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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ＰＯＳ 시스템, 광고 게재의 과금 방법 및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정보 기록 매체

요약

POS 시스템, 광고 게재의 과금 방법 및 정보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POS 시스템의 게재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은 광고의 게재 정보의 입력을 받고, 과금액 계산 수단은 입력 제어 수단이 입력받

은 게재 정보에 기초하여 과금액을 계산하고, 입금 확인 수단은 과금액 계산 수단이 계산한 과금액의 입금을 확인하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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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보 기억 제어 수단은 입금을 확인한 경우, 게재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이 입력받은 게재 정보를 수시 판독 가능하게 기

억 장치에 격납하고, 회계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은 고객의 회계 정보의 입력을 접수하고, 게재 정보 취득 수단은 기억 장치

에 기억된 게재 정보를 기억 장치로부터 취득하고, 인쇄 데이터 생성 수단은 회계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이 입력받은 회계 정

보와 게재 정보 취득 수단이 취득한 게재 정보를 합성하여 인쇄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것을 인쇄 장치에 출력하여 영수증

으로서 인쇄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정보 입력 단말, 프린터, 입력 장치, 기억 장치, 서버, 인터페이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개요를 도시하는 블록 구성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정보 입력 단말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 구성도.

도 3은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서버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 구성도.

도 4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금전 등록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의 기능 블록도.

도 6은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정보 입력 단말에서 실행되는 게재 정보 가등록 처리의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정보 입력 단말에 표시되는 입력 화면의 메인 메뉴의 표시예.

도 8은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정보 입력 단말에 표시되는 게재 정보의 종류의 입력 메뉴의 표시예.

도 9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정보 입력 단말에 표시되는 유효 기한의 입력 메뉴의 표시예.

도 10은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정보 입력 단말에 표시되는 특정 조건의 입력 메뉴의 표시예.

도 11은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정보 입력 단말에 표시되는 게재 정보의 입력 메뉴의 표시예.

도 12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정보 입력 단말에 표시되는 확인 메뉴의 표시예.

도 13은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정보 입력 단말에 표시되는 등록 확인 메뉴의 표시예.

도 14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금전 등록기와 서버에서 실행되는 과금 처리의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5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금전 등록기와 서버에서 실행되는 회계 처리의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6은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의 인쇄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1: POS 시스템 111: 정보 입력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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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CPU 113: 디스플레이

114: 터치 패널 115: 스캐너

116: 인쇄기구 118: 인터페이스

121: 서버 122: CPU

123: 입력 단말측 인터페이스 124: 금전 등록기측 인터페이스

125: 불휘발성 기억 장치 126: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31: 금전 등록기 132: CPU

133: 바코드 리더 134: 키보드

135: 인터페이스 136: 디스플레이

137: 금전 상자 138 카드 판독 장치

139: 인쇄기구 601: 메인 메뉴

602: 게재 정보 입력 버튼 603: 티켓 예약 발행 버튼

604: 여행 예약 발행 버튼 605: CD 예약 주문 버튼

606: 게임 예약 주문 버튼 701: 종류 입력 메뉴

702: 학교 행사 버튼 703: 바자회(bazaar) 버튼

704: 강습회 버튼 705: 기타 버튼

801: 유효 기한 입력 메뉴 802: 년 입력부

803: 월 입력부 804: 일 입력부

805: 커서 806: 텐키

901: 특정 조건 입력 메뉴 902: 성별 입력 버튼

903: 연령층 입력 버튼 904: 직업 입력 버튼

1001: 게재 정보 입력 메뉴 1002: 입력부

1003: 커서 1004: 50 음표

1005: 스캐너 버튼 1101: 확인 메뉴

1102: 게재 정보의 종류 1103: 유효 기한

1104: 특정 조건 1105: 게재 정보

1106: 확인 버튼 1401: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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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게재 정보 인쇄 영역 1403: 회계 정보 인쇄 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POS 시스템, 광고 게재의 과금 방법 및 광고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광고를 행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하여 광

고의 게재 정보에 따라서 과금을 행하고, 고객이 과금액을 지불한 경우에, 다른 고객에 대한 영수증에 게재 정보를 광고로

서 인쇄하는 POS 시스템, 광고 게재의 과금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있어서, 고객의 회계 정보를 영수증으로서 인쇄하기 위한 POS(Point Of Sale) 시스템이

보급되어 있다. 이러한 POS 시스템에서는, 오퍼레이터가 핸드 스캐너 등의 바코드 리더를 사용하여 상품에 첨부된 상품

라벨의 바코드를 판독한다. 판독한 바코드에 포함되는 상품의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별도 기억 장치에 기억된 상품의 값을

취득하여 회계 계산을 행한다. 마지막에, 회계 계산 정보를 영수증으로서 인쇄한다. 또한 이 때, 오퍼레이터가 고객의 연령

이나 성별, 직업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해, 유행 등을 파악하여, 상품의 구입 계획에 도움되게 한다.

한편, 편의점 등에서는, 콘서트 등의 티켓, 콤팩트디스크 등의 상품의 예약이나 주문을 하기 위해서, 터치 패널이 부착된

액정 화면에 의해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는 정보 입력 단말도 보급되고 있다. 고객은, 정보 입력 단말로부터 원하는 상품이

나 티켓을 선택하고, 정보 입력 단말이 인쇄하는 사본을 받는다. 이 사본에는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고, POS 시스템으로 해

당 바코드를 판독함으로써, 상품이나 티켓의 회계처리를 행하고 있다.

그 외에, 편의점 등에서는 상품의 구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개최되는 운동회, 바자회 등의 각종 이벤트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입수하고 있다.

또한, 일간 공업 신문 평성11년 (1999년) 1월 26일호 제39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상용 정보 제공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고객의 기호에 맞추어서 영수증에 인쇄하는 POS 시스템도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

에서는,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을 받는 고객이 정보 취득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금전 등록기에 구비된 커스터머(customer)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POS 시스템도 제안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러한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상용 정보 제공 서비스에

복잡한 순서를 밟아 광고를 내는 취지의 등록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이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종래의 POS 시스템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영수증에 인쇄되는

정보는 일기 예보나 오늘의 뉴스 등의 획일적인 정보만으로 되어, 지역 주민이 주체적인 정보 교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

다.

