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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고를 스마트 카드로 전송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실용적이고 내장형 표시장치를 구비한 칩 카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유연성 있는 몸체; 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

내에서 지지되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칩; 상기 반도체 칩에 저장된 정보의 적

어도 일부를 표시할 수 있고, 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 내에서 지지되며, 칩 카드의 적어도 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표시영역

을 포함하는 표시소자; 상기 표시소자를 제어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상기 칩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루거나 보관(예를 들어, 주머니 또는 지갑에 보관)하는 동안, 구부려지거나 카드의 자성체에 노출되더라도 상기 표시소

자에 대한 영구적인 손상 또는 표시된 정보의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1a

색인어

칩 카드, 스마트 카드, 전자화폐, 광고정보, 표시소자, 반도체 칩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또는 반도체 프로세서 및/또는 메모리 칩을 구비한 거래카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상기 거래카드를 칩 카드(또는 스마트 카드)로 부른다. 상기 거래카드는 통상적으로 지갑크기이고, 마이크로칩

을 내장하고 있다. 상기 거래카드의 표면을 전기적으로 접촉시켜 외부 카드와 반도체 칩 사이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상기 거래카드에 내장된 무선 송신기를 이용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는 무선 칩 카드도 있다. 칩 카드는 현재 많

은 응용분야, 예를 들어 통신, 정부공제사업, 보건, 대중교통, 대학교 및 자동판매기에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의 칩 카드는 그 내부에 포함된 마이크로칩 내부에 금전 가치를 담고있는 가치 축적 카드의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판매기에서 소비자가 칩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칩 카드의 마이크로칩 내에 저장된 현금잔액에서 구

매 액이 공제된다. 이러한 가치 축적 카드를 위한 응용분야로 인하여, 소액동전이나 청구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

었고, 소액현금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칩 카드는 칩 카드에 남아 있는 현금잔액을 보여주

는 내장 메카니즘(mechanism)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칩 카드의 사용에 따른 편리함 및 용이함이 감소되었

다.

초기에는, 칩 카드리더(reader)가 장착된 자동판매기, 소매점 또는 기타 구매장소에 칩 카드를 가자고 가서 소비자가 칩

카드의 현금잔액을 확인할 수만 있었다. 다수의 휴대용 칩 카드리더는 칩 카드의 사용자들이 칩 카드의 현금잔액을 확인하

기에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었었다.

마쓰자와(Masuzawa)가 발명한 미국특허 제5,015,830호 및 반덴젤(Vangengel)가 발명한 미국특허 제5,517,011호에 기

재된 것과 같은 휴대용 칩 카드 판독장치는 이러한 판독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것보다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도록 하지만,

이 칩 카드리더는 아직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은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여야 하고, 또 어떤 휴

대용 카드리더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는 밀폐된 장치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될 때마다 새로운 카드리더를 구입하여

야 한다. 많은 칩 카드들은 특별하게 프로그램된 고유의 카드리더를 필요로 한다. 소비자가 여러 종류의 칩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닌다면, 서로 다른 종류의 칩 카드리더도 여러 개 지갑에 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부피가 크고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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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매우 비실용적이다. 현재의 칩 카드리더는 사용하기에 불편한데, 왜냐하면 소비자가 잔액을 확인하기 원할 때마다 칩

카드를 칩 카드리더에 삽입해야 하거나, 소비자가 항상 칩 카드를 카드리더에 꽂아두고 버튼을 눌러 잔액을 확인한 후 카

드리더에서 칩 카드를 빼내어 거래를 완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칩 카드를 분리된 장치로 가져가야 하므로 칩

카드를 잃어버리기 쉽고, 이 때문에 사용자는 칩 카드의 잔액을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칩 카드를 제조하

기 위한 총 비용과 관련하여 이 칩 카드는 고가의 장비이다. 칩 카드의 현금잔액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사용자는 휴대

용 잔액리더를 사용하여 자주 잔액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데이터 카드용으로서 표시장치가 제시된 바 있다. 야마자끼

(Yamazaki)가 발명한 미국특허 제4,954,985호에는 강유전성(ferroelectric) 액정 메모리영역 과 강유전성 액정 표시영역

을 가지는 카드가 기재되어 있다. 수토(Suto)가 발명한 미국특허 제4,746,787호에는 표시장치와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내

장한 집적회로를 가지는 IC카드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특허는 유연성 있는 표시소자 또는 유연성 있는 카드몸체를 제시하

지 않았다. 야마자끼 특허는 코닝(Corning) 7059 또는 플라스틱을 카드몸체로 사용하지만, 어느 것이 다른 것에 비하여 바

람직하다는 설명은 없다. 수토 특허는 카드기판용으로서 플라스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제시된 액정표시장치는 정

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루거나 보관(예를 들어, 주머니 또는 지갑에 보관)하는 동안 구부려지거나 카드의 자성체에 노출되

면 깨질 수 있다.

