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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단일 계좌 휴대용 무선 금융 메시지 유닛

요약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수신기(804) 및 선택적 호출 디코더(1004)를 포함한다. 선택적 호출 디코더(1

004)는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financial transaction) 종류와 대응하는 단일의 유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를 포함

하는 메모리(1010)를 갖는다. 어드레스 상관기(830)는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종류와 대응하는 수신된 선택 호출 어

드레스와 단일의 유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 사이에서 실질적인 일치성을 결정하도록 동작한다. 일치성에 대응하

여, 메인 프로세서(1006) 및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1004)는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종류와 대응하는 금융 트랜잭션

을 실행하도록 수신된 정보를 처리한다.

색인어

무선 네트워크,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페이징 터미널, 금융 트랜잭션,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단일 계좌 휴대용 무선 금

융 메시지 유닛에 대한 보안 금융 트랜잭션(financial transaction)을 용이하게 하는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또는 발신자가 가입자 유닛과 연관된 어드레스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가입자 유닛(예를 들면, 선택적 호출 수신기)에 전달한다. 데이터는 전화 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디지트, 판

독가능한 텍스트 메시지를 나타내는 알파벳 문자, 또는 오디오 및 그래픽 정보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같이,

하나 이상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는 사업, 특수 관심사, 소재, 일반적인 스케줄, 

또는 중요한 시간 약속에 관련된 서비스와 각 개인 사이에서 정보를 운반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이동할 

때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건, 접촉, 및 사업 정보를 계속 알리면서 각 개인이

개인적 또는 사업적 트랜잭션을 실행하도록 허용하는 솔루션(solution)이 발견되어야 한다.

셀룰러(cellular) 및 페이징(paging) 응용을 모두 포함하는 종래 무선 시스템을 고려할 때, 확실한 비공개 개인적 또는

사업적 트랜잭션이 실시되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공학의 진보로 인해, 특히 무선 통신 및 컴

퓨터 과학 분야의 진보로 인해, "해커(hacker)"가 선택적 호출 수신기에 대한 어드레스 및 데이터 방송을 감시하는 것

이 비교적 쉬워졌다. 이와 같이 원하지 않는 감시나 도청은 개인적인 데이터가 인증되지 않은 각 개인에게 노출되어, 

비밀 정보가 방송되는 경우 두 집단 모두에 불필요한 위험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잠재적 사

용자에게 문제가 된다. 더욱이, 그 정보가 개인 어드레스, 일련 번호,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

r; PIN) 등을 나타내는 명확한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면,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을 감시하는 비도덕적인 집단

은 각 개인의 계좌에 액세스를 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통신 디바이스를 복제하도록 어드레스를 침해할 수 있다. 이 방

식으로 비밀 정보나 서비스를 절도하는 것은 현재 및 미래에 통신 장비 제작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면한 가장 위

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송에 포함된 데이터를 보안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자 금융 트랜잭션 분야에서 특히 민

감하다. 수집을 위해 노출되는 금융 트랜잭션에 포함된 명확한 텍스트 데이터는 자금 절도나 각 개인에 대한 사기를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발신자가 메시지의 내용이나 의미를 노출시키지 않고 가입자 유닛과 발신자 사이에 보안 메시지

를 통신하고 보안 메시지를 인증할 수 있게 하는 무선 메시지 시스템이다.

<발명의 요약>
간략하게, 본 발명에 따라, FLEX  ? , Motorola사의 등록상표, POCSAG(Post Office Code Standardization Advisor

y Group) 등과 같은 페이징(paging)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기존의 페이징 하부구조 장비를 통해 보안 금융 트랜잭션

을 포함하는 데이터 전달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1 특성은 기존의 페이징 하부구조에서 보안 메시지를 오버레이(overlay)하는 방법을 실시하는 하드웨어

의 실현을 포함한다. 기존의 페이징 하부구조는 수신된 메시지 및 그에 대응하는 목적지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페이징

인코더를 포함하는 페이징 터미널을 구비한다. 페이징 터미널은 대응하는 목적지 요구로부터 결정된 바에 따라, 수신

된 메시지 및 그에 대응하는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의 메시지 대기열(messaging que

ue)을 발생한다. 메시지 대기열에서 선택적 호출 메시지의 배급은 기지국과 가입자 유닛 또는 페이저(pager)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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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위해 적어도 한 기지국(예를 들면, 전송기, 안테나, 및 수신기)에 메시지를 발송하는 페이징 터미널에 의해 처

리된다.

본 발명의 제2 특성은 발신자 및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로부터 수신된 메시지의 인증을 선택적으로 암호화, 복호화, 

신호화, 및 확인하도록 페이징 터미널에 암호 엔진(cryptographic engine)을 구비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 특성은 보안 메시지의 수신을 인증 및 확인하기 위해 인증을 확인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필

요한 경우 암호화된 응답이나 승인을 복귀하도록 선택적 호출 메시지에 포함된 암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특수 보

안 모듈이 갖추어진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4 특성은 들어오고 나오는 메시지를 모두 통신하는 1차 및 2차 장치가 갖추어진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

를 포함한다. 1차 장치는 종래의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수신기를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종래의 무선 주파수 

전송기를 포함한다. 2차 장치는 광수신기를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광전송기를 포함한다. 다른 방법으로, 2차 장치는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 및 발신자 사이에서 양방향 또는 단일방향 통신 링크를 실시하는 하나 이상의 음향적 또는 

다른 전자기 변환기(transducer) 및 연관 회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5 특성은 전자 현금 또는 자금 보관 카드, 현금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은행 계좌 중 적어도 하나와 대응하

는 소정의 단일 계좌 식별자를 갖는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6 특성은 전자 현금 또는 자금 보관 카드, 현금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은행 계좌 중 적어도 2개와 대응하

는 소정의 다수의 계좌 식별자를 갖는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7 특성은 페이징 터미널 내의 암호 엔진 및 복수의 암호 과정을 수용하는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내의 

보안 모듈을 포함한다. 이들 암호 과정은 적절하게 개인 및 공중 키 시스템(private and public key system)을 포함

한다. 이러한 개인 키 시스템 중 하나로는 CBC 모드에서 ANSI X3.92 DES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

(Data Encryption Standard; DES)이 있다. 유사하게, 제1 공중 키 시스템은 모듈로 n 정수 곱셈 및 지수법을 사용하

여 실시되는 서브지수 일방 함수를 근거로 하는 암호 과정인 RSA(Rivest, Shamir, 및 Adleman에 의해 발명됨)이다. 

제2 공중 키 시스템은 무한 필드에 걸쳐 실시되는 매우 비선형적인 지수 일방 함수를 근거로 하는 암호 과정인 포물선

기술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제8 특성은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로부터의 무선 트랜잭션을 초기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무선 트랜잭션은

전자 현금 또는 자금 보관 카드, 현금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은행 계좌 중 적어도 하나에 관련된다.

본 발명의 제9 특성은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에 로딩된 금융 계좌 또는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

저에 프로그램된 사용자 선택 개인용 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0 특성은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를 통해 스마트 카드(Smart Card)로 프로그램되어,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에 의해 연속하여 액세스되거나 재프로그램되지 않으면 보호되는 스마트 카드의 특성에 억세스가 불가능해지

는 사용자 선택 개인 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1 특성은 인증된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를 무선 금융 트랜잭션에 대한 통신 에이전트(agent)로 인증

하고, 들어오거나 나오는 금융 트랜잭션이 발행인과 인증되지 않은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 사이에서 통신될 때 인증

된 가입자 유닛이나 페이저에 의해 제어되거나 그에 속하는 계좌에 대한 금융 트랜잭션을 선택적으로 불허하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은행, 신용 카드 발행인 등과 같이 인증된 사용자나 규정자에 의해 설정된 소정의 제한을 넘는 자금 전

달이나 신용 트랜잭션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전기적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메시지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터미널의 전기적 블록도.

도 3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되는 신호 프로토콜의 전송 포맷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되는 동기화 신호를 설명하는 타이밍도.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금융 메시지 유닛의 전기적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보안 메시지 시스템의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금융 메시지 유닛의 고레벨 블록도.

도 11은 금융 기관이 페이징 채널을 통해 금융 메시지 유닛에 보안 전자 자금 전달 인증을 전달한다고 가정하고 사용

될 수 있는 메시지 합성 및 암호화 장비의 블록도.

도 12는 금융 메시지 유닛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조합된 1-방향 및 2-방향 보안 메시지 시스템을 실시하는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의 기능 도.

도 13은 전자부품 산업에서 이미 공지된 OSI(Organization Standards International) 적층도(stack diagram)와 유사

한 포맷으로 메시지 시스템의 다양한 층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금융 메시지 유닛의 전형적인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5는 무선 금융 메시지 유닛에 의해 그로부터 자금의 전자 전달 또는 자금의 대출을 요구하고 인증하는 것에 연관

된 전형적인 시퀀스를 설명하는 도면.

도 16은 1-방향 및 2-방향 보안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금융 메시지 유닛에 의해 그로부터 자금의 무선 전달 또는 자

금의 대출과 연관된 전형적인 시퀀스를 설명하는 도면.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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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고로, 전기적인 블록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되는 페이징 시스템(paging system)과 같

은 데이터 전송 시스템(100)을 설명한다. 데이터 전송 시스템(100)에서, 숫자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시스템과 같은

전화기로부터, 또는 알파벳 숫자 데이터 터미널과 같은 메시지 엔트리 디바이스(message entry device)로부터 발신

된 메시지는 공중 스위치 전화 네트워크(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를 통해 시스템 내에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전송기(104)에 의한 전송을 위해 숫자 또는 알파벳 숫자 메시지 정보를 처리하는 페이징 터미널(102)에 

전해진다. 다수의 전송기가 사용될 때, 전송기(104)는 바람직하게 메시지 정보를 금융 메시지 유닛(106)에 동시 전송

한다. 페이징 터미널(102)에 의한 숫자 및 알파벳 숫자 정보의 처리와 메시지 전송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이하 설명

된다.

도 2를 참고로, 전기적인 블록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메시지 정보의 전송을 제어하고 처리하는데 사

용되는 페이징 터미널(102)을 설명한다. 톤만 있는 단기 메시지 및 전화기를 사용해 용이하게 입력될 수 있는 숫자 메

시지는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전화 인터페이스(202)를 통해 페이징 터미널(102)에 연결된다. 데이터 엔트

리 디바이스의 사용을 요구하는 알파벳 숫자 메시지와 같이 더 긴 메시지는 다수의 공지된 모뎀 전송 프로토콜 중 임

의의 것을 사용하여 모뎀(206)을 통해 페이징 터미널(102)에 연결된다. 메시지를 배치하는 호출이 수신될 때, 제어기

(204)는 메시지의 처리를 다룬다. 제어기(204)는 바람직하게 Motorola사에 의해 제작된 MC680x0 또는 그와 동일한

것과 같은 마이크로컴퓨터이고, 이는 메시지를 입력하도록 호출자에게 지시하는 음성 프롬프트(voice prompt) 또는 

데이터 엔트리 디바이스로부터 메시지의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핸드셰이킹 프로토콜(handshaking protocol)과 같은

터미널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미리 프로그램된 다양한 루틴을 가동한다. 호출이 수신될 때, 제어기(204)는 수신되는 

메시지가 처리될 방법을 결정하도록 가입자 데이터베이스(208)에 저장된 정보를 참고한다. 가입자 데이터베이스(20

8)는 금융 메시지 유닛에 지정된 어드레스, 그 어드레스와 연관된 메시지 종류, 및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와 같이, 금융 메시지 유닛의 상태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러한 정보에 제한되지는 않

는다. 데이터 엔트리 터미널(240)은 제어기(204)에 연결되도록 제공되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208)에 저장된 정보

의 입력, 업데이트, 및 삭제를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 성능을 감시하는데, 또한 청구서 정보와 같은 정보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가입자 데이터베이스(208)는 또한 이하 보다 상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금융 메시지 유닛이 어느 전송 프레임(frame)

과 어느 전송 위상에 지정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수신된 메시지는 금융 메시지 유닛에 지정된 전송 위상에

따라 메시지를 대기열(queue)로 저장하는 활성 페이지 파일(210)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활

성 페이지 파일(210)에 4개의 위상 대기열이 제공된다. 활성 페이지 파일(210)은 바람직하게 이중 포트 선입선출(fir

st in first out)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이지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이 다른 랜덤 액세스 메모리 디바이스가 

또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 위상 대기열에 저장된 메시지 정보는 실시간 클럭(214)이나 다른 적절한 타

이밍 소스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타이밍 정보를 사용하여 제어기(204)의 제어하에서 활성 페이지 파일(210)로

부터 주기적으로 회복된다. 각 위상 대기열로부터 회복된 메시지 정보는 프레임 번호에 의해 분류되어, 어드레스, 메

시지 정보, 및 전송에 요구되는 다른 정보(모두 메시지 관련 정보라 칭하여짐)에 의해 조직화되고, 이어서 프레임 일

괄 제어기(frame batching controller)(212)에 의해 메시지 크기를 근거로 프레임에 일괄 처리된다. 각 위상 대기열

에 대해 일괄 처리된 프레임 정보는 또 다른 처리 및 전송을 할 때까지 일괄 처리된 프레임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프레임 메시지 버퍼(216)에 연결된다. 프레임은 숫자 시퀀스로 일괄 처리되므로, 현재의 프레임이 전송되고 있는 동

안, 전송될 다음 프레임은 프레임 메시지 버퍼(216)에 있고, 이후 다음 프레임이 회복되어 일괄 처리된다. 적절한 시

간에, 프레임 메시지 버퍼(216)에 저장된 일괄 처리 프레임 정보는 프레임 인코더(218)에 전달되어, 다시 위상 대기

열 관계를 유지한다. 프레임 인코더(218)는 이하 설명될 바와 같이 어드레스 및 메시지 정보를 전송에 요구되는 어드

레스 및 메시지 코드워드(codeword)로 부호화(encoding)한다. 부호화된 어드레스 및 메시지 코드워드는 블록으로 

순서가 정해지고,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전송을 위해 인터리브(interleave)된 정보 블록을 형성하도록 한번

에 8개의 코드워드를 바람직하게 인터리브하는 블록 인터리버(block interleaver)(220)에 연결된다. 각 블록 인터리

버(220)에 의해 생성된 인터리브된 정보 블록에 포함된 인터리브 코드워드는 위상 멀티플렉서(221)에 일렬로 전달되

고, 위상 멀티플렉서(221)는 전송 위상에 의해 직렬 데이터 스트림으로 비트 대 비트를 근거로 메시지 정보를 다중화

한다. 제어기(204)는 다음에 각 프레임 전송이 시작될 때 전송되는 동기화 코드를 발생하는 프레임 싱크 발생기(fram

e sync generator)(222)를 인에이블시킨다. 동기화 코드는 직렬 데이터 스플라이서(splicer)(224)에 의해 제어기(20

4)의 제어하에서 어드레스 및 메시지 정보와 다중화되고, 그로부터 전송에 적절하게 포맷된 메시지 스트림을 발생한

다. 메시지 스트림은 다음에 전송기 제어기(226)로 연결되고, 이는 제어기(204)의 제어하에서 배급 채널(228)을 통해

메시지 스트림을 전송한다. 배급 채널(228)은 배선 라인(wire line), RF(radio frequency)나 마이크로파 배급 채널, 

또는 위성 배급 링크와 같이, 이미 공지된 다수의 배급 채널 중 임의의 것이 될 수 있다. 배급된 메시지 스트림은 통신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전송기 스테이션(transmitter station)(104)에 전달된다. 메시지 스트림은 전송 이

전에 메시지 스트림을 임시로 저장하는 이중 포트 버퍼(230)에 먼저 전달된다. 타이밍 및 제어 회로(232)에 의해 결

정된 적당한 시간에, 메시지 스트림은 이중 포트 버퍼(230)로부터 회복되어 바람직하게 4-레벨 FSK(frequency shif

t key) 변조기(234)의 입력에 연결된다. 변조된 메시지 스트림은 이어서 안테나(238)를 통해 전송되도록 전송기(236

)에 연결된다.

도 3, 도 4, 및 도 5를 참고로, 타이밍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되는 신호 프로토콜의 전송 포맷을 

설명한다. 이 신호 프로토콜은 공통적으로 Motorola의 FLEX 선택적 호출 신호 프로토콜을 참고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프로토콜은 프레임 0 내지 프레임 127이라 칭하여지는 128개 프레임 중에서 하나 이상에 지정된 페

이저와 같은 금융 메시지 유닛으로의 메시지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신호 프로토콜내에 제공되는 프레임의 실제수는 

상기에 설명된 것 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많은 수의 프레임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시스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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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작하는 금융 메시지 유닛에 제공될 수 있는 배터리의 수명은 더 커진다. 더 적은 수의 프레임이 사용되면 사용

될수록, 메시지가 더 자주 특정한 프레임에 지정된 금융 메시지 유닛에 대기하여 전달될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해 잠재 

시간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게 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은 바람직하게 블록 0 내지 블록 10이라 칭하여지는 11개 블록의 메시지 정보(정보 

블록)로 이어지는 동기화 코드워드(sync)를 포함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메시지 정보 블록은 바람직하게 

각 위상에 대해 워드(word) 0 내지 워드 7이라 칭하여진 8개의 어드레스, 제어, 또는 데이터 코드워드를 포함한다. 결

과적으로, 한 프레임내의 각 위상은 88개까지의 어드레스, 제어, 및 데이터 코드워드의 전송을 허용한다. 어드레스, 

제어, 및 데이터 코드워드는 바람직하게 2개 세트를 포함하여, 제1 세트는 짧은 어드레스 벡터, 긴 어드레스 벡터, 제1

메시지 워드, 및 널워드(null word)를 포함하는 벡터 필드에 관련되고, 제2 세트는 메시지 워드 및 널워드를 포함하는

메시지 필드에 관련된다.

