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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전자 장치 및 그의 동작 방법

기술분야
[1]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은 전자 장치 및 그의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이동 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자 장치는 음성 통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 장치,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
또는 사용자 기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 장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예를 들어, 뮤직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또는 디지털 방송 서비스, 또는 통화, 무선 인터넷, 단문 메시지 서비스 (SMS,

short message service),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등의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장치는, 단순한 통신 매체에서 커뮤니케이션, 유통, 인터넷, 또는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기기로 진화하면서 사회, 문화, 금융, 또는 유통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다.

[3] 전자 장치는, 예를 들어, 결제 기능에서 전자 장치를 통한 모바일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 장치는, 예를 들면, 현금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이행해 왔던
결제 방식에서 상기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결제를 할 수 있다. 전자 장치는, 예를
들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 (Mobile Payment Service) 을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실제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재화 구매를 상기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장치는, 예를 들면, 결제 정보를 수신 또는
송신하기 위한 통신 기능을 구비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4] 그런데, 상기와 같은 전자 장치는 모바일 계좌 거래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사용자는 전자 장치를 통해 모바일 결제에 이용할 수 있을
뿐, 계좌 거래에 이용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는 계좌 거래를 위해

ATM 과 같은 외부 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하여 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제 해결 수단
[5]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의 동작 방법은,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동작, 외부 장치로 접근을 감지하는 동작 및 상기 전자
카드를 이용하여, 상기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거래를 수행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6]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는, 외부 장치와 통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



및 상기 통신부와 기능적으로 연결된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기 제어부는,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외부 장치로 접근을 감지하고, 상기 전자 카드를 이용하여, 상기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거래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7]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는 , 사용자 인증에 기반하여 , 계좌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전자 장치는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거래, 예컨대 계좌
출금 또는 계좌 입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전자

장치가 계좌 거래를 위한 거래 정보를 외부 장치에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

전자 장치의 사용자는 외부 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하여 , 거 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자 장치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성 이

향상될 수 있다. 아을러, 전자 장치의 이용 효율성 이 향상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8] 도 l a는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른 시스템의 구성도를 도시한다.

[9] 도 l b는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10] 도 2는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의 동작 방법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11] 도 3은 도 2에서 사용자 인증 동작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12] 도 4는 도 2에서 외부 장치에 연결 동작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13] 도 5는 도 2에서 계좌 출금 처리 동작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14] 도 6은 도 2에서 외부 장치에 연결 동작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15] 도 7은 도 2에서 계좌 입금 처리 동작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16] 도 8, 도 9 , 도 10, 도 11a, 도 lib, 도 11c, 도 12a, 도 12b, 도 12c, 도 13a, 도 13b, 도

13c, 도 13d, 도 14, 도 15a, 도 15b, 도 16a, 도 16b, 도 16c 및 도 16d는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의 동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시도들을

도시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17] 이하 , 본 문서의 다양한 실시 예들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기재된다. 실시 예

및 이에 사용된 용어들은 본 문서에 기재된 기술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해당 실시 예의 다양한 변경, 균등물, 및/또는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면의 설명과 관련하여 ,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유사한 참조 부호가 사용될 수 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문서에서 , "A 또는 B "

또는 "A 및/또는 B 중 적어도 하나" 등의 표현은 함께 나열된 항목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 "제 2," "첫째," 또는 "둘째 ," 등의 표현들은
해당 구성요소들을, 순서 또는 중요도에 상관없이 수식할 수 있고, 한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될 뿐 해당 구성요소들을

한정하지 않는다. 어떤(예: 제 1) 구성요소가 다른(예: 제 2 ) 구성요소에



"(기 능적으로 또는 통신적 으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 상기 어떤 구성요소가 상기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 거나,

다른 구성요소(예: 제 3 구성요소) 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다.

[18] 본 문서에서 , "〜하 도록 구성된(또는 설정된Xconfigured to)" 은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에 적합한," "〜하 는 능력을

가지는," "〜하 도록 변경된," "〜하 도록 만들어 진," "〜를 할 수 있는," 또는 "〜하 도록

설계된 ''과 상호 호환적으로 (interchangeably)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서는 ,

"〜하 도록 구성된 장치 "라는 표현은, 그 장치가 다른 장치 또는 부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구 "A, B , 및 C를 수행하도록

구성된(또는 설정된) 프로세서 "는 해당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 (예:

임베디드 프로세 서), 또는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들을 실행함으로써 , 해당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프로세 서 (예:

CPU 또는 application processor) 를 의미할 수 있다 .

[19] 본 문서의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는 , 예를 들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동 전화기, 영상 전화기, 전자책 리더기, 데스크탑 PC, 랩탑 PC, 넷북

컴퓨터, 워크스테 이션, 서버 , PDA,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MP3
플 레이어, 의료기기 , 카메라, 또는 웨어러블 장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웨어러블 장치는 액세서리형(예: 시계, 반지 , 팔찌 , 발찌 , 목걸이, 안경 ,
콘택트 렌즈, 또는 머리 착용형 장치 (head-mounted-device (HMD)), 직물 또는 의류

일체형(예: 전자 의복), 신 체 부착형 (예: 스킨 패드 또는 문신), 또는 생체 이식형
회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어떤 실시 예들에 서 , 전자 장치는 , 예를

들면, 텔레비전, DVD(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 오디오, 넁장고, 에어컨,

청소기 , 오본, 전자레 인지 , 세탁기 , 공기 청정기, 셋톱 박스, 홈 오토매 이션

컨트롤 패널, 보안 컨트롤 패널, 미디어 박스(예: 삼성 HomeSync  , 애플TV ,

또는 구글 TV ), 게임 콘솔(예: Xbox  , PlayStation  ) , 전자 사전, 전자 키 ,

캠코더 , 또는 전자 액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20] 다른 실시 예에서 , 전자 장치는 , 각종 의료기기(예: 각종 휴대용

의료측정 기기(혈당 측정기, 심박 측정기, 혈압 측정기, 또는 체온 측정기 등),

MRA(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CT(computed tomography), 촬영기, 또는 초음파기 등), 네비게이션 장치 , 위성

항법 시스템(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EDR(event data recorder),

FDR(flight data recorder), 자동차 인포테 인먼트 장치 , 선박용 전자 장비(예:

선박용 항법 장치 , 자 이로 콤파스 등), 항공 전자기기 (avionics), 보안 기기, 차량용

헤드 유닛(head unit), 산 업용 또는 가정용 로봇, 드론 (drone), 금융 기관의 ATM,

상 점의 POS(point of sales), 또는 사물 인터넷 장치(예: 전구, 각종 센서 ,

스프 링클러 장치 , 화재 경보기, 온도조 절기, 가로등, 토스터 , 운동기구 , 온수탱크,

히터 , 보 일러 등)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어떤 실시 예에 따르면, 전자

장치는 가구, 건물/구조물 또는 자동차의 일부, 전자 보드 (electronic board), 전자



사인 수신 장치 (electronic signature receiving device), 프로젝터, 또는 각종 계즉
기기(예: 수도, 전기 , 가스, 또는 전파 계측 기기 등)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 전자 장치는 플렉서블하거나,또는 전술한 다양한
장치들 중 둘 이상의 조합일 수 있다. 본 문서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 장치는
전술한 기기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문서에서, 사용자라는 용어는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장치 (예: 인공지능 전자 장치) 를
지칭할 수 있다.

