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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과제는 높은 보안을 확보하면서 용이하게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찾아내어 개인 인증을 하는 측에 송신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는 이동단말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과제는 이동단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서버와 무선

구간을 갖는 통신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정보 서버에서 이 이동단말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이용자 정보에

기초하여 이 이동단말의 인증을 하는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생

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생체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에서, 상기 판독 수

단에 의해 판독된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한다고 보였을 때, 상기 이용자 정보를 정보

서버에 송신하도록 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 의해 해결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이동단말, 전자 상거래, 모바일 벵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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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에 관련된 이동단말 인증 방법이 적용되는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

도 2는 도 1에 나타내는 이동단말의 블럭도,

도 3은 지문 데이터의 초기 등록 순서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도 4는 사용자 데이터의 등록 순서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도 5는 사용자 데이터 관리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도 6은 실시의 형태 1에 있어서의 정보 서버에의 사용자 데이터 초기 등록 순서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7은 사용자 데이터를 송신할 때의 이동단말의 표시 화면예를 나타내는 도,

도 8은 실시의 형태 1에 있어서의 통상 이용시의 처리 순서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9는 실시의 형태 2에 있어서의 지문 데이터 등을 초기 등록할 때의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10은 실시의 형태 2에 있어서의 통상 이용시의 처리 순서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11은 지문 인증을 필요로 하는 메뉴에 들어가는 경우의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12는 지문 인증이 여러 차례 NG 이었던 경우의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13은 복수의 지문 데이터 등을 초기 등록할 때의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 그리고

도 14는 복수 지문 인증을 할 때의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이동단말

20　통신사업자망(PDC－P망)

21　무선부

22　신호 처리부

23　제어부

24　생체 정보 판독부

25　데이터 기억부

26　표시부

27　입력부

28　마이크로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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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스피커부

30　타이머

100　인터넷

200　점포 사업자 A용 서버

300　점포 사업자 B용 서버　

400　C은행용 서버

500　D증권용 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단말 인증 방법 및 이동단말에 관한 것으로, 자세하게는 이동 통신망과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상거래나 모바일 벵킹(mobile banking) 등의 거래를 할 때의 사용자의 인증 방법 및 그 인증 방법용에 이용되는 이동

단말에 관한 것이다.

최근,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을 배경으로 일반소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상품 구입 등의 거래를 하는 전자 상거래나 예금의 잔고 조회나 입출금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모바

일 벵킹 등이 번성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행해지는 쇼핑 등의 상거래에는, 그 거래의 결

제를 할 때에 개인 인증이 이루어진다. 이 개인 인증이라는 것은 통신 상대가 신청자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증 방법으로서 패스워드 방식이 있다. 이 패스워드 방식은 사용자 ID와 패스워드의 조합에 의해 인

증을 하는 것이고, 상기 통신 네트워크 상의 상거래 이외에도, 시스템에 로그인 할 때 등에도 이용된다. 또, 다른 개인 인증

방법으로서 생체 정보, 예를 들면, 지문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식을 하는 기술이 최근 화제로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개

평 4－352547, 특개평 4－352548에는, 지문 인증을 휴대전화 내에서 하고, 그 인증이 취해진 경우에만 그 인증이 취해진

개인의 전화번호로부터의 발신이 이루어지는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또한, 특개 2000－307715, 특개 2000－59501에는,

생체 정보(지문, 눈동자)의 대조 결과에 기초하여 휴대전화의 발신 허가/불가를 제어하는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은 개인 인증을 휴대전화 내에서 하고 이 휴대전화의 기능을 유효/무효로 하는 것이고,

각 금융기관이나 점포 등이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의 결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서버 측에서의 개인 인증을 실현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동단말 사용자가 이동 통신망(예 : PDC－P망)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 상의 전자 상거래나 모바일

벵킹 등을 이용(예 : 결제 등) 할 때에는, 거래처마다 다른 사용자 데이터(예 : 사용자 데이터=사용자 ID와 패스워드로 구

성)를 이동단말로부터 그때마다 입력하여 상기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결제 서버 등에 송신할 필요가 있다. 이 서버 측

에서는 이와 같이 하여 이동단말로부터 얻은 사용자 ID와 패스워드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인증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동단말 사용자가 통신 네트워크 상의 전자 상거래나 모바일 벵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 사용자는 거래마다

그 거래처의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찾아내고, 손에 의한 입력에 의한 조작을 이동단말 상에서 행하고 해당의 사용자 ID

와 패스워드를 송신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거래처마다 다른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엄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많은

거래처와 거래가 있는 사용자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거래처의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타인에게 훔쳐 보여지지 않도록 관

리하기에는 수고가 들어 버리는 것이 실정이다. 또, 노력하여 해당의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찾아내어도 손에 의한 입력

으로 해당의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때문에, 잘못된 입력이 있거나 하면 처음부터 입력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사용자에 있어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의 입력 조작은 번잡한 것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의 제 1 과제는 높은 보안을 확보하면서 용이하게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찾아내어 개인 인증을 하는 측

에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동단말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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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의 제 ２ 과제는 이러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 따라 개인 인증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동단말을 제공하는 것이

다.

