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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접촉 및 비접촉 거래의 무선식별을 이용하는 지불장려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트랜스폰더 지불시스템은 트랜스폰더를 포함하는 포브, 상기 트랜스폰더를 호출하는 RFID 리더를 포함한다. 이 지불

시스템은 상기 포브와 분리되어 구별되는 지불 장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으나, 상기 포브와 서로 공유되는 지불계

정과는 관련되어 있다. 전형적인 동작으로, 포브 식별정보 또는 지불장치 정보는 거래요청을 완료하기 위한 RFID 리

더에 제공될 수 있다. 프로세스 서버는 거래요청을 수신하고, 미리 정해진 지불기준에 따라 거래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 프로세스 서버는 포브 또는 지불장치의 사용에 기초하여 보상계정을 증대시킴으로써 일례로서는 포브의 사

용을 장려하고 다른 예로서는 지불장치의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완료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접촉 및 비접촉 환경에

서 무선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을 이용하여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를 완료시키는 시

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바코드 및 음성데이터 입력처럼 RFID 시스템은 비접촉 정보취득 기술이다. RFID 시스템은 무선이며, 보통은 종래의 

취득방법이 실패하는 적대적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RFID는 예를들어, 철도 컨테이너의 고속판독, 가축류나 자

동차 같은 움직이는 물체의 추적 및 재고품의 소매 등과 같이 광범위한 시장에서 확립되어 왔다. 이처럼 RFID 기술은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식별 및 분석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차적인 주안점이 되어왔다.

최근 기업들은 금융거래를 완료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포브(fob)나 태그(tag)에 RFID 데이터 취득 기술을 점점 더 구

체화하고 있다. 전형적인 포브는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포함하며, 임의의 휴대가능한 형태의 요소로 포함될 수 

있는 보 통의 자급식 장치(self-contained device)이다. 어떤 경우에는 트랜스폰더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포브와 

함께 배터리가 포함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트랜스폰더를 포함하는) 포브의 내부회로가 배터리 전원으로부터 

동작전력을 인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포브는 내부 전원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랜스폰더를 포함하

는) 포브의 내부회로는 RF 호출신호로부터 직접 그 동작전력을 얻을 수 있다. 슈에르만(Schuermann)에게 허여된 미

국특허 제5,053,774호는 종래기술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전형적인 트랜스폰더 RF 호출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슈에

르만 특허는 일반적으로 종래의 트랜스폰더 구조의 주변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4,73

9,328호는 종래의 트랜스폰더가 RF 호출신호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전형적인 변조기술로는 예를들어 ISO/IEC 14443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용된 종래의 포브 전력공급 기술에서, 포브는 보통 호출신호로 포브에 제공할 때 활성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포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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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러한 활성화를 원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포브의 제공으로 원하지 않

은 거래가 시작되어 완료될 수 있다. 따라서 포브 시스템은 포브 사용자가 포브의 활성화를 제어하여 원하지 않게 거

래가 완료되는 것을 제한하게 할 필요가 있다.

RFID 기술의 보다 가시적인 사용의 하나는 엑슨/모바일의 스피드패스(Exxon/Mobil's Seedpass ⓡ )와 쉘의 이지페

이(Shell's EasyPay ⓡ ) 제품의 도입에서 발견된다. 이들 제품은 포브 또는 태그 내에 위치되는 트랜스폰더를 사용 

하며, 포브 또는 태그는 포브가 판매시점(Point of Sale, POS) 장치에 제공될 때 사용자의 자동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포브 식별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제3자의 서버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지며 거기에서 식별 데이터는 고객(예컨대, 사용

자)의 크레디트 계정(credit account)또는 데빗 계정(debit account)으로 불린다. 전형적인 처리방법으로, 서버는 거

래와 계정 데이터를 인증 엔티티(authorizing entity)로 보냄으로써 거래에 대한 인증을 추구한다. 일단 서버에 의해 

인증이 수신되면 거래의 완료를 위해 POS 장치로 재고정리(clearance)가 보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종래의 거래 처

리 방법은 간접적인 경로를 포함하며, 이 간접적인 경로는 제3자 서버의 사용에 기인한 과도한 경상비(undue overhe

ad)를 야기시킨다.

제3자 서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제거하면서 포브 거래를 인증하기 위한 거래인증 시스템이 존재할 필요

성이 있다.

또한, 종래의 포브는 그들이 POS 장치에 근접하여 사용되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즉, 포브의 활성화를 위해 종래의

포브는 RF 호출신호가 미치는 전송 영역 내에 위치되어야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종래의 포브는 사용자가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의 인터랙션(interaction)에서 거래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사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랙션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부가적으로 네트워크(예를 들면,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RFID 취득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포브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존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 시스템은 또한 그 시스템 내에 사용되는 종 래의 포브가 하나의 호출신호에 대해서

만 응답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수의 호출신호가 사용되는 경우 포브는 그것이 구성하는 호출신호에 대해서만 

응답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RFID 리더가 포브와 조화되지 않는 호출신호만을 공급한다면 포브는 적절하게 활성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 이상의 호출신호에 응답하는 포브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현존하는 트랜스폰드-리더 지불 시스템은 그것이 미리 정해진 지출한계을 포함하는 트랜스폰더와 관련된 펀딩소스(f

unding source)에 통상적으로 링크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지출한계를 초과

하는 지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은 요구되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 

거래 인증을 상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거래를 지출한계와 비교하거나 프리로드 값 데이터 파일에 저장된 금액과 비교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통은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된 트랜스폰더-리더 지불 시스템 펀딩소스에 할당된 지출한계와 관계없이 트랜스폰더-리더 지불 요구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욱이, 전통적인 트랜스폰더-리더 시스템은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자 계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용자가 트랜스폰더-리더 시스템 펀딩소스를 더 이용할 수 있는 지출여유를 제공하는 펀딩소스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또는 트랜스폰더-리더 계정 공급자가 사용자의 계정을 용이하게 갱신하고 싶어 사용자의 상태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예를 들면, 주소 변경, 전화번호 변경, 이 메일의 변경 등)에는 상당한 문제로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정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트랜스폰더-리더 계정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해 주는 트랜스폰더-리더 

시스템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존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시스템은 포브와 관련된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 또는 차지카드(charge ca

rd)와 대조적으로 그 시스템과 관련된 포브의 사용을 자동으로 장려하기 위한 수단을 보통 허용하지 않는다. 즉, 종래

의 트랜스폰더-리더 시스템은 현재의 시스템이 시스템 트랜스폰더의 사용과 그 트랜스폰더와 관련된 차지카드 또는 

크레디트 카드 계정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브 제품의 사용을 북돋음으로써 트랜스폰더-리더 시스템의 

사용을 장려하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스템 트랜스폰더가 언제 사용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트랜

스폰더-리더 시스템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아직도 현재의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단일의 펀딩소스에 대한 크레디트 카드 또는 차지카드의 사용과 포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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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전형적인 종래의 시스템에서, 포브는 특정 펀딩소스(예를 들면, 아메리

칸 익스프레스, 마스터 카드, 비자 등)에 링크될 수 있으며, 이들은 거래요청의 만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이 펀딩소스는 또한 포브와 관련될 수 있으며, 접촉거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소비자 크레디트 카드 

또는 차지카드를 갖는다. 크레디트 카드 또는 차지카드가 사용되는 경우, 카드사용을 보고하는 계산 서가 카드 사용

자에게 공급된다. 그러나 이 계산서는 포브 제품 사용의 보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포브 사용자는 관련카드의

사용과 포브의 사용을 적절하게 차트화하거나 분석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펀딩소스가 하나 이상의 엔티티(예

를들면, 부부, 다수회사의 직원 등)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엔티티가 포브를 사용할 수 있고 개개의 엔티티가 

포브와 관련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문제로 된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에 포브의 사용과 크레디트 카드의 사용을 보고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 시스템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여기에서는 금융거래를 시작하여 완료하기 위해 RFID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 시스템은 RFID 리더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 RFID 리더는 트랜스폰더 시스템에 전

력을 공급하고, 트랜스폰더 시스템 RF 신호를 수신하며, 그 트랜스폰더 시스템 RF 신호에 관련된 트랜스폰더 시스템 

계정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RF 호출신호를 제공하도록 동작가능하다. 트랜스폰더-리더 지불 시스템은 호출신호를 

트랜스폰더에 공급하는 하나 이상의 호출기(interrogator)와 전기적으로 통신하는 RFID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

와, 상기 트랜스폰더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인증하는 RFID 인증회로와, 인터랙션 장치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시리얼

또는 패러렐 인터페이스와, RFID 리더 및/또는 트랜스폰더를 개별화하기(personalize) 위해 사용하는 USB 또는 시

리얼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트랜스폰더-리더 지불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호출신호 에 응답하여 그 트랜스폰

더 및/또는 RFID 리더가 트랜스폰더-리더 지불 시스템 내에서 동작하도록 인증되었음을 확인하는 인증신호를 공급

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트랜스폰더(예를 들면, 모듈)를 포함하는 포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브는 상

이한 주파수에서 제공되는 다수의 호출신호에 응답할 수 있다. 또한 포브는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RFID 리더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USB 또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RFID 시스템 및 방법은 포브, 태그, 카드 또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요소(예를 들면, 손목시계, 열쇠 

꾸러미, 셀룰러 폰 등)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호출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트랜스폰더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여기에서는 비록 트랜스폰더가 포브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본 발명이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RFID 시스템은 또한 RFID 리더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 RFID 리더는 RFID 리더로부터 무선(또는 전자기) 전파

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 RFID 인식신호를 송신하도록 구성된다. 포브는 RFID 신호가 포브를 호출할 수 있고 포브 식

별절차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RFID 리더에 근접하여 배치될 수 있다.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식별처리의 일부로서, 포브 및 RFID 리더는 상호인증으로 결합할 수 있다. RFID 리더는 암

호화된 정보를 수신하고, 포브 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하는 인증 시스템 트랜스폰더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포브를 식별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RFID에 의한 호출이 있을 때 포브는 암호화되어 저장된 정보를 수신하도록 인증되는 것

으로서 RFID 리더를 식별할 수 있다. RFID 리더와 포브가 성공적으로 상호인증을 수행하면 포브는 거래 계정이나 포

브가 관련된 계정을 식별하는 특정 정보를 RFID 리더에 전송할 수 있다. RFID 리더는 그 정보를 수신하여 거래의 완

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송신한다.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RFID 리더는 그 정보를 거래완료를 위한 인터랙션 장치(

예를 들면, POS 또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송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된 상호인증 처리는 포브 트랜스폰더-리더

지불 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르는 포브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거래를 완료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포브는 USB 또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컴퓨터에 접속될 수 있으며, 포브 계정정보는 거래를 완료하는데 사

용하기 위해 네트워트(예를 들면, 인터넷)를 통해 컴퓨터에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는 트랜스폰더-리더 시스템의 트랜스폰더(예를 들면, 포브)의 사용을 장려하

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포브의 사용과 포브와 동일한 펀딩소스를 공유하는 차지카드 또는 크레디트 카드

의 사용을 구별해 준다. 포브가 사용되는 경우, 이 시스템은 포브 발급자에 의해 미리 결정된 기준에 기초하여 사용자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프리로드된 포브 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 본 발명은 관련된 포브의 프리로드

된 값의 데이터 파일이 펀딩소스와 함께 언제 로딩되었는지 또는 재로딩되었는지를 인식한다. 본 발명은 로딩 또는 

재로딩 행위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 보상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르는 시스템은 상인의 단골손님에

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 시스템은 포브 거래요청을 수신하고, 상인과 상호 관련된 마커(marker)

또는 다른 식별자에 기초하여 포브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마커는 거래식별, 거래에 의해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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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식별 또는 이들 모두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는 포브 사용자/소유자가 포브와 관련된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

공된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통계정보, 계정 펀딩소스 및/또는 계정제한(예를 들면, 지출한계, 개인 식별번호 등)을 갱

신하기 위해 계정 공급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포브 계정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다. 

계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액세스는 사용자에게 전화나, 네트워크(예를 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통신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예컨대, 포브 사용자는 계정 공급자 데이터베이스와 지연된 통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액세스를 제

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예를 들어 계정 공급자 시스템에 일괄전송(batch transmission)할 수 있

는 키오스크(kiosk)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포브 사용자/소유자는 그의 계정정보를 실시간(예를 들면, 전

화 또는 온라인)으로 갱신하거나 또는 계정 공급자가 갱신된 정보(예를 들면, 오프라인)를 수신할 때 갱신할 수 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거래요구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요구의 금액은,

펀딩소스로부터 자금을 요청하기 전 및/또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금액이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전에 승인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 및/또는 계정이 미리 정해진 특정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거래가 승인될 수 있다. 일단

기준에 부합되면 거래는 인증되고 인증은 요청 중개인(예를 들면, 상인)에게 제공된다. 일례로 거래에 대한 지불은 동

시에 또는 직 후에 펀딩소스로부터 요청되고, 인증이 상인에게 제공된다. 다른 예에서, 거래에 대한 지불이 상인에게 

인증이 제공되는 것 보다 늦은 기간에 요청된다.

