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Q 40/00G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1월17일

10-0670779

2007년01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4-0084807 (65) 공개번호 10-2006-0035348

(22) 출원일자 2004년10월22일 (43) 공개일자 2006년04월26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10월22일

(73) 특허권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72) 발명자 비노드조셉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ETRI기숙사 2동 208호

안성호

대전 유성구 신성동 153번지 럭키하나아파트 108동 305호

이경희

대전 유성구 송강동 그린아파트 310동 1106호

김두현

대전 유성구 신성동 대림두레아파트 110동 406호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56) 선행기술조사문헌

1020010067828 1020030089397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이정숙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ＡＴＭ 및 이를 이용한금융서비스 제공방법

(57) 요약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 및 이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방법이 개시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는 정보가 기

록되어 있는 저장매체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고, 출력장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출력한다. 제1금융처리부는 인

식된 저장매체와의 데이터 송수신과정을 수행하여 계좌조회, 예치 및 인출을 포함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네트워

크 접속부는 금융기관서버와 연결되는 ATM망과 접속되어 금융서비스의 수행에 따른 데이터를 금융기관서버로 전송하고,

금융기관서버로부터 처리된 데이터를 수신한다. 제2네트워크 접속부에는 소정의 통신영역내에 진입한 사용자의 무선통신

단말기에 대해 통신경로를 수립하여 무선통신을 활성화하는 엑세스 포인트가 연결된다. 제2금융서비스부는 엑세스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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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통해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와의 데이터 송수신과정을 수행하여 금융서비스, 디지털 토큰 제공서비스 및 V2oIP

서비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고객에게 가장 유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쇄된 토큰과 일회용 현금 디지털 토큰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인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대표도

도 8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 및 자기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데이터의 기록 및 독출이 가능한 저장매체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고, 정보출력장

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출력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인식된 상기 저장매체와의 데이터 송수신과정을 수행하여 계좌조회, 예치 및 인출을 포

함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금융처리부;

금융기관에 구비된 금융기관서버와 연결되는 ATM망과 접속되어 상기 제1금융처리부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수행에 따른

데이터를 상기 금융기관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금융기관서버로부터 처리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제1금융처리부에 전

달하는 제1네트워크 접속부;

소정의 통신영역내에 진입한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에 대해 통신경로를 수립하여 무선통신을 활성화하는 엑세스 포인

트가 연결되는 제2네트워크 접속부; 및

상기 제2네트워크 접속부에 연결되어 있는 상기 엑세스 포인트를 통해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와의 데이터 송수신과정

을 수행하여 상기 금융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한 디지털 토큰 제공서비스 및 공중 인터넷 접속을 포함하는

V2oIP 서비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금융처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엑세스 포인트는 자신의 통신영역내에서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가 감지되면 상기 감지된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

기에 인스톨되어 있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활성화시키며, 상기 모바일 에이전트는 상기 제2금융서비스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목록을 상기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금융처리부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인식된 상기 저장매체와의 데이터 송수신과정을 수행하여 계좌조회, 예치 및 인출을 포

함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처리부; 및

상기 저장매체를 인식시킨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디지털 토큰을 인쇄하여 출력하는 부가서비스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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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지털 토큰에는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는 고유의 디지털 아이디가 부여되며, 상기 디지털 토큰은 공인인증에 의해 제

어되는 해쉬 토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V2oIP서비스는 공중 인터넷 접속, 인터넷 전화, 금융 서비스 고객 관리, 공중 회의 서비스, 멀티미디어 통합 및 문자

메시징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V2oIP 스택 상의 SIP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2금융서비스부가 제공하는 상기 디지털 토큰은 상기 엑세스 포인트가 설치된 장소에 위치하는 식당 및 상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상기 식당 및 상점에 구비된 토큰 리더에 의해 인식되어 검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망 접속장치

를 구비한 ATM.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쇼핑몰을 포함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계좌조회, 예치 및 인출을 포함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TM을 이용하여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ATM에 구비된 엑세스 포인트의 통신영역에 진입한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감지된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에 인스톨되어 있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활성화시켜 상기 무선통신단말기를 통해 상

기 사용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한 디지털 토큰의 제공요청을 문의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로부터 상기 디지털 토큰의 제공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는 디

지털 토큰을 상기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토큰에는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는 고유의 디지털 아이디가 부여되며, 상기 디지털 토큰은 공인인증에 의해 제

어되는 해쉬 토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9.

제 7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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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공중 인터넷 접속, 인터넷 전화, 금융 서비스 고객 관리, 공중 회의 서비스, 멀티미디어 통

합 및 문자 메시징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V2oIP 스택 상의 SIP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상기 사용자의 무선통

신단말기에 대해 V2oIP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10.

