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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인터넷 상의 상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금융망을 포함한다. 인터넷 상의 상점에 구매
자가 웹 브라우저로 상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구매자가 홈페이지 상의 주문서 양식에 물품 구매 정보를 입력하여 
구매를 요청하고, 거래승인이 있으면 물품을 구매한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상점의 주문서 양식을 제공하고, 상점에 
입력된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입력받아 구매자의 거래 승인을 요청하고, 거래 승인이 있으면 거래를 체결한다. 금융망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거래 승인 요청과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하여 구매자
의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과를 상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편리한 전자 상
거래 환경을 가진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다수의 국가의 다양한 금융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전자 상거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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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2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상점에 API를 제공하고, 상점에 API를 이용하는 동작을 도시한 것이다.

도3은 종래의 국제간의 전자 상거래 발생 흐름도이다.

도4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방법의 거래 대금 정산 방법의 일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방법의 거래 대금 정산 방법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8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거래 대금 정산 방법의 다른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인터넷을 통해 물품의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점과 금융 기관 간의 네트웍(network) 환경을 개선한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인터넷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와 함께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는 구매자가 직접 상점에 들르지 않아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은 상점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등의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나, 물품 구매자의 개인 정보의 보안, 상거래의 
안전성 등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전자 상거래에서 물품 구매자는 신용 카드나 계좌 이체 등
의 결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 때 상점과 금융 기관간의 결제에 따른 물품 구매 비용 정산 과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종래의 인터넷(internet)을 통한 전자 상거래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1은 종래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는 구매자(1), 상점(2), 페이먼트 게이트웨이(payment g
ateway, 3), VAN(Value Added Network, 4), 금융기관(5)을 통해 수행된다.

    
상점(2)은 인터넷 상의 가상의 상점으로 일반적으로 상점의 홈페이지(homepage)가 상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페이먼
트 게이트웨이(3)는 인터넷망의 프로토콜인 TCP/IP 네트웍과 VAN을 중계하는 지불 중계 시스템인데, 다수의 금융기
관과 거래하는 수수료, 수수료 지불일, 가맹 금융 기관이 다른 다수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있다. VAN(4)은 다수의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금융기관의 네트웍을 상점과 연결시켜 주는 업체 또는 시스템이고, 금융 기관(5)은 카드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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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상거래를 하는 구매자(1)와 거래를 하는 금융 기관이다.
    

구매자(1)가 인터넷상의 상점(2)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은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매자(1)는 자신의 컴퓨터상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상점(2)의 서버에 접속
하여 상점(2)의 홈페이지를 웹브라우저 상에 읽어들여 자신의 신용 카드 정보 등 지불 정보 및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입력하여 물품 구매를 신청한다.(S1)

상점(2)은 구매자(1)가 구매를 신청하면서 입력한 신용카드 번호 등의 지불정보를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3)를 통해 
거래승인을 요청한다.(S2) 이 때, 웹 상의 가상의 상점인 상점(2)과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는 TCP/IP 네트웍으로 
연결된다.

그런 다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는 지불 정보가 신용카드인 경우 VAN(4)에 신용 카드의 거래 승인을 요청한다.(S
3) VAN(4)은 다수의 금융기관의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고, 승인 요청을 한 카드의 발행 금융기관이 어딘지 확인하고, 
해당 금융기관(5)으로 승인 요청을 신청한다. (S4)

금융 기관(5)은 승인 요청 카드의 승인 결과를 VAN(4)으로 회신한다.(S5) VAN(4)은 승인 결과를 다시 페이먼트 게
이트웨이(3)로 회신한다.(S6)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는 승인 결과를 회신받고 나서 상점(2)으로 승인 결과를 회신하고(S7), 상점(2)은 그 승인 결
과가 거래 허용이면 구매자와의 거래를 체결한다.