이 시스템 및 방법의 상술한 특징 및 다른 이점뿐 아니라 다양한 전형적인 실시예의 구조와 동작에 대해 이하에 설명

하기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유사한 도면 참조번호는 유사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첨부도면은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를 예시한 것이며, 발명

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면에서,

도 1a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RFID 기본 시스템을 도시한 것으로, 포브 거래의 완료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구성

요소를 도시한 도면

도 1b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개별화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포브를 도시한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RFID 리더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인증 프로세스의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르는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에 대한 전형적인 결정 프로세스의 흐름도

도 6a 및 6b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포브 개별화 프로세스의 흐름도

도 7a 및 7b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RFID 리더 개별화 프로세스의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지불/거래 프로세스의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르는 다른 전형적인 포브의 개략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프리로드된 포브 지불/거래 프로세스의 설명도

도 11a 및 11b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프리로드된 포브 계정 재로eld 프로세스의 설명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직접링크 지불/거래 프로세스의 설명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르는 다른 전형적인 지불/거래 프로세스의 설명도.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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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기능블록의 구성요소, 스크린 샷(screen shot), 임의의 선택, 및 다양한 처리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블록은 특정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임의의 수의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구성에 의해 실현될 수 있

다. 예컨대, 본 발명은 다양한 집적회로 구성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은 예를 들어 메모리 소자, 프로세싱 소

자, 논리 소자, 룩업 테이블 등,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다른 제어장치 하에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집적회로의 구성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본 발명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는 데이터 구조, 

오브젝트, 프로세스, 루틴 또는 다른 프로그램 요소의 조합으로 실행되는 다양한 알고리즘과 함께 C, C++, 자바(Jav

a), 코볼(COBOL), 어셈블러, PERL, 익스텐서블 마크업 랭귀지(eXtensible Markable Language, XML), 자바카드(Ja

va Card) 및 MULTOS 등의 프로그램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데이터 전송, 시그널

링,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 제어 등과 같은 종래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암호화에 대한 기본

적인 소개를 위해 브루스 쉬나이어(Bruce Schneier)에 의해 작성되고 존 윌리 앤 선(John Wiley amp; Sons)에 의해

출판된 '암호화의 적용: 프로토콜, 알고리즘, 및 C의 소스코드(Applied Cryptography: Protocols, Algorithms, and 

Source Code in C)'(제2판, 1996)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 내용은 참고를 위해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의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고안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발표된 전형적인 네트워크는 인터넷, 인트라넷, 엑

스트라넷, WAN, LAN, 위성통신 등 데이터 교환이나 상거래를 위한 어떠한 시스템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

크는 인터랙티브 텔레비전 네트워크(Interactive Television Network, ITN) 등의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로서 실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시스템 사용자는 키 패드, 키보드, 마우스, 키오스크, PDA, 핸드헬드 컴퓨터(예를 들면, Palm Pilot ⓡ , Blu

eberry ⓡ ), 셀룰러 폰 등 어떠한 입력장치를 통해서도 시스템과 인러랙트할 수 있다. 유사하게 본 발명은 윈도우, 윈

도우 NT, 윈도우 2000, 윈도우 98, 윈도우 95, Mac OS, OS/2, BeOS, 리눅스, 유닉스, 솔라리스 등 어떤 버전의 운영

체제에서 동작하는 어떤 종류의 퍼스널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등과도 관련

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비록 TCP/IP 통신 프로토콜로 이행되는 것으로 빈번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본 

발명은 또한 SNA, IPX, Appletalk, IPte, NetBIOS 또는 다른 임의 의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실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 시스템은 여기에서 설명되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임의의 네트워크를 통해 임의의 

상품, 서비스 또는 정보를 사용,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있다.

도 1a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RFID 거래 시스템(100A)을 도시한다. 도 1에는 포브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

되는 전형적인 구성요소들이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100A)의 동작은 포브(102)가 지불을 위해 제공되고

RFID 리더(104) 또는 인터페이스(134)에 의해 호출을 받을 때 시작할 수 있다. 포브(102)와 RFID(104)는 트랜스폰

더(114)가 트랜스폰더 식별 및/또는 계정식별자를 RFID 리더(104)에 제공한 후 상호인증으로 결합될 수 있다. RFID 

리더(104)는 또한 공급받은정보를 상인시스템(130)의 POS 장치(110)에 제공할 수 있다.

시스템(100A)은 트랜스폰더(114)를 구비하는 포브(102)와, 상기 포브(102)와 RF통신하는 RFID 리더(104)를 포함

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이 포브(102)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시스

템(100A)은 RF 통신을 통해 RFID 리더(104)와 통신하도록 구성되는 트랜스폰더를 구비하는 임의의 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전형적인 장치는 예를 들어, 키링(key ring), 태그, 카드, 셀룰러 폰, 손목시계 또는 호출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임의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RFID 리더(104)는 RFID 내부 안테나(106)를 이용하여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와 달리, RFID 리더(104)는 포

브(102)와 통신하기 위한 외부 안테나(108)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외부 안테나(108)는 적절한 케이블 및/또는 데이터

링크(120)를 이용하여 RFID 리더(104)와 떨어지도록 만들어 질 수 있다. RFID 리더(104)는 데이터 링크(122)를 통

해 상인 시스템(130)과 통신할 수 있다. 시스템(100A)은 예컨대, POS장치(110) 또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134)의 상행위 지점 등의 인터랙션 장치를 포함하는 거래 완료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

인 일실시예에서 거래 완료 시스템은 (데이터 링크(122)를 통해) RFID 리더(104)와 통신하는 POS장치(110)를 포함

하는 상인 시스템(130)을 포함할 수 있다. 보다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거래 완료 시스템은 네트워크(136)에 접

속되고 USB 커넥터(132)를 통해 트랜스폰더(114)에 접속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134)를 포함할 수 있다.

비록 여기에서는 인터랙션 장치의 지점이 상인의 POS 장치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이것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사실 상인의 POS 장치는 여기에서는 예로서 사용된 것이고, 인터랙션 장치는 포브 계정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도 좋다. 이러한 점에서 POS 장치는 사용자가 포브(102)를 이용하여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

는 어떠한 인터랙션 장치여도 좋다. POS 장치(110)는 적어도 고객 식별 인증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고객 인터페이스(

118)와 (데이터 링크(128)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또한 POS 장치(110)는 임의이 거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상인의

호스트 네트워크(112)와 (데이터 링크(124)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RFID 리더(104)에 의해 제공

되는 정보는 데이터 링크(122)를 통해 상인 시스템(130)의 POS 장치(110)에 제공된다. POS 장치(110)는 정보를 수

신하여, 그 정보를 처리를 위해 호스트 시스템(112)에 제공할 수 있다(이와 달 리, 데이터 링크(128)를 통해 고객 인

터페이스(118)로부터의 식별확인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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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링크(120, 122, 124, 128)를 위해 종래의 다양한 통신매체와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데이터 링

크(120, 122, 124, 128)는 표준 모뎀통신, 케이블 모뎀, 위성 네트워크, ISDN, 디지털 가입자 선로(Digital Subscribe

r Lines, DSL) 또는 다른 무선 통신매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될 때 로컬 루프를 거쳐 통신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일 수 있다. 또한 POS 장치(110)와 호스트 네트워

크(112)를 포함하는 상인 시스템(130)은 의도된 거래의 원격 인증을 위한 원격 네트워크(도시생략)에 인터페이스되

는 LAN 상에 위치될 수 있다. 상인 시스템(130)은 T1, D3 라인 등과 같은 임대된 라인을 통해 원격 네트워크와 통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라인은 참고로 본 명세서에 포함시킨 길버트 헬드(Gilbert Held)의 '데이터 통신의 이해(Und

erstanding Data Communication)'와 같은 문헌에 설명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계정번호는 거래 계정 공급자(예를 들면, 지불 인증센터)에 의해 유지될 수 있고 

금융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계정(예를 들어, 크레디트, 차지 데빗(charge debit), 수표지불(checking),

저축, 보상, 로얄티 등)에 대한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인 계정번호(예를 들어, 계정 데이터)는 아메리칸 익

스프레스, 비자, 및/또는 마스터 카드 등의 엔티티에 의해 유지되고 서비스되는 크레디트나 데빗계정, 로얄티 계정(ro

yalty account) 또는 보상계정(reward account)과 상관될 수 있다.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 발 명은 크레디트 

계정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이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교환과 계정 데이터 값에 

대한 서비스를 허용하는 다른 계정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계정번호(에를 들어, 계정 데이터)는 고객이 그 시스템과 인터랙트하거나 통신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되는 

임의의 장치, 코드, 또는 예를들어 인증/액세스 코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 인터넷 

코드, 디지털 인증서, 생체 데이터, 및/또는 다른 식별표시 등의 다른 식별자/표시(identifier/indicia)와 관련될 수 있

다. 계정번호는 보상카드, 차지카드, 크레디트 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화카드, 스마트카드, 자기 스트립 카드, 바

코드 카드 등에 선택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 계정번호는 데이터를 제 2 의 장치에 송신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 전자적, 자기적, 및/또는 광학적 장치 등 어떤 형태로도 배포되어 저장될 수 있다. 고객 계정번호는 예를 들

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5자리의 번호부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각각의 크레디트 카드 공급자가 그 자신

의 번호부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16자리 크레디트카드 번호일 수 있다. 각 회사의 크레디트카드 번

호는 16자리 포맷을 이용하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번호를 '0000 0000 0000 0000'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이 4개의 번

호 세트를 사용하도록 회사의 표준화된 포맷과 일치한다. 전형적인 예에서, 처음 5자리에서 7자리까지의 숫자는 처리

목적을 위해 예약되어 있고, 발급은행, 카드 타입 등을 식별한다. 이 예에서, 마지막 16번째 자리는 16자리의 숫자를 

체크하기 위한 합으로서 사용된다. 중간의 8자리에서 10자리의 숫자는 고객을 식별 하기 위해 사용된다. ISO/IEC 78

13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계정번호는 트랙 1과 트랙 2 데이터로서 저장되며, 포브(102)에 대해 유일한 것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계정번호는 특정 어플리케이션 애플릿뿐 아니라 유일한 포브 시리얼 번호와 사용

자 식별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계정번호는 보다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214) 내측의 포브(102)

에 저장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214)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계정제공 기관에 의해 포브(102) 사용자에게 발급된 다

수의 계정번호를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계정 데이터가 로얄티 또는 보상계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

스(214)가 회원 로얄티 또는 보상 포인트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포브(102)의 기능블록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포브(102)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

령을 위해 자금이나 포인트를 교환하기 용이하도록 사용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RFID 포브(102)일 수 있다. 여기에

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포브(102)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

는 RFID 포브일 수 있다.

포브(102)는 안테나(106)(또는 외부 안테나(108))를 통해 RFID 리더(104)로부터 호출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202)

를 포함할 수 있다. 포브 안테나(202)는 트랜스폰더(114)와 통신할 수 있다. 하나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트랜스폰더

(114)는 ISO/IEC 14443 표준에 적합한 13.56MHz일 수 있으며, 안테나(202)는 13MHz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트랜

스폰더(114)는 트랜스폰더(114)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되고, 그 수신된 신호를 나중에 접속되는 회로에 의

해 판독할 수 있는 포맷으 로 변조하도록 구성되는 변조기/복조기(206)와 호환가능한 트랜스폰더와 통신할 수 있다. 

또한 변조기/복조기(206)는 안테나(202)를 통해 RFID 리더(104)에 전송하기 위하여, 트랜스폰더(114)와 호환가능한

포맷으로, 나중에 접속되는 회로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포맷하도록(예를 들어, 복조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트랜스폰더(114)가 13.56MHz로 불일치가 있는 경우, 변조기/복조기(206)는 ISO/IEC 14443-2에 적합할 수 있다.

변조기/복조기(206)는 RFID 리더(104)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의 인증을 용이하게 제어하고 포브(102) 계정번호의 송

신을 용이하게 제어하기 위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에 결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토콜/시퀀스 컨

트롤러(208)는 포브(102) 내부회로에 대한 동작의 시퀀스를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임의의 적합한 디지털 또는 논

리 구동회로일 수 있다. 예컨대,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는 RFID 리더(104)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가 인증되

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므로, 포브(102)에 저장된 계정번호를 RFID 리더(104)에 제공하게 된다.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는 또한 RFID 리더(104)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의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증회

로(210)와 통신할 수 있다. 인증회로는 비휘발성 보안 메모리 데이터베이스(212)와 통신할 수 있다. 보안 메모리 데

이터베이스(212)는 임의의 적합한 엘리멘터리 파일 시스템일 수 있다. 이 파일 시스템은 ISO/IEC 7816-4에 의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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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거나 칩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의 룩업이 해석되는 다른 엘리먼터리 파일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2

12)는 관계형, 계층형, 객체지향형 등의 임의 타입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공통 데이터베이스 제품은 IBM(미국 뉴욕 화이트 플레인스 소재)의 DB2, 오라클사(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

드 소재)로부터 입수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제품, 마이크로소프트사(미국 워싱톤 레드몬드 소재)의 마이크로소프트 액

세스 또는 MSSQL, 또는 임의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212)는 데이터 테이블 또는 룩업

테이블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 특정 데이터의 결합은 종래부터 알려져 실행되고 있는 데이

터 결합기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예컨대, 데이터 결합(data association)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달성될 수 있다. 

자동 결합기술은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검색, 데이터베이스 병합, GREP, AGREP, SQL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결합

단계는 예를 들면, 제조자 및 판매자의 데이터 테이블의 각각에 '키 필드(key field)'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합성기

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키 필드'는 키 필드에 의해 정의되는 객체(object)의 고레벨 클래스(high-level class)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획한다. 예를 들어, 특정 클래스는 제 1 데이터 테이블과 제 2 데이터 테이블 모두의 키 필드

로서 지정될 수 있고, 2개의 데이터 필드는 키 필드 내의 클래스 데이터를 기초로 병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각

각의 병합된 데이터 테이블 내의 키 필드에 대응하는 데이터는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록 그 키 필드 내의 

데이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데이터를 갖는 데이터 테이블은 예를 들어 AGREP를 이용함으로써 병합될 수 있

다.

