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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스탬프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쿠폰 적립 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송신하고,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받는 POS 서

버; 쿠폰 적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쿠폰 적립 현황을 정리 및 저장하고 마케팅 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수집 및 생

성하며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여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관리

서버; 및 고객 관리 서버의 요청에 따라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

기로 송신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버와 연결하는 이동통신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에는 쿠폰 관리가 용이해지고 가맹점의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CRM 분석을 통

해 다양하게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확보 및 신규 고객 창출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모바일 스탬프, 쿠폰, 마케팅, CRM, POS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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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OS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간략

하게 나타낸 블럭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OS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3a 내지 도 3d는 스탬프 이벤트 발생 시에 POS 시스템을 이용한 쿠폰 적립 및 적립 쿠폰 사용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4a 내지 도 4g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OS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마케팅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

도,

도 6a 내지 도 6h는 고객 관리 서버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 : POS 서버 120 : 인터넷

130 : 고객 관리 서버 140 : 이동통신망

142 : 무선 기지국 144 : MSC

146 : HLR 148 : DCN

150 : SMS 서버 160 : 이동통신 단말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

게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대금을 결제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여 가맹점의 판매 시점 관리(POS : Point of Sales

Management) 시스템에 쿠폰이 적립되면 적립 현황을 수신하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는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

맹점에게는 고객 정보 관리, 고객 관계 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통계, SMS 관리 등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사회가 점차 정보화, 산업화로 발전해 나가는 추세와 병행하여 상업 또한 정보화함에 따라 오프 라인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서 직접 대금을 결제하는 전통적인 상거래가 온라인 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전자 상거래 등으로 변천함으로써 다

양한 형태의 상거래 방식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상거래 방식은 상거래 행위에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마케팅

에 있어서는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수단만을 제공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왔고 이러한 방안 중 하나가 쿠폰 또는 마일리지 등

의 적립 형태의 대고객 서비스이다. 쿠폰 또는 마일리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그 결제 대금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대신 적립함으로써 적립된 금액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

의 적립 서비스이다. 이러한 쿠폰 또는 마일리지 등의 적립 서비스를 이용하면 판매자는 매출 증진, 단골 고객 확보, 다른

판매자와의 차별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한편, 적립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오프 라인에서 대금 결제 시에 별도의 종이 또는 카드 등에 마킹함으로써 적립 금액, 적립

일시, 적립 횟수 또는 적립 가맹점 등을 입력하여 적립 현황을 표시한다. 이러한 적립 방식은 종이 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종이 또는 카드에 이상이 발생하면 적립된 쿠폰 또는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그 관리 또한 용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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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실제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적립 방식은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한 소비자가 적립된 금액을 이

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로 출력하여 상품 구매 시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가맹점은 이러한 적립 방식

을 이용하여 단순히 쿠폰 또는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하여 소비자의 구매욕을 높이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의 소비 유형, 소비 시기, 소비 행태 등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의 수준 높은 고객 관리를 통한 마케팅에 활용

할 수 없었다.

또한, 근래에는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 소비 패턴의 변화, 인건비 상승과 교통난 등의 내적 요인과 유

통시장의 대외 개방이라는 대외적 현실에서 이익률을 개선하고 매출을 향상시키며,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 체계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유통 및 재고 관리를 정보화하기 위해 POS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가 두드러

진다. POS 시스템이란 판매 시점 관리라고도 하며 유통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상품과 판매 경향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

를 이용하여 관리, 계획하는 유통 분야의 장비를 말한다. POS 시스템은 크게 주 서버, 점포 서버, POS 터미널로 구성된다.

POS 터미널은 점포 서버의 컴퓨터 단말기로서 금전 등록, 영수증 발행, 신용카드의 자동 판독, 감사 테이프 작성 등의 기

능을 수행한다. 점포 서버는 POS 터미널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 계산, 목록화, 출력,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주 서버

는 다수의 점포 서버를 관리 및 통제하며, 각종 경영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한다.