한편, 지역 주민이 주최하는 각종 이벤트 정보 등을, 현재 보급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가

하여 넓히고자 하는 요망이 크다.

또한, 편의점 등은 널리 지역 주민에게 이용되는 장소의 하나이고, 정보 제공의 장소로서 편의점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요

망도 크다.

또한, 이러한 각종 이벤트 정보가 지역 주민에 의해 편의점 등에 제공되면, 상품의 구입 계획 등에도 도움이 된다.

더욱이, 공공성이 높은 학교 행사 등은 광고 게재료를 무료로 하고, 가정교사나 강습회 등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광

고 게재료를 유료로 하는 등, 광고의 종류에 따라서 과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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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광고를 행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하여 광고의 게재 정보

에 따라서 과금을 행하고, 고객이 과금액을 지불한 경우에, 다른 고객의 영수증에 게재 정보를 광고로서 인쇄하는 POS 시

스템, 광고 게재의 과금 방법 및 정보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하기의 발명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은, 게재 정보 입력 제어 수단과, 과금액 계산 수단과, 과금 입금 확인 수단과, 게재 정보 기억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게재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은 광고의 게재 정보의 입력을 받고,

과금액 계산 수단은 입력 제어 수단이 입력받은 게재 정보에 기초하여 과금액을 계산하고,

과금 입금 확인 수단은 과금액 계산 수단이 계산한 과금액의 입금을 확인하며,

게재 정보 기억 제어 수단은, 입력 제어 수단 과금액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입력 제어 수단이 입력을 접수한 게재 정보를

수시 판독 가능하게 기억한다.

또한,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은 화상 입력 제어 수단을 더 구비하며,

게재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은 입력된 화상 정보를 게재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입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은 회계 정보 입력 제어 수단과, 게재 정보 취득 수단과, 인쇄 데이터 생성 수단을 더 구비하고,

회계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은 고객의 회계 정보의 입력을 받고,

게재 정보 취득 수단은 기억된 게재 정보를 기억 장치로부터 취득하고,

인쇄 데이터 생성 수단은 회계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이 입력받은 회계 정보와 게재 정보 취득 수단이 취득한 게재 정보를 합

성하여, 인쇄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인쇄 데이터를 인쇄 장치에 송신하여, 인쇄 장치에 의해 영수증으로서 인쇄할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의 회계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은 해당 고객의 정보의 입력도 받고,

게재 정보 취득 수단은 회계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이 입력받은 해당 고객의 정보에 기초하여 기억 장치에 기억된 게재 정보

로부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의 회계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이 입력받은 고객의 정보는 해당 고객의 연령층과 성별 중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고 게재의 과금 방법은 이하의 단계를 포함한다.

광고의 게재 정보의 입력을 받는 게재 정보 입력 수신 단계와,

입력 수신 단계에서 입력받은 게재 정보에 기초하여 과금액을 계산하는 과금액 계산 단계와,

과금액 계산 단계에서 계산된 과금액의 입금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금액 입금 확인 단계와,

과금 입금 확인 단계에서 과금액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입력 수신 단계에서 입력받은 게재 정보를 수시 판독 가능하게 기

억하는 기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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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과금 방법은, 화상 정보의 입력을 받는 화상 정보 입력 수신 단계를 더 포함하고,

게재 정보 입력 수신 단계는 입력된 화상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게재 정보로서 수신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과금 방법은 이하의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고객의 회계 정보의 입력을 받는 회계 정보 입력 수신 단계와,

기억 단계에서 기억된 게재 정보를 취득하는 게재 정보 취득 단계와,

회계 정보 입력 수신 단계에서 입력받은 회계 정보와 게재 정보 취득 단계에서 취득된 게재 정보를 합성하여 인쇄 데이터

를 생성하는 단계와,

인쇄 데이터를 소정의 포맷으로 영수증으로서 인쇄하는 인쇄 제어 단계.

또한, 본 발명의 과금 방법의 회계 정보 입력 수신 단계는 해당 고객의 정보의 입력도 받고,

게재 정보 취득 단계는 회계 정보 입력 수신 단계에서 입력받은 해당 고객의 정보에 기초하여 기억 단계에서 기억된 게재

정보로부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을 실현하고, 본 발명의 광고 게재의 과금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콤팩트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광자기디스크,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자기테이프, 반도체 메모리 등의 정보 기록 매체에 기억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WWW(World Wide Web)의 서버 컴퓨터에 배치하고, 여기에

서 오퍼레이터가 적절히 다운로드하여 POS 시스템에 기억시켜 프로그램을 갱신하며, POS 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

시킬 수 있다.

이하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설명한다. 또,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업자라면 이들의 각 요소 또는 전 요소를 이것과 균등한 것으로 치환한 실시예를 채용하는 것이 가

능하고, 이들의 실시예도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POS 시스템의 전체 구성)

도 1에,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블록 구성도를 도시한다.

POS 시스템(101)은 정보 입력 단말(111)과, 서버(121)와, 금전 등록기(131)를 구비한다. 금전 등록기(131)는, 입력 장치

로서 키보드, 바코드 리더, 표시 장치로서 액정 디스플레이, 커스터머 디스플레이, 인쇄 장치로서 영수증 프린터 등을 갖

고, 정보 입력 단말(111)은 표시 장치로서 액정 디스플레이(113), 입력 장치로서 터치 패널(114), 플로피 드라이브(117),

이미지 스캐너(도시하지 않음), 인쇄 장치로서 프린터(116)를 가지고 있다. 프린터(116)는 다색의 인쇄가 가능한 잉크젯

프린터가 사용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광고주가 되는 고객)은 정보 입력 단말(111)로부터 영수증에 인쇄하고자 하는 게재 정보를 입력한

다. 그 때, 영수증을 받는 사람(광고를 받는 고객)의 성별, 연령층, 직업 등의 조건(특정 조건)에 맞추어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서버(121)는 정보 입력 단말(111)로부터 입력된 게재 정보와, 이 게재 정보에 대응하는 특정 조건을 기억한다. 또한,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여 각종 상품 가격의 검색이나 재고관리 등의 기능을 다할 수도 있다.