그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에 의해 이 용될 수 있으며, 보안목적뿐 아니라 관리

와 제어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인증회로는 RFID 신호를 데이터베이스(212)에 저장된 인증키에 결합하는 

것에 의해 RFID 리더(104)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를 인증할 수 있다. 암호화 회로는 RFID 리더(104)에 송신되거나 수

신되는 신호를 암호화 및/또는 해독하도록 데이터베이스(212)에 저장된 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는 적어도 하나의 포브(102) 계정 데이터와, 유일한 포브(102) 식별 코드를 저

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214)와 통신할 수 있다.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는 원할 때 데이터베이스(214)로

부터 계정번호를 검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214)는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212)와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214)에 저장된 포브 계정 데이터 및/또는 유일한 포브 식별코드는 저장에 앞서 암호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가 데이터베이스(214)로부터 계정 데이터나 유일한 포브 식별 코

드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RFID 리더(104)에 제공될 때 계정번호가 암호화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214)에 저장

된 데이터는 예를 들어 암호화되지 않은 유일한 포브(102), 식별코드, 사용자 식별, 트랙 1 및 2 데이터뿐 아니라 특

정한 어플리케이션 애플릿을 포함할 수도 있다.

포브(102)는 RFID 리더(104)에 의해 제공되는 다수의 호출 주파수 전송에 응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즉, 보다 상세

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RFID 리더(104)는 하나 이상의 RFID 호출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포브(102)는 포

브(102)에 하나 이상의 추가의 RF 신호 수신/송신부(226)를 포함시킴으로써 다수의 주파수 에 응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RF 신호 수신/송신부(226)는 안테나(218)와 트랜스폰더(220)를 포함할 수 있으며, 안테나(218)와 트랜스폰더(

220)는 RFID 리더(104)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적어도 하나의 RF 신호에 적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일

실시예에서 포브(102)는 134KHz 트랜스폰더(220)와 통신하도록 구성되는 134KHz 안테나(218)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전형적인 구성에서 ISO/IEC 14443-2에 적합한 변조기/복조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 대신 134KHz 트랜스폰더

가 상술한 바와 같은 인증 및 계정번호의 송수신을 위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와 직접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포브(102)는 포브(102)를 사용자 인터페이스(134)에 인터페이스하는 범용 시리얼 버스(USB) 커넥

터(132)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134)는 네트워크(136)를 통해 POS 장치(110)와 통신할 수 있다. 네트

워크(136)는 네트워크(112)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은 인터넷, 인트라넷 등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134)

는 시스템을 시스템 사용자와 인터랙트하도록 허용하는 전술한 종래의 입력장치 및/또는 컴퓨팅 시스템과 그 구성에

서 유사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포브(102)는 온라인 인터넷 지불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USB

컨버터(222)는 변조기/복조기(206)와 USB 커넥터(132) 사이에서 정보를 용이하게 전송하기 위해 USB커넥터(232)

와 통신한다. 이와 달이 USB 컨버터(222)는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와 USB 커넥터(132) 사이에서 정보를 

용이하게 전송하기 위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와 통신한다.

포브(102)가 USB 커넥터(132)를 포함하는 경우 포브(102)는 예를 들어 사용 자 인터페이스(134) 상의 USB 포트와 

통신할 수 있다. 포브(102)로부터 검색된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

용카드 및/또는 스마트카드 기술과 호환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POS 장치(110)에 대한 접속이 사용자 인터페이

스(134) 상의 USB 포트와 네트워크(136)를 이용하여 만들어 지기 때문에 RFID 리더가 필요하지 않다.

포브(102)는 사용자에 의한 포브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포

브(102)의 사용자에 의해 스위치(230)가 동작될 수 있다. 포브(102) 상의 스위치(230)는 특정 용도를 위해 포브(102

)를 선택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 문맥에서, '선택적으로'라는 용어는 스위치(230)

에 의해 사용자가 특정 동작모드에 포브(102)를 위치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선택된

계정번호를 이용하여 포브(102)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모드에 위치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포브는 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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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번호가 USB 포트(132)(또는 시리얼 포트)에 의해서만 제공되고 포브 트랜스폰더(114)는 디스에이블되는 모드에

위치될 수 있다. 또한 '포괄적으로'라는 용어는 포브(102)가 USB 커넥터(132)를 통해 RF 호출에 응답도록 하는 동작

모드에 포브(102)가 위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일실시예에서, 스위치(230)는 포브(102)와 관련한 하나 이상

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계정이 RFID 리더(104)에 의해 발급된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오프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오프 위치는 비록 다른 정상위치가 고려된다 하더라도 활성화 스위치(

230)의 '정상' 위치로 명명될 수 있다.

전형적인 다른 실시예에서, 스위치(230)가 오프위치에서 이동되면 포브(102)는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생

각될 수 있다. 즉, 스위치(230)는 포브가 RF 신호(예를 들어, RFID 리더(104)로부터의 명령)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포브(102) 내의 내부회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위치(230)는 포브(102)의 활성 및 비활성 상태를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는 포브(102)가 의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사용을 저지함으로써 시스템의 보안

성을 향상시킨다.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스위치(230)는 RFID 리더에 의해 포브가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회로와 통신

하는 단순한 기계적 장치일 수 있다. 즉, 스위치(230)가 그 정상위치에 있으면, 스위치(230)는 포브(102)의 내부회로

를 단락시켜 포브(102)가 RF에 의하거나 USB 커넥터(230)를 통한 호출에 응답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이러한 구성

에서, 스위치(230)는 예를 들어 안테나(202)와 트랜스폰더(114)의 인터페이스에서 안테나(202)에 전기적으로 접속

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닫힌(normally closed)'(NC) 구성의 스위치일 수 있다. 스위치(230)는 눌려질 수 있으며 이 

위치에서 스위치(230)는 개방되어 안테나(202)를 완전히 활성화시킨다.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포브(102)는 스위치(230)로서 동작하고, 포브(102) 사용자로부터 생체신호가 제공되면 

포브(102)를 활성화시키도록 구성된 생체센서 및 생체 멤브레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생체신호는 지문, 엄지손

가락 지문 등을 디지털 판독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생체회로가 사용되는 경우, 생체 회로는 내부 전압원(예를 들어, 

배터리)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스위치는 단순한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전력이 공급되는 스위치

이다. 또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스위치(230)는 비록 포브(102) 내에 생체회로가 존재하지 않지만 배터리에 의해 

전력이 공급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스위치(230)는 논리 스위치일 수 있다. 스위치(230)가 논리 스위치인 경우 스위치 제어 소프트

웨어는 다양한 포브(120)의 구성요소의 활성화를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시퀀스 컨트롤러(208)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라 RFID 리더(104)의 전형적인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RFID 리더(104)

는 예를 들어 RF 모듈(302)에 결합된 안테나(106)를 포함하며, RF 모듈(302)은 제어모듈(304)에 결합된다. 또한 RF

ID 리더(104)는 RFID 리더(104)로부터 원격지에 위치되는 안테나(108)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적절한 케이블(120) 또

는 다른 유무선 접속에 의해 RFID 리더(104)에 결합된다.

RF 모듈(302)과 안테나(106)는 포브(102)와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다. 포브(102)가 특정 

RF 주파수에서 신호를 수신하도록 포맷되는 경우 RF 모듈(302)은 동일한 주파수에서 호출신호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포브(102)는 약 13.56MHz의 호출신호에 응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경

우에, RFID안테나(106)는 13MHz 일 수 있으며, 약 13.56MHz의 호출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즉, 포브(1

02)는 제 1 및 제 2 RF 모듈(예를 들어, 트랜스폰더)을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제 1 모듈은 134Khz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작할 수 있고, 제 2 RF 모듈은 13.56MHz의 주 파수를 이용하여 동작할 수 있다. RFID 리더(10

4)는 134Khz의 주파수, 13.56MHz의 주파수 또는 이들 모두를 이용하여 동작할 수 있는 2개의 수신기를 포함할 수 

있다. RFID 리더(104)가 134KHz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면 포브(102) 상에서는 134KHz의 모듈로만 동작할 수 있다. 

RFID 리더(104)가 13.56MHz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면 포브(102) 상에서는 13.56MHz의 모듈로만 동작할 수 있다. R

FID리더(104)가 134KHz와 13.56MHz의 RF모듈을 모두 지원하면 포브(102)는 RFID 리더(104)로부터 양 신호를 

모두 수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포브(102)는 양 주파수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주파수는 거절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와 달리, RFID 리더(104)는 호출시에 포브로부터의 양 주파수에서 신호를 모두 수신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RFID 리더(104)는 양 주파수 중의 하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주파수는 거절하도록 형성될 수 있

다.

또한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특정 거래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선택적 피드백(optional feedback)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선택적 피드백은 LED, LED 스크린 및/또는 다른 시각적 디스플레이의 형태일 수 있

으며, 이것은 포브 사용자에게, 거래가 시작되었고(예를 들어, 포브가 호출을 받음), 포브가 유효하며(예를 들어, 포브

계정번호가 RFID 리더에 의해 판독됨) 및/또는 거래가 허용되거나 거절됨(예를 들어, 거래가 승인되거나 거절됨)을 

알리도록 하는 다른 메시지 및/또는 신호를 정지, 스크롤링, 번쩍임으로 밝게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선택적 피드백은 거래상태를 포브 사용자에게 알리는 청취가능한 표시기에 의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을 

수 있다(또는 청취가능한 표 시기만을 제공할 수 있음). 청취가능한 피드백은 포브(102)가 호출을 받을 때 거래 상태 

등을 알리는 단일한 톤, 다중 톤, 음악적 표시기 및/또는 음성 표시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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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안테나(106)는 호출신호를 전송하고 적어도 하나의 인증요청신호 및/또는 계정 데이터를 포브(102)로부터 수

신하는 트랜스폰더(306)와 통신할 수 있다. 트랜스폰더(306)는 도 2의 트랜스폰더(114)와 유사하다. 특히 트랜스폰

더(306)는 트랜스폰더(114)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안테나(202)와 호환가능한 포맷으로 RF신호를

송신 및/또는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랜스폰더(306)가 13.56MHz이면 RF 안테나(202)는 13.56M

Hz에서 호환가능하다. 유사하게 트랜스폰더(306)가 ISO/IEC 14443에 적합하면 안테나(106)는 ISO/IEC 14443에 

적합할 수 있다.

RF 모듈(302)은 예를 들어 보안 데이터베이스(310)와 통신할 수 있는 인증회로(308)와 통신하는 트랜스폰더(306)를

포함할 수 있다. 인증회로(308)와 데이터베이스(310)는 도 2의 인증회로(210) 및 보안 메모리 데이터베이스(212)에 

대하여 설명한 것과 유사하게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310)는 시스템(100)을 거쳐

상거래를 인증하는 포브(102)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310)는 RFID리더(104)가 포브 데이터베이

스(214)에 저장된 포브 계정 번호를 제공하도록 인증되었는지의 여부를 인증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포브(102)에 제공

하는 RFID 리더(104) 식별정보를 추가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인증회로(308)는 인증회로(210)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인증회로(308)는 인증회로(210)가

RFID 리더(104)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를 인증하도록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브(102)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를 인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보다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포브(102)와 RFID 리더(104)는 상호

인증으로 결합한다. 이 문맥에서, '상호인증'은 포브(102)가 RFID리더(104)로부터의 신호를 인증하고 RFID 리더(10

4)가 포브(102)로부터의 신호를 인증할 때까지 시스템(100)의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인증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인증 프로세스는 한 쪽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즉, 흐

름도는 비록 유사한 단계들이 포브(102)가 RFID리더(104)를 인증하는 예에서도 뒤따를 수 있지만 포브(102)를 인증

하는 RFID 리더(104)의 프로세스만을 나타내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212)는 RFID 리더(104)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암호화거나 또는 해독하는 보안키를 

저장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인증 프로세스에서, RFID 리더(104)가 포브(102)를 인증하는 경우 RFID리더(104)는 포브

(102)에 호출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단계 402). 호출신호는 RFID리더 인증회로(210)에 의해 생성된 랜덤코드를 포

함할 수 있으며, 포브(102)에 제공되고, 포브(102)의 유일한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유일한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

화된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인증회로(308)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명령을 제공할 수 있다. 

인증회로(308)는 데이터베이스(310)로부터 난수를 포함하는 포브 호출신호를 각각의 인증신호마다 생성된 인증코드

의 일부로서 제공할 수 있다. 인증코드는 RFID리더(104)와 포브(102)에 의해 인식가능한(예를 들어, 판독가능한) 문

자 숫자식의 코드일 수 있다. 인증코드는 RFID RF 인터페이스(306) 및 안테나(106)(또는 안테나(108))를 통해 포브(

102)에 제공될 수 있다.

포브(102)는 호출신호를 수신한다(단계 404). 인증코드를 포함하는 호출신호는 안테나(202)를 통해 RF 인터페이스(

114)에 수신될 수 있다. 일단 포브(102)가 활성화되면, 인증코드를 포함하는 호출신호가 변조기/복조기 회로(206)에 

제공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호출신호는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에 공급되기 전에 복조될 수 있다. 프로토콜/

시퀀스 컨트롤러(208)는 포브(102)의 인증을 위한 요청으로서 호출신호를 인식하여, 그 인증코드를 인증회로(210)에

공급할 수 있다. 포브(102)는 인증코드를 암호화할 수 있다(단계 406). 특히, 암호화는 인증회로(210)에 의해 행해지

고, 이 인증회로는 인증코드를 수신하고, 암호화된 인증코드를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에 공급하기 전에 암호

화한다. 포브(102)는 암호화된 인증코드를 RFID 리더(104)에 공급할 수 있다(단계 408). 즉, 암호화된 인증코드는 변

조기/복조기 회로(206), RF 인터페이스(114)(예를 들어, 트랜스폰더(114)) 및 안테나(202)를 통해 RFID 리더(104)

에 공급될 수 있다.