최근에는 웹 POS 시스템이라고 하여 인터넷 기반의 POS 시스템이 주로 사용된다. 웹 POS 시스템은 기존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한 판매 관리를 인터넷 상에서 처리하는 기술이다. 웹 POS 시스템을 이용하면 각 점포에서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을 통해 유통에 관련된 모든 업무(기초, 발주, 매입, 매출, 재고 관리 등)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주 서버에서는 모든

실적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POS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술한 쿠폰 및 마일리지 등의 적립 서비스의 관리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전산화된 적립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위한 서비스는 개발되지 않

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대금 결제 이벤트의 발생으로 가맹점의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에 쿠폰이 적립

되면 적립 현황을 수신하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는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에게는 고객 정보 관리, 고객 관

계 관리 통계, SMS 홍보 관리 등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 1 목적에 의하면, 판매 시점 관리(POS : Point of Sales Management, 이하

'POS'라 칭함) 시스템과 연동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스탬프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입력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를 인증하고 쿠폰을 적립하

고, 쿠폰 적립 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송신하며,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받는 POS 서버; POS 서버와 연결되어 쿠폰 적립 현

황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쿠폰 적립 현황을 정리 및 저장하고 마케팅 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수집 및 생성하며 마케팅 서

비스를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와 연결되어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여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관리 서버; 및 이동통신 단말기와 무선으로 연결되고 고객 관리 서버와 연결되어 고객 관리 서버의 요청에 따라 스탬

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송신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청에 따

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버와 연결하는 이동통신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 목적에 의하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점 관리(POS : Point of Sales Management, 이하 'POS'라

칭함) 서버, 고객 관리 서버, 이동통신망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POS 시스템과 연동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쿠폰 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스탬프 이벤트가 발생하는 단계; (b) 스탬프 이벤트의 발생에 따른 쿠폰 적립 현황을

집계한 POS 서버로부터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왑

(WAP :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페이지를 구성하는 단계; (d)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 (e) 이동통신 단말기가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 및 (f)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쿠폰 적립 현황 또는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 3 목적에 의하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점 관리(POS : Point of Sales Management, 이하 'POS'라

칭함) 서버, 고객 관리 서버, 이동통신망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POS 시스템과 연동하여 POS 서버로 쿠폰 관리 서비스를

공개특허 10-2006-0034983

- 3 -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마케팅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웹(Web) 페이지를 구성하는 단계; 및 (b) 웹 페이지

에 접속한 POS 서버로부터 메뉴 선택 신호를 수신하여 게시판 등록 서비스, 고객 관계 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이라 칭함) 통계 서비스, 단문 메시지 서비스 관리 서비스, 고객 정보 관리 서비스

를 포함하는 마케팅 서비스를 POS 서버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케팅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

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이하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이동통신망을 운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제휴한 가맹점이고 판매 시점

관리(POS : Point of Sales Management, 이하 'POS'라 칭함)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

용하는 이동통신망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2000 시스템이라고 가정한다. 단, CDMA 2000 시스템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시스템으로서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OS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간략

하게 나타낸 블럭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OS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POS 서버

(110), 인터넷(120), 고객 관리 서버(130), 이동통신망(140) 및 이동통신 단말기(160)를 포함한다.

POS 서버(110)는 가맹점에서 이용하는 POS 시스템의 주 서버로서, 통상적인 네트워크 서버로 구현된다. 네트워크 서버

란, 통상적으로 사설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 서버와 통신이 가능한 하위 장

치와 연결되어 작업 수행 요청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여 수행 결과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 소

프트웨어(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 이외에도, 네트워크 서버 상

에서 동작하는 일련의 응용 프로그램과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

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서버는 도스(DOS), 윈도우(Windows), 리눅스(Linux), 유닉스(UNIX) 또는

매킨토시(Macintosh) 등의 운영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OS 서버(110)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든가 하여 쿠폰 또는

마일리지 등(이하 '쿠폰'이라 통칭함)을 적립하는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입력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를

인증하고 쿠폰을 적립하며, 고객 관리 서버(130)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필요 시에 접속하여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

보 등을 송신하고,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여기서, 스탬프 이벤트는 후술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인터넷(120)은 TCP/IP 프로토콜 및 그 상위계층에 존재하는 여러 서비스, 즉 HTTP, Telnet, FTP, DNS, SMTP, SNTP,

NFS 및 NIS를 제공하는 전세계적인 개방형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한다.

