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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POS 단말기(26)와 이동 전화(14) 및 지불 센터(1)와 접속되는 인터페이스들을 갖는 지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단말 장치(10)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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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지불 데이터 교환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수행된다. 제 1 방식은 지불 단말 장치(10)에서 이동 전화(14)와 이

동 음성 네트워크(5)을 통해 승인 센터(1)로 또는, 그 반대로, 지불 센터(1)에서 이동 음성 네트워크(5)와 이동 전화(14)를

통해 지불 단말 장치(10)로 수행된다. 여기서 지불 데이터가 지불 단말 장치(10)와 이동 전화 사이(14)에서 음성 정보로 전

송되어진다. 제 2 방식은 데이터가 바로 단말 장치(10)에서 네트워크(5)를 통해 승인 센터(1)로 그리고 그 반대로, 지불 센

터(1)에서 네트워크(5)를 통해 지불 단말 장치(10)로 전송되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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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POS(Point Of Sale device) 단말기, 이동 전화(14) 및 지불 센터(1)와 접속되는 지불 단말 장치(10)에 있어서,

- 상기 이동 전화(14)와 상기 지불 장치(10)간에 데이터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동 전화(14)를 지불 단말 장치(10)에 분

리가능하게 접속시키기 위한 제 1 인터페이스 수단(19),

- 상기 지불 단말 장치(10)와 상기 지불 센터(1)간에 데이터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지불 단말 장치(10)를 지불 센터(1)에

접속시키기 위한 제 2 인터페이스 수단(25), 및

- 상기 제 1 및 제 2 인터페이스 수단(19,25)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제 1 혹은 제 2 인터페이스 수단

(19,25)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인터페이스 수단(19,25)에 접속되는 데이터 처리 수단

(11)을 포함하며,

-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수단(19)은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수단(19)을 통해 상기 이동 전화(14)와 상기 처리 수단(11)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수단(19)을 상기 이동 전화(14)에 접속시키기 위한 접속 수단(20)을 구비

하고,

-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수단(19)은 상기 이동 전화(14)와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수단(19)을 통해 상기 처리수단(11) 간에

전송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하여 상기 접속 수단에 결합되는 모뎀(12)을 구비하며,

- 상기 접속 수단(11)과 상기 모뎀(12)을 통해 상기 이동 전화(14) 간에 전송된 데이터는 상기 모뎀(12)과 상기 이동 전화

기(14) 사이에서 음성 또는 음향 데이터로 전송 되며,

- 상기 제 2 인터페이스 수단(25)은 상기 제 2 인터페이스 수단(25)과 상기 지불센터(1) 간에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처리

수단(11)과 상기 지불 센터(1)에 의해 처리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치(10).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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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전화(14)와 상기 지불 단말 장치(10)간의 상기 데이터 전송은 단방향 데이터 전송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불 데

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치.

청구항 22.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수단(20)은 상기 이동 전화(14)와 상기 지불 단말 장치 간에 음성 데이터 또는 음향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음

향 커플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 에 있어서,

상기 음향 커플러는 이동 전화(14)의 스피커(15)와 접속하기 위해 마이크로폰(17)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

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치.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음향 커플러는 상기 이동 전화(14)의 마이크로폰(16)과 접속되는 스피커(18)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

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치.

청구항 25.

제 23 항 또는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과 상기 스피커 사이의 거리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 전화(14)와 상기 음향 커플러의 접속에 적합하도록 조

절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치.

청구항 26.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수단(11)은 암호 해독 능력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통신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치

청구항 27.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지불 단말 장치(10)는 데이터 입력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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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27항 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력 수단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치.

청구항 29.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지불 단말 장치는 프린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치.

청구항 30.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지불 단말 장치는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말 장치.

청구항 31.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지불 단말 장치는 자동판매기로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지불 데이터 교환을 위한 지불 단

말 장치.

청구항 32.

상기 제20항 또는 제21항의 지불 단말 장치를 구비한 POS(자동 판매기)단말기.

청구항 33.

지불 단말기, POS 단말기, 지불 센터, 이동 전화 및 이동 전화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 전화(14)는 이동 전화 네트워크(5)를 통해 상기 지불 센터(1)에 접속되며;

상기 지불 센터(1)와 지불 단말기는 제 2 직접 접속(32)을 통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상기 지불 단말기(11)와 상기 이동 전화(14)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음성 혹은 음향 데이터 형태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불

시스템.

청구항 34.

