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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하고, 시큐러티를 향상시키는 것을 과제로 한다. 판매원에 의해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

(100)로부터 인터넷(200)을 개재하여 통지된 금액을, 예를 들면,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등록하는 단계와,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로부터 인터넷(500)을 개재하여, 상기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

에 액세스된 경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크레디트 카드 등)을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등록하는 단계와,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

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결제 대상의 금액을 설정하는 판매원 단말기와,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상기 금액을 웹(Web)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

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

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고객 단말기로부터 지정된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의뢰된 여신 조회를 행하고, 조회 결과가

결제가능인 때에 상기 판매원 단말기의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 결제 시스템에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결제 서버를 갖

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청구항 2.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웹 사이트에 액세스 가능한 판매원 단말기와,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판매원에게 통지

하는 통지 수단과, 상기 고객 단말기로부터 지정된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결제 시

스템에 대하여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의뢰된 여신 조회를 행하고, 조회 결과가 결제가능인 때에 상기 판매원 단말기의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 결제 시스템에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결제 서버를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청구항 3.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웹 사이트에 액세스 가능한 판매원 단말기와,

결제 대상의 금액을 나타내는 반제(返濟) 예정표가 등록됨과 함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판매원 단말기가 액세스가

능한 반제 예정표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

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판

매원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판매원 단말기를 통해 상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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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통지하는 통지 수단과, 상기 고객 단말기로부터 지정된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의뢰된 여신 조회를 행하고, 조회 결과가 결제가능인 때에 상기 판

매원 단말기의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 결제 시스템에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결제 서버를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청구항 4.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상품의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는 판매원 단말기와,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상기 바코드 정보에 기초하여 POS 정보로부터 금액을 검색하여, 해당 금액을 웹 사이트

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

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고

객 단말기로부터 지정된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상기 판매

원 단말기로부터 의뢰된 여신 조회를 행하고, 조회 결과가 결제가능인 때에 상기 판매원 단말기의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 결제 시스템에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결제 서버를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청구항 5.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

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고객 단말기로부터 지정된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상

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의뢰된 여신 조회를 행하고, 조회 결과가 결제가능인 때에 상기 판매원 단말기의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 결제 시스템에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결제 서버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크레디트 카드 등에 의한 전자 결제에 이용하기에 적합한 전자 지원 시스템 및 전자 결제 지원 장치에 관한 것

으로, 특히,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할 수가 있고, 시큐러티를 높일 수 있는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및 전자 결제 지원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점포에서는, 현금 결제 외에 크레디트 카드 등의 전자 결제가 이용되고 있다. 전자 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점포에 전용 결제 단말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전용 결제 단말기는, POS(Point Of Sales) 시스템 등을 개재하여, 외부

의 전자 결제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다.

전자 결제를 행하는 경우, 판매원은, 고객으로부터 크레디트 카드 등을 수취하여, 전용 결제 단말기로 크레디트 카드 등으

로부터 카드 정보를 리드함과 함께, 상품의 금액을 입력한다. 이에 의해, 전용 결제 단말기는, 전자 결제 시스템에 액세스

하여, 카드 정보 및 금액에 기초하여, 결제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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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헌1]

일본 특개2000-276539호

[특허 문헌2]

일본 특원2001-514351호(국제 공개 제01/009807호 팜플렛)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종래의 전자 결제에 있어서는, 전용 결제 단말기가 비싸기 때문에, 도입 비용이 높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

라서, 중소 규모의 점포에서는, 비용 상의 문제로, 전자 결제의 도입을 단행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전자 결제에 있어서는, 판매원에게 크레디트 카드 등을 건네 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 악의의 판매원이 특별

한 장치에 의해 부정하게 카드 정보를 판독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 쉬어, 시큐러티가 낮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에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할 수가 있고, 시큐러티를 높일 수 있는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및 전자 결제 지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결제 대상의 금액을 설정하는 판

매원 단말기와,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상기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

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

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을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판매원에 의해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

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

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발명에 따르면,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고객에 의해

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용 결제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웹 사이트에 액세스 가능한 판매원 단말기와,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

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판매원에게 통지하는 통지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을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

여,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판매원에게 통

지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용 결제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웹 사이트에 액세스 가능한 판매원 단말기와, 미리 등록된 예정표에 기초하

여, 결제 대상의 금액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

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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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판매원 단말기를 개재하여 상기 판매원에게 통지하는 통지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

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을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미리 등록된 예정표에 기초하여, 결제 대상의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

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웹 사이트에 등록

하여,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판매원에게

통지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정표가

있는 수금이나 통신 판매의 대금 상환 등에 있어서의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상품의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는 판매원 단말기와,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상기 바코드 정보에 기초하여 POS 정보로부터 금액을 검색하여, 해당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