어드레스, 제어, 및 데이터 또는 메시지 코드워드는 바람직하게 코드워드 세트에 추가 거리 비트를 제공하는 제32 짝

수 패리티(even parity) 비트가 부가된 31,21 BCH 코드워드이다. 23,12 Golay 코드워드와 같은 다른 코드워드가 또

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드레스나 데이터로 코드워드 종류를 정의하는데 제1 코드워드 비트를 사용하

는 어드레스 및 데이터 코드워드를 제공하는 공지된 POCSAG 신호 프로토콜과 달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와 

사용되는 FLEX 신호 프로토콜에서는 어드레스 및 데이터 코드워드에 대해 이와 같은 구별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 보

다는 어드레스 및 데이터 코드워드가 각 프레임내에서 그들의 위치에 의해 정의된다.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되는 동기화 코드를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특히, 도 6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동기화 코드는 바람직하게 3개의 부분, 즉 제1 동기화 코드워드(sync 1), 프레임 정보 코드워드(fram

e info), 및 제2 동기화 코드워드(sync 2)를 포함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동기화 코드워드는 비트 동기화

를 제공하도록 교류하는 1, 0 비트 패턴으로, 비트 싱크(bit sync) 1 및 BS1이라 칭하여진 제1 및 제3 부분과, 프레임

동기화를 제공하고 "A" 및 그 보수 "A bar"라 칭하여진 제2 및 제4 부분을 포함한다. 제2 및 제4 부분은 바람직하게 

높은 코드워드 상관관계 신뢰도를 제공하도록 미리 정의된 단일 32,21 BCH 코드워드이고, 이는 또한 어드레스 및 메

시지가 전송된 데이터 비트 속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표 1은 신호 프로토콜에 따라 사용되는 데이터 비트 속도를 

정의한다.

[표 1]

비트 속도 "A" 값

1600 bps A1 및 A1 bar

3200 bps A2 및 A2 bar

6400 bps A3 및 A3 bar

정의되지 않음 A4 및 A4 bar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및 메시지 전송에 대해 3개의 데이터 비트 속도가 미리 정의되지만, 시스템 요구

조건에 따라, 더 많거나 적은 데이터 비트 속도가 또한 미리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프레임 정보 코드워드는

바람직하게 프레임 번호 0 내지 프레임 번호 127을 정의하도록 부호화되는 7 비트와 같이, 프레임 번호를 식별하도

록 예정된 소정의 수의 비트를 데이터 부분내에 포함하는 단일 32,21 BCH 코드워드이다. 제2 동기화 코드의 구조는 

바람직하게 상기에 설명된 제1 동기화 코드의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바람직하게 1600 bps(bit per second)와 같

이 고정된 데이터 심볼 속도로 전송되는 제1 동기화 코드와 달리, 제2 동기화 코드는 어드레스 및 메시지가 소정의 프

레임으로 전송되어야 하는 데이터 심볼 속도로 전송된다. 결과적으로, 제2 동기화 코드는 금융 메시지 유닛이 프레임 

전송 데이터 비트 속도로 "섬세한(fine)" 비트 및 프레임 동기화를 구하도록 허용한다. 요약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와 사용되는 신호 프로토콜은 위상 당 8개의 어드레스, 제어, 또는 메시지 코드워드를 포함하는 11개의 정보 

블록으로 이어지는 소정의 동기화 코드를 포함하는 128개 프레임을 갖는다. 동기화 코드는 데이터 전송 속도의 식별

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전송 속도로 전송되는 데이터 코드워드로 금융 메시지 유닛에 의한 동기화를 보장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금융 메시지 유닛(106)의 전기적인 블록도이다. 금융 메시지 유닛(106)의 심

장부는 제어기(816)로서, 이는 바람직하게 Motorola사에 의해 제작된 것과 같은 저전력 MC68HC0x 마이크로컴퓨터

를 사용하여 실시된다. 이후 제어기(816)라 칭하여지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기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주

변 회로로부터 입력을 수신하여 처리하고, 소프트웨어 서브루틴을 사용해 주변 회로의 동작 및 상호작용을 제어한다.

처리 및 제어 기능을 위한 마이크로컴퓨터 제어기(예를 들면, 기능 제어기)의 사용은 종래 기술에 숙련된 자에게 이미

공지되어 있다. 금융 메시지 유닛(106)은 이후 바람직하게 2-레벨 및 4-레벨 주파수 변조 기술을 사용하여 변조된 "

데이터"라 칭하여지는 어드레스, 제어, 및 메시지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전송된 데이터는 수신기부(804)의 입력에 

연결된 안테나(802)에 의해 포착된다. 수신기부(804)는 종래 기술에 공지된 방식으로 수신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후 

회복 데이터 신호라 칭하여지는 아날로그 4-레벨 회복 데이터 신호를 출력한다. 회복 데이터 신호는 한계값 레벨 추

출 회로(threshold level extraction circuit)(808)의 한 입력과 4-레벨 디코더(810)의 한 입력에 연결된다. 도 8의 

금융 메시지 유닛에 도시된 한계값 레벨 추출 회로(808), 4-레벨 디코더(810), 심볼 동기 장치(812), 4-레벨 이진수 

변환기(814), 동기화 코드워드 상관기(818), 및 위상 타이밍 발생기(데이터 회복 타이밍 회로)(826)는 여기서 참고로

포함되는 Motorola사의 Kuznicki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282,205호의 "가변 길이의 메시지 운반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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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신 터미널 및 그에 대한 방법(Data Communication Terminal Providing Variable Length Message Carry

-On And Method Therefor)"을 참고로 잘 이해된다. 다시 도 8을 참고로, 한계값 레벨 추출 회로(808)는 회복 데이

터 신호를 입력을 갖는 2개의 클럭 레벨 검출기 회로(clocked level detector circuit)(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바

람직하게, 한계값 레벨 추출 회로(808)에 주어지는 4-레벨 데이터 신호를 복호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는 17%,

50%, 및 83%의 신호 상태가 사용된다. 금융 메시지 유닛이 처음 켜질 때와 같이, 전력이 초기에 수신기부에 인가될 

때, 클럭 속도 선택기는 128X 클럭, 즉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1600 bps(bit per second)인 최저 데이터 비트 속도

의 128배와 같은 주파수를 갖는 클럭을 선택하도록 제어 입력(중심 샘플)을 통해 미리 설정된다. 128X 클럭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 204.8 KHz에서 동작하는 수정 제어 발진기인 128X 클럭 발생기(844)에 의해 발생된

다. 128X 클럭 발생기(844)의 출력은 102.4 KHz에서 64X 클럭을 발생하도록 출력 주파수를 2로 나누는 주파수 분

할기(846)의 입력에 연결된다. 128X 클럭은 레벨 검출기가 매우 짧은 시간 주기내에 피크(peak) 및 밸리(valley) 신

호 진폭값을 비동기화되어 검출하여, 변조 복호화에 요구되는 저상태(Lo), 평균 상태(Avg), 및 고상태(Hi) 한계 출력 

신호값을 발생하도록 허용한다. 이하 설명될 바와 같이, 동기화 신호로 심볼 동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어기(816)

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심볼 동기 장치(812)에 의해 발생된 1X 심볼 클럭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도록 제2 제어 

신호(중심 샘플)를 발생한다. 4-레벨 디코더(810)는 바람직하게 3개의 전압 비교기와 하나의 심볼 디코더를 사용하

여 동작한다. 회복 데이터 신호는 17%, 50%, 및 83%의 표준화된 신호 상태에 대응하여 한계값을 갖는 세 비교기의 

입력에 연결된다. 그 결과로 초래된 시스템은 회복 데이터 신호를 83% 비교기의 제2 입력, 50% 비교기의 제2 입력, 

및 17% 비교기의 제2 입력에 연결시킴으로서 복조된 2-레벨 또는 4-레벨 FSK 정보 신호를 효과적으로 회복한다. 

저상태(Lo), 평균 상태(Avg), 및 고상태(Hi) 한계 출력 신호값에 대응하는 세 비교기의 출력은 심볼 디코더의 입력에 

연결된다. 심볼 디코더는 이어서 표 2에 따라 입력을 복호화한다.

[표 2]

한계값 출력

Hi Avg Lo MSB LSB

RCin < RCin < RCin < 0 0

RCin < RCin < RCin > 0 1

RCin < RCin > RCin > 1 1

RCin > RCin > RCin > 1 0

표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복 데이터 신호(RCin)가 3개의 모든 한계값 보다 작을 때, 발생된 심볼은 00(MSB(most 

significant bit) = 0, LSB(least significant bit) = 0)이다. 이후에, 3개의 한계값 각각을 넘을 때는 상기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심볼이 발생된다. 4-레벨 디코더(810)로부터 출력된 MSB는 심볼 동기 장치(812)의 입력에 연결되고

, 4-레벨 회복 데이터 신호에서 0점과의 교차를 검출함으로서 발생된 회복 데이터 입력을 제공한다. 회복 데이터 입

력의 양의 레벨은 평균적인 한계값 출력 신호 이상의 아날로그 4-레벨 회복 데이터 신호에서 2개의 양의 편차 진폭을

나타내고, 음의 레벨은 평균적인 한계값 출력 신호 이하의 아날로그 4-레벨 회복 데이터 신호에서 2개의 음의 편차 

진폭을 나타낸다. 심볼 동기 장치(812)는 32X 속도 선택기(도시되지 않음)의 입력에 연결되고 주파수 분할기(846)에

의해 발생되는 102.4 KHz의 64X 클럭을 사용한다. 32X 속도 선택기는 바람직하게 심볼 전송 속도의 32배인 샘플 

클럭을 발생하도록 1 또는 2에 의한 선택적 분할을 제공하는 분할기이다. 제어 신호(1600/3200)는 32X 속도 선택기

의 제2 입력에 연결되고, 초당 1600 및 3200개의 심볼의 심볼 전송 속도에 대한 샘플 클럭 속도를 선택하는데 사용

된다. 선택된 샘플 클럭은 심볼당 32개의 샘플로 회복 데이터 신호(MSB)를 샘플링하는 32X 데이터 오버샘플러(over

sampler)(도시되지 않음)의 입력에 연결된다. 심볼 샘플은 심볼 엣지(symbol edge)가 검출될 때 출력 펄스를 발생하

는 데이터 엣지 검출기(도시되지 않음)의 입력에 연결된다. 샘플 클럭은 또한 회복 데이터 신호에 동기화된 1X 및 2X

심볼 클럭을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16/32에 의한 분할 회로(도시되지 않음)의 입력에 연결된다. 16/32에 의한 분할 

회로는 바람직하게 업/다운 카운터(up/down counter)이다. 데이터 엣지 검출기가 심볼 엣지를 검출할 때,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현재 카운트와 AND 게이트에 의해 게이트 처리된 펄스가 발생된다. 동시에, 16/32에 의한 분할 회

로의 입력에 연결된 데이터 엣지 검출기에 의해 펄스가 발생된다. 16/32에 의한 분할 회로가 32 카운트를 발생하기 

이전에 AND 게이트의 입력에 연결된 펄스가 도착할 때, AND 게이트에 의해 발생된 출력은 데이터 엣지 검출기로부

터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입력에 연결된 펄스에 응답하여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카운트가 1 카운트 만큼 진

보되게 하고, 16/32에 의한 분할 회로가 32 카운트를 발생한 이후에 AND 게이트의 입력에 연결된 펄스가 도착할 때,

AND 게이트에 의해 발생된 출력은 데이터 엣지 검출기로부터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입력에 연결된 펄스에 응답

해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카운트가 1 카운트 만큼 지체되게 하여, 그에 의해 회복 데이터 신호와 1X 및 2X 심볼 

클럭의 동기화를 가능하게 한다. 발생된 심볼 클럭 속도는 아래의 표 3으로부터 가장 잘 이해된다.

[표 3]

입력클럭 (상대적) 제어입력 (SPS) 속도 선택기 분할비 속도 선택기 출력 2X 심볼 클럭 (BPS) 1X 심볼 클럭 (BPS)

64X 1600 2 32X 3200 1600

64X 3200 1 64X 6400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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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1X 및 2X 심볼 클럭은 초당 1600, 3200, 및 6400 비트로 발생되고, 회복 데이터 신호와

동기화된다. 4-레벨 이진수 변환기(814)는 1X 심볼 클럭을 클럭 속도 선택기(도시되지 않음)의 제1 클럭 입력에 연

결시킨다. 2X 심볼 클럭은 클럭 속도 선택기의 제2 클럭 입력에 연결된다. 심볼 출력 신호(MSB, LSB)는 입력 데이터

선택기(도시되지 않음)의 입력에 연결된다. 선택기 신호(2L/4L)는 클럭 속도 선택기의 선택기 입력과 입력 데이터 선

택기의 선택기 입력에 연결되고, 심볼 출력 신호를 2-레벨 FSK 데이터나 4-레벨 FSK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제어

한다. 2-레벨 FSK 데이터 변환(2L)만이 선택될 때는 종래의 병렬에서 직렬로의 변환기(도시되지 않음)의 입력에 연

결되는 MSB 출력만이 선택된다. 1X 클럭 입력은 클럭 속도 선택기에 의해 선택되어, 결과적으로 병렬에서 직렬로의 

변환기의 출력에서 단일 비트의 이진수 데이터 스트림이 발생된다. 4-레벨 FSK 데이터 변환(4L)이 선택될 때는 병렬

에서 직렬로의 변환기의 입력에 연결되는 LSB 및 MSB 출력이 모두 선택된다. 2X 클럭 입력은 클럭 속도 선택기에 

의해 선택되어, 결과적으로 2X 심볼 속도로 직렬 2 비트 이진수 데이터 스트림이 발생되고, 병렬에서 직렬로의 변환

기의 출력에 제공된다. 다시 도 8을 참고로, 4-레벨 이진수 변환기(814)에 의해 발생된 직렬 이진수 데이터 스트림은

동기화 코드워드 상관기(181) 및 디멀티플렉서(820)의 입력에 연결된다. 소정의 "A" 코드워드 동기화 패턴은 코드 메

모리(822)로부터 제어기(816)에 의해 회복되어 "A" 코드워드 상관기(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된다. 수신된 동기화 패턴

이 수용가능한 에러 마진내에서 소정의 "A" 코드워드 동기화 패턴 중 하나와 정합될 때, "A" 또는 "A-bar" 출력이 발

생되어 제어기(816)에 연결된다. 서로 상관된 특정한 "A" 또는 "A-bar" 코드워드 동기화 패턴은 프레임 ID 코드워드

의 개시부에 프레임 동기화를 제공하고, 또한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어지는 메시지의 데이터 비트 속도를 정의한

다. 직렬 이진수 데이터 스트림은 또한 프레임 코드워드를 복호화하고 제어기(816)에 의해 현재 수신되고 있는 프레

임 번호의 표시를 제공하는 프레임 코드워드 디코더(도시되지 않음)의 입력에 연결된다. 초기의 수신기 on 상태에 이

어지는 것과 같은 싱크 포착 동안, 전력은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A" 동기화 코드워드의 수신을 가능하게 했던 도 

8에 도시된 배터리 절약기 회로(848)에 의해 수신기 부분으로 공급되고, 또한 동기화 코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

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계속하여 공급된다. 제어기(816)는 현재 수신되고 있는 프레임 번호를 코드 메모리(822)에 저

장된 지정 프레임 번호의 리스트와 비교한다. 현재 수신되는 프레임 번호가 지정된 프레임 번호와 다르면, 제어기(81

6)는 배터리 절약기 회로(848)의 입력에 연결되는 배터리 절약 신호를 발생하고, 수신기 부분으로의 전력 공급을 중

지한다. 전력 공급은 수신기 부분으로의 전력 공급이 지정된 프레임의 수신을 인에이블시키게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절약 회로(848)에 연결된 제어기(816)에 의해 배터리 절약기 신호가 발생될 때인 수신기에 지정된 다음 프레임까지 

중지된다. 소정의 "C" 코드워드 동기화 패턴은 코드 메모리(822)로부터 제어기(816)에 의해 회복되고, "C" 코드워드 

상관기(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된다. 수신된 동기화 패턴이 수용가능한 에러 마진을 갖는 소정의 "C" 코드워드 동기화 

패턴과 정합될 때, 제어기(816)에 연결된 "C" 또는 "C-bar" 출력이 발생된다. 서로 상관된 특정한 "C" 또는 "C-bar" 

동기화 코드워드는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의 시작에 대해 "섬세한(fine)" 프레임 동기화를 제공한다. 실제 데이터 부분

의 시작은 코드워드 디인터리버(codeword deinterleaver)(824) 및 데이터 회복 타이밍 회로(826)의 입력에 연결된 

블록 시작 신호(Blk Start)를 발생하는 제어기(816)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어 신호(2L/4L)는 1X 또는 2X 심볼 클럭 

입력을 선택하는 클럭 속도 선택기(도시되지 않음)의 입력에 연결된다. 선택된 심볼 클럭은 바람직하게 4개 위상의 

출력 신호(φ1 내지 φ4)를 발생하도록 클럭화된 클럭화 링 카운터(ring counter)인 위상 발생기(도시되지 않음)의 

입력에 연결된다. 블록 시작 신호는 또한, 위상 발생기의 입력에 연결되고, 메시지 신호의 실제 복호화가 시작될 때까

지 소정의 위상에 링 카운터를 유지시키는데 사용된다. 블록 시작 신호가 위상 발생기를 해제시킬 때, 이는 들어오는 

메시지 심볼과 동기화된 클럭화 위상 신호를 동작시키기 시작한다. 클럭화된 위상 신호 출력은 이어서 위상 선택기(8

28)의 입력에 연결된다. 동작하는 동안, 제어기(816)는 코드 메모리(822)로부터 금융 메시지 유닛이 지정된 전송 위

상수를 회복한다. 위상수는 제어기(816)의 위상 선택 출력(φSelect)에 전달되고, 위상 선택기(828)의 입력에 연결된

다. 지정된 전송 위상에 대응하는 위상 클럭은 위상 선택기(828)의 출력에서 제공되고, 디멀티플렉서(820), 블록 디

인터리버(824), 어드레스 및 데이터 디코더(830, 832)의 클럭 입력에 각각 연결된다. 디멀티플렉서(820)는 블록 디

인터리버(824)의 입력에 연결되고 대응하는 각 위상 클럭에 디인터리버 어레이로 클럭화되는 지정 전송 위상과 연관

된 이진수 비트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제1 실시예에서, 디인터리버는 전송된 정보 블록에 대응하여 8개의 32 비트 

인터리브 어드레스, 제어, 또는 메시지를 디인터리브 처리하는 8 x 32 비트 어레이를 사용한다. 디인터리브 처리된 

어드레스 코드워드는 어드레스 상관기(830)의 입력에 연결된다. 제어기(816)는 금융 메시지 유닛에 지정된 어드레스

패턴을 회복하고, 어드레스 상관기의 제2 입력에 패턴을 연결시킨다. 임의의 디인터리브 어드레스 코드워드가 수용가

능한 에러 마진내에서(예를 들면, 선택된 코드워드 구조에 따라 정정가능한 비트 에러의 수) 금융 메시지 유닛에 지정

된 임의의 어드레스 패턴과 정합될 때, 그 메시지와 연관된 메시지 정보 및 대응 정보(예를 들면, 메시지 관련 정보로 

앞서 정의되었던 수신된 선택적 호출 신호 메시지 및 방송을 나타내는 정보)는 데이터 디코더(832)에 의해 복호화되

어 메시지 메모리(850)에 저장된다. 금융 메시지 유닛과 연관된 어드레스의 검출에 이어서, 메시지 정보는 부호화된 

메시지 정보를 저장 및 이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적절한 BCD 또는 ASCII 포맷으로 바람직하게 복호화하는 데이터 디