RFID 리더(104)는 암호화된 인증코드를 수신하여 해독한다(단계 410). 즉, 암호화된 인증코드는 안테나(106) 및 RF

인터페이스(306)에서 수신되어 인증회로(308)로 공급될 수 있다. 인증회로(308)는 데이터베이스(310)로부터 보안 

인증키(예를 들어, 트랜스폰더 시스템 해독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증회로는 암 호화된 인증코드를 해독(예를 들면

, 잠금해제(unlock))하기 위해 인증키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키는 포브(102)의 유일한 식별코드에 기초하여 인증회

로에 공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된 인증코드는 유일한 포브(102)의 식별 코드와 함께 제공될 수 있다. 인증회

로는 포브(102)의 유일한 식별코드를 수신하여, 암호화된 인증코드를 해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유일한 포브(102)의

식별코드에 상관되는 트랜스폰더시스템 해독키를 데이터베이스(310)로부터 검색한다.

일단 인증코드가 해독되면, 해독된 인증코드는 단계 402에서 RFID 리더(104)에 의해 공급되는 인증코드와 비교되어

그 인증을 확인한다(단계 412). 만약 해독된 인증코드가 인증회로(308)에 의해 판독 불가능하면(예를 들어, 인식가능

하면) 포브(102)는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단계 418), 시스템(100)의 동작은 종료된다(단계 420). 반대로 해

독된 인증코드가 포브(102)에 의해 인식가능하면(예를 들어 확인되면) 해독된 인증코드는 인증된 것으로 판단되고(

단계 414) 거래가 허용되어 계속 진행된다(단계 416). 특정한 일실시예에서, 거래의 절차는 비록 포브(102)가 RFID

리더(104)를 인증하기 전에 RFID 리더(104)가 포브(102)를 인증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RFID리더(104)가 포

브(102)를 인증하기 전에 포브(102)가 RFID리더(104)를 인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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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인증 프로세스에서, 인증회로(308)는 해독되지 않은 인증코드가 단계 402에서 제공된 인증코드와 동일한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코드가 동일하지 않으면, 포브(102)는 시스템(100)에 대한 

액세스가 인증되지 않는다. 비록 검증 처리가 동일성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동일성이 요구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컨대, 인증회로(308)는 임의의 프로토콜 단계 또는 해독된 코드가 인증된 포브(102)에 대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

는 처리를 통해 해독된 코드를 검증할 수 있다.

인증회로(308)는 또한 도 2의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프로토콜

/시퀀스 컨트롤러(314)와 통신할 수 있다. 즉,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RFID 리더(104)의 구성요소의 동작

순서를 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도 5는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가 동작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결정

처리를 도시한 도면이다.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포브(102)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RFID 리더(

104)의 다른 구성요소를 명령할 수 있다(단계 502). 예컨대, 만약 포브(102)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인터럽트되지 않은 호출신호를 제공하도록 RFID 리더(104)에 명령할 수 있다(단계 504). 즉, 프로

토콜/시퀀스 컨트롤러는 포브(102)의 존재가 실현될 때까지 인터럽트되지 않은 호출신호를 제공하도록 인증회로(30

8)에 명령할 수 있다. 만약 포브(102)가 존재하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포브(102)를 인증하도록 RFID 

리더(104)에 명령할 수 있다(단계 506).

상술한 바와 같이, 인증은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가 인증코드를 포브(102)에 공급하도록 인증회로(308)에 

명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포브(102)로부터 응답이 수신되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는 응답이 RFID리더(

104)의 공급된 인증코드에 대한 응답인지 또는 응답이 인증을 필요로 하는 신호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단계 508). 만

약 신호가 인증을 필요로 하면 프로토 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상술한 바와 같은 인증회로를 활성화할 수 있다(단

계 506). 반면 포브(102)의 신호가 제공된 인증코드에 대한 응답이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신호의 인식

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보안키를 검색하도록 RFID리더(104)에 명령할 수 있다. 즉,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

)는 데이터베이스(310)로부터 보안키(예를 들어, 트랜스폰더 시스템 해독키)를 검색하고, 그 신호를 해독하여, 인증 

프로세스(예를 들어, 단계 506)에서 RFID 리더(104)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와 비교하도록 인증회로(308)에 명령할 수

있다. 만약 그 신호가 인식되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포브(102)가 시스템(100)을 액세스하도록 인증되

었음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신호가 인증되지 않았으면 포브(102)는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된다. 이 경우에 프로

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인증된 포브를 호출하도록 RFID 컨트롤러에 명령할 수 있다(단계 504).

일단,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가 포브(102)가 인증되었음을 결정하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부가 신호

가 포브(102)에 의해 보내졌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부가신호도 포브(102)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

으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신호가 공급되는 시간까지 유휴상태를 유지하도록 RFID리더(104)의 모든 구

성요소를 제어할 수 있다(단계 516). 반대로 포브(102)의 부가신호가 공급되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포

브(102)가 상인의 POS 단말기(110)(예를 들면, POS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는지의 여부 또는 포브(102)가 복

귀(예를 들어, 상호) 인증을 위해 RFID 리더(104)를 호출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단계 518). 포브(102)가 상

인의 POS 단말기(110)에 대한 액 세스를 요청하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POS 단말기(110)와 개방통신

을 하도록 RFID 리더(104)에 명령할 수 있다(단계 524). 특히,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활성화되도록 POS

단말기 통신 인터페이스(312)에 명령하여 RFID 리더(104)와 POS 단자(110) 사이에 데이터의 전송이 허용하도록 한

다.

한편,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는 포브(102) 신호가 상호 호출신호임을 결정하면 신호를 암호화하도록 RFID 리더(

104)에 명령한다(단계 520).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포브(102)의 상호 호출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베이

스(320)로부터 적절한 암호화키를 검색하도록 암호화 인증회로(318)에 명령할 수 있다.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

14)는 암호화된 상호 호출신호를 포브(102)에 제공하도록 RFID 리더(104)에 명령할 수 있다. 프로토콜/시퀀스 컨트

롤러(314)는 상호인증을 위해 포브(102)에 대해 암호화된 상호 호출신호를 공급하도록 인증회로(318)에 명령할 수 

있다. 포브(102)는 암호화된 상호 호출신호를 수신하고, 인증회로(212)로부터 RFID 리더 해독키를 검색할 수 있다.

비록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의 전형적인 결정 프로세스가 설명되었지만 포브(102)의 구성요소를 제어할 때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에 의해 유사한 결정 프로세스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실 상술

한 바와 같이,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와 유사한 동작 및 디자인을 갖고 있

다. 또한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 314)는 대응하는 장치가 접속될 때 USB 인터페이스(222, 316)를 인에이블

시키는 적절한 명령을 결정 프로세스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암호화/해독 구성요소(318)는 암호화된 포브 계정번호를 해독하는데 필요한 보안키를 저장하는 보안 계정번호 데이

터베이스(320)와 통신할 수 있다.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로부터의 적절한 요청에 대하여 암호화/해독 구성

요소(예를 들어, 회로(318))는 적절한 보안키를 검색하고, 포브 계정번호를 해독하며, 해독된 계정번호를 나중에 접속

되는 POS 장치(110)에 의해 판독가능한 포맷으로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에 전송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일실

시예에서, 계정번호는 ISO/IEC 7813표준과 호환가능한 종래의 자기스트립 포맷 상태로 전송될 수 있다. 즉, 본 발명

에 따르면 종래기술에서 행해졌던 바와 같이 계정번호를 번역하거나 또는 전통적인 자기스트립 포맷에 상관시킬 필

요가 없다. 본 발명은 비록 계정과 관련된 카드가 지불을 위해 제공된다 하더라도 거래요구를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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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스트립 포맷으로 계정번호를 수신할 때,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도 1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통

신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링크(122)를 통해 계정번호를 POS 장치(110)에 전송할 수 있다. POS 장치(110)는 해독된 

계정번호를 수신하여 자기스트립으로 포맷된 계정번호를 보통의 표준으로서 상인의 상거래하에서 처리하기 위한 호

스트 네트워크(112)에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은 제3자의 서버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해 준다. 또, P

OS 장치(110)가 네트워크(112)로부터 응답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는 포브(102) 사용

자에 대한 응답을 선택적으로 및/또는 청각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RF 모듈(302)에 대한 네트워크 응답을 제공할 수 있

다.

RFID 리더(104)는 추가적으로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와 통신하는 USB 인터페이스(316)를 포함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USB 인터페이스는 RS22 시리얼 데이터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이와 달리 RFID 리더(104)는 예컨대,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와 통신하는 RS232 인터페이스 등의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USB 커

넥터(316)는 시스템(100) 어플리케이션 파라미터에 대하여 RFID 리더(104)를 초기화시키기 위해 개별화 시스템(11

6)(도 1B에 도시됨)과 통신할 수 있다. 즉, 시스템(100)의 동작에 앞서 RFID 리더(104)는 인증된 포브(102)에 속하는

보안키의 리스트로 데이터베이스를 채우고, 계정번호를 ISO/IEC 7813 포맷으로 하는 포브(102) 계정번호를 해독하

도록 보안키로 데이터베이스(320)를 채우기 위해 개별화 시스템(116)과 통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RFID 리

더(104)는 유일한 식별자(예를 들어, 시리얼 번호)로 채워질 수 있으며, 이 유일한 식별자는 RFID 리더(104)가 포브(

102) 암호화된 계정번호를 수신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포브 인증회로(210)에 의해 사용

될 수 있다.

도 1b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개별화 시스템(100B)을 도시한 도면이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개별화 시스템(1

00B)은 시스템(100A)에 사용하기 위해 RFID 리더(104)와 포브(102)를 초기화하는 임의의 시스템일 수 있다. 도 1b

를 참조하면, 포브(102)에 대한 유사한 개별화 프로세스를 도시할 수 있다. 예컨대, 개별화 시스템(116)은 유일한 RFI

D 리더(104) 식별자의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안키로 포브 데이터베이스(212)를 채우는 RF ISO 14443 인터

페이스(114)를 통해 포브(102)와 통신할 수 있다. 또한 개별화 시스템(116)은 포브(102)가 시스템(100)에 액세스하

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RFID 리더(104)에 의한 사용을 위해 유일한 포브(102) 식별자로 데이터베이스

(212)를 채울 수 있다. 개별화 시스템(116)은 나중에 인증된 RFID 리더(104)에 제공하기 위해 암호화된 포브(102) 

계정번호를 포브 데이터베이스(214)에 채워 넣는다(예를 들면, 도입한다).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개별화 시스템(16)은 상술한 바와 같은 임의의 표준 컴퓨팅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 개별화 시스템(116)은 종래의 임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이용하여 동작가

능한 하드웨어 보안모듈을 갖는 표준 퍼스널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다. 보안키 정보 계정번호와 유일한 식별정보를 

포브(102) 또는 RFID 리더(104)에 채우기 전에, 하드웨어 보안모듈은 구성요소가 보안정보를 수신하도록 권한을 위

임받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포브(102)와 RFID 리더(104)를 인증할 수 있다.

도 6a 및 도 6b는 포브(102) 및/또는 RFID리더(104)를 개별화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개별화 절차의 전형적인 흐름도

이다. 비록 다음의 설명은 주로 포브(102)의 개별화에 대해 설명한 것이지만 RFID 리더(104)도 유사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개별화할 수 있다. 개별화 시스템(116)과 개별화될 장치(예를 들어, 포브(102) 또는 RFID(104))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별화 프로세스는 예컨대 단계 602에서 시작한다. 상호인증은 RFID리더(104)와 상호 인증하는 포브(102)

와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화 시스템(116)과 인증될 장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즉, 개별화 

시스템(116)은 인증될 장치에 개별화 시스템(116) 식별자를 전송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증회로(210, 308)에 의해 

장치 데이터베이스(212, 310)에 저장된 개 별화 시스템 식별자와 비교된다. 비교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단계 604) 

개별화 프로세스는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단계 612). 비교결과가 일치하면(단계 604) 개별화 시스템은 개별화될 장

치에 공급될 개별화 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단계 606). 만약 개별화 시스템이 상호 동작되면 개별화 파일은 예컨대, 

키보드 등의 임의의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개별화 시스템(116)에 입력될 것이다(단계 606). 개별화 

시스템(116) 오퍼레이터가 개별화 파일의 작성을 지연시키도록 선택되면 시스템(116)은 개별화 프로세스를 중단할 

수 있다(단계 610). 이 설명에서, 개별화 파일은 유일한 포브(102)나 RFID 리더(104) 식별자, 데이터베이스(212, 31

0)를 로딩하기 위한 보안키, 및/또는 데이터베이스(320)에 로딩될 수 있는 포브 계정번호를 해독하기 위한 보안키를 

포함한다.

포브(102)는 RF ISO/IEC 14443 인터페이스(114)를 통해 개별화 시스템(116)에 직접 접속에 의해 개별화되거나 또

는 RFID리더(104)를 사용하여 개별화 될 수 있다. 개별화 시스템(116)과 RFID리더(104)는 상호 인증으로 결합되며 

RFID 리더(104)는 RF를 통해 포브 개별화 파일을 포브(102)에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일단 포브(102)가 개별

화를 위해 RFID 리더(104)에 제공되면(단계 608, 614), 포브(102)와 RFID 리더(104)는 상호인증으로 결합될 수 있

다(단계 614). 포브(102)가 개별화를 위해 RFID 리더(104)에 제공되지 않으면 개별화 프로세스는 중단된다(단계 61

0).