가치축적 이외의 보건과 같은 응용분야에 사용되는 칩 카드의 경우, 현대 사용되는 칩 카드로는 사용자가 이 칩 카드의 마

이크로칩에 저장된 정표를 표시하기 위하여 칩 카드리더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 보건용 칩 카드를 소자한 자가 심각

한 의료상태에 놓여있고 이러한 상태에 대한 치료를 받고있는 중인 경우,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또는 이 환자가

어떤 의료상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응급치료 요원이 알아내는 것은 환자에게 어떤 응급처치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

적 점들인데, 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응급치료 요원은 칩 카드리더에 접속하여야 한다. 오늘날, 많은 칩 카드는 즉시 접속될

경우 매우 유용한 정보들 저장하고 있으나, 카드 소유자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칩 카드리더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야 한다면 칩 카드는 가치를 잃어버린다.

칩 카드 시스템은 개방 또는 폐쇄시스템으로 대별된다. 폐쇄 시스템은 칩 카드의 용도를 특별한 칩 카드리더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장거리 운송회사는 자신들의 장거리 장만을 작동시키는 칩 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 개방 시스템(예를 들어, 비

자캐쉬(VisaCash)은 여러 종류의 카드리더에서 동작된다.

칩 카드는 종종 칩 카드의 몸체에 영구적으로 프린트된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전화카드에 장거리 운송

회사의 상표그림이 프린트되어 있을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실용적이고 내장형 표시장치를 구비한 칩 카드를 제공한다. 상기 칩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루거나 보

관(예를 들어, 주머니 또는 지갑에 보관)하는 동안, 구부려지거나 카드의 자성체에 노출되더라도 표시소자에 대한 영구적

인 손상 또는 표시된 정보의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유연성 있는 몸체; 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 내에서 지지되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

나의 반도체 칩; 상기 반도체 칩에 저장된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할 수 있고, 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 내에서 지지되며,

칩 카드의 적어도 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표시영역을 포함하는 표시소자; 상기 표시소자를 제어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

여 구성하되, 상기 칩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루거나 보관(예를 들어, 주머니 또는 지갑에 보관)하는 동안, 구부

려지거나 카드의 자성체에 노출되더라도 상기 표시소자에 대한 영구적인 손상 또는 표시된 정보의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하나 이상 포함되는데, 상기 표시소자 자체는 구부려지는 것에 대하여 내성을

가질 수 있고, 상기 표시장치는 칩 카드에서 실질적으로는 구부러지지 않는 영역(예를 들어, 모퉁이)에 놓일 수 있다.

상기 표시소자는 이 표시소자로부터 전원이 제거된 후에도 계속하여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상기 표

시소자는 다중 컬러표시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표시소자 위에 배리어 띠를 층으로 형성함으로써, 상기 표시소

자는 입체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칩 카드는 다중 표시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칩 카드의 표면 위에 노출된 접촉부는 상기 반도체 칩과의 연결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는, 무선 통신소자가 상

기 칩 카드 내부에 장착될 수도 있다.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표시소자를 연결하기 위하여 내부 연결소자들이 구비될 수 있다. 상기 내부 연결소자들은 구부러짐

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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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는 플라스틱, 종이, 보강된 종이 그리고 마분지와 같은 다양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조하는 경우, 상기 재료는 염화 폴리비닐, 폴리에스테르, ABS 또는 폴리탄산 에스텔을 포함

할 수 있다.

보호 플라스틱의 충분히 투명한 층은 상기 표시소자의 표시영역을 덮을 수 있다.

상기 반도체 칩 이외에 부가적인 정보저장 장치(예를 들어, 바코드 심벌, 자기 띠 소자)가 구비될 수 있다.

상기 칩 카드는 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전원은 교체 및/또는 재충전될 수 있다. 상기 칩 카드는 전력을 보존할 수 있

는 메카니즘(예를 들어, 시동회로)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전원은 멀티미디어 특징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전

원은 스피커와 마이크를 구동하거나 또는 상기 표시소자로 하여금 상기 표시소자 상에 일련의 이미지들(예를 들어, 비디오

클립)을 생성하게 할 수 있다. 상기 전원은 또한 비접촉 카드의 통신소자들에게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은 구부러질 수 있는 카드에 저장되는 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내장 표시장치

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리더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칩 카드의 소유자는 이 칩 카드를 마치 표시

장치가 없는 종래의 칩 카드처럼 가지고 다니고 다룰 수 있다. 본 발명이 가치 축적 카드에 적용될 경우, 표면에 금액이 인

쇄되어 있는 동전이나 지폐처럼, 카드의 소유자는 카드의 표면을 슬쩍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현금잔액을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상기 표시소자는 배터리나 기타 다른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칩 카드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에게 소요되는 장기간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연성 있는 전원에 의하면, 칩 카드에 의하여 제공되

는 특징들(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칩 카드의 사용에 대한 편리성, 효율성 그리고 실

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칩 카드의 응용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 칩 카드가 보건용으로 사용될 경우, 본 발

명은 카드 소유자의 의료상태와 치료상황을 칩 카드의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치료상황이나 치료상태가 바뀌면, 약국이나

병원에 있는 칩 카드 리드(read)/라이트(write) 장치는 표시되는 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응급상황에서는, 외부 카드리드

장치를 찾아내어 사용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응급처리 요원은 환자의 의료상태 및 치료상황을 즉시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표시소자(예를 들어, 유연성 있는 컬러 표시소자)에 표시하기 위한 광고정보를 이 광고정보의 공급 측으로

부터 칩 카드 측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방법은 광고정보의 공급 측과 칩 카드 사이의 통신

경로를 설정하고, 상기 광고정보를 상기 통신경로를 통하여 상기 광고정보의 공급 측으로부터 칩 카드로 전송하며, 상기

전송된 광고정보를 상기 칩 카드 표시소자에 표시한다.

