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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시스템은 특정 개인에 의해 제출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4, 4', 4)을 갖는 신원 확인 시점 단
말기(a point of identity verification terminal),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에 고유한 복수의 디지털 영
상 데이터를 그 안에 저장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사이트, 및 확인 시점 단
말기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는 
이 사이트와 데이터를 교환하려고 하는 확인 시점 단말기가 데이터 교환의 인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그 다음에 영상 데이터를 확인 시점 단말기로 전송하여 이를 
디스플레이 수단(16)상에 표시하게 된다.  본 시스템은 확인 시점에 있는 확인자가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표시된 디지털 영상이 확인 시점 단말기에서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에 의해 제공된 신상 정보와 일치하
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5)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원 확인 분야(field of identity verification)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특정 사건
과 연관된 사람의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여 표시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장치 및 방법은 크레디트 카드의 사용자가 실제로 카드의 주인인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여기
에서는  이러한  크레디트  카드와  관련한  신원  확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본  장치  및  방법을  기술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은행 거래(banking  transaction),  복지 분배(welfare  distribution),  투표(voting), 
무기  판매(firearms  sales)  및  기타  법률  시행  상황(law  enforcement  situation),  건강  관리(health 
care), 빈번한 항공기 보상(flier redemption)을 포함한 항공 티켓, 및 이민과 귀화 목적 등을 포함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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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신원 확인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경기술

능동적 신원 확인(positive identity verification)은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 및 보안 절차에 있어서 중
요하다.  예를 들면, 신원을 입증하기 위해 서명, 지문 또는 얼굴의 영상을 비교한다.  신원의 위·변조 
또는 개인의 신원의 허위 진술로 인해 부정한 거래가 행해지게 되고 보안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다.  현
재, 운전 면허증, 사진 식별 카드(picture identification card), 육필 서명(hand-written signature),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지문(fingerprint),  망막 스캔(retinal  scan), 성문
(voice print) 및 개인의 특징을 구별해내는 여타 방법 등의 능동적 신원 확인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래의 신원 확인 방법들은 이하와 같은 하나 이상의 특징을 나타낸다.  1) 대부분의 능동
적 개인 신원 확인 응용의 경우 충분한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2) 이들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전 산업에 대규모로 채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3) 이들은 대부분의 개인 신원 확인 응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용 편이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4) 이들을 대규모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충분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5) 대부분의 개인 신원 확인 응용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드는 경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6)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가 보안 유
지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제출하는 개인이 확인이라는 형태로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부
정 사용을 위한 확인 데이터의 변경이 가능케되어 있다.  7)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확인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  8) 확인 과정이 신원 확인을 책임진 개인이 신원 확인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책임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거래를  능동적  신원  확인에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의  하나로는  크레디트/데빗  및  차아지  카드 시스템
(credit/debit and charge card system)이 있다.  크레디트 카드는 소비자가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
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디트 카드의 사용 편이성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는 크레디트 
카드 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불 형태로 제출하는 사람이 연결 계좌를 사용하는 합법적 
권리를 갖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매년 수 조 달러의 크레디트 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아주 작은 비율의 사기 거래라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사기의 대가로서 간접적으
로는 소비자가 더 높은 크레디트 카드 이자율 및 수수료의 형태로 지불하게 되며, 일부는 이러한 크레디
트 카드를 받은 상인이 더 높은 거래 수수료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