제 7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토큰은 상기 엑세스 포인트가 설치된 장소에 위치하는 식당 및 상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상기 식당 및 상점에

구비된 토큰 리더에 의해 인식되어 검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 및 이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공

공장소에 설치되어 부가적인 금융서비스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 및

이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과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은 미국특허번호 제5,796,832호에 개시된 "무선 거래 및 정보 시스템"이다. 미국특허번호

제5,796,832호에 개시된 종래기술은 휴대용 단말기와 접속되어 있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무선 거래 및 정보 시스템이

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단말기는 무선 또는 셀룰러 전화 접속을 통해 금융기관에 연결된다. 거래를 위한 인증을 위해 스마

트카드가 사용되며, 이에 의해 이동 단말의 사용으로 이해 초래될 수 있는 보안문제를 감소시킨다. 이와 달리, 스마트카드

는 인증뿐만 아니라 이용가능한 금액의 보안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시스템은 ATM 네트워크의 기능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의해 통합 시스템을 형성한다.

본 발명과 관련있는 또 다른 종래기술은 미국특허번호 제5,220,501호에 개시된 "은행업무서비스의 원격 제공을 위한 방

법 및 시스템"이다. 미국특허번호 제5,220,501호에 개시된 은행업무서비스의 원격 제공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은 금융 서

비스(즉, 홈뱅킹과 과금)의 원격 설치를 위한 현실적인 시스템과 방법을 포함하며, 사용자기반으로 휴대형 단말을 설치하

는 것을 포함한다. 단말은 다중 선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의 선을 가리키는 복수의 키 및 부가키를 포함한다. 대체로 전

화망과 패킷 데이터망을 통해서 연결되는 단말들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용되는 중앙 컴퓨터 사이에는 접속점이 설치

된다. 중앙 컴퓨터와 단말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는 요청된 금융 서비스(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수령자의 선택

과 금액 그리고 은행계좌번호를 제공한다)와 관련하여 단말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중앙 컴퓨터

는 일반적인 ATM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은행계좌를 차감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특정된 수령자에게 지

정된 금액을 전자적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다. 지불 및 이체는 사전에 또는 일정한 주기로 예약될 수 있

다. 중앙 컴퓨터는 표준 POS 또는 ATM 네트워크 노드로서 사용자의 은행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컴퓨터에 있

어서 어떠한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필요치 않다. 새로운 사용자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기 위해 단말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사용자에게 친숙하며 표준 ATM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몇몇 특징들에 부합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미국특허번호 제5,796,832호에 개시된 무선 거래 및 정보 시스템은 주로 개인적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스마트카드 시스템 및 독립적인 무선 LAN 네트워크의 설계에 관한 것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단말은 금융기관의

서버에 무선 LAN 또는 셀룰러망과 같은 무선방식에 의해 직접 연결되어 있다. 또한, 미국특허번호 제5,220,501호에 개시

된 은행업무서비스의 원격 제공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은 원격 금융 서비스를 위한 고객지향적인 휴대형 단말의 배포를 촉

진한다. 다음으로, 고객지향적인 단말들은 전화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용되는 패킷 데이터망을 통해 은행에 연결

된다. 미국특허번호 제5,220,501호에 개시된 은행업무서비스의 원격 제공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은 ATM의 복사와 간단

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TM 네트워크에의 접속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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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종래기술들은 기존의 은행의 백본망과는 별도의 무선망을 통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가적인 서비스

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이 별도의 단말기를 보유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술한 종래기술에 따르면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은행에 의해 주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ISP의 인터넷 사용증

가를 용이하게 하며, 주요하게는 공공장소에 위치한 사용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통신

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 및 이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은, 전기 및 자기 중 어느 하나

에 의해 데이터의 기록 및 독출이 가능한 저장매체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고, 정보출력장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

를 출력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인식된 상기 저장매체와의 데이터

송수신과정을 수행하여 계좌조회, 예치 및 인출을 포함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금융처리부; 금융기관에 구비된 금

융기관서버와 연결되는 ATM망과 접속되어 상기 제1금융처리부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수행에 따른 데이터를 상기 금융기

관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금융기관서버로부터 처리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제1금융처리부에 전달하는 제1네트워크 접

속부; 소정의 통신영역내에 진입한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에 대해 통신경로를 수립하여 무선통신을 활성화하는 엑세스