실시예들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 중에서 하나 이상을 포함될 수 있다. 상기 광고정보는 그래픽 이미지나 일련의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칩 카드는 칩 카드 메모리에 하나 이상의 광고를 위한 광고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상기 칩 카드에 표

시되는 광고정보는 저장된 광고들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광고정보는 쿠폰의 이미지 또는 가게의 지도에

관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칩 카드는 또한 오디오 정보 또는 인터넷 주소를 가져올 수 있다.

상기 칩 카드는 선택된 광고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상기 칩 카드로부터 가져온 정보, 예를 들어, 칩 카드 식

별코드, 칩 카드 사용법 데이터,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또는 음향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선택될 수 있다. 상기 통신경로는

네트워크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통신경로의 어떤 지점에서는 상기 광고정보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본 발명은 메모리 및 표시소자를 가지는 칩 카드를 사용하여 전자 티켓을 발매하는 방법을 제공함

을 특징으로 한다. 이 방법은 칩 카드 측으로 티켓 발매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티켓 발매 정보를 상기 칩 카드 표시소자에

표시한다. 이 방법에서는, 입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상기 칩 카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많은 장점들을 가진다. 본 발명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광고, 쿠폰 그리고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기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다른 거래들을 촉진시킬 수 있고 서류작업을 줄

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사업자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거래정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소비자에 대한 상세 프로파일들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송되는 광고 및 기타 정보의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상기 칩 카드로 전송되는 정보는 소비자가

이 칩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사업자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아울러 칩 카드를 처리하는 많

은 주위시설들(예를 들어, 전화기, 화상전화기, 컴퓨터, ATM기기, 주차메타, 자동판매기, 스타디움 티켓 발매시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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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가스펌프, 복사기, 세탁소, 영화관, 카지노 게임기기 등)로부터 소비자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를 목표로 한 노력의 성공에 대한 추적을 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은 언제 전자쿠폰이 소비자에

게 전송되었고, 소비자가 전자쿠폰을 교환하였는지 그리고 언제 교환하였는지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행사장으로의 입장을 허가하고 좌석으로 안내할 수 있는 티켓 정보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고, 또

한 행사장 매점들의 쿠폰을 제공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은 아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한 설명과 청구항에서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유연성 있는 표시소자를 구비하고, 뒷면에는 자기 띠 및 바코드를 선택적으로 구비한 접촉식 칩 카드

를 보인 것이다.

도 2A 및 도 2B는 유연성 있는 카드몸체를 구비하고, 사선으로 표시된 부분 바깥쪽에 위치한 표시소자를 구비한 접촉식

칩 카드를 보인 것이다.

도 3은 접촉식 칩 카드와 유연성 있는 표시소자를 구비한 신용카드를 보인 것이다.

도 4A 및 도 4B는 칩 카드의 층들 중에서 한 층의 표면전체 상에 형성된 유연성 있는 표시소자를 구비한 비접촉식 칩 카드

를 보인 것이다.

도 5A 내지 도 5C는 전원을 구비한 칩 카드를 보인 것이다.

도 6은 표시소자를 구비한 칩 카드를 위한 회로의 블록도를 보인 것이다.

도 7은 칩 카드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시동회로를 보인 것이다.

도 8은 전원을 재충전할 수 있는 레귤레이터 및 충전제어기를 보인 것이다.

도 9는 표시소자층 위에 형성되고 입체효과를 제공하는 배리어(barrier) 띠를 보인 것이다.

도 10은 다색의 표시장치를 보인 것이다.

도 11A 내지 도 11B는 칩 카드의 특징을 보인 것이다.

도 12는 칩 카드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보인 것이다.

도 13은 칩 카드, 칩 카드리더 그리고 연결된 장치를 보인 것이다.

도 14A 내지 도 14D는 정보전달에 관한 흐름도이다.

도 15A 및 도 15B는 정보전달 시스템의 실시예를 보인 것이다.

도 16A 및 도 16B는 정보차단에 관한 흐름도이다.

도 17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보인 것이다.

실시예

도 1A 내지 도 1C를 참조하면, 투명한 보호 상부층(12)(PVC 또는 그 밖의 다른 투명한 플라스틱) 및 투명한(또는 불투명

한 또는 반투명한) 기판(14)(PVC 또는 다른 플라스틱)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상부층 및 기판(몸체)은 필요한 형태로 성형

되거나 또는 기계로 제작되어 칩 카드의 내부 구성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다. 표지(標識)가 상기 상부층 위에(즉, 내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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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인쇄되고, 홀로그램(도 1A 내지 도 1C에는 미도시, 도 3의 32 참조)이 상기 상부층 아래에 장착될 수 있다(즉, 신용

카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지개 홀로그램 소자). 일반적인 자기 띠(34) 및 싸인 패널(signature panel) 칩 카드의 하

부에 설치될 수 있다(도 1B).