고객 관리 서버(130)는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장비로서, POS 서버(110)와 같이 통상 적인 네트워크 서버로 구현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고객 관리 서버(130)는 POS 서버(110)로부터 수신한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별로 쿠폰 적립 현황을 정리 및 저장하고 그를 이용하여 고객 관계 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이라 칭함),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 Short Message Service, 이하

'SMS'라 칭함) 관리, 고객 정보 관리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 및 구성하여 POS 서버(110)로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

직한 실시예에 따른 고객 관리 서버(130)는 SMS 관리가 선택된 경우에는 입력된 홍보 메시지를 이동통신망(140)이 제공

하는 SMS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60)로 전송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고객 관리 서버

(130)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 가입자별로 정리 및 저장한 쿠폰 적립 현황을 이용하여 왑(WAP :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페이지를 구성하고 이동통신 단말기(160)가 이동통신망(140)을 이용하여 접속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동통신망(140)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60)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고객 관리 서버(130)는 웹(Web) 서버의 역할뿐만 아니라 왑 서버로서의 역

할을 수행한다.

이동통신망(140)은 무선 기지국(142), 이동통신 교환국(MSC : Mobile Switching Center)(144), 홈위치 등록기(HLR :

Home Location Register)(146), 데이터 코어 네트워크(DCN : Data Core Network)(148) 및 SMS 서버(150)를 포함하

여 이동통신 단말기(160)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능을 수행한다. 무선 기지국(142)은 위치 등

록 기능, 무선 채널을 할당하는 기능, 핸드오프 등 무선 호 처리에 필요한 제반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동통신 교환국(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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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및 부가 서비스 처리, 가입자의 착신 및 발신 호 처리, 위치등록 절차 및 핸드오

프 절차 처리, 타망과의 연동 기능 등을 수행한다. 홈 위치 등록기(146)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정보에 관한 서비스 프로파일

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이동통신 단말기(160)의 단말기 식별 번호(MIN : Mobile Identification Number),

단말기 고유 번호(ESN : Electronic Serial Number) 및 서비스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코어 네트워크(148)는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인트

라넷 접속 서비스, 가상 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접속 서비스, 심플(Simple) IP 및 모바일(Mobile) IP 서

비스, PPP(Point-to-Point Protocol) 인증, 과금 및 패킷 압축 기능 등을 수행한다. SMS 서버(150)는 이동통신 교환국

(144)과 연결되어 이동통신 단말기(160)로 단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동통신망(140)을 이용하여 다양

한 문자 전달 시스템(미도시)과 가입자들 사이에 숫자, 문자들을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망(140)은 고객 관리 서버(130)로부터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

여 이동통신망(140)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160)로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단문 메시지를 전송

한다. 여기서, 단문 메시지는 콜백(Call Back) 단문 메시지로 전송되어 이동통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160)가 고객 관리 서버(130)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쿠폰 적립 현황을 확인하게 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160)는 이동통신망(140)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160)와 무선 통신으로 통상적

인 음성 통화를 수행하도록 하는 음성 통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비된 문자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자 하

는 단문 메시지를 작성한 뒤 이동통신망으로 작성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단말기이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160)는

이동통신망(140)을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버(130)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160)는 무선 인터넷 접속 프로토콜인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WAP :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HTML에 기반한 MIE(Microsoft Internet Explorer), 핸드헬드 디바

이스 트랜스포트 프로토콜(HDPT : Handheld Device Transport Protocol), NTT DOKOMO사의 i-Mode 또는 SK 텔레

콤사의 'NATE' 등과 같은 인터넷 접속용 브라우저를 통해 이동통신망(140)을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버(130)로 접속한다.