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을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상품의 바코드 정보에 기초하여 POS 정보로부

터 금액을 검색하여, 해당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웹 사이트에 액

세스된 경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

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용 결제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발명의 실시 형태>

이하에,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및 전자 결제 지원 장치의 일 실시예를 도면에 기초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단, 이 일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동도에는, 종래와 같이 전용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는 일

없이,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실장되고 인터넷 상의 웹 사이트에 액세스 가능한 단말기(휴대 전화,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단말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PC(Personal Computer), 휴대 PC, POS 단말기 등)에

의해 전자 결제를 행하기 위한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이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은, 점포 판매(특히, 중소 규모 점포 판매)에 있어서의 전자 결제, 방문 판매에 있어서의 전자 결

제, 통신 판매에 있어서의 대금 상환 전자 결제, 수금 시의 전자 결제 등에 적용된다.

동도에 있어서, 판매원 단말기(100)는, 크레디트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 결제 시에 판매원에 의해 조작되고, 휴대 전화,

PHS 단말기, PDA, PC, 휴대 PC, POS 단말기 등이다. 판매원은, 점포 판매원, 방문 판매원, 대금 상환·수금원 등이다. 이

판매원 단말기(100)는, 인터넷(2000을 개재하여, 후술하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액세스한다. 또, 실제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점포마다, 판매원마다 복수대 설치되어 있다.

판매원 단말기(100)에 있어서, CPU(Central Processing Unit)(101)은, 후술하는 각 부의 제어를 행한다. 메모리(102)는,

CPU(101)에서 이용되는 각종 프로그램(브라우저 프로그램(106),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07) 등)이나, 각종 데이터를

기억한다. 표시부(103)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이고, 전자 결제에 필요한 각종 화면을 표시한다. 키 입력부(104)

는, 텐키, 기능 키 등이다.

통신 제어부(105)는, 인터넷(200)에 접속되어 있고,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통신을 제어한다. 브라우저 프로그램

(106)은, 인터넷 상의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동도인 경우, 웹 사이트는, 후술하는 포털 사이트(310),

점포 A 사이트(3201) 등 이다.

등록특허 10-0744922

- 5 -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07)은, 예를 들면, 바코드 입력이나 생체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이

다.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웹 사이트를 개재하여 전자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이다.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있

어서, CPU(301)는, 장치 각 부를 제어한다. 메모리(302)는, CPU(301)에서 이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기억한다.

암호 처리부(303)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암호를 거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파일 제

어부(304)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로 처리되는 파일에 관한 제어를 행한다.

통신 제어부(305)는, 인터넷(200) 및 인터넷(500)에 접속되어 있고,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통신을 제어한다. 통

신 제어부(306)는, LAN(Local Area Network)(600)에 접속되어 있고,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통신을 제어한다.

포털 사이트(310), 점포 A 사이트(3201), 점포 B 사이트(3202), 점포 C 사이트(3203),···는, 전자 결제에 필요한 정보의 등

록, 참조 등에 이용되는 웹 사이트이고, 판매원 단말기(100)나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의해 액세스된다. 포털 사이트

(310)는, 입구로서의 현관 사이트이다.

이들의 점포 A 사이트(3201), 점포 B 사이트(3202), 점포 C 사이트(3203),···는, 점포마다(점포 A, 점포 B, 점포 C, ···)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점포 A 사이트(3201), 점포 B 사이트(3202), 점포 C 사이트(3203),···의 각각에는, 가상적인 거래소

로서의 복수의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의 복수의 카운터는, 판매원마다, 판매장마다, 배송 루트 등에 대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점포 A 사이트(3201)에는, 카운터(C11), 카운터(C12), 카운터(C13),···가 설치되어 있다.

고객 휴대 단말기(400)는, 크레디트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 결제 시에 고객에 의해 조작되고, 휴대 전화, PHS 단말기,

PDA, 휴대 PC 등이다. 이 고객 휴대 단말기(400)는, 인터넷(500)을 개재하여, 후술하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액세

스한다.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있어서, CPU(401)는, 후술하는 각 부의 제어를 행한다. 메모리(402)는, CPU(401)에서 이용되

는 각종 프로그램(브라우저 프로그램(406),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07) 등)이나, 각종 데이터를 기억한다. 표시부(403)

는, LCD이고, 전자 결제에 필요한 각종 화면을 표시한다. 키 입력부(404)는, 텐키, 기능 키 등이다.

통신 제어부(405)는, 인터넷(500)에 접속되어 있고,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통신을 제어한다. 브라우저 프로그램

(406)은, 인터넷 상의 웹 사이트(포털 사이트(310), 점포 A 사이트(3201) 등)에 액세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07)은, 바코드 입력이나 생체 인증을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이다.