집적회로(16)가 인쇄회로기판(18) 아래에 장착되는데, 상기 인쇄회로기판(18)은 상기 카드몸체의 도려낸 부분에 알맞게

되어 있다. 접촉부(20)가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표면 전체에 덮여져 있고, 상기 도려낸 부분을 통하여 칩 카드의 외부로 노

출되어 칩 카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단면은 실제보다 크게 도 1C에 도시되어 있고, 이 인쇄회로

기판은 연결 접촉부(20)와 동일한 측면길이를 가지며, 상기 연결 접촉부(20)는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에 덮여져 있다.

표시소자(22)는 칩 카드의 상부 표면에 구비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전극(24)(산화인듐 박막 또는 다른 투명 도

전물질)이 상기 상부층(도1 C에서 가장 잘 도시되어 있음) 및 하부층의 의 내부표면에 증착된다. 전극들은 도트 매트릭스

(dot matrix) 패턴이나 세그먼트(segmented) 표시패턴으로 배열될 수 있다. Z축 도전체(28)(Z축 방향에서만 도전성을 가

지는 중합물질로 알려져 있음)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상기 하부층의 전극들까지의 도전패스(path)를 제공한다. 상

기 상부층의 전극들과의 접촉은 상기 상부 및 하부층들 사이의 상기 Z축 도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즉, 상기 하부층은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상기 상부 및 하부층들과 연결되도록 하는 대신에 상기 상부층과의 연결을 위한 패스(pass)역할을

하여 구조를 단순화시킨다).

상기 전극들은 액정표시(LCD)막(16)과 연계하여 동작되는데, 이 LCD막(16)은 전원이 꺼졌을 때 이미지를 유지하는 이중

안정(bi-stable) 또는 다중안정(multi-stable) 표시물질이다. 이와 같이, 칩 카드는 표시기능을 위하여 자체적인 전원을 구

비하거나 전원에 연결될 필요가 없다. 바람직한 LCD 물질은 강유전성 LCD이다. 이러한 LCD는 키럴(chiral) 반응을 가지

는 스멕틱(smectic) C 위상의 스멕틱 액정을 기초로 한다. 상기 강유전성 물질이 얇은 층으로 형성되면, 표시표면에 대하

여 직각인 네트(net) 편광을 가진다. 상기 전극들은 편광을 "온" 상태 또는 "오프" 상태로 이동시키는 필드(field)를 가한다.

강유전성 LCD는 통상적으로 충격이나 구부러짐에 민감하여, 구부러질 수 있는(예를 들어, 지갑에 보관할 경우) 칩 카드에

사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강유전성 LCD를 구부러짐에 대하여 덜 민감하게 만들기 위하여, LCD막을 생성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예를 들어, 일본특허 제63-318526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또는 강유전성 액정(FLC)이 중합체 막내에

흩어져 있는(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5,638,194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중합체의 사이드 체인(side-chain)에 상기 강

유전성 액정(FLC)이 고정된다.

다른 구현 예에 의하면 부유(suspended particle) 표시소자 또는 필드방출(field emission) 표시소자와 같은 다른 표시소

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소자들은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원을 필요로 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필터 층(88)은 흑백 LCD 표시소자에 컬러를 부가할 수 있다. 필터 층(88)은 적색, 녹색 그리고 청색을

위한 컬러 필터를 포함할 수 있다. 픽셀(86)은 컬러가 여과된 빛을 차단하거나 이 컬러를 허용하여 픽셀(36)을 비춘다. 각

각의 픽셀(36)은 적색, 녹색 그리고 청색을 보여주기만 하지만, 보는 사람은 상기 색들을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상기 색들

의 조합(즉, 보라색)을 인지하게 된다.

도 11을 참조하면, 3차원으로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이미지(즉, 칩 카드를 움직임에 따라

깜박이는 표면)처럼, 상기 표시소자는 입체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소노(Isono)가 발명한 미국특허 제

5,315,377호에 기재되어 있는 LCD 베리어 띠(80)는 표시영역을 가지는 시각차단 베리어영역을 산란시켜 보는 사람에 의

해 지각되는 이미지를 조정한다. 밑에 놓인 적절한 이미지를 선택함으로써, 베리어 띠(80)는 이미지 표시를 바꾼다. 도 1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좌측 눈(76)은 B부분을 보지 않고 A부분을 보는데, 이때 우측 눈(80)은 A부분을 보지 않고 B부분을

보게 된다.