부정 사용과 싸우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카드에 홀로그래픽 영상을 사용하여 왔고, 확인 요청자
(validation requester)가 거래 승인을 받아내야만 하고, 카드 이면의 자기 스트립상에 카드 주인의 정보
를 인코딩해두는 것, 뿐만 아니라 서명 확인 등도 해왔다.  신원 확인 장치 및 방법에 관해 다수의 특허
가 허여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94년 6월 14일 레이(Ray)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21,751호가 
있다.   그  외의  참조  문헌으로는  1994년  8월  9일  악셀로드(Axelrod)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337,358호, 1992년 3월 10일 미야타(Miyata)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95,196호, 1993년 11월 2일 먼로
(Monroe)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59,025호, 1991년 2월 19일 라이톤(Leighton) 등에게 허여된 미
국 특허 제4,995,081호, 1991년 2월 5일 레멜슨(Lemelso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91,205호, 1991년 
10월 1일 세나나야케(Senanayake)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53,608호, 1992년 7월 14일 펄(Puhl) 등에
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31,038호, 및 1991년 2월 12일 파이오센카(Piosenka)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93,068호 등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들 종래 기술의 신원 확인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점의 하
나는 이들 모두가 얼마간은 크레디트 카드상에 인코드되어 제공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참조 문헌중 몇 개는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카드 사용자에게 정보로의 접
속을 제공하는 것이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및 가장 고도화된 암호화 수단 조차도 극복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에, 시티 은행은 인증된 사용자의 디지털 사진이 카드 자체에 제공되어 있는 크레디트 카드를 도입
하였다.  레이 특허가 개시하는 바와 같이, 시티 은행 카드에 있는 사진 영상은 67 퍼센트로 높았던 뉴욕 
테스트 마켓에서의 부정 사용이 초기에는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레이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중에 보급되어 있는 다른 형태의 신원 확인과 마찬가지로 시티 은행 사진 카드 시스템은 결국은 고도화
된 위조에 의해 패배하고 말았다.

종래 기술의 확인 방법의 또하나의 난제는 어떤 형태의 신원 확인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이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크레디트 카드 및 크레디트 카드 제조 장비의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신원 확인 시스템 및 방법보다 많은 개선점을 제공하며, 이러한 종래 기술의 시스
템에서 발견된 많은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있다.  본 발명의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잇점으로는 능동적 신
원 확인 시스템은 원격지 사이트에 확인 데이터를 저장해둠으로써 범죄자들이 신원 확인 매체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잠재적 위조자가 확인 매체에 접속할 기회를 가질 때마
다 시스템에 포함된 보안 고도화의 수준에 관계없이 이 매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발명의 두 번째의 중요한 잇점은 본 시스템은 본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식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용
자의 크레디트 카드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작업일 
수도 있는 기존의 크레디트 카드의 변경 또는 교체가 필요없게 된다.  게다가, 신원 확인 매체와 크레디
트 카드 자체를 분리함으로써 여기 기술된 시스템은 임의의 수의 크레디트 카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
다.

따라서, 저가의 휴대용 카메라와 모든 주들이 보관하고 있는 운전 면허증 데이터베이스에의 접속이 본 시
스템 및 방법의 광범위한 실시를 편리하게 또한 가격 효율적으로 만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원격지 데이
터베이스 장소에 상주하는 신용 인증 대리인(credit  authorization  agency)으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면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장소 뿐만 아니라 확인 지점에서 요구되는 하드웨어를 줄이게 됨으로써 전체적
인 확인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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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크레디트 카드 거래 등과 같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래와 관
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원 확인 매체와 크레디트 카드 사용자를 분리시키고 있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위조하기가 어려운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다수의 능동적 신원 확인에 사용하기 위해 접속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확한 개
인의 사진 영상의 데이터베이스 및 서명의 디지털화된 그래픽 표현 등의 다른 적정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
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크레디트 카드를 교체할 필요
가 없도록 크레디트 카드 등에 어떤 형태의 신원 확인도 없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
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크레디트 카드가 분실되어 부정하게 사용될 때 서명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도
록 하기 위해 크레디트 카드 등에 개인 서명이 필요없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신원을 확인할 개인의 신상 특징이 시스템의 영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
는 개인의 영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
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실상 위조불가능한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목적들은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은 개개인을 능동적으로 식별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다.  본 시스템은 특정 개인에 의해 제출된 데
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에 고유한 복수의 디
지털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사이트, 및 확인 시점 단말
기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는 
사이트와 데이터를 교환하려고 하는 확인 시점 단말기가 그렇게 하도록 허가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
단을 구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본 시스템은 확인 시점 단말기에서 제출된 정보를 수신
하고 고유한 데이터에 대응하는 고유한 영상 데이터를 찾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본 시스템은 
그 다음에 영상 데이터를 확인 시점 단말기로 전송하여 디스플레이 수단에 이를 표시하게 된다.  마지막
으로, 본 시스템은 확인 시점에 있는 확인자가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표시된 디지털 영상이 확인 시점 단
말기에서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에 의해 제공된 신상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적절히 확인하였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도시한 블록선도.