코더(832)의 입력에 연결된다.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근거의 신호 프로세서(software based signal processor)

는 금융 메시지 유닛에 지정된 어드레스 패턴과 메시지 관련 정보를 회복하는 하드웨어 동치 신호 프로세서(hardwar

e equivalent signal processor)로 대치될 수 있다. 금융 메시지 유닛과 연관된 어드레스의 검출 이전에 또는 이후에,

어드레스에 연관된 서비스 정보 및 대응 정보는 메시지 메모리(850)에 직접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동작은 실

제 메시지 정보의 추후 복호화, 예를 들면 부호화된 메시지 정보를 이어지는 표시에 적절한 BCD, ASCII, 또는 멀티미

디어 포맷으로 복호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저장을 실행할 때, 메모리는 어드레스와 연관된 메시지 

정보 및 대응 정보의 효과적인 고속 배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가하여, 메시지 메모리(85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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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와 연관된 메시지 정보 및 대응 정보의 직접적인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코드워드 식별자(852)는 벡터 

필드(vector field)를 포함하는 세트와 메시지 필드(message field)를 포함하는 세트 중 하나에 속하는 코드워드에 

응답해 종류 식별자를 코드워드에 지정하도록 수신된 코드워드를 조사한다. 종류 식별자를 결정한 이후에, 메모리 제

어기(854)는 코드워드와 대응하여 메모리내의 제2 메모리 영역에 종류 식별자를 저장하도록 동작된다. 메시지 메모

리(850), 코드워드 식별자(852), 및 메모리 제어기(854)를 포함하는 디인터리브 정보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의 상기 

메모리 구조 및 동작은 이하 포함되는 특허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된다. 메시지 관련 정보의 저장에 이어서, 감지가능

한 경고 신호가 제어기(816)에 의해 발생된다. 감지가능한 경고 신호는 바람직하게 청취가능한 경고 신호이지만, 촉

각 경고 신호와 같이 다른 감지가능한 경고 신호 및 시청가능한 경고 신호도 또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취가능한 경고 신호는 제어기(816)에 의해 스피커나 변환기(transducer)(836)와 같이, 청취가능한 경고 다바이스

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경고 드라이버(834)에 연결된다. 사용자는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사용자 입력 제어

(838)를 사용해 경고 신호 발생을 조정할 수 있다. 저장된 메시지 정보는 제어기(816)가 메모리로부터 메시지 정보를

회복하여, LCD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842)상에 표시하도록 디스플레이 드라이버(840)에 메시지 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사용자 입력 제어(838)를 사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재호출될 수 있다. 상기의 설명에 부가하여, 도 1, 도 

2, 도 7, 및 도 8을 참고로 앞서 논의된 시스템과, 도 3, 도 4, 및 도 5를 참고로 앞서 논의된 프로토콜은 여기서 참고

로 포함되는 다음의 미국 특허에서 보다 상세히 이해될 수 있다. 그 특허는 Nelson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168,

493호의 "시간 분할 다중화 선택적 호출 시스템(Time Division Multiplexed Selective Call System)", Nelson 등에

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371,737호의 "다중 위상 다중화 신호를 수신하는 선택적 호출 수신기(Selective Call Recei

ver For Receiving A Multiphase Multiplexed Signal)", DeLuca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128,665호의 "선택

적 호출 신호 시스템(Selective Call Signalling System)", 및 Willard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325,088호의 "동

기화 선택적 신호 시스템(Synchronous Selective Signalling System)"으로, 모두 Motorola사에 양수되었다. 도 9를 

참고로, 도면은 본 발명에 따른 보안 메시지 시스템(secure messaging system)(900)을 도시한다. 페이징 터미널(10

2) 또는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는 목적지 식별자와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포함하는 선택적인 

호출 메시지 요구를 갖춘 정보를 수신한다. 정보는 전형적으로 은행, 신용 카드 발행인 등과 같은 규정자(914)로부터 

정보를 운송하도록 동작하는 공중 스위치 전화 네트워크(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912)를 통

해 페이징 터미널(102)에 연결된다. PSTN(912)은 규정자(914)와 다수의 금융 메시지 유닛(906) 사이의 금융적 트랜

잭션을 통신하는데 요구되는 정보 대역폭에 따라, 종래의 전화선(910) 또는 고속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페이징

터미널(102)과 규정자(914)에 연결될 수 있다. 일단 페이징 터미널(102)에 연결되면, 정보는 하나 이상의 선택적 호

출 메시지로 포맷되고, 다수의 통신 구역(902) 중 하나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방송하도

록 적어도 하나의 무선 주파수 전송기(904)에 전달된다(922).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금융 트랜잭션을 실행하도록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같은 암호화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종래의 스마트 카드(920)에 연결시키는 인

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다른 방법으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금융 메시지 유닛(906)이 스마트 카드(920)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 현금 인출과 재인출 및/또는 신용 서비스와 같은 기능을 포함할 때 금융 메시지 유닛(

906)에 의해 복호화 및 저장될 수 있다.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는 유선 또는 무선 복귀 경로를 사용해 양방항 기능

이 제공된다. 예를 들면,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현금 가치의 토큰, 신용, 및 대출량을 나타낼 수 있는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의 내용을 복호화 및 해독하는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수신된다. 이 메시지 내용은 규정자가 

신용을 인증하거나 자금의 수신 및 이어지는 해제를 확인하는 동안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저장된다. 금융 트

랜잭션의 가치가 높으면, 규정자는 수신된 토큰 근거의 자금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또는 신용 또는 대출 트랜잭션이 

허용되기 이전에, 금융 메시지 유닛(906)으로부터 승인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자금 트랜잭션 가치가 낮으면, 규정

자는 수신된 토큰 근거의 자금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또는 신용 또는 대출 트랜잭션이 허용되기 이전에 금융 메시지 

유닛(906)으로부터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낮은 가치의 트랜잭션인 경우,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단지 자금이나 

신용 자격을 하루 또는 한주에 한번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도 9에서 설명되는 보안 메시지 시스템은 분포된 수

신기 사이트(site)(908)에 의해 수신된 들어오거나 나오는 채널을 사용해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의 무선 복귀 또

는 발신을 허용한다. 이들 사이트는 전형적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의 전송기 전력 및 안테나 특성이 전용 무선 주

파수 기지국 및 광역 전송 사이트(904) 보다 상당히 열악하므로 외부 방송 사이트(904)보다 더 조밀하다. 그래서, 금

융 메시지 유닛(906)의 크기 및 폭은 최소로 유지되고, 은행 인출, 예측, 신용 카드 지불, 또는 구매와 같은 금융 트랜

잭션을 이루는데 물리적 연결을 요구하지 않는 가치 추가 기능을 갖춘 인간 공학적인 휴대용 디바이스를 생산하게 된

다. 다른 방법으로, 보안 메시지 시스템은 판매 지점(916)이나 은행(914)에서 액세스되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채널을 

사용해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의 복귀 또는 발신을 실시하는 추가 수단을 포함하는 더 낮은 전력의 금융 메시지 

유닛(906)을 수용하도록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더 낮은 전력의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적외선 또는 레이저 광학 

포트, 저전력 근접 자기 유도성이나 전기 용량성 포트, 또는 초음파나 오디오 대역 음향 변환기 포트를 포함할 수 있고

, 이들은 모두 판매 단말 지점, 자동화 은행기기 등과 같은 디바이스와 더 낮은 전력의 금융 메시지 유닛(906) 사이에

서 신호를 연결시킬 수 있다. 여러가지 암호화 방법이 본 발명과 같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의 정의는 유선 또

는 무선 통신에 적용되는 암호화와 연관된 용어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증명서(Certificate) - 증명서는 개인 또는 

다른 엔터티(entity)에 대한 공중 키의 결합을 증명하는 디지털 문서이다. 증명서는 이를 발생하는 자의 신원을 증명

할 의도로 신용있는 중앙 관리자가 될 수 있는 CA(Certification Authority)에 의해 발행된다. 증명서는 CA가 사용자

의 공중 키와 다른 식별 정보를 함께 사인하여 사용자를 공중 키에 결부시킬 때 생성된다. 사용자는 공중 키의 유효성

을 설명하기 위해 증명서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비밀성(Confidentiality) - 정보를 보도록 인증된 사람을 제외

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보 비밀을 유지하는 결과이다. 비밀성은 또한 프라이버시(privacy)라 칭하여진다. 암호 프로

토콜(Cryptographic Protocol) - 특수 보안 목적을 달성하도록 둘 이상의 엔터티가 요구되는 작용을 정확하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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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계의 시퀀스에 의해 정의되는 분포 알고리즘이다. 데이터 보존성(Data Integrity) - 정보가 인증되지 않은 또

는 공지되지 않은 수단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해독(Decryption) - 암호화된 정보(암호 텍스트)를 일

반 텍스트로 변환하는 처리이다. DES(Data Encryption Standard) - 공식 표준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정의되고 추천

된 대칭적 부호화 암호이다. 이는 가장 잘 공지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암호 시스템이다. 디피 헬만(Diffi

e-Hellman) - 디피 헬만 키 일치 프로토콜(Diffie-Hellman key agreement protocol)은 오픈 채널을 통해 집단이 

공유되는 보안 키를 안전하게 이루도록 허용함으로서 키 배급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제1 해결법을 제공하였다. 보

안성은 이산적인 로그(log) 문제점을 근거로 한다. 디지털 사인(Digital Signature) - 메시지를 (디지털 형태로) 발생 

엔터티와 연관시키는 데이터 스트링(data string)이다. 이 암호화 근원은 입증, 데이터 비밀성, 및 비거절성을 제공하

는데 사용된다. 이산적인 로그 문제점(Discrete Log Problem) - 공식 y = g  x mod p에서 지수 x를 찾기 위한 요구

조건이다. 이산적인 로그 문제점은 일방 함수의 어렵고 엄격한 방향인 것으로 믿어진다. 타원 곡선 암호시스템(Ellipti

c Curve Cryptosystem, ECC) - 타원 곡선을 통한 이산적인 로그 문제점을 근거로 하는 공중 키 암호시스템이다. E

CC는 공중 키 시스템에서 비트 당 가장 높은 강도를 제공하여, 다른 시스템과 비교해 훨씬 더 작은 공중 키를 사용하

는 것을 허용한다. 암호화(Encryption) - 비밀성이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반 텍스트를 암호 텍스트로 변형하는 처리

이다. 엔터티 인증 (Entity Authentication) - 엔터티(예를 들면, 개인, 금융 메시지 유닛, 컴퓨터 단자, 스마트 카드 

등)의 신원을 인증하는 것이다. 인수분해(Factoring) - 한 정수를 함께 곱하면 원래 정수를 형성하는 더 작은 정수의 

세트로 분할하는 것이다. RSA는 큰 소수의 인수분해를 근거로 한다. 정보 보안 기능(Information Security Function

s) - 정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인 및 암호화의 처리이다. 또한, 보안성의 근원인 것으로 공지된다. 정보 

보안 서비스(Information Security Services) - 정보 보안 기능을 사용하는 목적이다. 서비스는 프라이버시나 비밀

성, 인증, 데이터 보존성, 및 비거절성을 포함한다. 키(Key) - 암호화 계산을 실행하도록 정보 보안 기능에 의해 사용

되는 데이터 스트링 형태의 값이다. 키 일치(Key Agreement) - 집단이 결과값을 미리 결정할 수 없도록 이들 각각과

연관되거나 그에 의해 주어진 정보나 기능으로 둘 이상의 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비밀이 유도되는 키 설정 기술이다. 

키 설정(Key Establishment) - 이어지는 암호화에서 사용되도록 공유되는 키가 둘 이상의 집단에 이용가능해지는 

처리이다. 키 관리(Key Management) - 키 설정 및 집단 사이에서 진행중인 키 관계의 유지를 지지하는 처리 및 메

카니즘의 세트이다. 키 쌍(Key Pair) - 공중 키 암호시스템에서 사용자 또는 엔터티의 개인 키와 공중 키이다. 키 쌍

내에 있는 키들은 수학적으로 엄격한 일방 함수에 의해 관련된다. 키 전달(Key Transport) - 한 집단이 비밀값을 생

성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하고, 이를 다른 집단 또는 집단들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키 설정 기술이다. 메시지 인증(M

essage Authentication) - 정보 소스를 인증한다. 또한, 데이터 발신 입증이라 공지된다. 메시지 인증 코드(Message

Authentication Code, MAC) - 보안키를 포함하고 데이터 발신 인증 및 데이터 보존성을 제공하는 해시(hash) 기능

이다. MAC는 또한 트랜잭션 인증 코드라 칭하여지고, 여기서 메시지는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을 포함할 수 있다. 비

거절성(Non-repudiation) - 이전의 구속이나 작용의 부인을 방지한다. 비거절성은 디지털 사인을 사용해 이루어진

다. 개인 키(Private Key) - 공중 키 시스템에서, 개인 엔터티에 의해 유지되고 결코 드러나지 않는 키 쌍내의 키이다.

인증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이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키를 하드웨어 플랫폼 (hardware platform)에 삽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 키(Public Key) - 공중 키 시스템에서, 공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키 쌍내의 키이다. 공중 키 

암호법(Public-Key Cryptography) - 암호화(e) 및 해독(d)에 다른 키를 사용하는 암호 시스템으로, 여기서 (e)와 (d

)는 수학적으로 링크된다. (e)에서 (d)를 결정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개인 키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중 키의 배급을 허용한다. 공중 키 암호법은 최근 2000년대에서 암호법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발

전이다. RSA - 발명자 R. Rivest, A. Shamir, 및 L. Adleman가 발명한 널리 사용되는 공중 키 암호시스템이다. RSA

의 보안성은 정수 인수분해 문제점의 곤란함을 근거로 한다. 대칭 키 암호화(Symmetric-Key Encryption) - 연관된 

각 암호화/해독 키 쌍 (e, d)에 대해, e만을 알고 d를 결정하고 d로부터 e를 결정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쉬운 암호시스

템이다. 대부분의 실제 대칭 키 암호화 구조에서는 e = d이다. 비록 대칭 시스템이 데이터의 벌크(bulk) 암호화에 효

과적이지만, 이들은 심각한 키 관리 문제점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대칭 키 및 공중 키 시스템은 때로 각각의 이점을 

이용하도록 시스템에서 조합된다. 비대칭 키 암호화(Asymmetric-Key Encryption) - 각 집단에 대해 변하는 강도로

암호화/해독 키 쌍을 유지하는 암호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더 짧은 키는 보안성이 덜 요구되는 상황에 사용되고 더 긴

키는 더 많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상황에 사용된다. 대칭 키 암호화 시스템에 대해, 비대칭 시스템은 심각한 키 관리 

문제점을 갖는다. 검증(Verification) - 디지털 사인 및 엔터티나 메시지가 인증됨을 확인하는 처리이다. 다음의 예는 

본 발명에 따른 보안 메시지 시스템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ECC 알고리즘을 사용해, 해시를 갖

는 보안 사인은 다음의 정보를 근거로 발생된다: P는 곡선상의 발생 지점이고 차수 n을 갖는다. H는 SHA-1와 같은 

보안 해시 알고리즘을 갖는다. M은 엔터티 A에 의해 사인되는 비트 스트링이다. A는 개인 키 a 및 공중 키 Y  a = aP

를 갖는다. 사인을 발생하기 위해, 엔터티 A는 다음을 실행한다: 1. e = H(M)을 계산 (e는 정수) 2. 랜덤 정수 k를 발

생 3. R = kP = (x,y)를 계산 4. x를 정수로 변환 5. r = x + e mod n을 계산 6. s = k - ar mod n을 계산 7. 사인은 (

r,s)이다. R = kp가 메시지 M과 무관하게 계산되므로, 이는 단계 (5) 및 (6)에서 일어나는 M의 사인 이전에 미리 계산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랜덤 수를 해시 및 발생하는 시간은 실행되는 다른 동작과 비교해 무시할 만하다. 최종적으

로, 단계 (3)에서 kP의 계산을 가속화시키도록 특정한 함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임의의 엔터티 B는 다음 단계를 

실행함으로서 M에 대한 A의 사인(r,s)을 검증할 수 있다. 1. A의 공중 키 Y  a = aP를 구한다. 2. u = sP를 계산 3. V 

= rYa를 계산 4. u + v = (x',y')을 계산 5. x'를 정수로 변환 6. e' = r - x' mod n을 계산 7. e = H(M)을 계산하고 e' 

= e임을 검증한다. 다음의 예는 타원 곡선 암호화 구조를 사용하는 암호화를 설명한다. 엔터티 A는 개인 키 a와 공중 

키 Y  a = aP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서 P는 발생 지점이다. 엔터티 B는 다음의 과정을 사용하여 엔터티 A에 대

해 비트 스트링 M을 암호화한다: 1. B는 A의 공중 키 Y  a 를 구한다. 2. B는 랜덤 정수 k를 발생한다. 3. B는 R = kP

를 계산한다. 4. B는 S = kY  a = (x,y)를 계산한다. 5. B는 c  i = m  i * f  i (x)를 계산한다. 6. B는 (R, c  0 , ..., c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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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A에 전달한다. 여기서, f  0 (x) = SHA-1 (x‖0)이고, f  i (x) = SHA-1 (f  i-1 (x)‖x‖i)이다. 다른 방법으로, RSA

암호법이 사용되면, 다음의 정의가 관련된다: n은 모듈러스(mudulus)이다. d는 엔터티 A에 대한 개인 키 및 공중 지

수이다. M은 사인되는 비트 스트링이다. RSA 사인은 다음과 같이 엔터티 A에 의해 발생된다: 1. m = H(M)을 계산, n

보다 작은 정수. 2. s = m  d mod n를 계산 3. 사인은 s이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은 RSA 사인은 첨가물을 갖는 디

지털 사인을 생성한다. 앞서 논의된 ECC 사인과 대조적으로, RSA를 사용할 때는 미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사인은 개인 지수 d에 의해 한 지시를 요구함을 주목한다. 엔터티 B는 다음의 과정을 사용해 M에 대해 A의 사인 S를 