이동통신 단말기(160)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접속 프로토콜 중에서, MIE는 HTML을 약간 변형시켜 축약한 m-HTML을

사용하고, i-Mode의 경우에는 HTML의 서브세트인 콤팩트 HTML(c-HTML)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동

통신 단말기(110)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셀룰러폰,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폰, 핸드헬드

PC(Hand-Held PC), GSM(Global System for Mobile)폰, W-CDMA(Wideband CDMA)폰, CDMA-2000폰, MBS

(Mobile Broadband System)폰 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MBS폰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 4세대 시스템에서 사용될 핸드

폰을 말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60)는 고객 관리 서버(130)로부터 이동통신망(140)을 이용하여 쿠

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여 구비된 화면에 출력하고, 수신한 단문 메시지가 콜백 단문

메시지인 경우에는 이동통신 가입자로부터 키조작으로 통해 입력되는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망(140)을 이용하여 고객 관

리 서버(130)에 접속함으로써 쿠폰 적립 현황을 확인하고 고객 관리 서버(130)가 제공하는 쿠폰 관리 서비스를 수행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60)는 이동통신 가입자에 의해 특성 번호 입력 및 통화 버튼이

선택되면 고객 관리 서버(130)에 접속하여 쿠폰 적립 현황을 출력하고 쿠폰 관리 서비스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 특성 번

호는 특성 코드와 특정한 번호의 조합이다. 특성 번호는 예를 들면 '**'와 같은 특성 코드와 '1234'와 같은 특정한 번호를

조합하여 '**1234'와 같이 구현될 수 있다. 이동통신망(140)은 이동통신 단말기(160)로부터 특성 번호를 수신하면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 고객 관리 서버(130)와 이동통신 단말기(160)를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OS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대금을 결제하면, 가맹점 관리자는 POS 터미널을 이용하여 대금 결제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POS 시스템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적립 서비스 가입자인 경우에는 가맹점 관리자의 키조작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서비스 가입자 인증을 수행하고 쿠폰 적립을 수행한다. POS 터미널은 쿠폰 적립 수행이 완료되면 구

비된 화면에 출력하여 쿠폰 적립 현황을 가맹점 관리자 또는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다. 이 때, 이동통신 가입

자는 적립된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POS 시스템은 사용된 쿠폰을 고려하여 쿠폰 적립을 수행한다(S210). 이하에서는

전술한 쿠폰 적립 상황 또는 적립 쿠폰 사용 상황을 설명의 편의를 위해 '스탬프 이벤트'라 칭한다.

도 3a 내지 도 3d는 스탬프 이벤트 발생 시에 POS 시스템을 이용한 쿠폰 적립 및 적립 쿠폰 사용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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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는 POS 시스템의 POS 단말기의 화면에 주문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출력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가맹점 관

리자는 주문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문 및 결제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대금 결

제를 요청하면 가맹점 관리자는 '고객 선택' 버튼(310)을 선택한다.

3A는 '고객 선택' 버튼이 선택되어 고객 유형을 선택하기 위한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가맹점의 관리자는 이동통신 가입

자에게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3A와 같이 출력된 화면에서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 가입 절차를 수행하고 회원인

경우에는 고객 번호를 물어 입력하여 고객 인증을 수행한다. 입력이 완료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3B와 같이 이동통신

가입자의 쿠폰 적립 현황이 화면에 출력된다.