- 이동 전화(14)에서 이동 음성 네트워크(5)를 통해 지불 센터(1)로 접속이 설정 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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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 센터(1)에서 사용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ID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확인

하는 단계;

- 이동 전화(14)를 지불 단말 장치(10)의 접속 수단의 음향 커플러 위에 올려 놓는 단계;

- 요구된 거래 데이터 또는 지불 데이터를 이동 전화기에 의해 설정된 음성 채널을 통해 지불 센터(1)로 전송하는 단계; 및

- 지불센터의 사용자 계정의 상세와 상기 거래 데이터와 상응하는 가를 확인한 다음, 지불 센터(1)와 지불 단말(11) 간의

제 2 직접 접속을 통해 상기 거래를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단계;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33항의 시스템을 이용한 지불 이행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POS단말기(Point Of Sale device), 예를 들면, 자동 판매기(Vending Machine) 등과 지불 센터 혹은 승인 센터

(상기 거래의 인증, 승인 및 해당 지불 및 결재 과정을 담당한 주체) 간의 금융 거래 데이터(인증, 승인 및 지불 데이터)의

변환을 위한 시스템, 및 지불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불 단말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통신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많은 응용 기술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

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M-페이먼트(m-payment)'로 불리는 이동 전화를 이용한 결재

서비스이다. 다양한 M-페이먼트 솔루션들이 있고 이들 대부분은 모든 인터넷의 장점을 이동 전화로 옮기는 것을 보장하

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밖의 솔루션들은 승인 센터 혹은 가입자나 사용

자로부터 활성화되어 특정 지불 단말기로 전송되는 콜(Call)을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M-페이먼트의 빠른 수용을 막

는 심각한 장애물들이 있다. 특히 비인터넷 영역에서, 기존에 알려진 지불 단말기들의 수득과 운영 비용들이다. 이는 각각

의 지불 단말기가 매우 복잡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통신 인터페이스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 및

전화기의 데이터 통신의 다양한 표준들, 즉 가능한 새롭고 최신의 현재 확립된 표준들을 모두 커버해야 한다. 시장에 알려

진 모든 시스템들은 지불 단말기에 이동 전화 번호(또는 이것의 별칭)와 같은 어떤 종류의 시현을 요구하는데, 이 모든 것

들이 지불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 시장에 나온 일부 솔루션들은 지불 단말기에서 읽고 승인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전화 근처에 있을 것이 요구되거나 또는 바코드를 이용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 전화와 지불 단말 장치 간의 접속에 있어서 서로 다

른 이동 전화 표준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지불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불 단말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바람직하게는, 단말기는 매우 간단하고 빠르며 사용하기 쉬운 툴을 제공하여야 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이동 단말 장치와 지불 단말 장치 간의 최소한의 접속으로 간단하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

비한다.

이러한 목적은 청구항 1에 따른 지불 단말 장치에 의해 해결된다.

따라서, POS 단말 장치와 이동 전화 및 지불 센터와 접속하는 지불 단말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지불 단말 장치는 제 1 및

제 2 인터페이스 수단과 데이터 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제 1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이동 전화와 상기 지불 장치 간의 데

이터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이동 전화와 상기 지불 단말 장치의 분리 가능한 접속을 위한 것이다. 데이터 정보는 음향

또는 음성 데이터 정보이다. 제 2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지불 단말 장치와 상기 지불 센터 간에 데이터 정보를 전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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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상기 지불 단말 장치와 상기 지불 센터의 접속을 위한 것이다. 상기 지불 단말기와 상기 지불 센터의 접속은 분리 가

능하다. 데이터 처리 수단은 상기 제 1 및 제 2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제 1 또는 상기 제

2 인터페이스 수단으로 보낼 데이터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제 1 및 상기 제 2 인터페이스 수단과 접속되어 있다.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과 상기 이동 전화기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접

속 수단은 상기 이동 전화기와 상기 처리 수단 간에 상기 접속 수단과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해 또는 그 반대로 데

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인터페이스는 지불 장치가 지불 센터에 저절로 연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일 예를 들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면 POS 단말기 공급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 2 인터페이스는 또한 이동 전화기와 지불 단말기 간의 직접 연결

회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 2 인터페이스는 지불 센터와 분리 가능하게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제 2 인터페

이스는 지불 단말 장치에서 지불 센터로 제2의 직접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네트워크와 접속하기 위한, 무선 통신

모뎀, PSTN 모뎀, ISDN 모뎀, 케이블 모뎀 또는 GSM, 또는 UMTS 모뎀 같은 유선 통신 모뎀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2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제 2 인터페이스 장치와 상기 지불 센터 간에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처리 수단과 상기 지불 센터