[21]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정보를 단말에 등록할 수 있다.
은행 계좌를 등록한 경우, 예를 들어, 단말을 사용하여 ATM 에서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TM 을

사용하여 현금인출, 현금 송금, 계좌 조회, 대출 서비스, 또는 부가적 인 업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2] 은행 계좌를 단말에 등록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를 이미지로
촬영하여 인식하는 방법 ,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의 마그네틱, IC 칩 등을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 온라인 또는 단말 내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 사용자가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 또는 통장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

[23] 은행 계좌를 단말에 등록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워질 수 있다. 은행 계좌를
등록하는 "등록 (registration)" 과정과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인증 (verification)" 과정이다. "등록"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단말에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이후 "인증"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

은행, 카드사 또는 외부 인증 업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등록" 과정을 완료한 이후, 사용자의 요청
또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인증" 과정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록"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인증" 과정만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다른 예로 "등록" 과정을 완료한 경우에 " 인증"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등록 "과정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24] 단말은 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발급된 카드를 이미지로 촬영하여 인식하는
방법 ,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의 마그네틱, IC 칩 등을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 온라인 또는 단말 내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 사용자가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 또는 통장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

[25] 단말에 카드 번호 또는 계좌 번호의 적어도 일부가 입력되는 경우 계좌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자동적으로 입력될 수 있다. 상기 자동으로 입력되는 정보는
은행 이름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로 사용자가 계좌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직접 입력하는 정보는 은행 이름을
포함할 수 있다.



[26] 계좌의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등록"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단말에 임시 또는 영구히 저장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암호화를 수행한
뒤에 저장될 수 있다. 해당 비밀 번호는 입력과 동시에 * 또는 음영으로 가려질

수 있다. 단말에 비밀 번호를 임시로 저장하는 경우, " 인증" 과정을 바로 수행할

때까지 저장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인증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은행 사에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 될 수 있다. 상기 비밀 번호는 "등록" 과정 이후 " 인증"

과정이 수행되지 않으면 지워질 수도 있다.
[27] 단말 내에 상기 은행에 계좌가 등록되 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에 상기 은행에 이전에 등록을 완료한 계좌가 있는 경우 상기 "등록"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는 지워질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 상기 은행에 이전에

이전에 등록을 완료한 있는 경우 상기 "등록"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고,
기존에 등록된 계좌 정보를 지우는 방법도 가능하다. 만약 "등록 "한 정보가

"인증 "을 완료하지 않은 계좌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의 " 인증"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계좌와 동일한
은행이라도 복수 개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한

은행 정보를 사용하여 "인증 "과정 또는 "등록"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28] "인증 " 과정에서는 은행 또는 카드사가 보내주는 T&C 를 표시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또는 단말에 저장되어 있는 T&C 를 표시할 수 도 있다. 또한,

사용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해당 개인 정보에는

사용자 이름, 사용자 국적, 사용자의 성(性 ), 사용자의 생일, 단말의 사업자,
그리고 사용자의 전화 번호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입력된 상기

사용자 개인 정보를 은행 또는 카드사에 전송할 수 있다.
[29] 상기 사용자 개인 정보를 은행 또는 카드사에 전송하기 전에 해당 계좌 정보와

단말 내의 인증 정보를 연결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단말 내의 인증 정보는
PIN, 비밀 번호등의 문자/숫자/ 특수 문자 중 적어도 하나를 입력하는 방법,

사용자 신체 정보- 지문, 흥채, 얼굴 인식 중 적어도 하나-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또한 단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상기 인증 정보는 상기 " 인증" 과정에서
설정할 수 도 있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도 있다. 또한 상기

인증 정보 중 사용자 신체 정보는 "상기" 인증 과정에서 등록할 수도 있고,
기존에 단말에 저장되어 있는 신체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말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계좌와 연관 되어 있는 은행 또는 카드사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밀 번호 입력 또는 ARS 등의 추가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고 해당 인증 결과를 상기 "인증 "과정에서
사용하 는 방법도 가능하다.

[30] 은행 또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사인 정보를 사용하여 추가 인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는 사 인 정보 이외에 은 행 또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 인증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 인증" 과정 중에는 언제나

가능하다. 추가 인증 방법은OTP(One Time Password), 보 안카드를 사용한 인증,

ARS 를 사용한 인증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31] 상 기 "인증 "과정까지 완료하면 상기 계좌 정보의 단말 등록은 완료 된다.

[32] 상 기 "등록 "과정과 " 인증" 과정 중에 단말의 H/W 또는 S/W 로 구성되는Back

키를 누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전체 정보를 지우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다른 실시 예로 Back 키를 누르는 경우 해당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Back 키를 누르는 경우가 "등록 "을 완료하 였으나

"인증 " 과정 중에 입력되는 경우라면 "등록 "과정에서 입력된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저장할 수 있다.

[33] 만약, " 인증 " 과정이 완료되 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 되는 경우 , 카드 또는 통장

이미지가 음영 처리되어 표시될 수도 있다.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당 카드

또는 통장이 비 활성화 표시 되었음을 사용자에 게 표시할 수 있다.

[34] 단말에 서 지원하지 못하는 은 행 또는 카드사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게 사용

불가함을 알리는 팝 업을 표시할 수 있다. 또는 단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통장

또는 카드일 경우에도 사용 불가함을 알리는 팝 업을 표시할 수 있다. 상 기

팝 업에서는 단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포함할 수 있다.

[35] 계좌 정보가 등록이 완료 된 경우 , 사용자 에게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서 계좌 정보와 단말을 통한 은 행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6] 함께 표시할 수 있는 내용에는 계좌 이름 , 계좌 정보 , 일일 거 래 한도, 지원

가능한 ATM 의 정보 등 이 포함 될 수 있다. 별도로 사용자에 게 일일 거 래 한도와

설정 방법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37] 해당 계좌 정보를 사용하여 바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에 추가할 수

있다. 해당 계좌 정보를 사용하여 바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점포의 리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 또 한 해당 계좌 정보를 사용하여 바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8]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등록을 완료한 계좌와 관련되 어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 는 것이 가능하다. 상 기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수 행할 수도 있다. 또 한 잔 액을 확인한 상 태에서

바로 출금 단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39] 금액을 인출하 는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인출 시 받기

원하는 지폐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또 한 상기 인출과 관련된

영수증의 출 력 여부를 미리 선택할 수 있다. 상 기 선택된 정보는 인출하는

과정에서 단말이 ATM 에 전달하여 사용자의 추가 입력 없이 인출이 진행될 수도

있다. 사용자의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설정이 미리 선택될 수 도 있다.

사용자의 과거 정보는 최근 사용정보 , 빈도가 높은 사용정 보 또는 유사한 다른



사람의 사용정보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다 .