도 2는 판매 등의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의 양호한 실시예의 사시도.

도 3은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도시되어 있고,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의 사진 영상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보관되어 있으며 확인 시점으로 전송하기 위해 접속되는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저
장 및 검색 센터와 신원 확인 시점과의 사이에 확립된 통신 흐름 경로이 도시되어 있는 블록선도.

도 4는 글로벌 고속 통신망을 거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센터들
을 나타낸 상위 레벨 시스템 아키텍쳐도.

실시예

본 발명은 능동적 신원 확인 목적상 개인에 고유한 디지털 사진 영상, 서명 또는 다른 데이터의 안전하고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유지 및 사용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다.  본 시스템은 안전하고 가격 효율적
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수단, 능동적 신원 확인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및 분산되어 있는 데
이터베이스 갱신 및 검색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어 운영비 저렴, 사용 편이성, 세계 각지로부터 오는 수많
은 확인 요청에 대한 안전성 및 견고성을 가능케 해준다.  본 발명은 또한 시스템 사용자 측에 대해 책임
을 묻을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시스템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시스템은 구매를 위해 크레디트 카드를 소비자, 즉 제출자에 의해 제출되는 판매 시점 시스템을 특히 
참조하여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시스템은 크레디트 카드 계좌 번호 등과 특히 관련이 있다.  그
러나, 여기 개시되어 있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은 개인의 능동적 신원 확인이 필요한 어떤 응용에도 
채용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다른 응용은 수표 발급 및 은행 거래, 무기 판매, 식량 카드 
보상(food stamp reimbursement) 및 복지, 투표, 법률 시행, 건강 관리, 항공, 이민이나 귀화 분야와 관
련된 수많은 여타 응용 등을 포함한다.

지금부터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에 대해 기술한다.  확인 시점 단말기
(a point of verification terminal)(1)은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 위치한다.  확
인  시점  단말기는  표준  자기  스트립  판독기(4),  선택적인  바코드  판독기(4'),  수표  스캐너(check 
scanner)(4)를 포함하며, 이들 모두는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고, 그 외에 입력 키보드(5), 양호하게는 
소형 평판 디스플레이인 디스플레이 수단(6), 제어기(7) 및 내부 통신 모뎀 또는 다른 통신 수단(8)을 구
비하고 있다.  데이터 교환 속도가 고품질 전화 회선 또는 전용 광대역 통신망 또는 위성 통신 링크 등의 
다른 데이터 전송 수단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본 시스템은 적어도 초당 9,600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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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d per second, bps)의 레이트로 전송한다.  그러나, 고품질 데이터 전송 매체는 14,400 bps, 28,800 
bps 또는 그보다 훨씬 높은 보 레이트로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해준다.

크레디트 카드 거래의 경우, 확인 시점(point of verification)은 판매 시점(point of sale)이 되며, 일
반적으로 현금 등록기와 종래 기술의 크레디트 카드 확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의 크레디트 카
드(2)를 제출하면, 상점 점원 또는 능동적 신원 확인을 책임진 다른 사람이 크레디트 카드 계좌 번호를 
확인 시점 단말기(1)에 입력하게 된다.  크레디트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양호한 방법은 사실상 모든 크레
디트 카드의 이면에 있는 자기 스트립상에 현재 인코드되어 있는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기 스트립 판독기(4)를 통해 크레디트 카드가 지나가게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마모 
또는 강력한 자계와의 접촉으로 계좌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자기 스트립이 변조되어 있으면, 확인자는 
돋움 문자로 제공되어 있는 크레디트 카드의 계좌 번호만을 단지 판독하여, 키패드(5)를 사용하여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에 크레디트 카드 계좌 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를 확인 시점 
단말기에 입력하는 다른 대체 수단은 바코드 등의 코드화된 매체를 사용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자기 스
트립 판독기(4)는 그 데이터를 코드 판독기(4')으로 또한 제어기(7)로 전송하기 위해 통상의 바코드 판독
기로 대체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통상의 개인 또는 회사 수표로부터 수표 발급 계좌 번호 정보
를 스캔해내는데 사용되는 수표 스캐너(4)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역할을 크레디트/데빗 카드 거래 신원 확
인으로부터 관련 거래를 점검하는 것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 이외에, 확인자는 키패드(5)를 거쳐 신원 확인 과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정보를 
손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는 제출자가 남자 또는 여자인지 여부도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키패드 남자-여자 선택(5')에 대응하는 특정 키를 포함할 수 있고, 또는 제출자가 크레디트 카드 소
유자의 부양 가족인지 여부가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키패드는 부양 가족 선택에 대응하는 특정 키
(5)를 포함하게 된다.