상기 제 1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청구항 1에 기재되듯이, 이동단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서버와 무선 구간

을 갖는 통신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정보 서버에서 이 이동단말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이용자 정보에 기초

하여 이 이동단말의 인증을 하는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생체적

인 특징을 나타내는 생체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에서,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한다고 보였을 때, 상기 이용자 정보를 정보 서버

에 송신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서는, 이동단말의 사용자의 생체 정보(예 : 지문 등의 생체 정보) 인증이 이루어지고, 그 인증

을 통과했을 때만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 정보(=사용자 데이터 : 사용자 ID나 패스워드 등의 인증용 정보)가 읽어내어

진다. 이와 같이 하여 읽어내어진 이용자 정보는 소정의 화면 표시되므로, 사용자는 이용자 정보의 확인을 하는 것만으로

이 이용자 정보의 송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 ID나 패스워드를 그때마다 입력하던 종래와 비해 입력 조작이 간단

하게 된다. 또, 생체 정보 인증이 OK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 정보를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악의가 있는 제삼자가 이동단

말을 습득해도 이용자 정보를 훔쳐보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높은 보안을 확보하면서 사용자는 간단

하게 이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보다 보안을 높인 이동단말의 인증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본 발명은 청구항 2에 기재되듯이, 상기 이동단

말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정보는 상기 생체 정보의 인증 처리에 관련된 정보로 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서는, 생체 정보의 인증을 마친 이동단말로부터 생체 정보의 인증에 이용된 인증 알고리즘과

관련된 정보가 정보 서버에 송신된다. 이 때문에, 정보 서버 측은 이 이동단말이 생체 정보에 의한 인증을 통과한 것인 것

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인증을 통과한 이동단말이 어떠한 생체 정보의 인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증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동단말을 인증하는 정보 서버 측에서 미리 사용자의 인증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 생체 정보의 인증 알

고리즘을 특정해 두면, 그 특정된 인증 알고리즘에서 인증되고 있지 않은 이동단말로부터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보다 높은 보안의 이동단말의 인증이 가능해진다.

또, 더욱 보안을 높인 이동단말의 인증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본 발명은 청구항 3에 기재되듯이, 상기 이

동단말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정보는 상기 생체 정보의 인증 처리에 관련된 정보와 그 처리의 이력을 나타내는

정보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서는, 상기 이용자 정보에 생체 정보의 인증에 이용된 인증 알고리즘과 관련된 정보에, 또한

그 인증 알고리즘의 버젼(version)과 관련된 정보를 더하여 정보 서버 측에 송신함으로써, 이 정보 서버 측에서는, 보다 엄

격한 이동단말의 인증 조건의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더욱 보안이 높은 이동단말의 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이동단말과 인증을 하는 정보 서버 측에 미리 등록해 둠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이동단말의 인증이 가

능하게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본 발명은 청구항 4에 기재되듯이, 이동단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서버와 무선 구

간을 갖는 통신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정보 서버에서 이 이동단말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이용자의 생체 정

보에 기초하여 이 이동단말의 인증을 하는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의 생체 정보가 상기 이동단말과 상

기 정보 서버에 미리 등록되고, 상기 이동단말은,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에서,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

체 정보와 일치한다고 보였을 때, 상기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상기 정보 서버에 송신하도록 구성된

다.

이러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서는, 이동단말은 생체 정보를 정보 서버에 송신함과 동시에, 자기 이동단말 내에도 이 정보

서버에 송신한 생체 정보와 동일한 것을 등록한다. 이동단말은 생체 정보의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보 서버로부터 받을

때에 입력된 생체 정보와 미리 등록된 생체 정보의 인증이 OK로 되었을 때만, 그 입력된 생체 정보를 정보 서버에 보내도

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동단말은 정보 서버 측에 등록되어 있는 생체 정보와 동일한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고,

그 인증에서 OK로 된 생체 정보를 정보 서버에 보내므로, 이 정보 서버에서의 인증에서는 에러로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 결과, 이동단말로부터 생체 정보를 몇 번이나 송신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여분의 통신료의 삭감을 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청구항 5에 기재되듯이, 상기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인증 시에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한다고 보였을 때에, 도달하기까지 이루어진 상기 인

증의 회수가 소정 회수를 넘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이 판정에서, 상기 인증 회수가 소정 회수를 넘었다고 판정될 경우

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 입력된 비밀번호와 미리 등록된 비밀번호의 대조를 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서는 만일 타인의 생체 정보를 허용하여 인증이 되었다고 해도, 패스워드 입력을 부과함으로

써 악의가 있는 제삼자로부터의 이용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발명은 청구항 6에 기재되듯이, 상기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이용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의

조합 및 순서를 이용자의 생체 정보로서 미리 등록하고, 이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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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에서,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이용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했다고 판정되었을 때에 상기 이용자를 정당한 이용자로 간주하도록 구성

된다.

이러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서는, 이동단말 사용자의 인증을 할 때, 이 사용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의 조합 및 순서가 모두

일치했을 때에 한정하여 인증을 OK로 한다. 즉, 이 사용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의 조합이나 순서를 고려함으로써 1회의 생

체 정보에 의한 인증보다도 높은 보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상기 제２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청구항 7에 기재되듯이, 이동단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서버와 무선

구간을 갖는 통신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정보 서버에서 이 이동단말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이용자 정보에

기초하여 이 이동단말의 인증이 이루어지는 이동단말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생체적

인 특징을 나타내는 생체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는 개인 인증 수단과, 그 인증에서,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한다고 보였을 때, 상기 이용자

정보를 정보 서버에 송신하는 이용자 정보 송신 수단을 가지도록 구성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도면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에 관련된 이동단말 인증 방법이 적용되는 통신 시스템은 예를 들면 도 1에 나타내듯이 구성된

다.