[40] 단 말기를 ATM 와 NFC/BT/WiFi 등 의 근거리 통신을 사용해서 통신하여 계좌

정보와 인출 관 련 정보를 통신할 수 있다. 또는 3G등의 원거리 통신을 사용하여

ATM 와 통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단말이 ATM 와 통신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ATM 에 사용자의 입력없이 인출 과정 이 진 행 될 수 있다.

[41] 상 기 인출 과정 이 진 행된 후 에 해당 계좌의 잔 액이 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

해당 잔 액 업데이트는 은 행 또는 카드사 로부터 해당 정보를 바로 받아 진 행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다른 실시 예로는 은 행 또는 카드사 또는 ATM 로부터

거 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 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단말에 서 받은 경우 , 입력한

인출 금 액 정보를 기존의 잔 액정보 에 적용하여 잔액을 단말이 직접 계산하여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42] 단말은 등록을 완료한 계좌 정보의 상 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상 기

XXXX 에서 와 같 이 정상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 , " 인증 " 과정의 수 행이

필요한 계좌, 그 리고 추가적 인 조치가 필요하여 정상 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계좌

중 하나를 표시하는 것 이 가능하다. 추가적 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ARS 를

사용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계좌를 정상 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경우

정상 적인 계좌 형태로 변경되어 표시될 수 있다.

[43] 등록이 완료된 계좌와 관련한 상 세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상 기 상 세 정보 에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여 이용 이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 한

상 기 상 세 정보 에는 상 기 계좌의 입출금 리스트는 표시할 수 있다. 또 한 상 기
입출금 리스트에서 " 취소 "를 수 행 할 수도 있다. 또 한 상 기 계좌와 관 련하여

Customer service 의 연락처 정보와 T&C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다. 또 한 상 기

계좌를 삭 제하는 아 이콘도 함께 표시될 수 있다 .

[44] 상 기 입력된 계좌 정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와 바로 결제를

진 행하는 경우의 인증 방법을 다르게 또는 같게 설정할 수 있다. 인증 방법이

같은 경우라도 비밀 번호와 생체 정보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45]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 결제를 진 행하기 위해서 단말이 페 이

어플 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방법은 여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만 약 ATM 의

NFC 에 태깅하는 경우 인출이 가능한 계좌 정보 리스트가 표시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만 약 ATM 에서 은 행 정보를 전달 받은 경우 해당 은행과 관련된 계좌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46] 단말이 Lock screen 상 태이거나 , 화면 이 꺼진 상 태에서도 사용자의 특정한

제스쳐가 인식되는 경우 페 이 어플 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한

단말이 idle screen 상 태에서 특정 제스쳐가 인식되는 경우 에도 페 이

어플 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상 기 제스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스쳐를 인식하는 인식 소프트 웨어가 항상 background 로 구동되고 잇다가 특정

제스쳐 인 경우 에만 페 이 어플 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

[47] 다 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 어플 리케이션 이 구동된 후 에 , 사용자 가 결제하기



원하는 계좌와 관련된 카드 또는 통장을 화면의 중앙에 표시되도록 사용자

입력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사용자 입력은 스크롤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48] 사용자가 원하는 계좌와 관련된 카드 또는 통장이 화면의 중앙에 표시되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선택한 인증 방식을 입력하여 결제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다.
상기 인식 방식에는 비밀 번호 입력과 생체 정보 인식 방법이 가능하다. 만약,
미리 선택한 인증 방식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Withdraw" 와 관련된 입력 또는
사용자 제스쳐가 입력되는 경우 현금 인출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49] 인증이 완료된 후에 결제를 수행하기 전에 단말은 현재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정된 값보다 배터리 잔량이 낮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게 결제가
불가능함을 표시하고, 결제 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

[50] 다음 단계에서 사용자에 게 은행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51] 은행 계좌 비밀 번호 인증이 완료 된 이후 단말은 NFC와 MST를 통해서 PoS

단말에 결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만약 NFC 신호가 감지 되면 MST의 송출을
중단한다. NFC와 MST를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결제 제한
시간을 표시하는 애니메이션을 표시할 수 있다. NFC와 MST를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결제 정보가 전달되고 있음을 애니메이션이나 진동 또는
소리를 통해 사용자에 게 알려줄 수 있다. 상기 애니메이션과, 진동 또는 소리의
표시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2] NFC와 MST를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멀티 태스킹 H/W 키의
입력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H/W 의 인터럽트는 발생시키나
AP단에서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과 H/W 의 인터럽트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53] 결제가 완료된 경우, 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 게 표시할 수 있다. 해당
결제와 관련된 정보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 로부터 받는 것도 가능하고,
PoS로부터 직접(근거리 또는 원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받는 방법도 가능하고,
또는 PoS의 결제 정보를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전달하는 중간 서버에서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해당 결제와 관련된 정보는 결제 완료 시간,승인 번호, 가맹점
이름, 결제 금액 등이 표시 될 수 있다. 또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아이콘도
함께 표시 될 수 있다. 만약, 결제가 취소된 경우에는 (-) 등으로 결제가 취소 된
것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54] 결제가 완료되 어 추가 프로모션 이벤트가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를 결제 정보와
함께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55]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된 후에, 사용자가 원하는 계좌와 관련된 카드 또는
통장을 화면의 중앙에 표시되도록 사용자 입력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사용자
입력은 스크롤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56] 사용자가 원하는 계좌와 관련된 카드 또는 통장이 화면의 중앙에 표시되었을
때, "Withdraw" 와 관련된 아이콘에 사용자의 터치입력이 발생하거나, 미리



약속한 제스쳐가 입력이 되면 인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57] 다음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은행 또는 카드사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해당 비밀 번호를 통한 인증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한 인증

방식은 상기 은행 또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비밀

번호의 인증 결과는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결정하여 단말에 전달할 수 있다.

[58] 은 행 또는 카드사의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계좌와 관련된 정보에는 계좌의 잔 액이 포함될 수

있다.
[59] 은 행 또는 카드사의 인증이 완료되면 인출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입력

받을 수 있다. 인출과 관련된 정보에는 인출 금액, 사용자가 선호하는 지폐의
종류, 그리고 영수증 출 력 여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인출과 관련된 정보는 인출하는 과정에서 단말이 ATM 에 전달하여 사용자의

추가 입력없이 인출이 진행될 수도 있다. 사용자의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설정이 미리 선택될 수 도 있다. 사용자의 과거 정보는 최근 사용정보 , 빈도가

높은 사용정 보 또는 유사한 다른 사람의 사용정보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다.

[60] 은 행 계좌 비밀 번호 인증이 완료된 이후 단말은 자체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단말 내부의 인증 방법은 PIN 입력 또는 생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만약 생체 정보를 통한 자체 인증 과정을 수행하기 전에 단말에 저장되어 있는

생체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 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 과정에서 한번 더

생체 정보와 추가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출과 관련된 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만 생체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체

인식 센서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만약 흥 채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인출

정보를 완료한 이후 일 수 있다. 만약 지문센서의 경우에는 인출 정보를 완료한

이후에 지문센서를 구동할 수 있다. 만약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 센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완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지문 인증이 가능하다. 또한
센서의 동작과 함께 사용자에게 센서가 구동중임을 알리는 표시도 가능하다. 또

다른 실시 예로 인출 정보 입력의 시작과 동시에 카메라를 구동시 켜서 사용자

얼굴 또는 흥 채의 정보를 인식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다른
실시 예로 인출 정보 입력의 시작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 센서을

구동시켜 사용자 입력을 받는 순간 지문을 인식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61] 자 체 인증까지 완료된 뒤에 NFC 와 MST 를 통해서 인출 정보를 ATM 에

전달하여 인출을 시도할 수 있다.