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데이터로 또는 반대로 변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제 1 인터페이스는 합법적인 인증 절차를 돕는다. 인증 절차는 제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체 인증 데이터가 전달될 필요 없

이, 단지 데이터의 일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절차를 단순화시킨다. 제 1 인터페이스는 지불 단말 장치가 (전화)

번호 또는 이동 전화의 다른 신원 확인 데이터와 지불 단말기의 번호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제 2 인터페이스 장치는 다른 역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나는, 지불 단말 장치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한 가지 문제점은 사용자(혹은 사용자의 이동 전화기), 사용자의 이동 전화기와 근접한 POS 단말기 및 지불 거래량이 확인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화기 또는 사용자의 확인은, 예를 들면 이동 전화기 콜에 의해 또는 SIM(사용자 신원 확인 번호)

문의에 의해 공지된 바와 같이 송신자 확인의 경우에서처럼 자동 콜 번호 변환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사용자 전화기의 확

인은 매우 간단하게 또는 자동으로도 실행될 수 있다.

POS 단말기 신원 확인은 예를 들면 단말 장치에서 지불 센터로 확인 코드를 전송하는 것으로 실행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는, 상기 확인은 예를 들면 지불 센터에서 지불 단말기와 이동 전화를 통해 지불 센터로 돌아오거나 혹은 그 반대 방향의

순환 전송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순환 전송은 또한 지불 단말 장치 혹은 이동 전화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 상기

순환 전송은 또한 지불 단말 장치 혹은 POS 단말기의 이동 단말 장치의 근접한 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 2 인터페이스의 다른 직무는 이동 전화기와 지불 센터 간의 통신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통신 시간의 감소는 다양

한 이점을 갖는다. 이동 전화 단말기와 지불 단말 사이의 통신 시간이 단축될수록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가 감소된

다. 또한, 소비자가 지불 단말기를 위해 이동 전화 장치를 눌러야 하는 시간이 감소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통신 비용이

적어진다. 지불 단말 장치의 설계의 선택에 따라, 지불 단말 장치 또는 지불 센터는 지불 센터와 지불 단말 장치 간의 접속

을 시작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이동 전화기와 상기 지불 단말 장치 간의 상기 데이터 전송은 단방향 데이터 전송이다. 표준 절차와 단말

기는 이동 단말 장치와 지불 단말 사이의 오직 하나의 데이터 접속을 이용한다. 이 절차는 지불 단말 장치와 지불 센터 간

의 모든 통신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인지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전송의 인증은 지불이 요

청될 때 보다는 다른 전송 채널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지불 단말기와 지불 센터 간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접속이

사용자에 의해 관찰되지 않았을 때에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지불 거래를 가능케 해 준다. 또 다른 단방향 데이터 전송

의 장점은 가기 다른 이동 전화의 마이크로폰과 확성기 사이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5에서 11센티미터 사

이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동 전화 장치와 상기 지불 단말기 간의 단방향 전송은 다른 타입의 이동 전화기에 따른

지불 단말 장치의 확성기와 마이크로폰 사이의 거리를 융통성 있게 하여 적용 메커니즘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또 다른

단방향 전송의 장점은 사용자가 자기의 이동전화기내 마이크로폰 위치보다 확성기의 위치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

다. 또 다른 단방향 전송의 장점은 위생적인 관점으로, 사용자의 얼굴 피부와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전화기의 끝이 지불 단

말 장치의 위 또는 가까이에 놓이는 것이다.

편리하게는,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수단은 모뎀을 포함한다. 상기 모뎀은 상기 이동 전화기와 상기 접속 수단과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상기 처리 수단 간의 전송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상기 접속 수단에 접속되어 있다. 모뎀은 처

리 수단과 상기 이동 전화 간의 데이터 전송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모뎀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이동 전화류

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모뎀은 상기 접속 수단에 적합한 데이터를 변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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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게는, 상기 모뎀과 상기 이동 전화 간의 상기 전송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 또는 음향데이터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서 가장 큰 장점은 이동 전화와 지불 단말 장치 사이에서 음성 데이터 정보를 이용한 지불 데이터 전송에 있다. 이러한 음

성 데이터 정보는 모든 전화기 제조회사에 의해 적용되는 오직 하나의 표준안이다. 음향 데이터 전송은 지불 단말 장치의

통신 인터페이스의 복잡도와 이에 따른 연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음향 커플러는 잘 알려진 데이터 전송 방법임으로

지불 단말기의 구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다. 음성 데이터 정보 또는 음성 정보는 이동 음성 네트워크의 음성 채널에

서 전송 및 교환되는 것으로 공지된 유용한 정보 혹은 필요한 정보의 특정 형태이다.