거래가 체결된후 상점(2)은 전자 우편, 일반 우편 등으로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전달한다.(S8)

그리고,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3)를 통해 VAN(4)에 구매자와 체결한 거래 대금의 지불을 요청하고(S9), VAN(4)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거래 대금 지불을 요청한다.(S10)

금융 기관(5)은 거래 대금을 상점(2)이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에 지급한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는 거래 대금
을 받은 경우 수수료를 제하고 거래 대금을 상점에 지급한다.(S11-1) 상점(2)이 거래 대금을 받은 경우 수수료를 페
이먼트 게이트웨이(3)에 지급한다.(S11-2)

그런 다음, 금융 기관(5)은 구매자(1)에게 거래 대금을 청구하고(S12), 구매자(1)가 금융 기관(5)에 거래 대금을 입
금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종료된다.(S13)

이하에서 이와 같은 종래의 전자 상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상점과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간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
점에 대해 설명한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는,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수수료, 수수료 지급일, 가맹 금융 기관 등이 다른 다수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있다. 그런데, 구매자는 구매자가 거래하는 금융 기관은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와 거래하고 있으므로, 상점(2)이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구매자와 매매를 하려면 다수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가맹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각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상점과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인터페이스하는 라이브러리인 
API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상점은 이러한 각각의 API를 이용해 매매 솔루션을 만든다. 그런데, 다수의 페이먼트 게
이트웨이가 제공하는 API가 다르고 많기 때문에 상점의 매매 솔루션의 관리 및 작성과 상점의 홈페이지 관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API를 이용해 상점이 매매 솔루션을 작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하에서 매매 솔루션과 API의 동작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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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상점에 API를 제공하고, 상점에 API를 이용하는 동작을 도시한 것이다.

    
상점(2)은 TCP/IP 네트웍을 통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와 연결되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는 금융망과 암호화된 
TCP/IP 네트웍 또는 전용선을 연결시켜 전자 상거래의 지불 및 거래 승인을 중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종래의 페이먼
트 게이트웨이(3)는 상점(2)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API(Application pr
otocol interface)를 제공하는데, API는 보통 프로그램 라이브러리(program library)형태로 제공되어 상점(2)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API를 불러서 쓸 수 있게 한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점(2)에는 
매매가 수행되기 위해서 상점의 홈페이지 상의 매매를 수행하는 도구인 매매 솔루션(solution)이 실행되는데, 이 매매 
솔루션(solution)의 라이브러리로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의 API를 불러서 매매 솔루션(solution)을 실행한다.
    

그런데, 이처럼 상점(2)에서 매매 솔루션(solution)을 구동하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에서 API를 불러들여 이용하
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하에서 설명한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에서 제공하는 API를 상점(2)에서 일반 상점 관리자가 이용하여 솔루션(solution)을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하다.

또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 상점에 적합한 환경을 갖는 솔루션(solution)을 작성하기
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 또는 제3의기업에서 상점(2)의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하
기도 하는데, 상점에서 이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있고, 많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비스를 받
는 경우 각각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받아야 하고, 또한 매매시마다 다른 솔루션을 구동해야 하
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상점에 API를 제공함으로 인해 신속하게 상점의 전자 상거래 솔루션의 기능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국제간의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상점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데, 이하에서 국제간의 전자 상거래와 이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도3은 종래의 국제간의 전자 상거래 발생 흐름도이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국제간 전자 상거래는 A국 구매자(1)가 B국내 상점(2)을 인터넷 상에서 접속하여 물
품을 구매하고, B국에 있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 B국 VAN사(4), B국내 금융 기관(5), A국 금융 기관(6) 사이에 
신용 카드 승인 및 거래 대금 결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종래의 국제간 전자 상거래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A국 구매자(1)는 자신의 컴퓨터상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B국 상점(2)의 서
버에 접속하여 B국 상점(2)의 홈페이지에 있는 주문서 양식을 웹브라우저 상에 읽어들여 자신의 신용 카드 정보 등 지
불 정보 및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입력하여 물품 구매를 신청한다.(S21)

B국 상점(2)은 A국 구매자(1)가 구매를 신청하면서 B국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3)에 구매 신청시 입력한 신용 카드 번
호 등의 지불정보에 대한 거래 승인을 요청한다.(S22) 이 때, 웹 상의 가상의 상점인 B국 상점(2)과 B국 페이먼트 게
이트웨이(3)는 TCP/IP 네트웍으로 연결된다.