[62] 인출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자 체 인증을 수행하면서 지연된 시간이 제한

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카드사의 인증을 다시 수행할 수도 있다.

해당 제한 시간은 은행 또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3] 일일 거래 금 액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 액을 계산하여 사용자에



초과하 였음을 알려준다. 이를 위해서는 단말에서 해당 계좌를 통해 일일 단위로

거래된 금액을 저장하고 있다가 입력한 금액과의 합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64] 사용자가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자리 마다 ",(comma)" 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65] 일회 거래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금액이 초과하 였음을

알려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일회 거래 금액은 은행 또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현재 잔액보다 큰 경우도 가능하다. 은행 또는 카드사의

정책인 경우에는 해당 값을 상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
[66] NFC와 MST 를 통해 인출 정보를 ATM 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인출 정보 전달

시간을 표시하는 애니메이션을 표시할 수 있다. NFC와 MST 를 통해 인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인출 정보가 전달되고 있음을 애니메이션이나 진동 또는
소리를 통해 사용자에 게 알려줄 수 있다. 상기 애니메이션과, 진동 또는 소리의
표시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7] NFC와 MST 를 통해 인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멀티 태스킹 H/W 키의

입력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H/W 의 인터럽트는 발생시키나
AP단에서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과 H/W 의 인터럽트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68] 인출 결과를 노티피케이션을 통해 표시할 수 있다. 해당 노티피케이션은 은행

또는 카드사 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ATM 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가능하다.
표시되는 인출 결과에 는 은행 이름, 은행 로고, 거래 시간, 거래 금액, ATM 의
위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69] 인출이 완료 된 경우 인출 정보를 영수증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출된 ATM, 거래 시간, 거래 금액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표시할 수 있다.

[70] 인출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오류의 이유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71] PIN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PIN 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특정 조건에는 사용자 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 일 수 있다.
이에는 사용자 이름, 생일, 계좌 정보,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72] 은행 또는 카드사가 서버를 점검 중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의 계좌
인출 또는 거래가 불가능 할 수 있다.

[73] 같은 은행에 대해서 동일 계좌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에 게 해당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74] 하루에 같은 계좌를 제한 횟수이 상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같은

계좌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 단위로 등록하는
계좌 정보를 단말 또는 서버에 저장할 수 있다.

[75] 계좌를 단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말의 실제 사용자와 동일한 계좌 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단말 사용자와 계좌 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계좌 등록을



중단할 수 있다.
[76] 계좌를 단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말의 전화번호와 계좌에 저장되어 있는

계좌주의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은행 또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추가 인증을 수행하여 계좌 주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계좌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77] 도 l a는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시스템의 구성도를 도시한다.

[78] 도 l a를 참조하면, 시스템은 금융 기관 (10), 외부 장치 (20) 및 전자 장치 (100) 를

포함할 수 있다.
[79] 금융 기관 (10) 은 다수개의 계좌들 을 관리하고, 금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금융 기관 (10) 은 사용자에 대웅하여 적어도
하나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 기관 (10) 은 사용자에 대웅하여

계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좌 정보는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계좌
식별 정보, 계좌에 포함된 금액, 제공 가능한 금액 단위 또는 거래 영수증 출력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80] 외부 장치 (20) 는 계좌 거래를 중계할 수 있다. 외부 장치 (20) 는 금융 기관 (10) 을

대신하여, 사용자 를 위한 계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계좌 거래는 계좌 입금
또는 계좌 출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
장치 (20) 는 ATM 일 수 있다.

[81] 전자 장치 (100) 는 외부 장치 (20) 를 통해 계좌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자 장치 (100) 는 금융 기관 (10) 으로부터 계좌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 장치 (100) 는 계좌 정보에 기반하여 , 외부 장치 (20) 를 통해 계좌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 장치 (100) 는 외부 장치 (20) 에 계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82] 도 l b는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 (100) 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83] 도 l b를 참조하면,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 (100) 는 통신부 (110),

입력부 (120), 표시부 (130), 센서부 (140), 저장부 (150) 및 제어부 (160) 를 포함할 수

있다.
[84] 통신부 (110) 는 전자 장치 (100) 에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통신부 (110) 는

다양한 통신 방식으로, 외부 장치(도시되지 않음) 와 통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신부 (110) 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신부 (110) 는 이동 통신망 또는 데이터 통신망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접속할 수

있다. 또는 통신부 (110) 는 근거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 장치는

전자 장치, 기지국, 서버 및 위성을 포함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외부
장치는 금융 기관의 ATM 일 수 있다. 그리고 통신 방식은 LTE(long term

evolution),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WiFi(wireless fidelity), 무선랜(wireless LNA; wireless

Local area network), 블루투스 (bluetooth),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및
NFC(near field communications) 를 포함할 수 있다.



[85] 입력부 (120) 는 전자 장치 (100) 에서 입력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
입력부 (120) 는 전자 장치 (100) 의 사용자 입력에 대웅하여 , 입력 데이터를
발생시 킬 수 있다. 그리고 입력부 (120) 는 적어도 하나의 입력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입력부 (120) 는 키 패드 (key pad), 돔 스위치 (dome switch), 물리 버튼,
터치 패널(touch panel), 조그 셔틀 (jog & shuttle) 및 센서 (sensor) 를 포함할 수 있다.

[86] 표시부 (130) 는 전자 장치 (100) 에서 표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이러한
표시부 (130) 는 액정 디스플레이(LCD; Liquid Crystal Display), 발광
다이오드 (LED;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Organic LED) 디스플레 이, 마이크로 전자기 계 시스템(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디스플레 이 및 전자 종이(electronic paper) 디스플레 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표시부 (130) 는 입력부 (120) 와 결합되어, 터치 스크린 (touch

screen)으로 구현될 수 있다.
[87] 센서부 (140) 는 전자 장치 (100) 의 상태 또는 전자 장치 (100) 의 주변 상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검출할 수 있다. 센서부 (140) 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센서부 (140) 는 전자 장치 (100) 의 사용자
지문을 검출하는 지문 센서 (finger print sensor)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문
센서는 전자 장치 (100) 의 입력부 (120) 에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문 센서는
전자 장치 (100) 의 사용자 지문을 이미지로 캡쳐하는 광학식 지문 센서 (도시되지
않음), 초음파 지문 센서 (도시되지 않음), 정전 용량 지문 센서 (도시되지 않음),
전기 전도율을 감지하는 반도체 방식 지문 센서 (도시되지 않음) 또는 열 감지
지문 센서 (Heart Rate Sensor, 도시되지 않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88] 저장부 (150) 는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프로그 램들을 저장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저장부 (150) 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카드에 기반하여, 전자
결제 기능 또는 계좌 관리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들을 저장할 수 있다.
전자 결제 기능과 계좌 관리 기능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상호에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들로 제공될 수 있다. 전자 결제 기능은 전자