검출할 수 있다: 1. A의 공중 지수 e와 모듈러스 n을 구한다. 2. m* = s  e mod n을 계산한다. 3. m = H(M)을 계산한

다. 4. m* = m을 검증한다. RSA 검증에서는 공중 지수 e에 의한 지수화가 요구된다. e는 바람직하게 64 랜덤 비트가

되도록 선택된다. 유사하게, RSA 암호화에서는 공중 지수로 한 지수화가 요구되고, 공중 지수는 최소 보안을 위해 적

어도 64 비트의 길이가 되어야 한다. 상기에 논의한 바에서, 보안 메시지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은 도 10 내지 도 16을

참고로 설명된다. 도 10을 참고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금융 메시지 유닛(906)의 고레벨 블록도가 도

시된다. 금융 메시지 유닛(906)의 한가지 가능한 실시예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페이징 디바이스와 스마

트 카드(920)를 조합한 것이다. 여기서, 기계적인 슬롯(slot) 및 표준 스마트 카드 커넥터는 카드와 페이저 전자 부품 

사이에 전기적인 접촉을 이루는 방식으로 스마트 카드(920)가 하우징(housing)에 삽입될 수 있도록 페이징 디바이스

의 하우징에 포함된다. 다른 방법으로, 스마트 카드(920)를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전자 부품은 페이저가 진정한 무선 

스마트 카드 또는 무선 ATM으로 동작하도록 페이징 디바이스에 집적 또는 이동된다. 동작시, 들어오는 신호는 도 8

을 참고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호를 검출 및 복조하여 정보를 회복하는 수신기(804)에 연결된 안테나(802)에 

의해 포착된다. 다른 방법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경계 밖의 채널 요구에 응답하거나 경계내의 채널 응답을 발

생하도록 저전력 역채널 전송기(1034), 전력 스위치(1032), 및 전송 안테나(1030)를 포함한다. 휴대용 전송기(1034)

(예를 들면, 저전력 무선 주파수 디바이스) 및 연관된 구성성분 대신에, 다른 전송 블록(1036)은 단일방향 또는 양방

향 통신 변환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환기의 예로는 레이저나 발광 다이오드(LED)와 같은 광학적 디바이스, 

매우 낮은 전력의 자기장 유도성 또는 전기장 전기용량성 구조(예를 들면, 코일, 전송선), 또는 오디오나 초음파 범위

의 음향 변환기가 있다. 입출력(I/O) 스위치(1002)는 RF 수신기(804), RF 전송기(1030), 및 선택적 호출 디코더(100

4) 사이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무선 주파수(RF)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동작된다. 선택적 호출 디코더(1004)는 처리 유

닛(1006), 연관되는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1008), 판독 전용 메모리(ROM)(1010), 및 일반적인 입출력(I/O) 모듈

(1012)을 포함한다. 선택적 호출 디코더(1004)의 주요 기능은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수신되도록 의도되는 

신호에 포함되는 정보를 검출하여 복호화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선택적인 역채널 전송기 블록(1036)을 포함하

는 2-방향 실시에서, 선택적 호출 디코더(1004)는 또한 요구나 메시지를 발생하여 규정자(914), 사용자, 또는 다른 

온라인(on-line) 시스템(도시되지 않음)에 전달하는 인코더로 동작할 수 있다. 이 특정한 실시예에서, ROM(1010)은 

프로그램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PROM) 또는 전기적으로 소거 가능한 프로그램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EEPROM) 등

으로 동작할 수 있다. 이는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종류와 대응하는 단일의 유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 또는 다수의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종류와 대응하는 다수의 유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를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프로그램하

는 것을 허용한다. 이들 어드레스는 종래의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이거나 특수화된 보안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가 될 수

있다. 임의의 경우, 각각의 유일한 어드레스는 현금 인출 요구, 자금 전달 요구, 신용 요구 등과 같은 금융 트랜잭션 종

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성으로, 발행인, 규정자, 은행, 또는 사용자는 종래의 접촉을 근거로 하거나 ROM(1

010)의 에어 프로그래밍(air programming)을 통한 매개물을 사용하여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서 활성화된 하나 이

상의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와 연관된 구성을 쉽게 구성하도록 허용된다. 더욱이, 금융 트랜잭션 기능을 위해 하나 이

상의 어드레스가 선택되고 프로그램되므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현금, 대출, 및 신용 트랜잭션과 역사적으로 연

관된 기능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수용하도록 연관 RAM(1008) 및 I/O(1012) 기능을 자동적으로 구성한다. 부

가하여,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제2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로 동작하는 보안 복호화 또는 스마트 카드 기능의 모

듈(1014)을 포함한다. 이 모듈은 제어 로직(1016), 메시지 엔트리 디바이스(1018), 보안 코드 프로세서(1020), 보안 

ROM(1022), 보안 프로그램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PROM)(1024), 및 스마트 카드 입출력(I/O) 모듈(1026)을 포함한

다. 특정한 금융 그룹은 지상선 배선 환경에서 단말부-대-단말부 트랜잭션 보안을 실시하기 위한 표준을 제안한다. 

전자 금융 트랜잭션을 보안하기 위해 제안된 표준은 전달 집단(예를 들면, 은행이나 VISA  TM 와 같은 규정자 또는 

발행인)이 값의 양과 인증 코드를 포함하는 보안 트랜잭션을 발생하는 피어-대-피어(peer-to-peer) 폐쇄 루프 시스

템을 근거로 한다. 보안 트랜잭션은 자동 인출기(Automatic Teller Machine, ATM)와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 요구 집

단에 통신된다. 트랜잭션을 정하여 완성하기 위해, 요구 집단은 ATM에 스마트 카드(920)를 삽입하여 식별 코드를 입

력하고, 스마트 카드(920)에 배치되는 값을 요구한다.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은 스마트 카드(920)를 인증하고, 요구 

집단의 금융 상태(예를 들면, 계좌 잔액, 신용 이용가능성 등)를 점검하여 그 트랜잭션을 완료하거나 부인한다. 따라

서, 상기 요구조건에 대해, 제어 로직(1016)은 스마트 카드 기능 모듈과 연관된 구성성분의 동작을 관리하도록 동작

하여,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에서 단말부-대-단말부 보안을 실시하여 유지한다. 제어 로직(1016)은 스마트 카드

기능 모듈(1014) 또는 연관된 스마트 카드(920)에 의해 실제로 해독될 때까지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연관된 

내용이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그러므로, 개인 암호화 키, 현금 인출값, 신용 또는 은행 계좌 번호 등

과 같이 민감한 정보는 보안 PROM(1024)에 저장된다. 유사하게, 보안 ROM(1022)은 스마트 카드 기능 모듈(1014)

과 규정자(914), 판매자(916), 또는 다른 스마트 카드(920)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를 해독 및 암호화하는 처리 루틴

을 저장할 수 있다. 메시지 엔트리 디바이스(1018)는 사용자가 현금 인출 요구, 현금 트랜잭션, 신용 트랜잭션 등을 

초기화하도록 허용한다. 전형적으로, 사용자는 키보드, 음성 활성 인식 디바이스, 접촉 감지 디바이스(예를 들면, 화면

이나 패드), 또는 다른 편리한 데이터 엔트리 디바이스를 사용해 요구를 입력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자는 트랜잭션 

근거의 정보가 금융 메시지 유닛(906)과 통신되거나, 추후에 스마트 카드(920)로 전달되도록 금융 메시지 유닛(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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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되거나, 또는 스마트 카드(920)로 직접 전달되도록 요구한다. 이 방법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휴대용 

자동 인출기(ATM)와 같이 작용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물리적인 ATM에 방문하지 않고 금융 트랜잭션을 실행하도록 

허용한다. 금융 메시지 유닛(906)이 발신 기능을 갖춘 휴대용 ATM과 같이 작용하는 경우, 스마트 카드 기능 모듈(10

14)은 금융 트랜잭션 요구를 생성하도록 금융 메시지 유닛에 연결된 제2 보안 메시지 발생기로 동작한다. 일단 생성

되면, 보안 메시지 발생기에 연결된 휴대용 전송기(1034)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1104)에 금융 트랜잭션 요

구를 방송하도록 동작된다. 선택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1104)에 연결된 수신기(수신 신호 프로세서(도 12))(1204)

는 금융 트랜잭션 요구를 수신하여 선택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1104)에 연결시키도록 동작된다. 이 방법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지상선 하드 와이어 네트워크 또는 PSTN에 물리적으로 연결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 트랜잭

션을 실행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된 바와 같이 무선 주파수 인에이블 역채널 금융 메시지 유닛(906)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 다음의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Motorola ReFLEX  M 2-방향 무선 페이징 시스템 하

부구조 및 프로토콜을 사용해 동작되고, 이들은 모두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여기서 참고로 포함된다. 그 문

서는 Simpson 등에게 1995년 12월 12일 부여된 미국 특허 제5,475,863호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휴대

용 통신 유닛으로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Delivering Messages to Portable Communic

ation Units in a Radio Communication System)", Ayerst 등에게 1998년 1월 27일 부여된 미국 특허 제5,712,624

호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기 동기화를 최적화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Optimizing Rec

eiver Synchronization in a Radio Communication System)", Ayerst 등에게 1996년 5월 28일 부여된 미국 특허 

제5,521,926호의 "고정 시스템 수신기에서 개선된 메시지 수신을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Im

proved Message Reception at a Fixed System Receiver)", Ayerst등에게 1997년 6월 10일 부여된 미국 특허 제5

,638,369호의 "통신 시스템에서 인바운드 채널 선택용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Inbound Channel S

election in a Communication System), 및 Wang 등에게 1998년 4월 7일 부여된 미국 특허 제5,737,691호의 "2-방

향 메시지 네트워크에서 주파수 채널을 할당하는 시스템 및 방법(A System and Method for Allocating Frequency 

Channel in a Two-way Messaging Network)"이다. 셀룰러 및 무선 패킷 데이터 시스템과 같은 다른 2-방향 통신 

시스템에서 본 발명을 사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정한 금융 그룹은 지상선 배선 환경에서 단

말부-대-단말부 트랜잭션 보안을 실행하기 위한 표준을 제안한다. 전자 금융 트랜잭션을 보안하기 위해 제안된 표준

은 전달 집단(예를 들면, 은행이나 VISA  TM 와 같은 규정자 또는 발행인)이 값의 양과 인증 코드를 포함하는 보안 트

랜잭션을 발생하는 피어-대-피어 폐쇄 루프 시스템을 근거로 한다. 보안 트랜잭션은 자동 인출기(ATM)와 같은 디바

이스를 통해 요구 집단에 통신된다. 트랜잭션을 정하여 완성하기 위해, 요구 집단은 ATM에 스마트 카드(920)를 삽입

하여 식별 코드를 입력하고, 스마트 카드(920)에 배치되는 값을 요구한다.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은 스마트 카드(920)

를 입증하고, 요구 집단의 금융 상태(예를 들면, 계좌 잔액, 신용 이용가능성 등)를 점검하여 그 트랜잭션을 완료하거

나 부인한다. 더 폭넓은 응용에서는 금융 메시지 유닛(906)이 민감한 메시지나 데이터를 통신하도록 적응될 뿐만 아

니라, 전자 자금 전달 정보가 페이징 채널 등을 통해 의도되는 수신 디바이스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 도 11을 참

고로, 블록도는 금융 기관이 페이징 채널 등을 통해 금융 메시지 유닛에 보안 전자 자금 전달 인증을 전달한다고 가정

하고 사용될 수 있는 메시지 합성 및 암호화 장비를 설명한다. 특히, 직접적인 브랜치(branch) 및 고객 호출은 모두 트

랜잭션 처리 컴퓨터(1102), 메시지 처리 및 암호화 컴퓨터(1104) 또는 제1 보안 메시지 발생기, 제2 보안 메시지 디

코더, 및 선택적 호출 메시지 배급기로 동작 - 상기 동작은 모두 선택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의 기능임 - 하는 선택

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1104), 가입자 데이터베이스(1106), 및 보안 코드 데이터베이스(1108)를 포함하는 제1 금

융 트랜잭션 프로세서에 의해 수신된다. 트랜잭션 처리 컴퓨터(1102)는 금융 트랜잭션 요구를 수신하고 메시지 및 암

호화 프로세서(1104)와 통신하여, 요구자 및 트랜잭션 종류에 대응하는 보안 코드 데이터베이스(1108)에 포함된 정

보를 근거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발생하고 암호화한다. 메시지 처리 및 암호화 컴퓨터(1104)는 또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1106)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목적지 식별자를 결정하여, 선택적 호출 메시지 배급자가 선택적 호출 전

송 서비스(904)에 목적지 식별자 및 그에 대응하는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통신하도록 허용한다. 목적지 식별

자는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연관된 목적지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종래의 페이징 어드레스, 셀룰러 전화기 어드

레스, 또는 임의의 다른 어드레스와 대응할 수 있다. 도 11에 도시된 메시지 합성 및 암호화 장비는 전형적으로 금융 

기관이 종래의 페이징 채널 등을 통해 금융 메시지 유닛(906)(예를 들면, "무선 ATM" 디바이스)에 보안 전자 자금 전

달 인증을 전달한다고 가정하고 사용된다. 다음의 예에서, 트랜잭션 정보는 표준적인 금융 컴퓨터 및 데이터 구조를 

사용해 구성되고, 메시지는 각각 타겟 디바이스 및 트랜잭션에 지정된 공중 키 및 개인 키를 사용해 암호화된다. 각 디

바이스에 지정된 키는 페이징 어드레스와 함께 처리 컴퓨터와 연관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각 메시지가 

암호화된 이후에, 이는 정상적인 페이징 메시지와 같이 공중 전화 시스템을 통해 페이징 시스템에 전달된다.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1100)는 제1 무선 트랜잭션 프로세서(1100)를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와 집적시킨

도 12를 참고로 보다 상세히 논의된다. 도 12를 참고로, 금융 메시지 유닛에 신호를 전할 수 있는 조합된 1-방향 및 2

-방향 보안 메시지 시스템을 실시하는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의 기능적인 블록도가 도시된다. 무선 선

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전송기(104) 및 연관된 안테나(904)와 함께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110

0)를 포함하고, 2-방향 RF 시스템에서는 수신 신호 프로세서 및 적어도 하나의 수신 안테나(908)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1202)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1202) 중 몇 개는 2-방향 금융 메시지 유닛(

906)에 의해 저전력 전송 방송을 수신하도록 넓은 지형적 영역에 걸쳐 분포될 수 있다. 소정의 지형적 영역에서 수신

기(1202) 시스템의 수는 모든 경계내 전송에 대해 충분한 커버리지(coverage)를 보장하도록 선택된다. 종래 기술에 

숙련된 자는 그 수가 지형, 건물, 수풀, 및 다른 환경적 요소에 의존해 많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무선 선

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매우 가깝게 결합된 전체적인 보안 메시지 시스템을 나타낸다. 실제로, 규정

자(예를 들면, 은행, 신용 카드 발행인 등)는 RF 하부구조와, 즉 전송기(104) 및 연관된 안테나(904)와, 적어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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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1202) 시스템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길 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종래의 무선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등이 R

F 하부구조를 제공하여 유지하게 되고, 규정자는 규정자와 금융 메시지 유닛(906) 사이에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

지를 통신하도록 종래 방식으로 RF 하부구조를 사용하게 된다. 선행하는 동작에 대한 제1 대안으로, 선택적 호출 신

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규정자로부터 수신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암호화, 부호화, 및 전송하도록 동작할

수 있고, 여기서는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1100)가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발생 및 암호화했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또한 그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두번째로 더 암호화한다. 이는 두번째의 비

관련 암호화를 사용해 이를 요약함으로서 연관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의 보안성 레벨을 증가시킨다. 이어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이중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 및 해독하여 암호화된 상태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

지를 밝혀내고, 그래서 금융 트랜잭션에 요구되는 단말부-대-단말부 보안을 유지시키게 된다. 유사하게,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금융 메시지 유닛(906)으로부터 발신된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독하여 처리하기 위해 보

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암호화된 상태로 규정자에 전달한다. 선행하는 동작에 대한 제2 대안으로, 선택적 호출 신

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규정자와 금융 메시지 유닛(906) 사이에 통신되는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부호화하

여 전송하도록 동작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정자의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1100)가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

지를 발생하여 암호화하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수신된 목적지 식별자를 근거로 선택적 호출 어

드레스를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연관시켜,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수신되도록 결과의 선택적 호출 메

시지를 전송하도록 동작한다. 이어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선택적 호출 메시지를 복호화하여, 보안 금융 트랜잭

션 메시지를 암호화된 상태로 밝혀내고, 그래서 금융 트랜잭션에 요구되는 단말부-대-단말부 보안성을 유지하게 된

다. 이전 동작과 같이, 선택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또한 금융 메시지 유닛(906)으로부터 발신된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동작되고, 해독하여 처리하기 위해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암호화된 상태로 규정자에 전달한다. 도

13을 참고로, 전자부품 산업에서 이미 공지된 OSI(Organization Standards International) 적층도와 유사한 포맷으

로 메시지 시스템의 다양한 층이 도시된다. 본 발명에 대해, 네트워크층(1302)은 금융 트랜잭션이 생성되는 지점이다

. 이들 금융 트랜잭션은 이어서 Motorola의 FLLEX 또는 POCSAG와 같은 운송 프로토콜에 포함되도록 적절한 선택

적 호출 메시지가 형성된 메시지층(1304)으로 통신된다. 채널 신호층(1306) 또는 운송층은 상기에 설명된 저레벨 운

송 프로토콜이 실시되는 지점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RF 채널(1308)은 저레벨 운송 프로토콜이 금융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를 통신하는 물리적 매체이다. 도 14를 참고로, 흐름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금융 메시지 유닛의 전형적인 동작을 도시한다. 활성화될 때(1400), 금융 메시지 유닛(906)(설명을 간략화하기 

위해 페이저로 표시됨)은 "정상적으로" 동작된다. 즉, 이는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를 탐색(1404)하도록 대기 상태로 대

기한다(1402). 금융 메시지 유닛이 그 어드레스를 검출하고, 특히 예를 들어, 단일의 유일한 계좌와 연관된 특수 선택

적 호출 어드레스 또는 수 개의 유일한 계좌 중 하나와 같이, 보안 어드레스를 검출하면(1406), 금융 메시지 유닛(906

)은 금융 트랜잭션을 실시하도록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회복한다. 만약 단계(1404 또는 1406)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 메시지 유닛이 정상 동작을 재개하는 단계(1402)로 돌아간다. 일단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가 수신된 것

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이 결정하면, 스마트 카드 기능 모듈(1014)이 활성화되고(1408),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