포브(102)가 검출되면 개인화 시스템(116)은 개별화 파일의 일부로서 포브(102)에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식별자를 

생성한다(단계 616). 식별자는 하나의 식별자가 하나의 포브에만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하다. 즉, 어떠한 포브

도 동일한 식별자를 가질 수 없다. 포브는 그 식별자로 구성되고 로딩된다(단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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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포브(102) 계정번호는 포브(102) 유일의 식별자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포브(102)에 

채워질 수 있다. 즉, 개별화 시스템(116)은 계정 데이터를 미리 암호화하고(단계 640), 그 암호화된 계정을 포브 데이

터베이스(214)에 도입한다(단계 622). 암호화된 계정 데이터는 상술한 바와 같이 RFID 리더(104)를 이용하여 로딩(

예를 들어, 도입)될 수 있다.

일단 개별화 파일이 포브(102)에 채워지면 채워진 정보는 변경, 비인가 판독 및/또는 비인가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되지 않게 잠겨진다(단계 624). 개별화 시스템(116)은 나중의 액세스에 대한 개별화 파일정보의 로그와 개별화 

시스템(116) 사용자에 의한 분석을 생성할 수 있다(단계 626).

개별화 프로세스가 손상되거나 차단되는 경우(단계 628)에는 개별화 시스템(116)은 보안 경고를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고(단계 630), 개별화 프로세스는 중단될 수 있다(단계 612)는 점에 주목하여 한다. 한편 이러한 손상이나 차단이 

없는 경우 개별화 시스템(116)은 개별화 될 제 2 장치에서 초기화가 시작되도록 준비될 수 있다(단계 632).

도 7a 및 도 7b는 RFID 리더(104)를 개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개별화 프로세스의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를 도

시한 도면이다. RFID 리더(104)는 RFID 리더 USB 접속부(316)를 통해 개별화 시스템과 통신될 수 있다(단계 702). 

일단 접속되면 개별화 시스템(116)은 RFID리더(104)와 통신을 설정하고, RFID리더(104)는 개별 화 시스템(116)에 

RFID 리더(104)에 현재 저장된 RFID 리더(104) 식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단계 704). 단계 708에 따라 RFID 리

더(104)가 처음에 개별화되는 경우(단계 706), RFID 리더(104)와 개별화 시스템(116)은 도 6A 및 도 6B와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상호인증으로 결합할 수 있다. 상호인증이 완료된 후 개별화 시스템(116)은 RFID 리더(104)가 시

스템(100) 내에서 동작하도록 적절하게 제조되거나 구성된다. 확인은 RFID 리더가 미리 결정된 디폴트 설정을 허용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RFID 리더(104)의 동작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즉, 개별화 시스템(116)

은 RFID 리더(104)에 디폴트 설정의 세트를 제공하고(단계 708) RFID 리더(104)가 이들 설정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

정한다(단계 712). 만약 RFID 리더(104)가 디폴트 설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개별화 시스템(116)은 개별화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단계 714).

만약 개별화 시스템(116)이 개별화 프로세스가 RFID 리더(104)에 의해 취해진 처음의 개별화 프로세스가 아님을 결

정하면(단계 706), 개별화 시스템(116)과 RFID리더(104)는 현존하는 RFID 리더(104)에 이미 저장된 보안키를 이용

하여 상호인증 프로세스로 결합할 수 있다(단계 710). 만약 인증이 성공하지 못하면(단계 712) 개별화 시스템(116)은

개별화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단계 714).

개별화 시스템(116)과 RFID리더(104)가 성공적으로 상호인증하면 개별화 시스템(116)은 RFID 리더(104) 보안키를

갱신한다(단계 716). 보안키를 갱신하는 것은 시스템(100) 매니저에 의해 결정되는 시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갱신은

루틴 유지의 부분으로서 또는 현재의 보안키 데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다. 갱신은 펌웨어를 RFID 리더(

104)에 다운로딩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단계 718). 개별화 시스템(116)이 단계 716에서 RFID리더(104)가 초기 개

별화를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펌웨어는 처음시간 동안 RFID 리더(104)에 로딩될 수 있다. 여기에서 '펌웨어

(firware)'는 RFID리더(102)가 시스템(100) 가이드라인 하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임의의 파일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

대,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RFID 리더와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314)의 동작을 위한 것이다.

개별화 시스템(116)은 개별화 키(예를 들면, 보안키, 해독키, RFID식별자)가 갱신될 필요가 있는지 또는 RFID 리더(

104)가 개별화키의 초기 설정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단계 720). 만약 그럴필요가 있으면 개별화 시

스템(116)은 개별화키를 적절한 때 다운로드할 수 있다(단계 722).

개별화 시스템(116)은 포브(102) 식별자와 대응 보안키가 갱신되었는지 또는 초기에 로딩되었는지를 결정하도록 RF

ID 리더(104)를 체크할 수 있다(단계 724). 만약 갱신이 불필요하면 개별화 시스템(116)은 개별화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단계 732). 반대로 개별화 시스템(116)이 포브(102) 식별자와 대응 키가 갱신되거나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면, 개별화 시스템(116)은 정보를 RFID 리더(104) 상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단계726). 그 정보(예를 들면, 포

브 보안키 및 식별자)는 암호화된 포맷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으며, RFID 리더(104)는 그 정보를 적절한 때 RFID 리더

데이터베이스(310)에 저장할 수 있다(단계 728). 개별화 시스템(116)은 개별화 시스템(116) 사용자에 의한 나중의 

사용과 분석을 목록화한 상태 로그를 생성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단계 730). 상태로그를 갱신할 때 개별화 프로세스

는 종 료될 수 있다(단계 732).

어떤 경우에는 상술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RFID 리더를 다시 개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 경우

에, 도 7A 및 도 7B에 설명된 개별화 프로세스가 반복될 수 있다.

도 8은 시스템(100A)의 동작에 대한 전형적인 흐름도이다. 이 동작은 전형적인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100A)

의 구성요소를 도시한 도 1A를 참조하면 이해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고객이 포브(102)에게 지불하기를 원할 때 

시작된다(단계 802). 포브(102)의 신청시, 상인은 RFID 리더(104)를 통해 RF 지불절차를 시작한다(단계 804). 특히,

RFID리더는 포브(1020의 존재를 스캔하도록 호출신호를 외부로 송신한다(단계806). RF신호는 RFID 리더 안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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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또는 선택적으로 외부 안테나(108)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고객은 포브(102)에게 지불을 제공할 수 있으며(단계

808,) 포브(102)는 제공된 RF 호출신호에 의해 활성화된다.

포브(102)와 RFID 리더(104)는 상호인증으로 결합할 수 있다(단계 810). 상호인증이 성공하지 못하면 에러 메시지

가 RFID 선택 및/또는 청취가능한 표시기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단계 814) 거래는 중단된다(단계 816). 

상호인증이 성공하면(단계 812), RFID리더(104)는 고객에게 적절한 선택 및/또는 청취가능한 메시지(예를 들어, '거

래 처리' 또는 '대기')를 제공한다(단계 818). 포브 프로토콜/시퀀스 컨트롤러(208)는 데이터베이스(214)로부터 암호

화된 포브 계정번호를 검색하고 그 암호화된 계정번호를 RFID 리더(104)에 제공한다(단계 820).

RFID리더(104)는 그 계정번호를 해독하고 자기 스트라이프(ISO/IEC 7813) 포 맷으로 변환하여(단계 822) 암호해독

된 계정번호를 상인 시스템(130)에게 제공한다(단계 828). 특히 계정번호는 처리를 위한 상인 네트워크(112)로의 전

송을 위해 POS 장치(110)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처리방법은 도 10 내지 도 13을 참조하여 이

하에 설명하기로 한다. 처리시에, POS 장치(110)는 선택적 및/또는 청취가능한 거래 상태 메시지를 고객과의 통신을 

위한 RFID 리더(104)에 송신할 수 있다(단계 832).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포브 발급자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은 수개의 포맷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처리방법은 프리로딩된 포브 포맷 하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불값(예를 들어,

금전적 가치, 보상 포인트의 가치, 바터 포인트 가치 등)은 포브의 사용을 허용하기 전에 프리로딩된 값 계정이나 데

이터로 프리로드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포브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래의 지불총액을 

별도로 설정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거래의 처리 중에, 거래의 승인은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에 저장된(또는 유지

된) 총액과 거래액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교는 프리로드된 값 처리 시스템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프리로드된 값 처리 시스템은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과 처리될 거래액을 비교할 수 있다. 거래액이 프리로드된 값

계정에 저장된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프리로드된 값 처리 시스템이 거래의 완료를 위해 인증을 거절하고, 사용자

가 데이터 파일 내의 값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하며, 거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불의 다른 형태 및

/또는 관련된 지불 금융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다른 수단을 요청할 수 있다. 거래액이 그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 계정에 저장된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프리로드된 값 처리 시스템은 거래의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전형적인 프리로드된 값 처리 시스템(1000)을 도 10과 관련하여 도시한다. 프리로드된 값 처리 시스템(1000)은 트랜

스폰더(114)를 포함하는 포브(102)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도 1A와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RFID리더(104)

또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인 시스템(130)과 통신한다. 상인 시스템은 발급자 시스템(1010)과 통신할 수 있

으며, 발급자 시스템(1010)은 임의의 엔티티(예를 들어, 비금융기관, 금융기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및/또는 

마스터 카드 등)에 의해 유지될 수 있으며, 이것은 프브(102)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212)와 같은 유사한 구성의 발

급자 데이터베이스(1012) 상에 유지된 프리로드된 값 계정(예를 들어, 데이터 파일) 에 프리로드 값 총액을 저장하도

록 허용한다. 발급자 시스템(1000)은 포브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서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

다. 도시된 바와 같이 POS 장치(110)(상인 시스템(130)에 포함됨)는 POS 장치(110)로부터 포브 계정정보를 수신하

기 위한 발급자 계정서버(Issuer Account Server, IAS)(1014)와 통신할 수 있다. IAS(1014)는 프리로드된 값 포브

를 포함하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프리로드된 값 인증서버(Preloaded Value Authorization Server, PLAS)(1016)

와 통신할 수 있다. PLAS(1016)는 프리로드된 포브 또는 상인 거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도시생략)로부터 펀드를 검색하기 위한 발급자 데이터베이스(101)와 통신할 수 있다. 이 예에서, 프리로

드된 값 데이터 파일은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서브파일로서 데이터베이스(1012)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발급자' 또는 '계정 공급자'는 포브를 이용하여 거래의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임의

의 엔티티를 말하며, 적어도 하나의 프리로드되거나 프리로드되지 않은 포브를 이용하여 지불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인 발급자로는 예를 들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비자, 디스커버 등이 있다. 프리로

드된 값 처리 콘텍스트에서, 교환가치(예를 들어, 금전, 보상 포인트, 바터 포인트 등)는 요구된 거래를 완료하는데 사

용하기 위해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에 저장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교환가치는 포브자체에 저장되지 않는다. 

또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은 거래 액수를 차변에 기입할 수 있으므로 프리로드된 값 계정은 보충될 수 있다. 아래

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프리로드된 값 시스템 플랫폼은 '직접링크' 거래를 완료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프리로드된 값 계정은 위치홀더(place holder)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0값을 저장할 수 있다.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교환될 수 있는 값(예를 들어, 금전, 보상 포인트, 바터 포인트 

등)을 저장하기 위한 종래의 데이터 파일 구성일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파일은 발급자 시스템(

1010)에 의해 결정되거나 요구되는 바와 같은 임의의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전형적인 동작에서 포브 식별 정보(예를 들어, 계정번호 또는 포브 마커)는 도 1a와 관련하여 설명된 것과 유사한 방

식으로 POS 장치(110)에 제공될 수 있다. 즉, 포브(102)는 RFID리더(104)나 컴퓨터 인터페이스(134)를 통해 상인 

시스템(130)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것은 트랙 1 또는 트랙 2의 포맷이나 POS 장치(110) 및/또는 발급자 시스템(100

1)에 의해 인식가능한 임의의 포맷으로 포브 식별을 제공할 수 있다. 상인 시스템(130)에 포함된 POS 장치(110)는 

포브(102) 식별정보를 수신하여 그 포브 식별정보를 거래 식별정보(예를 들어, 총액, 양, 상인식별 등)와 함께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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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발급자 시스템(1010)에 제공할 수 있다. 상인 시스템(130)은 상인 시스템 동일성을 나타내는 상인 시스템 마커 

또는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상인 시스템(130)은 발급자 시스템(1010)에 제공하기 위해 포브(102) 식별정보, 상인

식별정보, 및/또는 거래 식별정보를 상인 거래 요청에 결합할 수 있다.