그런 다음, B국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는 B국 VAN(4)에 신용 카드 거래일 경우 신용 카드 거래 승인을 요청한다.(
S23) B국 VAN(4)은 A국 금융기관 및 B국 금융기관의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고, 승인 요청을 한 카드의 발행 금융기
관이 A국 금융 기관중 어딘지 확인하고, A국내의 해당 금융기관(6)으로 승인 요청을 신청한다.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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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의 금융기관(6)은 A국의 구매자의 신용 카드의 신용 카드 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승인 결과를 B국의 VAN(4)
으로 그 승인 결과를 전송한다.(S25)

B국 VAN(4)은 신용 카드 승인 결과를 B국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전송하고(S26), B국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는 신
용 카드 승인 결과를 B국 상점(2)으로 전송한다.(S27)

B국 상점(2)은 전송되어 온 신용 카드 승인 결과가 거래 허용이면 A국 구매자가 청약한 거래를 체결하고, 거래 체결 
사실과 영수증을 A국 구매자(1)에게 전자 우편, 일반 우편 등으로 전달한다.(S28)

B국 상점(2)은 B국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에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다.(S29)

B국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는 B국 VAN(4)에 거래 대금 지급 요청 정보를 전송하고(S30), B국 VAN(4)은 B국 금
융 기관(5)에 거래 대금 지급을 요청한다.(S31)

B국 금융 기관(5)은 거래 대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B국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나 B국 상점에 거래 대금을 입급한다.
(S32-1, S32-2)

B국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가 거래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B국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는 수수료를 제하고 거래 대
금을 B국 상점(2)에 지급하고 B국 VAN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B국 상점(2)이 거래 대금을 받은 경우, B국 상점은 수
수료를 B국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와 B국 VAN(4)에 거래 대금을 입금한다.

B국 금융 기관(5)은 거래 대금을 입금한 후, A국 구매자(1)와 거래하고 있는 A국 금융 기관(6)에 거래 대금 정산을 
요청한다.(S33)

A국 금융 기관(6)은 B국 금융 기관(5)에 거래 대금 정산금을 지급한다.(S34)

