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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입자의 정의에 의해 기존의 가입계좌들이나 신설된 복수의 계좌를 임의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결제 시스템을 구성하여, 단일의 가입 계좌에 대해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계좌들을 복잡한 계좌 번호를 사용

하지 않고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가입자가 단일의 대표계좌를 결제하는 경우에 상기 대표계좌와 함께 동시에 연동계좌들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로 연동계좌가 제공되어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개개의 결

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상기 대표계좌와 연동계좌들의 구분 및 관리는 가입 금융기관이 부여하는 개별 계좌

번호 및 계좌특정코드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은행간의 결제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연동계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한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지불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외부 결제망으로는 기존의 데이터 형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가입자 및 금융기관의 편의가 극대화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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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단일 계좌를 통해 현금카드의 결제를 수행하는 설명도

도2는 종래의 가입카드 등을 결제 단말기를 통해 사용할 때 데이터의 흐름

도3은 종래의 결제 구조의 결제 흐름도

도4는 종래의 가입카드 등을 결제 단말기를 통해 사용할 때 데이터의 흐름

도5는 종래의 금융결제 시스템

도6은 종래의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외부망 접속허브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흐름

도7은 종래의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지불게이트웨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흐름

도8은 기존의 금융계좌 가입자 구조

도9는 기존의 계좌 결제 구조의 결제 구성

도10은 본 발명의 결제 시스템

도11은 본 발명의 예금 계좌번호 할당의 일실시예

도12는 본 발명의 개별 계좌들의 명칭 예시

도13은 본 발명의 계좌들이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계좌 한정코드를 구분하는 일실시예

도14~도20은 본 발명의 ARS 메시지를 통한 연동계좌 서비스의 흐름

도20~도27은 본 발명의 단문 서비스내지 인터넷을 통한 연동계좌 서비스의 흐름

도28은 대표계좌와 연동계좌들을 연동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본 발명의 구성

도29는 본 발명의 구성에서 외부망 접속허브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의 데이터 흐름

도30은 본 발명의 구성에서 지불게이트웨이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의 데이터 흐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오늘날 금융기관의 고객, 즉 가입자들은 여러 금융기관에 대해 복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

라서 기존의 가입자들은 가입 금융기관별로 각각 결제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가입 금융기관별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

등을 기억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고, 금융기관간의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나 허용되는 시간이라든지 제공되는 서

비스가 금융기관 각각의 조건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가입자들이 개설한 계좌는, 비록 단일의 가입자가 

개설하고 있는 복수의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용도에 따라 구분되

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실용성에 있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계좌로 통합되면 오히려 관리의 불편

성만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종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결제관련 기술로는, 가상계좌를 생성/운용하여 카드 와 전자화폐의 재충전을 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각 발행사 내부에서의 비 은행권으로서 은행의 기능을 수행 도록 하는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1-0107852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가상계좌를 통한 결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은행

이 해당 계좌의 번호를 모두 기억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그 결제도 다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입자에게는 

그만큼의 복잡성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2-0097303호는, 사이버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의 발행을 신청한 클라이언트(m

aster)로부터 차후 사이버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에 대한 대금을 이체시킬 은행계좌번호와 상기 분할 계좌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제3의 클라이언트들(slaves)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를 수

신하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결제계좌가 있는 해당 은행에 상기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 발행에 대

한 조회를 요청하여 발행심사여부가 판단되면 상기 클라이언트(master)가 신청한 다수 개의 사이버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를 발행하여 상기 클라이언트(master)로부터 사이버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를 제공받은 클라이언트들(s

laves)이 인터넷 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기 제3의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한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에 대

한 대금 결제는 사이버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의 발행을 신청한 상기 클라이언트(master)의 상기 은행계좌를 통해

그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한 상기 사이버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의 발행 신청 클라이언트(master)는 사이

버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제3의 클라이언트의 연령(미성년의 경우)에 따라 접속 또는 이용 (불)가능한 

웹사이트를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 발행 당시 미리 정해 놓고 상기 사용자(미성년자)의 인터넷 상에서의 무분별한 

분할 계좌(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규제 및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나, 이 또한 가입자가 해

당 계좌의 번호를 모두 기억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복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제를 가입자가 일일이 처리해

야하는 단점이 있다.

또,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2-0031531호는 복수개의 제휴기관서버와; 가상계좌를 관리하고, 가상계좌에 대한

모계좌를 관리하는 복수개의 금융기관 서버와 상기 복수개의 제휴기관 서버와, 복수개의 금융기관서버의 금융 업무

를 중계관리하는 중계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가상계좌 중계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나, 거래발생시 거래마다 고유

한 가상계좌를 부여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 및 거래를 예측할 수 없고, 거래 종료 후에도 가상계좌가 남아있게 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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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불편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개설되는 가상 계좌도 기관 대 기관 규모로 제한되어 개인적 용도로는 활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0-0072676호는, 은행에 가상의 계좌를 마련하여 계좌번호 없이 수금자의 이메일로 금

액을 송금할 수 있으며, 상기 가상계좌를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 또는 전자지갑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의 가상

계좌를 이용한 금융결제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나, 이는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거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급 보증 등의 추가 단계가 필요하고 가입자가 일일이 이메일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복수의 계좌를 

결제하는 경우 그 관리의 곤란성 및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1-0000616호는, 주 결제계좌 와 다수개의 보조 결제계좌를 이용한 통신망 계좌이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금액 결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결제계좌 가입자가 소유한 주 결제계좌 와 

별도로 평상시에는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 다수개의 보조 결제계좌(예: 제1보조 결제계좌, 제2보조 결제계좌, 제3보조

결제계좌)를 각각 발급 받아 결제계좌 가입자가 인터넷 접속장비(컴퓨터, 무선인터넷 단말기 등)를 사용하여 인터넷

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 검색 또는 비지니스를 통하여 상품구입 이나 상거래 업무를 협약한 후

에 결제를 위하여 결제계좌 발행기관의 네트워크 전산망 서버 시스템에 유.무선 전화기를 사용하여 자동이체 통신망

시스템 (ARS: 자동응답 서비스 또는 텔레뱅킹 서비스)으로 주 결제계좌에서 다수개의 보조 결제계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보조 결제계좌로 결제할 금액을 자동이체하여 전자 상거래 사이트의 결제 입력란에 보조 결제계좌의 계

좌번호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역시 이 방법도 사용자가 쇼핑몰 등의 결제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증설하는 정도로서, 가입자가 보조결제 계좌를 통해 결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은

행이 해당 계좌의 번호를 모두 기억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그 결제도 다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입자에게는

그만큼의 복잡성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0-0024646호는, 기존의 은행영업점 개설중심의 계좌가 아닌 제휴기관의 필요에 

따라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토록 하는 것으로 가상계좌는 제휴기관의 고객에게 부여되고 이는 각 고객의 인식번

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제휴기관이 각종 대금의 입금 및 출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별로 주은행의 계좌

와 동일하여 어느 은행에서도 입금 가능한 유일한 계좌번호를 배정하여 제휴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가상

계좌 서비스에 관한 것이나, 개설되는 가상 계좌가 제휴기관으로부터 고객에게 부여되므로 고객의 필요에 따른 개설

이 제한적이고 단순히 기존의 은행영업점에서 개설되는 계좌를 제휴기관이 할당받아 일괄 관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입자에게는 또 다른 종래의 계좌가 부여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결제를 가입자가 일일이 기존의 결제방법