결제 서버(700)는, LAN(600)을 개재하여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액세스되고, 전자 결제에 관한 각종 처리를 실행하

기 위한 서버이다. 또, 이 결제 서버(7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설치되어도 된다. 본부 시스템(800)은, 전자 결제

에 관한 각종 처리나 기간 업무 처리를 실행하는 시스템이고, 네트워크(900)를 개재하여, 전자 결제 시스템(1000)에 접속

되어 있다.

전자 결제 시스템(1000)은,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크레디트 카드 회사, 금융 기관, 기타 기관에 설치되고 있

고, 크레디트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 결제를 행하는 시스템이다.

(결제 처리)

이어서, 일 실시예에 있어서의 결제 처리에 대하여,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결제 처리는, 예를 들면, 점포 A에서 상

품의 대금을 전자 결제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동도에 있어서, 점포 A에서 고객이 계산대에 구입하여야

할 상품을 내밀면, 판매원은, 결제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판매원 단말기(100)를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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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해, 단계 SA1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있어서의 점포 A 사이트(3201)의 카운터

(C11)에 액세스한다. 단계 SA2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해당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상품 식별 정보(예를 들면,

yyyymmddhhmmss)이나 판매원에 의해 입력된 상품의 금액 등을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통지한다. 여기서, 상품 식

별 정보는, 자동 채번된다(Numbered).

단계 SA3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카운터(C11)에 상품 식별 정보, 금액 등을 등록한 후, 판매원 단말기(100)

에 대하여, 등록 완료를 통지한다. 단계 SA4에서는, 판매원은, 결제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털 사이트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및 카운터명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포털 사이트 URL은, 포털 사이트(310)에 액세스하기 위한 URL이다. 카운터명은, 카운터(C11)의 명칭이다. 카운터(C11)에

는, 단계 SA2에서, 해당 상품에 관한 상품 식별 정보, 금액 등이 등록되어 있다.

고객은,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객 휴대 단말기(400)를 조작한다. 이에 의해, 단계 SA5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

기(400)는, 상기 포털 사이트 URL 및 카운터명에 기초하여, 포털 사이트(310)에 액세스한 후, 포털 사이트(310)를 개재하

여 카운터(C11)에 액세스한다.

단계 SA6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거래 내용(상품 식별 정보, 금액 등)이 표시된다. 단계 SA7에서는, 고객에 의

해 상기 거래 내용이 확인된 후, 고객 휴대 단말기(400)로 상품의 지불 방법(예를 들면, 크레디트 카드), 조건(크레디트 카

드 번호, 유효 기한 등)이 지정된다. 이에 의해, 카운터(C11)에는, 지불 방법, 조건이 등록된다.

단계 SA8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에 지불 방법, 조건이 표시되어, 판매원에 의해 지불 방법, 조건이 확인된다. 단계

SA9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판매원의 조작에 기초하여,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대하여, 크레디트 카드 결제

에 관한 여신 조회를 의뢰한다.

단계 SA10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결제 서버(700)에 대하여, 여신 조회를 의뢰한다. 단계 SA11에서는, 결제

서버(700)는, 본부 시스템(800)에 여신 조회를 실행시킨다. 본부 시스템(800)은, 전자 결제 시스템(1000)(도 1 참조)으로

여신을 조회한 후, 여신 결과(예를 들면, 크레디트 카드 이용 가능)를 결제 서버(700)에 통지한다.

단계 SA12에서는, 결제 서버(700)는, 여신 결과를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 에 통지한다. 단계 SA13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여신 결과를 판매원 단말기(100)에 통지한다. 이 경우, 여신 결과가 크레디트 카드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 SA14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대하여, 결제 및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단계 SA15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결제 서버(700)에 대하여, 결제 및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단계 SA16에서

는, 결제 서버(700)는, 본부 시스템(800)에 대하여, 결제를 지시함과 함께,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이에 의해, 본부 시스템

(800)은, 전자 결제 시스템(1000)에, 해당 상품에 관한 결제를 의뢰한다.

단계 SA17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결제 완료를 통지한다. 단계 SA18에서는, 판매

원은,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건네준다.

(취소 처리)

이어서, 일 실시예에 있어서의 취소 처리에 대하여,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취소 처리는, 상술한 결제 처리로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결제 및 매출을 취소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동도에 있어서, 점포 A에서 고객이 계산대에 반품하여야 할

상품이나 영수증 등을 내밀면, 판매원은 취소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판매원 단말기(100)를 조작한다.