도 1에 있어서, 이 통신 시스템은 각 사용자가 휴대하는 이동단말(10)을 이용하여, 통신사업자망(20)(예를 들면, 이동 통신

용의 PDC-P(Personal Digital Cellular-Packet) 망)과 인터넷(100)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점포나 사업자 등이 상품

구입에 관련된 결제 등에 이용하는 서버(이하,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점포 사업자 B용 서버(300)이라고 한다) 혹은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거래의 결제 등에 이용하는 서버(이하, C은행용 서버(400), D증권용 서버(500)이라고 한다)와 통신

을 함으로써 개인 인증에 기초하여 각종 결제 처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도 1에 있어서 이동단말(10)이

PDC－P망(20) 중의 무선 노드(예 : 무선 기지국)와 무선통신을 하고, 인터넷(100)을 통해 각 서버(200∼500)와 각종 결

제를 위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이동단말(10)과 거래처로 되는 각 서버간(200∼500)에는 상거래 시에 틀림

없이 본인인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한 개인 인증을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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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상기 이동단말(10)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도 2에 있어서, 이 이동단말(10)은 무선부(RF/IF)(21), 신호 처리부(22), 제어부(23), 생체 정보 판독부(24), 데이터 기억

부(25), 표시부(26), 입력부(27), 마이크로폰부(microphone part)(28), 스피커부(speaker part)(29), 및 타이머(30)를 구

비하여 구성된다.

무선부(21)는 신호 처리부(22)로부터 출력되는 기저대역 신호를 변조하여 무선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과 안테나부

로부터 입력된 무선 주파수 신호를 복조하여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다. 신호 처리부(22)는 주로 마이크로

폰부(28)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음성을 음성 부호화 처리를 하여 디지탈 신호 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체 정보

판독부(24)는 소정부(predetermined part)로부터 입력된 지문, 망막 패턴, 성문(聲紋), 얼굴의 윤곽 등의 생체 정보를 판

독하여 제어부(23)에 보낸다. 타이머(30)는 입력부(27)로부터의 입력 방치 시간을 감시하기 위한 시간설정 등에 이용된다.

제어부(23)는 이 이동단말(10)의 각부의 제어를 한다. 예를 들면, 생체 정보 판독부(24)로부터 보내져 온 상기 생체 정보의

추출 처리를 하고, 그 추출 처리에서 얻은 특징 데이터를 데이터 기억부(25)에 보낸다. 데이터 기억부(25)는 그 특징 데이

터의 기억을 한다. 이 예에서는, 생체 정보 판독부(24)로부터의 생체 정보의 원래 데이터(raw rata)를 그대로 기억하지 없

고, 제어부(23)에서 일단 생체 정보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데이터 기억부

(25)에 기억시키는 생체 정보는 물론 원래 데이터이어도 좋다.

또, 제어부(23)는 데이터 기억부(25)에 기억된 생체 정보와 생체 정보 판독부(24)로부터 입력된 생체 정보를 읽어내 대조

하는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제어부(23)는 다이얼 번호나 각종 명령 등을 입력하는 입력부(27), 각종 데이터 및 본 발명과 관련된 개인 인증에 필요

한 정보의 표시를 하는 표시부(26)가 접속되어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이동단말 인증과 관련되는 생체 정보(=데이터)의 초기 등록 순서에 대해서 도 3을 참조하면서 설명한

다. 또, 생체 정보로서는 지문, 망막 패턴, 얼굴의 윤곽, 음성 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문」을 생체 정보로서 적용할

경우에 대해서 이 이후의 설명을 진행한다.

도 3에 있어서, 사용자가 이동단말(10)을 기동하면, 표시부(26)에 메뉴 일람(一覽)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그 메뉴 일람 중

에서 지문 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패스워드 입력 요구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사용자로부터 패스워드의 입력이 이루어

지면(S1), 그 입력된 패스워드와 미리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패스워드(데이터 기억부(25)에 이미 등록)의 대조(=인증)가

제어부(23)에서 행해지고(S2), 그 대조에서 「OK」로 판정되었을 때는(S2에서 OK), 패스워드에 의한 인증이 정상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되고 다음의 처리로 이행한다. 상기 대조에서 「NG」(아님)로 판정되었을 때는(S2에서 NG), 패스워드 입

력 화면으로 돌아간다.

상기 대조 결과가 「OK」(S2에서 OK)의 경우, 이어서 지문 정보(이하, 지문 데이터라고 한다)의 등록 처리를 한다(S3).

예를 들면, 이 지문 데이터의 등록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 등록된다.

우선, 사용자가 자신의 지문을 생체 정보 판독부(24)의 소정부에 두면, 이 생체 정보 판독부(24)에서 지문 데이터가 판독된

다. 이 판독된 지문 데이터는 제어부(23)에서 추출된 후, 데이터 기억부(25)에 보내져 기억된다.

이와 같이 하여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가 데이터 기억부(25)에 정상적으로 기억되는(S4에서 성공) 지문 데이터의 추가등록

의 유무가 판정된다(S5). 이 판정(S5)에서 지문 데이터의 추가등록 있음으로 판정되었을 때(S5에서 있음)는 (S3)∼(S4)까

지의 처리를 하고 지문 데이터의 추가등록을 하지만, 상기 판정(S5)에서 지문 데이터의 추가등록 없음으로 판정되었을 때

(S5에서 없음)는 일련의 지문 데이터 등록 처리가 완료가 된다. 또, 상기 지문 데이터가 데이터 기억부(25)에 정상적으로

등록특허 10-0603960

- 6 -



기억되지 않았던 경우(S4에서 실패)는 지문 데이터 등록 처리의 재시도가 이루어진다(S3). 이 예에서는, 지문 데이터의 등

록 건수를 3건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지문 데이터 3건이 등록되지 않으면 지문 데이터의 초기 등록은 완료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즉, 상기 지문 추가등록의 판정(S5)에서는 지문 추가등록의 건수가 3건에 도달했는지 아닌지가 판정되게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를 등록하는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을 했지만 지문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는,

등록 순서와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증을 통과한 후 지문 데이터의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하여, 지문 데이터가 이동단말(10) 내의 데이터 기억부(25)에 등록되면,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의 등록을 한다.