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가입자의 정의에 의해 기존의 가입계좌들이나 신설된 복수의 계좌를 임의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결제 시스템을 구성하여, 단일의 가입 계좌에 대해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계좌들을 복잡한 계좌 번호를 사용

하지 않고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단일의 가입 계좌와 기존의 

가입계좌들이나 신설된 복수의 계좌들이 가입자에 의해 용이하게 연동되도록 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은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단일의 가입 계좌와 연계된 신설 계좌들을 통

합하거나 개개의 거래 계좌로 구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가입자가 단일의 대표계좌를 결제하는 경우에 상기 대표계좌와 함께 동시에 연동계좌들을 결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를 지정하고, 자신의 계좌로 연동계좌가 제공되어 일반 계좌

와 동일하게 개개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가입자의 계좌는 대표계좌로서 해당 계좌번호와 암호(패스워드)로써 대표계좌를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입자는 연동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데, 이들 중 하나는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

로 할 수 있으므로 단일의 계좌를 통해 복수의 다른 계좌를 개설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성을 구현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또한, 가입자가 해당 계좌번호와 암호(패스워드)로써 대표계좌를 조회하고 결제할 때, 동시에 연동계좌들

도 조회되고 결제되도록 연동되어 가입 계좌별로 조회하고 결제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상기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연동계좌들을 조회하고 결제할 경우는, 연동계좌들의 계좌번호내지는 대표계좌의 가입자에 의해 명명된 명

칭으로 개별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결제할 수도 있으므로 계좌번호를 모두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는 연동계좌들 중의 하나이며, 상기 다른 가입자는 상기 

지정된 계좌 이외의 대표계좌와 다른 연동계좌는 조회 및 결제를 제한 할 수도 있으며, 상기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

정하는 다른 가입자는 지정된 연동계좌의 계좌번호로 결제를 하나, 결제기관에 따라서 가입 금융기관이 계좌에 부가

한 계좌특정코드를 참조하여 다른 연동계좌로부터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가 서비스 기능을 가입자에 의해 선

택할 수도 있으며, 상기 대표계좌와 연동계좌들의 구분 및 관리는 가입 금융기관이 부여하는 개별 계좌번호 및 계좌

특정코드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은행간의 결제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연동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제의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지불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외부 결제망으로는 기존의 데이터 형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입자 및 금융기관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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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종래의 단일 계좌를 통해 현금카드의 결제를 수행하는 설명도이다. 도1의 예시는, 가입자의 거래은행과 신용카

드 또는 현금카드 등의 가입카드에 의해 지불대상기관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결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도1은 현금카드의 가치를 충전하는 결제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도1의 결제 구조는 가

입자, 가입자 거래은행, 지불대상기관, 지불대상기관 거래은행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며, 특히 은행과 은행 또는 지불대

상기관 사이의 모든 결제정보는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결제 게이트웨이는 금융결

제원 중계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도2는 종래의 기술로서, 가입카드 등을 결제 단말기를 통해 사용할 때 데이터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가입카드는 통

신단말기, 일반단말기, 특수단말기, 교통단말기 및 기타단말기로 결제될 수 있으며, 매 결제 시 그 내역이 부가가치통

신망(VAN)을 통해 금융결제원 중계센터의 결제게이트웨이를 통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비롯한 고객거래은행과 

가맹점거래은행에 통보되어 결제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도3은 앞의 도1에 제시된 종래의 결제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결제 흐름도이다. 먼저 가입자가 결제정보를 지불대

상기관에 통보(S1)하면 지불대상기관은 이를 결제 게이트웨이에 전송(S2)하고, 결제 게이트웨이는 결제정보를 토대

로 해당 가입자 거래은행에 결제정보와 함께 출금지시를 전송(S3)한다. 가입자 거래은행은 결제정보 및 출금지시에 

대해 해당 계좌를 조회하고 그 여부에 따른 출금결과를 결제 게이트웨이에 전송(S4)하며 이 출금결과는 지불대상기

관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된다.(S5)(S6) 또한 결제 게이트웨이는 지불대상기관의 계좌정보 및 거래정보 데이터베이

스를 갱신하는 정보를 지불대상기관에 제공(S6')하며, 동시에 지불대상기관에 입금을 지시(S7)하여 가입자의 계좌나 

카드로 입금(S8)이 이루어진다. 이때 지불대상기관은 가입자로부터의 주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지불대상

기관 거래은행에 전송(S8')함으로써, 지불대상기관 거래은행이 결제 게이트웨이로부터 받은 DB자료(S6')와 주문정보

데이터베이스(S8')를 비교하고 저장하여 결제를 확인할 수 있다.

도4는 도2에 제시된 종래의 기술로서, 가입카드 등을 결제 단말기를 통해 사용할 때 데이터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먼저 고객의 거래은행을 통해 가치가 충전(S10)된 카드로 구매가 발생(S11)되는 경우, 단말기로 거래내역이 금융결

제원의 결제 게이트웨이에 전송(S12)된다. 이 때 금융결제원의 게이트웨이는 거래내역을 참조하여 가맹점의 거래은

행으로 거래내역처리를 요청(S13)한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의 게이트웨이는 고객의 거래은행과 가맹점 거래은행에 각

각 자금정산내역을 통지(S14),(S15)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는 자금정산의뢰(S16)를 하게 된다. 자금정산의뢰

(S16)를 받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다시 고객거래은행과 가맹점거래은행으로 자금정산을 통보(S17)(S18)하며, 이

결과로 가맹점거래은행으로부터 단말기로 가입카드가 결제된 계좌로 판매대금의 입금(S19)이 이루어진다.

이상의 도1부터 도4에 걸쳐 설명된 종래의 결제과정은 본 명세서에서는 가치가 충전되는 카드를 예로서 인용하였으

나, 그 이외의 신용거래나 계좌를 이용하는 결제에 있어서도 개개의 결제단말기, 금융기관, 허가된 금융거래기관 등은

모두 금융결제원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한 결제경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종래의 결제과정은 현행의 결제 체제를 중심으로 설명되었으나, 이의 기술적 구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결제를 위한 기존의 전산망의 구조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5는 고객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화된 현행(종래)의 금융결제 시스템을 나타낸다. 도1 내지 도4에 걸쳐 전술

한 결제구조에서, 고객거래은행의 모든 결제를 담당하는 주전산기(700)에는 계좌 데이터베이스(800)가 연결되어 있

는 데, 이 계좌 데이터베이스(800)에는 고객들의 계좌정보가 주전산기(700)에 의해 저장되고 관리된다. 주전산기(70

0)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의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데, 하나는 도1 내지 도4에서 설명된 금융결제원의 지불게이트웨

이(900)와 연결된 경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망 접속허브(600)로 접속되는 외부 결제기기들이다. 외부망 접속허

브(600)는 방화벽 등의 보안 기능이 겸비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나, 도5에서는 생

략되어 있다. 대표적인 외부 결제기기로는 인터넷 서버(200)를 경유하여 연결된 단말기(100), 유무선전화(300)의 D

TMF 수단 등을 이용한 결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결제 데이터를 외부망 접속허브(600)를 통해 주전산기(700)로

전달하는 ARS서버(400), ATM단말기(500)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창구 단말기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기기가 사용되

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지불게이트웨이(900)는 다른 은행의 전산기(1000),(1200)등과 연결되어 은행간 거래가 이루

어지며 개개의 은행(1000),(1200)에는 각각의 고객 계좌정보가 데이터베이스(1100),(1300)로 구동된다. 도5에서는 

지불게이트웨이(900)에 은행전산기(1000),(1200)들이 연결되어 있으나, 전술한 카드 결제단말기 등도 부가가치통신

망(VAN)을 통해 연결되고 기타 허가된 금융거래기관의 전산망이 연결될 수도 있다.

