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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전자 성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먼저, 구매자는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를 개인 휴대 단말기에 삽입하여 사용자 번호를 제공받으며, 모바
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는 입력되는 비밀 번호가 미리 저장되어 있는 비밀 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사용자 
번호를 제공하거나 또는 사용자 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력되는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사용자 번
호를 복호화하여 제공한다. 다음에, 판매자의 판매 시스템(쇼핑몰 등)으로부터 위의 인증 번호가 요청되거나 또는 사용
자 번호에 대한 결제가 요청되면 인증/결제 시스템이 이 사용자 번호에 대한 인증/결제 승인을 받아서 판매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상거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다음 인증/결제시에는 다른 사용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경
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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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색인어
결제카드, 모바일 전자상거래, 인증, 결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구매 7과정 도시도이다.

도 2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헤킹당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3은 기존 카드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카드 사용자 번호 체계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와 휴대 단말기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와 연동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방법의 순차적인 흐
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도시
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의 제어에 의해 표시되는 사용자의 휴대 단
말기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제1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의 다른 예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결제 카드 모듈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 등록 및 구좌 개설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뱅킹 과정에 따라 단말기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15a 및 도 15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판독 모듈을 이용한 상거래 및 결제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
타낸 흐름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상거래 및 결제 과정에 따라 단말기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의 예시도이
다.

도 17a 및 17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상거래 및 결제 처리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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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상거래 및 결제 과정에 따라 단말기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의 예시도이
다.

도 19a 및 도 19b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판독 모듈을 이용한 상거래 및 결제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
타낸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말하자면 단말기에 착탈 
가능한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나 인증을 수행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한 통신 인프라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전자 상거래가 시간적, 공
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 활동 양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
단으로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은 이제 '정보의 바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국경 없는 '비즈니스 
격전장'이 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의 정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내릴 수 있겠으나, 개인,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주체간에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 파는 모든 상거래 행위와 이를 지원하는 활
동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전자 상거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직접 매장까지 나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유통 비용이나 건물 임차료, 재고 비용 등이 거의 없으며, 전세계 모든 인터넷 가입자가 잠재고객이라는 점에서 
첨단 황금 어장에 비유되고 있다. 또한 전자 상거래는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시키고, 모든 거래 내
역을 컴퓨터로 기록/관리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인 전자 상거래 이용 현황과는 별개로 한국 내에서
의 전자 상거래 진행정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자 상거래 활용정도가 미미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객과 상점이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는 인터
넷 상에서 전자 상거래(비대면 거래)를 할 경우,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하여 신용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전자 지불 시스템(Electronic Payment System)에 대하여 서양 사람보다는 보수적이며, 또한 현금의 사용이 중시되
어왔던 지역의 사용자들은 개인신용 정보의 노출을 불안해 한다는 점을 큰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

사실 전자 상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효율적으로 신용 정보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선불 카드(Prepaid Car
d)형, 신용 카드(Credit Card)형, 예금 이동형, 전자현금형 등의 다양한 형태의 대금 결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근
본적인 사용자 보호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사용자 정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 지불 보안 기술을 표준화 및 
강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 역시 전자 상거래 이용시 신용 카드 사용자 번호 등이 노출될 경우에 대해서는 근본적
인 해결책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도 1은 전자 지불 보안 기술의 표준화 방안과 관련하여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방식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구매 과정을 도시한다.

    
기존의 전자 상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사용자가 쇼핑몰에 접속하여 브라우저상의 주문서에 상품명이나 신용 카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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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입하여 구매 신청을 하면, 신용 카드 번호와 주문서는 각각의 키로 암호화되어 쇼핑몰 업체에 전송되며(104), 
이렇게 암호화되어 전송된 주문서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복호화되고(106), 암호화된 신
용 카드 번호는 신용 카드 회사(경우에 따라서는 VAN 사업자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VAN 또는 PG(paymnt g
ateway) 사업자를 거쳐 신용 카드 회사로 승인에 관한 질의가 전달될 수 있음) 쪽으로 전달되어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108).
    

여신 한도 등과 관련되어 승인 요청을 받은 신용 카드 회사는 신용 카드 번호를 암호화 키에 대응하는 복호화 키를 사용
하여 암호화를 해제하여 신용 카드 번호를 획득(110)한 다음, 이 번호에 대한 여신 관련 정보 등을 검색하여 승인 요청
에 대한 결과를 쇼핑몰 업체에 전송한다(112).

쇼핑몰에서는 이러한 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에 따라 거래 완료 또는 거래 불능 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표시함으
로써(116), 일련의 전자 상거래가 행해지게 된다.

도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인터넷을 경유해서 개인 정보가 기재된 상품 구입용 주문서나 신용 카드 번호를 주
고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에 암호화가 실행된다. 그러나 관계없는 기관에 개인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알려지는 
것도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쇼핑몰만이 암호화된 주문서를 사용하고, 신용 카드 회사
만이 암호화된 신용 카드 번호를 복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외에도, 헤킹이나 신용 카드 번호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알아낸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한편, 도 2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해킹당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도이다. 가정 , 회사 또는 PC 등에서 개별 PC
(202)를 사용하여 전자 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PC 뱅킹을 시도한다고 가정하면, 전송하려는 정보가 
전자 상거래 업체 또는 은행 등의 서버(204)로 전용선이 아닌 네트워크(예를 들어 인터넷)를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 네
트워크를 통하여 제3 자(206)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신용 카드의 사용자 인증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 신용 카드 사용자를 
인증하는 장치" (등록 실용 신안 제1999-23246호)가 실용 신안 출원되었다. 상기 출원에서는 사용자가 신용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신용 카드 자체에 구비된 사용자 인증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장치를 통하지 않고 본인 여부를 인
증 받음으로써, 타인에 의한 신용 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방비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상기 출원이 개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역시 신용 카드번호는 카드마다 고정되어 있고 전자 상거래 진행시 이러
한 고정된 사용자 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신용 카드 사용자 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타인이 전자 상거래시 사용자 
번호를 도용하는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이다.

즉, 종래 기술들을 카드 사용자가 카드 사용자 번호를 전자 상거래시 입력한 경우에 대해 정리하면, 직장, 증권방 또는 
공용 장소에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될 키오스크와 같은 개별 단발기 주변에서 몰래 훔쳐보거나, 또는 해킹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전자 상거래시 사용되는 PC에 설치하여 상기 카드 사용자 번호를 획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본적으
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도 3은 이러한 고정된 사용자 번호와 관련하여 기존 카드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카드 사용자 번호 체계를 도시한다.

