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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정 트랜잭션을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부정 트랜잭션을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이 트랜잭션을 그 구성요소 파라미터로 분류한다(단계 206). 제1 스코어는 부정
에 연관된 트랜잭트된 상품의 성향에 따라 연산된다(단계 310). 제2 스커어는 트랜잭션의 나머지 파라미터의 인증의 
함수로서 연산된다(단계 314). 전체 부정 스코어는 제1 스코어 및 제2 스코어로부터 연산되고(단계 324) 부정 임계치
에 대하여 비교되어(단계 326) 부정인 트랜잭션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명세서

    배경기술

매일 상품 및/또는 서비스(" 상품" )의 고객과 공급자 간에 수백만의 상업적 트랜잭션이 발생한다. 이들 트랜잭션의 다
수는 카탈로그에 기초한 공급자에 의해 전화 상으로 하거나 전자 상거래에 기초한 공급자에 의해 인터넷 상으로 하거나 
또는 이들을 결합한 형태로 하여 얼굴을 맞대고 실제 소매 점포에서 성립된다.

이들 트랜잭션은 각기 현금/통화, 어음/수표 또는 신용 대출 등의 상품에 대한 가치의 교환을 수반한다. 이러한 모든 트
랜잭션이 공통으로 갖는 하나의 공통점은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고객이 공급자로부터 부정 행위에 의해 상품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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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부정 행위는 고객이 고의로 고객 소유가 아니거나 값어치가 없는 어음/수표 또는 신용 카드 등의 일정한 형태의 
가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컨대, 고객이 수표를 지불할 자금이 없음을 알고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부정 행위
에 의해 획득하거나 도난 신용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부정 행위에 의한 트랜잭션은 일정한 시점에서 성립된 전체 
트랜잭션 중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 행위로 인해 잃게 되는 총액 및/또는 자산은 상당한 수준이
다.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부정 트랜잭션을 검출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에 의지하고 있다. 일부 공급자는 고객의 부
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3자 신용 카드 프로세서 또는 제3자 수표 확인 시스템 등의 부정 검출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다. 다른 일부 공급자는 내부 부정 행위 검출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다. 이 경우에, 고객이 상품을 인수하기 이전에 부
정 트랜잭션을 검출하여 먼저 공급자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상품 및/또는 재정적 보상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에 허비
된 자산의 지출을 감소 내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부정 검출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은 이들이 갖는 에러율에 있다. 이 에러는 부정 트랜잭션이 검출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오류 부정 응답과 유효한 트랜잭션이 부정 트랜잭션로 잘못 플래그되는 오류 긍정 응답을 포함한다. 높은 오류 
부정률은 시스템이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부정 행위로 인한 공급자의 손실이 계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높은 오류 긍정률은 공급자에게 잠재적인 판매 손실과 추가적인 조사 및 잘못 플래그된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데 자산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형적인 부정 검출 시스템의 일례에 따르면, 트랜잭션 파라미터를 분석하고 부정 행위에 의한 트랜잭션임을 나타내는 
특징을 식별하도록 기능한다. 이 시스템은 트랜잭션을 수개의 선택 성분 데이터 파라미터와 단변수 관계로 구분한다. 
각 파라미터/관계에는 그것이 나타내는 정보와 기지의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에 기초하여 포인트가 할당된다. 파라미터 
또는 관계의 포인트 갯수가 미리 결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잠재적 부정 행위로 표시된다. 또는, 모든 파라미터/
관계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 다음, 총점을 임계치과 비교할 수도 있다. 총점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부정 
행위가 트랜잭션 중에 표시될 수 있다. 단일 파라미터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일차적인 부정 행위의 특징을 식별하는 부
정 검출 시스템의 일례는 Pettitt의 미국 특허 제6,029,154호 " METHOD AND SYSTEM FOR DETECTING FRAU
S IN A CREDIT CARD TRANSACTION OVER THE INTERNET" 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부정 검출 시스템에 따르면, 트랜잭션 히스토리 데이터로부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자기학습하는 방법을 이용하
는 다른 형태의 모델 또는 단위(neutral) 네트워크 등의 다소 복잡한 예측 모델을 이용한다. 이 시스템은 이러한 복잡
한 모델을 이용하여 트랜잭션을 분석함으로써 트랜잭션의 잠재적 부정성 여부를 예측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전술한 
검출 시스템의 단변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잭션의 모든 파라미터들 간의 관계를 자동으로 상호 상관지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기학습 모델을 이용한 부정 검출 시스템의 일례는 Gopinathan 등의 미국 특허 제5,819,226호 " F
RAUD DETECTION USING PREDICTIVE MODELING" 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자기학습에 기초한 시스템은 복잡
하여 개발이 난해하며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과 유지비용이 소요된다.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 규정되며, 본 요약부에서 기재된 내용은 청구항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을 간단히 설명하면, 하기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고객과 공급자 간의 부정 트랜잭션을 검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공급자로부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 다수
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는 고객과 공급자 간의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 행위를 나타낸다. 트랜잭
션에 관련된 각 상품의 함수로서 제1 스코어가 연산된다.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들 중 제1의 트랜잭션 파리미터 또
는 그 이상에 대한 각각의 함수로서 제2 스코어가 연산된다. 이 제1 및 제2 스코어에 기초하여 부정 스코어가 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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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 스코어가 소정의 제1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트랜잭션은 잠재적으로 부정 행위에 의한 것으로 표시된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다. 이 프로세서는 공급자로부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포함하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는 고객과 공급자 간의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하나 이상
의 트랜잭션을 나타낸다. 또한, 이 프로세서는 수신기에 접속되어 하나 이상의 각 상품의 함수로서 제1 스코어를 연산
하는 제1 스코어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또한, 이 프로세서는 수신기에 접속되어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들 중 제1 트
랜잭션 파라미터 또는 그 이상에 대한 각각의 함수로서 제2 스코어를 연산하는 제2 스코어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또한, 
이 프로세서는 제1 및 제2 스코어 프로세서에 접속되어 제1 및 제2 스코어에 기초한 부정 스코어를 연산하는 부정 스
코어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또한, 이 프로세서는 부정 스코어 프로세서에 접속되어 부정 스코어와 소정의 제1 임계치의 
비교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의 잠재적 부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를 공급자에게 표시하는 부정 판단 
로직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바람직한 부정 검출 시스템을 활용한 대표적인 상거래의 블럭도이다.

도 2a 및 도 2b는 바람직한 부정 검출 시스템의 제1 실시예를 상세히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

도 3a 및 도 3b는 바람직한 부정 검출 시스템의 제2 실시예를 상세히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

    실시예

    
개시된 부정 검출 시스템은 쉽게 유지보수 및 갱신되며 낮은 에러율을 갖는다. 더욱이, 개시된 시스템은 한명 이상의 공
급자에게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매매 및/또는 제공될 수 있는 모듈식이다. 서비스 또는 제품으
로서의 시스템은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웨어로서 구현되고 부정 검출 프로세서로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패키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부정 검출 시스템 또는 프로세서는 이하에 기술된 다수의 구성 요소로 구성된
다. 시스템 또는 프로세서의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는 공급자의 내부 트랜잭션 프로세스 시스템의 일부로서 배치될 수 
있지만 이 시스템 또는 프로세서의 나머지는 공급자와 통신시 그리고 공급자에 대한 외부 실체에 의해 동작된다.
    

일실시예에서, 전체 시스템은 모든 인터페이스 및 게이트웨이에 따라 공급자의 주문 처리 시스템의 일부 또는 이와의 
결합으로서 내부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여기서, 구(phrase) " 와의 결합" 은 하나 이상의 매개 구성 요소를 통해 직간
접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매개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에 기초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둘다를 포함할 수도 있다.