도 1C를 참조하면, 집적회로(16)는 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상기 표시소자에 전원을 공급하고 제어

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현금 액을 저장하는 실시예에서는, 표시소자는 도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질 수 있다. 표

시소자 구동 회로는 상업용 수동 표시소자에서 사용되는 복합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표시소자를 신속하게 리프레쉬

(refresh)할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60)는 구동회로(42)를 제어할 수 있고, 구동회로(42)는 표시소자 픽셀들을 활

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기에 적합한 전압을 발생시킨다. 칩 카드의 전원은 또는 외부전원(예를 들어, 카드리더)은 상기 마

이크로프로세서(60) 또는 다른 장치들에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상기 구동회로의 출력단의 양극성 스위치(44)

는 로우(row) 또는 칼럼(column) 전극이 양극을 받아들여야 할 지를 선택한다. 로우/칼럼 선택 스위치는 어느 특정 로우/

칼럼 쌍이 상기 양극성 스위치 및 구동회로에서 생성된 전압을 받아들일 지를 결정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60)는 상기 구

동회로(42), 양극성 스위치(44) 그리고 로우/칼럼 선택 스위치(46)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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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60)는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많은 스마트 카드는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이들

응용프로그램은 칩 카드와 카드리더간에 교환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압축/압축해제 응용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조립된 칩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루거나 보관(예를 들어, 주머니 또는 지갑에 보관)하는 동안, 구부려지거나 카

드의 자성체에 안전하게 노출될 수 있는데, 이는 칩 카드를 아래의 5가지를 테스트를 통하여 구부리더라도 칩 카드는 동작

되고 깨진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ISO 7816-1 참조).

1. 접촉부를 위로 향하게 하여, 칩 카드의 긴 면을 2cm, 1분에 30회, 총 250회 구부린다.

2. 접촉부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칩 카드의 긴 면을 2cm, 1분에 30회, 총 250회 구부린다.

3. 접촉부를 위로 향하게 하여, 칩 카드의 짧은 면을 1cm, 1분에 30회, 총 250회 구부린다.

4. 접촉부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칩 카드의 짧은 면을 1cm, 1분에 30회, 총 250회 구부린다.

5. 칩 카드의 짧은 면에 비틀림을 가하는 기계에 칩 카드를 두고, 최대 변위는 15°(??1°)가 되도록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번

갈아 가며 1분에 30회, 총 1,000회 비튼다.

또는, 상기 조립된 칩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루거나 보관(예를 들어, 주머니 또는 지갑에 보관)하는 동안, 약

50% 만큼 구부려지거나 카드의 자성체에 안전하게 노출될 수 있는데, 이는 칩 카드를 위에서 설명한 5가지 테스트를 통하

여 구부리고 비틀되, 구부림 테스트(1-4)에서 구부리는 양을 50%만큼(2cm 및 1cm 대신에 1cm 및 0.5cm만큼)으로 하

고, 비틀림 테스트(5)에서 각도 변위를 33.3%만큼(15°대신에 5°만큼) 구부리거나 비틀더라도 칩 카드는 동작되고 깨진 부

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테스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125회의 구부림 또는 비틀림마다 칩 카드의 정확한 동작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기 표시소자는 둥근 형태로 굽어있는 동안에는 완전하게 동작하지 않거나 전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래의 형태

로 돌아가면 정확하게 동작된다. 이러한 유연성은 중합체 기판(상부 및 하부 층)과, 상기 인쇄회로기판 및 상기 표시소자간

의 연결을 위한 Z축 도전체의 덕분이다. 상기 Z축 도전체는 구부림에 의한 다양한 압력을 견딜 수 있다.

도 2A 및 도 2B는 표시소자를 실질적으로 구부러지지 않은 부분에 둠으로써 구부림에 대한 내성을 갖도록 한 칩 카드를

보인 것이다. 이 표시소자는 도 2A 및 도 2B에서 사선으로 표시된 영역의 바깥쪽, 칩 카드의 모퉁이에 위치한다. 상기 사

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수평밴드(bend)와 수직밴드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수평밴

드의 넓이는 6mm이고, 상기 수직밴드의 넓이는 15mm이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수평

밴드의 넓이는 11mm이고, 상기 수직밴드의 넓이는 30mm이이다. 도 5B 및 도 5C는 복수의 표시소자를 가지는 카드를 보

인 것이다.

도 3은 접촉부(18) 및 유연성 있는 표시소자(22)를 가지는 접촉식 표시소자로 이루어진 신용카드(10)를 보인 것이다. 프린

트된 글자(52) 및 도드라지게 새겨진 카드번호 및 만료기간(50) 그리고 홀로그램(32)이 포함된다.

도 4A 및 도 4B는 칩 카드의 표면 전체를 덮는 유연성 있는 표시소자를 가지는 비접촉식 칩 카드를 보인 것이다. 무선통신

소자(미도시)가 인쇄회로기판(18)과 연결된다. Z축 도전체(28)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상기 표시소자의 상부 투명적극들

과 연결한다. 하부 투명전극들은 상기 인쇄회로기판에 직접 연결된다. 몇 개의 인쇄된 글자(52)가 사용되나, 이 글자 모두

는 표시소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도 5A 내지 도 5C는 전원(38)(예를 들어, 배터리 또는 태양 전지 소자)을 포함하는 칩 카드를 보인 것이다. 이 칩 카드는

실질적으로 구부러지지 않는 카드영역에 위치하는 소형의 비유연성 배터리(예를 들어, 슈퍼캡(supercap)) 또는 바람직하

게는 오크 리지 내셔널 러보러터리(Oak Ridge National-Laboratories)의 박막 배터리와 같은 유연성 있는 박막 리튬 배

터리를 특징으로 한다.

