCD형모니터일 수 있으며, 선반(104)상에 또는 그 근처에 다수의 위

치들에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니터는 판매되는 제품상에 오버헤드(overhead) 신호계에 배치될 수 있으

며, 또는 선반(104) 에지에 부착될 수 있다.
와 같은 더 큰 모니터가 사용될 수 있다.
함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CRT형, 플라즈마, LCD 또는 프로젝션 모니터

선호되는 고체 디지털 비디오 플레이어는 부차적인 비디오 소스를 포

상기 소스는 모니터와 동일한 인클로저(enclosure)에 수용될 수 있으며, 또는 모니터로부터 원

거리에 위치될 수 있다.
<106>

도 4 및 5를 참조하여,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제품이 놓이는 선반(104)은 "풀-아웃(pull-out)" 선반일
수 있다.

"풀-아웃" 선반은 상점 관계자 또는 점원이 선반을 다시 채우기 위하여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

나, 도둑이 접근하는 것은 방지한다.

풀-아웃 선반은 선반상의 모든 제품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그러

나, 이러한 기능은 선반이 고객 또는 도둑에 의해 이동불가능하도록 요구하며, 따라서 풀-아웃 기능은 키-락,
특별한 툴 또는 다른 잠금 메커니즘에 의해 보안되어야만 한다.

본 실시예에서, 제품 칸막이들(110)은 선반상

의 가장 키가 큰 제품 패키지의 높이와 적어도 동일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인 또는 칸막이들은 배리어(140)를 세워지게 한다.

선반(104)이 빼내지면서, 제품 레

칸막이들(110)의 높이가 가장 키가 큰 제품 패키지보다 낮

다면, 선반을 뒤로 밀어넣는 것은 배리어(140)가 제품 패키지상에 걸리게 하고, 그것의 폐쇄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선반(104)을 풀 아웃하는 것은 배리어를 세워지게 할 것이고, 상기 개시된 바

와 같이 통보기 또는 신호 발생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107>

도 9를 참조하여, 예시적인 일시시예에서, 최상위 선반(104)상에 배치된 배리어는 과도하게 매입된 제품의 저장
또는 부가적인 디스플레이 시스템(100) 컴포넌트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로크-박스(lock-box, 108)를 포함할
수 있다.

최상위 선반(104)이 풀-아웃 타입인 일실시예에서, 선반(104)은 그 위의 수평 배리어가 적소에 남아

있는 동안 풀 아웃될 것이고, 이는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개시된 바와 같이, 로크-박스

(108)는 또한 공지된 장착 기술들을 사용하여 수직 직립대(102)에 장착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상
의 임으의 위치에 장착될 수 있다.

로크-박스(108)는 키를 사용한 또는 키를 사용하지 않는 로크-박스(108)로

의 입장을 허용하는 임의의 공지된 잠금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보안 카메라,

모니터 및 경보 장치(142)를 포함하는 다른 보안 컴포넌트들이 로크-박스(108)에 장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08>

일실시예에서, 고정된 측판(stationary shroud, 180)은 제품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의 상부를 향해 배치될 수
있다.

측판(180)은 보안 및 그래픽적 배치를 제공할 것이고, 제품은 그 내부에 저장될 것이다.

측판(180)은

그것이 제품상의 지점으로부터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상부벽 또는 배리어로서 기능하는 보안을 제공한
다.
있다.

측판(180)은 현재의 선반에 또는 상기 선반상에 장착될 수 있다.

측판(180)은 고정되거나 조정가능할 수

조정가능한 측판의 경우, 측판은 제품 디스플레이 시스템상의 다수의 위치들에 위치될 수 있다.

또한,

측판(180)은 상기 개시된 예시적인 풀-아웃 선반(104)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풀-아웃 측판일 수 있다.
게다가, 측판(180)은 제품을 고정하기 위하여 선반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품 디스플레이 시스템

(100)은 제품을 고정시키거나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선반들로서 기능하는 다수의 측판들(180)을 포함할 수 있
다.

또한, 측판은 다수의 공지된 장착 기술들을 이용하여 배리어들(130, 140)을 장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시적인 일실시예에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잠금 가능한 도어(109)를 갖는 로크 박스(108)는 부가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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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저장고 및 그래픽적 배치를 위해 측판(180)상에 배치될 수 있다.
<109>

본 발명의 제품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은 보안 및 절도 방지의 다양한 레벨들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 개시

된 각각의 레벨은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또는 모든 레벨들은 서로와 관련되어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레벨은 현재 선반 시스템들에 부가되거나 또는 현재 선반 시스템들에 적응될 수 있고, 또는 독립형 시스
템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칸막이 또는 옹벽들(110)은 보안을 제공한다.