사용자 데이터라는 것은 사용자를 인증할 때에 이용되는 데이터이고, 그 사용자 데이터의 포맷(format)은, 예를 들면, 사

용자 ID 10 자리수 이하 ＋ 패스워드 10 자리수 이하로 구성된다. 이 예에서는 사용자 데이터의 등록 가능 건수의 상한을

10건으로 가정한다. 또,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는, 이동단말(10)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상거래 요구)에 기초하여 전자 상점

을 운영·관리하는 서버(이 예에서는,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점포 사업자 B용 서버(300)에 상당)나 금융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서버(이 예에서는, C은행용 서버(400), D증권용 서버(500)에 상당)로부터 발행되는 것으로, 이 예에서는 이 사

용자 ID와 패스워드는 상기에 나타낸 각 서버(200∼500)로부터 이미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설명한다.

사용자 데이터의 등록 순서는 예를 들면 도 4에 나타내는 순서에 따라 행해진다.

도 4에 있어서, 사용자가 이동단말(10)로부터 소정의 입력 조작을 하여 사용자 데이터 등록 메뉴에 들어가면, 지문 인증 요

구가 표시부(26)에 표시되고(S11), 소정의 지문 인증 처리를 한다(S12). 여기서 행해지는 지문 인증 처리(S12)는 데이터

기억부(25)의 소정 영역(예를 들면, A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 데이터와 사용자가 사용자 데이터를 등록할 때에 이동

단말(10)로부터 입력한 지문 데이터(예 : 데이터 기억부의 B 영역에 저장)를 제어부(23)에 읽어내어 대조(인증)(S13) 하는

처리이다. 그 지문 인증 처리(S12)에서 인증이 「OK」로 판정되었을 때(S13에서 OK)는, 사용자 데이터의 등록 처리로 이

행한다. 그러나, 상기 지문 인정 처리(S12)에서 인증이 「NG」로 판정되었을 때(S13에서 NG)는, 사용자 데이터의 등록

처리로 진행할 수 없고, 재차 지문 인증 처리를 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하여 지문 인증 처리에서의 인증이 「OK」로 판정된 경우(S13에서 OK), 사용자에 의해 사용자 데이터가 입

력부(27)로부터 입력된다.

우선, 사용자는 거래처, 예를 들면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로부터 발행된 사용자 ID(S14)와 패스워드(S15)를 입력한

다. 이 입력된 문자 등에 잘못이 없는지 어떤지 표시부(26)에 표시되는 확인 화면 표시를 보고 확인(S16)하고, 잘못이 없으

면 입력의 확정 조작(예 : 입력 결정 버튼 등을 누른다)을 한다. 또, 이 예에서는 디폴트(default)로 사용자 ID를 사용자 데

이터 명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하여 사용자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하면, 마찬가지로, 점포 사업자 B용 서버(300), C은행용 서버(400), 및 D증

권용 서버(500)에 대해서 상기와 같은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이 완료하면, 예를 들면, 도 5에 나타내는 것 같은

테이블(이하, 사용자 데이터 관리 테이블과 칭)로서 데이터 기억부(25) 내에 보유된다. 이 사용자 데이터 관리 테이블은,

예를 들면, 휴대전화기 등에 갖춰져 있는 전화번호부와 같은 것으로, 등록 No.(번호)를 지정하면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표시부(26)에 표시시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용자 데이터 테이블은, 예를 들면 왼쪽으로부터 등록 번호(①), 사용자 ID(②), 패스워드(③), 비고(거래처명 등)(④)

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 예에서는, 1건 째의 사용자 데이터(등록 No. 1)에, 사용자 ID 「12345···(점포 사업자 A용)」와 패스워드, 2건 째의 사

용자 데이터(등록 No. 2)에, 사용자 ID 「123 ab···(점포 사업자 B용)」와 패스워드, 3건 째의 사용자 데이터(등록 No. 3)

에, 사용자 ID 「ABCDE···(C은행용)」와 패스워드, 4건 째의 사용자 데이터(등록 No. 4)에, 사용자 ID 「ABCab···(D증

권)」와 패스워드가 각각 등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사용자 데이터는 상기와 같은 사용자 데이터 관리 테이블에 미리 등록된다. 그 때문에,

사용자는 이 사용자 데이터 관리 테이블을 호출하여 참조하는 것만으로 거래처마다의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즉석에서

한편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또, 사용자 데이터 관리 테이블의 등록 번호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해당하는 사용자 ID

와 패스워드를 아는 것도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이 향상한다.

상술한 것처럼, 사용자 데이터의 등록에는 지문 인증이 정상적으로 인증되고 나서가 아니면 등록 처리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사용자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할 때에도 지문 인증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높은 보안의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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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지문 인증에 기초하여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 상거래나 모바일 벵킹 등의 상거래를 하는 경우의 실시의 형태

(실시의 형태 1)에 대해서 도 6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우선, 거래처의 서버 측에 사용자 데이터를 사전 등록(=초기 등록) 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 이 이후 거래처의 서

버 측으로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를 대표로 하여 설명을 한다.

(실시의 형태 1)

(초기 등록)

도 6에 있어서, 이동단말(10) 사용자는 표시부(26)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자 등록 화면으로부터 사용자 ID·패스워드 요구

화면에 들어가면(S21), 메뉴 버튼 등을 눌러, 그 메뉴 화면으로부터 지문 인증 메뉴를 호출하고(S22), 지문 인증을 선택한

다. 이와 같이 하여 지문 인증이 선택되면 지문 인증이 이루어진다(S23). 그 지문 인증에서 인증 결과가 「OK」로 판정되

었을 때(S24에서 OK)는, 제어부(23)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용자 데이터를 데이터 기억부(25)로부터 읽어내어(S25)(이 경

우, 점포 사업자 A의 사용자 데이터가 읽어내어진다), 표시부(26)에 표시한다. 예를 들면, 표시부(26)에는 도 7에 나타내

는 것 같은 사용자 데이터(사용자명과 패스워드)가 표시된다.