    
도 3의 참조번호(302)는 BIN No. 카드 고유 식별 번호를 도시하며, 참조번호(304)는 카드별 등급을, 참조번호 (306)
은 개인 또는 법인을 구분하기 위한 카드 종류를 나타낸다. 참조번호 (308) 내지 참조번호 (312)는 개인에 관한 정보
를 나타내기 위한 구성 부분으로 참조번호 (308)은 개인 식별 번호를, 참조번호(310)은 개인 또는 가족인지를 나타내
기 위한 가입자 분류를 나타내고 참조번호(312)는 도난/분실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발급 순서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참조 번호 (314)는 번호 도용 또는 임의의 입력 시도에 대한 검증을 위한 오류 확인 번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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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카드 체계에서는 전자 상거래시 도용된 카드 번호를 활용하는 경우 일례로 악의를 
가진 제 3자가 전체 16자리의 번호 중 마지막 자리만을 알아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몇번의 시도로 거래를 타인 명
의로 성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 상거래시 개인이 일단 전자 상거래 업체 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주
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결제 승인 요청 정보와 함께 암호화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승
인을 요청받은 카드사가 자신의 카드 고객의 정보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사용 인구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 마케팅에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임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세세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이며, 설사 등록하여 사용하
는 경우라 하더라도 악의를 가진 제3 자가 그러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완벽하게 도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하여 시간 동기 방식의 RSA Secure ID, OTP(one time password) 방식의 보안 
토큰(secure token), 보안 카드(secure card), once ID 등이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2팩터 방식으로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인증을 위해 단말기에 표시되는 번호
는 패스워드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단지 사용자 인증으로만 기능이 국한되며 결제 정보까지 연계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 상거래의 기술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휴대폰 및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은 휴대형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 메일 수신이나 정보 검색 또는 상품 구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받아서 사용자가 구매 결정을 한 후 상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
는 경우에, 무선 통신 단말기의 입력 장치의 한계성(크기)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성명은 물론이고 결제할 수단의 정보
(예를 들어 신용 카드 번호 등), 배송지 주소 등과 같은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상품 구매 등의 전자 상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외에
도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에 보안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모바
일 상거래(M-COMMERCE)를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오프 라인상에서 결제시에 신용 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가의 카드 리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오프 라인 상점에서는 고가의 카드 리더기 구입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언제 어디서나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결제나 인증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1 기술적 과제는 거래시마다 카드 사용자 번호가 갱신되고, 휴대폰 등의 개인 휴대 단
말기 등에 휴대 단말기의 데이터 포트에 삽입하여 휴대 단말기와 통신할 수 있는 착탈 가능한 모듈 형태의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 또는, 휴대 단말기의 데이터 포트에 삽입된 커넥터를 통해 휴대 단말기와 통신하는 카드 형태
의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2 기술적 과제는 이러한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와 연동하여 전자 상거
래에 따른 인증/결제를 수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3 기술적 과제는 별도의 고가의 리더기 없이도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오프 라인에
서 이루어지는 구매에 따른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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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1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인증/결제 장치는, 표시부와 입력부를 무선 통신 단
말기에 연결 가능한 인증/결제 장치로서, 다수의 암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의 입력부로부터 비밀 번호가 입력될 때마다 상기 메모리로부터 설정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하나의 암호화된 카
드 사용자 번호를 리드한 다음에, 상기 입력된 비밀 번호를 기초로 리드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카
드 사용자 번호를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여 표시부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처리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특징에 따른 인증/결제 장치는, 표시부와 입력부를 포함하는 무선 통
신 단말기에 연결 가능한 인증/결제 장치로서, 카드 사용자 고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기 입력부로부터 비밀 
번호가 입력될 때마다 상기 메모리로부터 카드 사용자 고유 정보를 리드한 다음에, 상기 입력된 비밀 번호를 토대로 처
리하여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여 표시부사에 표시
되도록 하는 처리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인증/결제 장치에서, 상기 처리부는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되는 비밀 번호와 상기 전송된 비밀 번
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상기 전송된 비밀 번호에 대응되어 있는 암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복호화한다. 여기서 카드 
사용자 번호는 사용자 인증을 위한 인증 번호로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포트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상기 인증
/결제 장치는 커넥터를 통하여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포트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특징에 따른 결제 시스템은, 판매자의 판매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어 결제 처리를 수행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구매자마다 사용 가능한 카드 번호별로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가 
대응되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판매 시스템으로부터 카드 사용자 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카드 사용자 번호를 리드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하며, 일치된 경우에 상기 카드 사용자 번호에 대응하는 카드 번
호를 찾아서 결제 처리를 수행하는 처리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 장치는 설정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상기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 중 하나의 카드 사용자 번호를 리드하여 상기 판매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된 카
드 사용자 번호와 비교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특징에 따른 결제 방법은, 판매자의 판매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며, 구매자마다 사용 가능한 카드 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각 카드 번호별로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가 대
응되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결제 시스템의 결제 방법으로, 상기 판매 시스템으로부터 식별 번호 및 
카드 사용자 번호가 수신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대응되는 카드 번호를 찾는 단계; 상기 카드 번호에 대한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카드 번호에 대한 거래 승인이 결정된 경우에, 상기 거래 승인을 상기 상거래 
시스텝으로 통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판매 시스템으로부터 송신된 카드 사용자 번호가 현재 사용될 순서에 해당
하는 카드 사용자 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 상기 카드 사용자 번호에 대응되어 있는 카드 번호를 찾는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결제 시스템 및 방법에서, 상기 판매 시스템은 결제 카드 모듈로부터 확인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상기 결제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암호화된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결제 카드 모듈이, 입력되는 비밀 
번호를 토대로 현재 사용될 순서에 해당하는 암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표시부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여 상기 표시부상에 표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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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3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방법은,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다수의 단말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시스템의 전자 상거래 방법
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하는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단말기로 다수의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 정보를 제공
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가 하나의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요청하면 상기 단말기를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
스템으로 연결시키는 단계;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품 결제/인증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
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구매자가 결제/인증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은
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인증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특징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방법은,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다수의 단말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시스템의 전자 상거래 방법
으로,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으로부터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인증 요청이 입력되면, 해
당 단말기로 결제/인증을 위한 정보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단말기로부터 상품 결제/인증
을 위한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구매자가 결제/인증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특징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방법은, 구매자의 결제 카드 모듈, 결제 카
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판매자 단말기 및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시스템의 전자 상거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되면 판매자 단말기가 상품 결제 인증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를 전송하
는 단계; 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결제가 가능한 것임을 인증 처리하는 단계; 및 인증 처리되면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상품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특징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방법은,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
한 다수의 구매자 단말기,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시스템의 전자 상거래 방법으로, 상기 결
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네트워크 뱅킹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상기 구매자가 네트워크 뱅킹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단계; 및 
인증 처리되면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 단말기를 연결시켜 네트워크 뱅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방법에서, 상기 암호화 번호는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의 식별 번호 및 상기 
결제 카드 모듈에 저장된 다수의 사용자 번호 중 현재 사용될 순서에 해당하는 사용자 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기 암호화 번호는 단말기의 전화 번호의 전부나 일부 또는 단말기 고유 번호와 함께 결제/인증을 위하여 전송될 수 있
다.

한편, 인증 처리 단계는, 상기 복호화된 정보에 포함된 결제 카드 모듈의 식별 번호가 등록된 번호이고, 상기 사용자 번
호가 현재 사용될 순서에 해당하는 번호인 경우에 인증 처리하는 단계;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 전자 상거래가 가능한 사
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패스워드 입력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패스워드가 등록된 패스워드인 경우에 전자 상거래가 
가능한 구매자로 최종 인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단말기는 무선 통신 단말기일 수 있으며, 판매자 단말기도 무선 통신 단말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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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제3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특징에 따른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
능한 다수의 단말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결제 카드 
모듈 정보, 단말기 정보 및 결제/인증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결제 카
드 모듈이 장착된 단말기로부터 상품구매에 따른 결제/인증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구매자가 결제/인증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
리하는 인증 처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인증 처리부는 인증 처리 후에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
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특징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방법은, 구매자의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다수의 판매자 단말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시스템
으로, 결제 카드 모듈 정보, 판매자 단말기 정보 및 결제/인증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를 통하여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상품구매에 따른 결제/인증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결제 카드 모듈
을 가진 구매자가 결제/인증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인증 처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인증 처리부는 인증 처
리 후에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특징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방법은,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
한 다수의 구매자 무선 통신 단말기 및 유선 통신 단말기, 그리고 은행 시스템 및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전자 상거래 방법에서, 구매자의 유선 통신 단말기가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
템에 접속하여 상품 정보를 요청하면,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이 상품 정보를 상기 유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
계; 구매자의 유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품 구매 및 그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 결제가 요청되면,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이 구매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용 전자 메일 주소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이 구매자의 유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제공되는 전자 메일 주소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의 결제 페이지를 전송하는 단계; 구매자가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 메일 주소로 접속한 다음에 전송된 결제 페이지를 통하여 쇼핑몰 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이 결제 카드 모듈 장착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구매자
의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네트워크 뱅킹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전자 상거래 시스템이 상기 암호
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상기 구매자가 네트워크 뱅킹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단계; 및 인증 처리되면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 단말기를 연결시켜 네트워크 뱅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되는 결제 페이지는 일회용일 수 있으며,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이 상기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자의 유선 통신 단말기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자 메일 주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하,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실
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a 및 도 4b에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여기서는 인증/결제 장치가 결제 
카드 모듈로서 구현된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나, 본 발명은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 기술되는 내용을 토대로 사
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 모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의 구조와, 무선 통신 단말기와의 연결 상태가 도시되어 있다.

    
첨부한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4)은 CPU(41), EEPROM(
42), 클락부(43), 및 인터페이스부(44)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결제 시스템으로 별도의 접속 과정없이 한번의 클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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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URL 송출 버튼(45), 결제를 요청하기 위한 인증용 버튼(46)을 더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결제 카드 모듈(4)은 CPU, EEPROM 및 클락부를 통합한 원칩(one-chip)형 MCU(memory control un
it)로 구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제 카드 모듈(4)은 구매자 단말기(2) 즉, 무선 통신 단말기(2)에 착탈 가능하게 연결되며, 무선 통신 단말기
(2)는 무선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데이터 포트(21)와, 비밀 번호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다수의 
키로 이루어지는 키패드(22), 입출력되는 데이터 또는 결제 카드 모듈(4)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부
(23) 및 무선 송수신부(24.25), 수신된 데이터를 결제 카드 모듈(4)로 전송하고, 결제 카드 모듈(4)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표시부(23)에 표시되도록 하거나 송신부(24)를 통하여 전송되도록 하는 처리부(26)를 포함한다.
    