유 탭들(120)로, 또는 보유 탭들(120) 없이 보안을 제공한다.
(130, 140)은 보안을 제공한다.

전면 옹벽(116) 또는 "울타리"는 보

옹벽(116) 상부상의 배리어들 및 접근 도어들

아래 선반상에 위치된 제품상의 선반(104)의 인접 배치는 보안을 제공한다.

배리어(140)가 한 세트의 기간 동안 개방되었을 때 경보 장치(142)에 의해 발생되는 가청 또는 다른 신호는 보
안을 제공한다. 보안 카메라 및 비디오 및 디스플레이 장치는 보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이러한
분리가능한 측면들 각각은 소매 환경에서 그 자신에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상기 실시예의 다른 측면들과 관련
되어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분리가능한 측면은 그러한 현재 시스템들에 하나 이상의 보안 레벨을 효과적으로

새로 설치하거나 부가하기 위하여 현재 선반 시스템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부가될 수 있다.
<110>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다양한 절도 억제 레벨을 특징으로 한다.

한 레벨은 제품을 쓸어담는 것을 예방하는 것

을 돕는다. 푸셔들(126), 칸막이들(110) 및 옹벽들(116)은 제품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위에 선반
(104) 또는 배리어(130) 또는 둘 다와 결합된다. 푸셔들, 칸막이들, 옹벽들, 선반 및 배리어는 대략 하나 내지
3개의 패키지들이 한번에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외장으로부터 개방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제2 옹벽

또는 탭들(122)은 제품의 특정 열들에 대해 개별적인 보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전면벽(116) 및
탭들(122)은 또한 고객에게 선반으로부터 제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홀들 또는 개구부들을 통해 제품을 밀도록 요
청하는, 그것을 통해 연장하는 홀들 또는 개구부들을 포함할 수 있다.
<111>

제2 보안 레벨은 제1 레벨의 특징들에 배리어(140) 또는 접근 도어의 부가를 통합한다.

제품에 접근하기 위하

여, 고객은 양손을 이용해야 하는데, 한 손은 배리어(140)를 들어올리거나 밀고, 다른 한 손은 제품을
제거하여, 방해물의 제2층을 시스템에 부가한다.
<112>

제3 보안 레벨은 제1 레벨과 제2 레벨의 특징에 경보 장치(142) 또는 다른 신호 전송 장치와 같은 절도-경고 통
지 장치를 부가하여 확립된다.

경보 통지 또는 신호 전송은 배리어(140) 또는 접근 도어가 미리 정해진 양의

시간 동안 개방되는 경우 활성화된다. 이러한 지연은 임의의 기간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또는 제거될 수 있다.
통지는 고객 및/또는 점원 또는 경비원에게 특정 기간의 시간동안 배리어(140)가 개방되었음을 통지하는 가청,
불가청, 적외선, 무선, 전자 또는 셀 방식 신호를 제공한다. 신호 전송은 상점 컴퓨터, 점원 또는 보안 카메라
또는 모니터에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신호는 상점 컴퓨터 또는 점원에게 배리어(140) 또는 접근 도어가 특정

시간 기간 동안 개방되었음을 알릴 수 있으며, 제품 앞에서 도둑에게 도둑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보
안 카메라 및 모니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상기 이미지는 녹화될 수 있다.

배리어 또는 접근 도어가 개방

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적인 경보 통지 또는 신호 전송은 활성화될 수 있다.
<113>

고객 또는 점원에 의한 절도 저지의 부가적인 레벨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선반을 빼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반(104)상의 잠금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열쇠 또는 선반 앞에 또는 선반 밑면에 숨겨진 접

근 슬롯으로 삽입될 드물게 또는 일반적으로 형상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선반 동작에 대한 특정한 지식이 있는 누군가가 로크를 연결 해제시키는 것을 요구하도록 설계된다.

일실시예

에서, 선반(104)상의 배리어(140) 또는 접근 도어는 선반이 빼내질 때 재고를 다시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
적으로

세워지고,

그

후

선반이

폐쇄

위치로

되돌아가자마자

재체결(re-engage)된다.

이러한

애프리케이션에서, 음향 경보는 선반이 제품으로 채워지는 것을 나타내도록 구체화될 수 있다.
<114>

또한, 일실시예에서, 고정 측판(180)은 제품 디스플레이 및 관리 시스템의 상부를 향해 배치될 수 있다.

측판

은 제품의 위로부터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보안을 제공한다. 또한, 로크 박스는 키 락 또는 몇몇
다른 잠금 메커니즘에 의해 고정될 부가적인 제품을 저장하기 위하여 시스템상의 어디에든 배치될 수 있다.
<115>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들이 현재 선반들의 부분에 부가된다.

몇몇 환경에서는, 다수

의 제품들의 디스플레이 중 하나, 둘 또는 소수의 잠재적인 높은 절도 확률을 갖는 제품들만이 존재한다.