이동단말(10)의 사용자는 표시부(26)에 표시된 사용자 데이터(사용자명과 패스워드)가 해당의 것인 것을 확인한 후, 그 표

시부(26)의 좌하부에 표시되어 있는 「송신」버튼(도 7 참조)을 누른다(S26). 이와 같이 하여 사용자 데이터의 송신 버튼

이 사용자에 의해 눌러지면, 이동단말(10)로부터 사용자 데이터(사용자 ID·패스워드)와 그 이동단말(10)의 제조 번호 정보

가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송신된다(S27).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는 이동단말(10)로부터 수신한 사용자 데이터와 제조 번호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이동단말(10)

의 인증을 이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측에서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하여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이동단말(10)로부터 수신한 사용자 데이터와 제조 번호 정보의 초기 등록

이 완료 한 후에, 사용자가 전자 상거래나 모바일 벵킹 등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는 도 8을 참조하면서 설명을 한다. 이 예에서는 이동단말(10)의 사용자가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점

포 사업자 A로부터 있는 상품을 발주하고, 그 상품의 결제를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진행한

다.

우선, 이동단말(10) 사용자는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상에 개설되어 있는 상품 카탈로그 등을 열람하고 구입하고 싶

은 상품을 찾아내면, 구입 희망 상품의 상품 번호 등을 소정의 화면으로부터 입력하여 이 구입 희망 상품의 구입을 결정한

다. 이와 같이 하여 구입 희망 상품이 결정되면, 이동단말(10)로부터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대해 결제 요구를 나타

내는 신호가 송신되고, 이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로부터 사용자 ID와 패스워드의 요구가 이동단말(10)에 대해서 행해

진다.

도 8에 있어서, 이동단말(10) 사용자는 사용자 ID와 패스워드의 입력 요구가 되면(S31), 메뉴 일람 화면으로부터 지문 인

증 메뉴를 호출하고(S32), 지문 인증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하여 지문 인증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면, 지문 인증 처리

(S33)를 하고, 이 지문 인증 처리(S33)에서 인증 결과가 「OK」로 판정되었을 때는(S34에서 OK), 제어부(23)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용자 데이터를 데이터 기억부(25)로부터 읽어낸다(S35). 예를 들면, 사용자는 도 5에 나타내는 사용자 데이터 관

리 테이블을 전화번호부를 조작하는 것 같은 순서로 참조하여, 해당의 사용자 데이터, 예를 들면, 이 경우, 점포 사업자 A

의 사용자 데이터(사용자 ID 「12345···」와 패스워드 「**********」)를 읽어낸다.

이와 같이 하여 해당의 사용자 데이터가 제어부(23)에 의해 읽어내어지면, 이동단말(10)의 표시부(26)에는 도 7에 나타내

는 것 같은 확인 화면이 표시된다. 사용자는 이 확인 화면에 표시된 사용자 데이터(사용자명과 패스워드)가 해당의 것인 것

을 확인한 후, 그 표시부(26)의 좌하부에 표시되어 있는 「송신」버튼을 누른다(S36). 이와 같이 하여 사용자 데이터의 송

신 버튼이 사용자에 의해 눌러지면, 이동단말(10)로부터는 이하에 나타내는 정보가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로 송신된

다(S37).

1) 사용자 데이터(사용자 ID와 패스워드)

2) 이동단말의 제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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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문 인증 알고리즘

4) 상기 지문 인증 알고리즘의 버젼 정보

또,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는 인증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 지문 인증 알고리즘과 상기 지문 인증 알고리즘의 버젼

정보가 점포 사업자의 관리자 등에 의해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는 이동단말

(10)로부터 송신된 상기 1)∼4)의 정보에 기초하여 개인 인증을 하고, 그 개인 인증에서 OK가 얻어진 경우만 결제 등의 소

정의 처리를 한다.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실시예에 의하면 이동단말(10) 내에서 지문 인증이 이루어지고, 그 지문 인증이 OK인 때에 한해

서, 이동단말(10)의 데이터 기억부(25)로 기억(등록) 되어 있는 해당의 사용자 데이터(사용자 ID와 패스워드)가 제어부

(23)에 의해 읽어내어져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측에 송신된다. 이때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측에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와 이동단말(10)의 제조 번호에 더하여 지문 인증 알고리즘과 상기 지문 인증 알고리즘의 버젼 정보를 송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측에서는 이 이동단말(10)이 지문 인증에 의해 인증된 이동단말(10)인 것을 안

다. 또, 사용자 데이터의 읽어냄에 지문 인증을 부과하고 있어 높은 보안이 확보되면서도 사용자 데이터의 읽어내기 및 송

신까지의 일련의 처리가 간편하게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손 조작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던 종래와 비교하여 사

용자 데이터를 손에 의해 입력하는 수고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점포 사업

자 A용 서버(200) 측에서 인증을 할 때, 이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측에서 인증 알고리즘을 특정해 두고, 이 특정된 알

고리즘에서 인증된 것만을 인증 OK로 하거나, 또 이 특정된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버젼 이상의 것으로 인증되고 있지 않은

것은 거절하거나 하는 등의 보안의 레벨을 단계적으로 높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상기 1)∼4)의 정보를 이동단말(10)로부터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측에 송신하는 경우에 대해

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동단말(10)로부터 생체 정보를 그대로 송신해도 좋다.