이에 의해, 단계 SB1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점포 A 사이트

(3201)의 카운터(C11)에 액세스한다. 단계 SB2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판매원에 의해 입력된, 해당 거래를 식별하

기 위한 처리 일련 번호나, 해당 상품의 금액 등을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통지한다. 또, 처리 일련 번호는, 결제 서버

(700) 및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로 관리되는 번호이고, 상술한 결제 처리(도 2 참조)의 종료 후에, 판매원 단말기(100)

에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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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B3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결제 서버(700)에 처리 일련 번호 및 금액을 통지한다. 단계 SB4에서는, 결

제 서버(700)는, 처리 일련 번호 및 금액을 확인한 결과를 통지한다. 단계 SB5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거래

내용(상품 식별 정보, 금액 등)을 판매원 단말기(100)에 통지한다. 이에 의해, 판매원은, 거래 내용(상품 식별 정보, 금액

등)을 확인한다.

단계 SB6에서는, 판매원은 취소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털 사이트 URL 및 카운터명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고객은, 취소를 행하기 위해서 고객 휴대 단말기(400)를 조작한다. 이에 의해, 단계 SB7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는,

상기 포털 사이트 URL 및 카운터명에 기초하여, 포털 사이트(310)에 액세스한 후, 포털 사이트(310)를 개재하여 카운터

(C11)에 액세스한다.

단계 SB8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거래 내용(상품 식별 정보, 금액 등)이 표시된다. 단계 SB9에서는, 고객에 의해

상기 거래 내용이 확인된 후, 고객 휴대 단말기(400)로 취소가 지시된다. 이에 의해, 카운터(C11)에는, 취소 내용이 등록된

다.

단계 SB10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에 취소 내용이 표시되어, 판매원에 의해 취소 지시의 내용이 확인된다. 단계 SB11

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판매원의 조작에 기초하여,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대하여, 결제 및 매출을 취소하기

위한 취소 반품 조회를 의뢰한다.

단계 SB12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결제 서버(700)에 대하여, 취소 반품 조회를 의뢰한다. 단계 SB13에서는,

결제 서버(700)는, 본부 시스템(800)에 취소 반품 조회를 실행시킨다. 본부 시스템(800)은, 전자 결제 시스템(1000)(도 1

참조)에 취소 반품을 조회한 후, 취소 반품 조회 결과(예를 들면, 취소 반품 가능)을 결제 서버(700)에 통지한다.

단계 SB14에서는, 결제 서버(700)는, 취소 반품 조회 결과(취소 반품 가능)를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통지한다. 단계

SB15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취소 반품 조회 결과(취소 반품 가능)를 판매원 단말기(100)에 통지한다. 이 경

우, 취소 반품 조회 결과가 취소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 SB16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300)에 대하여, 취소를 지시한다.

단계 SB17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결제 서버(700)에 대하여, 취소를 지시한다. 단계 SB18에서는, 결제 서버

(700)는, 본부 시스템(800)에 대하여, 취소를 지시함과 함께, 해당 상품의 매출을 취소한다. 이에 의해, 본부 시스템(800)

은, 전자 결제 시스템(1000)에, 해당 상품에 관한 결제의 취소를 의뢰한다.

단계 SB19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취소 완료를 통지한다. 단계 SB20에서는, 고객

은 해당 상품을 판매원에게 반품한다.

(변형예1)

그런데,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도 2에 도시한 단계 SA2에서 판매원에 의해 금액을 입력하는 구성예에 대하여 설명했지

만, 판매원 대신에, 고객이 금액을 입력해도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성예를 일 실시예의 변형예1로서, 도 4를 참조하

여 설명한다.

도 4는, 일 실시예의 변형예1에 있어서의 결제 처리를 설명하는 시퀀스 도면이다. 이 결제 처리는, 예를 들면, 방문 판매로

상품의 대금을 전자 결제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변형예1에서는, 예를 들면, 각 카운터가 판매원에게 대

응되고 있다. 동도에 있어서, 방문 판매처에서 판매원은, 해당 상품에 관한 결제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판매원 단말기

(100)를 조작한다.

이에 의해, 단계 SC1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있어서의 점포 A 사이트(3201)의 카운터

(C11)에 액세스한다. 단계 SC2에서는, 판매원은, 결제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털 사이트 URL 및 카운터명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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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객 휴대 단말기(400)를 조작한다. 이에 의해, 단계 SC3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

기(400)는, 상기 포털 사이트 URL 및 카운터명에 기초하여, 포털 사이트(310)에 액세스한 후, 포털 사이트(310)를 개재하

여 카운터(C11)에 액세스한다.