도6은 도5의 현행(종래)의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외부망 접속허브(600)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흐름을 나

타낸다. 인터넷 서버(200)를 경유한 단말기(100), ARS서버(400)를 통한 유무선전화(300), ATM단말기(500) 들로부

터 결제요청(S701)이 발생하면, 이를 접수한 주전산기(700)는 해당 결제요청이 접수된 기기로 계좌데이터 요구(S70

2)를 보낸다. 결제를 요청한 기기로부터는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S703) 등의 계좌데이터가 주전산기(700)로 보내지

고, 주전산기(700)는 이를 참조하여 해당 계좌를 계좌 데이터베이스(800)에서 검색하여 연결(S704)한다. 이어서 결

제를 요청한 기기로부터 부수적인 결제정보 및 결제금액(S705)이 수신되면, 해당계좌를 정리(S708)하게 된다. 만약 

결제정보를 참조한 결과, 타행 계좌 이체와 같은 타 은행과의 거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정보(S706)를 주전

산기(700)가 지불게이트웨이(900)로 전송하여 해당 은행의 승인(S707)을 획득한 후, 해당계좌정리(S708)를 수행한

다.

도7은 도5의 현행(종래)의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흐름을 나타

낸다. 다른 은행의 전산기(1000),(1200),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 연결되는 카드 결제단말기, 기타 허가된 금융

거래기관의 전산망들로부터 결제요청(S711)이 발생하면, 이를 접수한 주전산기(700)는 해당 결제요청이 발생된 전

산기나 단말기로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계좌데이터 요구(S712)를 보낸다. 결제를 요청한 기기로부터는 계좌

번호(S713) 등의 계좌데이터가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주전산기(700)로 보내지고, 주전산기(700)는 이를 참조

하여 해당 계좌를 계좌 데이터베이스(800)에서 검색하여 연결(S714)한다. 이 경우는 다른 은행의 전산기(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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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 연결되는 카드 결제단말기, 기타 허가된 금융거래기관의 전산망들에서 이미 비밀

번호 등으로 고객이 인증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므로 비밀번호 등을 재차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출금과 같은 결제에

서는 필요에 따라 비밀번호를 부가할 수도 있다. 이어서 결제를 요청한 기기로부터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부수

적인 결제정보, 즉, 결제기기의 가입번호 및 결제금액(S715) 등이 수신되면, 계좌를 확인하여 승인정보(S716)를 전송

하고, 해당계좌를 정리(S717)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계좌에는 잔액뿐만이 아니고, 일회 결제 한도액이라든지, 

일일 결제횟수, 결제 기관의 선택 등 부수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금융전산망을 통해 요청된 결제를 제한적 내지 선택

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종래의 결제 구조는 주전산기(700)가 구비된 단일 금융기관이 외부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

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변형이나 개선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변경을 요구하므로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고려하면, 오늘날 금융기관의 고객, 즉 가입자들은 여러 금융기관

에 대해 복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의 가입자들은 가입 금융기관별로 각각 결제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가입 금융기관별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 등을 기억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고, 금융기관간의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나 허용되는 시간이라든지 제공되는 서비스가 금융기관 각각의 조건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가입자들이 개설한 계좌는, 비록 단일의 가입자가 개설하고 있는 복수의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실용성에 있어 무의미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계좌로 통합되면 오히려 관리의 불편성만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8을 통해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8은 기존의 금융계좌 가입자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서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일반적인 가계 가입자의 경우를 대표하여 가입자 자신의 계좌A(801), 가입자의 가족의 계

좌B(802), 그리고/또는 가입자의 자녀A의 계좌(803), 가입자의 자녀B의 계좌(804) 등이 있을 때, 각각의 계좌는 카

드 등을 지불수단으로 하거나 현금 거래의 방법으로 지불대상이 있다. 도8에서는 가입자 자신의 계좌A(801)로부터의

지불대상이 각각 A, B, C가 있고, 가입자의 가족의 계좌B(802)는 지불대상D, E, 그리고/또는 가입자의 자녀A의 계좌

(803)는 지불대상 F, G, 가입자의 자녀B의 계좌(804)는 지불대상 H, I, J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 구조에

서, 가입자가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 즉, 경제적으로 가계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가입자라면, 때에 따라서는 가입

자 자신의 지불대상 A, B, C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가족의 지불대상D, 그리고/또는 가입자의 자녀A의 지불대상 F, 

가입자의 자녀B의 지불대상 H 등에 대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가입자의 

자녀 A와 B의 학교 등록금, 학원비, 부인의 신용카드 결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입자의 자녀 A와 B의 학교

등록금, 학원비 등은 사실상 자녀에 의해 납입기관에 운반만 되는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과정에서 

갖가지의 사고 등이 일어나온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종래에는 은행의 지로나 공과금 및 납입금 창구를 통

해 결제할 수도 있었으나, 금융기관간 결제의 구조가 방만하고, 지불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계좌로 이체되기까지 시

간이 소요되고 관리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산 결과를 알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본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도9에서, 전술한 도8의 계좌 결제 구조 중 가입자의 자녀B만의 계좌

D(804)의 결제 구성을 추출하여 도시한다. 도9에서 지불대상 I와 지불대상 J는 가입자의 자녀B가 자신의 계좌D(804

)로부터 결제하는 일반대상을 의미하고 가입자의 계좌A(801)로부터 결제되는 지불대상H는 비록 가입자의 자녀B의 

명의로 청구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상의 결제는 가입자 계좌A(801)로부터 이루어지는 등록금이나 학원비 등

의 지불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8과 도9에 제시된 종래 가입자는 계좌A(801)로부터 지불되어야 하는 대상이 다수

존재하게 되고, 개개의 결제 대상별로 기일을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금전적, 시기적 관리의 곤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을 도10에 제시한다. 도10의 구조는 전술한 도9의 종래의 결제 구조를 대상

으로 한다. 먼저 가입자의 계좌는 이미 가입한 계좌이거나 신규로 가입한 일반계좌로서, 본 발명에서는 대표계좌(150

0)로 칭한다. 그리고 가입자의 자녀B의 명으로 가입된 계좌인 연동계좌A(1600)가 있다. 아울러 연동계좌B(1700)와 

연동계좌C(1800)가 신규하게 가입 설정된다. 가입자는 대표계좌(1500)를 결제할 때, 전술한 도5의 구성을 통해 일반

계좌와 마찬가지로 통장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버(200)를 통한 단말기(100), ARS 서버(400)를 경유하는 

유무선 전화(300), ATM단말기(500)등을 사용한다. 또한 연동계좌A(1600)도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자녀B에 의해, 일

반 계좌와 마찬가지로 통장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버(200)를 통한 단말기(100), ARS 서버(400)를 경유하는

유무선 전화(300), ATM단말기(500)등으로써 결제된다.