카드에 기반하여 지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결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일 수 있다. 계좌 관리 기능은 전자 카드에 기반하여 금융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거 나, 거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일 수 있다. 금융 거래 서비스는
계좌 거래, 계좌 조회, 계좌 송금, 대출 서비스 또는 기타 부가 업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계좌 거래는, 예컨대 계좌 입금 또는 계좌 출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대출 서비스는, 예컨대 단기 대출 서비스

또는 현금 서비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장부 (150) 는
프로그 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저장부 (150) 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 카드는 지불 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 카드, 금융
거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출 카드, 멤버십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카드,



상품 교환을 위한 기프트 카드 또는 신분 증명을 위한 개인 식별 카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89] 제어부 (160) 는 전자 장치 (100) 에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어부 (160) 는 전자 장치 (100) 의 구성요소들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전자

장치 (100) 의 구성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 (160) 는 전자

장치 (100) 의 구성요소들 로부터 명령 또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어부 (160) 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각각의 기능을 위한 기능 처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기능

처리부는 애플리케이션 처리부 (application processor; AP) 일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제어부 (160) 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카드에 기반하여, 전자

결제 기능 또는 계좌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90]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제어부 (160) 는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 (160) 는 외부 장치로 접근을 감지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거래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 정보는 계좌 입금을 위한 입금 정보 또는 계좌 출금을 위한 계좌 출금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입금 정보는 계좌 식별 정보
및 계좌 내 금액을 포함하고, 현금이 나 수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입금 타입 또는 입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출금 정보는 계좌 식별 정보 및 계좌 내 금액을 포함하고, 출금 금액, 금 액
단위 또는 출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사용자 인증의 성공에

기반하여, 외부 장치를 검출할 수 있다.
[91] 이를 통해, 제어부 (160) 는 전자 카드를 이용하여 ,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외부 장치로 계좌 거래를 위한 거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92] 도 2는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방법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그리고 도 8, 도 9 , 도 10, 도 1la, 도 1lb, 도 1lc, 도 12a, 도 12b, 도 12c,

도 13a, 도 13b, 도 13c, 도 13d, 도 14, 도 15a, 도 15b, 도 16a, 도 16b, 도 16c 및 도

16d는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시도들을 도시한다.

[93] 도 2를 참조하면,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방법은,

제어부 (160) 가 211 동작에서 계좌 관리 기능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계좌 관리 기능은 전자 카드 (800) 에 기반하여 금융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좌 관리 기능이 할당된 아이콘이 선택되면, 제어부 (160) 는 계좌 관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94] 한 실시예에 따르면, 제어부 (160) 는 도 8a 또는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좌

관리 화면 (810) 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전자 카드 (800) 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사용자의 선택에 기반하여, 전자 카드 (800) 를
결정할 수 있다. 제어부 (160) 는 계좌 관리 화면(810) 에, 전자 카드 (800),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계좌 거래를 위한 계좌 거래 아이템(820) 또는 전자
카드 (800) 의 거래 기록 (830)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 카드 (800) 는 금융 거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출 카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자 카드 (800) 가 계좌 관리 기능에 대웅하여, 사용자에 의해 미리
등록될 수 있다. 그리고 계좌 거래 아이템(820) 은 계좌 출금 아이템(821) 또는
계좌 입금 아이템(823)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95] 이어서 ,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계좌 출금을 위한 요청이 발생되면,
제어부 (160) 가 213 동작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 (160) 는 215

동작에서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식별 정보와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미리 등록된 식별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 식별 정보는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계좌 관리 기능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등록될 수 있다. 또는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와 전자 장치 (100) 에
대웅하여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 인증 정보는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등록될 수 있다.
[96] 도 3은 도 2에서 사용자 인증 동작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97] 도 3을 참조하면, 제어부 (160) 는 311 동작에서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사용자 식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계좌 관리
기능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식별 정보가 전자 장치 (100) 에 미리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식별 정보는 인증 정보, 비밀번호 (password), 식별부호 (PIN code),

패턴(pattern) 또는 생체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체 정보는 냄새 정보, 근전도 정보, 뇌파 정보, 심전도 정보, 적외선 정보, 흥채
정보 또는 지문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식별 정보와 미리 등록된 식별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좌
관리 화면(810) 에서 계좌 출금 아이템(821) 이 선택되면, 제어부 (160) 는 이를 계좌
출금을 위한 요청으로 감지할 수 있다. 이에 대웅하여 , 제어부 (160) 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식별 화면(910) 을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 식별
화면(910) 은 사용자에 식별 정보의 입력을 가이드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98] 다음으로, 제어부 (160) 는 313 동작에서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사용자

식별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식별 정보와

미리 등록된 식별 정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식별
정보와 미리 등록된 식별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식별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 식별 정보와 미리

등록된 식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식별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1 만큼 증가시 킬 수 있다.

[99] 다음으로, 313 동작에서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사용자 식별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315 동작에서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 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 전자 장치 (100) 또는 계좌 관리 기능에 접근

권한을 부 여하기 위한 인증 정보가 전자 장치 (100) 에 미리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인증 정보는 인증 정보 , 비밀번호, 식별부호, 패턴 또는 생체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체 정보는 냄새 정보 , 근전도

정보 , 뇌파 정보 , 심 전도 정보 , 적외선 정보 , 흥 채 정보 또는 지문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인증 정보는 식별 정보와 동일할 수 있으며 ,

상 이할 수도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아을 러,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

[100] 다음으로, 제어부 (160) 는 317 동작에서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리고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1 만큼 증가시 킬 수

있다.
[101] 다음으로, 317 동작에서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도 2로

리턴할 수 있다. 아을 러,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

[102] 한편, 313 동작에서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사용자 식별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319 동작에서 실패 횟수의 미리 설정된 횟수에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는 317 동작에서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319 동작에서 실패 횟수의 미리 설정된 횟수에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03] 다음으로, 319 동작에서 실패 횟수가 미리 설정된 횟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311 동작으로 리턴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311 동작 내지 319 동작 중 적어도 일부를 반복하여 수 행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식별 또는 사용자 인증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재수행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재식별

화면(1010) 을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 재식별 화면(1010) 은 사용자에 식별 정보의

입력을 가이드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104] 한편, 319 동작에서 실패 횟수가 미리 설정된 횟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방법을 종료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계좌 출금을 위한 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계좌 출금을

위한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105] 계속해서 , 제어부 (160) 는 217 동작에서 외부 장치에 연결을 수 행할 수 있다. 즉

사용자 인증에 성공하면, 제어부 (160) 는 근거리 통신을 활성화시켜 , 외부

장치 (도시되지 않음) 에 연결을 수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MST

또는 NFC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활성화시 킬 수 있다. 한 실시 예에 따르면, 외부

장치는 금융 기관의 ATM 일 수 있다.