도 3c는 고객 인증이 완료된 후 화면에 출력된 주문 관리 프로그램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객 인

증이 완료된 이동통신 가입자의 상품 구매 내역 및 결제 대금액, 적립된 쿠폰(스탬프) 개수 등이 320에 출력된다. 가맹점의

관리자는 대금 결제를 위해 '결제 단계' 버튼(330)을 선택하여 대금 결제를 수행한다. 이 때, 이동통신 가입자는 적립된 쿠

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적립된 쿠폰을 사용하고자 하면, 가맹점의 관리자는 '할인' 버튼(340)을 선택한

다.

도 3d는 적립된 쿠폰을 사용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c에서 가맹점 관리자가 '할인' 버튼(340)을 선택하

면 화면에는 3C와 같이 출력되고 다시 '서비스' 버튼(350)을 선택하면, 3D와 같이 출력된다. 이 때, 화면에는 이동통신 가

입자의 적립된 쿠폰의 수에 따라 사용 가능 잔수(360)가 출력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3D와 같이 출력된 화면에서 사용하

고자 하는 적립 쿠폰을 선택하면 가맹점 관리자가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적립된 쿠폰은 최종적으로 사용되

게 된다.

도 3a 내지 도 3d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스탬프 이벤트가 발생하여 가맹점 관리자에 의해 전술한 절차가 처리되면 POS

시스템의 주 서버인 POS 서버(110)는 입력된 데이터 값을 연산하여 결과값을 생성하고 생성된 결과값을 통해 쿠폰 적립

현황을 집계한다(S220). 쿠폰 적립 현황을 집계한 POS 서버(110)는 인터넷(120)을 통해 고객 관리 서버(130)에 접속하여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송신한다(S230).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고객 관리 서버(130)는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왑 페이지를 구성한다(S240). 왑 페이지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는 과정에서 설명

하기로 한다.

왑 페이지를 구성한 고객 관리 서버(130)는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동통신망(140)의 SMS 서비스

를 이용하여 단문 메시지로서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한다(S250). 여기서, 단문 메시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단문

메시지일 수도 있고, 콜백 단문 메시지일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는 스탬프 이벤트가 발생

하였다는 사실을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정보로서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 중에서 주요 사실(예를 들면,

발생 일시, 쿠폰 적립 개수 등)만을 추출한 정보이다. 후술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동통신 가입자는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자신이 적립한 쿠폰의 개수와 적립 일시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용에 대처

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160)는 고객 관리 서버(130)로부터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여

구비된 화면에 출력한다(S260).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화면에 출력된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신한 단문 메시지가 콜백 단문 메시지인 경우에는 콜백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통해 이동통신망

(140)을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버(130)에 접속하거나 수신한 단문 메시지가 단순한 단문 메시지인 경우에는 특성 번호로

발신함으로써 이동통신망(140)을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버(130)에 접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 단말기(160)는 이동

통신 가입자로부터 전술한 바와 같이 연결 선택이 입력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270). 이동통신 단말기는 단계 S270의

판단 결과, 연결 선택이 입력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망(140)을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버(130)가 구성한 왑 페이지에 접속

하여 쿠폰 적립 현황을 확인하거나 쿠폰 관리 서비스를 수행한다(S280).

도 4a 내지 도 4g는 이동통신 단말기(160)로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한다. 도 4a는 이동통신 단말기(160)가

특성 번호를 이용하여 발신함으로써 고객 관리 서버(130)에 처음 접속할 때 출력되는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4A와 같이

출력된 화면에서 스탬프 가입하기를 선택하면 4B와 같이 회원 가입 여부를 묻는 화면이 출력되고 '확인'을 선택하면 회원

가입 절차가 완료되어 4C와 같이 출력되는 주 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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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b는 단계 S210과 같은 스탬프 이벤트 발생 시에 수신한 단문 메시지를 출력한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4D는 상품 구

매 후에 수신한 단문 메시지를 출력한 이동통신 단말기(160)의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고, 4E는 적립된 쿠폰을 사용한 후에

수신한 단문 메시지를 출력한 이동통신 단말기(160)의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4D 또는 4E와 같이 수

신한 단문 메시지를 확인하여 적립된 쿠폰을 관리하고 콜백 단문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고객 관리 서버