    
한편, 결제 카드 모듈(4)의 인터페이스부(44)는 데이터 포트(21)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통신하며, 여기서는 RS-232
C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신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결제 카드 모듈(4)의 CPU(41)는 RS-232 방식의 인터페이
스를 통해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된 표시부(23) 및 키패드(22)와 시리얼(serial) 통신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무선 
통신 단말기 내부와 본 실시예의 결제 카드 모듈의 CPU가 동일한 데이터 프로토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무선 통신 단말기의 내부 전압과 결제 카드 모듈의 CPU에서 요구되는 전압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조절하기 위한 DC-
DC 컨버터 또는 레귤레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예를 들어, 결제 카드 모듈(4)의 CPU(41)는 각 무선 통신 단말기 업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예를 들면 ESM
S 프로토콜(SK측의 데이터 포맷) 또는 EIF 프로토콜(ESMS와 유사하나 인터넷 기반)과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결제 카드 모듈(4)의 EEPROM(42)에는 의사 사용자 번호 및 CPU 프로씨저 기초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 특히, 다
수의 의사 사용자 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며, 설정된 순서(사용 순서라고 명명함)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사용된다.

    
CPU(41)는 클락부(43)로부터 제공되는 클락 신호에 따라 무선 통신 단말기(2)의 키패드(22)를 통하여 비밀 번호가 
입력될 때마다 EEPROM(42)에 저장되어 있는 의사 카드 사용자 번호를 설정된 규칙에 따라 복호화하며, 특히, 인증용 
버튼(46)이 작동되면 EEPROM(42)에 저장된 다수의 의사 사용자 번호 중 사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하나의 의사 사
용자 번호를 리드하고 복호화하여 사용 가능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카드 사용자 번호와 결제 
카드 모듈의 시리얼 번호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정보와 무선 통신 단말기(2)로부터 제공되는 단말기의 전화 번호 일
부를 무선 통신 단말기(2)를 통하여 결제 시스템(1)으로 전송하여 결제나 인증을 요청한다.
    

EEPROM(42)에는 카드 사용자 고유 정보(이전 카드 사용자 번호, 또는 암호화된 개인 식별 정보와 시간 또는 스텝 정
보) 등이 저장되어 일련의 규칙에 따라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생성할 수 있음도 자명하다.

    
도 5에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결제 카드 모듈 및 무선 통신 단말기와 연계하여 인증/결제를 수행하는 시스템의 구
조가 도시되어 있다. 첨부한 도 5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인증/결제 시스템(여기서는 결제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예로 들어 설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사용자 식별 등의 인증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1)은 네트워크(유무선 네트워크(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퓨쳐 네트워크 등 포함)
(M1)를 통하여 구매자 단말기(2) 및 판매 시스템(3)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결제 승인을 위한 승인 시스템(5)
에도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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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결제/시스템 즉, 결제 시스템(1)은 VAN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으며, 결제 카드 모듈(4)을 이용한 결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듈(D1)과, 데이터베이스 모듈(D1)에 저장된 정보
를 토대로 하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구매자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처리 장치(D2)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인터페이스 서버(D3) 및 메일 서버(D4)를 더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모듈(D1)은 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D11), 인증 정보 데이터베이스(D12) 및 결제 정보 데
이터베이스(D13)를 포함한다.

    
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D11)에는 결제 카드 모듈(4)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구매자에 대한 다수 정보가 구매자별로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결제 카드 모듈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결제 
식별 번호별로 성명, 결제를 위한 패스워드, 그리고 해당 구매자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 번호, 단말기 전화 번호, 결제 카
드 모듈 시리얼 번호, 각종 카드(신용 카드 또는 백화점 카드 등)의 고유 카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연락처( 전자 메
일 주소, 7우편 주소, 유선 전화 번호 등), 거주지 등의 구매자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인증 정보 데이터베이스(D12)에는 결제 카드 모듈에 부여되어 있는 식별 번호별로 사용하는 각종 카드 번호에 대응하
여 사용 허가를 나타내는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가 서로 매칭되어 저장되어 있으며, 거래시마다 각 카드 번호에 대응
되어 있는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는 사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각각 사용된다. 그러나, 규칙을 통해 카드 번호를 생
성하는 경우는, 인증 정보 데이터베이스(D12)에 하나 이상의 카드 사용자 번호가 저장되도록 구현될 수 있다.

결제 정보 데이터베이스(D13)에는 결제를 요청한 구매자별로 결제된 카드 및 그에 따른 결제 내역이 저장되어 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D11∼D13)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처리 장치(D2)는 회
원 관리부(D21), 번호 발행부(D22), 결제 처리부(D23) 및 정보 송신부(D24)를 포함한다.

회원 관리부(D21)는 네트워크(M1)를 통하여 접속하는 다른 시스템(구매자 단말기, 판매 시스템, 인증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며, 특히, 본 발명에 따른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의 등록 및 접속시의 회원 로그
인 등을 처리한다.

번호 발생부(D22)는 회원으로 등록된 각 구매자의 카드별로 사용 허가를 나타내는 카드 사용자 번호를 부여한다.

    
결제 처리부(D23)는 판매 시스템(3)으로부터 카드 사용자 번호가 송신되면, 인증 정보 데이터베이스(D12)에 저장되
어 있던 카드 사용자 번호(사용 순서에 따라 현재 사용되어야 할 차례인 카드 사용자 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에 따라 승인 시스템(5)으로 거래 승인을 요청한다. 한편, 결제 시스템(1)이 카드를 자체적으로 발급한 카드 
회사인 경우에는 승인 시스템(5)을 통하지 않고 결제 처리부(D23)가 각 카드 회원별로 거래 한도 및 신용 등의 정보가 
저장되는 별도의 카드 정보 데이터베이스(도시하지 않음)에 저장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거래 승인을 처리한다.
    

정보 송수신부(D24)는 판매 시스템(3)과의 정보 송수신을 수행하며, 특히, 거래 승인 결과를 네트워크(M1)를 통하여 
판매 시스템(3)으로 전송한다.

    
인터페이스 서버(D3)는 네트워크(M1)를 통해 다수의 단말기(2) 및 시스템(3,5)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서버
(D2)를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신 규격(예를 들어 HTTP 프로토콜 등)에 맞도록 변환 처리하여 다수의 
단말기(2)나 시스템(3,5)에게 제공하거나, 네트워크(M1)를 통하여 다수의 단말기 (2)나 시스템(3,5)으로부터 전송
되는 정보를 수신하여 처리 장치(D2)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웹 서버나 다른 시스템과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데
이터베이스 연동 장치(CGI)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서버(D3)는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사의 인
터넷 정보 서버(IIS : internet information sever)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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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이 개시한 바에 따라 상기 시스템이 인증 관련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에 적절하도록 
상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결제 카드 모듈 및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토대로 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
거래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6에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방법의 순차적인 흐름이 도시되어 있다.

    
결제 시스템의 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가 결제 카드 모듈(4)의 인터페이스부(44)
를 무선 통신 단말기(2)의 데이터 포트(21)에 삽입하면, 무선 통신 단말기(2)의 표시부(23)의 제어권을 획득하기 위
한 명령어(예를 들면, SETLCD=1) 및 무선 통신 단말기의 키패드(22)의 제어권을 획득하기 위한 명령어(예를 들면, 
SETKEY=1)가 자동으로 무선 통신 단말기(2)로 전송되며, 무선 통신 단말기(또는 편의상 단말기라 명명함)(2)의 처
리부(26)는 이러한 제어권을 결제 카드 모듈(4)의 CPU(41)로 넘기게 된다.
    

이후, 단말기의 표시부(23) 상에 결제 초기 화면이 표시되고, 사용자가 결제를 하기 위하여 결제 카드 모듈(4)의 비밀 
번호를 입력하면, 비밀 번호는 인터페이스부(41)를 통하여 결제 카드 모듈(4)의 CPU(41)로 입력된다(S60). 결제 카
드 모듈(4)의 CPU(41)는 사용 확인 메세지가 단말기(2)의 표시부(23) 상에 표시(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될 수 있다)
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결제 카드 모듈(4)을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다시 확인한다(S61).

확인 후에, CPU(41)는 사용 순서에 따라 현재 사용되어야 할 차례에 해당하는 의사 카드 사용자 번호를 EEPROM(42)
으로부터 리드한 다음, 입력되는 비밀 번호를 해독키로 하여 복호화하여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생성하며, 단말기(2)의 표
시부(23) 상에 생성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표시한다(S62).