    
A국 금융 기관(6)은 정산금을 지급한 후, A국 구매자에게 거래 대금을 청구한다.(S35) A국 구매자(1)는 A국 금융 기
관(6)에 거래 대금을 지급한다.또한 A국의 구매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B국에서만 통용되는 계자이체 정보나 또는 B국
에서 수용할 수 있는 소액지불 수단을 이용하여 B국의 상점에게 상품 구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정보를 전달하면 B국
의 상점은 B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게 거래승인을 요청한다.B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B국의 상점으로부터 거
래승인 요청을 받고 지불을 요청하는 정보가 신용카드 정보가 아닌 B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계좌이체정보나 소액지불 
정보일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기업으로 거래 승인 정보를 전송한다.B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각자가 수용할 
수 있는 거래 승인 요청 정보를 받으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거래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B국의 페
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응답한다.B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거래 승인 결과를 B국의 상점으로 전달하고 B국의 상점은 
A국의 구매자에게 거래 결과를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화면상 또는 전자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거래 
결과가 성공일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B국의 상점은 B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부터 거래성공으로 응답받은 
거래들에 대해서 B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다.B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대금지급 요청을 
받으면 해당 지불 수단별로 정산주체인 은행이나 B국의 다른 기업으로 대금 정산 요청을 한다.B국의 은행이나 고유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은 정산요청이 B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부터 들어오면 해당 거래 대금에 대하여 
B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또는 B국의 상점에 직접 정산을 한다.B국의 은행이나 고유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은 A국의 구매자에 대하여 A국의 금융기관을 거치거나 직접 정산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금한다. 이 때 B국의 
은행이나 고유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은 미리 A국의 구매자로부터 다양한 목적을 가지는 거래대금을 미
리 받아 둘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 의해 종래의 국제간의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국제간의 전자 
상거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각각의 나라들은 자국의 금융환경에 적합한 금융 전산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데, 일 국가내의 페이먼트 게이트웨
이가 다수의 해외 국가의 금융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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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터넷을 통한 국제간의 전자 상거래는 상품이 해외로 나가고 대금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이지만 현행 
전세계적 법체계하에서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수출로 인정받기가 힘들다. 즉, 한국을 예로 들면 해외로 물품의 판매가 
수출로 인정받기 위해서 수출 신용장이나 소화물의 경우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수출로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전자 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판매를 수출로 인
정받지 않으면 관세 등 세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편리한 전자 상거래 환경을 가진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자 상거래를 수행하는 인터넷 상의 상점이 다양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솔루션들에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수의 국가의 다양한 금융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인터넷 상의 상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금융망을 포함한다. 인터넷 상의 상점에 구매
자가 웹 브라우저로 상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구매자가 홈페이지 상의 주문서 양식에 물품 구매 정보를 입력하여 
구매를 요청하고, 거래승인이 있으면 물품을 구매한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상점의 주문서 양식을 제공하고, 상점에 
입력된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입력받아 구매자의 거래 승인을 요청하고, 거래 승인이 있으면 거래를 체결한다. 금융망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거래 승인 요청과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하여 구매자
의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과를 상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금융망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거래 승인 요청과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하
여 구매자의 주문 정보에 입력된 구매자와 거래하는 금융 기관으로 거래 승인 요청 신호와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전송
하고, 거래 승인 결과를 전송 받으면 승인 결과를 상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VAN; VAN에서 거래 승인 요
청 신호와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되어 있는 구매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읽어들여 이를 기초로 구매자의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과를 상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전송하는 금융 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점과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사이는 TCP/IP 네트웍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점의 주문서 양식은 HTML 파일 또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구매자의 거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점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저장되어 있는 구매자의 거래 정보, 상점의 거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상점과 인터페이스하는 모듈인 API를 가지고, 매매 거래를 실행하는 상거래 매매 솔루션이 상
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



등록특허 10-0373507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방법은 웹 상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상점, 상기 상점과 금융망을 인터페이싱하
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방법은 물품의 구매자
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상기 인터넷 상의 상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단계; 상점 홈페이지의 주문서 양식에 구매자가 
주문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의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구매자의 주문 정보와 거래 승인 요청 신호가 TCP/IP 네트웍을 
통해 상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버에 전송되는 단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와 거래 승인 
요청을 입력받고 구매자의 주문 정보에 적합한 서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매매 솔루션을 구동하는 단계; 페이먼트 게
이트웨이가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와 거래 승인 요청을 금융망에 전송하는 단계; 금융망은 구매자의 거래 승인을 판
단하여 거래 승인 결과를 상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단계; 금융망이 거래를 승인하면 상기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가 구매자의 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망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상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구매자의 거래를 
체결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한 전자 상거래 방법은, A국 내에 홈페이지 제공 서버가 있는 인터넷 상의 상점, 웹 브라우
저를 통해 상기 인터넷 상의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B국의 구매자, 다수국의 통화 및 해당국의 고유 지불수단을 기
초로 서비스하는 다수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B국의 구매자가 웹 브라
우저를 통해 상기 A국 상점에 접속하는 단계; B국의 구매자가 상기 웹 브라우저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A국 상점 홈페이
지에 물품 주문 정보를 입력하면서 물품 구매를 신청하는 단계; B국의 구매자가 상기 다수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중 
지불 통화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통화 및 지불수단으로 서비스하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페이
먼트 게이트웨이가 구매자의 거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를 체결하는 단계; 선택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자신의 
지불 수단 및 통화로 사용하는 통화로 B국 상점에 지불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4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구매자(10), 상점(20),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 서
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1, 32, 33), VAN(41, 42, 43), 금융 기관(51, 52, 53)을 포함한다.