다음에, 이동단말(10)로부터 생체 정보를 그대로 송신하여 이동단말(10)의 인증을 하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실시의 형

태 2)에 대해서 도 9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의 형태 2)

도 9에 있어서, 사용자가 이동단말(10)을 기동 후 지문 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패스워드 입력 요구 화면이 표시부(26)에 표

시된다. 여기서, 이 사용자에 의해 패스워드의 입력이 이루어지면(S41), 이 입력된 패스워드와 데이터 기억부(25)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패스워드의 대조(=인증)가 제어부(23)에 의해 행해진다(S42). 이 인증의 결과가 「OK」로 판정되었을 때

(S42에서 OK)는, 이어서 지문 데이터 등의 등록을 한다. 이 지문 데이터 등의 등록은, 예를 들면 생체 정보 판독부(24)에서

판독 지문 데이터를 제어부(23)에서 소정의 처리를 함으로써 지문 이미지, 지문의 특징점 등을 표현하는 데이터가 얻어지

고, 이 얻어진 정보를 데이터 기억부(25)에 등록한다(S43). 이 예에서는, 데이터 기억부(25)에 등록되는 지문 데이터로서

지문 이미지를 상정하고 이후 설명을 진행시킨다.

상기 지문 이미지가 데이터 기억부(25)에 정상적으로 등록되면(S43), 이동단말(10)은 등록한 지문 이미지를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대해 송신한다. 이와 같이 하여 이동단말(10)로부터 송신된 지문 이미지는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에서 수신되어 등록된다.

한편, 상기 인증의 결과가 「NG」로 판정되었을 때(S42에서 NG)는, 그 패스워드 입력의 NG 회수가 M회 이상인지 아닌

지가 판정되고(S44), 이 판정(S44)에서 패스워드 입력의 NG 회수가 M회 이내로 판정되었을 때는, 재차 패스워드 입력으

로 돌아와 재시도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판정(S44)에서 패스워드 입력의 NG 회수가 M회 이상으로 판정되었을 때(S44

에서 YES)는, 초기 등록 실패로 되어 등록 종료가 된다. 따라서, 초기 등록 실패로 된 경우는 소정의 초기화 처리 등을 하

고 초기 상태로부터 초기 등록을 하게 된다.

이어서,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상기 지문 데이터 등록 완료 후에, 사용자가 전자 상거래나 모바일 벵킹 등을 이용

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도 10을 참조하면서 설명을 한다. 이 예에서는 실시의 형태 1의 경우와 같이 이동단말

(10)의 사용자가 점포 사업자 A로부터 있는 상품을 발주하고 그 상품의 결제를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어 설명을 진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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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단말(10)로부터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대해 결제 요구를 나타내는 신호가 송신되면, 이 점포 사업자 A용 서버

(200)로부터 지문 인증의 요구가 이동단말(10)에 행해진다(S51). 이와 같이 하여 지문 인증 요구가 이동단말(10)에 대해

이루어지면(S51), 제어부(23)는 상기 지문 인증 요구 후에 사용자가 이동단말(10)로부터 입력한 지문 이미지와 미리 데이

터 기억부(25)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 이미지를 취출하여 대조(=인증)하고(S52), 이 인증에서 OK로 판정되었을 때(S53에

서 OK)는, 사용자가 이동단말(10)로부터 입력한 지문 이미지가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대해 송신된다. 그러나, 상

기 인증에서 NG로 판정되었을 때(S53에서 NG)는 재차 지문 데이터의 인증을 한다.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는 상기와 같이 하여 이동단말(10)에 의해 송신된 지문 이미지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

이미지를 대조하여 인증을 하고, 이 인증에서 인증 결과가 OK이면 소정의 결제 절차를 행한다.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실시의 형태에 의하면,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송신한 지문 데이터와 동일한 지문 데이터가

이동단말(10)에 등록되므로, 이 이동단말(10)에서는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등록되어 있는 같은 지문 데이터를 이

용한 지문 인증을 한다. 그리고, 이 인증에서 OK로 된 경우에만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지문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측에서 에러로 될 확률이 낮아진다.

즉, 지문 인증을 하는 환경이 이상 환경(예를 들면, 이동단말(10) 사용자의 손에 땀을 흘리고 있었을 때나 티끌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이지 않을 때는, 지문 인증을 해도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측에서 인증 에러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경

우, 사용자는 지문 데이터를 몇 번이나 송신해 버리기 때문에 통신료의 증가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나 버리지만,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의하면, 상술한 것처럼 지문 데이터를 몇 번이나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에 송신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

므로, 통신료의 증가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개인 인증의 보안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실시의 형태 1의 설명에서 다룬 것처럼, 사용자 데이터의 등록이나 변경 등은 높은 보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

용자 데이터의 등록이나 변경 등의 메뉴에서는 본인 이외 조작할 수 없도록 그 메뉴 자체에 들어갈 때에 지문 인증을 부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문 인증을 필요로 하는 메뉴에 들어가는 경우의 처리는 도 11에 나타내는 순서에 따라 행해진다.

도 11에 있어서, 이동단말(10)의 사용자가 메뉴 화면에 들어가 지문 인증 요구를 선택하면, 지문 인증 요구 화면으로 이행

하여(S61) 지문 인증을 한다(S62). 이 지문 인증(S62)에서 인증 결과가 OK로 판정될 경우는(S63에서 OK), 사용자 데이터

의 등록이나 변경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한 메뉴(이하, 선택 메뉴라고 한다)에 들어감(S64)과 동시에, 선택 메뉴 내 조작의

시간을 감시하는 타이머(30)가 작동한다(S65). 이 타이머(30)는, 예를 들면 선택 메뉴에 들어가 있을 때의 사용자로부터의

무조작 방치 시간(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입력 조작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시간)이 설정된다. 여기에서

는, 무조작 방치 시간을 「N 시간」으로 가정하여 설명을 한다.