본 발명의 지불 단말 장치는 POS 단말기(자동판매기 등)와 지불 센터와 접속하고 지불 단말 장치와 이동 전화를 분리 가능

하게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포함한다.

제 2 인터페이스를 위한 비용과 관계없이, 사용자들은 시스템 운영과 지불 절차의 간략화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지불 단말

기와 지불 센터 간의 두 번째 접속은 인증을 위해 PIN 또는 전화 번호 입력을 절약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만일 사용자

가 지불 센터 번호를 위한 단축 다이어링을 할 수 있다면, 다이어링 절차가 축약될 수 있다. 만일 지불 단말기가 POS와 양

방향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도 입력의 합에 있어 절약될 것이다. 양방향 POS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는 POS 위의 원하는

서비스 또는 물품을 간단히 선택하고, 전화기 위의 단축 다이얼 키를 누르면, 지불 단말기에 대하여 이동 전화를 누르고,

제품의 서비스 배달을 기다린다. 이 절차는 지불 단말기의 원핸드 작동을 빠르고 간단하게 한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경우

에 있어서 POS의 지불을 위한 원핸드 투버튼 작동을 가능케 해 준다.

바람직하게는, 사용자가 POS 단말기 또는 지불 단말 장치 위의 “지불 단말 사용”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지불 센터와의 접

속은 지불 센터에 의해 종결될 수 있고, 따라서 사용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을 필요조차 없다. 만약 원한다면, 추가적으로 지

불 처리에 앞서 “확인” 버튼을 누름으로써 상기 방법이 연장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접속 수단은 음향 신호 형태의 음성 데이터 정보를 이동 전화와 접속 수단 사이로 전송하거나 혹은 그 반

대로 전송하는, 즉 음성 데이터 정보를 사람의 음성주파수 범위에서 음성 그 자체로 전송하거나 정보 캐리어인 음성으로

전송하는 음향 커플러를 구비한다. 이 음향 커플러는 지불 단말 장치와 모든 타입의 이동 전화기와의 접속을 허락한다. 다

른 이동 전화기의 별도의 적용 없이도 현재 사용되는 그리고 앞으로 사용될 모든 종류의 이동 전화기에 적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음향 커플러는 이동 전화 마이크로폰이 스피커에 적합하도록 혹은 그 반대로 적합하게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

어 잡음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동작 할 수 있다.

음향 커플러의 사용은 이동 전화와 지불 단말기 사이의 데이터 접속을 일반화하여, 커넥터, 제작 디자인, 적절한 인터페이

스, 등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어떤 전화도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이동 전화와 단말 장치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총량을 낮춤으로써, 음향 커플러의 상대적으로 낮은 데이터 전송률로 충분하다.

바람직하게, 상기 음향 커플러는 이동 전화기의 스피커와 접속되기 위한 마이크로폰을 구비한다. 이 설계는 공급자의 관점

에서 사용자의 이동 전화기가 단지 지불 센터와 접속되고, 지불 센터가 쉽게 부정 방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이점

이 있다.

편리하게, 상기 음향 커플러는 이동 전화기의 마이크로폰과 접속되기 위한 확성기를 구비한다. 이 설계는 공급자의 관점에

서 사용자의 이동 전화기가 단지 지불 단말기와 접속되고, 인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의 한 부분을 위한 연결 지점(relay

station)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이점이 있다.

이동 전화 음성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암호화되거나 혹은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어떠한 이동 전화의 표준에도 쉽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GSM 또는 UMTS 혹은 이동 전화 시스템에 따라 다른 아날로그 이동 전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변조는 음성 채널을 통하여 전송될 수 있는 DTMF 또는 다른 데이터 변조 방식일 수 있다.

지불 단말기와 지불 센터 간의 두 가지 접속은 시스템의 구조를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매우 간단한 실시예

는, 지불 단말기가 이동 전화기와 지불 센터 및 POS 단말기 끝의 이동 전화기 사이의 단지 연결지점(relay station)으로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제 1 단계에서 지불 단말기는 이동 전화가 POS 단말기 가까이 근접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고,

제 2 단계에서 POS 단말기가 선택된 물품의 가격과 같은 정보를 지불센터로 전송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예를 들어 지불이

실행되기 위한 사용자의 입력이 이루어지고 , 그리고 제품이 나온다.