단계 SC4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는, 카운터(C11)를 오픈한다. 단계 SC5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는, 상품의

금액, 지불 방법(예를 들면, 크레디트 카드), 조건(크레디트 카드 번호, 유효 기한 등)을 고객의 조작에 기초하여 지정한다.

이에 의해, 카운터(C11)에는, 금액, 지불 방법, 조건이 등록된다.

단계 SC6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에 상기 금액, 지불 방법, 조건이 표시되어, 판매원에 의해 금액, 지불 방법, 조건이

확인된다. 단계 SC7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판매원의 조작에 기초하여,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대하여, 크레

디트 카드 결제에 관한 여신 조회를 의뢰한다.

단계 SC8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결제 서버(700)에 대하여, 여신 조회를 의뢰한다. 단계 SC9에서는, 결제 서

버(700)는, 본부 시스템(800)에 여신 조회를 실행시킨다. 본부 시스템(800)은, 전자 결제 시스템(1000)(도 1 참조)로 여신

을 조회한 후, 여신 결과(예를 들면, 크레디트 카드 이용 가능)를 결제 서버(700)에 통지한다.

단계 SC10에서는, 결제 서버(700)는, 여신 결과를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통지한다. 단계 SC11에서는, 전자 결제 지

원 장치(300)는, 여신 결과를 판매원 단말기(100)에 통지한다. 이 경우, 여신 결과가 크레디트 카드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단계 SC12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대하여, 결제 및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단계 SC13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결제 서버(700)에 대하여, 결제 및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단계 SC14에서

는, 결제 서버(700)는, 본부 시스템(800)에 대하여, 결제를 지시함과 함께,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이에 의해, 본부 시스템

(800)은, 전자 결제 시스템(1000)에, 해당 상품에 관한 결제를 의뢰한다.

단계 SC15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결제 완료를 통지한다. 단계 SC16에서는, 판매

원은,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건네준다.

(변형예2)

그런데,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주로 점포에서 전자 결제를 행하는 경우의 구성예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통신 판매의 대금

상환이나 수금을 전자 결제로 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등록된 결제 예정표에 기초하여, 간단한 입력에 의해 전자 결제를 행

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성예를 일 실시예의 변형예2로서,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5는, 일 실시예의 변형예2에 있어서의 결제 처리를 설명하는 시퀀스 도면이다. 이 결제 처리는, 수금이나 통신 판매의

대금 상환 시의 상품의 대금을 전자 결제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동도에 있어서,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는, 미리, 결제

예정표(330)가 등록되어 있다. 이 결제 예정표(330)에서는, 수금처(대금 상환처도 포함한다)의 고객, 상품, 금액, 수금 일

시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금 명세(331)가 관리되어 있다.

수금처의 고객댁에서, 판매원은, 결제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판매원 단말기(100)를 조작한다. 이에 의해, 단계 SD1에서

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있어서의 점포 A 사이트(3201)의 카운터(C11)에 액세스한다. 단

계 SD2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거래 검색을 실행하여, 결제 예정표(330)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응하는 수금 명세

(331)를 오픈한다.

단계 SD3에서는, 판매원은, 결제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털 사이트 URL 및 카운터명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고객은,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객 휴대 단말기(400)를 조작한다. 이에 의해, 단계 SD4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

기(400)는, 상기 포털 사이트 URL 및 카운터명에 기초하여, 포털 사이트(310)에 액세스한 후, 포털 사이트(310)를 개재하

여 카운터(C11)에 액세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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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D5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수금 명세(331)에 대응하는 거래 내용(상품, 금액 등)이 표시된다. 단계 SD6

에서는, 고객에 의해 상기 거래 내용이 확인된 후, 고객 휴대 단말기(400)로 상품의 지불 방법(예를 들면, 크레디트 카드),

조건(크레디트 카드 번호, 유효 기한 등)이 지정된다. 이에 의해, 카운터(C11)에는, 지불 방법, 조건이 등록된다.

단계 SD7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에 지불 방법, 조건이 표시되어, 판매원에 의해 지불 방법, 조건이 확인된다. 단계

SD8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판매원의 조작에 기초하여,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대하여, 크레디트 카드 결제

에 관한 여신 조회를 의뢰한다.

단계 SD9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결제 서버(700)에 대하여, 여신 조회를 의뢰한다. 단계 SD10에서는, 결제

서버(700)는, 본부 시스템(800)에 여신 조회를 실행시킨다. 본부 시스템(800)은, 전자 결제 시스템(1000)(도 1 참조)으로

여신을 조회한 후, 여신 결과(예를 들면, 크레디트 카드 이용 가능)를 결제 서버(700)에 통지한다.