계좌 번호가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3)에 입력되면, 단말기는 모뎀 또는 광역 통신망(WAN) 장치일 수 있
는 내부 통신 수단을 거쳐 공중 전화 회선(12)를 사용하여 수많은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저장 사이트(9-
11) 중 하나로 통신을 시작하게 된다.  다른 형태의 통신 링크도 생각할 수 있으며, 위성 통신 또는 전용 
통신망 수단 등이 있다.  접속한 실제 사이트는 단말기가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와 통신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공중 접속 전화 회선상에서의 이용가능성 및 로딩(availability and loading), 통신망 이용가능
성, 검색 사이트 이용가능성 또는 다른 시스템 이용가능성 규격의 기능을 갖는다.  데이터베이스 저장 사
이트에 있는 모뎀 뱅크(14)를 통해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저장 사이트에 있는 입/출력 제어기(13)과 통신
이 확립하게 되면, 제어기(13)은 단말기가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접속하기에 적합한 권한을 가지
고 있고 유효한 장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3)에 질의를 개시하게 된다.  이러한 
질의를 수행하는 간단하고 가격 효율적인 한 방법은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허가받은 전화 회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이용가능한 통화자 ID 기술(caller ID technology)을 사용하는 것
이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키이sms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저장 사이트가 질의를 할 때 소정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각각의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일단 제어기(13)는 요청하는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3)이 유효한 장치이고 적합한 접속 특권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확인하면, 그 단말기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사이트에 정보 요청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요청은 또한 고속 통신망(15)를 통해 입/출력 제어기(14)에 의해 수신된다.  고속 통신망은 광분배 데이
터 인터페이스(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FDDI), 비동기 전송 모드(ATM) 또는 그외의 적당한 가
격 효율적인 고속 통신망일 수도 있다.  정보 요청은 크레디트 카드 계좌 데이터가 처리되는 다수의 데이
터베이스 서버(16-18) 중 하나로 보내지게 된다.  선택된 서버는 일단의 고속, 고신뢰도의 디스크 어레이
(19-23)에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수신한 계좌 데이터와 관련된 디지털 사진 또는 다른 영상 또는 
다른 고유한 개인 데이터를 검색한다.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영상 또는 다른 고유한 개인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는 입/출력 제어기(13)이 외부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 요
청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크레디트 카드 처리 예에서 생각해본 이러한 시나리오의 하나로
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처리해야할 크레디트 카드 계좌가 유효하고 사전 승인된 신용 한계내에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의 신용 인증 기관(credit authorization agency, CAA) 중 어떤 것에 질의
를 하는 것이다.  다른 실시예는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사이트를 하나 이상의 CAA 사이트에 
공동 배치하는 것이다.

소매 업체의 판매 사원인 확인자는 단지 크레디트 카드 정보를 어떤 장치에 입력하기만 하면 되며 단하나
의 소오스로부터 신용 승인 및 신원 확인 모두를 수신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입/출력 제어기(13)
은 공중 접속 전화 회선(12)을 거쳐 모뎀 뱅크(14)를 통하거나 또는 WAN 연결부(14') 등을 통해 외부의 
CAA(23)에 신용 인증 요청을 개시하게 된다.  CAA(23)에 의해 일정량의 거래가 승인되면,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는 CAA로부터 신용 승인 코드를 수신하여 그 코드를 그의 확립된 통신 링크를 거쳐 디지털 영상 정
보 또는 다른 고유 데이터와 함께 확인 시점 단말기로 재전송한다.  신용 승인 코드는 확인 시점 단말기
의 디스플레이 수단(6) 또는 다른 예에서는 선택적인 제2의 디스플레이 수단(6')상에 표시된다.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는 그 다음에 모뎀 또는 WAN 접속부(8)을 거쳐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제어기(7)로 
보내어 수신된 정보를 처리하고 수신된 디지털 영상을 디스플레이 수단(6)상에 표시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디지털 정보는 특정 거래와 관련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축된 상태로 원격지 데이터베
이스 사이트에 저장되고 압축된 상태로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로 전송된다.  이 실시예에서, 제어기(7)은 
먼저 디지털 사진 정보를 신장(decompress)시킨 다음에 그 정보를 디스플레이 수단(6)상에 표시한다.