시지는 복호화된다(1410). 여기서 설명되는 복호화는 본래의 선택적 호출 프로토콜로부터, 예를 들면 FLEX 또는 PO

CSAG 데이터나 정보 워드로부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의 회복을 나타내거나, 전자 현금 토큰값, 신용값, 대출

값, 또는 암호 메시지나 세션 키(session key)와 같이 보안 금융 트랜잭션에 관련된 다른 정보를 나타내는 내용을 회

복하도록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해독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제어 로직(1016) 및 프로세서(1006)는 실행되는 금융 트랜잭션과 관련된 지시를 실시(1412)하도록 동작된다. 도 15

를 참고로, 무선 금융 메시지 유닛에 의해 그로부터 자금의 전자 전달 또는 자금 대출을 요구하고 인증하는 것에 연관

된 전형적인 시퀀스가 도시된다. 금융 전달 시퀀스는 고객이 은행을 호출하고(1502), PIN 번호를 통해 그 자신을 식

별하거나(1504) 다른 계좌 정보를 식별하고(1506), 또한 무선 금융 메시지 유닛(906)으로의 통신을 위해 전달 또는 

다른 금융 트랜잭션을 요구(1508)하는 것에 의해 초기화된다(1500). 고객의 신원(1510) 및 적절한 계좌 정보(1512)

를 확인한 이후에, 은행이나 규정자는 자금의 전자 전달, 신용 부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이벤트(event)의 시퀀스를 초

기화한다. 제1 경우에서는 금융 트랜잭션 요구가 인증된 집단으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입증되고 금융 트랜잭션이 규정

자에 의해 허용될 때 금융 트랜잭션이 승인된다. 전형적으로, 규정자는 집단이 현금 인출이나 대출 요구에 있어서 충

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집단이 트랜잭션을 완료하는데 이용가능한 신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금융 트

랜잭션을 허용한다. 바람직하게, 승인되면,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사용자가 트랜잭션(1520)을 대기하도록 촉구하

고, 시스템은 금융 트랜잭션(1522)을 완료하기 시작한다. 제2 경우에서는 금융 트랜잭션 요구 중 적어도 하나가 인증

된 집단으로부터 발신되는 것으로 인증되지 않고 금융 트랜잭션이 규정자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때(1516),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가 금융 트랜잭션 요구를 근거로 금융 트랜잭션의 완료를 부인한다. 전형적으로, 규정자는 집단이 

현금 인출이나 대출 요구에 충분하지 않은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집단이 트랜잭션을 완료하는데 이용가능한 

신용을 충분하지 못하게 가지고 있을 때 금융 트랜잭션을 부인한다. 규정자가 금융 트랜잭션을 부인하면, 요구는 종

료되고(1518),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정상 동작으로 복귀한다. 도 16을 참고로, 1-방향 및 2-방향 보안 통신 시스

템에서 무선 금융 메시지 유닛에 의해 그로부터 자금의 무선 전달 또는 자금 대출과 연관된 전형적인 시퀀스가 도시

된다. 금융 트랜잭션(1522)의 완료는 규정자나 발행인이 적어도 하나의 보안 메시지 유닛(906)과 연관된 사용자 계

좌(1602)에 대해 목적지 식별자와 보안 코드(예를 들면, 공중 키나 개인 키)를 찾아봄으로서 시작된다. 보안 메시지 

시스템은 이어서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에 통신되는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발생하고, 여기서 

선택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1104)는 목적지 식별자 및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포함하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 

요구를 수신하고 목적지 식별자에 대응하는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에서 보안 금융 트

랜잭션 메시지를 요약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러한 선택적 호출 메시지는 목적지 식별자에 응답해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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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전송 서비스로 배급된다. 선택적 호출 전송 서비스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금용 메시지 유닛(906)에 

선택적 호출 메시지를 방송한다. 선택적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사용자가 자금 전달 등을 위해 스마트 카드(9

20)를 삽입하도록 촉구하는 제1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1604). 은행은 이어서 적절한 시간 주기(1608)를 대기하고

(1606), 신용되는 스마트 카드(920)의 계좌 번호를 갖는 정보, 트랜잭션의 양, 및 대출되는 스마트 카드(920)가 유효

하고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코드화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을 전달한다(1610). 명확하게, 스마트 카드(9

20)가 금융 메시지 유닛(906)과 집적되면, 단계(1604, 1606, 1608)는 실행될 필요가 없다. 은행은 전형적으로 완료

시(1614) 트랜잭션의 성공이나 실패를 기록한다(1612). 2-방향 기능(1616)을 갖는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서, 은

행은 금융 트랜잭션의 실행을 확인하는 복귀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포함하는 승인의 수신(1618)을 대기할 

수 있다. 금융 트랜잭션이 성공적일 때, 금융 메시지 유닛(906)이 아이들 상태(idle state)(1626)로 복귀하기 이전에 

금융 메시지 유닛(906)의 사용자에게는 선택적 메시지가 주어질 수 있다(1624). 다른 방법으로, 소정의 지연 주기 이

후에도 승인이 수신되지 않으면(1620), 은행은 이전의 금융 트랜잭션을 재초기화한다(1622). 도 14 내지 도 16을 참

고로 논의된 동작의 변형에서는 사용자가 금융 트랜잭션 동안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은행은 다른 경로, 즉 RF 

역채널 이외의 경로를 사용해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승인을 비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다. 이는 와이

어 연결된 ATM 기계에서 1-방향 또는 2-방향 페이징 디바이스를 사용함으로서, 또는 전체적인 트랜잭션 동안 사용

자가 전화나 다른 통신 디바이스에 남아있게 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부가하여, 금융 트랜잭션이 에러 없이 완료

되었음을 전하도록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구별되는 오디오 경고 패턴이 발생될 수 있다. 부가하여, 정상 메시

지 기능과 연관된 메시지가 검출되면,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정상적인 페이징 디바이스로 동작된다. 그러나, 검출

된 어드레스가 보안 데이터 전송 어드레스와 연관되면, 보안 디코더 모듈이 활성화되고, 수신된 보안 금융 메시지가 

해독되고, 또한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가 수신 어드레스와 연관된 규칙 또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처리된다. 종래 기

술에 숙련된 자는 청구된 본 발명에 대한 상기의 논의가 시스템을 특정한 운송 프로토콜, 무선 매체, 암호 구조, 또는 

물리적 통신 디바이스에 제한시키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청구된 본 발명 및 여기서의 지

시에 의해 가능해지는 다른 변형은 금융 정보를 통신하는 보안 메시지 시스템이 본 발명에서 지시되는 특정 원리를 

사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는 몇가지 선택 방법만을 나타낸다.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및 메시지 전송에 대해 3개의 데이터 비트 레이트가 미리 정의되지만, 시스템 요

구조건에 의존하여, 더 많거나 적은 데이터 비트 레이트가 또한 미리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프레임 정보 코드워드는 바람직하게 프레임 번호 0 내지 프레임 번호 127을 정의하도록 부호화되는 7 비트와 같이, 

프레임 번호를 식별하도록 예정된 소정의 수의 비트를 데이터 부분내에 포함하는 단일 32,21 BCH 코드워드이다.

제2 동기화 코드의 구조는 바람직하게 상기에 설명된 제1 동기화 코드와 유 사하다. 그러나, 바람직하게 1600 bps (b

it per second)와 같이 고정된 데이터 심볼 레이트로 전송되는 제1 동기화 코드와 다르게, 제2 동기화 코드는 어드레

스 및 메시지가 소정의 프레임으로 전송되어야 하는 데이터 심볼 레이트로 전송된다. 결과적으로, 제2 동기화 코드는 

금융 메시지 유닛이 프레임 전송 데이터 비트 레이트로 "정제된 (fine)" 비트 및 프레임 동기화를 구하도록 허용한다.

요약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와 사용되는 신호 프로토콜은 위상 당 8개의 어드레스, 제어, 또는 메시지 코드

워드를 포함하는 11개의 정보 블록으로 이어지는 소정의 동기화 코드를 포함하는 128개 프레임을 갖는다. 동기화 코

드는 데이터 전송 레이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전송 레이트로 전송되는 데이터 코드워드로 금융 메시지 

유닛에 의한 동기화를 보장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금융 메시지 유닛(106)의 전기적인 블록도이다. 금융 메시지 유닛(106)의 

심장부는 제어기(816)로서, 이는 바람직하게 Motorola사에 의해 제작된 것과 같은 저전력 MC68HC0x 마이크로컴퓨

터를 사용하여 실시된다. 이후 제어기(816)라 칭하여지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기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주변 회로로부터 입력을 수신하여 처리하고, 소프트웨어 서브루틴을 사용해 주변 회로의 동작 및 상호작용을 제어한

다. 처리 및 제어 기능을 위한 마이크로컴퓨터 제어기 (예를 들면, 기능 제어기)의 사용은 종래 기술에 숙련된 자에게 

이미 공지되어 있다.

금융 메시지 유닛(106)은 이후 바람직하게 2-레벨 및 4-레벨 주파수 변조 기술을 사용하여 변조된 "데이터"라 칭하

여지는 어드레스, 제어, 및 메시지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전송된 데이터는 수신기부(804)의 입력에 연결된 안테나(8

02)에 의해 포착된다. 수신기부(804)는 종래 기술에 공지된 방식으로 수신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후 회복 데이터 신

호라 칭하여지는 아날로그 4-레벨 회복 데이터 신호를 출력한다. 회복 데이터 신호는 한계값 레벨 추출 회로(808)의 

한 입력과 4-레벨 디코더(810)의 한 입력에 연결된다.

도 8의 금융 메시지 유닛에 도시된 한계값 레벨 추출 회로(808), 4-레벨 디코더(810), 심볼 동기 장치(812), 4-레벨 

이진수 변환기(814), 동기화 코드워드 상관기(818), 및 위상 타이밍 발생기 (데이터 회복 타이밍 회로)(826)는 여기서

참고로 포함되는 Motorola사의 Kuznicki에 부여된 미국 특허 No. 5,282,205 "가변 길이의 메시지 운반을 제공하는 

데이터 통신 단자 및 그에 대한 방법 (Data Communication Terminal Providing Variable Length Message Carry-

On And Method Therefor)"를 참고로 잘 이해된다.

다시 도 8을 참고로, 한계값 레벨 추출 회로(808)는 회복 데이터 신호를 입력을 갖는 2개의 클럭 레벨 검출기 회로 (

도시되지 않은)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한계값 레벨 추출 회로(808)에 주어지는 4-레벨 데이터 신호를 복호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는 17%, 50%, 및 83%의 신호 상태가 사용된다.

금융 메시지 유닛이 처음 켜질 때와 같이, 전력이 초기에 수신기 부분에 인가될 때, 클럭 레이트 선택기는 128X 클럭,

즉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1600 bps인 최저 데이터 비트 레이트의 128배와 같은 주파수를 갖는 클럭을 선택하도록

제어 입력 (중심 샘플)을 통해 미리 설정된다. 128X 클럭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바람직하게 204.8 KHz (kiloh

ertz)에서 동작하는 수정 제어 발진기인 128X 클럭 발생기(844)에 의해 발생된다. 128X 클럭 발생기(844)의 출력은 

102.4 KHz에서 64X 클럭을 발생하도록 출력 주파수를 2로 나누는 주파수 분할기(846)의 입력에 연결된다. 128X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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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은 레벨 검출기가 매우 짧은 시간 주기내에 피크 (peak) 및 밸리 (valley) 신호 진폭값을 비동기화되어 검출하여, 

변조 복호화에 요구되는 저상태(Lo), 평균 상태(Avg), 및 고상태(Hi) 한계 출력 신호값을 발생하도록 허용한다. 이후 

설명될 바와 같이, 동기화 신호로 심볼 동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어기(816)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심볼 동기

장치(812)에 의해 발생된 1X 심볼 클럭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도록 제2 제어 신호 (중심 샘플)를 발생한다.

4-레벨 디코더(810)는 바람직하게 3개의 전압 비교기와 하나의 심볼 디코더를 사용하여 동작된다. 회복 데이터 신호

는 17%, 50%, 및 83%의 표준화된 신호 상태에 대응하여 한계값을 갖는 세 비교기의 입력에 연결된다. 결과의 시스

템은 회복 데이터 신호를 83% 비교기의 제2 입력, 50% 비교기의 제2 입력, 및 17% 비교기의 제2 입력에 연결시킴으

로서 복조된 2-레벨 또는 4-레벨 FSK 정보 신호를 효과적으로 회복한다. 저상태(Lo), 평균 상태(Avg), 및 고상태(Hi

) 한계 출력 신호값에 대응하는 세 비교기의 출력은 심볼 디코더의 입력에 연결된다. 심볼 디코더는 이어서 표 2에 따

라 입력을 복호화한다.

[표 2]

한계값 출력

Hi Avg Lo MSB LSB

RCin < RCin < RCin < 0 0

RCin < RCin < RCin > 0 1

RCin < RCin > RCin > 1 1

RCin > RCin > RCin > 1 0

표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복 데이터 신호 (RCin)가 3개의 모든 한계값 보다 작을 때, 발생된 심볼은 00 (MSB = 0, 

LSB = 0)이다. 이후에, 3개의 한계값 각각을 넘을 때는 상기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심볼이 발생된다.

4-레벨 디코더(810)로부터 출력된 MSB는 심볼 동기 장치(812)의 입력에 연결되고, 4-레벨 회복 데이터 신호에서 0

점과의 교차를 검출함으로서 발생된 회복 데이터 입력을 제공한다. 회복 데이터 입력의 양의 레벨은 평균적인 한계값

출력 신호 이상의 아날로그 4-레벨 회복 데이터 신호에서 2개의 양의 편차 진폭을 나타내고, 음의 레벨은 평균적인 

한계값 출력 신호 이하의 아날로그 4-레벨 회복 데이터 신호에서 2개의 음의 편차 진폭을 나타낸다.

심볼 동기 장치(812)는 32X 레이트 선택기 (도시되지 않은)의 입력에 연결되고 주파수 분할기(846)에 의해 발생되는

102.4 KHz의 64X 클럭을 사용한다. 32X 레이트 선택기는 바람직하게 심볼 전송 레이트의 32배인 샘플 클럭을 발생

하도록 1 또는 2에 의한 선택적 분할을 제공하는 분할기이다. 제어 신호 (1600/3200)는 32X 레이트 선택기의 제2 입

력에 연결되고, 초당 1600 및 3200 심볼의 심볼 전송 레이트에 대한 샘플 클럭 레이트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선택

된 샘플 클럭은 심볼당 32개 샘플로 회복 데이터 신호(MSB)를 샘플링하는 32X 데이터 오버샘플러 (oversampler) (

도시되지 않은)의 입력에 연결된다. 심볼 샘플은 심볼 엣지가 검출될 때 출력 펄스를 발생하는 데이터 엣지 검출기 (

도시되지 않은)의 입력에 연결된다. 샘플 클럭은 또한 회복 데이터 신호에 동기화된 1X 및 2X 심볼 클럭을 발생하는

데 사용되는 16/32에 의한 분할 회로 (도시되지 않은)의 입력에 연결된다. 16/32에 의한 분할 회로는 바람직하게 업/

다운 카운터 (up/down counter)이다. 데이터 엣지 검출기가 심볼 엣지를 검출할 때,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현재 

카운트와 AND 게이트에 의해 게이트 처리된 펄스가 발생된다. 동시에,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입력에 연결된 데

이터 엣지 검출기에 의해 펄스가 발생된다. 16/32에 의한 분할 회로가 32 카운트를 발생하기 이전에 AND 게이트의 

입력에 연결된 펄스가 도착할 때, AND 게이트에 의해 발생된 출력은 데이터 엣지 검출기로부터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입력에 연결된 펄스에 응답해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카운트가 1 카운트 만큼 진보되게 하고, 16/32에 의

한 분할 회로가 32 카운트를 발생한 이후에 AND 게이트의 입력에 연결된 펄스가 도착할 때, AND 게이트에 의해 발

생된 출력은 데이터 엣지 검출기로부터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입력에 연결된 펄스에 응답해 16/32에 의한 분할 

회로의 카운트가 1 카운트 만큼 지체되게 하여, 그에 의해 회복 데이터 신호와 1X 및 2X 심볼 클럭의 동기화를 가능

하게 한다. 발생된 심볼 클럭 레이트는 아래의 표 3으로부터 가장 잘 이해된다.

[표 3]

입력클럭 (상대적) 제어입력 (SPS) 레이트선택기 분할비 레이트선 기 출력 2X 심볼클럭 (BPS) 1X 심볼 럭 (BPS)

64X 1600 2 32X 3200 1600

64X 3200 1 64X 6400 3200

상기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1X 및 2X 심볼 클럭은 초당 1600, 3200, 및 6400 비트로 발생되고, 회복 데이터 신호와

동기화된다.

4-레벨 이진수 변환기(814)는 1X 심볼 클럭을 클럭 레이트 선택기 (도시되지 않은)의 제1 클럭 입력에 연결시킨다. 

2X 심볼 클럭은 클럭 레이트 선택기의 제2 클럭 입력에 연결된다. 심볼 출력 신호 (MSB, LSB)는 입력 데이터 선택기

(도시되지 않은)의 입력에 연결된다. 선택기 신호 (2L/4L)는 클럭 레이트 선택기의 선택기 입력과 입력 데이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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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선택기 입력에 연결되고, 심볼 출력 신호를 2-레벨 FSK 신호나 4-레벨 FSK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제어한다.

2-레벨 FSK 데이터 변환 (2L)만이 선택될 때는 종래의 병렬에서 직렬로의 변환기 (도시되지 않은)의 입력에 연결되

는 MSB 출력만이 선택된다. 1X 클럭 입력은 클럭 레이트 선택기에 의해 선택되어, 결과적으로 병렬에서 직렬로의 변

환기의 출력에서 단일 비트의 이진수 데이터 스트림이 발생된다. 4-레벨 FSK 데이터 변환 (4L)이 선택될 때는 병렬

에서 직렬로의 변환기의 입력에 연결되는 LSB 및 MSB 출력이 모두 선택된다. 2X 클럭 입력은 클럭 레이트 선택기에

의해 선택되어, 결과적으로 2X 심볼 레이트로 직렬 2 비트 이진수 데이터 스트림이 발생되고, 병렬에서 직렬로의 변

환기의 출력에 제공된다.