금전 등록기(131)에서는 광고를 받는 고객이 구입하는 상품의 회계 정보의 입력이 행해진다. 오퍼레이터는 광고를 받는

고객의 연령층, 성별, 직업 등의 정보를 금전 등록기(131)에서 입력함과 동시에, 상품에 첨부된 바코드를 바코드 리더

(131b)로 판독하고, 상품의 개수를 키보드 등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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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등록기(131)에서는, 바코드 리더(131b)에서 판독된 상품의 식별 정보나 개수 등의 회계 정보에 기초하여 회계 계산

이 행해진다. 회계 계산은 금전 등록기(131)에서 행할 수도 있고, 서버(121)에서 행할 수도 있다. 또한, 상품의 식별 정보

로부터 해당 상품의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버(121)에 기억된 상품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정보 입력 단말(111)을 사용하여 지역 주민(광고주가 되는 고객)이 주체적인 게재 정보의 제공

을 받을 수 있고, 게재 정보를 특정 조건에 맞추어 고객(광고를 받는 고객)의 영수증에 인쇄하여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

역 사회의 정보 교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보 입력 단말의 구성)

도 2에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정보 입력 단말(111)의 블록 구성도를 도시한다.

정보 입력 단말(111)의 각 부는 CPU(112)에 의해 제어된다. 액정 디스플레이(113)에는 정보 입력용의 버튼이나 50 음표

등이 표시되고, 광고주가 되는 고객은 액정 디스플레이(113)의 표면에 설치된 터치 패널(114)에 접촉함으로써, 표시된 버

튼이나 50 음표로부터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게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손으로 쓴 문자 인식 영역을 터치 패널 상

에 설치하고, 이것을 인식하는 문자 인식 프로그램을 정보 입력 단말에 넣음으로써 직접 히라가나 또는 한자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여기서 표시되는 버튼에, 미리 어떠한 고객층에게 게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지의 특정 조건(연령층, 성별, 직업

등), 게재 정보의 종류(운동회, 바자회, 발표회 등), 게재 정보의 유효 기한(개최일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수 있

다. 이로써, 광고주가 되는 고객에 의한 입력이 용이하게 됨과 동시에, 편의점의 상품 구입 정보에 이들의 정보를 살릴 수

도 있게 된다.

또한 정보 입력 단말(111)에는 이미지 스캐너(115)가 구비되어 있다. 광고주가 되는 고객은 영수증에 인쇄하고자 하는 도

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이것을 스캐너(115)에서 판독하여 게재 정보로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 입력 단말(111)에는 플로

피 드라이브(117)가 구비되고, 정보 게재 희망자가 자택에서 작성한 이미지 파일(예를 들면, JPEG, GIF, TIF 형식의 파일)

을 이미지 데이터로서 판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프린터(116)에서는 광고하고자 입력된 게재 정보를 확인하

기 위해 인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보 입력 단말(111)에서는, 게재 정보의 입력뿐만 아니라, 콘서트의 티켓이나 콤팩트디스크 등의 상품의 예약이나

주문을 행할 수 있다. 고객은 디스플레이(113)의 표시에 따라 터치 패널(114)을 조작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다. 선택이

완료되면, 프린터(116)가 영수증을 인쇄한다.

고객은 프린터(116)가 인쇄한 사본을 금전 등록기(131)에 가지고 가고, 오퍼레이터는 이 사본에 인쇄된 바코드를 판독함

으로써, 콘서트의 티켓이나 콤팩트디스크 등의 상품의 회계를 행할 수 있다.

입력된 게재 정보나 상품 정보는 인터페이스(118)를 통하여 서버에 송신된다.

여기서, 정보 입력 단말(111)은 게재 정보 입력 제어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또한, 정보 입력 단말(111)에 구비된 스캐너

(115), 또는 플로피 드라이브(117)와 함께 화상 입력 제어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서버의 구성)

도 3에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서버(121)의 블록 구성도를 도시한다.

서버(121)의 각 부는 CPU(122)에 의해 제어된다. 서버(121)는 입력 단말측 인터페이스(123)를 통하여 정보 입력 단말

(111)과 통신하고, 금전 등록기측 인터페이스(124)를 통하여 금전 등록기(131)와 통신한다.

서버(121)는 정보 입력 단말(111)에서 입력된 게재 정보와 특정 조건을 입력 단말측 인터페이스(123)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들을 하드디스크, DVD, MT 등의 불휘발성 기억 장치(125)에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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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휘발성 기억 장치(125)에는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기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CPU(122)는 금전 등록기(131)로부터 송

신된 상품의 식별 번호(ID)를 금전 등록기측 인터페이스(124)를 통하여 수신하고, 그 상품의 가격을 금전 등록기측 인터페

이스(124)를 통하여 금전 등록기(131)에 송신한다.

서버(121)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6)를 통하여 전화선 등을 사용한 컴퓨터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고, 상품의 판매 상황

을 본부에 연락하여, 구입 계획, 상품 가격의 갱신 정보 외에, 고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게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입력된 게재 정보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이벤트의 종류나 일정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본부

에 송신함으로써, 해당 점포에 대한 상품의 납입 계획을 적절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서버(121)는 POS 시스템의 중앙 제어 장치로서 기능한다.

(금전 등록기의 구성)

도 4에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의 금전 등록기(131)의 블록 구성도를 도시한다.