단계 SD11에서는, 결제 서버(700)는, 여신 결과를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통지한다. 단계 SD12에서는, 전자 결제 지

원 장치(300)는, 여신 결과를 판매원 단말기(100)에 통지한다. 이 경우, 여신 결과가 크레디트 카드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단계 SD13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대하여, 결제 및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단계 SD14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결제 서버(700)에 대하여, 결제 및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단계 SD15에서

는, 결제 서버(700)는, 본부 시스템(800)에 대하여, 결제를 지시함과 함께,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이에 의해, 본부 시스템

(800)은, 전자 결제 시스템(1000)에, 해당 상품에 관한 결제를 의뢰한다.

단계 SD16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결제 완료를 통지한다. 단계 SD17에서는, 판매

원은,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건네준다.

(변형예3)

그런데,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POS 기능에 대하여 특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POS 기능을 갖

게 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성예를 일 실시예의 변형예3로서,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6은, 일 실시예의 변형예3에 있어서의 결제 처리를 설명하는 시퀀스 도면이다. 이 결제 처리는, 예를 들면, 점포 A에서

상품의 대금을 전자 결제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변형예3에 있어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POS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 마스터(340), 가격 참조 테이블(341) 및 매출 관리 DB(데이터베이스)(342)(총칭하여 POS 정

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판매원 단말기(100)에는, 바코드 리더(도시 생략)가 접속된다.

상품 마스터(340)에서는, 바코드가 붙은 상품이 관리되고 있다. 가격 참조 테이블(341)은, 해당 상품의 가격이 관리되어

있다. 매출 관리 DB342에서는, 해당 점포에서의 매출이 관리되어 있다.

동도에 있어서, 점포 A에서 고객이 계산대에 구입하여야 할 상품을 내밀면 , 판매원은, 결제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판매

원 단말기(100)를 조작한다.

이에 의해, 단계 SE1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있어서의 점포 A 사이트(3201)의 카운터

(C11)에 액세스한다. 단계 SE2에서는, 판매원의 조작에 의해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가 바코드 리더(도시 생략)에 의

해 스캔되어, 상품 등록이 행하여진다.

즉, 판매원 단말기(100)로부터는, 바코드 정보가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통지된다.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바

코드 정보를 키로 하여, 상품 마스터(340) 및 가격 참조 테이블(341)을 참조하여, 상품, 가격(이하, 금액을 말한다) 등을 포

함하는 구입 명세(343)를 작성한다.

단계 SE3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카운터(C11)에 구입 명세(343)에 있어서의 상품, 금액 등을 등록한 후, 판

매원 단말기(100)에 대하여, 등록 완료를 통지한다. 단계 SE4에서는, 판매원은, 결제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털 사이트

URL 및 카운터명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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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C11)에는, 단계 SE2에서, 해당 상품에 관한 상품, 금액 등이 등록되어 있다.

고객은,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객 휴대 단말기(400)를 조작한다. 이에 의해, 단계 SE5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

기(400)는, 상기 포털 사이트 URL 및 카운터명에 기초하여, 포털 사이트(310)에 액세스한 후, 포털 사이트(310)를 개재하

여 카운터(C11)에 액세스한다.

단계 SE6에서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거래 내용(상품, 금액 등)이 표시된다.

단계 SE7에서는, 고객에 의해 상기 거래 내용이 확인된 후, 고객 휴대 단말기(400)로 상품의 지불 방법(예를 들면, 크레디

트 카드), 조건(크레디트 카드 번호, 유효 기한 등)이 지정된다. 이에 의해, 카운터(C11)에는, 지불 방법, 조건이 등록된다.

단계 SE8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에 지불 방법, 조건이 표시되어, 판매원에 의해 지불 방법, 조건이 확인된다. 단계

SE9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판매원의 조작에 기초하여,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대하여, 크레디트 카드 결제

에 관한 여신 조회를 의뢰한다.

단계 SE10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결제 서버(700)에 대하여, 여신 조회를 의뢰한다. 단계 SE11에서는, 결제

서버(700)는, 본부 시스템(800)에 여신 조회를 실행시킨다. 본부 시스템(800)은, 전자 결제 시스템1000(도 1 참조)으로

여신을 조회한 후, 여신 결과(예를 들면, 크레디트 카드 이용 가능)를 결제 서버(700)에 통지한다.

단계 SE12에서는, 결제 서버(700)는, 여신 결과를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통지한다. 단계 SE13에서는, 전자 결제 지

원 장치(300)는, 여신 결과를 판매원 단말기(100)에 통지한다. 이 경우, 여신 결과가 크레디트 카드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단계 SE14에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 대하여 결제 및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단계 SE15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매출 DB(342)에 매출을 등록함과 함께, 결제 서버(700)에 대하여, 결제

및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단계 SE16에서는, 결제 서버(700)는, 본부 시스템(800)에 대하여 결제를 지시함과 함께, 매출

등록을 지시한다. 이에 의해, 본부 시스템(800)은, 전자 결제 시스템(1000)에, 해당 상품에 관한 결제를 의뢰한다.