본 발명의 핵심적 구성은, 가입자가 상기의 대표계좌(1500)를 결제하는 경우에 대표계좌(1500)와 함께 동시에 연동

계좌A(1600), 연동계좌B(1700), 연동계좌C(1800)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또한 가입자의 자녀B

는, 자신의 계좌인 연동계좌A(1600)만이 제공되도록 하나, 지불대상에 따라서 연동계좌B(1700)나 연동계좌C(1800)

로 연결되어 개개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계좌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11에는 예금 계좌번호 할당의 일실시예가 제시되어 있다. 보편적인 

계좌번호는 은행(지점)번호라고 불리는 고유번호와, 예금의 종류(예를 들면, 보통예금, 저축예금, 단좌예금, 정기예금

등)를 나타내는 숫자, 해당계좌의 일련번호, 그리고 전체 계좌번호의 전산 오류를 체크하기 위해 CRC 코드 등을 이용

하는 오류체크를 위한 숫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종래의 계좌번호의 할당은 각각의 번호 할당에 있어 자릿수의 

제한이나 그 할당된 숫자의 배치 순서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에 따라 부가적인 자리를 더 추가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결제를 수행하는 계좌를 구분하는 방법의 일실시예로서는, 도11에의 예금의 종류를 의미하는 

코드를 여타의 계좌에서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11의 예에서는 '77'번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술한 대표계좌번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의 실시예로서, 끝자리가 '0'번인 번호

로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술한 가입자 자녀B의 계좌번호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할당된다. 도11의 

예를 보면, 계좌일련번호의 끝자리가 '1'번인 계좌로 설정되도록 예시되어 있다. 따라서, 계좌번호의 끝자리가 '0'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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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표계좌는, 앞의 계좌번호는 같고 끝자리가 '1'번인 연동계좌를 갖는다. 도11의 예시에서는 나머지 8개의 계

좌가 존재하게 되는 데, 이들은 모두 연동계좌로 할당될 수 있으며, 가입자의 대표계좌와 모두 연동이 된다. 다만 가입

자 자녀B는 끝자리가 '1'인 연동계좌만을 입금, 출금 및 카드 등의 일반 결제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연동계

좌는 지불대상이 미리 정해진 지불대상 특정계좌로 한정된다. 이러한 지불대상 특정계좌와 대표계좌, 그리고 가입자 

자녀B의 계좌는, 각각의 계좌번호(통장번호)외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구분하기 위한 계좌한정코드가 더 추가되어 관

리될 수 있다. 도11에서는, 개별 계좌들의 고유 계좌번호와 함께 계좌 한정코드가 추가된 일실시를 나타내는 데, 계좌

한정코드가 '00'이면 대표계좌번호, '01'이면 연동계좌A로 구분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또 다른 계좌 한정코드들은 지

불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결제 관리번호로도 활용될 수 있다.

도12에서는 이와 같은 개별 계좌들의 명칭을 개략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전술한 예금 계좌번호 할당에 따르면 계좌일

련번호의 끝자리가 '0'번인 대표계좌의 가입자는 '홍길동'일 때, '홍길동'의 자녀인 '홍경래'의 계좌는 계좌일련번호의 

끝자리가 '1'번인 연동계좌가 된다. 이 때 대표계좌의 가입자인 '홍길동'은, 후술될 구성에 의해 '홍경래'의 계좌를 포

함하는 전체 연동계좌를 결제할 수 있는 데, 각각의 연동계좌는 '홍경래'의 계좌는 '홍경래의 용돈', 나머지 연동계좌

들은 도1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불대상이 특정되어, 각각 '홍경래의 등록금', '홍경래의 학원' 등으로 명명될 수 있

다. 도1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다수의 계좌들은 별도의 가입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이 명명할 수 있도록 되는 데, 상기 

별도의 과정이란 오프라인 방식의 창구를 통한 접수의 방법이 있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이나 ARS 또는 이동통신 등

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

도13은 상기의 계좌들이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계좌 한정코드를 구분하는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계좌한

정코드가 '00'인 계좌는 가입자계좌로서, 도11과 도12에서 설명된 해당계좌일련번호의 대표계좌이다. 이 대표계좌는

도10 내지 도1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동시에 대표계좌를 포함하여 모든 연동계좌를 조회하거나 결제할 수 있으며, 

개개의 계좌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계좌의 가입자에 의해 명명된 명칭으로 개별의 계좌를 조회하

거나 결제할 수도 있다. 계좌한정코드가 '01'인 계좌는 연동계좌들 중 하나로서, 또 다른 가입자의 일반 계좌로 사용

된다. 그리고 나머지의 연동계좌들은 대표계좌의 가입자에 의해 지불대상이 특정된 계좌, 즉 특정한 경제대상만이 연

결될 수 있는 연동계좌들이다.

도13의 예에서는 '99'번이 학교, '98'번이 공인학원, '97'번 이동통신요금, '96'번은 교통카드 요금 등으로 제시되어 있

는 데, 이들 지불대상특정계좌들은 지정된 결제 대상만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좌이다. 다시 말해서, 계좌한정코드가 

'01'인 계좌를 부여받은 다른 가입자(전술한 예에서는 가입자의 자녀B)는 계좌한정코드 '01'번만을 조회하거나 결제

할 수 있다. 다만 학교, 학원, 이동통신, 교통카드 등과 같이 미리 설정된 결제기관들이 계좌특정코드가 '01'인 계좌를 

부여받은 다른 가입자의 카드 결제 등의 청구를 할 경우, 가입자 금융기관은 이를 계좌한정코드와 비교하여 해당되는

계좌에서 결제를 하게 된다.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좌번호를 10진수로 하고,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의 

끝번호 한자리로 구분하는 경우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대표계좌번호를 100단위나 1000단위의 숫자로 

하고 연동계좌의 그룹을 각각10단위나 100단위로 할당하여 개별 연동계좌들을 해당 10단위에서는 계좌번호의 끝자

리수 1~9, 100단위에서는 01~99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계좌일련번호의 선두자리나 중간 소정의 

자리를 할당하여도 동일하게 달성될 수 있다. 또한 가입 금융기관의 전산처리를 기준으로 하여 2진수로 변환된 계좌

번호의 소정의 자리 수, 즉 예를 들자면 2진수로 계좌번호의 일부자리수가 '0000'인 계좌를 대표계좌, '0001'을 가입

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 , 나머지를 연동계좌의 번호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진법에 의해 계좌번

호의 구분으로 설명하면, N진법으로 L자리의 전체계좌번호에 대해, L보다 작은 자리수인 M자리의 일부분 자리수를 

할당하여 그중 하나를 대표계좌로 할당하고, 또 다른 하나를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번호

로 하며, L보다 작은 자리수인 M자리로 표현되는 경우의 수로 표현되는 계좌번호 그룹들 중 전술한 2개의 계좌를 제

외한 나머지 계좌번호를 나머지 연동계좌의 번호로 부여함으로써 본 발명의 계좌할당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계좌번호의 할당 규칙에 의하면 하나의 대표계좌에 대해,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

번호를 복수로 하고 다른 가입자의 계좌번호별로 각각 연동계좌들을 구비하도록 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전술한 상기 계좌들의 구성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의 계좌는 대표계좌로서 해당 계좌번호와 암호(패스워드)로써 대표계좌를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다.

둘째, 가입자는 연동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데, 이들 중 하나는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로 

할 수 있다.

셋째, 가입자가 해당 계좌번호와 암호(패스워드)로써 대표계좌를 조회하고 결제할 때, 동시에 연동계좌들도 조회되고

결제되도록 연동된다.