금전 등록기(131)의 각 부는 CPU(132)에 의해 제어된다. 오퍼레이터는 핸드 스캐너 등의 바코드 리더(133)나, 키보드

(134)를 사용하여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판독하고, 또는 상품 식별 정보를 입력한다. 또한, 키보드(134)를 사용하여, 현

재 회계를 행하고 있는 고객의 연령층, 성별, 직업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된 상품 식별 정보로부터 상품의 가격을 검색하고, 회계 정보로서 이것을 사용한다. 검색 시에는, 서버(121)에 기억된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금전 등록기(131)는 인터페이스(135)를 통하여 서버(121)와 통신한다.

금전 등록기(131)는 바코드를 판독한 상품의 명칭이나 그 상품의 가격, 회계의 합계 금액 등을 커스터머 디스플레이(136)

에 표시한다. 이로써, 고객의 확인을 재촉할 수 있다.

이 외에, 금전 등록기(131)는 금전 상자(137)나, 신용카드, 대금 선불 카드용의 카드 판독 장치(138)를 구비할 수 있다. 이

로써 회계를 실행할 수 있다.

상품의 명칭, 가격, 개수, 합계액, 거스름돈의 금액 등의 회계 정보는 프린터(139)에 의해 영수증으로서 인쇄된다. 프린터

(139)는 다색 인쇄가 가능한 고속의 잉크젯 프린터가 사용된다.

여기서, 키보드(134)에 의해 입력된 광고를 받는 고객의 연령층, 성별, 직업 등의 정보는 인터페이스(135)를 통하여 서버

(121)에 송신된다.

서버(121)의 CPU(122)(도 2)는 수신한 광고를 받는 고객의 연령층, 성별, 직업 등의 정보와, 불휘발성 기억 장치(125)에

기억된 특정 조건을 대비하여, 특정 조건 중 만족되는 것을 선택한다. 더욱이, 만족된 특정 조건에 대응하는 게재 정보를

불휘발성 기억 장치(125)로부터 취득하고, 이 게재 정보를 금전 등록기(131)에 송신한다. 복수의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경

우에는, 어느 하나의 게재 정보를 선택한다.

금전 등록기(131)에서는 수신한 게재 정보를 회계 정보와 합성하여 1장의 영수증에 인쇄한다.

여기서, 금전 등록기(131)는 회계 정보 입력 제어 수단, 인쇄 제어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서버(121)와 공동 작용하여 게재

정보 취득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인쇄 수단으로서 기능할 때에, 서버(121)가 기억하는 상품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

여 회계 정보를 합성할 수 있다.

(게재 정보의 가등록 처리)

도 5는 본 발명의 POS 시스템의 기능 블록도이다.

게재 정보 입력 제어 수단(201)은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장치(114)로부터의 입력을 받고, 정보 입력 단말 내의

소정의 메모리에 입력하여, 일시적으로 보존하는 제어를 실행한다. 또, 이 제어 수단에는 게재 정보의 인쇄 출력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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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기 위한 크기 입력 제어 수단(202)이 접속되어 있다. 한편, 이미지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 장치인 이미지 스캐너

(115)에는 화상 입력 제어 수단(203)이 접속되고, 마찬가지로 크기 입력 제어 수단에 접속되어 있다. 입력된 광고 게재 정

보는 HTML 형식 등의 파일로서 일시적으로 정보 입력 단말 내의 기억 장치에 보존된다.

과금액 계산 수단(204)은 입력된 게재 정보의 인쇄 출력 크기 정보, 또는 게재 기간, 출력 대상자 등의 부가 정보에 기초하

여 게재를 위한 요금을 계산한다. 이 때, 정보 입력 단말 장치에 구비된 프린터로, 등록 번호, 청구 금액, 또는 이들을 바코

드로 변환한 코드 패턴 등을 티켓상의 용지에 인쇄 출력하고, 등록 카드를 작성한다. 더욱이, 테스트 인쇄를 지정하는 버튼

이 터치 패널 상에 표시되어 이것을 ON함으로써, 테스트 인쇄 제어 수단(210)을 작동시키고, 광고 게재 정보가 원하는 형

태로 인쇄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정보 입력 작업은 종료하기 때문에, 광고 게재 정보와, 이것에 부수하는 게재자 정보, 대상자 정보는 일단 서버 내

의 기억 장치에 가등록된다.

광고 게재 희망자는 이 등록 카드를 금전 등록기에 지참함으로써, 금전 등록기에서는 등록 카드의 정보를 바코드 리더로

판독하고, 요금이 지불되면 과금액 입금 확인이 실행된다. 즉, 금전 등록기는 과금액 입금(지불) 확인 수단(205)으로서 기

능한다. 이것에 접속된 게재 정보 기억 제어 수단(206)은 이 입금 정보를 수신하여, 일시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게재 정보의

파일을 불휘발성 기억 장치(125)에 수시 판독 가능하게 정식으로 등록한다.

한편, 통상의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고, 금전 등록기에서 입금을 하고자 하면, 회계 정보 입력 수단(207)에 의해 상품의 합

계액을 계산하고, 디스플레이 (136)에 표시하며, 고객의 입금이 실행되면, 서버(121)의 인쇄 데이터 생성 수단 (208)에 의

해, 지정된 광고 게재 정보의 파일과, 회계 정보의 데이터를 소정의 포맷으로 합성하여, 인쇄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때, 인

쇄 데이터 생성 수단(208)은 회계 정보 입력 시에 입력된 고객의 연령, 성별 등의 부가 정보를 참조하여, 광고 게재 정보를

입력할 때에 지정된 고객인지 아닌지 비교하여, 광고 게재 대상자라고 판정한 경우, 그 광고 게재 정보의 파일을 불휘발성

기억 장치(125)로부터 판독하고, 합성 데이터를 생성한다.

인쇄 데이터는 영수증 인쇄용의 데이터로서 금전 등록기(131)에 송신되고, 인쇄 제어 수단(209)에 의해 인쇄 장치(139)로

부터 인쇄 출력된다.

도 6은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에 있어서 게재 정보가 기억 장치에 가등록되기까지의 처리의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

도이다.