구매자(10)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이며, 구매자(10)는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퍼스널 컴퓨터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 네비게이터(navigator), 모빌 익스플로어(Mobile 
Explorer)와 같은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이용해 인터넷 상의 가상의 상점인 상점(20)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상점(20)은 인터넷 상의 가상의 상점이며, 상점(20)의 구매자가 웹 브라우저 상에서 접하게 되는 상점의 홈페이지가 
상점의 기능을 한다. 본 실시예의 상점(20)에서는 구매자(10)가 주문정보만 상점을 통하여 입력될 뿐이고, 물품 구매
를 위한 매매 솔루션의 수행은 상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점(20)의 홈페이지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한 
주문서 양식이 있고, 주문서 양식은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로 작성되거나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
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성된다. 주문서 양식은 HTML로 작성되어 있어 상점(20)의 운영자가 쉽게 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는 다수의 다양한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합하여 네트웍을 형성하고, 서브 페이
먼트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인 API를 각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별로 가지고 있는 매매 솔루션
을 내장하고 있다. 이 때, 각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API를 가지는 매매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각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API를 가지는 하나의 매매 솔루션을 가질 수도 있다.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갖는 서브 페
이먼트 게이트웨이를 네트웍으로 하나로 묶어 상점이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가맹하면 다수의 다양한 서브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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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로 인해 상점(20)은 일관된 
전자 상거래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상점,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사이는 TCP/IP 프
로토콜로 통신한다.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1, 32, 33)는 제공하는 지불수단, 서비스 수수료, 가맹된 금융 기관, 수수료 지불일 등이 
각각 다른 다수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이고, 다수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에 연
결되어 있다.

VAN(40)은 다수의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금융기관의 네트웍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연결시켜 주는 업체 또는 시스
템이고, 금융 기관(50)은 카드사, 은행 등의 상거래를 하는 구매자(10)와 거래를 하는 금융 기관이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전자 상거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5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방법의 순서도이다.

전자 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 구매자는,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신의 PC나 이동 통신 기기에서 웹 브
라우저를 구동하여(S101) 인터넷의 상점(20)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S102) 상점의 홈페이지의 URL을 웹 브라우저
에 입력하면 웹 브라우저는 상점의 서버에 접속하고, 상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상점 홈페이지의 문자, 그림 데이터
를 다운로딩(down loading)하여 웹 브라우저 상에 나타낸다.(S103)

    
본 실시예의 상점(20)의 홈페이지에는 종래의 인터넷 상 상점의 홈페이지에 있는 상점 자체의 매매 솔루션, 즉 매매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지 않고,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에서 제공하는 물품 구매용 주문서 양식만 있다. 주문
서 양식은 HTML로 작성되기 때문에 상점의 운영자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주문서 양식을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고,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다. 구매자(10)는 주문서 양식에 주문 정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구매자 이름, 구
매자 주소,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를 입력하고, 거래 승인할 것을 요청하면서 주문 정보를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30)로 전송한다.(S104)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는 주문 정보와 거래 승인 요청을 받은 후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기초로 어떤 서브 페이
먼트 게이트웨이를 결정한다.(S105)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각각 지불수단, 서비스 수수료, 수수료 지불일, 거래 
금융 기관, 거래 금융 기관의 수수료 등에서 다른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는 어떤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를 선택하는 것이 서비스 수수료, 수수료 지불일, 거래 금융 기관의 수수료 등의 면에서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이
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는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인지를 판단하여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한다.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하였으면,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해당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A
PI를 가진 매매 솔루션을 구동한다. 이 때 매매 솔루션은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작성할 수도 있고,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제공할 수도 있다.

매매 솔루션을 구동한 후, 주문 정보와 거래 승인 요청을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VAN(41, 42, 43)을 통해 금융기
관(51, 52, 53)으로 전송한다. 이 때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선택한 서브 페이먼
트 게이트웨이고, VAN과 금융 기관은 선택된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가맹된 VAN과 금융 기관이다.