고도의 정보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 사용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디지털 영상 정보는 압축되는 
것에 부가하여 암호화되어 확인 시점 단말기로 전송된다.  이 실시예에서, 단말기 제어기(7)은 정보를 디
스플레이 수단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진 정보를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해독해야만 한다.

상점 점원, 또는 신원 확인을 책임진 다른 사람은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 수단에 표시된 영상
과 확인 시점에서 크레디트 카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상 외모 또는 서명을 비교하게 된다.  일치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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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원이 일치한다는 것을 자신이 확인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점원은 입력 키보드(5)에서 특정 키
입력 시퀀스를 입력한다.  키입력 시퀀스는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과 마
찬가지로 개개의 점원에 고유한 것이다.  개개의 PIN은 그 다음에 확인 시점 단말기에 의해 통신 링크를 
거쳐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사이트로 전송되고, 특정 크레디트 카드 거래가 정당하게 인증되
었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 PIN이 완성되는 특정 거래와 관련지워지고 훗날 철회를 위해 
저장되어진다.  이와 같이, 각 상점의 점원과 관련지워진 PIN-타입 시스템의 사용으로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 개인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특색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시스템에 비해 훨씬 더 세심하게 살
펴보게 된다.

기본적인 시스템에 부가될 수 있는 다른 특색들에는 서명 확인 능력을 부가하는 것이 있다.  사진 뿐만 
아니라 서명도 디지털화되어 통상의 통신 매체를 통해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서명 확인은 기본 시스템
의 자연적인 확장이다.  이 실시예에서, 서명의 디지털 그래픽 표현은 사진 데이터의 전송과 동시에 원격
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부터 확인 시점 단말기로 전송된다.  이 실시예에서, 확인자는 디지털 정보의 
어느 한 형태 또는 두가지 형태 모두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수단(6)상의 제출자의 사진 영상 또
는 제출자의 디지털 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인증된 사용자의 사진 영상을 디스플레
이 수단(6)에 표시함과 동시에 제2의 디스플레이 수단(6')을 사용하여 인증된 디지털화된 서명을 표시하
게 된다.  이 추가적인 특색으로 본 시스템 가입자들은 서명이 없는 크레디트 카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자가 크레디트 카드를 습득한 경우, 카드에는 범죄자가 연구하여 위조할지도 모를 서명이 
없다.  이것은 기본 시스템에는 없는 추가적인 수준의 보안을 더하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기존의 판매 지점 크레디트 카드 인증 장치 및 시스템에 능동적 신원 확인
을 부가하기 위해 개량 단말기(retrofit terminal)를 사용한다.  개량 단말기는 현재 존재하는 소매 점포 
하드웨어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없이 기존의 판매 지점 장치들과 연관되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량 단말기는 기존의 판매 시점에 부가되어 있으며 수정된 제어기, 디스플레이 수단 및 통신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고 있다.  양호하게는, 디스플레이 수단은 상기한 확인 시점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타입과 유사
한 소형의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이다.  이 디스플레이는 이용가능한 카운터 공간상에 배치될 수도 있고, 
또는 공간이 없는 경우는 받침대를 두고 그 위에 설치할 수 있다.  개량 단말기는 그의 내부 직렬 또는 
병렬 통신 인터페이스를 거쳐 통상의 전원 및 기존의 크레디트 카드 인증 하드웨어에 접속되게 된다.