편리하게, 마이크로폰과 음향 커플러의 스피커 사이의 거리는 음향 커플러가 각종의 이동 전화기에 적응하여 조절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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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지불 단말 장치를 이동 전화기에 접속하기 위한 부가적인 여러 선택 사항이 있다.

첫 번째 단말 장치와 이동 전화간의 바람직한 접속은 유선 옵션(Wired Option)이다. 여기에서 접속 수단은 이동 전화와 접

속 수단 간의 전기 신호 형태인 정보 혹은 음성 데이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이동 전화의 플러그 커넥터와 전기적으로 연

결하기 위한 전기 플러그 커넥터 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플러그 커넥터 수단은 이동 전화기의 다양한 종류에 따른 다른 타

입의 플러그 커넥터에 연결되는 다수의 다른 종류의 플러그 커넥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플러그 커넥터는 예를 들면 가

솔린 펌프에서와 같이 자동으로 걷어 올릴 수 있는 메카니즘의 멀티 풀 아웃 와이어랙(multi pull out wire rack)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지불 단말 장치와 두 번째 옵션의 바람직한 접속은 IR(Infrared Radiation or Light) 통신이다. 여기서 지불 단말기

의 접속 수단 혹은 인터페이스 수단은 지불 단말 장치와 이동 전화 간에 적외선 신호 형태의 정보 혹은 음성 데이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이동 전화의 해당 IR 인터페이스와의 통신을 위한 IR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IrDA

인터페이스와 같은 장치를 구비한 모든 최신 이동 전화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선택 사항은 데이터 속도를 더욱 빠

르게 하고 처리 시간은 더욱 짧게 한다.

또 다른 바람직한 옵션은 RF(Radio Frequency) 통신이다. 여기에서 지불 단말기의 접속 수단 혹은 인터페이스 수단은 지

불 단말 장치와 이동 전화 간에 RF 신호 형태의 정보 혹은 음성 데이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이동 전화의 해당 RF 인터페

이스와 통신하는 RF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블루투스(Bluetooth)와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이 이러한 분야의 표준들이지만, 다른 무선 통신 프로토콜도 가능하다.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는 높은 사용자 만

족을 위한 비 접촉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지불 단말 장치는 데이터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혹은 상기 데이터의 안전한 암호화에 의해

높은 보안성으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암호 해독 능력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통신 처리부를 구비한 데이터 처리

수단을 구비한다. 암호 해독 능력은 DES, RSA 등과 같이 서로 다른 타입일 수 있다. 지불 단말 장치의 암호 해독 능력의 양

방향 접속은 최소한으로 감소될 수 있다. 지불 단말 장치와 지불 센터 간의 양 채널에서 직접 연결 및 이동 전화를 통한 연

결의 악용을 막기 위해 암호화 될 수 있다. 만일 랜덤 키가 양 접속을 통해 지불 단말 장치로 전송된다면 암호화가 줄어들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지불 단말 장치는 키보드와 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력 수단을 포함한다. 키보드는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서

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POS 단말기를 위한 금액을 지정하는 것을 허락한다. 상기 입력 수단은 지불 단말 장치 사용에

서 상호 작용에 요구되는 숫자를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POS 단말기 내에 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처리 기능을 가

진 지불 단말 장치의 경우 음향 커플러는 예를 들어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 Dialling)와 같이 거래의 지불에

서 요구되는 전송에 따른 지불 센터의 번호를 단일 동작 다이얼로 할 수 있다. 지불 센터로부터 지불 단말 장치 혹은 POS

단말기로 승인이 전송되면 선택된 제품의 양도가 시작된다.

상기 지불 단말 장치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원할 경우 실제 지불 과정에 대한 확인서를 프린트하기 위해 프린터 혹은 내장

된 프린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지불 단말 장치는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지불 단계의 다른 과정을 보여주거나 지불 단말 장치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단말 장치는 POS 단말기 내에 통합될 수 있고, 만일 전화 지불 거래가 선택되면 오직 지

불 단말 장치로부터 사용될 수도 있다.

더하여, 상기 지불 단말 장치는 추가적인 통신 수단을 구비하는데, 예를 들면, 무선 통신 모뎀, PSTN 모뎀, ISDN 모뎀, 케

이블 모뎀 또는 GSM 모뎀과 같은 유선 통신 모뎀으로 유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네트워크와 접속하기 위한 것

이다.