사용자의 지문 인증을 마치고 선택 메뉴에 들어가 상기 타이머가 작동하면(S65), 이 선택 메뉴에 들어가고 나서의 무조작

방치 시간이 N 시간 이상 경과했는지 아닌지가 판정되고(S66), 이 판정(S66)에서 무조작 방치 시간이 N 시간 이상 경과했

다고 판정되었을 때(S66에서 YES)는, 초기 상태(지문 인증 요구 화면으로 돌아온다)로 돌아온다. 한편, 상기 판정(S66)에

서 무조작 방치 시간이 N 시간 이상 경과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S66에서 NO)는, 선택 메뉴 내 화면에 들어가 무

조작 방치 시간이 N 시간 이상 경과했는지 아닌지의 판정이 반복 행해진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선택 메뉴에 들어갔을 때 이 선택 메뉴 내의 무조작 방치 시간을 감시하는 타이머(30)를 작

동시켜 그 무조작 방치 시간이 소정 시간 경과할 경우는 지문 인증을 재차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조작 방치

시간을 감시하는 타이머(30)의 설정치을 적당한 값으로 설정해 두면, 악의가 있는 제삼자에 의해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실시의 형태 1이나 실시의 형태 2의 설명에서 다룬 지문 인증은 언제나 성공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

인증이 여러 차례 NG 하더라도 개인 인증의 보안 레벨을 극히 낮추는 일 없이 본인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이 점도 고려하고 있고, 이하 구체적인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12에 있어서, 이동단말(10) 사용자는 지문 인증 요구 화면에 들어가면(S71), 지문 인증을 하고(S72), 이 인증 결과에서

OK가 얻어진 경우(S73에서 OK), 몇 회의 시도에서 인증 결과가 OK가 되었는지가 판정된다(S74). 예를 들면, 규정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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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회) 이상 연속하여 인증 NG로 된 후의 인증에서 OK로 될 경우(S74에서 YES), 지문에 의한 인증뿐만 아니고 사전에 등

록해 둔 패스워드에 의한 인증을 병행한다(S76)∼(S78). 한편, 상기 인증 결과에서 규정 회수(N회) 이상 연속하여 인증

NG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S74에서 NO)는 인증 종료로 된다.　

또, 지문 인증의 인증 결과가 NG로 되었을 때, 이 NG의 회수가 규정 회수(M회) 이상 연속하여 NG로 되었는지 아닌지가

판정되고(S75). 예를 들면, 규정 회수(M회) 이상 연속하여 인증 NG로 되고, 한편 인증이 OK로 되고 있지 않은 경우(S75

에서 YES), 사전에 등록해 둔 패스워드에 의한 인증이 이루어진다(S76)∼(S78). 상기 판정(S75)에서 인증 NG의 회수가

연속 M회 이상이 아닌 경우(S75에서 NO), 지문 인증 요구 화면으로 돌아와 다시 지문 인증을 한다(S71)∼(S73).

또한, 패스워드 입력(S76)에 의한 인증(S77)이 NG이었던 경우(S78에서 NG), 재차 패스워드 입력에 돌아오는 경우(A)와

지문 인증 요구 화면에 돌아오는 경우(B)의 두 가지 이다. 이 (A)와 (B)의 선택은 인증을 하는 점포 사업자 A용 서버(200)

에서 결정하면 좋다.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실시의 형태에 의하면, 악의가 있는 제삼자가 사용자의 지문을 모방한 것을 이용하여 만일 지문 인

증되었다고 해도 패스워드 입력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 인증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사

용자의 손의 발한이나 외부의 잡음의 영향 등에 의해 몇 번 인증해도 NG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지문 인

증의 NG 회수에 규정 회수(M회)를 마련하여 규정 회수 이상의 인증 NG가 계속될 경우 패스워드에 의한 인증으로 전환하

도록 하고있다.

또, 지금까지의 실시의 형태의 설명에서는, 등록을 마친 지문 데이터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지문 데이터를 1 대 1로 대조

하는 지문 인증을 상정하여 설명을 해왔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지문 인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문 인증

시에, 1회의 인증뿐만 아니고 복수의 지문의 조합 및 순서가 일치했을 때에 인증 OK로 하는 인증 방법이어도 상관없다. 이

경우, 그 조합 및 순서에 대해서는 상기 실시의 형태 1의 지문 데이터 등록 처리와 같은 순서로 사전 등록해 두면 좋다. 예

를 들면, 도 13에 나타내듯이 사전 등록(초기 등록) 된다.

(초기 등록)

도 13에 있어서, 이동단말(10)의 사용자가 이 이동단말(10)로부터 패스워드를 입력하고(S81), 이 입력한 패스워드가 정규

인 것이 확인(인증 OK) 되면(S82에서 OK), 이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의 등록 처리(S83)를 한다. 이때 (S81)에서 입력된 패

스워드가 정규인 것으로 판정(인증 NG) 되었을(S82에서 NG) 때는, 재차 패스워드의 입력을 이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상기 지문 등록 처리(S83)에서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가 올바르게 등록되면(S84에서 성공), 이 등록된 사용자의 지문 데이

터 수가 N 개로 되었는지 아닌지가 판정(S85) 된다. 이 판정(S85)에서 등록을 마친 이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 수가 N 개로

되었다고 판정되는(S85에서 YES) 경우, 이 등록된 사용자 지문 데이터의 N 개의 순서를 지문 인증할 때의 대조 순서로 정

해진 기준에 의해 나열되어 등록된다(S86). 이때 상기 대조 순서는 사용자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판정(S85)에서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 수가 N 개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S85에서 NO), 이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

의 등록이 N 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지문 데이터의 등록 처리를 한다(S83∼S84).

또,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의 등록 처리(S83)에서 이 사용자의 지문 데이터가 올바르게 등록되지 않은(S84에서 실패) 때는

재차 지문 데이터 등록 처리(S83)를 한다.