IAS(1014)는 거래 및 포브 식별정보(또는 상인 거래요청)를 수신하고, 그 거래가 프리로드된 포브와 관련된 프리로

드된 값 계정에 대하여 요청되었음을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다. 즉, IAS(1014)는 사용자가 지불을 위해 프리로드된 

포브를 제공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다. 프리로드된 포브로서의 포브(102)의 인식은 포브가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

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마커 또는 식별자가 포브 식별정보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커의 인식시, IAS(101

4)는 처리를 위해 거래 및 포브 식별정보를 PLAS(1016)에 송신할 수 있다. PLAS(1016)는 거래액을 프리로드된 값

내에 저장되거나 남아있는 값과 비교하여, 인증이 허용되었는지 또는 부정되었는지를 결정한다. 거래액이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 내에 저장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PLAS(1016)는 상인 시스템(130)에 제공하기 위해 거래 부정 메시

지를 IAS(1014)에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PLAS는 사용자가 데이터 파일 내의 값을 증 가시키는 요청을 용이하게 

하고, 거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형태의 지불 및/또는 현재 또는 장래의 지불 관련 금융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른 수단을 요청한다. 이와 달리, 거래액이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 내에 저장된 값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PLAS(1016)는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로부터 거래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PLAS(1016)는 프리로드된 값 계정에 저장된 금액이 상인 또는

포브 거래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작은 경우와 같은 다양한 금융상의 안전상 이유를 위해 IAS에 거래 

부정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예에서, 프리로드된 값이 미리 정해진 최소값(예를 들어, 최소 디플리션 레벨(mini

mum depletion level))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포브 사용자가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을 재로딩할 필요가 있다. 

프리로드된 값 계정의 재로딩은 상호 발생하거나(예를 들어, 포브 사용자의 전화 또는 온라인에 의해) 또는 프리로드

된 값 데이터 파일에 저장된 값이 미리 정의된 레벨까지 고갈되었을 때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재로딩이 자동으로 

행해지면 포브 발급자 또는 소유자에 의해 확정된 규칙에 따라 재로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장된 값이 미리

결정된 금액 미만이면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 내의 최대 재로딩 회수가 발생할 때까지 또는 최대 재로딩 금액이 미리 

정해진 기간 내에 도달할 때까지 미리 선택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전형적인 동작에서, 처리 시스템(1000)은 오프라인에서 동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인 시스템(130)은 발급자

시스템(1010)에 대하여 오프라인에 있 을 수 있다. 즉, 거래는 거래 식별정보가 발급자 시스템에 전달되기 전에 상인 

시스템에서 승인될 수 있다. 대신에 상인 시스템(130)은 상인 거래요청을 평가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승인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승인 프로토콜은 거래가 소정 액수 미만인 경우에 거래승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상

인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거나, 특정 위치 등으로부터 요청될 수 있다. 일단 오프라인 거래가 완료되면 상인

은 거래를 개별적으로나 일괄적으로 발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또는 상인에 의해 결정된 임의의 제출 처리하에 나중

의 기간에 거래의 만족을 구할 수 있다.

오프라인 거래동안, 포브(102)는 오프라인 거래 횟수를 추적할 수 있는 카운터(도시 생략)를 포함할 수 있다. 일단 미

리 결정된 수의 거래가 시도되면, 카운터는 포브(102)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용이하게 하도록 사용될 수 있

다. 그 시점에서 포브(102) 사용자는 온라인 거래를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카운터는 리셋되며, 다시 포브의 오프라인 

사용을 허용한다.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리 정해진 수의 오프라인 사용후 온라인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가적

인 보안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전형적인 프리로딩 및 재로딩 프로세스를 도시한 도면이다. 프리

로딩 및 재로딩 프로세스는 펀딩소스(1104)와 통신하는 하나 이상의 서버(예를 들어, PLAS(1016))를 이용하여 수행

될 수 있다. 비록 이들 프로세스는 PLAS(1016)를 이용하여 설명되었지만 데이터 파일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

성된 어떠한 서버라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 

발명의 프리로딩 및 재로딩 특징을 PLAS(1016)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PLAS(1016)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1012))에 프리로드된 값 계정(예를 들면, 데이터 

파일)(1106)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프리로드 값 계정은 포브 발급자/계정 공급자에 의해 펀딩되거나 유지

될 수 있으며, 포브 발급자/계정 공급자는 차지카드 또는 크레디트 카드(예를 들면, 비자, 마스터 카드, 아메리칸 익스

프레스, 디스커버 등), 데빗(debit)이나 직접 차변 인증(Direct Debit Authorization, DDA) 시스템과 관련한 크레디트

, 차지, 데빗, 보상 값 계정, 로얄티 계정 등을 설정한다.

프리로드된 값 계정은 계정 공급자 및/또는 포브 사용자나 소유자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미리 결정

된 최소 프리로드 금액 또는 값(예를 들어, 최소 프리로드 레벨)으로 설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 프리로드된 값 계정을

설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미리 결정된 최소값(예를 들면, 프리로드 값)은 특정 포브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프

리로드된 값 계정은 하나의 펀딩소스(1104)(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디스커버, 연료카드 등)로부터 

수신된 자금으로부터 로딩(예를 들면, 프리로딩, 재로딩)될 수 있다. 또한 프리로드된 값 계정은 로얄티 또는 보상 포

인트 공급자로부터 수신된 값으로 로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로얄티 또는 보상 포인트 공

급자는 여기에서 펀딩소스로서 언급될 수 있다. 따라서 PLAS(1016)는 프리로드된 값 계정을 로딩 및/또는 재로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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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펀드 또는 값을 취득하기 위해 펀딩소스(1104)와 통신할 수 있다(1108).

도 11B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전형적인 재로딩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동작 중에, 고객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선불 포브(102)를 상인 시스템(130)에 제공할 수 있다(1110). 프리로드된 값 계정은 상인 시스템(130)에 지불

된 값으로 고갈된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프리로드된 값 계정에 저장된 값이 최소 레벨의 밸런스(예를 

들면, 디플리션 레벨) 이하로 될 때까지 반복된다. 최소 디플리션 레벨(depletion level)은 포브 사용자 또는 포브 발

급자에 의해 미리 결정될 수 있으며, 파일이 재로딩될 때까지 프리로드된 값 계정에 저장되도록 허용될 수 있다.

일단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가 최소 디플리션 레벨에 도달되도록 고갈되면 PLAS(1016)는 펀딩소스(1104)로부터 검

색된 펀드로부터 프리로드된 값 계정을 재로딩하기 위해 자동 재로딩을 트리거할 수 있다(1112). 검색된 펀드의 액수

는 상술한 최소금액 또는 일부의 다른 미리 결정된 재로딩 값까지 프리로드된 값 계정을 로딩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PLAS(1016)는 미리 정해진 최소 디플리션 레벨(예를 들면, '최소레벨 밸런스')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자동 재로딩을 트리거할 수 있다. 즉, 프리로드된 값 계정은 자동 재로딩이 발생할 때 전혀 0값으로 고갈될 

수 없다. 이 예에서, PLAS(1016)는 펀딩소스(1104)에서 이용가능한 펀드에 대한 자동 재로딩을 위해 필요한 펀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자동 재로딩은 거래가 프리로드된 값 계정에 저장되거나 남아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리로드된 값 계정은 거래의 완료에 필 요한 금액까지 회복될 수 있다. 

예컨대, 자동 재로딩이 프리로드된 값 계정을 거래완료에 적합한 값으로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프리로드된 값 계정이 

거래를 처리하기 전에 자동으로 재로딩될 수 있다.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자동 재로딩은 상이한 사용자 또는 발급자 자동 재로딩 기준에 기초하여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자동 재로딩 기준은 정의된 기간 내의 정의된 최대 로딩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재로딩하는 것, 선택된 재발생 시

간 간격(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에서 재로딩하는 것, 특정 기간 내의 정의된 재로딩의 최대수에 도달할 때까지 허용

에 따라 재로딩하는 것, 또는 정의된 최대 재로딩 금액이 특정 기간에 도달될 때까지 재로딩하는 것을 포함하나, 그것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프리로드된 값 계정을 재로딩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특정 펀딩 기

준과 펀딩소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브 사용자가 발급자와 전화로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촉할 때와 같이

수동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프리로드된 값 거래 처리 시스템은 거래값이 프리로드된 값 계정에 저장된 프리로

드된 값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의 승인을 허용할 수 있다. 즉, 프리로드된 포브는 상인에 의해 청구된 요금이 허

용된 최대 재로딩 금액에 청구서가 제출될 때 카드에 저장된 총액을 합한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프리로드된 값의 금

액을 초과하는 구매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프리로드된 값 시스템은 특정상인의 거래 승인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거래를 승인할 수 있

다. 발급자가 상인의 거래 처리 방법을 리뷰 및/또는 승인하는 경우, 이 시스템은 상인의 거래 요구에 대한 승인의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인의 거래 처리 방법은 프리로드된 값의 금액을 초과

하지만, 실제의 청구가 프리로드된 값의 금액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거래요청을 상인이 제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 처리 방법 하에서 예를 들면, 가솔린 상인과 같은 상인은 예상된 가솔린 연료의 금액의 승인을 구할

수 있다. 고객뿐 아니라 상인도 특히 예를 들면 고객이 그의 자동 가스탱크를 채우기로 결정하거나 비연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의 정확한 최종값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상인은 거래의 최종금액보다 높은 거래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상인은 오프라인 거래요청 처리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또는 보다 늦은 기간에 거

래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처리에서 프리로드된 값 거래 처리 시스템은 겨래요청을 승인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처리시스템은 거래가 특정 상인으로부터 온 것을 인식하고 그 상인과 상관된 미리 결정된 승인 프로

토콜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승인 프로토콜이 상인이 실제의 청구를 초과하는 거래요청을 송신하는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거래 처리 시스템은 상인 ID, 거래에 속한 마커 등의 인식과 같이 상인의 식별을 허용할 수 있는 기술의 하나를 사용

할 수 있다. 처리 시스템은 상인 ID를 프리로드된 값(또는 재로딩된 값)보다 큰 금액의 거래 승인을 요청하는 상인 프

로토콜과 상관시키고, 그 상인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프리로드된 값 처리시스템(1000)의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라 IAS(1014)로부터 거래요구를 수신하면, PLAS(10

16)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 발급 자에 의해 확정된 수개의 리스크 기준에 기초하여 거래요구를 평가할 

수 있다.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부합하면, PLAS(1016)는 상인 시스템(130)에 제공하기 위해 거래(예를 들면, '허가

된 거래')의 인증을 IAS(1014)에 보낼 수 있다. 거래인증을 IAS(1014)에 보내는 것과 동시에 또는 보낸 후에 PLAS(1

016)는 계정 공급자 데이터베이스(1012)에 유지된 포브값 계정으로부터 거래의 만족을 구할 수 있다. 거래요구는 처

리를 위해 IAS(1014)에 제공될 수 있다. 즉 IAS(1014)는 프리로드된 값 계정에 저장된 금액의 밸런스로부터 거래값

을 공제할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르는 다른 거래 처리 시스템('직접링크' 시스템)(1200)의 전형적인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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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도 12는 상인 거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직접링크 시스템(1200)을 도시한다. 여기

에서, 직접링크 시스템은 교환값(예를 들면, 금전, 크레디트나 차지 또는 보상 포인트 등)을 저장하는 계정에 직접 링

크된 포브 또는 다른 제공가능한 매체(크레디트 카드, 차지카드, 데빗카드 등)를 이용하여 거래요구의 만족을 용이하

게 하는 임의의 시스템일 수 있다. 이 예에서, 프리로드된 값 계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프리로드될 수 없다. 또한 프리

로드된 값 계정은 상품 및 서비스의 지불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크레디트, 데빗 및/또는 DDA 카드 등의 접촉 금융제

품에 링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포브(이하, '직접링크 포브'라 함)와 카드는 동일한 펀딩소스와 관련되며, 사용자

또는 상인은 직접링크 포브 또는 카드가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펀딩소스로부터 거래의 만족을 구할 수 있다.

전형적인 직접링크 시스템(1200)에서, 직접링크 포브(102) 사용자는 값을 갖는 프리로드된 값 계정을 확정할 수 없

으 며 프리로드된 값 계정은 0 값을 지각적으로 저장할 수 있거나, 또는 직접링크 포브(102)는 포브 거래 계정이 크레

디트, 데빗, 로얄티 계정 등인 경우에 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상인에게 지불을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포브 거

래 계정과 관련된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라, 직접링크 포브(102)와 관련된 거래는 상술한 프리로드된 값 거래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주목되는 바와 같이, 이 예에서는 프리로드된 값 계정은 0값을 저장하는 위치홀더로

서 사용된다. 직접링크 포브와 관련된 거래 계정값을 포함하는 거래계정은 직접링크 거래를 만족시키기기 위한 펀딩

소스로서 처리된다. 이 예에서, 거래는 포브 사용자 또는 미리 규정된 발급자 프로토콜이나 기준에 따라 만족될 수 있

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인 시스템(130)은 상인 거래 요구를 수신하기 위한 발급자 시스템(1010)과 통신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POS 장치(110)는 예를들면 상인 및/또는 거래 식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발급자 계정 서버(IAS)와 같

은 발급자 서버와 통신할 수 있다. IAS(1014)는 상인 거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PLAS(1016)와도 통신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서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 2 IAS(1202)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 2 IAS(1202)에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PLAS(1016)는 제 2 IAS(1202)와 추가로 통신할 수 있다. 그러나, IAS(1202)는 전형적인 실시예

의 동작에 대한 이해를 단순화하기 위해 여기에 포함된다.

시스템(1200)의 전형적인 동작에서, 직접링크 포브 식별정보(예를 들면, 포브 식별자 또는 계정번호)는 도 1A에 대하

여 설명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POS 장 치(110)에 제공될 수 있다. 즉, 직접링크 포브(102)는 RFID 리더(104) 또는

컴퓨터 인터페이스(134)를 통해 상인 시스템(130)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것은 직접링크 포브(102) 식별정보를 트랙

1 또는 트랙 2의 포맷으로 제공할 수 있다. 상인 시스템(130)에 포함된 POS 장치(110)는 직접링크 포브(102) 식별정

보를 수신하여, 그 직접링크 포브(102) 식별정보를 거래식별정보(예를 들면, 총액, 양, 상인 식별 등)와 함께 인증을 

위한 발급자 시스템(1010)에 제공할 수 있다.