개량 단말기는 수정된 제어기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통상의 확인 시점 단말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
기 스트립 판독기, 바코드 판독기 또는 수작업 입력으로부터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
라, 개량 단말기는 그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거쳐 기존의 크레디트 카드 인증 하드웨어로부터 크레디트 카
드 계좌 정보를 받게 된다.  개량 단말기는 그 다음에 인증된 크레디트 카드 사용자의 디지털화된 사진 
또는 서명 등의 신원 확인 데이터를 검색 및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이미 기술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
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의 통신을 개시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의 확인 시점 단말기와는 달리, 통신 
인터페이스를 거쳐 개량 장치와 통신하게 되는 기존의 크레디트 카드 인증 하드웨어로 확인자가 입력한 
입력을 사용하여 확인자에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  개량 단말기는 그 다음에 확인자 특정 정보를 원격
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보내어 저장하게 된다.  개량 단말기는 또한 개인 또는 회사 수표 등의 다른 
지불 형태과의 이용 유연성을 가능케하기 위해 선택적인 수표 스캐너 또는 선택적인 바코드 판독기를 포
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개량 단말기는 확인 사이트당 비용을 크게 줄이고, 각 확인 사이트에서 하드웨어의 설치를 간
소화하게 되며, 새로운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의 생존가능성 및 채택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다수의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센터는  글로벌  고속  통신망(24-29)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임의의  데이터베이스  센터로부터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  데이터의 용장성
(redundancy  of  data),  긴급  백업(emergency  backup),  로드  모니터링(load  monitoring)  및  거래 균형
(transactional balancing)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망을 거쳐 다른 임의의 센터로 보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현재의 크레디트 카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아 현재 크레디트 카드 시스템에 상당한 변경을 가
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 사용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하는 이러한 수단의 하나가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에 가입하고자 하는 크레
디트 카드 사용자에게 보내진 휴대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입의 사진 영상 수집으로 보
안이 더욱 고도화되고 시스템과 관련된 부정 사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먼저, 시스템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데이터베이스 제공자에게 요청을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크
레디트 카드 제공자는 그의 모든 크레디트 카드 고객들에 매월 부과 명세서에 신청 요청을 포함할 수 있
다.  가입 요청은 이름, 주소, 및 가입자가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과 연관되어 사용하고자 하는 기존의 
크레디트 카드 계좌를 포함한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그 다음에 각 신청에 대해 고유 코드를 할당하고 휴대용 카메라를 신청시에 기재한 주소로 보낸
다.  코드는 양호하게는 데이터 베이스의 개발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가능케하기 위해 제공된 데
이터베이스에 의해 보다 용이하게 기계 판독되는 바코드의 형태를 취한다.

가입자가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로부터 카메라를 받으면, 그는 동봉된 지시 내용에 따라 친구나 가족에게 
그 카메라로 가입자 사진을 적어도 한 장 찍게 한다.  카메라는 양호하게는 적어도 한 장의 가입자 사진
을 잘 찍어 데이터베이스 제공자에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필름이 충분히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카
메라의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의 12장 짜리 필름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일단 사
진을 찍었으면, 가입자는 우편을 통해 카메라를 데이터베이스 제공자에게 보낸다.  제공자는 그 다음에 
필름을 현상하여 적어도 한 장의 가입자의 사진 영상을 디지털화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그 다음에 
바코드 또는 특정 카메라와 연관된 다른 식별 수단을 사용하여 이 디지털 영상을 적당한 가입자 데이터와 
상관시킨다.

이와 같이,  사실상 위조자가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신청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건을 신청자의 사진 영상을 제공하는 사건과 무관하게 함으로써, 부정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위조자가 카메라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진을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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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회사에 보내야만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부정 사용이 행해진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범죄 가
능자의 정확한 영상을 관련 당국에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발명자가 생각한 또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다른 업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획득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다른 사진 데이터 소오스의 하나로 여러 주의 교통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 DMV)를 통해서이다.  현재로는, 모든 주가 거주자에게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 보
장 번호 등의 운전자의 신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면허자의 사진도 포함하고 있는 
운전 면허증을 발행하고 있다.  DMV는 운전 면허증에 있는 사진의 복사를 포함한 면허자의 신상 데이터 
모두를 가지고 있다.  여러 DMV가 가지고 있는 이들 사진은 통상의 기술의 디지털 스캐너를 사용하여 디
지털화되어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과 호환되는 포맷으로 저장될 수 있다.