전원(30)을 포함함으로써,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성능을 가지도록 카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B 및 도 5C에 있어서, 전원(38)은 가는 프로파일 장치에서 다중 옥타브 음향을 제공하는 스피커/마이크(54)를 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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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박(Park)이 발명한 미국특허 제5,115,472호는 중합체 막으로 형성된 유연성 있는 압전 스피커/마이크를 설명

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스피커 또는 마이크가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스피커 또

는 마이크는 실제로는 구부러지지 않는 카드영역에 위치할 수 있다.

전원(38)을 추가함으로써, 일련의 애니메이션이 표시소자(22)에 표시될 수 있다. 반도체 칩에 저장된 서로 다른 정보영역

들을 연속적으로 가져와서 표시함으로써, 칩 카드는 연속된 이미지(예를 들어, 비디오 클립(clip) 또는 슬라이드 쇼(slide

show))를 표시소자(22)상에 생성할 수 있다.

카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카드는 전원(38)의 출력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카드는 사용자에 의하여 제어되는 접촉영역(58)과 연결된 시동회로(70)(예를 들어, 전원(38)을 제어하는 플립플롭

(70))를 구비할 수 있다. 접촉영역(58)이 눌려지면, 시동회로(70)는 전원(38)의 전원출력을 초기화한다. 상기 시동회로는

소정의 시간동안 또는 도시된 접촉영역(58)이 재차 눌려질 때까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다른 실시에 의하면, 상기 접촉

영역(58)은 단지 전원(38)으로부터 전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와이어(wire)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는 전원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정적 이

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접촉영역(58)은 카드의 다른 기능, 예를 들어 상기 표시소자를 클리어

(clear)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접촉식 및 비접촉식 카드 모두 전원(38)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2가지 형태의 카드는 모두 단순한 치환으로써 전원(38)과

의 연결을 제공하는 카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각각의 카드형태마다 다양한 재충전 능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도 8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드는 접촉부(20)를 통하여 외부전원(예를 들어, 카드리더)으로부터 전류 및 전압을 받아들여 배터

리(38)를 충전하는 레귤레이터 충전 제어회로(74)를 포함할 수 있다. 비접촉식 카드는 전송정보 및 전원에 관한 통신신호

들로써 전원(38)을 재충전할 수 있다.

도 11A를 참조하면, 유연성 있는 칩 카드 및 다른 칩 카드는 칩 카드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도

시된 칩 카드(100)는 2개의 표시소자(114a),(114b)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은 오케스트라를 위한 칩 카드(100)를 가능

하게 하는데, 여기서 한 표시소자(114a)는 저장된 값(예를 들어, 좌석번호)을 표시하고, 다른 표시소자(114b)는 다른 그래

픽 정보(예를 들어, 극장 좌석 지도 또는 극장에 대한 안내)를 표시한다. 그 대신에, 칩 카드(100)는 칩 카드(100) 전체를

덮는 단일 표시소자를 제공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소자(114b)는 제품에 관한 전자쿠폰 그래픽과 가게내의 제

품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표시한다. 계산대에 놓인 가게의 카드리더는 제품 구입을 확인한 후 전자쿠폰을 되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에 저장된 범용제품코드(UPC : Universal Product Code)를 바코드 스캐너에 의하여 인식된 UPC 코드와

비교함으로써).

도 11B를 참조하면, 자체의 표시소자 및 스피커 등을 제공하는 대신에, 카드(100)는 표시소자(114c) 그리고/또는 스피커

(117)를 제공하는 휴대용 칩 카드리더(115)내에 장착될 수 있다. 칩 카드(100)는 그래픽 이미지 및 음향정보를 표시를 위

한 휴대용 칩 카드리더(115)로 보낼 수 있다.

도 12를 참조하면, 집적회로(16)내에 저장된 정보는 카드식별정보(128), 사용이력정보(130), 시청각정보(132) 그리고 응

용프로그램(133)을 포함한다. 카드식별정보(128)는 카드일련번호와 카드소유자를 설명하는 인구통계학적인 또는 전기

(傳記) 데이터(예를 들어, 나이, 성 등)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이력정보(130)는 칩 카드의 이전 사용자에 관한 장소, 시간

그리고 사용특징 등과 같은 데이터(예를 들어, 3월 17일 12:00 $1.00/자동판매기/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를 포함할

수 있다.

시청각 정보(132)는 그래픽 정보, 음향정보 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래픽 정보는 JPEG 및 GIF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할 수 있다. 시청각 정보(132)는 또한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정보는 이미지 애니메이

션을 제공하는 일련의 이미지일 수 있다. 표시소자를 가지는 칩 카드와 휴대용 칩 카드리더는 모두 시청각 정보(132)를 액

세스하여 나타낼 수 있다. 시청각 정보(132)는 광고(예를 들어, 상품설명, 전자쿠폰 등), 지도 또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형

성할 수 있다. 시청각 정보(132)는 또한 네트워크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주소를 저장함으로써, 칩 카드의 소유

자는 컴퓨터에 연결된 칩 카드리더에 칩 카드(100)를 삽입하고 칩 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위

하여 웹 싸이트(web site)를 방문할 수 있다. 칩 카드가 언제 시청각 정보(132)를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time

stamp)를 포함한다.