다시 도 8을 참고로, 4-레벨 이진수 변환기(814)에 의해 발생된 직렬 이진수 데이터 스트림은 동기화 코드워드 상관

기(181) 및 디멀티플렉서(820)의 입력에 연결된다. 소정의 "A" 코드워드 동기화 패턴은 코드 메모리(822)로부터 제

어기(816)에 의해 회복되어 "A" 코드워드 상관기 (도시되지 않은)에 연결된다. 수신된 동기 화 패턴이 수용가능한 에

러 마진내에서 소정의 "A" 코드워드 동기화 패턴 중 하나와 정합될 때, "A" 또는 "A-bar" 출력이 발생되어 제어기(816

)에 연결된다. 서로 상관된 특정한 "A" 또는 "A-bar" 코드워드 동기화 패턴은 프레임 ID 코드워드의 시작부에 프레임 

동기화를 제공하고, 또한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어지는 메시지의 데이터 비트 레이트를 정의한다.

직렬 이진수 데이터 스트림은 또한 프레임 코드워드를 복호화하고 제어기(816)에 의해 현재 수신되고 있는 프레임 

번호의 표시를 제공하는 프레임 코드워드 디코더 (도시되지 않은)의 입력에 연결된다. 초기의 수신기 on 상태에 이어

지는 것과 같은 싱크 포착 동안, 전력은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A" 동기화 코드워드의 수신을 가능하게 했던 도 8에

도시된 배터리 절약기 회로(848)에 의해 수신기 부분으로 공급되고, 또한 동기화 코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계속하여 공급된다. 제어기(816)는 현재 수신되고 있는 프레임 번호를 코드 메모리(822)에 저장된 

지정 프레임 번호의 리스트와 비교한다. 현재 수신되는 프레임 번호가 지정된 프레임 번호와 다르면, 제어기(816)는 

배터리 절약기 회로(848)의 입력에 연결되는 배터리 절약 신호를 발생하고, 수신기 부분으로의 전력 공급을 중지한다

. 전력 공급은 수신기 부분으로의 전력 공급이 지정된 프레임의 수신을 인에이블시키게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절약 회

로(848)에 연결된 제어기(816)에 의해 배터리 절약기 신호가 발생될 때인 수신기에 지정된 다음 프레임까지 중지된

다.

소정의 "C" 코드워드 동기화 패턴은 코드 메모리(822)로부터 제어기(816)에 의해 회복되고, "C" 코드워드 상관기 (도

시되지 않은)에 연결된다. 수신된 동기화 패턴이 수용가능한 에러 마진을 갖는 소정의 "C" 코드워드 동기화 패턴과 정

합될 때, 제어기(816)에 연결된 "C" 또는 "C-bar" 출력이 발생된다. 서로 상관된 특정한 "C" 또는 "C-bar" 동기화 코

드워드는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의 시작에 대해 "섬세한 (fine)" 프레임 동기화를 제공한다.

실제 데이터 부분의 시작은 코드워드 디인터리버 (codeword deinterleaver)(824) 및 데이터 회복 타이밍 회로(826)

의 입력에 연결된 블록 시작 신호 (Blk Start)를 발생하는 제어기(816)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어 신호 (2L/4L)는 1X 

또는 2X 심볼 클럭 입력을 선택하는 클럭 레이트 선택기 (도시되지 않은)의 입력에 연결된다. 선택된 심볼 클럭은 바

람직하게 4개 위상의 출력 신호 (φ1 내지 φ4)를 발생하도록 클럭화된 클럭화 링 카운터 (ring counter)인 위상 발생

기 (도시되지 않은)의 입력에 연결된다. 블록 시작 신호는 또한, 위상 발생기의 입력에 연결되고, 메시지 신호의 실제 

복호화가 시작될 때까지 소정의 위상에 링 카운터를 유지시키는데 사용된다. 블록 시작 신호가 위상 발생기를 해제시

킬 때, 이는 들어오는 메시지 심볼과 동기화된 클럭화 위상 신호를 동작시키기 시작한다.

클럭화된 위상 신호 출력은 이어서 위상 선택기(828)의 입력에 연결된다. 동작하는 동안, 제어기(816)는 코드 메모리

(822)로부터 금융 메시지 유닛이 지정된 전송 위상수를 회복한다. 위상수는 제어기(816)의 위상 선택 출력 (φSelect

)에 전달되고, 위상 선택기(828)의 입력에 연결된다. 지정된 전송 위상에 대응하는 위상 클럭은 위상 선택기(828)의 

출력에서 제공되고, 디멀티플렉서(820), 블록 디인 터리버(824), 어드레스 및 데이터 디코더 (830, 832)의 클럭 입력

에 각각 연결된다. 디멀티플렉서(820)는 블록 디인터리버(824)의 입력에 연결되고 대응하는 각 위상 클럭에 디인터

리버 어레이로 클럭화되는 지정 전송 위상과 연관된 이진수 비트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제1 실시예에서, 디인터리

버는 전송된 정보 블록에 대응하여 8개의 32 비트 인터리브 어드레스, 제어, 또는 메시지를 디인터리브 처리하는 8 x 

32 비트 어레이를 사용한다. 디인터리브 처리된 어드레스 코드워드는 어드레스 상관기(830)의 입력에 연결된다. 제

어기(816)는 금융 메시지 유닛에 지정된 어드레스 패턴을 회복하고, 어드레스 상관기의 제2 입력에 패턴을 연결시킨

다. 임의의 디인터리브 어드레스 코드워드가 수용가능한 에러 마진내에서 (예를 들면, 선택된 코드워드 구조에 따라 

정정가능한 비트 에러의 수) 금융 메시지 유닛에 지정된 임의의 어드레스 패턴과 정합될 때, 그 메시지와 연관된 메시

지 정보 및 대응 정보 (예를 들면, 메시지 관련 정보로 앞서 정의되었던 수신된 선택적 호출 신호 메시지 및 방송을 나

타내는 정보)는 데이터 디코더(832)에 의해 복호화되어 메시지 메모리(850)에 저장된다.

금융 메시지 유닛과 연관된 어드레스의 검출에 이어서, 메시지 정보는 부호화된 메시지 정보를 저장 및 이어지는 디

스플레이에 적절한 BCD 또는 ASCII 포맷으로 바람직하게 복호화하는 데이터 디코더(832)의 입력에 연결된다.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근거의 신호 프로세서는 금융 메시지 유닛에 지정된 어드레스 패턴과 메시지 관련 정보를

회복하는 하드웨어 동치 신호 프로세서로 대치될 수 있다. 금융 메시지 유닛과 연관된 어드레스의 검출 이전에 또는 

이 후에, 어드레스에 연관된 서비스 정보 및 대응 정보는 메시지 메모리(850)에 직접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동작은 실제 메시지 정보의 추후 복호화, 예를 들면 부호화된 메시지 정보를 이어지는 표시에 적절한 BCD, ASCII, 또

는 멀티미디어 포맷으로 복호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저장을 실행할 때, 메모리는 어드레스와 연관된

메시지 정보 및 대응 정보의 효과적인 고속 배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가하여, 메시지 메모리(85

0)에서 어드레스와 연관된 메시지 정보 및 대응 정보의 직접적인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코드워드 식별자(852)

는 벡터 필드 (vector field)를 포함하는 세트와 메시지 필드 (message field)를 포함하는 세트 중 하나에 속하는 코

드워드에 응답해 종류 식별자를 코드워드에 지정하도록 수신된 코드워드를 조사한다. 종류 식별자를 결정한 이후에, 

메모리 제어기(854)는 코드워드와 대응하여 메모리내의 제2 메모리 영역에 종류 식별자를 저장하도록 동작된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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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메모리(850), 코드워드 식별자(852), 및 메모리 제어기(854)를 포함하는 디인터리브 정보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

의 상기 메모리 구조 및 동작은 이후 포함되는 특허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된다.

메시지 관련 정보의 저장에 이어서, 감지가능한 경고 신호가 제어기(816)에 의해 발생된다. 감지가능한 경고 신호는 

바람직하게 청취가능한 경고 신호이지만, 촉각 경고 신호와 같이 다른 감지가능한 경고 신호 및 시청가능한 경고 신

호도 또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취가능한 경고 신호는 제어기(816)에 의해 스피커나 트랜스듀서 (tran

sducer)(836)와 같이, 청취가능한 경고 다바이스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경고 드라이버(834)에 연결된다. 사용자는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사용자 입력 제어(838)를 사용해 경고 신호 발생을 조정할 수 있다.

저장된 메시지 정보는 제어기(816)가 메모리로부터 메시지 정보를 회복하여, LCD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84

2)상에 표시하도록 디스플레이 드라이버(840)에 메시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입력 제어(838)를 사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재호출될 수 있다.

상기의 설명에 부가하여, 도 1, 도 2, 도 7, 및 도 8을 참고로 앞서 논의된 시스템과, 도 3, 도 4, 및 도 5를 참고로 앞서

논의된 프로토콜은 여기서 참고로 포함되는 다음의 미국 특허에서 보다 상세히 이해될 수 있다: 모두 Motorola사에 

양수되고 Nelson에 부여된 No. 5,168,493의 "시간 분할 다중화 선택적 호출 시스템 (Time Division Multiplexed Se

lective Call System)", Nelson에 부여된 No. 5,371,737의 "다중위상 다중화 신호를 수신하는 선택적 호출 수신기 (

Selective Call Receiver For Receiving A Multiphase Multiplexed Signal)", DeLuca에 부여된 No. 5,128,665의 "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Selective Call Signalling System)", 및 Willard에 부여된 No. 5,325,088의 "동기화 선택

적 신호 시스템 (Synchronous Selective Signalling System)".

도 9를 참고로, 도면은 본 발명에 따른 보안 메시지 시스템 (secure messaging system)(900)을 도시한다.

페이징 터미널(102) 또는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는 목적지 식별자와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포

함하는 선택적인 호출 메시지 요구를 갖춘 정보를 수신한다. 정보는 전형적으로 은행, 신용 카드 발행인 등과 같은 규

정자(914)로부터 정보를 운송하도록 동작하는 공중 스위치 전화 네트워크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912)를 통해 페이징 터미널(102)에 연결된다. PSTN(912)은 규정자(914)와 다수의 금융 메시지 유닛(9060 

사이의 금융적 트랜잭션을 통신하는데 요구되는 정보 대역폭에 의존하여, 종래의 전화선(910) 또는 고속 디지털 네트

워크를 사용하여 페이징 터미널(102)와 규정자(914)에 연결될 수 있다. 일단 페이징 터미널(102)에 연결되면, 정보는

하나 이상의 선택적 호출 메시지로 포맷되고, 다수의 통신 구역(902) 중 하나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방송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무선 주파수 전송기(904)에 전달된다(922).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금융 

트랜잭션을 실행하도록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같은 암호화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종래의 스마트 카

드(920)에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다른 방법으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금융 메시지 유닛(906)

이 스마트 카드(920)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 현금 인출과 재인출 및/또는 신용 서비스와 같은 기능을 포

함할 때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복호화 및 저장될 수 있다.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는 유선 또는 무선 복귀 경로를 사용해 양방항 기능이 제공된다. 예를 들면, 보안 금융 트랜

잭션 메시지는 현금 가치의 토큰, 신용, 및 대출량을 나타낼 수 있는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의 내용을 복호화 및 

해독하는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수신된다. 이 메시지 내용은 규정자가 신용을 인증하거나 자금의 수신 및 이

어지는 해제를 확인하는 동안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저장된다. 금융 트랜잭션의 가치가 높으면, 규정자는 수

신된 토큰 근거의 자금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또는 신용 또는 대출 트랜잭션이 허용되기 이전에, 금융 메시지 유닛(90

6)으로부터 승인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자금 트랜잭션 가치가 낮으면, 규정자는 수신된 토큰 근거의 자금이 활성

화되기 이전에, 또는 신용 또는 대출 트랜잭션이 허용되기 이전에 금융 메시지 유닛(906)으로부터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낮은 가치의 트랜잭션인 경우,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단지 자금이나 신용 자격을 하루 또는 한주에 한번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도 9에서 설명되는 보안 메시지 시스템은 분포된 수신기 사이트 (site)(908)에 의해 수신된 들어오거나 나오는 채널

을 사용해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의 무선 복귀 또는 발신을 허용한다. 이들 사이트는 전형적으로 금융 메시지 유

닛(906)의 전송기 전력 및 안테나 특성이 전용 무선 주파수 기지국 및 광역 전송 사이트(904) 보다 상당히 열악하므

로 외부 방송 사이트(904) 보다 더 조밀하다. 그래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의 크기 및 폭은 최소로 유지되고, 은행 

인출, 예측, 신용 카드 지불, 또는 구매와 같은 금융 트랜잭션을 이루는데 물리적 연결을 요구하지 않는 가치 추가 기

능을 갖춘 인간 공학적인 휴대용 디바이스를 생산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 보안 메시지 시스템은 판매 지점(916)이

나 은행(914)에서 억세스되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채널을 사용해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의 복귀 또는 발신을 실시

하는 추가 수단을 포함하는 더 낮은 전력의 금융 메시지 유닛(906)을 수용하도록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더 낮은 전

력의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적외선 또는 레이저 광학 포트, 저전력 근접 자기 유도성이나 전기 용량성 포트, 또는 

초음파나 오디오 대역 음향 트랜스듀서 포트를 포함할 수 있고, 이 들은 모두 판매 단말 지점, 자동화 은행기기 등과 

같은 디바이스와 더 낮은 전력의 금융 메시지 유닛(906) 사이에서 신호를 연결시킬 수 있다.

본 발명과 사용되는데는 여러가지 암호화 방법이 적절하다. 다음의 정의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 적용되는 암호화와

연관된 용어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증명서 (Certificate) - 증명서는 개인 또는 다른 엔터티 (entity)에 대한 공중 키의 결합을 증명하는 디지털 문서이다.

증명서는 이를 발생하는 자의 신원을 증명할 의도로 신용있는 중앙 관리자가 될 수 있는 CA (Certification Authorit

y)에 의해 발행된다. 증명서는 CA가 사용자의 공중 키와 다른 식별 정보를 함께 사인하여 사용자를 공중 키에 결부시

킬 때 생성된다. 사용자는 공중 키의 유효성을 설명하기 위해 증명서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비밀성 (Confidentiality) - 정보를 보도록 인증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보 비밀을 유지하는 결과이다.

비밀성은 또한 프라이버시 (privacy)라 칭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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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프로토콜 (Cryptographic Protocol) - 특수 보안 목적을 달성하도록 둘 이상의 엔터티가 요구되는 작용을 정확

하게 지정하는 단계의 시퀀스에 의해 정의되는 분포 알고리즘이다.

데이터 보존성 (Data Integrity) - 정보가 인증되지 않은 또는 공지되지 않은 수단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

다.

해독 (Decryption) - 암호화된 정보 (암호 텍스트)를 일반 텍스트로 변환하는 처리이다.

DES (Data Encryption Standard) - 공식 표준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정의되고 추천된 대칭적 부호화 암호이다. 이

는 가장 잘 공지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암호 시스템이다.

디피 헬만 (Diffie-Hellman) - 디피 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은 오픈 채널을 통해 집단이 공유되는 보안 키를 안전하게 

이루도록 허용함으로서 키 배급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제1 해결법을 제공하였다. 보안성은 이산적인 로그 (log) 문

제점을 근거로 한다.

디지털 사인 (Digital Signature) - 메시지를 (디지털 형태로) 발생 엔터티와 연관시키는 데이터 스트링 (data string)

이다. 이 암호화 근원은 입증, 데이터 비밀성, 및 비거절성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이산적인 로그 문제점 (Discrete Log Problem) - 공식 y = g  x mod p에서 지수 x를 찾기 위한 요구조건이다. 이산

적인 로그 문제점은 일방 함수의 어렵고 엄격한 방향인 것으로 믿어진다.

타원 곡선 암호시스템 (Elliptic Curve Cryptosystem, ECC) - 타원 곡선을 통한 이산적인 로그 문제점을 근거로 하

는 공중 키 암호시스템이다. ECC는 공중 키 시스템에서 비트 당 가장 높은 강도를 제공하여, 다른 시스템과 비교해 

훨씬 더 작은 공중 키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암호화 (Encryption) - 비밀성이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반 텍스트를 암호 텍스트로 변형하는 처리이다.

엔터티 입증 (Entity Authentication) - 엔터티 (예를 들면, 개인, 금융 메시지 유닛, 컴퓨터 단자, 스마트 카드 등)의 

신원을 확증하는 것이다.

인수분해 (Factoring) - 한 정수를 함께 곱하면 원래 정수를 형성하는 더 작은 정수의 세트로 분할하는 것이다. RSA

는 큰 소수의 인수분해를 근거로 한다.

정보 보안 기능 (Information Security Functions) - 정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인 및 암호화의 처리이

다. 또한, 보안성의 근원인 것으로 공지된다.

정보 보안 서비스 (Information Security Services) - 정보 보안 기능을 사용하는 목적이다. 서비스는 프라이버시나 

비밀성, 입증, 데이터 보존성, 및 비거절성을 포함한다.

키 (Key) - 암호화 계산을 실행하도록 정보 보안 기능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터 스트링 형태의 값이다.

키 일치 (Key Agreement) - 집단이 결과값을 미리 결정할 수 없도록 이들 각각과 연관되거나 그에 의해 주어진 정

보나 기능으로 둘 이상의 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비밀이 유도되는 키 설정 기술이다.

키 설정 (Key Establishment) - 이어지는 암호화에서 사용되도록 공유되는 키가 둘 이상의 집단에 이용가능해지는 

처리이다.

키 관리 (Key Management) - 키 설정 및 집단 사이에서 진행중인 키 관계의 유지를 지지하는 처리 및 메카니즘의 

세트이다.

키 쌍 (Key Pair) - 공중 키 암호시스템에서 사용자 또는 엔터티의 개인 키 와 공중 키이다. 키 쌍내에 있는 키들은 수

학적으로 엄격한 일방 함수에 의해 관련된다.

키 도달 (Key Transport) - 한 집단이 비밀값을 생성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하고, 이를 다른 집단 또는 집단들에 안

전하게 전달하는 키 설정 기술이다.

메시지 입증 (Message Authentication) - 정보 소스를 확증한다. 또한, 데이터 발신 입증이라 공지된다.

메시지 입증 코드 (Message Authentication Code, MAC) - 보안키를 포함하고 데이터 발신 입증 및 데이터 보존성

을 제공하는 해시 (hash) 기능이다. MAC는 또한 트랜잭션 입증 코드라 칭하여지고, 여기서 메시지는 적어도 하나의 

트랜잭션을 포함할 수 있다.

비거절성 (Non-repudiation) - 이전의 구속이나 작용의 부인을 방지한다. 비거절성은 디지털 사인을 사용해 이루어

진다.

개인 키 (Private Key) - 공중 키 시스템에서, 개인 엔터티에 의해 유지되고 결코 드러나지 않는 키 쌍내의 키이다. 