이어서, 복수 지문 인증을 할 때의 처리예에 대해서 도 14의 흐름도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4에 있어서, 이동단말(10) 사용자는 지문 인증 요구 화면에 들어가면(S91), 미리 등록된 N 개의 지문 데이터의 입력을

이 사용자에 대해서 재촉한다. 여기에서는, 이하의 복수의 지문 데이터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후 설명

을 한다.

(1) 2(N=2) 개의 지문 데이터

(2) 조합 : 엄지손가락의 지문 데이터와 새끼손가락의 지문 데이터와의 편성

(3) 순서 : 새끼손가락의 지문 데이터, 엄지손가락의 지문 데이터의 순서로 등록

등록특허 10-0603960

- 11 -



상기 지문 인증 요구 화면상에서 2 개의 지문 데이터의 입력이 촉구되면, 이 사용자에 의해 2 개의 지문 데이터가 입력되어

인증(S92)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인증(S92) 때에 입력된 2 개의 지문 데이터의 조합 및 순서가 상기 조건((2) 및 (3))과

일치하여 인증되어서 OK로 된 경우(S93에서 YES)에만 지문 인증이 종료로 되어 이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 완료로 된다.

한편, 상기 인증(S92) 때에 입력된 2 개의 지문 데이터의 조합 및 순서가 상기 조건((2) 및 (3))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S93

에서 NO), 예를 들면, 입력된 2 개의 지문 데이터의 조합이 다른 경우(엄지손가락의 지문 데이터와 가운데 손가락의 지문

데이터 등) 혹은 입력된 2 개의 지문 데이터의 조합은 맞고 있지만 순서가 다른 경우(엄지손가락의 지문 데이터, 새끼손가

락의 지문 데이터의 순서), 지문 인증 요구 화면(S91)에 돌아와, 재차 지문 인증 처리(S92∼S93)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문 인증 시에 이동단말(10) 사용자의 복수의 지문 데이터의 조합이나 순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 회

의 지문 데이터에 의한 지문 인증에 비해 보다 높은 보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상기예에 있어서, 이동단말(10)의 제어부(23)의 중앙 처리 기능이 개인 인증 수단, 복수 생체 정보 인증 수단, 비밀번호 대

조 수단, 인증 회수 판정 수단, 복수 생체 정보 판정 수단에 대응하고, 무선부(21)의 신호 송신 기능이 이용자 정보 송신 수

단, 생체 정보 송신 수단에 대응한다. 또, 데이터 기억부(25)의 정보 기억 기능이 복수 생체 정보 등록 수단에 대응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것처럼, 청구항 1 내지 6 기재의 본 발명에 의하면, 생체 정보의 인증에 의해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읽어내

므로 높은 보안을 확보하면서 용이하게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이동단말에서의 입력

조작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청구항 7 내지 12 기재의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 따라 이동단말을 인증시키는 것이 가능

한 이동단말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단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서버와 무선 구간을 갖는 통신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정보 서버에서 이

이동 단말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 이동단말에 기억되어 있는 이용자 정보에 기초하여 이 이동단말의 인증을 하는 이동단말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생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생체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

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에서,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한다고 보였을 때,

상기 이동단말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이용자 정보를 정보 서버에 송신하도록 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정보는 상기 생체 정보의 인증 처리에 관련된 정보로 되는 이동단말 인증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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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용자 정보는 상기 생체 정보의 인증 처리에 관련된 정보와 그 처리의 이력을 나타내는 정보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

하는 이동단말 인증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인증 시에,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한

다고 보였을 때에, 도달하기까지 이루어진 상기 인증의 회수가 소정 회수를 넘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이 판정에서, 상기 인증 회수가 소정 회수를 넘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 입력된 비밀번호와 미리 등

록된 비밀번호의 대조를 하도록 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이용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의 조합 및 순서를 이용자의 생체 정보로서 미리 등록하고,

이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에서,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이용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

했다고 판정되었을 때에 상기 이용자를 정당한 이용자로 간주하도록 한 이동단말 인증 방법.

청구항 7.

이동단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서버와 무선 구간을 갖는 통신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정보 서버에서 이

이동 단말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 이동단말에 기억되어 있는 이용자 정보에 기초하여 이 이동단말의 인증이 이루어지는 이

동단말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생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생체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

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는 개인 인증 수단과,

그 인증에서,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한다고 보였을 때,

상기 이동단말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이용자 정보를 정보 서버에 송신하는 이용자 정보 송신 수단을 갖는 이동단말.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정보 송신 수단은 상기 생체 정보의 인증 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자 정보로서 정보 서버에 송신하는 이동

단말.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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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정보 송신 수단은 상기 생체 정보의 인증 처리에 관련된 정보와 그 처리의 이력을 나타내는 정보의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한 정보를 이용자 정보로서 정보 서버에 송신하는 이동단말.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인증 시에,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한

다고 보였을 때에 도달하기까지 된 상기 인증의 회수가 소정 회수를 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인증 회수 판정 수

단과,

이 판정에서, 상기 인증 회수가 소정 회수를 넘고 있었다고 판정될 경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 입력된 비밀번호와 미

리 등록된 비밀번호의 대조를 하는 비밀번호 대조 수단을 갖는 이동단말.

청구항 12.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이용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의 조합 및 순서를 이용자의 생체 정보로서 미리 등록하는 복수 생체 정보 등

록 수단과,

이 미리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판독 수단에서 판독된 이용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는 복수 생

체 정보 인증 수단과,

그 인증에서, 상기 판독 수단에 의해 판독된 이용자의 복수의 생체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와 일치

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복수 생체 정보 판정 수단을 갖는 이동단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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