대용적으로, 대부분은 부정 검출 처리는 고객 정보 제공자에게 처분된다. 고객 정보 제공자가 공급자에 대한 외부 실체
인 경우, 비용, 유지, 저장 및 처리에 대한 고려가 공급자의 경우 경감된다. 또한, 부정 검출 프로세서의 집중화는 다수
의 공급자로 하여금 정보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정의 검출을 향상시킨다.

    
게다가, 또 다른 대안 실시예에서, 전체 시스템은 공급자에 대해 외부에 속하며 공급자의 주문 처리 시스템과 통신하고 
예를 들면 외부 실체(즉, 트랜잭션 파라미터는 외부 실체에 전송되고 외부 실체는 부정 표시 결과를 리턴시킨다)에 의
한 " 블랙 박스(black box)" 로서 제공된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대용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공급자와 외부 부정 처리 
실체 사이의 시스템 구성 요소의 대용적인 분할에 관한 것이며 개시된 부정 검출 시스템의 모든 실시예는 어떠한 구성 
요소의 분할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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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은 각각의 참여한 공급자의 가변적인 트랜잭션 특징에 대한 평가를 구성하고, 
각 참여 공급자에게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에러율을 감소시키고, 각 참여 공급자에게 내
부적인 통계상의 데모그래픽 및 히스토리 트랜잭션 데이터를 제공하고/또는 다른 공급자(참여 여부에 무관)로부터 그
러한 데이터에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의 검출을 향상시킨다.

도 1은 고객(102)와 공급자(106) 사이의 대표적인 트랜잭션(100)를 나타낸다. 트랜잭션(100)는 공급자(106)로부
터의 상품(112)의 구매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품(112)은 가치 및/또는 서비스 또는 값으로 구매하거나 교역된 임의의 
다른것이다. 고객(102)는 상품(112)을 원하고 공급자(106)는 상품(112)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고객(102)는 
다른 공급자이다.

트랜잭션(100)를 완성하기 위하여, 고객(102)는 공급자(106)의 주문 처리 구성 요소(104)와 인터페이스하고 상품(
112)을 주문하며 지불 정보를 제공한다. 공급자(106)는 주문(110)을 처리하고 지불을 수용하며 고객(102)에게 상품
(112)를 전달한다(114).

    
트랜잭션(100)은 하나 이상의 많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트랜잭션(100)은 고객(102)와 공
급자(106)로 일하는 캐셔(주문 프로세서 (104)) 사이의 소매 체계에서 발생한다. 대용적으로, 트랜잭션은 전화 주문 
처리 시스템(104)(교환수, 자동화 또는 그 조합)를 이용한 공급자(106)에 기초한 카달로그와 고객(102)간에 발생되
거나 주문 처리 시스템(104)에 기초한 인터넷, 네트워크 또는 무선을 이용한 공급자(106)에 기초한 전자 상거래(" e
-commerce" )와 고객(102)간에 발생된다. 주문 프로세서(104)는 판매기일 수 있으며, 가솔린이 적용되어 사용된 
기계를 포함한다. 주문 처리 시스템(104)은 수동, 자동 또는 그 조합일 수 있다.
    

고객(102)은 신용 카드, 청구서 카드 또는 은행 어음/수표와 같은 신용 지불 형태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공급자(106)
가 사취당할 때가 있다. 그러한 경우, 상품(112)이 고객(102)에게 전달되기 전에 그러한 부정 행위를 검출하는데 바람
직하다. 초기 검출은 공급자(106)에게 수입 또는 자산의 손실을 방지한다.

    
도 1은 고객(102)들 중 일부에 대한 부정 행위를 검출하기 위하여 공급자(106)의 주문 처리 시스템(104)과 인터페이
스하는 부정 검출 시스템(108)을 더 나타낸다. 시스템(108)은 상품(112)이 고객(102)에게 전달되기 전에 트랜잭션 
(100)이 여전히 진행중인 동안 트랜잭션(100)가 잠재적으로 부정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시스템(108)은 추후 트랜잭션(100)를 분석하여 지불이 잠재적으로 부정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시간 처리 
및 배치 (batch) 처리 둘다 고려된다.
    

    
부정 검출 시스템(108)은 공급자(106)의 주문 처리 시스템(104)으로부터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를 접수한다. 트랜
잭션 파라미터(116)는 트랜잭션(100)를 구성하는 정보의 조각들을 나타낸다. 예시적인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는 
고객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트랜잭션될 상품의 식별기호(또는 " 스톡 키핑 유닛(stock keeping unit)" 또는 " 
SKU" 번호로서 공지됨) 및 신용 카드 번호 또는 계좌 번호와 같은 사용될 지불의 형태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SK
U는 특정 상품을 식별하는 고유 식별자 코드이다. 다른 파라미터(116)는 주문한 고객(102)에 대한 계산서에 대한 대
안적인 수령 주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예를 들면 선물용으로 대안적인 주소로 발송한다.
    

    
이런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는 공급자(106)에 특정된 것이거나 모든 공급자(106)에 포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어
떤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는 주어진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 처리 시스템(104)의 요구의 속성에 기반을 둔 것이
다. 예를 들어, (서비스와 같이) 전달되지 않는 제품을 트랜잭션하는 공급자(104)는 수령 주소를 얻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이 특정한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를 모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자 상거래 기반의 공급자(106)는 인터넷 프
로토콜 어드레스, 도메인 어드레스, 또는 전자적 메일 어드레스와 같은 추가의 파라미터(116)에 액세스할 수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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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시된 양호한 실시예는 다른 공급자(106)에 의해 얻어진 또는 가능한 다른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를 취급하도록 
디자인될 수 있고 부정의 판단에 있어서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의 유용성 또는 비유용성을 설명하도록 구성될 수 있
는 능력을 가졌다. (아래의) 표 1.0은 양호한 실시예의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의 일부 목록을 보여준다.
    

    
부정 검출 시스템(108)은 주문 처리 시스템(104)로부터 트랜잭션 파라미터 (116)를 받아들이고 아래에 더 자세히 설
명하는 대로 이 파라미터(116)들을 분석한다. 부정 검출 시스템(108)은 주문 처리 시스템(104)에게 분석된 트랜잭션 
파라미터(116)가 이 트랜잭션(100)가 부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결과 또는 신호(118)
를 제공한다. 한 실시예에서 결과 또는 신호(118)는 부정 또는 부정이 아닌 이진 지시기이다. 대안적으로, 결과 또는 
신호(118)는 예를 들어, 부정 수치 스케일과 비교하여 부정 가능성을 표시하는 수치적 정보 또는 또다른 데이터일 수 
있다. 주문 처리 시스템(104)은 이어서 트랜잭션(100)의 처리에 있어서 이 결과 또는 신호(118)를 고려할 수 있다. 
트랜잭션(100)가 아직도 진행중이라면, 주문 처리 시스템(104)은 트랜잭션(100)를 수동 또는 자동식 검사 시스템으
로 넘겨 버리고, 상품(112)이 배송되거나 인도되기 전에(114) 또는 고객으로부터의 추가의 정보 요구나 또다른 형태
의 지불이 요구되기 전에 트랜잭션(100)를 종결시킨다. 대안적으로, 부정 검출 시스템(108)로부터의 부정 표시 신호
(118)를 이중 확인하거나 오우버라이드(override)하기 위해 주문 처리 시스템(104)은 내부 부정 검출 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트랜잭션(100)가 이미 완료되었고 상품(112)이 고객(102)에게 이미 발송되었다면, 부정 표시 신호(118)
는 주문 처리 시스템(104)에 의해 배송 에이전트로부터 배송된 상품(112)을 반송받거나 트랜잭션을 내부 또는 외부의 
조사/수집 주체에게 넘기는 것과 같은 손실 감소 또는 회복 수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 부정인 
것으로 또는 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트랜잭션(100)은 적합한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아래에서 도2b와 함께 자세
히 설명됨) 또는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아래에서 도2a와 함께 자세히 설명됨) 내에 또한 갱신될 수 있어서 동일 고객
(102)에 의한 이후의 트랜잭션(100)에 있어서 손실을 처리하거나 방지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제1 실시예

도2a를 참고하면, 부정 검출 시스템(108)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가 제시되었다. 공급자(106)에게는 내부적으
로 주문 처리 시스템(104)은 트랜잭션 (100)을 받고 부정 검출 처리를 개시한다. 부정 검출 시스템(108)은 주문 처리 
시스템(104)(블럭202)으로부터 초기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를 수신한다.