상기 칩 카드는 시청각 정보를 다양하게 표시하기 위한 정보(132a-132n)를 저장할 수 있다. 집적회로(116)는 칩 카드가

나타내는(예를 들어, 표시되는 또는 스피커에 나타내는) 정보(132a-132n)를 일정한 주기로 또는 사건(예를 들어,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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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순환 이동시킨다. 또는, 카드 소유자가 카드제어를 조작하여 저장된 시청각 표시를 재생, 예를 들어, 전자쿠폰을 가

져오거나 지도(map)안내를 다시 읽거나 또는 회사의 광고를 재검사할 수 있다. 표시들을 재생하는 능력에 의하여, 소비자

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표시를 생산자들이 만들도록 생산자들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도 13을 참조하면, 칩 카드리더(134)는 시청각 정보를 칩 카드 접촉면 또는 무선통신을 포함하는 통신경로(123)를 통하여

칩 카드(100) 측으로 다운로드(download)할 수 있다. 이 다운로드는 다른 칩 카드리더(134)가 사용되는 동안(예를 들어,

칩 카드가 전화에 사용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다. 상기 칩 카드리더(134)는 단독의 칩 카드리더 또는 컴퓨터의 주변기기

또는 휴대용 칩 카드리더일 수 있다. 상기 칩 카드리더(134)는 소프트웨어(138)와 시청각 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136)

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칩 카드리더(134)는 정보를 상기 칩 카드(100)로 보낼 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칩 카드리

더(134)가 칩 카드(100)로 다운로드 하였는지를 포함한 칩 카드 거래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그 후, 수집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회사들은 광고의 효과를 추적할 수 있다. 상기 소프트웨어(138)는 하나 이상의 표시를 위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36)에서 선택하여 상기 칩 카드로 전송할 수 있다.

배치(batch) 시스템에 있어서, 칩 카드 거래를 설명하는 정보는 분석 및 저장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송은 일반적인 모뎀연결을 통하여 또는 서비스 요원 방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동시에, 새로

운 표시들 또는 소프트웨어(138)가 칩 카드리더(134)에 탑재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칩 카드리더(134)는 네트워크(140)를 통하여 호스트 컴퓨터(142)에 연결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서, 호스트 컴퓨터(142)는 광고정보(144)용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소프트웨어(146)를 포함할 수 있다. 호스트 컴퓨

터(142)는 보다 큰 광고정보용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할 수 있고, 보다 정교한 분석용 소프트웨어(146)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4A 및 도 14D를 참조하면, 칩 카드리더는 시청각 정보를 다양한 정교함의 정도를 가지는 칩 카드로 전송할 수 있다.

도 1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칩 카드리더는 마주치는 각각의 칩 카드에 동일한 시청각 정보를 단순히 보낼 수 있다(148).

예를 들어, 가게에서는 동일한 전자쿠폰에 관한 그래픽 이미지를 가게 입구를 지나가는 각각의 무선 칩 카드로 전송할 수

있다. 이 이미지는 상품의 위치를 가리키는 지도를 포함할 수 있다. 시청각 정보는 또한 새로운 칩 카드가 가게로 들어왔음

을 가게주인에게 알리는 소리를 칩 카드가 생성하도록 하는 신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4B는 보다 더 정교하게 시청각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보인 것이다. 도 14B에서, 칩 카드리더는 전송할 시청각 정보

를 시간, 양 또는 거래형태와 같은 요인(150)을 근거로 하여 선택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시리얼을 구매한 사람은 매우 유

용한 우유를 위한 칩 카드쿠폰을 찾을 수 있다.

도 14C는 특정 고객에 대하여 훨씬 더 민감하게 시청각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보인 것이다. 도 14C에서, 칩 카드리더는

칩 카드로부터 정보(152)를 가져온다. 칩 카드리더는 전달할 적절한 시청각 정보를 선택하기 위하여 이 가져온 정보(예를

들어,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사용이력 또는 카드일련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칩 카드리더가 칩 카드로부터 사

용이력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또는 사용이력 정보를 찾기 위하여 카드일련번호를 가져와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매주 아이

스크림을 구매한 것으로 칩 카드리더 판단한 경우, 칩 카드리더(134)는 칩 카드(100)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낼 수 있다.

도 14D는 도 14C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전달 방법을 보인 것으로, 시청각 정보와 선택 소프트웨어를 칩 카드리더에 부가

적으로 저장하거나 또는 여기에 저장하는 대신에, 이 들을 저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컴퓨터를 추가하였다. 네트워크 컴퓨

터는 다른 카드리더에 분산되어 있는 시청각 정보를 제어함과 아울러 칩 카드 사용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칩 카드리더는 가져온 칩 카드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여 처리할 수 있고(156), 네트워크 컴퓨터로터 시청각 정

보를 수신할 수 있다(158). 요소들의 배열 및 정보의 교환에 대하여 전술한 구성의 많은 치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각각

의 거래마다 시청각 정보를 전송하는 대신에, 컴퓨터가 주기적으로 시청각 정보를 칩 카드리더 모두에게 다운로드 하거나,

칩 카드리더 측으로 단순히 시청각 정보 인덱스들을 보냄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정보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도 15A 및 도 15B는 시청각 정보를 칩 카드리더 측으로 전달하는 다른 실시예를 보인 것이다. 도 15A에 있어서, 칩 카드