인증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이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키를 하드웨어 플랫폼 (hardware platform)에 삽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 키 (Public Key) - 공중 키 시스템에서, 공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키 쌍내의 키이다.

공중 키 암호법 (Public-Key Cryptography) - 암호화 (e) 및 해독 (d)에 다른 키를 사용하는 암호 시스템으로, 여기

서 (e)와 (d)는 수학적으로 링크된다. (e)에서 (d)를 결정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개인 키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중 키의 배급을 허용한다. 공중 키 암호법은 최근 2000년대에서 암호법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발전이다.

RSA - 발명자 R. Rivest, A. Shamir, 및 L. Adleman가 발명한 널리 사용되는 공중 키 암호시스템이다. RSA의 보안

성은 정수 인수분해 문제점의 곤란함을 근거로 한다.

대칭 키 암호화 (Symmetric-Key Encryption) - 연관된 각 암호화/해독 키 쌍 (e, d)에 대해, e만을 알고 d를 결정하

고 d로부터 e를 결정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쉬운 암호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실제 대칭 키 암호화 구조에서는 e = d이

다. 비록 대칭 시스템이 데이터의 벌크 (bulk) 암호화에 효과적이지만, 이들은 심각한 키 관리 문제점을 갖는다. 결과

적으로, 대칭 키 및 공중 키 시스템은 때로 각각의 이점을 이용하도록 시스템에서 조합된다.

비대칭 키 암호화 (Asymmetric-Key Encryption) - 각 집단에 대해 변하는 강도로 암호화/해독 키 쌍을 유지하는 

암호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더 짧은 키는 보안성이 덜 요구되는 상황에 사용되고 더 긴 키는 더 많은 보안성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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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 사용된다. 대칭 키 암호화 시스템에 대해, 비대칭 시스템은 심각한 키 관리 문제점을 갖는다.

검증 (Verification) - 디지털 사인 및 엔터티나 메시지가 인증됨을 확인하는 처리이다.

다음의 예는 본 발명에 따른 보안 메시지 시스템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시 스템을 설명한다.

ECC 알고리즘을 사용해, 해시를 갖는 보안 사인은 다음의 정보를 근거로 발생된다:

P는 곡선상의 발생 지점이고 차수 n을 갖는다.

H는 SHA-1와 같은 보안 해시 알고리즘을 갖는다.

M은 엔터티 A에 의해 사인되는 비트 스트링이다.

A는 개인 키 a 및 공중 키 Y  a = aP를 갖는다.

사인을 발생하기 위해, 엔터티 A는 다음을 실행한다:

1. e = H(M)을 계산 (e는 정수)

2. 랜덤 정수 k를 발생

3. R = kP = (x,y)를 계산

4. x를 정수로 변환

5. r = x + e mod n을 계산

6. s = k - ar mod n을 계산

7. 사인은 (r,s)이다.

R = kp가 메시지 M과 무관하게 계산되므로, 이는 단계 (5) 및 (6)에서 일어나는 M의 사인 이전에 미리 계산될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랜덤 수를 해시 및 발생하는 시간은 실행되는 다른 동작과 비교해 무시할 만하다. 최종적으로, 단계 (

3)에서 kP의 계산을 가속화시키도록 특정한 함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임의의 엔터티 B는 다음 단계를 실행함으로서 M에 대한 A의 사인 (r,s)를 검증할 수 있다.

1. A의 공중 키 Y  a = aP를 구한다.

2. u = sP를 계산

3. V = rYa를 계산

4. u + v = (x',y')을 계산

5. x'를 정수로 변환

6. e' = r - x' mod n을 계산

7. e = H(M)을 계산하고 e' = e임을 검증한다.

다음의 예는 타원 곡선 암호화 구조를 사용하는 암호화를 설명한다. 엔터티 A는 개인 키 a와 공중 키 Y  a = aP를 갖

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서 P는 발생 지점이다. 엔터티 B는 다음의 과정을 사용하여 엔터티 A에 대해 비트 스트링 M

을 암호화한다:

1. B는 A의 공중 키 Y  a 를 구한다.

2. B는 랜덤 정수 k를 발생한다.

3. B는 R = kP를 계산한다.

4. B는 S = kY  a = (x,y)를 계산한다.

5. B는 c  i = m  i * f  i (x)를 계산한다.

6. B는 (R, c  0 , ..., c  n )을 A에 전달한다.

여기서, f  0 (x) = SHA-1 (x‖0)이고, f  i (x) = SHA-1 (f  i-1 (x)‖x‖i)이다.

다른 방법으로, RSA 암호법이 사용되면, 다음의 정의가 관련된다:

n은 모듈러스 (mudulus)이다.

d는 엔터티 A에 대한 개인 키 및 공중 지수이다.

M은 사인되는 비트 스트링이다.

RSA 사인은 다음과 같이 엔터티 A에 의해 발생된다:

1. m = H(M)을 계산, n 보다 작은 정수.

2. s = m  d mod n를 계산

3. 사인은 s이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은 RSA 사인은 첨가물을 갖는 디지털 사인을 생성한다. 앞서 논의된 ECC 사인과 대조적으로, 

RSA를 사용할 때는 미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사인은 개인 지수 d에 의해 한 지시를 요구함을 주목한다.

엔터티 B는 다음의 과정을 사용해 M에 대해 A의 사인 S를 검출할 수 있다:

1. A의 공중 지수 e와 모듈러스 n을 구한다.

2. m* = s  e mod n을 계산한다.

3. m = H(M)을 계산한다.

4. m* = m을 검증한다.

RSA 검증에서는 공중 지수 e에 의한 지수화가 요구된다. e는 바람직하게 64 랜덤 비트가 되도록 선택된다. 유사하게,

RSA 암호화에서는 공중 지수로 한 지수화가 요구되고, 공중 지수는 최소 보안을 위해 적어도 64 비트의 길이가 되어

야 한다.

상기에 논의한 바에서, 보안 메시지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은 도 10 내지 도 16을 참고로 설명된다.

도 10을 참고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금융 메시지 유닛(906)의 고레벨 블록도가 도시된다.

금융 메시지 유닛(906)의 한가지 가능한 실시예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페이징 디바이스와 스마트 카드(

920)를 조합한 것이다. 여기서, 기계적인 슬롯 (slot) 및 표준 스마트 카드 커넥터는 카드와 페이저 전자 부품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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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인 접촉을 이루는 방식으로 스마트 카드(920)가 하우징 (housing)에 삽입될 수 있도록 페이징 디바이스의 하

우징에 포함된다. 다른 방법으로, 스마트 카드(920)를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전자 부품은 페이저가 진정한 무선 스마

트 카드 또는 무선 ATM으로 동작하도록 페이징 디바이스에 집적 또는 이동된다.

동작시, 들어오는 신호는 도 8을 참고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호를 검출 및 복조하여 정보를 회복하는 수신기(80

4)에 연결된 안테나(802)에 의해 포착된다. 다른 방법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경계외의 채널 질문에 응답하거

나 경계내의 채널 응답을 발생하도록 저전력 역채널 전송기(1034), 전력 스위치(1032), 및 전송 안테나(1030)를 포

함한다. 휴대용 전송기(1034) (예를 들 면, 저전력 무선 주파수 디바이스) 및 연관된 구성성분 대신에, 다른 전송 블록

(1036)은 단일방향 또는 양방향 통신 트랜스듀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트랜스듀서의 예로는 레이저나 발광 다이

오드(LED)와 같은 광학적 디바이스, 매우 낮은 전력의 자기장 유도성 또는 전기장 전기용량성 구조 (예를 들면, 코일,

전송선), 또는 오디오나 초음파 범위의 음향적 트랜스듀서가 있다.

입력/출력 (I/O) 스위치(1002)는 RF 수신기(804), RF 전송기(1030), 및 선택적 호출 디코더(1004) 사이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무선 주파수 (RF)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동작된다. 선택적 호출 디코더(1004)는 처리 유닛(1006), 연관되는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1008), 판독 전용 메모리(ROM)(1010), 및 일반적인 입력/출력(I/O) 모듈(1012)을 포함한

다. 선택적 호출 디코더(1004)의 주요 기능은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수신되도록 의도되는 신호에 포함되는 

정보를 검출하여 복호화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선택적인 역채널 전송기 블록(1036)을 포함하는 2-방향 실시에

서, 선택적 호출 디코더(1004)는 또한 요구나 메시지를 발생하여 규정자(914), 사용자, 또는 다른 온라인 (on-line) 

시스템 (도시되지 않은)에 전달하는 인코더로 동작할 수 있다.

이 특정한 실시예에서, ROM(1010)은 프로그램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PROM) 또는 전기적으로 삭제가능한 프로그램

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EEPROM) 등으로 동작할 수 있다. 이는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종류와 대응하는 단일 유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 또는 다수의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종류와 대응하는 다수의 유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를 금

융 메시지 유닛(906)에 프로그램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들 어드레스는 종래의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이거나 특수화된

보안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가 될 수 있다. 임의의 경우, 각각의 유일한 어드레스는 현금 인출 요구, 자금 전달 요구, 신

용 요구 등과 같은 금융 트랜잭션 종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성으로, 발행인, 규정자, 은행, 또는 사용자는 종

래의 접촉을 근거로 하거나 ROM(1010)의 에어 프로그래밍 (air programming)을 통한 매개물을 사용하여 금융 메시

지 유닛(906)에서 활성화된 하나 이상의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와 연관된 구성을 쉽게 구성하도록 허용된다. 더욱이, 

금융 트랜잭션 기능을 위해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가 선택되고 프로그램되므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현금, 대출, 

및 신용 트랜잭션과 역사적으로 연관된 기능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수용하도록 연관 RAM(1008) 및 I/O(1012

) 기능을 자동적으로 구성한다.

부가하여,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제2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로 동작하는 보안 복호화 또는 스마트 카드 기능의 

모듈(1014)를 포함한다. 이 모듈은 제어 로직(1016), 메시지 엔트리 디바이스(1018), 보안 코드 프로세서(1020), 보

안 ROM(1022), 보안 프로그램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PROM)(1024), 및 스마트 카드 입력/출력 (I/O) 모듈(1026)을 

포함한다.

특정한 보안 그룹은 지상선 와이어 연결된 환경에서 단말부-대-단말부 트랜잭션 보안을 실시하기 위한 표준을 제안

한다. 전자 금융 트랜잭션을 보안하기 위해 제안된 표준은 전달 집단 (예를 들면, 은행이나 VISA  TM 와 같은 규정자 

또는 발행인)이 값의 양과 입증 코드를 포함하는 보안 트랜잭션을 발생하는 피어-대-피어 (peer-to-peer) 폐쇄 루프

시스템을 근거로 한다. 보안 트랜잭션은 자동 인출기 (Automatic Teller Machine, ATM)와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 요

구 집단에 통신된다. 트랜잭션을 정하여 완성하기 위해, 요구 집단은 ATM에 스마트 카드(920)를 삽입하여 식별 코드

를 입력하고, 스마트 카드(920)에 배치되는 값을 요구한다.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은 스마트 카드(920)를 입증하고, 

요구 집단의 금융 상태 (예를 들면, 계좌 잔액, 신용 이용가능성 등)를 점검하여 그 트랜잭션을 완료하거나 부인한다.

따라서, 상기 요구조건에 대해, 제어 로직(1016)은 스마트 카드 기능 모듈과 연관된 구성성분의 동작을 관리하도록 

동작하여,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에서 단말부-대-단말부 보안을 실시하여 유지한다. 제어 로직(1016)은 스마트 

카드 기능 모듈(1014) 또는 연관된 스마트 카드(920)에 의해 실제로 해독될 때까지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연

관된 내용이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그러므로, 개인 암호화 키, 현금 인출값, 신용 또는 은행 계좌 번

호 등과 같이 민감한 정보는 보안 PROM(1024)에 저장된다. 유사하게, 보안 ROM(1022)은 스마트 카드 기능 모듈(1

014)과 규정자(914), 판매자(916), 또는 다른 스마트 카드(920)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를 해독 및 암호화하는 처리 

루틴을 저장할 수 있다.

메시지 엔트리 디바이스(1018)는 사용자가 현금 인출 요구, 현금 트랜잭션, 신용 트랜잭션 등을 초기화하도록 허용한

다. 전형적으로, 사용자는 키보드, 음성 활성 인식 디바이스, 접촉 감지 디바이스 (예를 들면, 화면이나 패드), 또는 다

른 편리한 데이터 엔트리 디바이스를 사용해 요구를 입력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자는 트랜잭션 근거의 정보가 금융 

메시지 유닛(906)과 통신되거나, 추후에 스마트 카드(920)로 전달되도록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저장되거나, 또는 

스마트 카드(920)로 직접 전달되도록 요구한다. 이 방법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휴대용 자동 인출기(ATM)와 

같이 작용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물리적인 ATM에 방문하지 않고 금융 트랜잭션을 실행하도록 허용한다.

금융 메시지 유닛(906)이 발신 기능을 갖춘 휴대용 ATM과 같이 작용하는 경우, 스마트 카드 기능 모듈(1014)은 금

융 트랜잭션 요구를 생성하도록 금융 메시지 유닛에 연결된 제2 보안 메시지 발생기로 동작한다. 일단 생성되면, 보안

메시지 발생기에 연결된 휴대용 전송기(1034)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1104)에 금융 트랜잭션 요구를 방송

하도록 동작된다. 선택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1104)에 연결된 수신기(1204)는 금융 트랜잭션 요구를 수신하여 선

택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1104)에 연결시키도록 동작된다. 이 방법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지상선 하드 와

이어 네트워크 또는 PSTN에 물리적으로 연결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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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논의된 바와 같이 무선 주파수 인에이블 역채널 금융 메시지 유닛(906)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본 발명은 바람

직하게 다음의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Motorola ReFlex  TM 2-방향 무선 페이징 시스템 하부구조 및 프로토콜을

사용해 동작되고, 이들은 모두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여기서 참고로 포함된다: Simpson에 의해 1993년 10

월 4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08/131,243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기를 식별하는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Identifying a Transmitter in a Radio Communication System)"; Ayerst에 의해 1995년 3월 3

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08/398,274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기 동기화를 최적화하는 방법 및 장치 (Me

thod And Apparatus for Optimizing Receiver Synchronization in a Radio Communication System)"; Ayerst에 

의해 1996년 5월 28일 발행된 미국 특허 번호 5,521,926의 "고정 시스템 수신기에서 개선된 메시지 수신을 위한 방

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Improved Message Reception at a Fixed System Receiver)"; Ayerst에 

의해 1995년 7월 5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08/498,212의 "역채널 알로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포워드 채널 

프로토콜 (Forward Channel Protocol to Enable Reverse Channel Aloha Transmissions)"; 및 Wang에 의해 199

5년 7월 14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08/502,399의 "2-방향 메시지 네트워크에서 주파수 채널을 할당하는 시

스템 및 방법 (A System and Method for Allocating Frequency Channel in a Two-way Messaging Network)".

셀룰러 및 무선 패킷 데이터 시스템과 같은 다른 2-방향 통신 시스템에서 본 발명을 사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정한 금융 그룹은 지상선 와이어 연결된 환경에서 단말부-대-단말부 트랜잭션 보안을 실행하기 위한 표준을 제안

한다. 전자 금융 트랜잭션을 보안하기 위해 제안된 표준은 전달 집단 (예를 들면, 은행이나 VISA  TM 와 같은 규정자 

또는 발행인)이 값의 양과 입증 코드를 포함하는 보안 트랜잭션을 발생하는 피어-대-피어 폐 쇄 루프 시스템을 근거

로 한다. 보안 트랜잭션은 자동 인출기(ATM)와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 요구 집단에 통신된다. 트랜잭션을 정하여 완

성하기 위해, 요구 집단은 ATM에 스마트 카드(920)를 삽입하여 식별 코드를 입력하고, 스마트 카드(920)에 배치되

는 값을 요구한다.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은 스마트 카드(920)를 입증하고, 요구 집단의 금융 상태 (예를 들면, 계좌 잔

액, 신용 이용가능성 등)를 점검하여 그 트랜잭션을 완료하거나 부인한다.

더 폭넓은 응용에서는 금융 메시지 유닛(906)이 민감한 메시지나 데이터를 통신하도록 적응될 뿐만 아니라, 전자 자

금 전달 정보가 페이징 채널 등을 통해 의도되는 수신 디바이스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

도 11을 참고로, 블록도는 금융원이 페이징 채널 등을 통해 금융 메시지 유닛에 보안 전자 자금 전달 인증을 전달한다

고 가정하고 사용될 수 있는 메시지 합성 및 암호화 장비를 설명한다.

특별히, 직접적인 브랜치 (branch) 및 고객 호출은 모두 트랜잭션 처리 컴퓨터(1102), 메시지 처리 및 암호화 컴퓨터(

1104) 또는 제1 보안 메시지 발생기, 제2 보안 메시지 디코더, 및 선택적 호출 메시지 배급기로 동작하는 - 모두 선택

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의 기능인 - 선택적 호출 메시지 프로세서(1104), 가입자 데이터베이스(1106), 및 보안 코드

데이터베이스(1108)를 포함하는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에 의해 수신된다. 트랜잭션 처리 컴퓨터(1102)는 금융 

트랜잭션 요구를 수신하고 메시지 및 암호화 프로세서(1104)와 통신하여, 요구자 및 트랜잭션 종류에 대응하는 보안 

코드 데이터베이스(1108)에 포함된 정보를 근거로 보안 금융 트 랜잭션 메시지를 발생하고 암호화한다. 메시지 처리 

및 암호화 컴퓨터(1104)는 또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1106)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목적지 식별자를 결정하여, 선택적

호출 메시지 배급자가 선택적 호출 전송 서비스(904)에 목적지 식별자 및 그에 대응하는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

를 통신하도록 허용한다. 목적지 식별자는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연관된 목적지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종래의 

페이징 어드레스, 셀룰러 전화기 어드레스, 또는 임의의 다른 어드레스와 대응할 수 있다.

도 11에 도시된 메시지 합성 및 암호화 장비는 전형적으로 금융원이 종래의 패이징 채널 등을 통해 금융 메시지 유닛

(906) (예를 들면, "무선 ATM" 디바이스)에 보안 전자 자금 전달 인증을 전달한다고 가정하고 사용된다. 다음의 예에

서, 트랜잭션 정보는 표준적인 금융 컴퓨터 및 데이터 구조를 사용해 구성되고, 메시지는 각각 타켓 디바이스 및 트랜

잭션에 지정된 공중 키 및 개인 키를 사용해 암호화된다. 각 디바이스에 지정된 키는 페이징 어드레스와 함께 처리 컴

퓨터와 연관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각 메시지가 암호화된 이후에, 이는 정상적인 페이징 메시지와 같이

공중 전화 시스템을 통해 페이징 시스템에 전달된다.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1100)는 제1 무선 트랜잭션 프로세서(1100)를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와 

집적시킨 도 12를 참고로 보다 상세히 논의된다.