(130)에 접속하여 쿠폰 적립 현황을 확인하고 쿠폰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 4c는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의 주 페이지가 출력된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동통신 단말기(160)에서 특성 번호를 이

용하여 발신하거나 도 4b의 4D 또는 4E에서 '연결'을 선택하면 도 4c와 같은 주 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주 페이지에는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가맹점 브랜드 이름 및 심벌(Symbol) 이미지

(410)가 상단에 위치할 수 있고, 주 페이지에서 적립된 쿠폰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 처리된 적립 쿠폰 개수

(420)가 표시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와 연계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진행 이벤트(430)가 표

시될 수 있으며, 선물 받은 쿠폰 및 쿠폰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탬프 내역(440)이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가맹

점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메시지(450) 및 이동통신 가입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서비스(460)가

표시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용 안내

(470)가 표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4c의 주 페이지에 구성된 컨텐츠 메뉴를 이용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도 4d는 적립 쿠폰 관리 서

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c의 주 페이지에서 스탬프 내역(440)을 선택하면 4F와 같이 컨텐츠

메뉴가 구성되어 적립된 쿠폰 내역을 확인하거나 적립된 쿠폰을 다른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선물할 수 있다. 4G는 적립된

쿠폰 내역을 표시한 화면을 나타낸 도면으로 적립된 쿠폰 개수와 적립 일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4H 내지 4J는 적립된 쿠

폰을 타인에게 선물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4H에서 선물할 쿠폰 개수와 수신할 이동통신 가입자의 이동통신 전화번

호를 입력하여 확인을 선택하면 선물하기가 완료된다. 이 때,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수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4J는 각 경우에 출력되는 화면을 나타낸다.

도 4e는 가맹점에서 입력한 홍보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후술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겠지만, 가맹점에

서는 POS 서버(110)를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버(130)에 접속하여 다양한 홍보 메시지를 입력 및 등록하여 마케팅에 활용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된 메시지가 홍보 메시지(450)에 표시된다. 도 4c의 주 페이지에서 홍보 메시지(450)를 선

택하면 4K와 같이 각 상품별, 일시별 목록이 표시되고, 그 중 하나의 목록을 선택하면 4L과 같이 선택된 목록의 상품에 대

한 홍보 메시지가 출력된다.

도 4f는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c의 주 페이지에서 맞춤 서비스(460)

를 선택하면 4M과 같이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의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4N과 같이 그 상품

의 여러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메뉴에 따라 4O 또는 4P로 진행하여 각 경우에 따라 지시선대로 진행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가맹점에서 POS 서버(110)를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버(130)에 접속하여 고객 관리 서버(130)가 제공하는 마

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OS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마케팅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이다.

단계 S210과 같은 스탬프 이벤트 발생 시에 단계 S230에서 POS 서버(110)로부터 쿠폰 적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고객 관리 서버(130)는 단계 S240과 같이 왑 페이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쿠폰 적립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

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현황 및 성향, 이동통신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정도, 이용 시간, 상품 선호도 등의 마케

팅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구비된 데이터베이스(미도시)에 저장한다. 또한, 고객 관리 서버(130)는 저장된 마케

팅에 관한 정보를 웹 페이지에 구성한다. 가맹점에서는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POS 서버(110)를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

버(130)에 접속하여 전술한 웹 페이지에 구성된 마케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다(S510).