    
시스템은 지불 인증 확인(블럭204)을 실행한다. 이 체크는 외부 신용 카드 발행 회사 또는 제3의 체크 인증 서비스와 
접촉하는 것과 관계된다. 대안적으로, 내부 확인이 공급자 발행 신용 정보에 대해 실행된다. 외부 발행 회사 또는 인증 
서비스는 본 분야에 공지된 대로 트랜잭션(100)에 대한 인증 처리를 실행한다. 이 인증 처리는 전형적으로는 도난 신
용 카드를 검사하거나 발행 회사에 이미 보고된 것을 체크한다. 또한, 인증 처리는 고객이 신용 한계를 넘었는지 또는 
가용 자금을 초과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대안적으로, 신용 카드 트랜잭션에 대한 조회 검사(authorization check)는 신용 카드 발행 회사 또는 조회 회사들에 
의해 현재 또는 최근에 개발된 주소 검증 검사(Address Verification checking; " AVS" ), 카드 검증 값 검사(Card 
Verification Value Checking; " CVV2" ), 그 밖의 부정 검출 프로세스 또는 그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AVS 검사는 
자금(funds) 및 카드 상태 검증 외에 추가 검사를 수행하여, 고객(102)에 의해 제공된 주소의 요소들이 발행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록 상의 것들과 일치하도록 보증한다. AVS 검사는 데이터가 무효임을 나타내는 결과, 또는 불일치하거
나 전체 혹은 일부가 일치함을 나타내는 결과를 반송할 수 있다. AVS 검사는 잘못된 철자, 부정확하게 기입된 요금 어
드레스, 및 그 밖의 고객 서비스/주문 기재 사항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 주소 및/또는 이름을 수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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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V2 검사는 신용 카드 각인(credit card imprinting) 또는 스와이프 머신(swipe machines)에 의해 재생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카드 상에만 각인된 식별 코드를 요청함으로써, 고객(102)이 물질적 신용 카드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회 검사를 실패하면, 트랜잭션은 즉시 중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는 계속된다. 그러나, 부
정를 저지르는 고객들은 종종 표준 지불 조회 기술에 의해 검출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고객(1
02)은 우편물에서 관련 주소 정보와 함께 신용 카드를 가로채고, 카드가 도난되었다는 것이 발행 회사에 기록되기 이전
에 그 신용 카드를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표준 지불 조회 기술은 국제 간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100)에는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트랜잭션(100)은 구매된 상품(112)의 가격이 소정의 한계치(208)보다 많은지 보기위해 검사된다(블록 206). 
그 전체 가격이 특정 임계치 보다 적은 트랜잭션(100)의 경우, 공급자(106)는 그것이 부정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저 가격 트랜잭션(100)의 경우 소모 리소스를 피하기 위해 그 이후의 부정 처리는 무시되고, 트랜잭션
(100)가 수락된다(블록 230). 소정의 임계치(208)는 다수의 공급자(106)를 위해 특정화 또는 일반화된 공급자(10
6)이고, 공급자(106)는 그 임계치(208)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각각의 공급자(106)는 가격을 다르게 한 상품
에 대해 다소의 부정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임계치는 다른 트랜잭션 파라미터(116) 및 다른 부정 검출 알고
리즘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역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이하 기술됨). 전형적으로 소정의 임계치는 $100.00이다.
    

    
그 값이 소정의 트랜잭션량 임계치보다 크다면, 트랜잭션(100)의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는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
(212)에 대비하여 비교된다(블록 210).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212)는 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과거의 트랜잭션
로부터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고객(102) 식별 정보를 보유한다. 그러한 고객 식별 정보는 고객 
이름, 신용 카드 번호, 검사량 수, 주소 또는 그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212)는 공급자(106)
에 대해 공지된 양호한 관계를 갖는 고객(102)을 밝히지만, 종종 상당히 위험한 우편번호 또는 유별나게 높은 주문 주
파수(" 속도" )로 발송되는 많은 트랜잭션량 등 다른 이유로 인해 부정 검출 시스템(108)에 의해 부정인 것으로 플래
그되는 트랜잭션(100)도 갖는다. 그러한 긍정적인 정보의 특성은 고도로 비밀적일 것이며, 그러한 긍정적인 데이터베
이스(212) 및 비교(블록 210)는 상기 공급자(106) 내부에서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데이
터는 공급자를 특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고객이 어떤 하나의 공급자에 부정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여, 그들이 반
드시 다른 공급자에도 부정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고객(102)이 긍정적
인 데이터베이스(212)에서 발견된다면, 트랜잭션(100)는 그 이후의 처리를 무시하고, 트랜잭션은 수락된다(블록 23
0). 반면에, 부정 검출 시스템은 그 분석을 계속한다(블록 214). 다른 실시예에서, 긍정적인 식별은 부정 검출 시스템
으로부터의 긍정적인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사용된다.
    

파라미터(116)를 더 분석하기 위해, 고객(102)이 사용하는 지불의 형태가 결정된다(블록 218, 220). 신용 카드 기반 
트랜잭션(100)은 은행 어음 또는 검사 기반 트랜잭션(100) 이외의 다른 파라미터(116)를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트랜잭션(100) 환경이 결정, 즉 그 트랜잭션이 소매 시설, 전화 주문 공급자 또는 전자 상거래 기반 공급자로부터 유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실시예에서, 트랜잭션 매개 변수(116)가 작성되어, 부정 검출 처리를 완결하는 고객 정보 제공자(224)로 전송된다
(블럭 222). 고객 정보 제공자(224)는 공급자(106) 외부의 존재인 것이 바람직하며, 다수의 공급자(106)에게 부정 
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정 검출 서비스 제공자인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적으로, 고객 정보 제공자(224)는 다른 공
급자(106)에 대한 서비스로서 추가의 부정 프로세스 기능을 판매할 수 있다. 또는, 고객 정보 제공자(224)는 공급자(
106)의 내부 부분(예를 들어, 주문 처리 시스템(104)의 일부이거나 그에 접속됨)이다. 고객 정보 제공자(224)는 트
랜잭션(100)가 부정일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신호(118)를 반송한다. 트랜잭션이 부정이 아닌 것 같은 
경우(블럭 228), 해당 트랜잭션은 허용되고(블럭 230), 상품이 배송된다. 트랜잭션이 부정인 것 같은 경우 (블럭 22
8), 시스템은 소망의 공급자 지정 동작을 행하여, 이러한 잠재적인 부정의 제거를 시도한다(블럭 232). 예를 들어, 시
스템은 트랜잭션을 취소하고, 상품(112)이 고객(102)에게 배송되는 것을 금지하며, 또는 추가의 검토를 위해 해당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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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잭션이 플래그될 수 있다.
    