이와 같이, 결제 카드 모듈(4)이 비밀 번호를 해독키로 암호 해독 과정을 수행하여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생성하여 보여
주는 방법이외에도, 해독을 위한 비밀 번호를 최초 동작시 결제 카드 모듈(4)에 저장하고, 향후 입력되는 번호를 저장
된 비밀 번호와 비교한 후 일치하면 해독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비밀 번호 입력에 따라 결제 카드 모듈(4)과 통신하는 단말기(2)의 표시부(23)에 카드 사용자 번호가 표시되면, 사용
자는 이 카드 사용자 번호를 판매 시스템(3)으로 제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사용자가 네트워크(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포함)를 통하여 쇼핑몰 싸이트 등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쇼핑
몰 싸이트인 판매 시스템으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전송하며, 일반 카드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
자 번호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여 카드 조회기인 판매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특히, 사용자가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상의 판매 시스템 등으로 접속하여 상거래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에 기술된 바
와 같이 결제 카드 모듈을 무선 통신 단말기에 삽입하고, 이에 따라 단말기 상에 표시되는 카드 사용자 번호를 해당 단
말기를 통하여 모바일 인터넷 상의 판매 시스템 등으로 바로 전송하여 사용되도록 한다.
    

사용자로부터 카드 사용자 번호를 제공받은 판매 시스템(3)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자 번호와 관
련된 사항을 결제 시스템(1)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결제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중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결제 카
드 모듈(4)에 부여된 식별 번호가 포함될 수 있다(S63∼S64).

    
결제 시스템의 결제 처리부(D23)는 판매 시스템(3)으로부터 전송되는 카드 사용자 번호와 관련된 사항 및 거래 내역
을 수신한 다음에, 수신된 식별 번호를 토대로 인증 정보 데이터베이스(D12)를 검색하여, 결제를 요청한 구매자의 결
제 카드 모듈에 부여되어 있는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 중에서 사용 순서에 따라 현재 사용될 차례에 해당하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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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자 번호를 찾아서 판매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된 카드 사용자 번호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고(S65), 두 카드 사
용자 번호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제 인증을 수행한다.
    

    
두 카드 사용자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자 번호와 매칭되는 카드 회사의 카드 번호와 거래 내역을 카드 회
사가 운영하는 승인 시스템(5)으로 송신하여 거래 승인을 요청한다(S67).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
사가 카드를 자체적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별로 거래 한도 및 현재의 서비스 가능 현황에 관한 정보가 결제 시스템
(10)에 저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회사 등에 거래 승인을 문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의 거래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가 생략될 수 있다.
    

승인 시스템(5)으로부터 거래 승인이 통보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거래 승인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 카드 사용자 번호
(전자 상거래를 사용하려고 접속할 때의 회원 ID일 수도 있음)와 함께 거래 승인 결과를 판매 시스템(3)으로 송신한다 
(S68).

    
한편 결제 시스템(1)은 승인 시스템(5)으로부터 거래 승인 거절이 통보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거래 승인이 거절된 경
우에도, 해당 카드 사용자 번호(또는 회원 ID)와 함께 거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메세지를 판매 시스
템(3)으로 송신한다. 이 경우 거래가 승인될 수 없는 번호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서 정확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며, 이
러한 승인 오류가 소정회 반복되는 경우, 또는 소정 시간 내에 정확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을 얻지 못하거
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번호 입력이 소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결제 정지를 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카
드 사용자에게 무선으로 알려서 부정 사용을 즉시 차단시킬 수 있다.
    

결제 요청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보한 다음에, 결제 시스템(1)의 결제 처리부(D23)는 승인 결과에 상관없이 또는 승인
된 경우에 결제가 이루어진 카드에 대응하여 거래가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다음 거래시에는 설정 순서에 따
라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자 번호를 사용한다.

이러한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 즉, 결제 카드 모듈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도 7에 순차적으로 도시되
어 있다.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결제 카드 모듈(4)에서는 사용 카드의 종류나 회사를 선택하는 단계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상의 대기 단계(S70)에서 키패드(22)를 통하여 버튼 입력 신호가 입력된 다음에 비밀 번호가 입력되면(S71), 표시
부 (23)를 통하여 사용 확인 메시지를 표시하여 사용 여부를 다시 질의한다(S72).

다음에,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S73) 다시 카드 사용을 취소하고 다음번에 사용할 것인지를 표시부(23)를 통하
여 질의하고(S74), 취소하지 않으면 입력된 비밀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비밀 번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입력된 비밀 번호를 해독키로 하여 EEPROM(42)에 저장되어 있는 의사 카드 사용자 번호(설정 순서에 따라 현재 거래
시에 사용되어야 할 의사 카드 사용자 번호)를 복호화하여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생성한다(S75).

    
다음으로, 비밀 번호가 저장된 비밀 번호와 동일한 경우에는 의사 카드 사용자 번호가 정확한 해독키로 복호화됨으로써 
거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자 번호가 표시부(23) 상에 표시되는 반면에(S76), 비밀 번호가 저장된 비밀 번호
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 카드 사용자 번호가 잘못된 해독키로 복호화됨으로써 거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카드 
사용자 번호가 표시부(23) 상에 표시된다(S79). 그러므로 제3자가 악의로 임의의 번호를 비밀 번호로 입력한 경우에
는 이러한 번호를 사용하여 복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 즉 승인이 날 수 없는 번호가 표시되며, 이에 따라 제3자가 이 
번호를 사용하여 전자 상거래등을 시도하여도 승인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카드 번호 도용에 의한 피해를 용이하게 방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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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밀 번호 입력시마다 저장된 비밀 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사용 순서에 따라 의사 카드 사용자 번호를 순차적
으로 복호화하여 표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밀 번호를 2중으로 설정하여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결제 카드 모듈(4)의 CPU(41)는 비밀 번호 입력에 따라 복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
를 단말기의 표시부(23)에 표시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카드 사용자 번호 표시 동작을 중지한 후 대기 상태로 
복귀한다(S78). 경우에 따라서 단계 S73 내지 S75는 변형 실시예에 따라 적절히 생략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8에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인 결제 카드 모듈의 제어에 의해 사용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화면에 대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8의 (a)는 사용자 번호를 복호화하기 위한 비밀 번호 입력을 대기하는 화면, 도 8의 (b)는 비밀 번호가 입력되는 화
면, 도 8의 (c) 및 (d)는 현재 사용가능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한 화면을 
나타낸다.

도 9에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의 또 다른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9에 도시된 결제 카드 모듈 즉, 
결제 카드 모듈(4')는 일반적인 카드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말기(2)의 데이터 포트(21)에 삽입되는 별도의 커넥터를 
가지는 구조이다.

여기서, 결제 카드 모듈(4')는 일반 카드 두께를 가지는 ASIC칩(41')을 포함하며, 별도의 커넥터(44')는 단말기(2)와 
결제 카드 모듈(4')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ASIC 칩(41')은 CPU, EEPROM,클락부를 포함하는 원칩
이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결제 카드 모듈(4') 또한 위의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결제 카드 모듈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
거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동작하며, 위의 실시예와는 달리, 커넥터(44')를 이용하여 단말기(2)와 ASIC 칩(41') 사이
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격 예를 들면, ISO 7816 규격의 카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
로 일반 신용 카드 형태와 동일한 형태가 가능해져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상의 결제
시에 ATM 또는 CD 단말기 등에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기록된 일반적인 카드 정보를 읽혀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카드 모듈(4')를 단말기(2)의 데이터 포트(1)에 커넥터(44')를 삽입하여, 위의 실시예에 서술한 것과 동일
한 방식으로 ATM 또는 CD 단말기에서 요구하는 비밀 번호를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인 ATM 또는 CD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4자리를 요구하므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실시예의 
다른 예인 단말기의 표시부의 동작은 위의 제1 실시예와는 달리 2가지 선택 모드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서, ATM 또는 CD 단말기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될 수 있는 사용자 번호 생성 알고리즘을 활용해
서 생성된 사용자 번호의 특정 4자리 번호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도 10에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또 다른 예인 결제 카드 모듈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화면에 대한 예가 도
시되어 있다.

도 10의 (a)는 온라인 결제시 필요한 카드 사용자 번호와 ATM용 비밀 번호 중 어떤 번호를 생성하기를 원하는지 사용
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화면, 도 10의 (b) 및 (c)는 사용자 번호를 복호화하기 위한 비밀 번호가 입력되는 화면, 도 10
의 (d)는 현재 사용가능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되는 화면을 나타낸다. 도 10의 (e)는 현재 
사용가능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되는 화면을 나타낸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다른 예인 카드형 결제 장치는 또한 무선 통신 단말기의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통상적
인 전자 화폐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즉, 커넥터를 통해 카드형 결제 장치가 단말기에 삽입되는 경우, 인터넷 기능을 
갖는 무선 통신 단말기가 전자 화폐 서비스를 시행하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 화폐를 구입하여 결제 장치에 충
전시킬 수 있으며, 잔액 조회 및 잔액을 타인의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로 이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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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은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무선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포트에 삽입
되는 모듈 형태와 카드 형태이외에도, 무선 통신 단말기의 옆이나 밑으로 삽입될 수 있는 있는 형태 즉, SIM 카드 형태 
또는 UIM(user identify moudle)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위에 기술된 제1 실시예에서는 비밀 번호 입력시에 무선 통신 단말기와 연결된 결제 카드 모듈의 메모리(EEPR
OM)에 저장된 카드 사용자 번호가 리드 및 처리되어 무선 통신 단말기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었으나, 이와는 달리 결제 
카드 모듈이 무선 통신 단말기에 연결되면, 결제 카드 모듈에서 카드 사용자 번호가 생성되어 무선 통신 단말기의 메모
리에 저장되도록 하여, 이후 비밀 번호 입력시에 결제 카드 모듈과 통신하지 않고 무선 통신 단말기의 메모리에 저장된 
카드 사용자 번호가 표시부 상에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인증이나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 카드 형태의 인증/결제 장치를 무선 통신 단말기에 삽입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 11에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첨부한 도 11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위의 제1 실시예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단지, 네트워크(M1)를 
통하여 은행 시스템(6) 및 쇼핑몰 시스템(7)에도 연결되어 있다.