우선, 정보 입력 단말(111)의 CPU(112)는 디스플레이(113)에 메인 메뉴를 표시한다(단계 S501). 도 7에 이 메인 메뉴의

표시예를 도시한다.

메인 메뉴(601)에는 영수증에 인쇄하는 게재 정보의 입력 버튼(602), 콘서트 티켓의 예약·발행 버튼(603), 여행의 차표나

호텔의 예약·발행 버튼(604), 음악용 콤팩트디스크의 예약·주문 버튼(605), 게임 소프트웨어의 예약·주문 버튼(606) 등이

표시되어 있다.

다음에, CPU(112)는 터치 패널(113)을 감시하여 광고주가 되는 고객이 메인 메뉴(601)에 표시된 어떠한 버튼을 선택하였

는지를 조사한다(단계 S502).

게재 정보 입력 버튼(602) 이외의 버튼이 선택된 경우(단계 S502; 기타), 대응하는 처리를 실행하고(단계 S503), 단계

S501로 되돌아간다. 단계 S503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설명을 생략한

다.

게재 정보 입력 버튼(602)이 선택된 경우(단계 S502; 게재 정보 입력), CPU(112)는 게재 정보의 종류의 입력 메뉴를 디스

플레이(113)에 표시하고, 게재 정보의 종류의 입력을 받는다(단계 S504).

도 8에 게재 정보의 종류의 입력 메뉴의 표시예를 도시한다.

게재 정보의 종류의 입력 메뉴(701)에는 학교 행사 버튼(702), 바자회 버튼(703), 강습회 버튼(704), 기타 버튼(705) 등이

표시되어 있다. 광고주가 되는 고객이 문화제나 운동회 등의 통지를 행하는 경우에는 학교 행사 버튼(702)을 선택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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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나 벼룩시장 등의 통지를 행하는 경우에는 바자회 버튼(703)을 선택하고, 꽃꽂이, 영어, 가정 교사 등의 통지를 행하는

경우에는 강습회 버튼(704)을 선택한다. 또한, 이들에 해당하지 않는 이벤트 등의 통지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타 버

튼(705)을 선택한다.

계속해서, CPU(112)는 게재 정보의 유효 기한의 입력 메뉴를 디스플레이 (113)에 표시하고, 게재 정보의 유효 기한의 입

력을 받는다(단계 S505).

도 9에는 게재 정보의 유효 기한의 입력 메뉴의 표시예를 도시한다. 광고주가 되는 고객은 각종 이벤트의 개최일 등을 입

력할 수 있다.

유효 기한의 입력 메뉴(801)에는 입력된 연월일을 각각 표시하는 연 입력부(802), 월 입력부(803), 일 입력부(804)와, 현

재 입력하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커서(805)와, 숫자를 입력하기 위한 텐키(806)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CPU(112)는 게재 정보의 특정 조건의 입력 메뉴를 디스플레이(113)에 표시하고, 게재 정보의 특정 조건의 입력을

받는다(단계 S506).

도 10에 게재 정보의 특정 조건의 입력 메뉴의 표시예를 도시한다.

특정 조건의 입력 메뉴(901)에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상대의 성별 입력 버튼(902a, 902b)과, 연령층 입력 버튼(903a,

903b, 903c, 903d, 903e, 903f)과, 직업 입력 버튼(904a, 904b, 904c)이 표시되어 있다. 광고주가 되는 고객은 그 중에

서 원하는 입력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특정 조건을 입력할 수 있다.

이어서, CPU(112)는 게재 정보의 입력 메뉴를 디스플레이(113)에 표시하고, 게재 정보의 입력을 받는다(단계 S507).

도 11에는 게재 정보의 입력 메뉴의 표시예를 도시한다.

게재 정보의 입력 메뉴(1001)는 입력된 게재 정보를 표시하는 입력부 (1002), 현재 입력하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커서

(1003)와, 자유롭게 문장을 입력하기 위한 50 음표(1004)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스캐너(115)로부터 화상을 판독하여,

이것을 게재 정보로 하기 위한 스캐너 버튼(1005)도 표시되어 있다. 광고주가 되는 고객은 50 음표(1004)나 스캐너 버튼

(1005)을 조작함으로써, 제공할 정보를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다.

또한, 폰트 사이즈 지정의 버튼(1006)에 의해, 희망하는 폰트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폰

트의 종류, 굵은 체(bold), 이탤릭 체 등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CPU(112)는 단계 S504 내지 단계 S507에서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는 확인 메뉴를 표시하여 게재 정보의 내용의 확

인을 구한다(단계 S508).

도 12에 확인 메뉴의 표시예를 도시한다. 확인 메뉴(1101)에는 게재 정보의 종류(1102), 유효 기한(1103), 특정 조건

(1104), 게재 정보(1105)와, 확인 버튼(1106)이 표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화상 입력을 이미지 스캐너를 사용하여 행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가정의 PC에서 작성한 화상

파일을 플로피디스크에 기록하고, 이 정보 입력 단말에서 판독하여, 광고 게재 정보의 데이터를 작성할 수도 있다.

입력을 다시 하는 경우(단계 S508; No), 단계 S504로 되돌아간다. 입력을 다시 하는 경우는, 전회 입력한 정보를 각 메뉴

의 기정치로서 사용하면 재입력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정보의 입력 수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개시한 순서 외에, 적절히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공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이들의 실시예도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확인이 된 경우(단계 S508; Yes), CPU(112)는 가등록의 화면을 표시하고, 최종 등록의 확인을 구한다.

도 13은 등록 확인 메뉴의 표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등록 확인 메뉴에서는 프리뷰 화면(1151)과, 인쇄 크기, 또는 인쇄 컬

러를 지정하는 버튼(1152), 요금 확인의 표시 화면(1153) 등이 배치됨과 동시에, 가등록의 최종 화면이 표시되며, 가등록

을 하는 OK 버튼(1160), 취소(Cancel) 버튼(1161), 수정(Revise) 버튼(1162) 등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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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버튼을 사용하여 크기, 색의 지정이 되고(단계 S509), 게재 기간, 크기 등의 지정 정보에 기초하여 요금이 계산되고

(단계 S510), 가등록하는지 어떤지를 문의한다(단계 S511). 과금액은, 예를 들면, 그 날로부터 유효 기한까지의 일수에 소

정의 금액을 곱셈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한, 게재 정보의 종류에 따라 학교 행사는 100엔, 강습회의 안내는 200엔 등과

같이, 소정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게재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변경해도 된다.