리더(134)는 통신링크(140)를 포함하는 통신경로(123)를 통하여 호스트 컴퓨터(142)에 연결된다. 도 15B에 있어서, 컴퓨

터에 부착된 칩 카드리더(134)는 인터넷(140)을 포함하는 통신경로(123)를 통하여 호스트 컴퓨터(142)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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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A를 참조하면, 칩 카드내의 소프트웨어(164)(또는 펌웨어(firmware) 또는 하드웨어)는 칩 카드를 보호모드로 설정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정보전송을 차단할 수 있다. 보호모드에서, 칩 카드는 전송되는 시청각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174).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정보에 덮어 쓰여질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정보가 칩 카드에 저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보호모드는 칩 카드 메모리의 전체에 적용되거나 또는 각각의 표시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6B를 참조하면, 전송경로상의 다른 지점에서 정보전송을 차단할 수 있다(176). 예를 들어, 호스트 컴퓨터는 광고의 수

신을 원하지 않는 카드소유자에게 해당하는 카드 일련번호를 인식할 수 있다. 도 17을 참조하면, 칩 카드리더로부터 칩 카

드 측으로의 정보전송을 막기 위한 "정보 다운로드 차단" 버튼(176)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리더에 대하여 카드소유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술한 구성에 대한 많은 치환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상기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디움(stadium) 칩 카드 시스템은 단일 또는

다중 이벤트를 위한 전자 티켓을 좌석 및 스타디움 위치 정보에 따라 신속하게 칩 카드 측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티

켓 정보는 칩 카드 표시소자 상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네트워크를 통한 구매 시에도 적용되어, 매표소의 라인들

을 줄일 수 있다. 칩 카드를 이용하여 스타디움으로 입장시킴으로써, 편의시설의 위치 또는 구내매점의 기분전환용 식품에

관한 쿠폰(예를 들어, 서커스장의 솜사탕 또는 야구장의 핫도그)과 같은 스타디움의 특별정보를 각각의 칩 카드에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스타디움에서는 요금에 관한 외부 사업정보를 다운로드 함으로써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재료들이 유연성 있는 상부층 및 기판으로

사용될 수 있고, 보조 프로세서가 칩 카드 내에 장착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칩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루거나 보관(예를 들어, 주머니 또는 지갑에 보관)하는 동안, 구부려지

거나 카드의 자성체에 노출되더라도 표시소자에 대한 영구적인 손상 또는 표시된 정보의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폴리머 계열의 유연성 있는 몸체;

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 내에서 지지되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칩;

상기 몸체 상에 위치한 코드 심벌 또는 자기 띠 소자;

상기 반도체 칩에 저장된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며, 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 내에서 지지되며, 상기 몸체의 특정 영역

에 위하는 표시소자;

상기 표시소자를 제어하기 위한 회로

를 포함하는 칩 카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는 액정 표시 소자들을 포함하는 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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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 표시소자는 중합체를 포함하거나 이중 안정 또는 다중 안정을 포함하는 표시 물질을 포함하는

칩 카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는

상기 칩 카드에서 실제로는 구부러지지 않는 영역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는

넓이가 각각 6mm와 15mm인 중앙의 수평밴드 및 수직밴드 바깥쪽, 칩 카드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밴드와 수평밴드는

각각 11mm와 30mm 넓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는

상기 반도체 칩과의 통신을 위하여 상기 칩 카드의 표면 위에 노출된 접촉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는

상기 반도체 칩과의 통신을 위하여 상기 칩 카드 내부에 무선 통신소자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표시소자를 연결하는 내부 연결소자들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

드.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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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는

플라스틱, 종이, 보강된 종이 그리고 마분지와 같은 유연성 있는 재료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칩 카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는

염화 폴리비닐(polyvinyl chloride), 폴리에스테르(polyester), ABS 그리고 폴리탄산 에스텔(polycarbonate)와 같은 유

연성 있는 재료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를 덮는 보호용 플라스틱인 투명 층을 적어도 하나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연성 있는 몸체는

염화 폴리비닐, 폴리에스테르, ABS, 폴리탄산 에스텔, 종이 그리고 보강된 종이와 같은 유연성 있는 재료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칩 카드 내에 보조 프로세서 장치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전원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전원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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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은 재충전 가능한 전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레귤레이터와 상기 전원을 재충전하는 충전 제어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전원 출력을 제어하는 시동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에 의하여 동력을 공급받는 스피커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스피커는 압전 스피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에 의하여 동력을 공급받는 마이크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는 압전 마이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28.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은 상기 반도체 칩으로 하여금 상기 반도체 칩에 저장된 정보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가져오도

록 하고, 이 다른 부분들을 상기 표시소자 상에 연속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부가적인 표시소자를 적어도 하나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3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는 다중 색 표시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31.

등록특허 10-0601178

- 13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는 입체 효과를 제공하는 표시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는 입체 효과를 제공하는 배리어 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등록특허 10-0601178

- 14 -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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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삭제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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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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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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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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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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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0601178

- 21 -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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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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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a

도면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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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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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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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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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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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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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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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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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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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a

도면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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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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