결제 시스템(1)과 연결되어 상거래 결제를 수행하는 은행 시스템(6)은 결제 시스템(1)의 요청에 따라 결제 카드 모듈
을 소지한 구매자에게 구좌를 개설하고, 결제 요청에 따라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제를 수행한다.

쇼핑몰 시스템(7)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품(여기서, 상품은 판매 가능한 유무형의 모든 것(물건, 서비스, 컨텐츠 등)
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사이의 시스템으로서 결제나 인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이다. 제2 실시예
에서 판매 시스템(3)은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샵의 PC나 무선 통신 단말기일 수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다수의 구매자들을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상거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의 등록 및 결제를 위한 전자 은행의 구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2에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등록 및 구좌 개설 과정이 순차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상거래 및 결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오프라인상의 판매샵에서 결제 카드 모듈을 
구입한다(S100). 구입에 따라 결제 카드 모듈과 취급 설명서가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의 등록을 위한 회원 등록 신청서가 제공된다.

사용자가 회원 등록 신청서에 성명, 주소, 성별, 단말기 전화 번호, 구입한 결제 카드 모듈에 부여된 시리얼 번호, 그리
고 결제를 위한 패스워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 번호, 직업, 전자 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입하며, 또한 본 발
명에 따른 전자 은행 시스템의 구좌 개설 여부를 기입한다(S110).

    
이와 같이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가 기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판매샵의 관리자는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를 판매 시스템(3)
을 통하여 결제 시스템(1)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회원 정보 기록 과정은 종이 등의 서면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신청서가 판매 시스템(3) 상에 표시되어 사용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서면으로 기록된 
사용자 정보는 관리자가 직접 판매 시스템(3)으로 입력하는 방법, 스캐닝되어 판매 시스템(3)으로 입력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판매 시스템(3)으로 입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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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스템(3)은 입력된 사용자 즉, 결제 카드 모듈을 구입하고 회원 등록 신청을 한 사용자의 정보를 네트워크(인터
넷, 전용선 등)를 통하여 결제 시스템(1)으로 제공하며(S120), 결제 시스템(1)의 결제 처리부(D23)는 입력되는 사용
자 정보 중에서 결제 카드 모듈 시리얼 번호를 추출하여 카드 식별 번호로 변환하고, 이 카드 식별 번호에 사용자가 설
정한 패스워드, 그리고 단말기 번호 중 일부(예를 들어, 무선 단말기 전화 번호 뒤의 4자리)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제 
시스템의 결제 식별 번호를 생성한다(S130∼S140).
    

결제 시스템(1)의 회원 관리부(D21)는 결제 처리부(D23)에 의하여 생성된 결제 식별 번호에 대응시켜 판매 시스템(
3)으로부터 제공된 사용자의 정보를 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D11)에 저장하여, 회원 등록을 수행한다(S150).

다음에, 회원 관리부(D21)는 새로 등록된 사용자에게 결제를 위한 전자 은행 구좌를 개설해주기 위하여, 전자 은행인 
은행 시스템(6)으로 사용자의 결제 식별 번호를 제공하여 구좌 개설을 요청하며, 이에 따라 은행 시스템(6)은 결제 식
별 번호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자 은행 구좌를 개설시킨다(S160). 이 때, 회원 관리부(D21)는 결제 식별 번호와 함께 
구좌 개설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용자 정보(예를 들어,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단말기 전화 번호 등)만을 제공한
다.

결제 시스템(1)의 회원 등록 및 구좌 개설이 완료되면, 은행 시스템(6)은 사용자의 단말기(2)로 구좌 개설 완료를 통
지한다(S170). 개설 완료 통지는 전자 메일, 문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은행 시스템(6)으로부터 회원 등록에 따라 전자 은행 구좌 개설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
가 통지되면, 구입한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하여 전자 상거래를 하게 된다.

다음에는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하여 모바일 뱅킹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3에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뱅킹 처리 과정이 순차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도 14에 모바일 뱅킹에 
따라 사용자 단말기 상에 표시되는 정보의 일례가 순차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첨부한 도 13에 도시되어 있듯이, 먼저, 결제 시스템의 회원으로 등록되고 전자 은행 구좌를 개설받은 사용자가 결제 
카드 모듈을 등록한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한다(S200). 사용자가 결제 카드 모듈(4)의 인터페이스부(61)를 구매자 
단말기인 무선 통신 단말기(2)의 데이터 포트(21)에 삽입하면, 제1 실시예와 같이, 무선 통신 단말기(2)의 표시부(2
3)의 제어권을 획득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자동으로 무선 통신 단말기(2)로 전송되어, 무선 통신 단말기(2)의 제어권이 
결제 카드 모듈(4)의 CPU(41)로 넘어가게 된다.
    

    
사용자가 무선 통신 단말기(2)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를 위하여 결제 카드 모듈(4)에 설치되어 있는 URL 송출 버튼(4
5)을 누르면, 결제 카드 모듈(4)의 CPU(41)는 무선 통신 단말기(2)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결제 시스템(1)의 U
RL을 제공하여 결제 시스템(1)으로 접속한다(S210). 이 때, CPU(41)는 연결된 무선 통신 단말기(2)의 도시하지 않
은 메모리로부터 단말기 제조 번호를 읽어 들여 단말기의 기종을 파악하고, 이 기종에 따른 URL 송출 방식으로 결제 
시스템(1)의 URL과 함께 무선 네트워크(M1) 상으로 송출시킨다.
    

무선 통신 단말기(2)로부터 송출된 결제 시스템(1)의 URL 정보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게이트웨이
를 통하여 WML(wireless markup language)로 변환된 후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시하지 않은 이동 통신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이동 통신 서비스 시스템은 이 URL 정보에 따라 사용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2)를 결제 시스템
(1)으로 연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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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스템(1)의 정보 송신부(D24)는 접속한 무선 통신 단말기(2)로 제공되는 서비스(쇼핑이나 뱅킹 등)를 선택할 
수 있는 접속 초기 화면을 제공하며(S220), 사용자가 무선 통신 단말기(2) 상에 표시되는 메뉴 중 예를 들어, " 뱅킹" 
을 선택하면 결제 시스템(1)의 인터페이스 서버(D3)는 사용자의 선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용 버튼을 길게 누를 것
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S230∼S240).

무선 통신 단말기(2) 상에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인증용 버튼(46)을 누르며, 결제 카드 모듈(4)의 
CPU(41)는, 예를 들면, 인증용 버튼(46)이 설정 시간 이상 동작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모바일 뱅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S250).

    
먼저, 결제 카드 모듈(4)의 CPU(41)는 인터페이스부(44)를 통하여 무선 통신 단말기(2)로부터 단말기 전화 번호를 
입수하고, 사용 순서에 따라 현재 사용되어야 할 차례에 해당하는 의사 사용자 번호를 EEPROM(42)으로부터 리드하
여 복호화하여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생성한 다음에, 결제 카드 모듈(4)의 시리얼 번호 즉, 카드 식별 번호와 카드 사용
자 번호(또는 의사 사용자 번호)를 암호화한다(S260). 그리고 암호화된 번호와 단말기의 전화 번호 중 일부(예를 들
어 단말기 전화 번호가 011-2345-5674로 이루어지는 경우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 2345" )를 무선 통신 단말기 (
2)의 송신부(24)를 통하여 결제 시스템(1)으로 전송한다(S270).
    

    
결제 시스템(1)은 무선 네트워크(M1)를 통하여 무선 통신 단말기(2)로부터 암호화된 정보가 전송되면, 결제 처리부
(D23)가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카드 사용자 번호와 카드 식별 번호를 복원시킨다(S280). 다음에 복원된 카드 
식별 번호가 인증 정보 데이터베이스(D12)에 저장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결제 카드 판독 모듈이 등록되어 있
는지를 판단하여, 인증 정보 데이터베이스(D12)에 복원된 카드 식별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인증 처리한 다음에, 
무선 통신 단말기(2)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패스워드 입력을 요청한다(S290∼S300).
    