바람직하게, 상기 지불 단말 장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POS 단말기와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의 지불 단

말 장치가 드물게 사용되는 POS 단말기를 위해 요구되는 단말기의 숫자를 감소하기 위해 여러 개의 자동 판매기 등을 묶

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통합 지불 단말기를 구비한 자동 판매기와 같은 POS 단

말기가 제공된다. 중요한 이점은 상기 자동 판매기로의 인터페이스가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점은 통합 지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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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장치가 충격과 고의적인 파괴에 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이점은 최신 자동 판매기와 POS 단말기는 하나의 전

원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불 단말 장치의 추가적인 전력 공급을 불필요하게 하고, 설치되는 동안, 통신 접속 혹은

제 2 통신 인터페이스가 접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준다.

상기 지불 단말 장치는 POS 컴퓨터 시스템 혹은 지불 프로토콜 서버, 사용자 행동 데이터베이스, 유지 서버, 혹은 이와 같

은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부가적인 접속 수단을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지불 단말 장치 혹은 POS 단말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음료,

음식, 담배, 잡지, 및 콘돔 등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에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지불 단말 장치

는 POS 단말기로서 공공 셀프 서비스 스테이션, 즉 주유소, 사진 복사, 인터넷 접속, 자동차 세차, 세탁물, 쥬크박스, 카풀

등과 같은 공공 셀프 서비스 단말기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버스, 기차, 영화 등과 같은 다양한 티켓 구입 단말기에도 본

발명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지불 단말 장치 혹은 시스템은 구매시 기존의 청구 방법, 즉 신용카드, 은행수표, 현금 등

을 사용하는 여러 상점(EFTPOS), 인터넷 쇼핑, TV 판매 및 다른 비즈니스를 위한 지불 승인 및 실행 과정에 이용될 수 있

다.

상기 지불 승인 및 실행은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담배 자판기 혹은 주류 자동 판매기에서 어린이 보호법에 따

른 연령 인증을 위해 본 발명의 지불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 판매기의 인터페이스는 MDB와 같은 특별한 산업의

표준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금전 등록기, 주차 요금 징수기, 택시 요금 표시기 등과 같은 특별한 장치와 연결하기 위해 사

용되는 그 자신의 특정 운용 프로그램에 내장된 프로토콜을 실행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들은 종속항들에 언급된 바와 같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이점, 바람직한 실시예, 추가적인 적용예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기술되어질 것이다.

실시예

도 1은 승인 센터(1)(즉, 상기 거래의 인증, 승인 및 해당 지불 및 결제 과정을 담당한 주체)를 포함한 본 발명의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보인 것으로, 승인 센터(1)는 신용 카드의 승인과 유사하고 데이터 통신 접속부(6)를 수단으로 하여 다른 금융

정보 시스템, 예를 들면 은행, 이동 음성 네트워크(5) 혹은 이동 전화 네트워크(예를 들면 GSM 네트워크), 이동 전화(14)

및 지불 단말 장치(10)와 접속되며, 사용자의 이동 전화(14)와 접속되고 데이터 통신 연결부(13)를 통해 POS 단말기 또는

수단(26)과 접속된다.

상기 지불 센터(1)는 상기 지불 센터(1)와 이동 음성 네트워크(5)를 접속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각 사용자와 관련된

데이터, 예를 들면 전화번호, 해당 개인 식별 번호(PIN) 코드 및 각 사용자에게 할당된 예를 들면 신용카드, 은행 계좌 등

협의된 지불 방법 데이터, 및 선택적으로 포괄적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즉 소비자 구매에 대한

완벽한 정보 및 개별화된 서비스와 광고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다시 선택적으로 사용자 비밀 코드를 저장하는 가입자 데

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통신 접속을 통해 다른 금융 정보 시스템과 연결되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상기 트랜

잭션 인터페이스는 양방향 데이터 접속을 수단으로 통신 인터페이스와 연결된다. 더 나아가,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

터 통신 라인을 통해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및 통신 인터페이스에 연결된다.

지불 단말 장치(10)는 데이터 처리 수단(11)과 인터페이스 수단(19)을 포함한다. 인터페이스 수단(19)은 단방향 혹은 양방

향 데이터 통신 라인(23) 혹은 예를 들면 직렬 또는 병렬 데이터 접속과 같은 데이터 버스를 수단으로 데이터 처리 수단

(11)과 접속되고, 정보 전달 수단으로 음성을 사용하는 이동 전화(14)와 접속된다. 상기 데이터 처리 수단은 마이크로 컴퓨

터 시스템 혹은 통신 처리부에 기초하고, 부가적으로 데이터 통신선 혹은 신호 라인(13)을 통해 POS 수단, 요구/해제 매카

니즘, POS 단말 장치, 혹은 자동 판매기 혹은 이와 유사한 장치들에 연결된다.