넷째, 상기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연동계좌들을 조회하고 결제할 경우는, 연동계좌들의 계좌번호내지는 대표계좌의 

가입자에 의해 명명된 명칭으로 개별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결제할 수도 있다.

다섯째,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는 연동계좌들 중의 하나이며, 상기 다른 가입자는 상기 

지정된 계좌 이외의 대표계좌와 다른 연동계좌의 조회 및 결제가 제한될 수도 있다.

여섯째, 상기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는 지정된 연동계좌의 계좌번호로 결제를 하나, 결제기관에 

따라서 가입 금융기관이 계좌에 부가한 계좌특정코드를 참조하여 다른 연동계좌로부터 결제할 수 있다.

일곱째, 상기 대표계좌와 연동계좌들의 구분 및 관리는 가입 금융기관이 부여하는 개별 계좌번호 및 계좌특정코드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의 금융거래기관은 종래의 계좌관리 데이터 이외에, 전술한 도10 내지 도13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서

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를 더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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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본 발명의 서비스를 위한 별개의 구분번호(예금의 종류 등)를 대표계좌(1500) 및 연동계좌(1600), (1700), (

1800)들에 구분하여 부여하고,

둘째로,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연동계좌들의 명칭을 계좌번호와 함께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

하며,

셋째로, 상기의 연동계좌들의 명칭을 계좌번호와 함께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은, 정해진 계좌 한정코드를 연동

계좌들의 명칭에 부여하여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며,

넷째로, 미리 설정된 결제기관들이 계좌한정코드가 '01'인 계좌를 부여받은 다른 가입자의 카드 결제 등의 청구를 할 

경우, 상기 결제기관들의 정보와 계좌한정코드를 대조하여 해당되는 계좌에서 결제가 수행되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

등이다.

이러한 작용을 위한 구성을 위한 데이터로서,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서면에 의해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 그리고 연동계좌의 희망 명칭 등을 신청하여 본 발명의 계좌를 구비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기존

의 통신수단이나, 단말기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본 발명의 계좌들을 구비하고 조회 및 결제를 할 수도 있다.

도14는 이러한 연동계좌 서비스를 ARS를 통해 구성할 때,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계좌번호와 비밀번

호로써 인증된 가입자는 연동계좌 관련의 서비스를 전화기의 번호키로 선택하며 이를 ARS서버가 디코딩하여 해당 

서비스 루틴으로 접속한다. 후술될 각각의 루틴은 처리 완료후 질의에 대한 고객의 선택에 의해 다시 서비스코드를 

안내하도록 되돌아 올 수도 있다. 도14의 ARS서비스는 도5의 유무선 전화(300)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ARS서버(400

)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동일한 구조의 서비스가 이동통신을 통한 문자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나 상기 도5의 인터넷 

서버(200)에 연결된 단말기(100)로도 달성될 수 있으며, 그 기능상 유사한 구성이 된다.

도21은 도14의 동일한 서비스 내용을 단문 서비스내지 인터넷으로 제공할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도21의 서비스는 

도14의 ARS서비스에 대해, 가입자가 직접 커서 등을 이동시켜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선택하고 메시지가 문자화되

어 있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방법으로 본 발명의 연동계좌 서비스가 가능하다.

도15는 대표계좌만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ARS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동계좌를 신청하고 부여 받는 ARS루틴이며, 이

예시도에서는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연동계좌의 가입 대상자가 복수이고, 상기 가입 대상자의 이름 

및 연동계좌의 명칭 등의 정보가 가입자 거래 금융기관에 이미 제공된 것을 전제로 한 일 실시예이다. 또한 도22는 같

은 서비스를 이동통신을 통한 문자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나 상기 도5의 인터넷 서버(200)에 연결된 단말기(100)로 

구현하는 경우의 흐름도이다. 여기에서는 개설하려는 연동계좌 명칭의 선두부분을 가입자가 직접 이동통신수단의 키

패드나 컴퓨터의 키보드로 입력하고 연동계좌 명칭의 뒷부분은 거래금융기관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경우, 즉 연동계좌

의 계좌한정코드가 이미 부가된 계좌의 명칭으로 제공되는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좌한정코드가 이미 부가

된 계좌의 명칭을, 도22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커서 등을 이동시켜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선택하게 된다.

도16은 대표계좌가 가입되어 있고, 또한 연동계좌로 하고자 하는 또 다른 계좌도 이미 가입된 계좌인 경우 이를 연동

계좌로 전환하기 위한 메시지 서비스이고, 이를 이동통신을 통한 문자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나 상기 도5의 인터넷 서

버(200)에 연결된 단말기(100)로 구현하는 경우가 도23에 제시되어 있다.

도17과 도24는, 개설이 완료된 대표계좌와 연동계좌들을 안내하는 서비스의 ARS 및 이동통신을 통한 문자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메시지 흐름을 도시하며, 도18과 도25는 기 가입된 연동계좌의 내역 조회 서비스의 메시지 흐름도

이다. 도19, 도20은 ARS로, 도26,도27은 이동통신을 통한 문자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나 상기 도5의 인터넷 서버(20

0)에 연결된 단말기(100)로써 대표계좌와 선택된 연동계좌들 간의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 서

비스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 서비스의 실시예 또한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ARS서비스는 유무선 전화(30

0)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ARS서버(400)에 의해 이루어지고, 동일한 구조의 서비스가 이동통신을 통한 문자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나 상기 도5의 인터넷 서버(200)에 연결된 단말기(100)로도 달성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표계좌와 연동계좌들을 연동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도28에 도시되어 있다. 

고객거래은행의 모든 결제를 담당하는 주전산기(700)에는 계좌 데이터베이스(800)가 연결되어 있는 데, 이 계좌 데

이터베이스(800)에는 고객들의 계좌정보가 주전산기(700)에 의해 저장되고 관리된다. 주전산기(700)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의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으며, 하나는 본 발명의 전반부에서 설명된 금융결제원의 지불게이트웨이(900)와 연

결된 경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망 접속허브(600)로 접속되는 외부 결제기기들이다. 외부망 접속허브(600)는 방

화벽 등의 보안 기능이 겸비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대표적인 외부 결제기기로는 

인터넷 서버(200)를 경유하여 연결된 단말기(100), 유무선전화(300)의 DTMF 수단 등을 이용한 결제 데이터를 생성

하고, 상기 결제 데이터를 외부망 접속허브(600)를 통해 주전산기(700)로 전달하는 ARS서버(400), ATM단말기(500

)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창구 단말기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기기가 사용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지불게이트웨이(90

0)는 다른 은행의 전산기(1000),(1200)등과 연결되어 은행간 거래가 이루어지며 개개의 은행(1000),(1200)에는 각

각의 고객 계좌정보가 데이터베이스(1100),(1300)로 구동된다. 도28에서는 지불게이트웨이(900)에 은행전산기(100

0),(1200)들이 연결되어 있으나, 전술한 카드 결제단말기 등도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 연결되고 기타 허가된 

금융거래기관의 전산망이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본적 구성에 대해 본 발명의 연동계좌 서비스를 위해서, 주전산기(700)에 연결된 계좌 데이터베이스(800)

와 함께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구비되며,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를 통해 주전산기(700)에 의한 계좌들의 결

제가 이루어진다.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에는 대표계좌(1500), 연동계좌A(1600), 연동계좌B(1700), 연동계좌

C(1800) 등이 접속되어 주전산기(700)의 요구에 따른 결제가 수행된다.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는, 외부망 접속 허브(600)을 통해 제공되는 가입자의 요구에 대해, 별개의 구분번호(예