포인트가 연결되는 제2네트워크 접속부; 및 상기 제2네트워크 접속부에 연결되어 있는 상기 엑세스 포인트를 통해 사용자

의 무선통신단말기와의 데이터 송수신과정을 수행하여 상기 금융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한 디지털 토큰 제

공서비스 및 공중 인터넷 접속을 포함하는 V2oIP 서비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금융처리부;

를 구비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

공방법은, 쇼핑몰을 포함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계좌조회, 예치 및 인출을 포함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TM을 이

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ATM에 구비된 엑세스 포인트의 통신영역에 진입한 사용자의 무선통

신단말기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감지된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에 인스톨되어 있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활성화시켜 상기

무선통신단말기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한 디지털 토큰의 제공요청을 문의하는 단계; 및 상

기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로부터 상기 디지털 토큰의 제공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는 디지

털 토큰을 상기 사용자의 무선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의해, 전통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쇼핑방식과 금융거래의 방식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 현금 토큰 또는 인

쇄된 현금 토큰의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쇼핑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

하게 설명한다. 한편, 이하의 설명에서 엑세스 포인트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의미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가 설치된 쇼핑몰에서의 서비스 수행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은 쇼핑몰과 같은 공공장소에 종래의 현금자동지급기

(Automated Teller Machine : ATM) 대신에 설치된다. 이와 같은 ATM은 이미 광대역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

하고 있으며, 무선랜은 카페와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매우 대중적인 수단이다. 도 1에는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가 통합된 ATM이 쇼핑몰에 설치된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전형적인 쇼핑몰은 다수개의 상점(110)과 식당

(120)으로 구성된다.

식당(120)에서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사용자(130, 140)는 금융거래가 가능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와 다른 공공 인터넷 서비스들은 은행 ATM 기반에 WLAN 엑세스 포인트를 구현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랩탑 사용자(130) 또는 PDA/스마트폰 사용자(140)는 ATM WLAN 엑세스 포인트에 의해 제공되는 보안 무선 기

반구조를 통해 자신의 계정을 점검하여 WLAN ATM 엑세스 포인트와의 연결을 수립한다. 쇼핑몰에 들어서는 사용자는 제

휴를 맺은 금융기관 네트워크에 의해 일정한 영역내에서 자동으로 감지되고, 일련의 할인토큰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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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쇼핑몰에 입장하는 사용자(130, 140)는 금융기관에 의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특정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해 50%의 특별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용자(130, 140)가 관심있다면 해당되는 상점에서 서

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디지털 토큰을 사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디지털 토큰을 제거한다. 이러한 일련의 서비스는

마케팅과 관련하여 상점의 비용절약을 촉진시키며 금융 기관의 고객 프로파일을 증가시킨다.

유사하게 사용자(130, 140)는 또한 금융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특정한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특별 할인토큰

을 얻을 수 있다. 사용자(130, 140)는 대응되는 식당(120)에서 디지털 음식토큰를 되찾을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돈을 절

약할 수 있고 금융기관과 대응되는 레스토랑의 고객 프로파일을 증가시킬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러한 기반구조

는 금융기관의 운용과 다른 공공 서비스를 구별짓는 높은 보안 통신 래퍼에 의해 운영되는 보안면에서 자체적인 결점을 가

지고 있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LAN 엑세스 포인트와 결합된 은행의 ATM은 몇몇의 고객영역을 책임진다. 이들은 적은

비용으로 금융 기관의 추가적인 고객들에게 가치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들은 또한 기존의 서비스 기반구조에 일련의

서비스들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의 금융 서비스 산업을 가능하게 한다.

몇몇의 항시적 금융 서비스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금융 기관들은 오랬동안 ATM을 이용해 왔다. 이러한 ATM은 항시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백본이다. 본 발명은 저비용으로 부가적인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기

존의 기반구조를 이용한다. ATM은 구현된 엑세스 포인트에 의해 보다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가능케하고자 개량

되어 왔다. 본 발명의 기본적인 구조는 ATM의 내부에 구현된 엑세스 포인트에 주된 관심을 두며, 발명의 이용모델을 나타

낸다. 하나의 엑세스 포인트 또는 복수의 엑세스 포인트가 사용상황에 따라 동일한 ATM상에 통합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일련의 새로운 기술들은 금융기관의 서버에 단절없이 통합되는 새로운 백본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만

들어 낸다. 그러나 기반시설에 대한 중첩적인 비용지출은 사용자와 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와 달리, 공통적으로 이

용가능한 엑세스 포인트 하드웨어가 결합된 은행 ATM은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며, 고객을 증가시

키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금융기관은 현금출금 및/또는 입금에만 사용되는 고가의 기계를 활용할 수 있고 무