    
이제, 도 2b를 참조하면, 고객 정보 제공자(224)에 의해 행해지는 부정 검출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가 도시되어 
있다. 고객 정보 제공자(224)는, 트랜잭션(100)의 부정 가능성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요청과 그에 첨부된 트랜잭션 매
개 변수를 공급자(106)로부터 수신한다(블럭 302). 이 요청은 전화, 네트워크, 인터넷 또는 다른 통신 매체에 의해 전
송된다. 처음에, 트랜잭션(100)는 부정가 아닌 것으로 가정되고, 후속 프로세스에서 해당 트랜잭션이 부정일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블럭 304).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는, 처음에 트랜잭션이 부정인 것으로 가정하고, 후속 처리
에서 이를 반증한다.
    

    
고객 정보 제공자(224)는 우선 트랜잭션(100)에 대하여 부정 승산기를 계산한다(블럭 306). 부정 승산기는 트랜잭션 
매개 변수(116)의 값과, 트랜잭션 매개 변수가 알려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에 대해 인증된 것인지의 
여부에 기초한 스코어이다. 이들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는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308), 부정 계정 데이터베
이스(310) 및 부정 주소 데이터베이스(312)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는 참여 공급자(1
06, 316, 318)에게 알려진 특정 고객 및 고객 정보, 통계적인 데이터 및 트랜잭션 히스토리 데이터를 포함한다.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308)는 공급자(106, 316, 318) 각각의 고객(102)에 관한 정보의 모음이다. 전형적으로, 이
와 같은 고객 정보는 해당 고객가 속한 특정 공급자에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106, 316, 318) 각각을 위한 별
도의 데이터베이스(308)가 존재할 것이다. 대안적으로, 각 참여 공급자(106, 316, 318)로부터의 정보를 함께 수집하
면, 공급자(106, 316, 318) 모두에게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어, 부정 검출 시스템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에러
율이 감소한다. 또한, 고객 정보 제공자(224)가 공급자(106)의 내부 기능인 경우, 또는 개인 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데이터가 하나의 공급자의 고객 정보에만 나타날 수도 있다.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308)는 고객의 이름, 주소, 트랜
잭션 기간 및 하나 이상의 과거 트랜잭션에 관한 정보와 같이, 현존하는 고객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 상거래 환경에서, 이 데이터베이스(308)는 고객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 주소와 같은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부정 계정 데이터베이스(310) 및 부정 주소 데이터베이스(312)는 부정인 것으로 알려진 과거의 트랜잭션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한다. 부정 계정 데이터베이스(310)는 과거의 부당 트랜잭션에 이용된 신용 카드 계정 번호를 포함한다. 부정 
주소 데이터베이스(312)는 이전의 부정 트랜잭션에 포함된 고객, 카드 소유자, 또는 수령 주소를 포함한다. 데이터베
이스(310, 312) 내의 데이터는 참여 공급자(106, 316, 318), 금융 기관 또는 다른 존재에 의해 제공된다. 부정 데이
터베이스(310, 312)는, 공급자(106, 316, 318) 중 하나에 대해 시도되거나 행해진 부정가 일반적으로 모든 공급자(
106, 316, 318)에게 관련된 정보라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서 제공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자(106, 316, 318) 각
각은 다른 공급자(106, 316, 318)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이득을 본다.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는 도 2a의 블록(210)에서 사용되는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212)를 더 포함할 수 있
고, 이에 따라 이러한 비교는 부정 검출 시스템(108)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대안적으로, 각각의 참여 공급자(106, 3
16, 318)는 다른 공급자의 긍정적인 트랜잭션 히스토리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갖는데, 이 데이터는 공급자(106, 3
16, 318)와 교차 관련되어 있다.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는 경우, 긍정적인 데이터는 도 2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부정 판단 처리를 무효로 하는 데가 아니라 부정 검출 시스템에 의해 부정 승수 연산에서의 한 팩터로 사용된다. 
대안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데이터가 공급자들과 교차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후의 부정 처리를 무시하고 트랜잭
션을 승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부정 검출 시스템의 내부적이거나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신용 히스토리 또는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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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같은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 중 하
나 이상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제공되거나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공급자 또는 다른 
개인 실체로부터의 독점 내부 데이터와 같은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될 수도 있다.
    

    
상기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 외에 부정 승산 포인트 데이터베이스 (314)도 제공된다. 부정 승산 포인트 데이터
베이스(314)는 참여 공급자(106)로부터 각각의 부정 판단 요구를 제공받는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를 나타내는 데
이터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는 각 공급자(106)의 트랜잭션 환경 및 부정 경험에 따라 각 참여 공급자(106, 316, 318)
에 대해 다르거나 특이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데이터는 공통 데이터베이스(314)에 저장되거나, 대안적으로 각 공
급자(106, 316, 318)는 그 자신의 데이터베이스(314)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고객 상태 트랜잭션 파라미터는 각 공
급자(106, 316, 318)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독점 회원권을 팔지만 비회원에게도 트랜잭션을 허용하는 공급자(106, 
316, 318)에 대해 고객 상태 파라미터는 회원 또는 비회원 상태를 지시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고객 상태 파라미터는 
선호되는 상태, 또는 고객의 구매량 또는 반품 빈도 등에 따라 고객이 나쁜지, 괜찮은지, 양호한지, 우수한지에 대해 공
급자(106, 316, 318)가 느끼는 고객의 우수성을 나타낸다. 각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에 대해, 당해 특정 트랜잭션 
파라미터가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 중 하나에서 입증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정 계산(후술됨)으로 
계산될 포인트의 수를 나타내는 대응 포인트 값이 제공된다. 포인트 값은 공급자의 개별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각 공급
자(106)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동일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에 대한 포인트 값은 공급자(106)마다 변할 수 있다. 예
컨대, 몇몇 공급자(106, 316, 318)는 특정 지리 영역에서 다른 공급자(106, 316, 318)보다 더 많은 부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공급자(106, 316, 318)는 다른 공급자(106, 316, 318)에 의해 할당될 수 있는 지리 영역을 
커버하는 특정 우편번호와 일치하는 주소에 더 높은 포인트 값을 할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몇몇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는 그 값이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 중 하나에 대해 인증될 수 있는 
경우 참 값을 갖는 부울 변수(Boolean variables)이다. 이 경우, 파라미터(116)는 참, 거짓에 따라 포인트를 할당받는
다. 또한 몇몇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는 그 값에 따라 포인트를 할당받는다. 예컨대, 트랜잭션(100)의 총 값을 나타
내는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는 이 값의 함수로서 특정 포인트 수를 할당받는다(예컨대 $100의 값에 대해 0.5 포인트).