금융 기관은 전송된 주문 정보를 기초로 구매자가 요청한 거래를 승인할 지를 판단한다.(S107)

    
금융 기관(50) 승인 결과를 VAN(40)을 통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전송한다.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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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되어 온 거래 승인 결과를 확인하고(S108), 금융 기관이 거래를 승인하면 거래를 체결하고(S109),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를 체결하지 않는다.(S110) 거래가 체결되면 구매자의 웹 브라우저에 거래 체결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구
매자와 상점에게 별도로 전자 우편 등으로 거래 체결 사실을 알린다. 거래가 체결되지 않으면 거래 미체결 사실을 구매
자의 웹브라우저 상에 알리고 동시에 구매자와 상점에게 별도로 전자 우편 등으로 거래 미체결 사실을 알린다. 구매자
(10)는 웹 브라우저에서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자신의 물품 구매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S111)
    

    
거래가 체결된 후 거래대금의 정산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한데, (ⅰ)금융 기관이 상점에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상점이 
서비스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법과, (ⅱ)금융 기관이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서비스 수수료를 제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ⅲ)금융 기관이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수수료를 제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서비스 수수료를 제한 거래 대금을 상점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해 설
명한다.
    

도6은 상점이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정산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점(20)은 금융 기관(51, 52, 53)에 거래 대금 지급을 요청한다.(S112) 금융 기관(51, 5
2, 53)은 상점(20)에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S113) 상점은 지급 받은 거래 대금에서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
에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고,(S114)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S115)는 지급받은 서비스 수수료중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수수료를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지급한다.(S116) 금융기관은 구매자(10)에게 거래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S117) 구매자는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도7은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거래 대금을 지급받고,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
의 순서도이다.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는 거래 대급 지급을 금융 기관에 요청하고(S119), 금융 기관
에서 거래 대금을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에 지급한다.(S120)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는 지급 받은 거
래 대금에서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와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수수료를 제하고 거래 대금을 상점에 지급
한다.(S121)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30)는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수수료를 지급한다.(S122)

도8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거래 대금을 지급받아 거래 대금과 서비스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금융 기관에 거래 대금 지급을 요청한다.(S131) 금융 기관은 서
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거래 대금을 지급한다.(S132)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지급 받은 거래 대금에서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비스 수수료를 제한 물품 거래 대금을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
이에 지급하고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비스 수수료를 제한 물품 거래대금을 상점
에 지급한다.(S133)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수수료를 지급한다.(S134) 금융 기관
은 VAN에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한다.(S135)
    

이상과 같은 과정에 의해 거래 대금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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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에 따르면,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다수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합함으로써 상점은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만 가입하면 다수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
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다수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매매 솔루션을 처리
하기 때문에 상점은 편리한 전자 상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해외의 구매자가 국내 인터넷 상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의 상점과 구매자 사이에 
수행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8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A국 상점(120),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
30), 다수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1~134), 다수국의 금융망(141~144)을 포함한다.

A국 상점(120)은 인터넷 상의 가상 상점이며 웹서버가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를 제공하며, A국 상점의 홈페이지를 제
공하는 웹 서버가 A국에 위치하고, A국 상점(120)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는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 다수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1~134)를 포함하는데, 
다수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1~134)는 다수국의 고유한 지불수단 및 통화를 지불 통화로 사용하며, 통합 페이먼
트 게이트웨이(130)는 다수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어 상점과 연결시켜 상점에 다수국의 고유한 지불 수단 
및 통화를 지불통화로 하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수국의 금융망(141~144)은 각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1~134)와 연결되어 각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전
자 상거래에 따른 거래 대금을 정산한다.

이하에서 본 실시예의 전자 상거래 방법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B국의 구매자(110)가 자신의 PC에서 웹브라우저를 구동하여 웹브라우저에 인터넷 상의 A국 
상점(120)의 URL을 입력하고, 웹 브라우저는 A국 상점의 서버에 접속하여 A국 상점의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웹브라우저 상에 나타낸다.