도 14에 도시되어 있듯이, 무선 통신 단말기(2) 상에 패스워드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용자가 키패드(
22)를 이용하여 등록시에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입력된 패스워드는 결제 시스템(1)으로 전송된다(S310).

결제 시스템(1)의 결제 처리부(D23)는 전송된 패스워드와 복원된 카드 식별 번호 그리고 카드 사용자 번호를 토대로 
인증 정보 데이터베이스(D12)에 저장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모바일 뱅킹을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최종 인증
을 수행한다(S320).

전송된 패스워드와 복원된 카드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결제 ID가 인증 정보 데이터베이스(D12)에 저장되어 있어서 최
종 인증이 이루어지면, 결제 처리부(D23)는 은행 시스템(6)으로 사용자의 결제 식별 번호와 단말기 전화 번호를 제공
하면서 모바일 뱅킹 시작을 요청하며(S330), 이에 따라 은행 시스템(6)은 해당 무선 통신 단말기(2)로 모바일 뱅킹을 
위한 화면을 제공한다(S340).

이와 같이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의 인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도 14에서와 같이 무선 단말기의 표
시부(23) 상에 모바일 뱅킹을 위한 「잔액 명세」, 「송금」, 「타행으로부터의 이체」, 「각종 설정」등의 메뉴가 표
시되고, 사용자는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모바일 뱅킹을 한다(S350).

이외에도 결제 카드 모듈을 구입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의 인증을 받고 상품을 구
매할 수 있다.

도 15a 및 도 15b에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상품 구매 과정이 순차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도 16에 상품 구매
에 따라 사용자 단말기 상에 표시되는 정보의 일례가 순차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하 기술되는 상거래 과정 중에 위에 기술된 모바일 뱅킹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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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a에 도시되어 있듯이, 위의 모바일 뱅킹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결제 카드 모듈을 등록한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
하고 URL 송출 버튼(45)을 누르면 무선 통신 단말기(2)가 결제 시스템(1)에 연결되어 결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의 메뉴가 단말기 표시부(23) 상에 표시된다(S400∼S420).

사용자가 쇼핑 메뉴를 선택하면 결제 시스템(1)의 인터페이스 서버(D3)는 다수의 쇼핑몰 사이트를 나타내는 화면을 
제공하고(S430∼S440), 사용자가 무선 통신 단말기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다수의 쇼핑몰 사이트 중에서 하나의 사
이트를 선택하면 결제 시스템(1)은 무선 통신 단말기(2)를 선택한 쇼핑몰 사이트의 시스템 (7)으로 연결시킨다(S45
0).

이에 따라 쇼핑몰 시스템(7)은 무선 통신 단말기(2)로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S4
60), 사용자가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 의사를 나타내면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 메뉴를 무선 통신 단말기(2)로 
제공한다(S470∼S480).

무선 통신 단말기(2) 상에 표시되는 쇼핑몰 시스템(7)의 결제 페이지 상에서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결제 방법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결제를 선택하면(S490), 쇼핑몰 시스템(7)은 해당 
상품의 상세 정보를 결제 시스템을 경유하거나 또는 바로 무선 통신 단말기(2)로 전송하고, 결제 시스템(1)의 정보 송
신부(D24)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결제 카드 모듈 삽입 여부를 확인한다(S500∼S510)).

단말기의 표시부(23) 상에 상품의 상세 정보와 함께 결제 카드 모듈 삽입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용자는 결
제를 위하여 인증용 버튼(46)을 누르고 그에 따라 모바일 뱅킹시의 인증 과정과 동일하게 무선 통신 단말기(2)로부터 
암호화된 단말기의 카드 식별 번호 및 의사 사용자 번호와 단말기의 전화 번호 중 일부가 결제 시스템(1)으로 전송된다
(S520∼S540).

결제 시스템(1)의 결제 처리부(D23)는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의사 사용자 번호와 카드 식별 번호를 복원시키고
(S550), 위에 기술된 모바일 뱅킹과 동일하게 카드 식별 번호의 인증을 수행한 다음에, 도 15b에 도시되어 있듯이, 단
말기(2)로 패스워드 입력을 요청하고(S560), 전송되는 패스워드를 토대로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를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최종 인증을 수행한다(S570∼S580).

    
결제가 가능한 사용자로서의 최종 인증이 이루어지면, 결제 처리부(D23)는 사용자의 결제 식별 번호를 제공하면서 은
행 시스템(6)으로 사용자의 구좌 정보를 요청하고(S590), 은행 시스템(6)은 사용자의 결제 식별 번호에 대응되는 전
자 은행 구좌의 잔액 정보를 결제 시스템(1)으로 제공하여 무선 통신 단말기(2)로 전송되도록 한다(S600). 이에 따라, 
도 16에 도시되어 있듯이, 무선 통신 단말기(2)의 표시부(23) 상에 사용자의 전자 은행 구좌의 잔액과 함께, 구매하고
자 하는 상품의 결제 대금, 입금처 등의 정보가 표시되며, 또한 사용자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버튼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구매 버튼을 선택하면, 결제 시스템(1)의 결제 처리부(D23)는 결제 식별 번호와 함께 결제 정보(예를 들어, 
상품 대금, 쇼핑몰 사이트의 계좌 번호 등)를 전송하여 결제를 요청하며(S610∼S620), 이에 따라 은행 시스템(6)은 
쇼핑몰 사이트의 계좌 번호로 상품 대금을 이체 처리하여 결제를 수행한다(S630).

다음에, 은행 시스템(6)은 결제 시스템(1)으로 결제 완료를 통보하며(S640), 결제 시스템(1)의 정보 송신부(D24)는 
결제 내역(구매자 결제 식별 번호에 대응하여 구매자가 구입한 상품 정보, 해당 상품을 구입한 쇼핑몰 사이트 정보, 결
제 금액, 결제일 등 )을 결제 정보 데이터베이스(D13)에 저장한 다음에 사용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2) 및 쇼핑몰 시스
템(7)으로 상품 대금 결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S650).

이후에, 쇼핑몰 사이트는 상품 대금 결제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결제 시스템으로 지불하며, 결제 시스템은 이 수수료 중 
일부를 은행 시스템에게 결제 수수료로서 지불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가변되는 카드 사용자 번호를 이용하여 상품 구입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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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쇼핑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적인 결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유료 컨
텐츠에 대한 결제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부터 유료 컨텐츠를 제공받은 다음에, 해당 컨텐츠 사용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도 위에 기술된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 과정과 동일하게 결제 카드 모듈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

당업자라면 위에 기술된 것을 토대로 하여 유료 컨텐츠 사용에 따른 대금 결제 처리 과정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
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편, 위에 기술된 제2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결제 카드 모듈을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한 다음에 결제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수의 사이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상거래를 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결제 시스템
을 통하지 않고 직접 특정 사이트로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컨텐츠 등을 제공받은 다음에, 결제시에 결제 카드 모
듈을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하여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상거래에 따른 결제를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로 접속하여 상품 구매나 컨텐츠를 제공받은 다음에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해당 사이트 예를 들어 쇼핑몰 시스템은 사용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제공받
은 컨텐츠 등의 정보를 결제 시스템으로 제공하여 결제를 요청하며, 이에 따라 결제 시스템은 결제 카드 모듈 삽입 여부
를 확인하여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결제를 수행한다. 이 때, 사용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결
제 카드 모듈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카드 모듈 장착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무선 통신 단말기에 제공하여 
사용자가 확인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다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거래를 수행하고 그
에 따른 결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도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상거래를 수행하고,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도 상거래에 따른 결제를 용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구입한 결제 카드 모듈을 자신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하여 모바일 상거래에 대한 결제를 할 수
도 있으며, 이외에도 자신이 구입한 결제 카드 모듈을 리드할 수 있는 타인의 무선 통신 단말기 등을 통하여 오프 라인
상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구입한 결제 카드 모듈을 자신의 무선 통신 단말기가 아니라 업소의 무선 통신 
단말기(즉, 타인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하여 상거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구조는 위에 기술된 제2 실시예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단
지, 결제 시스템(1)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11)에는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오프 라인상의 상점 
정보 예를 들어, 상점별로 제공되는 식별 번호에 대응하여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무선 통신 단말기 번호, 상점명, 상점용 
결제 계좌 번호 등의 정보가 추가로 저장된다.