    
대안으로, 특정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에 할당되는 포인트는 하나 이상의 다른 트랜잭션 파라미터의 값에 의존한다. 
예컨대, 신용 카드 번호 속도를 나타내는 트랜잭션 파라미터(116)는 신용 카드 번호(그 자체는 또 하나의 트랜잭션 파
라미터(116)임)의 사용 빈도에 따라 포인트를 할당받는다. 속도는 특정 기간 동안의 사용빈도 또는 특정 트랜잭션 수
이다. 속도 체크는 양(" 양 속도" )은 물론 트랜잭션 100 카운트(" 카운트 속도" ), 즉 특정 값의 트랜잭션(100)의 빈
도에 대해 행해진다. 속도 체크는 고객(102) 식별자, 신용 카드 계정 번호, 확인 계정 번호 및 주소, 카드 소유자, 배송 
또는 그 반대(예컨대 주소 변경의 빈도)에 대해 행해진다. 포인트 할당에 의해 다른 관계도 포착될 수 있다. 예컨대, 하
나 이상의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의 값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다른 트랜잭션 파라미터(116)가 가중치로 연산되어 전체 
부정 판정에 대한 중요도를 증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들 또는 포인트와 파라미터 관계는 부정 트랜잭션에 대
한 파라미터(116)의 관계의 함수(즉, 파라미터(116)의 특정 값, 또는 파라미터들(116) 간의 관계가 부정을 나타내는 
것인지)로서 특정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에 대해 할당되고, 그리고/또는 계산된다. 예컨대, 일 실시예에서 트랜잭션 
속도 파라미터(116)에 대한 포인트 값은 속도 계산에 포함되는 트랜잭션 각각이 시작되는 위치의 지리적 분산에 기초
하여 조정된다. 이것은 트랜잭션(100)이 시작될 때 고객(102)이 상기 위치 모두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
낸다. 예시적인 부정 승산 포인트 데이터베이스(314), 대응하는 트랜잭션 파라미터(116) 및 특정 공급자(106)에 대
한 포인트가 표 1.0에 도시되어 있다.
    

표 1.0

트랜잭션 파라미터포인트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일치-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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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이 공급자) 일치+10.00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다른 공급자) 일치+8.50

카드 소유자 주소로 배송되지 않음+0.50

카드 소유자 주소로 배송됨-1.00

고객 주소로 배송되지 않음+0.50

고객 주소로 배송됨-1.00

화물 운송으로 배송됨+1.00

제3자 주소 검증(AVS) ok-1.00

제3자 주소 검증(AVS) 부분적으로 ok+2.50

제3자 주소 검증(AVS) ok 아님+5.00

고객 Svc. Rep. 의심되는 부정+5.00

높은 위험 우편번호+1.50

전화 주문+0.25

트랜잭션 총량+0.50/$100

항공 배송+0.50

고객 기간-0.05/year

고객 상태 = 우수-1.00

고객 상태 = 양호-0.25

고객 상태 = 괜찮음+0.25

고객 상태 = 나쁨+1.00

신용 카드 량 속도 초과+0.50

신용 카드 카운트 속도 초과+0.50

고객 양 속도 초과+0.25

고객 카운트 속도 초과+0.25

수령 주소 양 속도 초과+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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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주소 카운트 속도 초과+0.50

카드 검증 가치 (CVV2) 불일치+0.50

카드 검증 가치 (CVV2) 일치-1.00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 314)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배치(batch) 갱신 처리는 
각 참여 공급자(106)로부터 사용된다. 이와 달리,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 314)는, 각 참여 공급자(106)가 관
련 데이터를 획득할 때 실시간으로 갱신된다. 이들 갱신은 자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발생한다. 부정적인 데이터베이
스(310, 312)는, 공급자(106, 316, 319)에 의해 부정인 것으로 검증된 트랜잭션(100)으로 참여 공급자(106, 316, 
318)에 의해 갱신된다. 저장된 정보에 대한 부정 표시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록은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310, 312)로부터 제거된다. 일 실시예에서, 이는 오류로 인해 기록이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310, 31
2)에 들어가거나 혹은 고객 또는 주소의 부정 상태가 변화된 것을 매뉴얼 리뷰가 가리킨 후에만 발생된다. 고객의 부정 
상태는, 예를 들어 그 고객에 의해 더 이상 부정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 지정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 
주소의 부정 상태는, 원래의 부정 행위를 한 이전의 점유자가 이동되어 새로운 고객이 이제 그 주소에서 사는 것으로 판
단된 경우에 변경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소정의 정의된 부정이 아닌 활동 기간과 같은 소정의 규정에 근거하거
나 혹은 자동화된 프로세스 및 매뉴얼 리뷰를 통해 기록은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310, 312)로부터 자동적으로 제거
된다.
    

    
트랜잭션에 대한 부정 승산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결정함으로써 계
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 승산기를 계산하기 위해, 각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에 대해 결정된 포인트는 가산되어 
총 스코어를 계산하게 된다(블럭 306). 이와 달리, 그 밖의 다른 수학적 공식이 부정 승산기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다. 부정 검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에러율을 최소화하도록 통계학적으로 설계된 수학적 계산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 승산기가 계산되면, 부정 검출 시스템은 트랜잭션에 대한 SKU 포인트를 계산한다(블럭 320). 전술한 바와 같이, 
SKU는 트랜잭션(100)에 관련된 특정 상품을 식별하는 고유의 식별자 코드이다. 각 상품은 고유의 SKU를 갖는다. 각 
SKU는, 부정의 서브젝트가 되는 특정 상품의 성향을 나타내는 포인트값과 관련된다. 각 참여 공급자(106, 316, 318)
에 대해, 관련 SKU 포인트 데이터베이스(322)는, 특정 공급자가 트랜잭션하는 상품의 SKU에 대한 포인트를 포함한
다. 트랜잭션(100)에 대한 SKU 포인트는 이 트랜잭션에 연관된 각 상품에 대한 각각의 SKU 포인트를 합산함으로써 
계산된다. SKU 포인트의 합(즉, 최소 SKU 포인트 합)은 적어도 1이다. 이로 인해, 트랜잭션(100)이 높은 부정 승산
기를 갖는 것을 방지하고 0의 부정 스코어를 갖는 것(즉, 고객이 1000개의 립스틱을 구매할 때)으로 인해 관련없는 포
인트를 갖는 SKU(즉, 매우 낮은 부정 포텐셜을 갖는 SKU)를 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하나 이상의 동일 상품이 
구매된 경우, 각각에 대한 SKU 포인트가 포함되거나 혹은 이와 달리 그 상품이 오직 한번만 카운트될 수도 있다. 포인
트값 또는 동적 포인트값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것과 같이 다른 수학적 공식도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임의의 하나의 상품에 대한 주문량이 많을수록 그 상품에 대한 포인트가 높아져서(즉, 500개의 립스틱이 주문될 경우, 
첫 번째 각 100개는 0 포인트를 가지며, 다음의 각 100개는 10 포인트를 가지며, 그 다음의 각 100개는 20포인트를 
가지는 방식), 대량의 임의의 하나의 상품에 대한 주문이 부정일 가능성에 대해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된 수학적 
계산은 통계학적으로 설계되어 부정 검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에러율을 최소화하게 된다. 특정 공급자(106)에 
대한 SKU 및 관련 포인트값을 나타낸 예시적인 SKU 포인트 데이터베이스(322)를 테이블 2.0에 도시한다.
    

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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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001+10사무실 의자 _ 가죽

XX002+10팩스 기기

XX003+10코드없는 전화-900/DK/CID

XX004+10간단한 종이 팩스

XX005+10코드없는 전화-900/2LINE/CID

XX006+10코드없는 전화-900/2LINE/CID/TA

XX007+10콤 브루어(COMM. BREWER W/COFFEE)

XX008+40스테레오 시스템

XX009+20CD 교환기/12 CAP

XX010+40캠코더 VHS-C

XX011+10부처 블럭 카트(BUTCHER BLOCK CART)

XX012+10레드 데블 그릴

XX013+10압력 쿠커

XX014+10안전 자동-다이얼 장치

XX015+10CD 락(RACK)

XX016+15안전 카메라

XX017+10칵테일 테이블

XX018+10엔드 테이블

XX019+10쇼파 테이블

XX020+10러브싯-꽃무늬

XX021+10소파-꽃무늬

XX022+15컴팩트 스테레오 케블라 SPE

XX023+15컴팩트 컴포넌트 시스템

XX024+15컴팩트 컴포넌트 돌비

XX025+40DVD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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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026+10TREADMILL/0-10MPH

XX027+20TV 1.6"

XX028+10카메라

XX029+15락 시스템

XX030+204HD VCR

    
총 부정 스코어는, 부정 승산기, 및 트랜잭션에 대해 계산된 SKU 포인트로부터 계산된다(블럭 324). 총 부정 스코어는 
SKU 포인트와 부정 승산기를 승산함으로써 계산된다. 이와 달리, 그 밖의 다른 수학적 계산이 사용될 수도 있다. 부정 
스코어 계산은 SKU 포인트와 그 밖의 다른 트랜잭션 파라미터 간에 균형을 유지하며 부정 검출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에러율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포인트는, 긍정적인 트랜잭션 특성에 대해 부정 승산기로부터 감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스코어는, 부정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수일 수 있다.
    