도 12를 참고로, 금융 메시지 유닛에 신호를 전할 수 있는 조합된 1-방향 및 2-방향 보안 메시지 시스템을 실시하는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의 기능적인 블록도가 도시된다.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전송기(104) 및 연관된 안테나(904)와 함께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

세서(1100)를 포함하고, 2-방향 RF 시스템에서는 수신 신호 프로세서 및 적어도 하나의 수신 안테나(908)를 포함하

는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1202)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1202) 중 몇개는 2-방향 금융 메

시지 유닛(906)에 의해 저전력 전송 방송을 수신하도록 넓은 지형적 영역에 걸쳐 분포될 수 있다. 소정의 지형적 영역

에서 수신기(1202) 시스템의 수는 모든 경계내 전송에 대해 충분한 커버리지 (coverage)를 보장하도록 선택된다. 종

래 기술에 숙련된 자는 그 수가 지형, 건물, 수풀, 및 다른 환경적 요소에 의존해 많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매우 가깝게 결합된 전체적인 보안 메시지 시스템을 나타낸다. 실제로

, 규정자 (예를 들면, 은행, 신용 카드 발행인 등)는 RF 하부구조와, 즉 전송기(104) 및 연관된 안테나(904)와,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1202) 시스템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길 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종래의 무선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등이 RF 하부구조를 제공하여 유지하게 되고, 규정자는 규정자와 금융 메시지 유닛(906) 사이에서 보안 금융 트랜잭

션 메시지를 통신하도록 종래 방식으로 RF 하부구조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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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는 동작에 대한 제1 대안으로,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규정자로부터 수신된 보안 금융 트랜

잭션 메시지를 암호화, 부호화, 및 전송하도록 동작할 수 있고, 여기서는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1100)가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발생 및 암호화했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또 한 그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두번째로 더 암호화한다. 이는 두번째의 비관련 암호화를 사용해 이를 요약함으로서 연관된 보안 금융 트랜

잭션 메시지의 보안성 레벨을 증가시킨다. 이어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이중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 및 

해독하여 암호화된 상태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밝혀내고, 그래서 금융 트랜잭션에 요구되는 단말부-대-단

말부 보안을 유지시키게 된다. 유사하게,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금융 메시지 유닛(906)으로부터 

발신된 메시지를 수신하고 , 해독하여 처리하기 위해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암호화된 상태로 규정자에 전달한

다.

선행하는 동작에 대한 제2 대안으로,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규정자와 금융 메시지 유닛(906) 사

이에 통신되는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부호화하여 전송하도록 동작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정자의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1100)가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발생하여 암호화하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

00)는 수신된 목적지 식별자를 근거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를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연관시켜,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수신되도록 결과의 선택적 호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동작한다. 이어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선택적 호출 메시지를 복호화하여,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암호화된 상태로 밝혀내고, 그래서 금융 트랜잭션에

요구되는 단말부-대-단말부 보안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전 동작과 같이, 선택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1200)는 또

한 금융 메시지 유닛(906)으로부터 발신된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동작되고, 해독하여 처리하기 위해 보안 금융 트랜잭

션 메시지를 암호화된 상태로 규정자에 전달한다.

도 13을 참고로, 전자부품 산업에서 이미 공지된 OSI (Organization Standards International) 적층도와 유사한 포맷

으로 메시지 시스템의 다양한 층이 도시된다.

본 발명에 대해, 네트워크층(1302)은 금융 트랜잭션이 생성되는 지점이다. 이들 금융 트랜잭션은 이어서 Motorola의

FLLEX  TM 또는 POCSAG와 같은 운송 프로토콜에 포함되게 적절한 선택적 호출 메시지가 형성된 메시지층(1304)

으로 통신된다. 채널 신호층(1306) 또는 운송층은 상기에 설명된 저레벨 운송 프로토콜이 실시되는 지점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RF 채널은 저레벨 운송 프로토콜이 금융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를 통신하는 물리적 

매체이다.

도 14를 참고로, 흐름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금융 메시지 유닛의 전형적인 동작을 도시한다.

활성화될 때(1400), 금융 메시지 유닛(906) (설명을 간략화하기 위해 페이저로 표시되는)은 "정상적으로" 동작된다. 

즉, 이는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를 탐색하도록 대기 상태로 대기한다(1404). 금융 메시지 유닛이 그 어드레스를 검출

하고, 특별히 예를 들어, 단일 유일 계좌와 연관된 특수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 또는 수개의 유일한 계좌 중 하나와 같

이, 보안 어드레스를 검출하면(1406),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금융 트랜잭션을 실시하도록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

시지를 회복한다. 일단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가 수신된 것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이 결정하면, 스마트 카드 

기능 모듈(1014)이 활성화되고(1408),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 는 복호화된다(1410). 여기서 설명되는 복호화는 

본래의 선택적 호출 프로토콜로부터, 예를 들면 FLEX  TM 또는 POCSAG 데이터나 정보 워드로부터 보안 금융 트랜

잭션 메시지의 회복을 나타내거나, 전자 현금 토큰값, 신용값, 대출값, 또는 암호 메시지나 세션 키 (session key)와 

같이 보안 금융 트랜잭션에 관련된 다른 정보를 나타내는 내용을 회복하도록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해독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제어 로직(1016) 및 프로세서(1006)는 실행되는 

금융 트랜잭션과 관련된 지시를 실시하도록(1412) 동작된다.

도 15를 참고로, 무선 금융 메시지 유닛에 의해 그로부터 자금의 전자 전달 또는 자금 대출을 요구하고 인증하는 것에

연관된 전형적인 시퀀스가 도시된다.

금융 전달 시퀀스는 고객이 은행을 호출하고(1502), PIN 번호를 통해 그 자신을 식별하거나(1504) 다른 계좌 정보를

식별하고(1506), 또한 무선 금융 메시지 유닛(906)으로의 통신을 위해 전달 또는 다른 금융 트랜잭션을 요구(1508)

하는 것에 의해 초기화된다(1500).

고객의 신원(1510) 및 적절한 계좌 정보(1512)를 확인한 이후에, 은행이나 규정자는 자금의 전자 전달, 신용 부여 등

을 실시하기 위한 이벤트 (event)의 시퀀스를 초기화한다. 제1 경우에서는 금융 트랜잭션 요구가 인증된 집단으로부

터 발생된 것으로 입증되고 금융 트랜잭션이 규정자에 의해 허용될 때 금융 트랜잭션이 승인된다. 전형적으로, 규정

자는 집단이 현금 인출이나 대출 요구에 있어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집단이 트랜잭션을 완료하는데 

이용가능한 신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금융 트랜잭션을 허용한다. 바람직하게, 승인되면, 금융 메시지 유닛(906)

은 사용자가 트랜잭션(1520)을 대기하도록 촉구하고, 시스템은 금융 트랜잭션(1522)을 완료하기 시작한다.

제2 경우에서는 금융 트랜잭션 요구 중 적어도 하나가 인증된 집단으로부터 발신되는 것으로 인증되지 않고 금융 트

랜잭션이 규정자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때(1516), 제1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가 금융 트랜잭션 요구를 근거로 금융 

트랜잭션의 완료를 부인한다. 전형적으로, 규정자는 집단이 현금 인출이나 대출 요구에 충분하지 않은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집단이 트랜잭션을 완료하는데 이용가능한 신용을 충분하지 못하게 가지고 있을 때 금융 트랜잭션을 

부인한다. 규정자가 금융 트랜잭션을 부인하면, 요구는 종료되고(1518),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정상 동작으로 복

귀한다.

도 16을 참고로, 1-방향 및 2-방향 보안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금융 메시지 유닛에 의해 그로부터 자금의 무선 전달 

또는 자금 대출과 연관된 전형적인 시퀀스가 도시된다.

금융 트랜잭션(1522)의 완료는 규정자나 발행인이 적어도 하나의 보안 메시지 유닛(906)과 연관된 사용자 계좌(160

2)에 대해 목적지 식별자와 보안 코드 (예를 들면, 공중 키나 개인 키)를 찾아봄으로서 시작된다. 보안 메시지 시스템

은 이어서 무선 선택적 호출 신호 시스템 제어기에 통신되는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발생하고, 여기서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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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메시지 프로세서(1104)는 목적지 식별자 및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포함하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 요구를 

수신하고 목적지 식 별자에 대응하는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에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요약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러한 선택적 호출 메시지는 목적지 식별자에 응답해 선택적 호출 전

송 서비스로 배급된다. 선택적 호출 전송 서비스는 선택적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금용 메시지 유닛(906)에 선택적 

호출 메시지를 방송한다. 선택적으로,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사용자가 자금 전달 등을 위해 스마트 카드(920)를 

삽입하도록 촉구하는 제1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은행은 이어서 적절한 시간 주기(1608)을 대기하고(1606), 신용

되는 스마트 카드(920)의 계좌 번호를 갖는 정보, 트랜잭션의 양, 및 대출되는 스마트 카드(920)가 유효하고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코드화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을 전달한다(1610). 명확하게, 스마트 카드(920)가 금융 

메시지 유닛(906)과 집적되면, 단계 (1604, 1606, 1608)는 실행될 필요가 없다. 은행은 전형적으로 완료시(1614) 트

랜잭션의 성공이나 실패를 기록한다(1612).

2-방향 기능(1616)을 갖는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서, 은행은 금융 트랜잭션의 실행을 확인하는 복귀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포함하는 승인의 수신(1618)을 대기할 수 있다. 금융 트랜잭션이 성공적일 때, 금융 메시지 유닛(

906)이 아이들 상태 (idle state)(1626)로 복귀하기 이전에 금융 메시지 유닛(906)의 사용자에게는 선택적 메시지가 

주어질 수 있다(1624). 다른 방법으로, 소정의 지연 주기 이후에도 승인이 수신되지 않으면(1620), 은행은 이전의 금

융 트랜잭션을 재초기화한다(1622).

도 14 내지 도 16을 참고로 논의된 동작의 변형에서는 사용자가 금융 트랜잭 션 동안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은

행은 다른 경로, 즉 RF 역채널 이외의 경로를 사용해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승인을 비실시간으로 수

신할 수 있다. 이는 와이어 연결된 ATM 기계에서 1-방향 또는 2-방향 페이징 디바이스를 사용함으로서, 또는 전체

적인 트랜잭션 동안 사용자가 전화나 다른 통신 디바이스에 남아있게 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부가하여, 금융 트

랜잭션이 에러 없이 완료되었음을 전하도록 금융 메시지 유닛(906)에 의해 구별되는 오디오 경고 패턴이 발생될 수 

있다.

부가하여, 정상 메시지 기능과 연관된 메시지가 검출되면, 금융 메시지 유닛(906)은 정상적인 페이징 디바이스로 동

작된다. 그러나, 검출된 어드레스가 보안 데이터 전송 어드레스와 연관되면, 보안 디코더 모듈이 활성화되고, 수신된 

보안 금융 메시지가 해독되고, 또한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가 수신 어드레스와 연관된 규칙 또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처리된다.

종래 기술에 숙련된 자는 청구된 본 발명에 대한 상기의 논의가 시스템을 특정한 운송 프로토콜, 무선 매체, 암호 구

조, 또는 물리적 통신 디바이스에 제한시키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청구된 본 발명 및 여기

서의 지시에 의해 가능해지는 다른 변형은 금융 정보를 통신하는 보안 메시지 시스템이 본 발명에서 지시되는 유일한

원리를 사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는 몇가지 선택 방법만을 나타낸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에 있어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secure financial transaction message)를 포함하는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기,

상기 수신기에 연결된 선택적 호출 수신기로서,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종류와 대응하는 단일의 유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single unique selective call address)

를 포함하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연결되고, 상기 단일의 유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와 상기 무선 주파수에 포함된 수신된 선택적 호

출 어드레스 사이에서 실질적인 일치를 결정하도록 동작하고, 상기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종류와 대응하는 어드레스 

상관기(address correlator)

를 포함하는 선택적 호출 디코더,

상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에 연결되고, 상기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보안 금융 트랜

잭션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하여 보안 금융 트랜잭션을 가능케 하며, 상기 어드레스 상관기가 상기 단일의 유

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와 수신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 사이의 실질적인 일치를 결정할 때 상기 선택적 호출 디

코더로부터 연결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해독하는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 및 상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에 연결되고, 상기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이 동작하

여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기 수신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 및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를 제어

하는 메인 프로세서,

상기 메인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상기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과 판매 장치(sales device) 사이의 통신 링크를 

구현하는 저 전력 포트,

제2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로서 동작하는 보안 복호화 기능 모듈(secure decoding function module)로서,

상기 보안 복호화 기능 모듈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로직,

상기 제어 로직에 연결되고, 사용자 개시 트랜잭션(user initiated transaction)을 처리하는 메시지 엔트리 장치,

상기 제어 로직에 연결되고, 보안 정보를 처리하는 보안 코드 프로세서,

상기 보안 코드 프로세서 및 상기 제어 로직에 연결되고, 복수의 처리 루틴을 처리하는 보안 롬(ROM),

상기 제어 로직에 연결되고, 복수의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는 보안 프로그램 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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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시지 엔트리 장치 및 상기 제어 로직에 연결되고, 상기 보안 복호화 기능 모듈과 스마트 카드 사이에 통신하는

스마트 카드 입출력 모듈

을 포함하는 보안 복호화 기능 모듈

을 포함하고,

수신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가 상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에 의해 복호화되어, 처리를 위해 상기 보안 복호화 기

능 모듈로 전달되고, 상기 보안 복호화 기능 모듈은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방지하도록 상기 스마트 카드로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의 확인 및 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에 대한 요구를 개시하도록 하는 모드 중 적어도 하나의 모드로 동작하는 전송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수신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방지하도록 상기 선택적 선택 디코더에 의해 복호화되어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에 의해 해독되고,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로부터 해독된 정보를 유지하는 보안 메모리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 및 상기 메인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발생하도록 동

작하는 보안 메시지 발생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는 암호화하고, 상기 보안 메시지 발생기는 전송기에 의한 전송을 위해 상기 메인 프로

세서에 연결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금융 트랜잭션 요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

닛.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현금 인출 요구(cash load reques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자금 전달 요구(fund transfer reques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신용 요구(credit reques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

지 유닛.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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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에 있어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포함하는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상기 수신기에 연결된 선택적 호출 디코더로서,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종류와 대응하는 단일의 유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연결되고, 상기 단일의 유일한 선택적 호출 어드레스와 상기 무선 주파수에 포함된 수신된 선택적 호

출 어드레스 사이에서 실질적인 일치를 결정하도록 동작하며, 상기 소정의 금융 트랜잭션 종류와 대응하는 어드레스 

상관기

를 포함하는 선택적 호출 디코더,

상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에 연결된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 -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는 상기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이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적어도 부

분적으로 근거하여 보안 금융 트랜잭션을 가능케 함 - 로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관련된 보안 코드를 처리하도록 동작하는 보안 코드 프로세서,

상기 보안 코드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적어도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관련된 정보를 해독하고 암호화하는

처리 루틴을 보호하도록 동작하는 보안 비휘발성 판독 전용 메모리,

상기 보안 비휘발성 판독 전용 메모리에 연결되고, 저장된 개인 암호 키, 현금 인출 값, 신용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

호 및 금융 계좌 잔액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선택된 정보를 보호하도록 동작하는 보안 소거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

상기 보안 소거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에 연결되고, 상기 보안 소거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로부터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 내의 다른 성분으로의 데이터의 전달을 가능케 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상기 보안 코드 프로세서, 상기 보안 비휘발성 판독 전용 메모리, 상기 보안 소거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 및 상기 입출

력 인터페이스에 연결되고,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 내의 다른 성분의 동작을 제어하도록 동작하는 제어 로직

을 포함하는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 및 상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에 연결되고, 상기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이 동작하

여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기 수신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 및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를 제어

하는 메인 프로세서,

상기 메인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상기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과 판매 장치 사이의 통신 링크를 구현하는 저 전

력 포트,

제2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로서 동작하는 보안 복호화 기능 모듈로서,

상기 보안 복호화 기능 모듈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로직,

상기 제어 로직에 연결되고, 사용자 개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메시지 엔트리 장치,

상기 제어 로직에 연결되고, 보안 정보를 처리하는 보안 코드 프로세서,

상기 보안 코드 프로세서 및 상기 제어 로직에 연결되고, 복수의 처리 루틴을 처리하는 보안 롬,

상기 제어 로직에 연결되고, 복수의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는 보안 프로그램 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 및

상기 메시지 엔트리 장치 및 상기 제어 로직에 연결되고, 상기 보안 복호화 기능 모듈과 스마트 카드 사이에 통신하는

스마트 카드 입출력 모듈

을 포함하는 보안 복호화 기능 모듈

을 포함하고,

수신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가 상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에 의해 복호화되어, 처리를 위해 상기 보안 복호화 기

능 모듈로 전달되고, 상기 보안 복호화 기능 모듈은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방지하도록 상기 스마트 카드로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

해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같은 암호화되지 않은 또는 암호화된 정보를 스마트 카드에 연결시키도록 상기

금융 트랙잭션 프로세서와 연계하여 동작하는 스마트 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

지 유닛.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의 확인 및 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에 대한 요구를 개시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모드로 동작하는 전송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

해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와 같은 암호화되지 않은 또는 암호화된 정보를 스마트 카드에 연결시키도록 상기

금융 트랙잭션 프로세서와 연계하여 동작하는 스마트 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

지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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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는 상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로부터 연결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독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수신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에 의해 복호화되고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에 의해 해독되고,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로부터 해독된 정보를 유지하는 보안 메모리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금융 트랜잭션 세션 키(session key)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25.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복귀된 현금값(returned cash value)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26.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복귀된 자금 전달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

닛.

청구항 27.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복귀된 신용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28.
제17항에 있어서,

수신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인증되지 않은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선택적 호출 디코더에 의해 복호화되고, 부가된 스마트 카드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2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 및 상기 메인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발생하도록 동

작하는 보안 메시지 발생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 트랜잭션 프로세서는 암호화하고, 상기 보안 메시지 발생기는 전송기에 의해 전송을 위해 상기 메인 프로

세서에 연결된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금융 트랜잭션 요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

닛.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현금 인출 요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자금 전달 요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금융 트랜잭션 메시지는 신용 요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보안 금융 메시지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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