여기서, 가등록의 OK 버튼(1160)을 누르면(단계 S511:YES) 인터페이스(118)를 통해 입력된 게재 정보의 종류, 유효 기

한, 특정 조건, 게재 정보를 서버(121)에 송신한다(단계 S509). 광고 게재 정보, 부가 정보가 관련지어져, 서버 내의 기억

장치(125)에 일시적으로 보존된다. 또, 취소 버튼(1161)을 누르면 모든 정보가 소거된다(단계 S511:NO). 또한 수정이 필

요한 경우는, 수정(correct) 버튼(1162)이 눌러진다. 이 경우, 단계 S504로 되돌아간다.

서버(121)에서는 이들의 정보를 입력 단말측 인터페이스(123)를 통해 수신하고(단계 S514), 불휘발성 기억 장치(125)에

식별 번호와 함께 가등록하여 기억한다(단계 S515). 그리고, 해당 가등록의 식별 번호를 입력 단말측 인터페이스(123)를

통해 송신한다(단계 S516).

CPU(112)는 인터페이스(118)를 통해 가등록의 식별 번호를 수신하고(단계 S513), 정보 입력 단말의 프린터(116)로부터

청구서겸 등록 카드가 발행되며(단계 S520), 본 처리를 종료한다.

광고주가 되는 고객은 자기가 지정한 포맷, 예를 들면, 광고의 크기, 색, 폰트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등록 카드에는 가등록의 식별 번호를 나타내는 바코드가 인쇄된다.

이하에 설명하는 과금 처리에서는 이 바코드를 판독하여 과금을 행한다.

(과금 처리)

도 14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에 있어서, 과금액의 입금 확인을 행함으로써, 가등록된 게재 정보를 본 등록하는 것

의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본 처리는 광고주가 되는 고객이 금전 등록기(131)의 오퍼레이터(점원)에게 단계 S520에

서 출력된 청구서겸 등록 카드를 건네줌으로써 개시된다.

우선, 금전 등록기(131)의 CPU(132)는 가등록의 식별 번호의 입력을 바코드 리더(133)로부터 수신한다(단계 S1201). 이

입력은 오퍼레이터가 바코드 리더에 의해 등록 카드에 인쇄된 바코드를 판독함으로써 행한다.

다음에, CPU(132)는 이 가등록의 식별 번호를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서버(121)에 송신한다(단계 S1202).

서버(121)는 금전 등록기측 인터페이스(124)를 통해 가등록의 식별 번호를 수신하면(단계 S1203), 불휘발성 기억 장치

(125)의 가등록에 의해 기억된 게재 정보의 종류, 유효 기한, 특정 조건, 게재 정보를 등록 카드의 내용과 대조, 확인한다

(단계 S1204). 확인 처리가 종료하면 미리 계산된 과금액을 금전 등록기(131)로 송신한다(단계 S1205).

또한, 과금액은 미리 등록 카드에 바코드로 출력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전 등록기(131)는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과금액을 수신하고(단계 S1207), 해당 과금액을 디스플레이(136)에 표시한

다(단계 S1208).

여기서, 오퍼레이터는 광고주가 되는 고객으로부터 과금액을 징수하고, 예를들면, 키보드(134)의 「정산」 버튼을 눌러

조작함으로써, 금전 등록기(131)가 그 취지를 수신한다(단계 S1209). 현금에 의한 징수 외에, 카드 판독 장치(138)를 사용

한 신용카드, 대금 선불 카드에 의한 징수를 할 수 있다.

또한, 과금액의 입금이 확인되면, CPU(132)는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해당 게재 정보를 본 등록하도록 서버에 요구한다

(단계 S1210).

서버는 이 요구를 수신하여(단계 S1211), 해당 게재 정보를 본 등록하며(단계 S1212), 금전 등록기측 인터페이스(126)를

통해 본 등록한 취지를 금전 등록기(131)에 송신한다(단계 S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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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등록기(131)는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본 등록한 취지를 수신하면(단계 S1214), 광고주가 되는 고객에 대하여 광

고를 수신한 취지의 영수증을 인쇄하고(단계 S1215), 본 처리를 종료한다.

(회계 처리)

도 15는 도 1에 도시하는 POS 시스템에 있어서 회계 정보가 입력되고, 이것과 게재 정보가 영수증에 인쇄되기까지의 처리

의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우선, 금전 등록기(131)의 CPU(132)는 광고를 받는 고객의 성별, 연령층, 직업 등의 고객 정보의 입력을 키보드(134)로부

터 받는다(단계 S1301). 이 입력은 금전 등록기(131)의 오퍼레이터(점원)가 행한다.

다음에, CPU(132)는 바코드 리더(133)와 키보드(134)에 의해 상품의 식별 정보와 상품 개수의 정보의 입력을 받고(단계

S1302), 이 식별 정보를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서버(121)에 송신한다(단계 S1303).

서버(121)는 금전 등록기측 인터페이스(124)를 통해 상품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면(단계 S1304), 불휘발성 기억 장치

(125)에 기억된 상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 상품의 가격을 검색하고(단계 S1305), 이 가격 정보를 금전 등록기측 인터페

이스(124)를 통해 금전 등록기(131)에 송신한다(단계 S1306).

금전 등록기(131)는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상품의 가격 정보를 수신하고(단계 S1307), 가격 정보를 디스플레이(136)에

표시한다(단계 S1308).