도 6a 내지 도 6h는 고객 관리 서버(130)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a는

가맹점의 관리자가 POS 서버(110)를 이용하여 고객 관리 서버(130)에 의해 구성된 웹 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웹 페이지에는 마케팅 서비스를 위한 게시판 등록(610), 고객 CRM 등의 서비스를 위

한 메뉴가 구성된다. 고객 CRM 서비스는 다시 CRM 통계(620) 서비스, SMS 관리(630) 서비스, 고객 정보 관리(640) 서비

스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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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리 서버(130)는 접속한 POS 서버(110)에 의해서 메뉴가 선택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520). 이 때, 게시판 등록

(610) 메뉴가 선택되어 도 6a와 같이 도시된 화면에서 'Today's Coffee' 버튼이 선택되면 홍보 메시지를 등록하기 위한 웹

페이지가 도 6b와 같이 화면에 출력된다. 고객 관리 서버(130)는 도 6b에서 '등록' 버튼 선택되어 홍보 메시지가 입력되면

웹 페이지에 등록하여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입력된 홍보 메시지를 왑 페이지에 구성함으로써 왑 페이지에 접속한 이동통신

단말기(160)의 화면에 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력시킨다. 또한, 도 6b에서 '이벤트' 버튼이 선택되어 진행 이벤트 정보

가 입력되면 홍보 메시지의 경우와 같이 웹 페이지에 등록하여 도 6c와 같이 구성하고 왑 페이지에 등록한다(S530).

또한, 고객 관리 서버(130)는 고객 CRM이 메뉴가 선택되면 하위 메뉴가 선택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540). 이 때, SMS

관리(630) 버튼이 선택되면 도 6d와 같이 발송 완료했거나 발송 대기 중인 단문 메시지의 목록을 표시함으로써 가맹점에

서 SMS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목록 중에 하나가 선택되면 도 6e와 같이 그 상세 내역을 표시한다. 그리고, 선택

된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전송할 홍보 메시지, 전송 시간, 예약 또는 발송 여부 등을 입력 받아(S550) 이동통신망(140)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60)로 전송한다(S560). 또한, CRM 통계(620) 버튼이 선택되면 도 6f와 같이 가맹점의 모든

하위 점포들의 쿠폰 이용 내역을 쿠폰 현황별, 상품별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S570). 도 6g는 상품별로 쿠폰 이용 내역

을 표시한 도면이다. 또한, 고객 정보 관리(640) 버튼이 선택되면 도 6h와 같이 가맹점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모든 이동통

신 가입자들을 목록화하여 표시하고 각 이동통신 가입자별로 이동통신 전화번호, 성별, 연령, 등록일, 적립 쿠폰 개수 등의

고객 정보를 표시한다(S580). 가맹점에서는 고객 관리를 위해 고객 정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이동통신 가입자에

게 스탬프를 수동으로 적립해 줄 수도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

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에는 쿠폰 적립 및 사용 시마다 쿠폰 사용 현황을 바

로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쿠폰을 휴대 또는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쿠폰 관리가 용이해지고 그

로 인해 쿠폰 사용 빈도가 높아져서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의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CRM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고객별, 지역별, 매장별로

차별화하여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함으로써 꾸준

한 고객 확보 및 신규 고객 창출을 유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판매 시점 관리(POS : Point of Sales Management, 이하 'POS'라 칭함) 시스템과 연동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스탬프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입력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를 인증하고 쿠폰을 적립하고, 쿠폰 적립 현황

에 관한 정보 등을 송신하며, 상기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받는 POS 서버;

상기 POS 서버와 연결되어 상기 쿠폰 적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쿠폰 적립 현황을 정리 및 저장하고 상기 마케팅

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수집 및 생성하며 상기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연결되어 상기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여 상기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관리 서버; 및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무선으로 연결되고 상기 고객 관리 서버와 연결되어 상기 고객 관리 서버의 요청에 따라 상기 스

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송신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의 요청에 따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 관리 서버와 연결하는 이동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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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POS 서버는,

상기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상기 고객 관리 서버로 송신하고 상기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주문 관리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 관리 서버는,

상기 쿠폰 적립 현황을 이동통신 가입자별로 정리 및 저장하고 상기 쿠폰 적립 현황을 이용하여 웹(Web) 페이지 및 왑

(WAP :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

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 관리 서버는,

고객 관계 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이라 칭함) 통계 서비스, 단문 메시지 서비스 관