단계 SE17에서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결제 완료를 통지한다. 단계 SE18에서는, 판매

원은,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한다.

또, 상술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바코드 리더를 설치하여, 포털 사이트 URL 및 카운터명을 나

타내는 바코드를 바코드 리더로 리드하는 것에 의해, 포털 사이트(310) 및 해당 카운터에 액세스하여, 입력이 수고를 줄이

는 구성예로 해도 된다.

또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판매원 단말기(100)나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생체 정보(예를 들면, 지문)를 리드하는 생

체 정보 리더를 설치하여,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에의 액세스 시에, 기존의 ID나 패스워드의 입력에 의한 본인 인증 대

신에, 생체 정보 리더에 의해 리드된 생체 정보에 의해 본인 인증을 행하는 구성예로 해도 된다.

또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크레디트 카드 번호 및 유효 기한을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입력하는 구성예에 대하여 설명

했지만, ID나 패스워드의 입력(상술한 생체 정보도 가능)만으로 크레디트 카드 번호 및 유효 기한을 전자 결제 시스템

(1000)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고객 휴대 단말기(400)에 실장하는 구성예로 해도 된다.

또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티켓의 예약·발권을 행하기 위한 예약·발권 서비스, 시설 예약, 도서관의 서적대출 예약을 행

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 건강관리(의학적 체크) 등의 예약 서비스, 기업 서비스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

(100)로부터 통지된 금액을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등록하여,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

(400)로부터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액세스된 경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크레

디트 카드 번호, 유효 기한 등, 이하 동일)을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등록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

부 결제 시스템(전자 결제 시스템(1000) 등)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용 결제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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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 실시예의 변형예1에 따르면,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

로부터 통지된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등록하여,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1000로부터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액세스된 경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판매원에게 통지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전자 결제 시스템(1000) 등)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용 결제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의 변형예2에 따르면,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미리 등록된 결제 예정표(330)에 기초하여, 결제

대상의 금액을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등록하여,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로부터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액세스된 경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점포 A 사이트(3201)

(카운터 C11)에 등록하여,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100)로부터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액세

스된 경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판매원에게 통지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전자 결제 시스

템(1000) 등)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정표가 있는 수금이나 통신 판매의 대금 상환 등에

있어서의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의 변형예3에 따르면,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100)

로부터 통지된 상품의 바코드 정보에 기초하여 상품 마스터(340), 가격 참조 테이블(341) 등의 POS 정보로부터 금액을 검

색하여, 해당 금액을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등록하고,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400)로부

터 점포 A 사이트(3201)(카운터 C11)에 액세스된 경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점포 A 사이

트(3201)(카운터 C11)에 등록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

로 했기 때문에, 전용 결제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 결제 방법을, 크레디트 카드 결제에 관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크레디트 카

드를 판매원에게 건네 줄 필요가 없어, 시큐러티를 높일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상술하여 왔지만, 구체적인 구성예는 이 일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의 설계 변경도 본 발명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상술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변형예4로서, 도 1∼도 6에 도시한 전자 결제 지원 장치(300)의 기능을 실현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 7에 도시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1200)에 기록하여, 이 기록 매체(1200)에 기록된 프로

그램을 동도에 도시한 컴퓨터(1100)에 의해 판독하여, 실행하는 것에 의해 각 기능을 실현해도 된다.

동도에 도시한 컴퓨터(1100)는,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CPU(1110)과,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1120)와, 각종

데이터를 기억하는 ROM(Read Only Memory)(1130)와, 연산 파라미터 등을 기억하는 RAM(Random Access Memory)

(1140)와, 기록 매체(1200)로부터 프로그램을 판독하는 판독 장치(1150)와, 디스플레이, 프린터 등의 출력 장치(1160)로

구성되어 있다.

CPU(1110)는, 판독 장치(1150)를 경유하여 기록 매체(1200)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판독한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

는 것에 의해 상술한 기능을 실현한다.

또, 기록 매체(1200)로서는, 광 디스크, 플렉시블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을 들 수 있다.