선 접속의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도 2는 쇼핑몰에서 디지털 토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구매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ATM에 통합된 엑세스 포인트는 현금의 예치 및 인출만을 위해 개인적으로 접속될 필요가 있다. 개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안 메커니즘을 신뢰하지 않는 개인들은 일회적인 거래만을 위한 현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토큰을 수령하기 위해 ATM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토큰은 디지털 또는 인쇄된 토큰 중 하나일 수 있다. 원격의 사용자는 쇼핑 또는 음식점에서의 음

식 구매를 위해 자신의 PDA, 스마트폰 또는 랩탑 컴퓨터에 디지털 토큰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토큰들은 일회 사용되

고,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없으며, 공인인증에 의해 제어되는 해쉬 토큰들로서 보안성의 향상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WLAN 접속 영역에 진입하면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은 사용자 단말기를 검출하여 인증한

다(S200).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 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구매를 위한 특별한 할인토큰이 필요

한지 여부를 문의한다(S205). 만약 사용자가 토큰 다운로드를 선택하면(S210),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은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한다(S215). PDA, 스마트폰, 임의의 WLAN 장치 등의 사용자 단말기는 수신된 디지털 토큰을 자체에 구비

된 메모리에 저장한다. 토큰의 다운로드시에 사용자는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토큰 또는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토큰의 카테

고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특별판매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자 하는 소매상에 의해 제공되는 일련의 할

인토큰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소매상은 관련된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의해 사용자, 소매상 및 금융 기관 모

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 이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모든 참여자는 이러한 기반구조를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 소매상과 금융 기관은 보다 넓은 고객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광고비 및

영업비가 절감된다.

이후 사용자는 관련되는 소매점에서 해당하는 토큰을 사용한다. 향상된 보안을 위해 토큰은 해당 개인의 디지털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며, 토큰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해당하는 상점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자신의 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소매점이나 레스토랑에서 해당하는 디지털 토큰을 출력하여 제시한다(S220). 그러면

상인은 사용자에게 신분을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후 자신의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와 토큰의 물리

적 이이디를 검증한다(S225). 검증이 완료되면 상인의 단말장치는 제시된 디지털 토큰에 대한 환가를 수행한다(S230). 이

와 달리, 디지털 토큰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상인은 토큰수령을 거부한다.

등록특허 10-0670779

- 6 -



금융기관은 상인이 토큰을 제시하면 자동으로 사용자의 계좌로부터 상인의 계좌로 토큰의 변제비용을 이체한다. 다음 프

로세스에 의해 금융 기관은 고도의 고객 프로파일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보다 많은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

러한 무선 디지털 기술의 결함인 보안에 민감한 사용자는 물리적으로 ATM 엑세스 포인트에 가서 자신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토큰을 프린트하는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인쇄된 토큰의 수령을 선택한(S210) 사용자는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으로 간다. 사용자는 자신의 은행

카드를 ATM에 삽입하고 금융거래를 시작한다(S235). 다음으로, 사용자는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이 제공하는 프

린트 기능을 실행시켜 거래용 할인 토큰을 인쇄한다(S240). 이러한 토큰은 수표처럼 상인에게 제시되며, 이후 S225단계

및 S230단계가 수행된다. 그러므로 거래는 상인이 물리적으로 인쇄된 토큰을 수표와 같이 금융 기관의 창구에 예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디지털 거래와 유사하다. 인쇄된 토큰은 현금과 같이 안전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처리하고 유지하는데

포함되는 전반적인 비용으로 인해 디지털 토큰에 비해 할인율이 낮을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300)은 무선 및 물리적 ATM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본 발명의 핵심요소이

다. 종래의 ATM 사용자는 ATM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직접 접속 서비스(310)를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접속 서비스(310)

는 인출(312), 예치(314) 및 조회(316)와 같은 종래의 은행 서비스에 더하여 토큰 인쇄 서비스(318)를 포함한다.