금의 종류 등)를 대표계좌(1500) 및 연동계좌(1600), (1700), (1800)들에 구분하여 부여하고,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연동계좌들의 명칭을 계좌번호와 함께 저장하고 관리하며, 상기의 연동계좌(1600), (1700), (1800)들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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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계좌 한정코드를 연동계좌들의 명칭에 부여하여 저장하고 관리하며, 미리 설정된 결제기관들이 계좌한정코드가

지불대상특정인 계좌를 부여받은 다른 가입자의 카드 결제 등의 청구를 할 경우, 상기 결제기관들의 정보와 계좌한정

코드를 대조하여 해당되는 계좌에서 결제가 수행되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구비한다. 이러한 연동계좌 번역기(140

0)의 기능은 주전산기(700)과는 별개로 구성되는 전산기가 될 수도 있으며, 연동 계좌들의 데이터 규모가 작거나 한 

경우는 연동계좌 번역기(1400)의 역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주전산기(700)에서 구현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도28의 

연동계좌(1600), (1700), (1800)들은 주전산기(700)에서는 계좌 데이터베이스(800)과 가입계좌번호만 다른 계좌들

의 일종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도면28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표계좌(1500), 연동계좌A(160

0), 연동계좌B(1700), 연동계좌C(1800) 등과 계좌 데이터베이스(800)를 통합 관리할 수도 있다. 또한, 주전산기(700

)에는 공용계좌(1900)가 접속되어 있는 데, 이 공용계좌(1900)는 상기 외부망 접속허브(600)를 통한 결제, 계좌 데이

터베이스(800)의 계좌 결제, 연동계좌 번역기(1400)와 연동계좌들(1600), (1700), (1800), 및/또는 지불게이트웨이(

900)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좌간 결제에 있어서 중간 저장을 위한 계좌로서 주전산기(700)에 의해 생성되는 계좌를 

의미한다. 이 공용계좌(1900)에는 주전산기(700)이 결제되는 내용을 일괄 저장할 수도 있고, 결제 내용이 일괄 저장

된 공용계좌(1900)로부터 주전산기(700)에 의해 다른 결제 대상 계좌로 각각 이체도 될 수 있으며, 실제 구조에 있어

서는 일반 계좌와 유사한 구성을 가질 수도 있다.

도29는, 상기 도18에 도시된 본 발명의 구성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서버(200)를 경유하여 연결된 단말기(100

), 유무선전화(300)의 DTMF 수단 등을 이용한 결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ARS서버(400), ATM단말기(500), 창구 

단말기 등으로부터의 결제 데이터가 외부망 접속허브(600)를 통해 주전산기(700)로 전달되는 경우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낸다.

인터넷 서버(200)를 경유한 단말기(100), ARS서버(400)를 통한 유무선전화(300), ATM단말기(500) 들로부터 결제

요청(S701)이 발생하면, 이를 접수한 주전산기(700)는 해당 결제요청이 접수된 기기로 계좌데이터 요구(S702)를 보

낸다. 결제를 요청한 기기로부터는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S703) 등의 계좌데이터가 주전산기(700)로 보내진다. 이 때

주전산기는 전술한 계좌번호의 구분에 의해 연동계좌임을 판독하여 연동계좌번역기(1400)로 연동계좌임을 통보(S1

401)한다. 주전산기(700)의 요구에 대해 연동계좌번역기(1400)은 해당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들을 주전산기에 각각 

연결(S1402), (S1403), (S1404), (S1405)하고, 이를 참조한 주전산기(700)은 외부망 접속허브(600)로부터의 데이

터에 따라 연동계좌를 선택(S1406)하고, 결제선택(S1407), 결제정보 및 결제금액(S705)을 주전산기(700)가 수신하

면, 상기의 결제 내용을 참조하여 결제 내역과 금액 등의 정보들과 함께 공용계좌에 정리(S708)한다. 이어 주전산기(

700)는 공용계좌(1900)로부터 결제 내역과 금액 등의 정보에 따라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를 정리(S1408)하며 해당계

좌별로 실제의 결제(S1409)~(S1412)가 이루어진다. 만약 결제정보를 참조한 결과, 타행 계좌 이체와 같은 타 은행과

의 거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정보(S706)를 주전산기(700)가 지불게이트웨이(900)로 전송하여 해당 은행의

승인(S707)을 획득한 후, 상기의 결제 내용을 참조하여 결제 내역과 금액 등의 정보들과 함께 공용계좌에 정리(S708

)한다. 이어 주전산기(700)는 공용계좌(1900)로부터 결제 내역과 금액 등의 정보에 따라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를 정

리(S1408)하며 해당계좌별로 실제의 결제(S1409)~(S1412)가 이루어진다.

도30은, 상기 도18에 도시된 본 발명의 구성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흐름을 나타낸다. 다른 은행의 전산기(1000),(1200),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 연결되는 카드 결제단말

기, 기타 허가된 금융거래기관의 전산망들로부터 결제요청(S711)이 발생하면, 이를 접수한 주전산기(700)는 해당 결

제요청이 발생된 전산기나 단말기로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계좌데이터 요구(S712)를 보낸다. 결제를 요청한 

기기로부터는 계좌번호(S713) 등의 계좌데이터가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주전산기(700)로 보내지고, 주전산기

(700)는 전술한 계좌번호의 구분에 의해 연동계좌임을 판독하여 연동계좌번역기(1400)로 계좌번호를 전달(S1420)

한다. 주전산기(700)의 요구에 대해 연동계좌번역기(1400)은 해당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들을 주전산기에 각각 연결(

S1421), (S1422), (S1423), (S1424)한다. 이 경우는 도28에 도시된 다른 은행의 전산기(1000),(1200), 부가가치통

신망(VAN)을 통해 연결되는 카드 결제단말기, 기타 허가된 금융거래기관의 전산망들에서 이미 비밀번호 등으로 고

객이 인증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므로 비밀번호 등을 재차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출금과 같은 결제에서는 필요에 따라

비밀번호를 부가할 수도 있다. 이어서 결제를 요청한 기기로부터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부수적인 결제정보, 즉

, 결제기기의 가입번호 및 결제금액(S715) 등이 수신되면, 주전산기(700)는 연동계좌번역기(1400)로 이를 전달(S14

25)한다. 이 때 연동계좌번역기(1400)는 지불게이트웨이(900)으로부터의 결제정보중에서 해당 결제 대상이 미리 등

록된 기관, 즉 해당 지불대상특정계좌에 부합되는 결제정보인가를 판단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면, 기존의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전달되는 결제정보에는 결제 단말기의 번호라든가, 결제단말기를 설

치한 가맹점의 고유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가맹점이 본 발명의 지불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은 경우, 즉 가입자

계좌의 연동계좌들 중에 결제를 할 수 있는 특정된 지불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가입자의 연동계좌들 중 정해진 지

불대상특정계좌로부터 결제가 진행될 수 있다. 만일 대표계좌 가입자가 연동계좌들 중 하나를 특정한 학교로 지정했

을 때,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전달되는 결제정보내의 결제 단말기의 번호, 학교의 고유코드를 판독하여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연동계좌번역기(1400)는 승인여부(S1426)를 주전산기(700)으로 전송하고, 주전산