(부기1)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결제 대상의 금액을 설정하는 판매원 단말기와,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상기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

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을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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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다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부기2)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웹 사이트에 액세스 가능한 판매원 단말기와,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판매원에게 통지

하는 통지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을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부기3)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웹 사이트에 액세스 가능한 판매원 단말기와,

미리 등록된 예정표에 기초하여, 결제 대상의 금액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

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

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판매원 단말기를 개재하여 상기 판매원에게 통지하는 통지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

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을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부기4)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며, 상품의 바코드 정보를 판독하는 판매원 단말기와,

상기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상기 바코드 정보에 기초하여 POS 정보로부터 금액을 검색하여, 해당 금액을 웹 사이트

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

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전

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을 갖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부기5)

상기 웹 사이트에는, 각 판매원에게 대응하여, 액세스처, 등록처로서의 가상적인 거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4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부기6)

상기 웹 사이트에는, 점포에서의 각 판매장에 대응하여, 액세스처, 등록처로서의 가상적인 거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4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부기7)

상기 전자 결제 수단은, 상기 외부 결제 시스템에 여신 조회한 결과를 상기판매원 단말기에 통지하여, 전자 결제의 지시가

얻어진 경우에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상기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4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부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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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자 결제 방법은, 크레디트 카드 결제에 관한 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7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결

제 지원 시스템.

(부기9)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공정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

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공정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방법.

(부기10)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공정

과,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판

매원에게 통지하는 통지 공정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방법.

(부기11)

미리 등록된 예정표에 기초하여, 결제 대상의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공정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

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공정과,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판

매원에게 통지하는 통지 공정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방법.

(부기12)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상품의 바코드 정보에 기초하여 POS 정보로부터 금액을 검색하

여, 해당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공정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

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공정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방법.

(부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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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웹 사이트에는, 각 판매원에게 대응하여, 액세스처, 등록처로서의 가상적인 거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9∼12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결제 지원 방법.

(부기14)

상기 웹 사이트에는, 점포에서의 각 판매장에 대응하여, 액세스처, 등록처로서의 가상적인 거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9∼12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결제 지원 방법.

(부기15)

상기 전자 결제 공정에서는, 상기 외부 결제 시스템에 여신 조회한 결과를 상기 판매원 단말기에 통지하여, 전자 결제의 지

시가 얻어진 경우에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상기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기 9∼12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결제 지원 방법.

(부기16)

상기 전자 결제 방법은, 크레디트 카드 결제에 관한 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9∼15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결

제 지원 방법.

(부기17)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

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

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부기18)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

과,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판

매원에게 통지하는 통지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

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부기19)

미리 등록된 예정표에 기초하여, 결제 대상의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수단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

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수단과,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판

매원에게 통지하는 통지 수단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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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결제 지원 장치.

(부기20)

컴퓨터를,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금액 등록 공정과,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상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상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상기 금액

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상기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전자 결제 방법 등록 공정과,

상기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전자 결제 공정

을 실행시키기 위한 전자 결제 지원 프로그램.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결제 지원 시스템 및 전자 결제 지원 장치는, 크레디트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 결제에 대

하여 유용하고, 특히, 중소 규모의 점포나 방문판매에 있어서의 전자 결제에 적합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웹 사

이트에 등록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

용 결제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 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판매원

에게 통지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용

결제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 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미리 등록된 예정표에 기초하여, 결제 대상의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고객에 의해서 조작

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웹 사이트

에 등록하여,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웹 사이트에 액세스된 경우, 금액 및 전자 결제 방법을 판매

원에게 통지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

정표가 있는 수금이나 통신 판매의 대금 상환 등에 있어서의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 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를 발휘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판매원에 의해서 조작되는 판매원 단말기로부터 통지된 상품의 바코드 정보에 기초하여 POS 정

보로부터 금액을 검색하여, 해당 금액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고객에 의해서 조작되는 고객 휴대 단말기로부터 웹 사이

트에 액세스된 경우, 고객에 의해 지정되어 금액에 관한 전자 결제 방법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전자 결제 방법에 기초하

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 결제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용 결제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

결제의 도입 비용을 저감 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동일 실시예에 있어서의 결제 처리를 설명하는 시퀀스도.

도 3은 동일 실시예에 있어서의 취소 처리를 설명하는 시퀀스도.

도 4는 동일 실시예의 변형예1에 있어서의 결제 처리를 설명하는 시퀀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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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동일 실시예의 변형예2에 있어서의 결제 처리를 설명하는 시퀀스도.

도 6은 동일 실시예의 변형예3에 있어서의 결제 처리를 설명하는 시퀀스도.

도 7은 동일 실시예의 변형예4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판매원 단말기

101: CPU

300: 전자 결제 지원 장치

301: CPU

3201: 점포 A 사이트

C11: 카운터

C12: 카운터

400: 고객 휴대 단말기

401: CPU

700: 결제 서버

800: 본부 시스템

900: 네트워크

1000: 전자 결제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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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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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744922

- 19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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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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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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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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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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