도 17a 및 도 17b에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상거래 및 결제 처리 과정이 순차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도 18에 
결제 처리시에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 상에 표시되는 정보의 일례가 순차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오프라인 상의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상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을 제시
하면, 상점의 판매자는 결제 카드 모듈(4)을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에 삽입한다. 이러한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의 
구조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단지 업소용으로 사용됨을 미리 서버 즉 결제 시
스템에 등록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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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도 17a에 도시되어 있듯이, 판매 시스템(3)인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의 판독부에 삽입하면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의 표시부 상에 대기 화면이 표시되고, URL 송출 버튼이 눌려지면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업소용 무선 통신 단
말기는 결제 시스템(1)으로 연결되며(S700∼SS710), 이에 따라 결제 시스템(1)의 정보 송신부(D24)는 상기 상점의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 상점용 초기 화면을 제공한다(S720).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가 결제 시스템(1)에 연결된 상태에서 인증용 버튼이 작동되면(S730), 결제 카드 모듈의 시
리얼 번호 즉, 카드 식별 번호, 그리고 카드 사용자 번호가 암호화된 다음에(S740),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의 전화 
번호 중 일부를 함께 결제 시스템(1)으로 전송된다(S750). 이 때,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의 전화 번호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신에 예를 들어, 핸드폰에서 입력하는 비밀번호나 전화기 고유 번호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인증 처리 이전에 발송된 상기 전화 번호를 확인하여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송출된 정보임을 확인한다. 암호
화된 정보를 전송받은 결제 시스템(1)의 결제 처리부(D23)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카드 식별 번호의 인증을 수행하
고(S760), 인증에 따라 정보 송신부(D24)가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 해당 상점의 결제용 화면을 제공하며(S770), 
결제 대금이 입력되면 정보 송신부(D24)는 입력된 결제 대금을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
자가 확인하도록 한다(S780∼S800).
    

결제 대금 확인이 이루어지면, 결제 시스템(1)의 정보 송신부(D24)는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 결제 대금과 함께 패
스워드 입력을 요청하는 화면을 제공하여 구매자가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 대금 확인 및 패스워드 입
력을 하도록 한다(S810∼S820).

결제 시스템(1)의 결제 처리부(D23)는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패스워드를 토대로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를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최종 인증을 수행한다(S830∼S840).

도 17b에 도시되어 있듯이, 결제가 가능한 사용자로서의 최종 인증이 이루어지면, 결제 처리부(D23)는 사용자의 결제 
식별 번호와 결제 정보(상점의 계좌 번호, 결제 금액 등)를 제공하면서 은행 시스템(6)으로 결제 대금 이체를 요청하고
(S850), 은행 시스템(6)은 결제 대금을 사용자의 결제 식별 번호에 대응되는 일반적인 은행 계좌 또는 전자 은행 구좌
로부터 상점의 계좌 번호로 이체 처리한다(S860).

결제가 완료되면 은행 시스템(6)은 결제 시스템(1)으로 결제 완료를 통보하고(S870), 이에 따라 결제 시스템(1)의 
정보 송신부(D24)가 결제 내역(구매자 결제 식별 번호에 대응하여 구매자가 구입한 상품 정보, 해당 상품을 구입한 쇼
핑몰 사이트 정보, 결제 금액, 결제일 등 )을 결제 정보 데이터베이스(D13)에 저장한 다음에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 
및 구매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2)로 상품 대금 결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S880∼S900).

이러한 제3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는 무선 통신 단말기 없이 결제 카드 모듈만 소지한 경우에도 오프 라인의 상점 등에 
설치된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다.

위에 기술된 제1 내지 제3 실시예에서는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쇼핑몰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수행하는데 반하여, 사용자가 PC 등의 유선 단말기를 통하여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결제 과정을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한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도 19a 및 도 19b에 이러한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판독 모듈을 이용한 상거래 및 결제 과정이 순차적
으로 도시되어 있다.

    
첨부한 도 19a에 도시되어 있듯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구매자 단말기(2)인 PC 등의 구매자 유선 통신 
단말기(이하, 유선 통신 단말기라고 명명함)를 통하여 쇼핑몰 시스템(7)으로 접속하면, 쇼핑몰 시스템(7)은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를 유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유선 통신 단말기 상에 표시되는 상품 정보를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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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인하면서 구매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S900∼S910). 이 때, 구매자의 유선 단말기가 쇼핑몰 시스템(7)으로 접
속하는 과정은 위에 기술된 제3 실시예와 동일하게, 결제 시스템(1)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용자가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 의사를 나타내면 쇼핑몰 시스템(7)은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 메뉴를 유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며, 유선 통신 단말기 상에 표시되는 쇼핑몰 시스템(7)의 결제 페이지 상에서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
는 상품에 대한 결제 방법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결제를 선택하면, 쇼핑몰 시스템(7)
은 사용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자 메일 주소를 요청한다(S920∼S950).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전자 메일 주소를 제공하며, 쇼핑몰 시스템(7)은 사용자자가 제공한 전자 메일 주소로 사용자가 구
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페이지의 URL 정보를 전송한다(S960∼S970). 
이러한 URL 정보는 유선용 URL에 대응하는 무선용 URL로서, 쇼핑몰 시스템(7)은 무선 통신 단말기로의 URL 전송을 
위하여 각 상품 정보 제공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페이지에 대하여 유선용 UIRL과 무선용 URL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URL은 실제로 쇼핑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페이지일 수도 있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결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결제창일 수도 있다.
    

사용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의 전자 메일 주소로 URL 정보가 전송되면, 사용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전송된 전
자 메일을 확인하고, 전자 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URL을 선택하여 쇼핑몰 시스템(7)으로 접속한다(S980∼S990).

위의 URL로 사용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가 접속하면, 쇼핑몰 시스템(7)은 무선 통신 단말기로 결제를 위하여,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을 단말기에 장착하라는 지시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결제 카드 모듈(4)을 
자신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한다(S1000∼S1100).

결제 카드 모듈(4)이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되면 위의 제1 실시예와 동일하게, 결제 카드 모듈(4)의 CPU(41)가 무
선 통신 단말기의 제어권을 확보한 다음에, 암호화 번호(카드 식별 번호 및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생성하고 무선 통신 단
말기를 통하여 암호화 번호와 무선 통신 단말기의 전화 번호 중 일부를 결제 시스템(1)으로 전송하여 결제를 요청한다
(S100∼S1120).

이에 따라 위에 기술된 제3 실시예와 동일하게 결제 시스템(1)의 결제 처리부(D23)가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카
드 사용자 번호와 카드 식별 번호를 복원시킨 다음에(S1130), 도 19b에 도시되어 있듯이, 카드 식별 번호의 인증을 수
행하고,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패스워드를 토대로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를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최종 인
증을 수행한다(S1140∼S1160).

그리고, 최종 인증이 이루어지면, 결제 시스템(1)은 은행 시스템(6)으로 사용자의 결제 식별 번호를 제공하여 제3 실
시예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구좌에 남아 있는 잔액에 따라 결제를 수행한다(S1170∼S1250).

한편, 위의 제4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쇼핑몰 시스템으로부터 직접 상품 정보와 그리고 결제를 위한 URL 정보를 제공
받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보들을 결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즉, 결제 시스템이 쇼핑몰 시
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정보를 받아서 사용자의 유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거나, 쇼핑몰 시스템으로부터 무선 
결제를 위한 URL을 제공받아 사용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4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는 유선 통신 단말기의 넓은 표시 장치를 통하여 상품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하여 원하
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별도의 개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유선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면서도 결제를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되는 결제 카드 모듈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 결제시의 정보 유출이 방지될 수 있으며, 특히, 무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되는 URL 정보가 일회용이므로 1차
적 보안이 이루어지고, 결제 카드 모듈을 이용한 결제에 따라 2차적 보안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안성 및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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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은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무선 통신 단말기의 데이타 포트에 삽입되
는 모듈 형태와 카드 형태 이외에도, 무선 통신 단말기의 옆이나 밑으로 삽입될 수 있는 형태 즉, SIM 카드 형태 또는 
UIM(user identity module)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결제 카드 모듈을 구입한 구매자는 자신의 무선 통신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른 무선 통신 단
말기(타인의 무선 통신 단말기, 업소용 무선 통신 단말기 등)를 사용하여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결제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에 기술된 실시예에서 상품은 판매 가능한 모든 유무형의 상품(물건, 컨텐츠, 서비스 등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다음의 기술되는 청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 및 실시가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모바일 인터넷 상에서의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 보안성이 우수하면서도 사용이 간편한 결
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신용 정보 노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거래행위가 있은 후에 사용자 번호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
으며, 개인 휴대 단말기 등에 삽입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 
번 인증/거래시에는 다른 카드 사용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드 사용자 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카드 사용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인증/결제 상황을 즉시에 통보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 자신의 결제 한도 등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원활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단 1번의 불법 시도도 즉시 포착되어 거래를 중지할 수 있으며 
진정 카드 소유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즉시 알릴 수 있으므로 추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번호가 갱신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번호가 갱신됨으로써 안전하게 카드
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앞서 설명된 부분에서 당업자라면 누구나 생략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
의 카드로 전체 신용 카드, 은행 카드, 증권 카드, 백화점 카드, 주유소 카드 등의 모든 인증/지불 관련 카드들이 통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는 인증/결제 행위시 필요한 키패드부와 표시부를 단말기의 
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모듈 자체의 크기는 카드보다 더욱 컴팩트해지면서, 단말기의 LCD와 키패드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더욱 편리하게 인증/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전자 상거래용 인증/결제 장치는 ISO 7816 규격의 카드 형태를 가질 수 있어서, ATM 또
는 CD 단말기를 통한 인증/결제 행위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통해 필요한 키패드부와 표시부를 단말기의 것을 활용
할 수 있어서, 모듈 자체의 크기는 카드보다 더욱 컴팩트해지면서, 단말기의 LCD와 키패드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언제 어디서나 결제 카드 모듈을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장착하여 별도의 결제 정보 입력 없이도 
모바일 상거래에 대한 결제나 모바일 뱅킹을 용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고가의 리더기 없이도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오프 라인1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에 따른 결제가 이루
어짐으로써, 오프 라인마다 결제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또한 인증/결제 상황을 즉시에 통보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 자신의 결제 한도 등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원활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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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는 유선 통신 단말기의 넓은 표시 장치를 통하여 상품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개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 정보 유출
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품이나 컨텐츠 등을 제공하는 판매자측에서는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도 구매한 상품
이나 컨텐츠에 대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시부와 입력부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에 연결 가능한 인증/결제 장치에 있어서.