본

발명의 측면들은 이러한 높은 절도 확률을 갖는 제품들에 대하여 선반 관리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부분에 단
독으로 부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리어(140)는 그러한 제품들 위에 단독으로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측벽

들은 쓸어담기 또는 다른 절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품의 하나 이상의 측면들을 커버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의 전면 배리어, 잠금 메커니즘 또는 다른 측면들은 오로지 높은 절도 확률을 갖는
제품들 또는 디스프레이의 다른 고도로 관련된 제품들과 사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디스플레이의 다른 제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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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관련 제품들의 특정 세트는 동일한 디스플레이 내에 다른 제품들

로부터 효과적으로 격리될 수 있다.

관련 제품들의 이러한 특정 세트는 디스플레이에 남아있는 제품들과 함께

사용되지 않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부가적인 보안 측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16>

도 28 및 29를 참조하여, 후방벽(106)에 선택적으로 장착될 수 있는 조정가능한 전력 바(400)가 도시된다. 전
력 바(400)는 임의의 비디오 모니터, 보안 카메라, 조명, 조명 장식된 신호계, 오버헤드 전조등, 라디오들, 스
테레오 재생 장치들 또는 선반이나 제품 디스플레이에 장착될 수 있으며 전력을 요구하는 임의의 다른 컴포넌트
들을 포함하는, 선반에 장착된 다양한 컴포넌트들에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들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전

력 바(400)는 선반의 장착 또는 조정으로 방해를 야기하지 않고 선반 높이 변화 또는 조정을 수용하기 위하여
여러 위치들 사이에 선택적으로 조정가능하다.
<117>

일반적으로, 전원 콘센트는 선반상에 장착되고 쉽게 이동가능하지 않다.

사실상, 전원 콘센트를 이동시키기 위

하여 장착되는 트랙으로부터 전원 콘센트를 잠금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다른 공지된 애플

리케이션들에서, 전원 콘센트들은 내장된 전력 트랙들을 포함하는 트랙 라이트(track-lighting) 트랙들과 유사
한 전도성 트랙들에 장착된다.

이러한 트랙형 시스템들로, 전원 콘센트는 정확한 장소들에 배치되고, 위치로

스냅-핏(snap-fit) 될 필요가 있다.
<118>

일단 설치되면, 전원 콘센트는 슬라이딩 불가능하다.

본 발명의 전력 바(400)는 후방 벽(106)과 같은 디스플레이에 쉽게 장착가능한 제품 디스플레이를 위해 전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 및 다른 공지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선반들의 위치들에 일어나는 변화를 수용
하기 위하여 쉽게 조정가능하다.
(402)를 포함한다.

전력 바(400)는 디스플레이의 후방 벽(106)에 부착될 수 있는 연장된 몸체

도시된 바와 같이, 전력 바(400)는 수직 방식으로 장착될 수 있고, 연장된 몸체(402)는 제

품 디스플레이의 전체 높이 또는 대안적으로 제품 디스플레이의 전체 높이 미만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전력 바

(400)는 대략 동일한 수직적 높이에 배치될 수 있는 제품 선반과의, 또는 장착된 제품 선반의 재배치와의 간섬
을 피하기에 충분한 거리만큼 슬라이딩 가능하게 이동될 수 있다(화살표(401)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전력 바

(400)는 전력 바(400)상의 다수의 장소들에 구성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전원 콘센트들(404)을 포함한다. 원하
는 위치에 자리하게 되면, 조임쇠(미도시)는 원하는 높이에서 전력 바(400)를 후방 벽(106)에 고정하기 위하여
조정 슬롯(406)을 통해 배치될 수 있다.

조정 슬롯(406)은 전력 바(400)의 추가의 조정을 허용하도록

연장된다.
<119>

연장된 몸체(402)는 전력 바 콘센트들(404)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선들(410)을 통과할 수 있는
연장된 중공 공동(408)을 형성한다. 연장된 몸체(402)는 또한 몸체(402)에, 그리고 몸체(402)의 각각의 측면을
따라 형성된 오목한 채널(412)을 포함할 수 있다. 채널(412)은 전력 바(400)를 몸체(402)상으로 수용하고 정렬
하기 위한 수용체(receptor)로서 사용될 수 있다.

전력 바(400)는 사개 물림(tongue-and-groove) 또는 다른

컴포넌트와 관련된 한 컴포넌트의 슬라이딩 가능한 운동을 허용하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장착 결합 방식으로 채
널(412)상에 또는 채널 내부에 들어맞을 수 있다.