    
전체 부정 스코어는 부정 스코어 임계치(328)(블록 326)와 비교된다. 부정 스코어 임계치는 트랜잭션(100)이 부정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잠재적인 부정 행위의 정도를 나타낸다. 각각의 참여 공급자(106, 316, 318)는 부정 스코어 임계
치를 제공할 수 있다. 예시적 부정 스코어 임계치는 50점이다. 대안적으로, 다수의 부정 스코어 임계치 또는 부정 스코
어 범위는 부정의 정도 또는 범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나타내도록 제공된다. 또한, 부정 스코어 임계치는 하나 이상의 트
랜잭션 파라미터(116) 또는 관련된 SKU의 상품(112)의 값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된, 동적 값일 수 있다. 동적 
부정 스코어 임계치는 실제적인 부정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나타내지 않는 파라미터들을 보정하고, 계산 결과를 불
일치하게 할 수 있다.
    

    
부정 스코어가 부정 스코어 임계치(블록 326) 이하(또는 대안적으로 바로 미만)이면, 고객 정보 제공자(224)는 트랜
잭션이 부정이 아닐것이라는 표시를 공급자(106)로 보고한다(블록 338). 부정 스코어가 임계치를 초과하면, 고객 정
보 제공자(224)는 트랜잭션(100)이 부정일 것이라는 표시를 보고한다. 보고된 표시는 불리언 플래그(즉, 부정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음)또는 트랜잭션(100)이 부정일 가능성과 관련된 신용 스코어(예컨대, " 0" 은 부정일 가능성이 없
는데 반해, " 9" 는 부정일 가능성이 많음)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후속적인 프로세싱은, 부정이 아닌 트랜잭션(100)은 실수로 부정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음을 보장한다. 트
랜잭션(100)은 다른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332)(블록 330)에 대비하여 더 검사된다. 이러한 다른 고객 정보 데이
터베이스(332)는 전형적으로 유료이고, 제3 부분의 공용 또는 비-공용 정보 소스 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 제공자(224)
의 독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332)에 대한 엑세스 요금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332)
의 속성 및 인증 질문 또는 수행되는 룩업에 기초한다. 예컨대, 각각의 어드레스 확인 질문에 대해 부가되는 고정 요금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332)는 부정 승산기 계산(블록 306)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에 대한 대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트랜잭션 파라미터(116) 및 이러한 대체적인 데이터베이스(332)중의 짝은 
현재의 트랜잭션(100)이 부정일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332)는 유료 데이터를 
엑세스하는 외부 비용을 감소시키는 부정 판단 처리를 보완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몇몇 공급자(106)
는, 부정 판단에 대한 부가되는 이익에 대해 그들이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엑세스 요금에 의존하여, 데이터베이스(
332)에 대한 더 많거나 더 적은 검사로 부정 판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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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인 데이터베이스(332)의 검사가 현재의 트랜잭션이 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면(블록 334), 부정이 아닌 표시
기가 전술한 바와 같은 처리를 위해 공급자(106)로 반환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트랜잭션(100)이 부정인 것을 표
시하는 표시기가 공급자(106)로 반환된다(블록 338). 하나의 실시예에서, 고객 주소, 카드 소유자 주소 및 수령 주소
가 데이터베이스(332)에 대비되어 모두 확인된다. 이 3개가 모두 일치되면, 부정 스코어는 무시되고, 트랜잭션은 승인
된다. 대안적으로, 덜 엄격한 일치의 정도가 요구되거나 다른 파라미터가 어드레스 대신에 또는 부가하여 확인될 수 있
다.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데이터베이스(332)로부터의 인증 결과는 할당된 포인트 값 그자체이다. 이러한 포인트 
값들을 이용하여, 부정 스코어는 부정 스코어 임계치에 대비하여 다시 계산되며 비교된다. 대안적으로, 인증 결과는 부
정 승산 계산에서의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중의 하나 이상의 포인트 값에 가중치를 주는데 이용될 수 있고, 부정 스
코어는 재계산된다.
    

    
부정 검사 시스템(108)이 동작함에 따라, 에러가 있을 수 있다(즉, 공급자(106) 또는 고객 정보 제공자(224)에 의해 
후에 판단되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허위 긍정 및 허위 부정 반응). 하나의 실시예에서, 이러한 에러가 발생함에 따라, 잘
못된 플래그 트랜잭션(100)은, 시스템이 왜 고장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부정 검정에 의해 수동 또는 자동으로 다시 
검토되거나 분석된다. 특정 트랜잭션 파라미터(116) 또는 SKU가 고려되지 않거나 부정 판정 프로세스에 대해 불균형
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정되는 부분에는, 데이터베이스(308, 310, 312, 314)가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조정된다. 
이러한 조정은 포인트 값 변경, 새로운 값을 정의 또는 현존하는 인터 파라미터 관계를 개량 또는 고려될 부가적인 트랜
잭션 파라미터들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개시된 부정 검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부정을 검사할 수 있고, 불량 검사 또는 분실된 신용 카드와 같은 특정 부
정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개시된 부정 검사 시스템은 쿠폰 또는 디스카운트의 부정, 공급자(106)과 관
련된 의료, 치과 또는 자동차 보험에 관한 부정 또는 공급자(106)과 관련된 조제약 처방의 부정의 사용을 검사한다. 이
러한 트랜잭션에 관한 모든 특성은 조절되어, 부정을 더욱 표시할 팩터들은 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팩터 
및 팩터간의 관계는 중요하게 고려될 뿐이다.
    

또한, 전술한 프로세스동안, 비교 및 계산은 특정 순서로 수행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는 수행 순서
는 다를 수 있고, 모든 순서가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실시예에서, SKU 포인트는 부정 승산기의 계산 이전에 
계산된다.

    
개시된 프로세스, 비교 및 계산은 RPG 언어로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는 뉴욕 아몽크에 위치한, IBM에 의해 제조된 AS/400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수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컴퓨터 시스템은 IBM에 의해 제공되는 OS/400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동
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베이스는 AS/400의 집적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
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는 IBM390구조에 부합하는 메인 프레임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구현된다. 다른 실
시예에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는, UNIX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IBM 에 의해 제조된 RS/6000컴퓨터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다른 대체적인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는 Structured Query Language를 사용
하여 구현되고, 산타 클라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인텔 회사에 의해 제조된 펜티엄 Ⅲ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를 갖고, 
레드몬드 워싱턴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의해 제조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NT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마이
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수행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부정 검사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는 하드웨어로 직접 구성된다. 자세한 구성은 참여 공급자(106, 316, 318) 및 고객 정보 제공자(224)의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 의존하여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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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실시예에서, 부정 프로세싱의 대부분은 공급자(106)의 외부에 있고, 따라서, 고객 정보 제공자의 단일 계산 환경
에서 구현될 수 있다. 이것은 개발 및 유지의 복잡성을 쉽게하는 단일 계산 플랫폼 및 단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부
정 검사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한다.