이들 DMV 사진들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는 휴대용 카메라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얻는 
이미 기술한 절차와는 약간 다른 절차를 요구한다.  DMV 기반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특
정 주로부터 전체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얻어 그 주의 별도의 소오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데이터베
이스 제공자 또는 임의의 크레디트 카드 회사는 제공자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그 주의 DMV 데이터베이
스가 포함되어 있는 주에 거주하는 개인들에 가입 요청을 보낼 수 있다.  가입 요청을 받게 되면, 데이터
베이스 제공자는 회신 서식과 함께 요청 당사자가 사진이 요청 당사자의 외모와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요청 개인의 디지털 사진을 보내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사진이 정확하다는 확인을 받
게 되면, 그 주의 소오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일반 데이터베이스로 특정 사진을 전송하게 된다.  동일한 
시나리오가 서명의 디지털 표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본 발명의 정신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변경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것이며,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 
기술되고 도시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단지 예시적인 것이다.  수많은 다른 변형례 
및 실시예가 본 발명의 원리의 정신 및 범위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고안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확인 시점(point of verification)에 있는 능동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에 의해 제출된 정보를 받
는 수단과 제2의 신원 확인 정보 단위(identifying information unit)를 표시하는 수단을 갖는 확인 시점 
단말기(point of verification terminal)와,

복수의 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그 안에 저장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원
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remote database site)와,

상기 신원 확인 시점 단말기와 상기 원격지 데이터베이스간에 정보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이들간
의 통신 수단

을 구비하되,

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에서 받은 상기 정보에 대응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에 있는 확인자(identifier)가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의해 표시된 상기 신원 확
인 정보 단위를 능동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에 의해 제출된 신상 정보(physical information)와 
비교하여 이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
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에 있는 확인자가 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를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에 의해 제
출된 신상 정보와 비교하여 이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상기 수단은 입력 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로 입력되는 상기 확인자에 고유한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수단은 다중 기능 키패드(multi-function keypa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
스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는 상기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의 디지털 사진 영상(digital  photographic 
imag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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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는 상기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의 서명의 디지털화된 그래픽 영상(digitized 
graphical image of the signatur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가 상기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의 접속을 허가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수단이 표준 통화자 식별 수단(standard caller identification mean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수단은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잠김 해제(unlock)시켜 접속을 위해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가 상
기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통신한 소프트웨어 키이(software key)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
인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은 데이터 흐름 경로를 거쳐 상기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중 하나에 위치한 모뎀과 통신하는 
확인 시점 모뎀(a point of verification modem)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
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흐름 경로는 공중 접속 전화 회선(public access telephone line)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흐름 경로는 전용 광역 통신망(dedicated wide area network)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흐름 경로는 위성 통신 링크(satellite communications link)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14 

크레디트 카드의 제출자가 상기 크레디트 카드의 주인(owner)인지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능동적 신
원 확인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출자에 의해 제출된 크레디트 카드 계좌(credit card account)와 관련된 계좌 정보를 받는 수단을 
포함한 확인 시점 단말기와,

각각이 적어도 하나의 크레디트 카드 계좌와 연관되어 있으며 상기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저장되
어 있는 디지털 영상들을 저장, 검색, 처리 및 전송하는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사이트와,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와 상기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수단간에 통신하는 수단과,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가 상기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저장된 상기 정보에의 접속을 허가받았는지
를 확인하는 수단과,

상기 계좌 정보를 상기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크레디트 카드 계좌와 연관된 상기 디지털 영상을 검색하는 수단과,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에서 상기 디지털 영상을 표시하는 수단과,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에 있는 확인자가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표시된 디지털 영상이 크레디트 카드의 
제출자의 신상 외모와 일치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에
서 정보를 입력하는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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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영상은 상기 크레디트 카드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의 디지털 사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
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영상은 상기 크레디트 카드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의 디지털화된 서명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를 받는 상기 수단은 크레디트 카드와 연관된 표준 자기 스트립(standard 
magnetic strip)을 판독하는 자기 스트립 판독기이며, 상기 스트립은 상기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를 받는 상기 수단은 크레디트 카드와 연관된 바코드를 판독하는 바코드 판
독기이며, 상기 바코드는 상기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
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를 받는 상기 수단은 다중-기능 키패드(multi-function keypad)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20 