[106] 도 4는 도 2에서 외부 장치에 연결 동작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107] 도 4를 참조하면, 제어부 (160) 는 411 동작에서 계좌 출금 화면(11 10)을 표시할

수 있다. 계좌 출금 화면(11 10)은 사용자에 출금 정보의 입력을 가이드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도 1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좌 출금 화면(11 10)을 표시할 수 있다. 출금 정보는 계좌 식별 정보 및 계좌 내

금 액을 포함하고, 출금 금액, 금 액 단위 또는 출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413 동작에서 계좌 출금

화면(11 10)에 기반하여 출금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계좌

출금 화면(11 10)에 대웅하여 사용자의 입력에 기반하여, 출금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도 l i 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와 같이 계좌 출금

화면(1110) 에 대웅하여 출금 금 액과 금 액 단위를 결정하고, 도 1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좌 출금 화면(1110) 에 대웅하여 출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를 더 결정할 수

있다.
[108] 다음으로, 제어부 (160) 는 415 동작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 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전자

장치 (100) 또는 계좌 관리 기능에 접근 권한을 부 여하기 위한 인증 정보가 전자

장치 (100) 에 미리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인증 정보는 인증 정보 , 비밀번호,

식별부호, 패턴 또는 생체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체 정보는 냄새 정보 , 근전도 정보 , 뇌파 정보 , 심 전도 정보 , 적외선 정보 ,

흥 채 정보 또는 지문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109] 다음으로, 제어부 (160) 는 417 동작에서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리고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1 만큼 증가시 킬 수

있다.
[110] 다음으로, 417 동작에서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418
동작에서 실패 횟수의 미리 설정된 횟수에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사용자에 사용자 인증의 실패를 통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

[111] 다음으로, 418 동작에서 실패 횟수가 미리 설정된 횟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415 동작으로 리턴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415 동작 내지 418 동작 중 적어도 일부를 반복하여 수 행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을 재수 행할 수 있다.

[112] 한편, 418 동작에서 실패 횟수가 미리 설정된 횟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방법을 종료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계좌 출금을 위한 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계좌 출금을

위한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계좌 관리 기능에서 전자

카드 (800) 를 삭제할 수 있으며 , 전자 카드 (800)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 기관의

다른 전자 카드를 추가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113] 한편, 417 동작에서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419 동작에서

외부 장치의 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전자 장치 (100) 가 외부 장치에

접근하면, 제어부 (160) 가 외부 장치를 검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제어부 (160) 는

통신부 (110) 를 통해 요청 신호를 송출하고, 이에 대웅하여 외부 장치로부터 웅답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또는 제어부 (160) 는 통신부 (110) 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검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아을 러,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
[114]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도 1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근 가이드 화면(1210) 을

표시할 수 있다. 접근 가이드 화면(1210) 은 사용자에 외부 장치로 접근을
가이드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미리 설정된

검출 시간 동안 외부 장치의 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출 시간은

다수개 의 단위 시간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 리고 각각의 단위 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제어부 (160) 는 도 1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재검출 화면(1220) 을 표시할

수 있다. 재검출 화면(1220) 은 사용자에 시간 연장 여부를 질의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115] 다음으로, 419 동작에서 외부 장치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420 동작에서 검출 시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 외부 장치가 검출되지 않고, 검출 시간이 경과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16] 다음으로, 420 동작에서 검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419 동작으로 리턴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419 동작

또는 420 동작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반복하여 수 행할 수 있다.

[117] 한편, 420 동작에서 검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방법을 종료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계좌 출금을 위한

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계좌 출금을 위한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도 1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차 중단

화면(1230) 을 표시할 수 있다. 절차 중단 화면(1230) 은 사용자에 검출 시간

경과에 따른 계좌 출금을 위한 절차 중단을 통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118] 한편, 419 동작에서 외부 장치가 검출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421

동작에서 외부 장치에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도 2로

리턴할 수 있다.

[119] 마지막으로, 제어부 (160) 는 219 동작에 서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출금 처리를

수 행할 수 있다. 즉 외부 장치와 연결되면 , 제어부 (160) 는 외부 장치와 통신을
수 행하여, 계좌 출금 처리를 수 행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외부 장치에

계좌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실시 예에 따르면, 외부 장치는 금융 기관의

ATM 일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외부 장치에 계좌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MST 또는 NFC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리고 계좌 출금이 완료되면 , 제어부 (160) 는 근거리

통신을 비활성화시 킬 수 있다.

[120] 도 5는 도 2에서 계좌 출금 처리 동작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121] 도 5를 참조하면, 제어부 (160) 는 511 동작에서 외부 장치에 출금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출금 정보는 계좌 식별 정보 및 계좌 내 금 액을 포함하고, 출금 금액,

금 액 단위 또는 출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어부 (160) 가 외부 장치에 계좌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금 정보가 수신되면 , 외부 장치는 출금 정보에 기반하여 , 사용자에 계좌

출금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외부 장치는 출금 금 액을 금 액 단위로 제공할 수

있으며 , 필요에 따라 출금 영수증을 더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 가 외부

장치로부터 출금 금 액을 금 액 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 필요에 따라 출금

영수증을 획득할 수 있다.

[122] 다음으로, 계좌 출금이 완료되면 , 제어부 (160) 가 513 동작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출금의 완료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좌 출금이 완료되 면 , 외부 장치가 전자 장치 (100) 에 완료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완료 메시지가 수신되면 ,

제어부 (160) 가 계좌 출금의 완료를 감지할 수 있다.



[123] 다음으로, 제어부 (160) 는 515 동작에서 계좌 출금의 완료를 나타내는 사용자
알림을 출력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 (160) 는 도 2로 리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금 완료 화면(1310) 을 표시할 수
있다. 출금 완료 화면(1310) 은 사용자에 계좌 출금의 완료를 통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 (160) 는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경
화면(1320) 의 상태 표시줄 (1321) 에 완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제어부 (160) 는 도 1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티피케이션 화면(1330) 에 완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에 의해 배경 화면(1320) 의 상태
표시줄 (1321) 이 제어되면, 제어부 (160) 는 노티피케이션 화면(1330) 에 완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제어부 (160) 는 도 1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경
화면(1320) 에서 알림 창 (1340) 에 완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에 의해 노티피케이션 화면(1330) 또는 알림

창 (1340) 에서 완료 메시지가 선택되면, 제어부 (160) 는 계좌 출금 정보를 더
표시할 수 있다.

[124] 한편, 513 동작에서 계좌 출금이 완료되지 않고, 계좌 출금에 오류가 발생되면,
제어부 (160) 가 523 동작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출금의 오류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좌 출금에 오류가
발생되면, 외부 장치가 전자 장치 (100) 에 오류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오류 메시지가 수신되면, 제어부 (160) 가 계좌 출금의
오류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류 메시지는 계좌 출금의 오류 원인을
포함할 수 있다.