제2 실시예

도 3A 및 3B는 부정 검출 시스템(108)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급자(106) 외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고객 정보 제공자(446)와 공급자(106) 사이의 처리의 분할에 있어서만 제1 실시예
와 다르다.

    
도 3a를 참조하면, 연관된 데이터베이스(418, 420, 422, 424, 428, 434) 뿐만 아니라, 부정 승산기의 계산(블럭 41
6), SKU 포인트의 계산(블럭 426), 총 부정 스코어의 계산(블럭 430)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처리가 공급자(106)의 
내부에 존재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 부정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418, 422)는 이러한 특정 공급자(106)에 전해
지거나 또는 이 특정 공급자에 의해 수집된 부정적인 정보를 포함할 뿐이다. 부정 스코어가 부정 임계치를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2차 확인은 고객 정보 제공자(446)에 의해 수행된다(블럭 432, 436). 일반적으로, 이 2차 확인은 과금형(f
ee-based) 데이터베이스(전술한 바와 같음)로의 액세스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고객 정보 제공자(446)에 의해 
2차 확인을 수행하는 결정은 트랜잭션(100)의 수동 검토후 수동으로 결정된다. 대안으로서, 2차 확인은 부정 스코어가 
부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모든 트랜잭션(100)에 대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거나 또는 2차 확인을 수행하는 결정은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트랜잭션 파라미터(116) 및 계산된 포인트 값에 기초할 수 있다. 다른 대안적 실시예에서, 고객 정
보 제공자(446)에 의한 2차 확인은 수동 검토자의 판단시 결정되는 다른 트랜잭션 파라미터의 후속 2차 확인과 더불
어 고객, 카드 소지자 및 발송 주소(ship-to address) 등의 특정 트랜잭션 파라미터(116)에 대해 수행된다.
    

    
도 3b를 참조하면, 고객 정보 제공자(446)는 참여중인 다른 공급자(106, 512, 514) 또는 소스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트랜잭션 정보를 포함하는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508, 510)에 대하여 트랜잭션을 확인한다(블럭 506). 이들 정보로
부터, 관련된 부정의 히스토리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블럭 518). 또한 트랜잭션(100)의 부정 상태를 추가
로 확인하기 위해 다른 소유자, 다른 공개 및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2차 확인이 수행된다(블
럭 520, 524, 526). 부정 히스토리, 및 2차 확인의 결과는 공급자(106)로 되돌려 진다(블럭 528).
    

    
도 3a를 다시 참조하면, 부정 검출 시스템은 고객 정보 제공자(446)에 의해 되돌려 진 데이터와 총 부정 스코어에 기
초하여 부정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일 실시예에서, 고객 정보 제공자(446)에 의해 되돌려진 데이터와 총 부정 스코어
가 수동으로 재검토되어 부정의 가능성을 판단한다(블럭 440). 대안으로서, 고객 정보 제공자(446)에 의해 되돌려진 
데이터와 부정 스코어로부터 자동으로 부정 상태를 판정한다. 예컨대, 고객 정보 제공자에 의해 되돌려진 데이터를 사
용하여 부정 승산기에 포인트를 더하거나 이로부터 포인트를 빼서, 부정 스코어는 재계산되고 부정 임계치과 재비교된
다. 트랜잭션(100)가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트랜잭션(100)는 용인된다(블럭 442). 트랜잭션이 부정한 것
으로 판정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추가적 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다(블럭 444).
    

    
제1 실시예에 대한 전술한 장점에 부가하여, 제2 실시예는 공급자(106)와 고객 정보 제공자(446) 간의 용이한 데이터 
관리 및 보다 낮은 밴드폭 요건을 제공한다. 메인 데이터베이스(418, 420, 422, 424, 428, 434)는 공급자(106)의 내
부에 존재하며 갱신 및 조정이 보다 단순하고 고속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또한, 고객 정보 제공자(446)가 전체 부정 검
출 처리의 일부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 제공자(446)로 건네줄 필요가 있는 데이터의 양이 감소된다. 또한, 제2 
실시예는 공급자(106)와 고객 정보 제공자(446) 간의 통신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제공한다. 통
신 오류의 경우에, 시스템은 여전히 부정 트랜잭션(100)를 검출한다. 최종적으로, 부정을 검출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은, 외부 처리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시스템 보다 고속으로 동작 및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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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한정적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는 모든 균등물
을 포함한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객과 공급자(vendor) 간의 부정 트랜잭션(fraudulent transactions)을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공급자로부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는 상기 고객과 상기 공급자 사이
의 적어도 하나의 상품의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을 나타냄 - 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품의 함수(function)로서 제1 스코어(score)를 연산하는 단계;

(c)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중 제1 트랜잭션 파라미터 또는 그 이상의 함수로서 제2 스코어를 연산하는 단계;

(d) 상기 제1 및 제2 스코어에 기초하여 부정 스코어(fraud score)를 연산하는 단계; 및

(e) 상기 부정 스코어가 소정의 제1 임계치를 초과한다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부정이라는 것을 상기 공급
자에게 나타내는 단계

를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f)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제2 트랜잭션 파라미터 또는 그 이상을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positive data
base) - 상기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공급자에게 알려진 과거의 부정이 아닌 트랜잭션을 포함함 - 와 비교하
는 단계; 및

(g) 일치할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단계 (a) - (g)의 서브세트는 상기 공급자에 의해 실행되고 나머지 단계들은 상기 공급자의 외부 실
체를 통해 실행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h) 상기 비교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상기 부정 스코어가 상기 소정의 제1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하나 이상을 상기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
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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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f)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제2 트랜잭션 파라미터 또는 그 이상을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negative data
base) - 상기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알려진 과거의 부정 트랜잭션을 포함함 - 와 비교하는 단계; 및

(g) 비교결과가 일치하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부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단계 (a) - (g)의 서브세트는 상기 공급자에 의해 실행되고 나머지 단계들은 상기 공급자의 외부 실
체를 통해 실행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h) 상기 부정 스코어가 상기 소정의 제1 임계치를 초과하면,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하나 
이상을 상기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f) 상기 적어도 하나의 모든 상품의 전체 값을 연산하는 단계; 및

(g) 상기 전체 값이 소정의 제2 임계치보다 작다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제2 임계치는 약 $100인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단계 (g)는 상기 소정의 제2 임계치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
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단계 (a) - (g)의 서브세트는 상기 공급자에 의해 실행되고 나머지 단계들은 상기 공급자의 외부 실
체를 통해 실행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단계 (c)는 상기 제2 스코어를 상기 전체 값의 함수로서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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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단계 (e)는 상기 소정의 제1 임계치를 상기 전체 값의 함수로서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
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단계 (a) - (e)의 서브세트는 상기 공급자에 의해 실행되고 나머지 단계들은 상기 공급자의 외부 실
체를 통해 실행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품은 부정의 가능성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상기 제1 스코어는 상기 가능성의 함
수인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들이 수신되는 부정 트랜잭
션 검출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동안 단계 (a) - (e)가 완료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단계 (b)는 다수의 상품 및 대응하는 스코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단계 (c)는 합산 함수(summation function)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단계 (d)는 다수의 통계적인 데이터, 다수의 고객 데이터 및 다수의 과거의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응하는 데이터들을 포
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스코어는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각각에 대해 소정의 포인트 값의 함수로서 연산되고,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상기 제1 트랜잭션 파라미터 또는 그 이상은 상기 데이터에 의해 인증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포인트 값은 0보다 작은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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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f)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상기 제1 트랜잭션 파라미터 또는 그 이상의 서브세트의 상기 
소정의 포인트 값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스코어를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는 상기 소정의 제1 임계치를 상기 제2 스코어의 함수로서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는 합산 함수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는 상기 제1 스코어와 상기 제2 스코어를 승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자는 카탈로그 기반의 상인(merchant)인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자는 전자 상거래 기반의 상인인 부정 트랜잭션 검출 방법.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자는 상점 기반의 소매업자인 방법.