설치되면, 전력 바(400)는 채널(412)에 또는 채널상에 몸체

(402)에 대하여 슬라이딩할 것이다.
<120>

앞서 말한 것들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변형 및 개조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되고 한정된 본 발명은 개
별적인 특징들 및 상기 언급되고 텍스트 및/또는 도면들로부터 명백한 둘 이상의 개별적인 특징들의 모든 대안
적인 조합들로 연장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이한 조합들은 본 발명의 다양한 대안적

인 측면들을 구성한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실행을 위해 공지된 최상의 모드를 설명하는
것이며,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이 본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청구항들은 종래 기술에 의
해 허용된 정도까지 대안적인 실시예들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121>

본 발명의 다양한 특징들은 다음의 청구항들에 의해 진술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8>

도 1은 본 발명의 제품 보안 및 관리 시스템의 예시적인 일실시예의 전면 입면도를 도시한다.

<9>

도 2는 도 1의 예시적인 보안 및 관리 시스템의 부분적인 측면 입면도를 도시한다.

<10>

도 3은 본 발명과 사용될 수 있는 풀아웃(pullout) 선반의 예시적인 일실시예의 하부도를 도시한다.

<11>

도 4는 풀아웃 선반과 통합되는 본 발명의 제품 보안 및 관리 시스템의 예시적인 일실시예의 전면 입면도를 도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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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 5는 제품 칸막이 및 선반상의 제품 재고 채움(restocking)을 나타내는 예시적인 풀아웃 선반의 측면 입면도
를 도시한다.

<13>

도 6은 예시적인 푸셔(pusher) 메커니즘에 부가하여 선반에 전면 옹벽(retaining wall) 및 부차적 옹벽의 예시
적인 장착(mounting)의 측면 이면도를 도시한다.

<14>

도 7은 전면 옹벽 및 부차적 옹벽의 예시적인 일실시예의 전면 입면도를 도시한다.

<15>

도 8은 선반상에 디스플레이된 제품을 갖는 전면 옹벽 및 부차적 옹벽의 예시적인 일실시예의 전면 입면도를 도
시한다.

<16>

도 9는 도 1의 예시적인 보안 및 관리 시스템에 장착된 예시적인 경보 장치의 하부도를 도시한다.

<17>

도 10은 본 발명과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잠금(lock) 메커니즘을 도시한다.

<18>

도 11은 본 발명과 사용될 수 있는 이동가능한 배리어 및 배리어 연장의 예시적인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19>

도 12는 도 11의 이동가능한 배리어 및 배리어 연장의 정밀도를 도시한다.

<20>

도 13는 도 11의 이동가능한 배리어 및 배리어 연장과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핸들의 정밀도를 도시한다.

<21>

도 14는 도 10의 잠금 메커니즘을 수용하기 위한 개구부 및 장착 구조물을 형성하는 도 11의 이동가능한 배리어
및 배리어 연장의 정밀도를 도시한다.

<22>

도 15는 보안 카메라를 사용하는 도 1의 예시적인 보안 및 관리 시스템의 부분적인 전면 입면도를 도시한다.

<23>

도 16은 비디오 모니터를 사용하는 도 1의 예시적인 보안 및 관리 시스템의 부분적인 전면 입면도를 도시한다.

<24>

도 17은 도 16의 모니터상의 비디오 플레이어로부터 이미지와 카메라 이미지 사이의 예시적인 스위칭 동작의 도
면을 도시한다.

<25>

도 18은 본 발명과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예시적인 잠금 메커니즘을 도시한다.

<26>

도 19는 도 18의 예시적인 잠금 메커니즘의 다른 도면을 도시한다.

<27>

도 20은 도 18의 예시적인 잠금 메커니즘의 후면도를 도시한다.

<28>

도 21은 본 발명과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잠금 메커니즘을 도시한다.

<29>

도 22는 도 21의 예시적인 잠금 메커니즘의 다른 도면을 도시한다.

<30>

도 23은 도 21의 예시적인 잠금 메커니즘의 잠금 플레이트의 정밀도를 도시한다.

<31>

도 24는 도 23의 잠금 플레이트의 다른 도면을 도시한다.

<32>

도 25는 선반에 측벽을 추가로 고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클립을 사용하는 예시적인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33>

도 26은 도 25의 클립의 등적도(isometric view)를도시한다.

<34>

도 27은 도 5의 장착된 클립의 정밀도를 도시한다.

<35>

도 28은 본 발명과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전력 바를 도시한다.

<36>

도 29는 도 28의 전력 바(bar)의 다른 도면을 도시한다.

<37>

도 30은 선반 또는 선반의 일부분상의 제품에 대한 추가의 보안을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측벽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38>

도 31은 도 30의 벽의 다른 도면을 도시한다.

<39>

도 32는 선반에 측벽을 추가로 고정시키도록 사용될 수 있는 클립의 등적도를 도시한다.

<40>

도 33은 도 32의 클립의 다른 도면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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