[125] 다음으로, 제어부 (160) 는 525 동작에서 계좌 출금의 오류에 대웅하여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 (160) 는 도 2로 리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전자 카드 (100) 에 대웅하여 금융 기관에 접속할 수 있다.
제어부 (160) 는 금융 기관으로 호를 발신하 거나,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으며 , 금융
기관의 홈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126] 한편, 213 동작에 서 계좌 출금을 위한 요청이 감지되지 않고, 계좌 입금을 위한
요청이 발생되면, 제어부 (160) 가 223 동작에 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 (160) 는 225 동작에서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식별 정보와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미리 등록된
식별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 식별 정보는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계좌 관리 기능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등록될 수 있다. 또는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와 전자 장치 (100) 에 대웅하여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 인증 정보는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등록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도 3을
참조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인증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127] 계속해서 , 제어부 (160) 는 227 동작에 서 외부 장치에 연결을 수 행할 수 있다. 즉

사용자 인증에 성공하면, 제어부 (160) 는 근거리 통신을 활성화시켜 , 외부

장치 (도시되지 않음) 에 연결을 수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MST

또는 NFC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활성화시 킬 수 있다. 한 실시 예에 따르면, 외부

장치는 금융 기관의 ATM 일 수 있다.

[128] 도 6은 도 2에서 외부 장치에 연결 동작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129] 도 6을 참조하면, 제어부 (160) 는 611 동작에서 계좌 입금 화면(1410) 을 표시할

수 있다. 계좌 입금 화면(1410) 은 사용자에 입금 정보의 입력을 가이드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좌 입금 화면 ( 1410) 을 표시할 수 있다. 입금 정보는 계좌 식별 정보 및 계좌 내

금액을 포함하고, 현금이 나 수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입금 타입

또는 입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613 동작에서 계좌 입금 화면(1410) 에 기반하여 입금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계좌 입금 화면(1410) 에 대웅하여 사용자의

입력에 기반하여 , 입금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계좌

입금 화면(1410) 에 대웅하여 입금 타입과 입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0] 다음으로, 제어부 (160) 는 615 동작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 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전자

장치 (100) 또는 계좌 관리 기능에 접근 권한을 부 여하기 위한 인증 정보가 전자

장치 (100) 에 미리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인증 정보는 인증 정보 , 비밀번호,

식별부호, 패턴 또는 생체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체 정보는 냄새 정보 , 근전도 정보 , 뇌파 정보 , 심 전도 정보 , 적외선 정보 ,

흥 채 정보 또는 지문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131] 다음으로, 제어부 (160) 는 617 동작에서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리고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 인증 정보와 미리 등록된 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1 만큼 증가시 킬 수

있다.
[132] 다음으로, 617 동작에서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618
동작에서 실패 횟수의 미리 설정된 횟수에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사용자에 사용자 인증의 실패를 통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

[133] 다음으로, 618 동작에서 실패 횟수가 미리 설정된 횟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615 동작으로 리턴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615 동작 내지 618 동작 중 적어도 일부를 반복하여 수 행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사용자 인증을 재수 행할 수 있다.

[134] 한편, 618 동작에서 실패 횟수가 미리 설정된 횟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방법을 종료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계좌 입금을 위한 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계좌 입금을

위한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계좌 관리 기능에서 전자

카드 (800) 를 삭제할 수 있으며 , 전자 카드 (800)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 기관의

다른 전자 카드를 추가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135] 한편, 617 동작에서 전자 장치 (100) 또는 전자 카드 (800)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619 동작에서

외부 장치의 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전자 장치 (100) 가 외부 장치에

접근하면, 제어부 (160) 가 외부 장치를 검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제어부 (160) 는

통신부 (110) 를 통해 요청 신호를 송출하고, 이에 대웅하여 외부 장치로부터 웅답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또는 제어부 (160) 는 통신부 (110) 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검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아을 러, 제어부 (160) 는 실패 횟수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
[136]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도 1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근 가이드 화면(1510) 을

표시할 수 있다. 접근 가이드 화면(1510) 은 사용자에 외부 장치로 접근을
가이드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미리 설정된

검출 시간 동안 외부 장치의 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출 시간은

다수개 의 단위 시간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 리고 각각의 단위 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제어부 (160) 는 도 1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재검출 화면(1520) 을 표시할

수 있다. 재검출 화면(1520) 은 사용자에 시간 연장 여부를 질의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137] 다음으로, 619 동작에서 외부 장치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620 동작에서 검출 시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 외부 장치가 검출되지 않고, 검출 시간이 경과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38] 다음으로, 620 동작에서 검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619 동작으로 리턴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619 동작

또는 620 동작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반복하여 수 행할 수 있다.

[139] 한편, 620 동작에서 검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방법을 종료할 수 있다. 즉 제어부 (160) 는 계좌 입금을 위한

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계좌 입금을 위한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도 1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차 중단

화면(1530) 을 표시할 수 있다. 절차 중단 화면(1530) 은 사용자에 검출 시간

경과에 따른 계좌 입금을 위한 절차 중단을 통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140] 한편, 619 동작에서 외부 장치가 검출된 것으로 판단되면 , 제어부 (160) 는 621

동작에서 외부 장치에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도 2로

리턴할 수 있다.

[141] 마지막으로, 제어부 (160) 는 229 동작에 서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입금 처리를

수 행할 수 있다. 즉 외부 장치와 연결되면 , 제어부 (160) 는 외부 장치와 통신을
수 행하여, 계좌 입금 처리를 수 행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외부 장치에

계좌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실시 예에 따르면, 외부 장치는 금융 기관의

ATM 일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외부 장치에 계좌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MST 또는 NFC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리고 계좌 출금이 완료되면 , 제어부 (160) 는 근거리

통신을 비활성화시 킬 수 있다.

[142] 도 7은 도 2에서 계좌 입금 처리 동작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143] 도 7을 참조하면, 제어부 (160) 는 711 동작에 서 외부 장치에 입금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입금 정보는 계좌 식별 정보 및 계좌 내 금액을 포함하고, 현금이 나 수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입금 타입 또는 입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 제어부 (160) 가 외부 장치에 계좌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입금 정보가 수신되면 , 외부 장치는 입금

정보에 기반하여 , 사용자에 계좌 입금을 처리할 수 있다. 즉 외부 장치는 입금

금 액을 입금 타입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 필요에 따라 입금 영수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외부 장치에 입금 금액을 제공할 수 있으며 , 필요에

따라 입금 영수증을 획득할 수 있다.
[144] 다음으로, 계좌 입금 이 완료되면 , 제어부 (160) 가 713 동작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입금의 완료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좌 입금 이 완료되면 , 외부 장치가 전자 장치 (100) 에 완료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완료 메시지가 수신되면 ,

제어부 (160) 가 계좌 입금의 완료를 감지할 수 있다.

[145] 다음으로, 제어부 (160) 는 715 동작에서 계좌 입금의 완료를 나타내는 사용자

알림을 출 력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도 2로 리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도 1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금 완료 화면(1610) 을 표시할 수

있다. 입금 완료 화면(1610) 은 사용자에 계좌 입금의 완료를 통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또 한 제어부 (160) 는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경

화면(1620) 의 상 태 표시줄 (1621) 에 완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제어부 (160) 는 도 1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티피케이션 화면(1630) 에 완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에 의해 배경 화면(1620) 의 상 태



표시줄 (1621) 이 제어되면 , 제어부 (160) 는 노티피케이션 화면(1630) 에 완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제어부 (160) 는 도 1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경

화면(1620) 에서 알림 창 (1640) 에 완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에 의해 노티피케이션 화면(1630) 또는 알림

창 (1640) 에서 완료 메시지가 선택되면 , 제어부 (160) 는 계좌 입금 정보를 더

표시할 수 있다.