A국 상점(120)의 홈페이지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주문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 B국 구매자(110)는 A
국 상점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결정하고, A국 상점의 홈페이지의 주문서 양식에 주문정보를 
입력하는데, 주문정보는 물품, 구매자 주소, 구매자 이름,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주문 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 구매자(110)는 주문 정보를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로 전송한다.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는 어떤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한다. 본 실시예의 서브 페이
먼트 게이트웨이는 고유한 지불 수단 및 지불 통화가 다른 다수국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이루어지는데, 다수국
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서비스 수수료도 다를 수 있다.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는 어떤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 수수료, 수수료 지불일, 환율 등의 여건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를 선택한다.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는 B국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제3국인 C
국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는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선택에 따라 세금, 서비스 수수료, 수수료 지급 기일 등의 금융 인프라(infra)의 차에 의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B국 구매자는 B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2)를 선택하면 B국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거래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하
나의 금융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수수료가 감소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A국 상점(120)은 B국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
32)를 통해서 거래 대금이 결제되면 수출 입증이 용이해져 금융상의 혜택이 발생한다.
    

 - 10 -



등록특허 10-0373507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는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전송받은 후 선택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매매 솔루션을 불
러들여 구동한다.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는 각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별로 매매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매매 솔루션은 각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싱 라이브러리인 API를 포함한다.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는 선택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선택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금융기관(141
~144)에 주문 정보를 전송하면서 거래 승인 요청한다.

금융기관(141~144)은 금융기관에 저장된 구매자의 금융 정보와 주문 정보를 기초로 거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를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로 전송한다.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130)는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승인하면 거래를 체결하고,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를 체
결하지 않는다. 거래 체결결과는 구매자에게 웹 브라우저 상에 디스플레이시키거나 전자 우편 등으로 알린다.

    
거래가 체결된 후, A국 상점(120)은 선택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거래 대금 지급
을 요청한다. 선택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해당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지불통화로 사용하는 통화 또는 선택된 페이
먼트 게이트웨이가 제공할 수 있으며 A국 상점이 원하는 다른 통화로 A국 상점(120)에 지불하고, 페이먼트 게이트웨
이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거래하는 금융 기관(141~144)과 거래대금을 정산하고, 금융기관(141~144)은 거래대금
을 B국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B국 구매자는 거래대금을 금융 기관에 지급한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 의해 구매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통화를 지불 통화로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지불수단을 선
택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수 있고, 상점은 간단한 주문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다운
로딩하여 설치함으로써 구매자에게 다양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상에서 설명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
한 변경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보다 편리한 전자 상거래 환경을 가진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다수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합함으로써 상점은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에만 가입하면 다수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다수의 서
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매매 솔루션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점은 편리한 전자 상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의 다양한 금융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구매자가 웹 브라우저로 상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구매자가 상기 홈페이지 상의 주문서 양식에 물품 구매 정보를 
입력하여 구매를 요청하고, 거래승인이 있으면 거래를 체결하는 인터넷 상의 상점;

    
상기 상점에 주문서 양식을 제공하여 상기 상점에 일관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상기 상점에 입력된 구매자의 주문정
보를 입력받아 구매자의 주문 정보에 적합하고 세금, 서비스 수수료, 환율, 서비스 종류를 포함하는 정보를 고려하여 통
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고, 다수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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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인터페이스하는 매매 솔루션을 내장하며, 거래 승인이 있으면 선택한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매매 솔루션을 
구동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거래 승인 요청과 주문 정보를 전송 받아 이를 해당 금융망으로 전달하는 다수의 서
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거래 승인 요청과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
하여 구매자의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과를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금융망

을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매매 솔루션은 선택한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서,

상기 금융망은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거래 승인 요청과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
하여 구매자의 주문 정보에 입력된 구매자와 거래하는 금융 기관으로 거래 승인 요청 신호와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전
송하고, 거래 승인 결과를 전송 받으면 승인 결과를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VAN;

상기 VAN에서 거래 승인 요청 신호와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되어 있는 구매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읽어
들여 이를 기초로 구매자의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과를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전송하는 금융 
기관

을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상점과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사이는 TCP/IP 네트웍으로 구성된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5.