기(700)은 다시 승인정보(S716)를 지불게이트웨이(900)으로 전송한 뒤, 상기의 결제 내용을 참조하여 결제 내역과 

금액 등의 정보들과 함께 공용계좌에 정리(S717)한다. 이어 주전산기(700)는 공용계좌(1900)로부터 결제 내역과 금

액 등의 정보에 따라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를 정리(S1427)하며 해당계좌별로 실제의 결제(S1428)~(S1431)가 이루

어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계좌에는 잔액뿐만이 아니고, 일회 결제 한도액이라든지, 일일 결제횟수, 결제 기관의 선택 

등 부수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금융전산망을 통해 요청된 결제를 제한적 내지 선택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구성은, 주전산기(700)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의 연동계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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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하나의 대표계좌와 이에 연동되는 연동계좌들을 예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전술한 계좌번호의 할당규

칙에 의하면, 하나의 대표계좌에 대해,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번호를 복수로 하고 다른 

가입자의 계좌번호별로 각각 연동계좌들을 구비하도록 번호를 부여하여 연동계좌들을 그룹별로 관리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설명된 본 발명은, 그 동일한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업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태양의 실시예를 구

현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가입자가 단일의 대표계좌를 결제하는 경우에 상기 대표계좌와 함께 동시에 연동계좌들을 결제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로 연동계좌가 제공되어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개개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가입자의 계좌는 대표계좌로서 해당 계좌번호와 암호(패스워드)로써 대표계좌를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입자는 연동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데, 이들 중 하나는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

로 할 수 있으므로 단일의 계좌를 통해 복수의 다른 계좌를 개설하고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해당 계좌번호와

암호(패스워드)로써 대표계좌를 조회하고 결제할 때, 동시에 연동계좌들도 조회되고 결제되도록 연동되어 가입 계좌

별로 조회하고 결제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상기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연동계좌들을 조회하고 결제할 경

우는, 연동계좌들의 계좌번호내지는 대표계좌의 가입자에 의해 명명된 명칭으로 개별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결제할 

수도 있으므로 계좌번호를 모두 기억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는 연동계좌들 중의 하나이며, 상기 다른 가입자는 상기 

지정된 계좌 이외의 대표계좌와 다른 연동계좌는 조회 및 결제를 제한 할 수도 있으며, 상기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

정하는 다른 가입자는 지정된 연동계좌의 계좌번호로 결제를 하나, 결제기관에 따라서 가입 금융기관이 계좌에 부가

한 계좌특정코드를 참조하여 다른 연동계좌로부터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가 서비스 기능을 가입자에 의해 선

택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대표계좌와 연동계좌들의 구분 및 관리는 가입 금융기관이 부여하는 개별 계좌번호 및 계

좌특정코드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은행간의 결제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연동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신규한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지불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외부 결제망으로는 기존의 데이터 형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가입자 및 금융기관의 편의가 극대화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입자의 계좌 결제를 담당하는 주전산기(700)와, 상기 주전산기(700)에 연결되어 주전산기(700)에 의해 저장되고 

관리되는 가입자의 계좌정보를 저장하는 계좌 데이터베이스(800), 상기 주전산기(700)에 연결되어 주전산기(700)와 

외부간의 결제를 관리하는 지불게이트웨이(900), 상기 주전산기(700)에 연결되어 외부 결제기기와 주전산기(700)간

의 결제 정보를 제어하는 외부망 접속허브(600)를 구비한 금융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주전산기(700)에 연결되어, 가입자의 대표계좌와 연동계좌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연동계좌 번역기(1400), 

상기 주전산기(700)에 연결되며 계좌간 결제에 있어서 중간 저장을 위한 계좌로서 주전산기(700)에 의해 생성되는 

공용계좌(1900)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망 접속허브(600)에 접속된 외부 결제기기는, 인터넷 서버(200)를 경유하여 연결된 단말

기(100), 유무선전화(300)의 DTMF 수단 등을 이용한 결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결제 데이터를 외부망 접속허브

(600)를 통해 주전산기(700)로 전달하는 ARS서버(400), ATM단말기(500) 및 창구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용계좌(1900)는 상기 외부망 접속허브(600)를 통한 결제, 계좌 데이터베이스(800)의 계좌 

결제, 연동계좌 번역기(1400)와 연동계좌들(1600), (1700), (1800), 및/또는 지불게이트웨이(900)을 통해 이루어지

는 계좌간 결제에 있어서 중간 저장을 위한 계좌로서 주전산기(700)에 의해 생성되는 계좌로서, 공용계좌(1900)에는

주전산기(700)이 결제되는 내용을 일괄 저장할 수도 있고, 결제 내용이 일괄 저장된 공용계좌(1900)로부터 주전산기

(700)에 의해 다른 결제 대상 계좌로 각각 이체가 가능한 계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에는 가입자의 대표계좌(1500)와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의 계좌정보

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고, 상기 공용계좌(1900)는 주전산기(700)에 접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

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는 가입자의 대표계좌(1500)와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의 계좌정보를 

관리하며, 공용계좌(1900)는 주전산기(700)이 결제되는 내용을 일괄 저장할 수도 있고, 결제 내용이 일괄 저장된 공

용계좌(1900)로부터 주전산기(700)에 의해 다른 결제 대상 계좌로 각각 이체도 될 수 있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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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 및/또는 공용계좌(1900)가, 주전산기(700)와 구분되는 별개의 전산기 

및/또는 주전산기(700)의 프로그램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 및/또는 공용계좌(1900)가 주전산기(700)의 프로그램으로 구비되는 

경우,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관리하는 가입자의 대표계좌(1500)와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의 계좌정보가, 

기존 계좌 데이터베이스(800)에 저장되고 관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관리하는 가입자의 대표계좌(1500)와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의 계

좌는, 일반계좌와 구분되는 계좌번호가 할당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관리하는 가입자의 대표계좌(1500)와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의 계

좌는, N진법으로 L자리의 전체계좌번호에 대해, L보다 작은 자리수인 M자리의 일부분 자리수를 할당하여 그중 하나

를 대표계좌로 할당하고, 또 다른 하나를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번호로 하며, L보다 작은 

자리수인 M자리로 표현되는 경우의 수로 표현되는 계좌번호 그룹들 중, 상기의 대표계좌와 상기의 대표계좌의 가입

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2개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번호를 나머지 연동계좌의 번호

로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관리하는 가입자의 대표계좌(1500)와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의 계

좌는, 개별 계좌번호와 함께 가입 금융기관이 부여하는 계좌특정코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관리하는 가입자의 대표계좌(1500)와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의 계

좌는, 가입자가 계좌번호와 암호(패스워드)로써 대표계좌를 결제하며,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은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가입자의 계좌로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관리하는 가입자의 대표계좌(1500)와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의 계

좌는, 가입자가 해당 계좌번호와 암호(패스워드)로써 대표계좌를 조회하고 결제할 때, 동시에 연동계좌들도 조회되고

결제되도록 연동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관리하는 가입자의 대표계좌(1500)와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의 계

좌는, 가입자가 해당 계좌번호와 암호(패스워드)로써 대표계좌를 조회하고 결제할 때, 연동계좌들의 계좌번호 및/또

는 대표계좌의 가입자에 의해 명명된 명칭으로 개별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관리하는 하나 이상의 연동계좌들의 계좌는,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

른 가입자가 연동계좌를 조회하고 결제할 때, 동시에 나머지 연동계좌들이 연동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

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관리하는 연동계좌들 중의 하나는 대표계좌의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