상기 지불 단말 장치(10)의 인터페이스 수단(19)은 모뎀(12) 및 상기 모뎀과 이동 전화(14)를 접속하는 접속 수단(20)을

포함한다. 상기 접속 수단(20)은 음향 접속 또는 음향 커플러를 사용한다. 상기 음향 커플러는 접속 수단(20)의 음향 커플

러에 부착되거나 접속된 이동 전화(14)의 확성기(16)로부터 전달자로서 사용된 음성 정보를 받기 위해 마이크로폰(17)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이동 전화(14)를 소유해야 하고, 지불 센터(1)에서 사용자 자신 소유의 특

정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총금액이 전화 요금 혹은 선불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 상기 계좌 설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지불 센터(1)간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용자와 지불 센터 양자는 그들의 협력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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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들을 정의한다. 파라미터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전화 번호(예를 들면, SIM 카드 번호), 지불 방법(예를 들면, 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 양자간의 보안성을 증가시키는 선택적인 부가 서비스(예를 들면, 거래 한도, 보안/인증 코드 등), 및 사

용자의 유통성을 증가시키는 선택적인 부가 서비스(예를 들면, 복수 계좌)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지불 센터(1)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합의된 상기 파라미터들을 지불 센터(1)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지원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WAP

및 유사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상기 인증 센터는 사용자의 요구 혹은 비즈니스 정책 구조 내에 각 사용자의 특

별 신원 코드를 할당함으로써 특별 식별 코드는 사용자의 이동 전화 번호를 다른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 않아 본 발명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개인 비밀을 보호한다.

다음으로,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장치가 사용될 때의 일반적인 지불 과정을 기술한다.

제 1 단계에서, 사용자는 지불 단말 장치(10)를 사용한 현금 출납기 또는 장치로 구매를 결정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이동

전화(14)를 사용하여 이동 음성 네트워크(5)를 통해 지불 센터를 호출(28)한다.

제 2 단계에서, 지불 센터(1)는 호출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 신원 정보를 사용한

다. 검증에 실패하면 지불 센터(1)는 사용자 접속 혹은 이동 전화(14) 호출을 종료한다.

앞서 설명된 단락에서 기재된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가입자 데이터베이스(2)의 계좌 파라미터가 사용자 인증

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보안/인증 코드를 입력할 것을 요청받는다. 사용자는 이동 전화기(14)의 키패드를 수단으로

상기 코드를 입력한다. 다음 단계에서. 지불 센터(1)는 이동 전화(14)에서 이동 음성 네트워크(4)를 통해 수신된 보안/인증

코드를 점검하고 이를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보안/인증 코드와 비교한다. 인증이 실패하면(즉, 입력된 코드가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코드와 상응하지 않음), 지불 센터(1)는 접속을 종료한다. 만일 인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불

센터(1)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이동 전화기(14)를 지불 단말 장치(10)의 접속 수단의 음향 커플러 상에 올려놓도록 지시한

다. 지불 단말 장치는 사용자 정보, 예를 들면, 표시 장치로 이동 전화를 음향 커플러 상에 위치시키는 방법을 안내하는 정

보를 보인다.

다음 단계에서, 지불 센터(1)는 이동 전화(14)에 의해 설정된 음성 채널을 통해 요구된 거래 데이터 혹은 지불 데이터를 지

불 센터로 전송(30)한다. 상기 거래 데이터는 지불 단말 장치(10) 일측의 처리 수단(11) 및 승인 센터의 통신 인터페이스

내에 암호 해독 장치를 수단으로 해독 될 수 있다. 상기 처리 수단(11)은 지불 단말 장치(10)의 일측에서 거래 데이터의 수

용을 제어한다.

다음 단계에서, 지불 센터(1)는 거래 데이터가 사용자 계좌의 상세 내용 (즉, 거래한도 등)에 해당하는지 검증하여 그 결과

에 따라 지불 센터(1)와 지불 단말기(11)간의 제 2 직접 접속(32)을 통해 거래를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만약 지불 센터(1)

에 의해 거래가 승인되면, 지불 단말 장치(10)는, 판매자에 의해 판매가 수행될 경우 지불된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장

치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승인하거나 시각적으로 승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공급 매커니즘 또는 POS 단말기(26), 자

동 판매기, 등으로 접속부(13)를 통해 상기 처리 수단(11)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 또는 신호를 보낸다.