(정정)제1항에서,

상기 상점의 주문서 양식은 HTML 파일로 작성 또는 상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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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구매자의 거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서,

상기 상점은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저장되어 있는 구매자의 거래 정보, 상점의 거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서,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인터페이스하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인 API를 가
진 매매 솔루션을 가지며, 상기 매매 솔루션은 상기 다수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각각의 매매 솔루션을 가지며,

상기 매매 솔루션은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서,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구매자와 상점간의 거래가 체결된후 상기 금융망으로부터 거래 대금 지금을 요청하고, 상기 금융망으로부터 거래 대금
을 지급 받은 후 상기 상점과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거래 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서,

상기 상점은, 구매자와 상점간의 거래가 체결된후 상기 금융망으로부터 거래 대금 지금을 요청하고, 상기 금융망으로부
터 거래 대금을 지급 받은 후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11.

(정정)제1항에서,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는,

구매자가 사용하는 신용 카드 번호나 계좌이체, 소액지불 등 구매자가 고유하게 사용하는 지불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12.

웹 상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상점, 상기 상점과 금융망을 인터페이싱하는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서 전자 상거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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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구매자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상기 인터넷 상의 상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제1단계;

상기 상점 홈페이지의 주문서 양식에 구매자가 주문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의 승인을 요청하는 제2단계;

구매자의 주문 정보와 거래 승인 요청 신호가 TCP/IP 네트웍을 통해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버에 전송되
는 제3단계;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와 거래 승인 요청을 입력받고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에 
적합하고 세금, 서비스 수수료, 환율, 서비스 종류를 포함하는 정보를 고려하여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유리한 조
건을 가진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고, 선택된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매매 솔루션을 구동하는 제4단계
;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상기 구매자의 주문 정보와 거래 승인 요청을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금융망에 전송하는 제5단계;

금융망은 상기 구매자의 거래 승인을 판단하여 거래 승인 결과를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제6단계
;

상기 금융망이 거래를 승인하면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구매자의 거래를 체결하거나, 상기 금융망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구매자의 거래를 체결하지 않는 제7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서,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구매자의 거래 체결 여부를 상기 상점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웹브라우저 상에 디스플
레이하는 제8단계;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구매자의 거래 체결 여부를 구매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알리는 제9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서,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구매자의 거래 정보를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버에 저장하는 제10단계
를

더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서,

상기 상점이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버로 접속하여 구매자의 거래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제11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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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정정)제12항에서,

상기 상점 홈페이지의 주문서 양식은 HTML로 작성되고,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의해 내부 양식이 제공되지
만 형태는 상점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서,

상기 제4단계의 선택된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매매 솔루션은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내장되어 있고, 
상기 매매 솔루션에는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API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서,

상기 제1단계 이전에 상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상점이 상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서비스
를 신청하는 제12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19.

제12항에서,

상기 제7단계에서 거래가 체결되면 상점이 거래대금 지급을 상기 금융망에 요청하는 제13단계;

금융망이 거래 대금을 상점에 지급하는 제14단계;

상점이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15단계

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20.

제12항에서,

상기 제7단계에서 거래가 체결되면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상기 금융망에 요청하는 제16단계;

상기 금융망이 거래 대금을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지급하는 제17단계;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상기 상점에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상기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수수료를 지급
하는 제18단계

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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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A국 내에 홈페이지 제공 서버가 있는 인터넷 상의 상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인터넷 상의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B국의 구매자, 다수국의 통화 및 고유한 지불수단을 기초로 서비스하는 다수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상
기 다수의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와 인터페이스하는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사용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에서,

상기 B국의 구매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A국 상점에 접속하는 제1단계;

상기 B국의 구매자가 상기 웹 브라우저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A국 상점 홈페이지에 물품 주문 정보를 입력하면서 
물품 구매를 신청하는 제2단계;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구매자의 주문 정보와 구매 요청을 전송받고, 지불수단 및 지불 통화로 적합한 수단 
및 통화를 지불 통화로 사용하는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하는 제3단계;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선택한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매매 솔루션을 구동하는 제4단계;

상기 통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구매자의 거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를 체결하는 제5단계;

상기 선택된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지불 통화로 B국 상점에 지불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서,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B국의 통화로 서비스하는 서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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