[146] 한편, 713 동작에서 계좌 입금 이 완료되지 않고, 계좌 입금에 오류가 발생되면 ,

제어부 (160) 가 723 동작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때 제어부 (160) 는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입금의 오류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좌 입금에 오류가

발생되면 , 외부 장치가 전자 장치 (100) 에 오류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오류 메시지가 수신되면 , 제어부 (160) 가 계좌 입금의

오류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류 메시지는 계좌 입금의 오류 원인을

포함할 수 있다.

[147] 다음으로, 제어부 (160) 는 725 동작에서 계좌 입금의 오류에 대웅하여 해당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다. 그 리고 제어부 (160) 는 도 2로 리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부 (160) 는 전자 카드 (100) 에 대웅하여 금융 기관에 접속할 수 있다.

제어부 (160) 는 금융 기관으로 호를 발신하 거나 ,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으며 , 금융

기관의 홈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148]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방법은 ,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 행하는 동작, 외부 장치로 접근을 감지하는 동작 및

상기 전자 카드 (800) 를 이용하여, 상 기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거 래를 수 행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149]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계좌 거 래 수 행 동작은, 상 기 외부 장치로 상기
계좌 거 래를 위한 거 래 정보를 전송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150]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접근 감지 동작은, 상 기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상 기 거 래 정보를 결정하는 동작, 상 기 전자 카드 (800) 에 대웅하여,

상 기 사용자 인증을 수 행하는 동작 및 상기 사용자 인증의 성공에 기반하여,

상 기 외부 장치를 검출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151] 다 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계좌 거 래는 계좌 입금을 포함할 수 있다.

[152] 다 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거 래 정보는 현금이 나 수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입금 타입 또는 입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153]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계좌 거 래는 계좌 출금을 포함할 수 있다.

[154]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거 래 정보는 출금 금액, 금 액 단위 또는 출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155]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거 래 정보 결정 동작은, 상 기 거 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을 표시하는 동작 및 상기 화면에 대웅하여 상기 사용자의

입력에 기반하여 , 상 기 거 래 정보를 결정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156]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사용자 인증 동작은, 상 기 사용자 식별을

수 행하는 동작 및 상기 사용자 식별의 성공에 기반하여, 상 기 사용자 인증을

수 행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157]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사용자 인증 동작은, 상 기 사용자 식별의 실패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의 실패에 기반하여, 상 기 사용자 식별을 재수 행하는

동작을 더 포함할 수 있다.

[158]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전자 장치 (100) 의 동작 방법은 , 상 기 외부

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거 래의 완료를 감지하는 동작을 더 포함할 수 있다.

[159]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상 기 완료 감지 동작은, 상 기 외부 장치로부터 완료

메시지를 수신하는 동작 및 상기 완료 메시지를 표시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160]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전자 장치 (100) 는 사용자 인증에 기반하여, 계좌

관리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다. 즉 전자 장치 (100) 는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거 래,

예컨대 계좌 출금 또는 계좌 입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수 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전자 장치 (100) 가 계좌 거 래를 위한 거 래 정보를 외부 장치에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 전자 장치 (100) 의 사용자는 외부 장치에 직접적으로 거 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자 장치 (100) 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성 이 향상될 수 있다. 아을 러, 전자 장치 (100) 의 이용 효율성 이

향상될 수 있다.

[161] 한편, 본 명세서와 도면에 개시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예를 제시한 것일 뿐 이며 ,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즉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른 변형 예들 이 실시 가능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게 자 명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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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전자 장치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동작;

외부 장치로 접근을 감지하는 동작; 및

상기 전자 카드를 이용하여, 상기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거래를

수행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계좌 거래 수행 동작은,

상기 외부 장치로 상기 계좌 거래를 위한 거래 정보를 전송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 상기 접근 감지 동작은,

상기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상기 거래 정보를 결정하는 동작;

상기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상기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동작; 및

상기 사용자 인증의 성공에 기반하여, 상기 외부 장치를 검출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 제 2 항에 있어서 ,

상기 계좌 거래는 계좌 입금을 포함하고,

상기 거래 정보는 현금이 나 수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입금 타입 또는 입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

상기 계좌 거래는 계좌 출금을 포함하고,

상기 거래 정보는 출금 금액, 금 액 단위 또는 출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 상기 거래 정보 결정 동작은,

상기 거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을 표시하는 동작; 및

상기 화면에 대웅하여 상기 사용자의 입력에 기반하여, 상기 거래

정보를 결정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사용자 인증 동작은,

상기 사용자 식별을 수행하는 동작; 및

상기 사용자 식별의 성공에 기반하여, 상기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사용자 인증 동작은,

상기 사용자 식별의 실패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의 실패에

기반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을 재수행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외부 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거래의 완료를 감지하는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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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 상기 완료 감지 동작은,

상기 외부 장치로부터 완료 메시지를 수신하는 동작; 및
상기 완료 메시지를 표시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전자 장치에 있어서 ,

외부 장치와 통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 및
상기 통신부와 기능적으로 연결된 제어부를 포함하며 ,

상기 제어부는,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외부 장치로 접근을 감지하고,

상기 전자 카드를 이용하여, 상기 외부 장치를 통해 계좌 거래를
수행하도록 구성된 전자 장치 .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외부 장치로 상기 계좌 거래를 위한 거래 정보를 전송하도록

더 구성된 전자 장치 .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상기 거래 정보를 결정하고,

상기 전자 카드에 대웅하여, 상기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사용자 인증의 성공에 기반하여, 상기 외부 장치를
검출하도록 더 구성된 전자 장치 .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

상기 계좌 거래는 계좌 입금을 포함하고,

상기 거래 정보는 현금이 나 수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입금 타입 또는 입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

상기 계좌 거래는 계좌 출금을 포함하고,

상기 거래 정보는 출금 금액, 금 액 단위 또는 출금 영수증의 수취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에 기능적으로 연결된 표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거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을 표시하고,

상기 화면에 대웅하여 상기 사용자의 입력에 기반하여, 상기 거래

정보를 결정하도록 더 구성된 전자 장치 .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식별을 수행하고,

상기 사용자 식별의 성공에 기반하여, 상기 사용자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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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더 구성된 전자 장치 .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식별의 실패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의 실패에

기반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을 재수행하 도록 더 구성된 전자 장치 .

[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외부 장치를 통해 상기 계좌 거래의 완료를 감지하는 동작을
더 포함하도록 더 구성된 전자 장치 .

[청구항 2이 제 19 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에 기능적으로 연결된 표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외부 장치로부터 완료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완료 메시지를 표시하는 동작을 포함하도록 더 구성된 전자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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