또한, 상품의 식별 정보의 입력이 끝인지의 여부를 조사한다(단계 S1309). 예를 들어, 키보드(134)의 「합계」 버튼을 오

퍼레이터가 눌러 조작함으로써, 상품의 식별 정보의 입력이 끝나게 된다.

입력이 끝이 아닌 경우(단계 S1309; No), 단계 S1302로 되돌아간다. 한편, 상품의 식별 정보의 입력이 끝난 경우(단계

S1309; Yes), CPU(132)는 단계 S1301에서 입력된 고객의 성별, 연령층, 직업 등의 고객 정보를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서버(121)에 송신한다(단계 S1310).

서버(121)는 금전 등록기측 인터페이스(124)를 통해 고객의 성별, 연령층, 직업 등의 고객 정보를 수신하고(단계 S1311),

CPU(122)는 불휘발성 기억 장치(125)에 본 등록된 특정 조건과 이들의 고객 정보를 대비하여, 만족하는 특정 조건이 어

느 것인지를 조사한다(단계 S1312).

또, 만족되는 특정 조건이 복수 있는 경우에는, 난수나 채용된 회수 등에 따라 적절히 어느 하나의 특정 조건을 1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항상 성립하는 특정 조건과, 이것에 대응하는 게재 정보로서 해당 편의점의 선전 등을 미리 불휘발성 기억 장치(125)

에 기억해 둘 수 있다.

이어서, CPU(122)는 만족하는 특정 조건에 대응하는 게재 정보를 불휘발성 기억 장치(125)로부터 취득하고(단계 S1313)

, 금전 등록기측 인터페이스(124)를 통해 이 게재 정보를 금전 등록기(131)에 송신한다(단계 S1314).

금전 등록기(131)는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게재 정보를 수신한다(단계 S1315).

계속해서, 금전 등록기(131)의 CPU(132)는 단계 S1302에서 수신한 상품의 개수와, 단계 S1307에서 수신한 상품의 가격

정보로부터 영수증에 인쇄해야 할 회계 정보를 생성한다(단계 S1316).

마지막으로, 금전 등록기(131)는 단계 S1314에서 수신된 게재 정보와, 단계 S1315에서 생성된 회계 정보를 합성하여 인

쇄 데이터를 생성하고(단계 S1317), 프린터에 송신하며(단계 S1318), 프린터(139)에 의해 영수증으로서 인쇄하고(단계

S1319), 본 처리를 종료한다. 인쇄의 포맷으로서는 영수증에 게재 정보용의 인쇄영역을 준비해 두고, 해당 부분에 게재 정

보를 채워 넣어 인쇄하거나, 게재 정보를 인쇄한 후에 회계 정보를 인쇄하는 등의 합성 방법이 생각된다. 또, 복수의 게재

정보의 아이템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타이틀만을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록특허 10-0559067

- 12 -



도 16은 이렇게 하여 인쇄된 영수증의 예를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영수증(1401)에는 게재 정보 인쇄 영역(1402)과, 회계

정보 인쇄 영역(1403)이 있고, 각각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다.

또, 상기의 처리의 순서는 실시예의 일 예를 나타낸 것이며, 이것을 변형하거나, 순서를 변경하여 이것과 동등한 처리를 실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의 설명에서는 생략하였지만, 거스름돈의 계산이나, 입력한 정보의 정정 등을 적절히 행하는

단계를 본 처리에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입력 단말(111)과 서버(121)를 일체로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서버(121)와 금전 등록기(131)를 일체로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서버(121)에서 행하는 처리를 금전 등록기(131)에서 행하는 것도,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

들의 실시예도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과금액을 게재 정보와 종류와 유효 기한과 등록일과의 사이의 일수에 의해 계산했었지만, 그 외

의 방법도 생각된다.

예를 들면, 광고주가 정보 입력 단말(111)에서 몇 장의 영수증에 광고를 인쇄할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두고, 영수증 1장

당의 요금에 이 매수를 곱셈함으로써 과금액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가 인쇄된 회수가 입력한 영수증의 매수보다도

작은 경우에, 특정 조건이 만족되게 된다.

그 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간을 더욱 상세히 설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실시예도 생각된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사이, 오늘부터 2주간」 등과 같은 지정이다. 이 경우는, 시간대에 따라서 예상되는 손님수가 다르기 때문

에, 광고 요금을 변경해도 된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광고 요금은 선불이지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광고가 인쇄된 영수증의 매수

에 따라 나중에 과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금전 등록기로부터 신용카드의 회원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가등록으

로부터 본 등록으로의 갱신이 행해지게 된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2색 이상의 다색 인쇄 프린터로서 잉크젯 프린터(116)를 사용하였지만, 서멀 프린터, 임팩트 도

트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라도 상관 없다. 만약, 그들의 프린터가 단색밖에 인쇄할 수 없을 때는, 인쇄 컬러의 지정(도 13)

은 무시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이하의 효과를 나타낸다.

우선, 광고를 행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하여 광고의 게재 정보에 따라 과금을 행하고, 고객이 과금액을 지불한 경우에, 다른

고객에 대한 영수증에 게재 정보를 광고로서 인쇄하는 POS 시스템과 광고 게재의 과금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게재 정보의 제공이 고객에게 있어서 용이한 POS 시스템과 광고 게재의 과금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연령층, 성별, 직업 등에 따라서, 제공해야 할 게재 정보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POS 시스템과 광고 게재의

과금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정보 기록 매체를 소프트웨어 상품으로서, POS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독립하여 용이하게 배포하

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을 POS 시스템에서 실행하면, 상기 발명에 따른

POS 시스템 및 POS 시스템의 제어 방법을 실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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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입력 단말,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서버, 인쇄 장치를 포함하는 캐시 레지스터를 갖는 POS 시스

템으로서,

(a) 상기 정보 입력 단말로부터 광고 게재 정보 및 그 부가 정보의 입력을 접수하는 게재 정보 입력 제어 수단과,

(b) 상기 게재 정보 입력 제어 수단이 입력을 접수한 광고 게재 정보의 부가정보에 기초하여 과금액을 계산하는 과금액 계

산수단과,

(c) 상기 과금액 계산수단에 의해 계산된 과금액의 입금이 완료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입금 확인수단과,