다수의 암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의 입력부로부터 비밀 번호가 입력될 때마다 상기 메모리로부터 설정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하나
의 암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리드한 다음에, 상기 입력된 비밀 번호를 기초로 리드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복호화하
고, 복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여 표시부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처리부

를 포함하는 인증/결제 장치.

청구항 2.

표시부와 입력부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에 연결 가능한 인증/결제 장치에 있어서.

카드 사용자 고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상기 입력부로부터 비밀 번호가 입력될 때마다 상기 메모리로부터 카드 사용자 고유 정보를 리드한 다음에, 상기 입력
된 비밀 번호를 토대로 처리하여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로 제
공하여 표시부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처리부

를 포함하는 인증/결제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부는 입력부를 통하여 입력되는 비밀 번호와 상기 전송된 비밀 번7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상기 전송된 비밀 
번호에 대응되어 있는 암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결제 장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사용자 번호는 사용자 인증을 위한 인증 번호로서 사용되는 인증/결제 장치.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포트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를 더 포함하는 인증/결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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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결제 장치는 커넥터를 통하여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의 데이터 포트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통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인증/결제 장치.

청구항 7.

판매자의 판매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어 결제 처리를 수행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서,

구매자마다 사용 가능한 카드 번호별로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가 대응되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판매 시스템으로부터 카드 사용자 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카드 사용자 번호를 리드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하며, 일치된 경우에 상기 카드 사용자 번호에 대응하는 카드 번호를 찾아서 결제 처리를 수행하는 처리 장
치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 장치는 설정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 중 하나의 카드 사
용자 번호를 리드하여 상기 판매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된 카드 사용자 번호와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 시스템은 결제 카드 모듈로부터 확인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상기 전자 상거래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암호화된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결제 카드 모듈이, 입력되는 비밀 번호를 토대로 현재 사용될 순서
에 해당하는 암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표시부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단
말기로 제공하여 상기 표시부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9.

판매자의 판매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며, 구매자마다 사용 가능한 카드 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각 카드 번
호별로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가 대응되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전자 상거
래 방법에서,

상기 판매 시스템으로부터 식별 번호 및 카드 사용자 번호가 수신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대응되는 카드 번
호를 찾는 단계;

상기 카드 번호에 대한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카드 번호에 대한 거래 승인이 결정된 경우에, 상기 거래 승인을 상기 상거래 시스템으로 통보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판매 시스템으로부터 송신된 카드 사용자 번호가 현재 사용될 순서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자 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에, 상기 카드 사용자 번호에 대응되어 있는 카드 번호를 찾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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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 시스템은 결제 카드 모듈로부터 확인한 카드 사용자 번호를 상기 전자 상거래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암호화된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결제 카드 모듈이, 입력되는 비밀 번호를 토대로 현재 사용될 순서
에 해당하는 암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카드 사용자 번호를 표시부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단
말기로 제공하여 상기 표시부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1.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다수의 단말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
는 시스템의 전자 상거래 방법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하는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단말기로 다수의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단말기가 하나의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요청하면 상기 단말기를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단계;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품 결제/인증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
를 토대로 하여 구매자가 결제/인증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2.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다수의 단말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
는 시스템의 전자 상거래 방법에서,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으로부터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인증 요청이 입력되면, 해당 단
말기로 결제/인증을 위한 정보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단말기로부터 상품 결제/인증을 위한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
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구매자가 결제/인증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3.

구매자의 결제 카드 모듈,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판매자 단말기 및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시스템의 전자 상거래 방법에서,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되면 판매자 단말기가 상품 결제 인증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를 전송하
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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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결제가 가능한 것임을 인증 처리하는 단계; 및

인증 처리되면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상품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
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4.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다수의 구매자 단말기,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시스템의 전
자 상거래 방법에서,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네트워크 뱅킹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상기 구매자가 네트워크 뱅킹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단
계; 및

인증 처리되면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 단말기를 연결시켜 네트워크 뱅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5.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다수의 구매자 무선 통신 단말기 및 유선 통신 단말기, 그리고 은행 시스템 및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전자 상거래 방법에서,

구매자의 유선 통신 단말기가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품 정보를 요청하면,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
템이 상품 정보를 상기 유선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

구매자의 유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품 구매 및 그에 따른 결제 카드 모듈 결제가 요청되면,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
템이 구매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용 전자 메일 주소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이 구매자의 유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제공되는 전자 메일 주소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
품의 결제 페이지를 전송하는 단계;

구매자가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 메일 주소로 접속한 다음에 전송된 결제 페이지를 통하여 쇼핑몰 시
스템으로 접속하면,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이 결제 카드 모듈 장착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구매자의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네트워크 뱅킹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전자 상거래 시스템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상기 구매자가 네트워크 뱅킹
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단계; 및

인증 처리되면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 단말기를 연결시켜 네트워크 뱅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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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되는 결제 페이지는 일회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7.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이 상기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자의 유선 통신 단말기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거
나 전자 메일 주소를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8.

제1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번호는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의 식별 번호 및 상기 결제 카드 모듈에 저장된 다수의 사용자 번호 중 현재 사용될 순서에 해당하
는 사용자 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번호는 단말기의 전화 번호의 전부나 일부 또는 단말기 고유 번호와 함께 결제/인증을 위하여 전송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처리 단계는,

상기 복호화된 정보에 포함된 결제 카드 모듈의 식별 번호가 등록된 번호이고, 상기 사용자 번호가 현재 사용될 순서에 
해당하는 번호인 경우에 인증 처리하는 단계;

상기 구매자 단말기로 전자 상거래가 가능한 사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패스워드 입력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패스워드가 등록된 패스워드인 경우에 전자 상거래가 가능한 구매자로 최종 인증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21.

제1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무선 통신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22.

제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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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매자 단말기는 무선 통신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23.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다수의 단말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
는 시스템에 있어서,

결제 카드 모듈 정보, 단말기 정보 및 결제/인증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단말기로부터 상품구매에 따른 결제/인증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구매자가 결제/인증
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결제 처리부

를 포함하고,

상기 결제 처리부는 인증 처리 후에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구매자
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24.

구매자의 결제 카드 모듈이 착탈 가능한 다수의 판매자 단말기, 결제/인증 수요 시스템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 네트워크
를 통하여 연결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결제 카드 모듈 정보, 판매자 단말기 정보 및 결제/인증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결제 카드 모듈이 장착된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상품구매에 따른 결제/인증을 요청하는 암호화 
번호가 전송되면, 상기 암호화 번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정보를 토대로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결제 카
드 모듈을 가진 구매자가 결제/인증이 가능한 사용자임을 인증 처리하는 결제 처리부

를 포함하고,

상기 결제 처리부는 인증 처리 후에 상기 은행 시스템으로 상기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여, 구매자
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25.

제23항 또는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결제 카드 모듈별로 부여된 식별 번호와, 상기 구매자 단말기가 무선 통신 단말기인 경우 단말기의 전화 번호를 포
함하는 정보가 저장되는 회원 데이터베이스; 및

결제 카드 모듈에 부여되어 있는 식별 번호별로 다수의 카드 사용자 번호가 서로 매칭되어 저장되어 있는 인증 데이터
베이스

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사용자 번호는 결제/인증시마다 설정된 사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각각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자 상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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