IAS(1014)는 거래 및 포브 식별정보를 수신하여, 그 거래를 직접링크 포브(102)에 대하여 요구된 것과 같은 것으로

서 인식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직접링크 포브(102)의 인식은 포브가 0값 프리로드된 값 계정과 연관됨을 나타내는 마

커 또는 식별자를 직접링크 포브(102) 식별정보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커의 인식시에 IAS(1014)는 거래 및

포브식별 정보를 처리를 위한 PLAS(1016)에 보낼 수 있다.

도 10의 프리로드된 값 처리 시스템의 동작과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PLAS(1016)는 발급자에 의해

확정된 수개의 리스크 기준에 기초하여 거래요구를 평가할 수 있다. 전형적인 리스크 기준은 특정 기간에 대한 거래

금액의 제한, 포브 사용자 사용이력, 펀드 또는 예약 제한, 선결정 재펀딩 규칙, 사용자 정의 제한, 또는 유사한 평가기

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으나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기준이 성공적으로 부합되면, PLAS(10

16)는 상인 시스템(130)에 제공하기 위해 거래(예를 들면, '허가된 거래')의 인증을 IAS(1014)에 보낼 수 있다. 거래

인증은 리스크 기준의 평가에 기초하지만 직접링크 포브에 대한 값을 저장하는 직접링크 거래계정 또는 프리로드된 

값 계정 내에 존재하는 값에 기초하지 않고 상인 시스템(130)에 제공될 수 있다.

IAS(1014)에 거래인증을 제공한 후, PLAS(1016)는 발급자 데이터베이스(1012)에 유지되고 펀딩소스(1104)로부터 

수신된 값에 의해 펀딩된 직접링크 포브 계정(예를 들면, 거래계정)에 대한 거래의 인증을 구할 수 있다. 인증요청은 

승인을 위해 IAS(1202)에 제공될 수 있으며, IAS는 직접링크 포브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값을 검색할 있다. 예컨대, 직

접링크 포브 계정이 차지계정 또는 크레디트 계정인 경우에, PLAS(1016)는 제 1 IAS(1202)로부터 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IAS(1202)는 데이터베이스(1012)의 직접링크 포브계정에 대한 거래액에 액세스할 수 있다. IAS(1202)는

빌링 사이클(billing cycle)의 마지막에 지불에 대한 포브 사용자 이력 데이터 파일(예를 들면, 차지 계정)에 거래액을

기록하거나, 또는 그 금액이 빌링 사이클의 마지막보다 늦은 날에, 지불을 위해 포브 직접링크 사용자 데이터 파일(예

를 들면, 크레디트 계정)에 기록될 수 있다.

다른 동작에서 PLAS(1016)는 제 2 IAS(1202)를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링크 포브계정에 대한 거래액에 액세스할 수 

있다. 거래가 제 2 IAS(1202)를 이용하여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거래를 만족시키기 위한 직접링크 포브 계정으로부

터 상인 시스템에 값이 직접 전달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대신에 직접링크 포브 발급자는 어떤 값이 빌링

사이클의 마지막 또는 그 보다 후에 직접링크 포브 계정으로부터 검색될 때까지, 예컨대, 요청에 의해 상인 거래의 만

족을 보증할 수 있다. 즉, PLAS(1016)는 거래의 인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상인이 해결을 위한 요청 을 발급자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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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제공한 후에 까지 거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값을 검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 13에 도시된 다른 전형적인 거래 처리 시스템(1300)에서, 상인 시스템(130)은 처리될 다중 포브 거래요청

을 포함하는 배치파일을 프로세스 서버(1302)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다중 포브거래는 프리로드된 값과 직접링크 거

래요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 시스템(1300)은 프리로드된 값과 직접링크 거래요청을 구별하는 프로세스 서버(13

02)를 포함할 수 있다. 즉, 프로세스 서버(1302)는 보다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프리로드된 값과 관련된 포브거

래와 프리로드된 포브 계정과 관련되지 않은 포브거래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프로세스 서버(1302)는 거래

의 해결을 위해 IAS(1014)와 통신할 수 있다. IAS(1014)는 상술한 프리로드된 값 거래 플랫폼 또는 직접링크 거래 

프로세스에 따라 거래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전형적인 시스템(1300)의 동작에서, 프로세스 서버(1302)는 해결파일을 수신하여 거래요청의 특성에 따라 그 파일을

식별할 수 있다. 예컨대 프로세스 서버(1302)는 마커를 수신된 파일에 위치시키고 거래에서 사용된 포브의 유형(예를

들면, 프리로드된 포브, 및 차지 또는 크레디트와 관련된 직접링크 포브)에 대한 거래요청의 서브파일을 생성시킨다. 

프로세스 서버(1302)는 상인이 지불가능한 금액에 대한 제 1 포브 거래파일과 처리를 위해 IAS(1014)에 보내져야 할

받을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제 2 포브 거래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서브파일이 상인 지급금을 포함하는 경우, 프로세스 

서버(1302)는 펀드를 거래의 지불을 위한 상인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제공된 펀드는 거래액에서 디스카운트 수입을 

뺀 것과 동일할 수 있다. 펀드는 상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펀딩소스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프로세스 서버(1

302)는 받을 수 있는 지불 계정에 대한 제 2 포브 거래파일을 생성하여 제 2 포브 거래파일을 IAS(1014)에 보낼 수 

있다. IAS(1014)는 도 10 및 12에서 설명된 프로세스에 따라 거래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즉, IAS(1014)는 직접링크 

포브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프리로드된 포브 거래요청을 구별하여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상술한 다양한 거래 처리 시스템의 동작을 고려하면, 포브와 관련된 카드가 사용되거나 프리로드된 포브와 관려된 계

정이 재로딩될 때 거래 처리 시스템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고려하면, 본 발명은 포브 사용의 특

성에 따라 포인트를 보상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 포인트(예를 들면, 로얄티 포인트)는 발급자 데이터베이스(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1012))에 유지된 보상계정 또는 포인트에 저장될 수 있다. 보상 포인트는 나중에 포브 사용자가 

원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받을 수 있는 보상계정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로얄티 시스템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발명자 볼트머(Voltmer) 등에 의해 2001년 4월 17일자로 출원된 '네트워

크된 로얄티 프로그램용 시스템 및 방법'이란 명칭의 미국특허출원 제09/836,213호; 발명자 아리프(Ariff) 등에 의해

2001년 12월 20일자로 출원된 '네트워크된 로얄티 프로그램용 시스템 및 방법'이란 명칭의 미국 일부계속(CIP) 특허

출원 제10/027,984호; 발명자 하인즈(Hines) 등에 의해 2001년 11월 6일자로 출원된 '네트워크된 로얄티 프로그램

용 시스템 및 방법' 이란 명칭의 미국 일부계속 특허출원 제10/010,947호; 2000년 9월 5일자 출원된 60/230,190호

에 발표된 숍 아멕스(Shop AMEX TM ) 시스템; 2000년 4월 14일자 출원된 60/197,296호, 2000년 4월 28일자 출

원된 60/200,492호, 2000년 5월 2일자 출원된 60/201,114호에 발표된 커런시(Currency TM )로서의 MR 및 로얄티

보상시스템; 1999년 2월 1일자 출원된 09/241,188호에 발표된 저장값 카드; 2001년 3월 7일자 출원된 09/800,461

호 및 2000년 3월 7일자 출원된 관련 가출원 60/187,620호, 2000년 4월 28일자 출원된 60/200,625호, 2000년 5월

22일자 출원된 60/213,323호에 발표된 2차 거래번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참조하며, 이들 모

두는 참고로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온라인 멤버쉽 보상시스템의 다른 예로는 1998년 6월 30일자로 특허허여된 미국

특허 제5,774,870호 및 1999년 12월 29일자로 특허허여된 미국특허 제6,009,412호에 발표된 것이 있으며, 이들 모

두는 참고로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일례로 포브가 사용될 때와 포브와 관련된 카드가 사용될 때 포인트가 제공될 수 있다. 예컨대, 포

브가 사용되고, 보상 계정에 대한 보상 포인트(예를 들면, 로얄티 포인트)가 포브와 관련된 포브 사용자에게 할당되었

음을 IAS(1014)는 인식할 수 있다. 로얄티 포인트는 포브 발급자에 의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될 수 있다. 전형적

인 보상기준은 예컨대, 포브사용의 빈도, 포브를 사용하는 개개의 구매액, 주어진 시간 기간 내의 구매총액, 상인의 위

치, 상인의 유형, 또는 포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임의의 기준에 대한 보상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 다.

포브가 도 10에 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프리로드된 값 계정과 관련되는 경우, 계정 재로딩을 위해 포인트가 보상될 

수 있다. 즉, IAS(1014)는 필요에 따라 로딩되거나 재로딩된 금액에 대한 보상 계정에 보상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IAS(1014)는 특정 상인 또는 특정 거래에서 포브의 사용에 대한 보상 계정에 보상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포브(102)와 관련된 거래계정은 예컨대, 구매당 지출한계, 1일 사용시간, 주간 사용일, 특정한 상인의 사용 등의 사용

제한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한범위 밖의 포브를 사용할 때 부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제한

은 개인적으로 포브 사용자 또는 계정 공급자에 의해 할당될 수 있다. 예컨대,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계정은 $X 이

상의 구매(즉, 지출한계)가 고객에 의해 검증되어야만 확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검증은 적합한 개인 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를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이 PIN은 포브 소유자(예를 들면, 고객) 및 상관 포브(10

2) 거래 계정번호에 유일한 것일 때 포브(102) 또는 지불 인증센터(도시 생략)에 의해 인증될 수 있다. 요구된 구매가 

구매당 소비 한계를 상회하는 경우, 고객은 예를 들어, PIN, 생체 샘플 및/또는 거래를 완료시키기 위한 유사한 2차 

검증을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즉, 예컨대, 포브(102)는 상인 시스템(130) 또는 RFID 리더(104)에서 종래의 키

패드에 유일한 PIN을 입력할 수 있다. PIN은 발급자 시스템에 저장된 상관 PIN과의 비교를 위해 인증센터에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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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와 달리, PIN은 RFID 리더(104)를 통해 포브(102)에 제공될 수 있다. 포브(102)는 상기 PIN과 예를 들어 

보안 메모리(212)에 저장된 상관 PIN을 비교함으로써 PIN을 검증할 수 있다.

검증 PIN이 2차 검증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검증 PIN은 포브 거래 계정번호에 상관되는 확증 PIN에 대한 정확성을 위

해 체크될 수 있다. 확증 PIN은 국부적으로(예를 들면, 포브(102)에) 저장되거나, 지불 인증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

스(1012)에 저장될 수 있다. 지불 인증센터 데이터베이스는 포브 거래 계정 공급자에 의해 유지되고 동작되는 임의의

데이터베이스(1012)일 수 있다.

검증 PIN은 도 1에 도시된 POS 장치(110)와 통신하는 종래의 상인(예를 들면, POS) PIN 키패드(118)를 이용하거나,

RFID 리더(104)와 통신하는 RFID 키패드를 이용하여 POS 장치(110)에 제공될 수 있다. PIN 키패드는 상술한 종래

의 임의의 데이터 링크를 이용하여 POS 장치(110)(또는 RFID 리더(104))와 통신할 수 있다. 검증 PIN을 수신하면 R

FID 리더(104)는 데이터베이스(310 또는 320)에서 RFID 리더(104)에 저장된 확증 PIN과 PIN을 일치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검증 PIN은 PIN이 포브 계정과 상관되는 지불 인증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PIN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 지불 인증센터에 제공될 수 있다. 만약 일치되면 구매는 더 이상 제한받지 않고 거래가 허용되어 완

료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확정된 지출한계를 초과하는 검증은 포브(102)에 포함된 생체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도 9는 전형

적인 포브(102)의 개략 블록도이며, 여기에서 포브(102)는 생체 보안시스템(902)을 포함한다. 생체 보안시스템(902)

은 포브 사용자의 지문을 감지하기 위한 생체 센서(904)를 포함할 수 있다. 생체센서(902) 는 센서지문을 수신하고 

포브(102)의 동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드라이버(906)와 통신할 수 있다. 생체센서(904)와의 통신에서 

센서 인터페이스(906)는 생체 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903)일 수 

있다.

생체보안 시스템(902)을 포함하는 포브(102)의 전형적인 일실시예에서 고객은 생체센서에 그의 손가락을 올려놓음

으로써 포브9102)와 RFID 리더(104) 사이의 상호 인증 프로세스를 시작하거나, 사용자의 동일성 2차 검증을 제공할 

수 있다. 센서 지문은 디지털화 되어 포브(102)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예를 들어, 보안 데이터베이스(212))에 저장

된 디지털화된 지문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단계는 프로토콜/시퀀스 콘트롤러(208)에 의해 제어될 수 있으며, 

인증회로(210)에 의해 유효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검증이 행해지면, 포브(102)와 RFID 리더(104) 사이의 상호 인증은 

시작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진행된다. 이와 달리, 비교는 포브(102) 거래계정 공급자 시스템(도시생략)에 의해 유지된

데이터베이스 상에 저장된 디지털화된 지문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디지털화된 지문은 PIN과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될 수 있다.