리 서비스, 고객 정보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상기 마케팅 서비스를 상기 POS 서버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

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 관리 서버는,

상기 POS 서버의 요청에 따라 홍보 메시지를 상기 이동통신망이 제공하는 상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 송신함으로써 상기 단문 메시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 관리 서버는,

쿠폰 이용 내역을 쿠폰 현황별 및 상품별로 집계하여 상기 POS 서버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CRM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 관리 서버는,

상기 POS 서버로 이동통신 가입자별로 이동통신 전화번호, 성별, 연령 및 적립 쿠폰 개수를 포함하는 고객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상기 고객 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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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콜백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 관리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

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특성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 관리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 번호는,

특성 코드와 특정한 번호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1.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점 관리(POS : Point of Sales Management, 이하 'POS'라 칭함) 서버, 고객 관리 서버, 이동통신

망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POS 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스탬프 이벤트가 발생하는 단계;

(b) 상기 스탬프 이벤트의 발생에 따른 쿠폰 적립 현황을 집계한 상기 POS 서버로부터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신

하는 단계;

(c) 상기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왑(WAP :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페이지를 구성하는 단계;

(d)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

(e)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 및

(f)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상기 쿠폰 적립 현황 또는 상기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POS 서버는,

상기 스탬프 이벤트 발생 과정에서 입력된 데이터 값을 연산하여 결과값을 생성하고 생성된 결과값을 통해 쿠폰 적립 현황

을 집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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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는,

(d1) 상기 쿠폰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 중에서 발생 일시 및 쿠폰 적립 개수를 포함하는 주요 사실만을 추출하여 상기 스탬

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d2) 상기 스탬프 이벤트 발생에 관한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망이 제공하는 상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콜백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 관리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특성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 관리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 번호는,

특성 코드와 특정한 번호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스탬프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7.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점 관리(POS : Point of Sales Management, 이하 'POS'라 칭함) 서버, 고객 관리 서버, 이동통신

망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POS 시스템과 연동하여 상기 POS 서버로 쿠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마케팅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웹(Web) 페이지를 구성하는 단계; 및

(b) 상기 웹 페이지에 접속한 상기 POS 서버로부터 메뉴 선택 신호를 수신하여 게시판 등록 서비스, 고객 관계 관리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이라 칭함) 통계 서비스, 단문 메시지 서비스 관리 서비스, 고객

정보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상기 마케팅 서비스를 상기 POS 서버로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케팅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는,

공개특허 10-2006-0034983

- 11 -



쿠폰 적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자의 현황 및 성향, 이동통신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정도, 이용 시간

및 상품 선호도를 포함하는 마케팅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생성하고 구비된 데이터베이스(미도시)에 저장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마케팅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상기 POS 서버로부터 수신한 메뉴 선택 신호가 상기 게시판 등록 서비스를 선택하는 신호인 경우에는 상기 POS 서버로부

터 홍보 메시지를 입력 받아 웹 페이지에 등록하고 상기 홍보 메시지를 왑 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케팅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상기 POS 서버로부터 수신한 메뉴 선택 신호가 상기 CRM 통계 서비스를 선택하는 신호인 경우에는 쿠폰 현황별 및 상품

별로 집계된 쿠폰 이용 내역을 상기 POS 서버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케팅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상기 POS 서버로부터 수신한 메뉴 선택 신호가 상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 관리 서비스를 선택하는 신호인 경우에는 전달

메시지, 전송 시간, 예약 또는 발송 여부를 포함하는 홍보 메시지를 입력 받고 상기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케팅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상기 POS 서버로부터 수신한 메뉴 선택 신호가 상기 고객 정보 관리 서비스를 선택하는 신호인 경우에는 이동통신 가입자

들을 목록화하여 표시하고 이동통신 가입자별로 이동통신 전화번호, 성별, 연령, 등록일 및 적립 쿠폰 개수를 포함하는 고

객 정보를 상기 POS 서버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케팅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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