른 가입자의 계좌이며, 상기 다른 가입자는 상기 지정된 계좌 이외의 대표계좌와 다른 연동계좌의 조회 및 결제가 제

한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시스템

청구항 16.
가입자의 계좌 결제를 담당하는 주전산기(700)와, 상기 주전산기(700)에 연결되어 주전산기(700)에 의해 저장되고 

관리되는 가입자의 계좌정보를 저장하는 계좌 데이터베이스(800); 상기 주전산기(700)에 연결되며 계좌간 결제에 있

어서 중간 저장을 위한 계좌로서 주전산기(700)에 의해 생성되는 공용계좌(1900); 상기 주전산기(700)에 연결되어, 

가입자의 대표계좌와 연동계좌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연동계좌 번역기(1400); 상기 주전산기(700)에 연결되어 

주전산기(700)와 외부간의 결제를 관리하는 지불게이트웨이(900); 상기 주전산기(700)에 연결되어 외부 결제기기와

주전산기(700)간의 결제 정보를 제어하는 외부망 접속허브(600)를 구비하고; 상기 외부망 접속허브(600)에 연결된, 

인터넷 서버(200)를 경유하여 연결된 단말기(100), 유무선전화(300)의 DTMF 수단 등을 이용한 결제 데이터를 생성

하거나, ARS서버(400), ATM단말기(500), 창구 단말기 등을 통해 상기 연동계좌 번역기(1400)와 공용계좌(1900)에

의해 상기 가입자의 대표계좌와 연동계좌를 결제하는 금융결제 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서버(200)를 경유한 단말기(100), ARS서버(400)를 통한 유무선전화(300), ATM단말기(500) 들로부터 결제

요청(S701)이 발생하는 단계, 상기 결제요청(S701)을 접수한 주전산기(700)가 해당 결제요청이 접수된 기기로 계좌

데이터 요구(S702)를 보내는 단계, 계좌데이터 요구(S702)를 보내는 단계에 이어, 결제를 요청한 기기로부터 계좌번

호 및 비밀번호(S703) 등의 계좌데이터가 주전산기(700)로 보내지는 단계, 상기의 계좌데이터가 주전산기(700)로 보

내지는 단계에 이어, 주전산기가 전술한 계좌번호의 구분에 의해 연동계좌임을 판독하여 연동계좌번역기(1400)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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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좌임을 통보(S1401)하는 단계, 상기의 연동계좌 통보(S1401)를 받은 연동계좌번역기(1400)가 해당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들을 주전산기에 각각 연결(S1402), (S1403), (S1404), (S1405)하는 단계, 상기 연결된 대표계좌 및 연동

계좌들 중, 주전산기(700)가 외부망 접속허브(600)로부터의 데이터에 따라 연동계좌를 선택(S1406)하고, 결제선택(

S1407), 결제정보 및 결제금액(S705)을 주전산기(700)가 수신하여 결제 내역과 금액 등의 정보들과 함께 공용계좌

에 정리(S708)하는 단계, 상기의 정리(S708)단계에 이어 주전산기(700)가 공용계좌(1900)로부터 결제 내역과 금액 

등의 정보에 따라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를 각각 정리(S1408)하며 해당계좌별로 실제의 결제(S1409)~(S1412)가 이

루어지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방법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16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된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들 중, 주전산기(700)가 외부망 접속허브(600)로부터의 결제정보

를 참조한 결과, 타행 계좌 이체와 같은 타 은행과의 거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정보(S706)를 주전산기(700

)가 지불게이트웨이(900)로 전송하여 해당 은행의 승인(S707)을 획득한 후, 상기 결제정보 및 결제금액(S705)을 주

전산기(700)가 공용계좌에 정리(S708)하는 단계, 상기의 정리(S708)단계에 이어 주전산기(700)가 공용계좌(1900)

로부터 결제 내역과 금액 등의 정보에 따라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를 각각 정리(S1408)하며 해당계좌별로 실제의 결

제(S1409)~(S1412)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방법

청구항 19.
16항에 있어서, 다른 은행의 전산기(1000),(1200),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 연결되는 카드 결제단말기, 기타 

허가된 금융거래기관의 전산망들로부터 결제요청(S711)이 발생하는 단계, 상기 결제요청(S711)을 접수한 주전산기(

700)가 상기 결제요청(S711)이 발생된 전산기나 단말기로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계좌데이터 요구(S712)를 

보내는 단계, 상기 결제를 요청한 기기가 계좌번호(S713) 등의 계좌데이터를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주전산기(

700)로 보내는 단계, 상기 계좌번호(S713) 등의 계좌데이터를 받은 주전산기(700)가 계좌번호의 구분에 의해 연동계

좌임을 판독하여 연동계좌번역기(1400)로 계좌번호를 전달(S1420)하는 단계, 상기 계좌번호를 전달(S1420)받은 연

동계좌번역기(1400)가 해당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들을 주전산기에 각각 연결(S1421), (S1422), (S1423), (S1424)

하는 단계, 상기 단계에 이어, 주전산기(700)가 결제를 요청한 기기로부터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결제기기의 

가입번호 및 결제금액(S715) 등을 연동계좌번역기(1400)로 전달(S1425)하는 단계, 상기 단계에 이어, 연동계좌번역

기(1400)가 지불게이트웨이(900)로부터의 결제 정보 중에서 해당 결제 대상이 해당 지불대상특정계좌에 부합되는 

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단계에서, 해당 결제 대상이 해당 지불대상특정계좌에 부합되는 경우, 연동계좌번역기(140

0)가 승인여부를 주전산기(700)로 전송(S1426)하는 단계, 주전산기(700)가 상기 승인여부를 지불게이트웨이(900)로

전송(S716)하고 결제 내역과 금액 등의 정보를 공용계좌에 정리(S717)하는 단계, 상기의 정리(S717)단계에 이어 주

전산기(700)가 공용계좌(1900)로부터 결제 내역과 금액 등의 정보에 따라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를 각각 정리(S1427

)하며 대표계좌 및 연동계좌들 중 해당계좌별로 실제의 결제(S1428)~(S1431)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용

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방법

청구항 20.
19항에 있어서, 연동계좌번역기(1400)가 지불게이트웨이(900)로부터의 결제 정보 중에서 해당 결제 대상이 해당 지

불대상특정계좌에 부합되는 지의 판단은, 연동계좌 번역기(1400)가 관리하는 가입자의 대표계좌(1500)와 하나 이상

의 연동계좌들의 계좌번호에 가입 금융기관이 부여한 계좌특정코드와 지불게이트웨이(900)를 통해 전달되는 결제정

보내의 결제 단말기의 번호, 고유코드 등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방법

청구항 21.
16항에 있어서, 인터넷 서버(200)를 경유하여 연결된 단말기(100), 유무선전화(300)의 DTMF 수단 등을 이용한 결

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ARS서버(400), ATM단말기(500), 창구 단말기 등이 상기 외부망 접속허브(600)에 연결되

어 있고. 상기 단말기(100), 유무선전화(300) 및 ARS서버(400), ATM단말기(500), 창구 단말기들을 이용해 상기 대

표계좌와 연동계좌의 서비스를 상기 공용계좌(1900)를 통해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

좌 결제 방법

청구항 22.
20항에 있어서, 상기 대표계좌와 연동계좌의 서비스는, 연동계좌의 개설, 가입계좌의 연동, 연동계좌안내, 연동계좌

조회, 연동계좌입금, 연동계좌출금 등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용계좌를 통한 연동 계좌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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