청구항 29.

부정 검출 프로세서에 있어서,

공급자로부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는 고객과 상기 공급자 간의 하나 이상의 상
품의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을 나타냄 - 를 수신하도록 동작되는 수신기;

상기 수신기와 결합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상품 각각의 함수로서 제1 스코어를 연산하도록 동작되는 제1 스코어 프로
세서;

상기 수신기와 결합되고,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제1 트랜잭션 파라미터 또는 그 이상의 각각의 함수로서 
제2 스코어를 연산하도록 동작되는 제2 스코어 프로세서;

상기 제1 및 제2 스코어 프로세서와 결합되고, 상기 제1 및 제2 스코어의 함수로서 부정 스코어를 연산하도록 동작되
는 부정 스코어 프로세서; 및

상기 부정 스코어 프로세서와 결합되고, 상기 부정 스코어와 소정의 제1 임계치와의 비교 함수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부정인지 여부의 판단을 연산하도록 동작되며, 상기 공급자에 상기 판단을 나타내도록 더 동작되는 부정 판
단 로직

을 포함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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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자에 알려진 과거의 부정이 아닌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수신기 및 상기 부정 판단 로직과 결합되며,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제2 트랜잭션 파라미터 또는 그 이
상을 상기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를 상기 부정 판단 로직에 나타내도록 동작되는 파라미터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며,

상기 부정 판단 로직은 상기 파라미터 프로세서가 일치 결과를 나타낼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은 부정이 아님
을 판단하도록 더 동작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 프로세서는, 상기 비교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하나 이
상을 상기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도록 더 동작되고, 상기 부정 판단 로직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알려진 과거의 부정 트랜잭션과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수신기 및 상기 부정 판단 로직과 결합되며,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제2 트랜잭션 파라미터 또는 그 이
상을 상기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를 상기 부정 판단 로직에 나타내도록 동작되는 파라미터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부정 판단 로직은, 상기 파라미터 프로세서가 일치 결과를 나타낼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부정이라고 
판단하도록 더 동작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 프로세서는 상기 비교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하나 이
상을 상기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도록 더 동작되고 상기 부정 판단 로직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은 부
정이라고 판단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34.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 및 부정 판단 로직과 결합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모든 상품의 전체 값을 연산하고 상기 전체 값이 소정
의 제2 임계치 이하이면 상기 부정 판단 로직에 나타내도록 동작되는 평가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부정 판단 로직은, 상기 평가 프로세서가 상기 전체 값이 상기 소정의 제2 임계치 이하임을 나타낼 때, 상기 적어
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도록 더 동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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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제2 임계치는 약 $100인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제2 임계치는 동적인(dynamic)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평가 프로세서는 상기 제2 스코어 프로세서와 더 결합되며, 상기 제2 스코어 프로세서는 상기 
전체 값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스코어를 조정하도록 더 동작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38.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부정 판단 로직은 상기 소정의 제1 임계치를 상기 전체 값의 함수로서 조정하도록 더 동작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39.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품은 부정의 확률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상기 제1 스코어는 상기 확률의 함수
인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4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들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에 수신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4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부정 판단 로직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진행중인 동안 상기 판정을 하도록 더 동작하
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4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코어 프로세서는 상품 기준 데이터베이스(commodity reference database)를 더 포함
하며, 상기 상품 기준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상품 및 대응하는 스코어를 포함하고, 상기 스코어는 대응하는 상품에 관
련된 부정 행위의 확률의 함수인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43.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스코어 프로세서는 트랜잭션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트랜잭션 기준 데이터
베이스는 다수의 통계적인 데이터, 다수의 고객 데이터 및 다수의 과거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스코어 프로세서는 상기 제2 스코어를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각각에 대한 소정의 포인트 값의 함수
로서 연산하고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 중 상기 제1 트랜잭션 파라미터 또는 그 이상이 상기 트랜잭션 기준 데
이터베이스의 상기 데이터에 의해 인증되었는지의 여부를 연산하도록 더 동작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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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포인트 값은 0보다 작은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스코어 프로세서는 상기 제2 스코어를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의 서브세트의 상기 
소정의 포인트 값의 함수로서 조정하도록 더 동작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46.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부정 판단 로직은 상기 제2 스코어에 기초하여 상기 소정의 제1 임계치를 조정하도록 더 동작
하는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47.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자는 카탈로그 기반의 상인인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48.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자는 전자 상거래 기반의 상인인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49.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자는 상점 기반의 소매업자인 부정 검출 프로세서.

청구항 50.

고객과 공급자 사이의 부정 트랜잭션을 검출하기 위한 컴퓨터 구현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공급자들에게 알려진 과거의 부정이 아닌 트랜잭션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

과거의 알려진 부정 트랜잭션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

고객 및 지리학적 트랜잭션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다수의 상품에 대해 부정 행위를 유발하는 경향과 평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품 데이터베이스;

공급자로부터 상품의 트랜잭션을 수신하고 상기 트랜잭션을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로 분해하도록 동작하는 트랜잭
션 로직;

상기 트랜잭션이 부정인지 또는 부정이 아닌지의 여부의 표시를 상기 공급자에게 전송하도록 동작하는 결과 로직;

상기 트랜잭션 로직, 상기 결과 로직 및 상기 상품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트랜잭션의 전체 값을 산출하
고 상기 전체 값이 소정의 제1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트랜잭션이 부정이 아님을 상기 결과 로직이 나타내도록 동작하
는 평가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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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랜잭션 로직, 상기 결과 로직 및 상기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트랜잭션을 상기 긍정적
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상기 트랜잭션이 상기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면 상기 트랜잭션이 부정이 아님을 
상기 결과 로직이 나타내도록 동작하는 비교 로직; 및

    
상기 트랜잭션 로직, 상기 결과 로직, 상기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상기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상품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되어 있으며, 제1 스코어를 상기 상품의 부정 활동을 유발하는 상기 경향 및 상기 과거의 부
정 히스토리의 함수로서, 제2 스코어를 상기 다수의 트랜잭션 파라미터의 인증의 함수로서, 부정 스코어를 상기 제1 및 
제2 스코어의 함수로서 연산하도록 동작하는 부정 로직 - 상기 부정 로직은 상기 부정 스코어가 소정의 제2 임계치를 
초과하면 상기 트랜잭션이 부정임을 상기 결과 로직이 나타내도록 더 동작함 -
    

을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시스템.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상기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상기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상기 상품 데이터베이스, 상기 트랜잭션 로직, 상기 결과 로직, 상기 평가 로직, 상기 비교 로직 및 상기 부정 로직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공급자 내부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동작하며, 나머지는 상기 공급자 외부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작하
고, 상기 내부 및 외부 컴퓨터 시스템은 서로 통신하고 있는 컴퓨터 구현 시스템.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부정 로직은 상기 평가 로직에 더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제2 스코어는 상기 전체 값의 함수로
서 동적으로 조정되는 컴퓨터 구현 시스템.

청구항 53.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부정 로직은 상기 평가 로직에 더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소정의 제2 임계치는 상기 전체 값의 
함수로서 동적으로 조정되는 컴퓨터 구현 시스템.

청구항 54.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트랜잭션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동작하는 컴퓨터 구현 시스템.

청구항 55.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트랜잭션을 배치(batch) 처리하도록 동작하는 컴퓨터 구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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