요약하면, 지불 단말 장치(10)는 단지 마이크로폰(18)을 포함한다. 상기 마이크로폰(18)은 지불 센터(1)로부터 거래 코드

를 받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코드는 전화(14)로부터 모아진 사용자 데이터와 지불 단말 데이터를 맺어주기 위해 사용된

다. 승인과 지불 인증은 추가적인 통신 인터페이스(25)를 통해 수행되며, 바람직하게는 GPRS 또는 UMTS와 같은 무선 혹

은 ISDN, PSTN 등과 같은 고정유선 라인을 통해 수행된다. 지불 단말기는 지불 인증을 요구하는 자동 판매기(26), 전기

금전 출납기 등의 장비들과 접속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지불은 사용자의 전화기(14)가 지불 센터(1)를 호출하여 설정되면서(28) 시작된다. 확인 후 지불 수단이 선택되어지

고, 사용자는 전화기의 스피커(16)(일반적으로 송수화기의 위쪽)를 단말기(이것은 시각적으로 서술될 수 있다.)의 마이크

로폰(18) 가까이에 놓도록 지시 받는다. 동시에 지불 센터는 랜덤하게 (또한 암호화/디지털 신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

거래 데이터의 전송을 시작한다. 단말기가 유효한 데이터를 받자 마자 단말기는 지불 센터(1)와 접속하고 단말기의 제 2

통신 인터페이스(25)를 통해 승인으로써 거래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때 지불 센터(1)는 전화기(14)를 통해 보내는 데이터

를 중지하고 상기 제 2 통신 채널(32)을 통해 지불 인증을 시작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지불 단말 장치를 구비한 시스템 개략도 이다. 도 2의 실시예는 기본적으로는 도

1과 같다. 도 1에서, 지불 단말 장치(10)의 인터페이스 수단(19)는 모뎀(12)을 포함하고 상기 모뎀(12)과 이동 전화(14)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 수단(20)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상기 모뎀(12)은 음향 커플러의 확성기(17)와 함께 동작한다. 도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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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은 상기 접속 수단(20)이 음향 접속 또는 음향 커플러를 사용한다. 상기 음향 커플러는 접속 수단(20)의 음향 커플

러에 부착되거나 접속된 이동 전화(14)의 확성기(16)로부터 전달자로서 사용된 음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 마이크로폰(17)

을 사용한다. 따라서 지불 단말 장치는 단지 마이크로폰(18) 대신에 스피커(17)만 포함한다.

이 “반대” 설계에서는 지불 단말 장치의 스피커(17)와 이동 전화의 마이크로폰(15) 간의 단방향 데이터 전송의 방향은 물

론 이동 전화로부터 지불 단말 센터(1) 간의 전송 방향(31)을 반대로 한다. 상기 스피커는 지불 단말 장치(11)에서 지불 센

터(1)로 매우 유사한 거래 코드를 보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사용자의 세션 데이터로 단말기 데이터와 접속한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설계에서,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예를 들면, 버튼을 누름으로써) 스피커를 통해 보낼 데이터를 부른다.

그리고 물론 이동 전화(14)의 마이크로폰(보이지 않는)을 상기 스피커 가까이에 놓는다(위치는 전화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예를 들면 지불 단말 장치 내의 근접 센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도 2의 설명에서 언급되지 않은

도면 부호들은 도 1의 설명에서와 같다.

지불 단말 장치는 사기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불 단말 장치와 이동 전화 간의 통신 방향을 임

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전화기의 어떠한 변경도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

성 능력 이외의 어떠한 것도 처리를 위해 요구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개인 식별 번호 프리 솔루션의 경우 오직 필요 조

건은 사용된 이동 전화 네트워크 또는 전화의 네트워크 확인 능력이다.

또한, 상세한 설명세서 “모뎀”이란 표현이 오직 변조기로 작동하는 장치 및 오직 복조기로 작동하는 장치를 위해 변조/복

조로 동작하는 전기적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모뎀 표현은 오직 하나의 표현, 오직 한 세트의 청구항

으로 양쪽 도형의 모든 실시예를 설명 가능하도록 선택되어졌다. 지불 단말 내에서 단지 변조기 또는 복조기만을 사용한

장치들은 모두 본 발명의 청구항 범위 내에 속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

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지불 단말 장치를 사용한 시스템의 모식도 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지불 단말 장치를 구비한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면

등록특허 10-0687523

- 12 -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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