크레디트 카드의 제출자가 상기 크레디트 카드의 사용을 허가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
템에 있어서,

판매 및 신원 확인 시점에 위치하며, 판매 점원이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크레디
트 카드 판독기 수단과,

각각이 특정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와 연관되어 있는 개개인에 고유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수단과,

상기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를 상기 카드 판독기로부터 상기 데이터베이스 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해 상
기 크레디트 카드 판독기와 상기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수단간에 통신을 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 저장 수
단에서 상기 전송된 계좌 정보와 연관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상기 카드 판독기로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판매 점원이 시각적으로 관찰하여 신원 확인 시점에서 상기 제출자가 제출한 신상 정보와 비교하기 
위해 상기 확인 시점에서 상기 수신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는 수단과,

상기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상기 크레디트 카드의 제출자에 의해 제출된 신상 데
이터(physical data)와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상기 판매 점원으로부터 입력을 받는 
사용자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와 연관된 상기 고유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는 상기 크레디트 카드의 
적어도 하나의 정당 사용자 중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사진 영상이고, 상기 크레디트 카드의 제출자에 의
해 제출된 신상 데이터는 상기 제출자의 신상 외모(physical appearanc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크레디트 카드 계좌 정보와 연관된 상기 고유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는 상기 크레디트 카드의 
적어도 하나의 정당 사용자 중 적어도 하나의 서명의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화된 그래픽 영상이고, 상기 
제출자에 의해 제출된 신상 데이터는 육필 서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23 

신원 확인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사이트와,

상기 제출된 정보 단위를 받아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전송할 수 있는 상기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와 상기 확인 시점간에 통신을 확립하는 통신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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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베이스가 수신한 상기 제출된 정보 단위에 대응하는 상기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찾기 위해 상
기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탐색 수단과,

상기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상기 확인 시점으로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확인 시점에 있는 것으로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부터 상기 확인 시점으로 전송된 상기 디지
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는 수단

을 구비하되,

상기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사이트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는 능동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야할 
복수의 사람에 대응하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영상 데이터의 각 단위는 신원을 확인해야
할 사람에 고유한 적어도 한 형태의 신상 데이터에 대응하며 또한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에 의해 제출된 
적어도 하나의 정보 단위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에 있는 확인자가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에 의해 표시된 상기 디지털 영상 데이터와 
능동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야할 사람에 고유한 상기 신상 정보를 비교하여 이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25 

능동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야할 제출자에 의해 제출된 제1의 정보 단위를 확인 시점 단말기에 입력하는 단
계와,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와 그 안에 복수의 신원 확인 정보 단위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있는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간에 통신을 확립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가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의 접속을 허가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정보 단위를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통신 수단을 통해 전송하
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전송된 상기 제1의 정보 단위에 대응하는 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 중 적어
도 하나를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를 상기 통신 수단을 거쳐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부터 수신한 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를 상기 신원 확인 시점에 위치한 디스
플레이 수단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된 신원 확인 정보 단위를 상기 확인 시점에서 상기 제출자에 의해 제출된 신상 정보와 비교하
는 단계와,

확인자가 상기 표시된 신원 확인 정보를 상기 제출자에 의해 제출된 신상 정보와 비교하여 제출된 신상 
정보가 표시된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확인자 관련 데이터(identifier specific data)를 상
기 확인 시점 단말기에 입력하는 단계와,

후일에 능동적 신원 확인 거래에 의심이 있게 되는 경우 철회를 위해 상기 확인자 관련 데이터를 상기 원
격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통신 확립 단계에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는 상기 확인 시점 단말기에서 입력된 
상기 제1의 정보 단위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정보 단위는 크레디트 카드 계좌 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는 신상 외모를 갖는 상기 제출자의 디지털 사진 영상이며, 상기 제출된 신상 
정보는 상기 제출자의 신상 외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인 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신원 확인 정보 단위는 상기 제출자의 서명의 디지털화된 그래픽 영상이고, 상기 제출된 신상 정보
는 상기 신원 확인 시점에서 상기 제출자에 의해 작성된 육필 서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신원 확
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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