생체 보안시스템(902)을 포함하는 포브(102)의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안 시스템(902)은 구매의 지출한계에

대해 설정된 것을 초과하는 구매를 허가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고객의 의도된 구매가 지출한계를 초과하

는 경우 고객은 구매가 허가되었음을 보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은 그의 손가락을 생체센서(904)에 올

려놓음으로써 이러한 검증을 제공할 수 있다. 생체센서(904)는 지문을 디지털화하여 디지털화된 지문을 상술한 바와 

같이 검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일단 검증되면 포브(102)는 거래 인증신호를 RFID 리더(104)에 보내기 위해 RF 

트랜스폰더(202)(또는 트랜스폰더(202))에 제공할 수 있다. RFID 리더(104)는 종래의 PIN 구동시스템과 POS 장치(

110)에 행해지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인증 신호를 POS 장치(110)에 제공하며, POS 장치(110)는 보통 표준으

로서의 상인의 사업하에 거래를 처리한다.

본 발명의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라 포브 사용자는 포브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발급자 시스템에 유지된 포브 사

용자 데이터 파일과 포브 사용자 정보에 제한적으로 액세스된다. 사용자는 전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액세

스할 수 있다. 포브 사용자는 예컨대 인구통계 정보(예를 들면, 포브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상기 포

브와 관련된 펀딩소스(예를 들면, 크레디트 계정, 차지계정, 보상계정, 바터계정 등)를 변경하기 위해 포브 사용자 데

이터 파일에 액세스하고 거래 이력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포브 사용자는 계정을 로딩하거나 재로딩하도록 허용될 수 

있으며, 자동 재로딩 파라미터(예를 들면, 재로딩의 양, 재로딩 기간 등)를 변경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포브(102)가 

거래계정과 상관되는 경우 사용자는 추가의 포브에 대응하는 데이터 파일에 유사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a를 참조하면, 포브 사용자는 USB 인터페이스(132)를 통해 포브(102)를 컴퓨터 인터페이스(134)에 접속할 수 

있다. 포브 사용자는 네트워크(136)를 통해 포브 사용자 데이터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컴퓨터 인터페이스(134)

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136)는 발급자 시스템(예를 들면, 도 10의 시스템(1010))과 통신할 수 있으며, 포

브를 관리하기 위한 발급자 서버(예를 들면, 서버(1014))에 제한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발급자 서버(1014)는 

발급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예를 들면, 1012)와 통신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포브 사용자 데이터 

파일에 대하여 관리될 정보를 저장한다. 포브 사용자에 의해 포브 사용자 데이터 파일에 가해진 변경은 단순 지연 후 

또는 연장된 지연 후 실시간으로 행해진다. 일례로서, 변경은 배치 변경파일로 발급자 데이터베이스에 나중의 배치처

리를 위해 저장될 수 있다. 앞서의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은 예시의 전형적인 실시예를 도시한 첨

부도면을 참고한 것이다. 이들 전형적인 실시예는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라면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실시예들도 구현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도 논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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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변경이 가해질 수 있다. 예컨대, 방법이나 프로세스에 인용된 단계들은 임의의 순서로 실행될 수 있으며 제시된 

순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 본 발명은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의

상세한 설명은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시를 위해 제공된 것이며, 본 발명의 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에 있어서,

a. 적어도 하나의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를 저장하는 트랜스폰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며, 무선 호출신호에 응답

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으로서,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식별자는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선불 트랜스폰더와 

직접링크 트랜스폰더 중의 하나로서 식별하기 위한 마커를 포함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과;

b.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과 무선(Radio Frequency, RF) 통신하며,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에 상기 호출신호를 공

급하며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를 수신하는 무선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리더와;

c. 상기 RFID 리더와 통신하는 인터랙션 장치를 포함하며, 상인 식별자와 관련된 상인 시스템으로서, 상기 RFID 리더

는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를 상기 인터랙션 장치에 공급하며, 상기 인터랙션 장치는 상기 상인 식별자와 트

랜스폰더 시스템을 사용자 거래 요청과 관련시키고, 상인 거래 요청을 형성하며, 상기 인터랙션 장치는 상기 상인 거

래 요청을 발급자 시스템 서버에 제공하는 상인 시스템과;

d. 상기 인터랙션 장치와 통신하는 발급자 시스템 서버와,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와 관련된 프리로드된 값(p

reloaded value)을 포함하는 발급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발급자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 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값은 트랜스폰더 시스템 사용 전에 상기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에 프리로드되고, 상기 미리 결

정된 값은 0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선불 트랜스폰더 시스템으로서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사용자 거래값을 상기 미리 결정된 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거래요청은 상기 미리 결정된 값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

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은 거래승인 전송을 상기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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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로부터 상기 미리 결정된 값의 적어도 일부분을 검색하고

, 상기 미리 결정된 값 중 상기 검색된 일부분을 상기 상인 시스템에 공급하며, 상기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는 적어도 

상기 미리 결정된 값의 디플리션값에서 상기 미리 결정된 값의 상기 일부분을 감산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플리션 값은 최소 디플리션 레벨보다 작으며, 상기 발급자 서버는 상기 프리로드된 값을 그것에 응답하는 상

기 미리 결정된 값으로 재로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펀딩소스와 통신하며, 상기 펀딩소스는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 및 상기 프리로드

된 값과 관련되고, 상기 펀딩소스는 펀딩소스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서버는 상기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를 재로딩하는데 사용하는 상기 펀딩소스값의 일부분을 검색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11.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거래요구는 상기 미리 결정된 값을 초과하며,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비교에 응답하여 거래거

절 전송을 상기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랙션 장치는 오프라인에 있으며, 상기 인터랙션 장치는 상기 사용자 거래요청을 상기 사용자 거래요청을 승

인하거나 거절하는 미리 결정된 승인 프로토콜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직접링크 트랜스폰더 시스템으로서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값은 0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적어도 하나의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라 승인을 위한 상기 상인 거래요청을 평가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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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미리 결정된 기준의 적어도 하나에 따라 거래 거절 전송을 제공하며, 상기 거래 거절

전송은 상기 상인 시스템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미리 결정된 기준의 적어도 하나에 따라 거래 승인된 전송을 제공하며, 상기 거래 승

인 전송은 상기 상인 시스템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와 통신하는 펀딩소스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펀 딩소스는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

와 관련되며, 상기 펀딩 소스는 펀딩소스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사용자 거래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펀딩소스를 대변에 기입하며(credit), 상기 사용자

거래요청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펀딩소스값에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사용자 거래요청에 따라 상기 펀딩소스를 청구하며(charge),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

버는 그것에 응답하여 상기 펀딩소스값의 적어도 일부분을 수신하고,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보다 시간이 늦게 수신

된 상기 펀딩소스값의 상기 일부분은 상기 거래 승인 전송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

스템.

청구항 21.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상인 거래요청의 만족을 나타내기 위한 접촉형태의 요소(contact form factor)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접촉형

태의 요소는 접촉형태 요소의 마커(contact form factor marker)를 포함하고, 상기 접촉형태 요소의 마커는 상기 트

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와 상기 프리로드된 값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형태의 요소는 차지카드(charge card),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 데빗카드(debit card), 로얄티 카드(ro

yalty card), 및 직불 인증카드(direct debit authorization card)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형태 요소의 마커는 상기 상인 시스템에 제공되고, 상기 상인 시스템은 상기 접촉형태 요소의 마커를 상인 

접촉 거래요청을 형성하는 접촉 사용자 거래요청과 관련지으며, 상기 상인 시스템은 상기 접촉 거래요청을 상기 발급

자 시스템 서버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상인 접촉 전송요청을 수신하고, 그것에 응답하여 제 2 거래승인 전송과 제 2 거래거

절 전송 중의 적어도 하나를 상기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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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거래 승인 데이터 파일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거

래승인 전송과 상기 제 2 거래승인 전송에 응답하여 승인된 상기 거래를 생성하며, 상기 거래승인 데이터 파일은 상기

제 2 거래 승인 전송으로부터 상기 거래승인 전송을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보상 포인트 데이터 파일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보상 포인트 데이터 파일은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 및 상기 접촉형태 요소의 마커와 관련되고, 상기 보상 포인트 데이터 파일은 로얄티 

값 표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거래 승인 전송, 상기 제 2 거래 승인 전송, 상기 상인 식별자, 상기 상인 거래 요청 

및 상기 상인 접촉 거래요청 중의 적어도 하나에 응답하여 로얄티 값 표시의 로얄티 값을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발급자의 미리 결정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상 기 로얄티 값 표시의 로얄티 값을 증가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a.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와 통신하며, 상기 발급자 시스템으로부터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 시스템을 추가로 포함하

며,

b.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은 상기 사용자 시스템과 통신하는 USB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포함하며,

c. 상기 발급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인구 서브파일과 트랜스폰더 시스템 사용자 서브파일 중의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 파일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인구 서브파일과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사용 서브파일은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에 의해 관리가능하고, 상기 사용자 인구 서브파일은 복수의 사용자 인구 

식별자를 저장하며,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사용 서브파일은 트랜스폰더 시스템 사용에 위치된 적어도 하나의 제한

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시스템은 갱신 인구통계 식별자와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에 대한 갱신 제한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발

급자 시스템 서버에 제공하고, 상기 갱신 인구통계 식별자는 상기 복수의 사용자 인구통계 식별자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응 하고, 상기 갱신 제한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한에 대응하며, 상기 발급자 시스템 서버는 상기 복수의 사용자 

인구통계 식별자의 적어도 하나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한을 상기 대응하는 갱신 인구통계 식별자와 상기 대응하는 

갱신 제한으로 대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 인구통계 식별자의 적어도 하나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한을 대체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행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시스템.

청구항 32.
무선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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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리로드된 트랜스폰더시스템 마커와 직접링크 트랜스폰더마커 중 하나를 포함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를 

무선신호를 통해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단계와;

b.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를, 거래값을 포함하는 사용자 거래요청과 상인 거래요청을 형성하는 상인 시스템

과 관련시키는 단계와;

c. 상기 상인 거래요청을 발급자 시스템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와;

d. 프리로드된 트랜스폰더 시스템 마커와 직접링크 트랜스폰더 마커를 구별하는 단계와;

e. 프리로드된 트랜스폰더 시스템 마커와 직접링크 트랜스폰더 마커의 적어도 하나를 대응하는 프리로드된 값에 관

련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은 프리로드된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0값보다 큰 프리로드된 값으로 상기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을 프리로딩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며,

a. 상기 사용자 거래값을 상기 프리로드된 값과 비교하는 단계와;

b. 상기 거래값이 상기 프리로드된 값 이하인 거래 승인 전송을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단계와;

c. 상기 프리로드된 값으로부터 거래값을 빼는 단계와;

d. 상기 거래값을 상기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단계와;

e. 미리 결정된 최소 디플리션 레벨에 도달하는 경우, 상기 프리로드된 데이터 파일을 재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a. 상기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을 프리로드된 값으로 프리로딩하는 단계와;

b. 상기 사용자 거래값을 상기 프리로드된 값과 비교하는 단계와;

c. 상기 거래값이 상기 프리로드된 값보다 큰 경우, 거래 거절 전송을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a. 접촉형태의 요소 식별자를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와 관련시키는 단계와;

b. 상기 접촉형태의 요소 식별자를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단계와;

c. 상기 접촉형태의 요소 식별자를, 제 2 거래값을 포함하며 제 2 상인 거래요청을 형성하는 제 2 사용자 거래요청과 

관련시키는 단계와;

d. 상기 제 2 상인 거래요청을 발급자 시스템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와;

e. 상기 제 2 사용자 거래요청을 상기 프리로드된 값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

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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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사용자 거래요청이 상기 프리로드된 값 이하인 경우, 제 2 거래승인 전송을 상기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사용자 거래요청이 상기 프리로드된 값보다 큰 경우, 거래 거절 전송을 상기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승인 전송과 제 2 거래 승인 전송의 기록을 포함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사용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거래승인 전송은 상기 제 2 거래승인 전송과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

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a. 보상 포인트 데이터 파일을 제공하는 단계와;

b. 상기 거래승인 전송에 응답하여 상기 보상 포인트 데이터 파일의 보상값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40.
제 38 항에 있어서,

a. 보상 포인트 데이터 파일을 제공하는 단계와;

b. 상기 제 2 거래승인 전송에 응답하여 상기 보상 포인트 데이터 파일의 보 상값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41.
제 38 항에 있어서,

보상 포인트 데이터 파일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거래승인 전송과 상기 제 2 거래승인 전송의 적어도 하나에 응답

하여 상기 보상 포인트 데이터 파일의 보상값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

스폰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승인 전송과 상기 제 2 거래승인 전송의 적어도 하나에 응답하여 상기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을 재로딩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로드된 값 데이터 파일, 상인 거래요청, 사용자 거래요청,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 및 상인 시스템 식별자

중의 적어도 하나에 응답하여 상기 보상 포인트 데이터 파일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

청구항 44.
무선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트랜스폰더 시스템에 있어서,

a.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와,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 원격지에 위치한 사용자 인터랙션 장치를 이용하는 트랜스폰

더 시스템 식별을 이용하여 발급자 시스템에 액세스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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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사용자 인구 표시와 트랜스폰더 시스템 이용 제한 중의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와 

관련된 데이터 파일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을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 시스템.

청구항 46.
제 1 항에 있어서,

RFID 리더는 상기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를 상기 인터랙션 장치에 트랙 1/트랙 2의 포맷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트랜스폰더-리더 지불 시스템.

청구항 47.
제 32 항에 있어서,

무선신호를 통해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를 상인 시스템에 제공하는 단계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식별자를 트랙 1/

트랙 2의 포맷으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트랜스폰더-리더 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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