(d) 상기 입금 확인수단에 의해 과금액의 입금의 완료가 확인된 것에 의해, 상기 게재 정보 입력 제어 수단에 의해 접수된

광고 게재 정보 및 그 부가 정보를 수시 판독 가능한 정보로서 상기 기억장치에 기억시키는 게재 정보 기억 제어 수단과,

(e) 상기 기억장치에 기억된 광고 게재 정보를 상기 인쇄 장치에 송신하는 게재 정보 송신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f) 상기 광고 게재 정보를 게재하는 사이즈를 지정하기 위한 사이즈 입력 제어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과금액 계산수단은, 적어도, 상기 사이즈 입력 제어수단에 의해 지정된 사이즈에 기초하여, 과금액을 계산하고,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g) 상기 캐시 레지스터로부터 고객의 회계정보의 입력을 접수하는 회계정보입력 제어수단과,

(h)상기 기억장치에 기억된 광고 게재 정보를 상기 기억장치로부터 취득하는 게재 정보 취득수단과,

(i)상기 회계 정보 입력 제어수단이 입력을 접수한 회계정보와 상기 게재 정보 취득수단이 취득한 광고 게재 정보를 합성하

여, 영수증으로서 인쇄하는 인쇄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쇄 데이터 생성수단과,

(j)상기 인쇄 데이터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인쇄 데이터를 소정의 포맷으로 상기 인쇄장치에 인쇄시키는 인쇄 제어수단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데이터 생성수단은, 상기 사이즈 입력 제어수단에 의해 지정된 사이즈에 기초하여, 인쇄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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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회계정보 입력 제어수단은, 상기 고객의 정보의 입력도 접수하고,

상기 게재 정보 취득수단은, 상기 회계 정보 입력 제어수단이 입력을 접수한 상기 고객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기억장치

에 기억된 복수의 광고 게재 정보의 아이템으로부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회계 정보 입력 제어수단이 입력을 접수하는 고객의 정보는, 상기 고객의 연령층과 성별의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의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재 정보 입력 제어수단은 상기 부가정보로서 광고기간에 관한 정보의 입력을 접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

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게재 정보 입력 제어수단은, 상기 부가정보로서 광고 게재 대상자의 성별, 연령층, 등의 종별에 관한 정보의 입력을

접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게재 정보 입력 제어수단은, 상기 부가 정보로서 광고 게재 정보를 인쇄 출력하는 사이즈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액 계산수단은, 상기 광고기간, 광고 게재 대상자의 종별, 인쇄출력하는 사이즈의 어느 하나 또는 그것들의 조합

에 기초하여 과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11.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입력 단말, 기억장치를 포함하는 서버, 인쇄장치를 포함하는 캐시 레지스터를 갖는 POS 시스템

을 사용하는, 광고 게재 정보의 처리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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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정보 입력 단말로부터 광고 게재 정보 및 그 부가 정보의 입력을 접수하는 게재 정보 입력 접수 단계와,

(b) 상기 입력 접수 단계에 있어서 입력이 접수된 광고 게재 정보의 부가 정보에 기초하여 과금액을 계산하는 과금액 계산

단계와,

(c) 상기 과금액 계산 단계에 있어서 계산된 과금액의 입금이 완료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입금 확인 단계와,

(d) 상기 입금 확인 단계에 있어서 과금액의 입금의 완료가 확인된 것에 의해 상기 게재 정보 입력 접수 단계에 있어서 입

력이 접수된 광고 게재 정보 및 그 부가 정보를 수시 판독 가능한 정보로서 상기 기억 장치에 기억하는 기억 단계와,

(e)상기 기억하는 단계에 있어서 기억된 광고 게재 정보를 상기 인쇄장치에 송신하는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게재 정보의 처리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재 정보 입력 접수 단계는, 화상 정보를 접수하는 화상 정보 입력 접수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게재 정보의 처리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f) 상기 캐시 레지스터로부터 고객의 회계정보의 입력을 접수하는 회계정보입력 접수 단계와,

(g) 상기 기억 단계에 있어서 기억된 광고 게재 정보를 상기 기억 장치로부터 취득하는 게재 정보 취득 단계와,

(h) 상기 회계 정보 입력 접수 단계에 있어서 입력이 접수된 회계정보와 상기 게재 정보 취득 단계에 있어서 취득된 광고

게재 정보를 합성하여, 영수증으로서 인쇄하기 위한 인쇄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i) 상기 인쇄 데이터를 소정의 포맷으로 상기 인쇄장치에 의해 인쇄하는 인쇄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고 게재 정보의 처리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회계 정보 입력 접수 단계는, 상기 고객의 정보의 입력도 접수하고,

상기 게재 정보 취득 단계는, 상기 회계 정보 입력 접수 단계에 있어서 입력이 접수된 상기 고객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기억 단계에 있어서 기억된 광고 게재 정보로부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게재 정보의

처리방법.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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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출력하는 사이즈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후, 상기 표시장치에 광고게재 시에 인쇄 출력되는 것과 동등한 화상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화상정보를 입력하는 장치로서, 화상을 판독하는 화상 판독장치를 갖고,

상기 게재 정보 입력 제어수단은, 상기 화상 판독장치가 판독한 화상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화상정보를 광고 게재 정보로서

입력을 접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화상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로서,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를 갖고,

상기 게재 정보 입력 제어수단은,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로부터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입력된 화상 정보를 광고 게재

정보로서 입력을 접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장치는, 2색 이상 인쇄가 가능한 컬러 프린터로서, 상기 게재 정보 입력 제어수단에 의해서 입력된 광고 게재 정

보의 화상 정보가, 2색 또는 다색의 인쇄를 지정하고 있을 때, 이것에 대응하여 인쇄 출력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S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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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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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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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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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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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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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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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등록특허 10-0559067

- 24 -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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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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