WLAN 사용자는 무선 접속 서비스(320)를 이용할 수 있다. 무선 접속 서비스(320)는 원격 은행업무(322), 조회(324) 및

일련의 공중 인터넷 전화(VoIP)를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326)를 이용할 수 있다. 공중 인터넷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

스는 인터넷 전화(VoIP), 멀티미디어 회의, 문자메시지, 그리고, 기타 IP 상의 영상 및 음성 서비스(V2oIP)를 포함한다. 무

선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셀 수 없이 많고 확장가능하다. 그리고, 도 3에는 기반구조의 기본 프로파일에만 명칭이

부여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ATM에 구비된 엑세스 포인트는 수개의 ATM 엑세스 포인트들을 백본서버에 상호연결하는 스위치에 접속

된다. 서버팜은 종래의 공중전화망과 비교할 때 유선 광대역 접속을 통해 ATM 엑세스 포인트에 연결되는 금융기관/인터

넷 서비스 제공자 서버(330)로 구성된다. 도 3에서 일반적인 물리적 ATM 사용자, WLAN ATM 사용자 및 네트워크 관리

자를 포함하는 상이한 주체에 대해 명칭을 부여하였다. 도 3에는 사용자 요청, 양방향 데이터/음성 통신 및 보안절차를 포

함하는 상이한 메시지 형태가 예시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은 금융기관의 고객이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무선으로 회의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 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무선통신망 접속장치 및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에 의해 제공되는

V2oIP(Voice·Video over IP)와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는 저비용의 금융 서비스 기반을 이용하는 새로운 영역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낳는다.

도 4는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에 인스톨되는 소프트웨어의 동작 프로파일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영역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무선장치를 인식하면, 사용자의 무선장치에 탑재된 모

바일 에이전트가 활성화된다. 사용자의 무선 장치에서 동작하는 ATM 엑세스 포인트 모바일 에이전트는 세개의 주요 서비

스를 제공한다. ATM 엑세스 포인트 모바일 에이전트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에는 금융 서비스(400), 디지털 토큰 발행

서비스(410) 및 공중 인터넷 접속을 포함하는 V2oIP 서비스(420)가 포함된다. 금융 서비스는 부가적인 서비스 포트폴리

오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에 의해 서비스의 수준이 개선된다. 도 9에는 서비스 스택 구

조와 서비스 다이아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디지털 토큰 발행과 관련된 업무흐름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ATM 엑세스 포인트의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기초하여 물리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V2oIP 서비스(420)를 구동하며,

V2oIP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관련있는 사용자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금융 서비스 고객 관리(425)에 연결된다. 사용

자는 또한 임의의 무선 장치를 사용하여 공중 영상회의 서비스(430)를 요청하기 위해 ATM에 구비된 엑세스 포인트를 이

용할 수 있다. 금융 서비스 고객 관리 시설은 금융 네트워크(440) 상에서 처리되는 반면에 공중 회의 요청 시설은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450) 상에서 처리된다. 이러한 구성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통합은 백본 단위에서

금융 서비스에 안전한 접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백본 네트워크(460) 연결특성은 네트워크의 설계에 달려있다. 본 발

명의 범위는 부가적인 금융 서비스의 이용, 종래의 금융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비금융 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금융 기관

의 고객에게 ATM 엑세스 포인트를 통한 공중 인터넷 서비스의 통합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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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의 프로토콜 스택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ATM 엑세스 포인트 소프트웨어(500)는 직접 접속 사용자와 ATM 엑세스 포인트에 무선으로 접속하는

원격 접속 사용자라는 두개의 상이한 사용자를 제어한다. 도 5에서 시스템의 동작을 보이기 이해 상이한 요소들은 명확하

게 구별된다. 각각의 요소들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스택과 같이 동작하며, 이들의 차이점은 단지 명확성을 위한 것이다. 물

리적 동작 제어부(510)는 다른 서비스 계층(538)에 이어지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의 VoIP 호연결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

스뿐만 아니라 종래의 금융 서비스 동작과 관련된 동작을 제어한다. 또한 물리적 동작 제어부(510)는 종래의 은행 서비스

에 더하여 프린트 토큰을 생성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본 발명에 따른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결합되며, 기본적인

종래의 동작과 구별된다.

종래의 은행 동작은 물리적 동작 제어부에서 수행되며, 조회(512)에 한정되지 않고 예치/인출(514)과 이체(516)를 포함한

다. 나아가, 종래의 ATM과 관련된 동작은 보고서의 생성(518) 및 입출내역의 갱신(520)을 포함한다.

무선 동작 제어부(530)는 기존의 ATM에 추가되는 구성요소이며, 무선 장치 상에서의 조회(532) 및 이체(534)를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500)는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쇼핑을 위한 디지털 토큰을 생성하는 특별한 기능

을 수행한다. 소프트웨어(500)의 스택은 공중 인터넷, 인터넷 전화, 금융 서비스 고객 관리, 공중 회의 서비스, 멀티미디어

통합 및 문자 메시징 등의 일련의 부가적인 서비스(538)를 구비한다. 이러한 서비스들(538)은 ATM 엑세스 포인트에 구현

되어 있는 V2oIP 스택(314) 상의 SIP를 이용하여 제공된다. 또한 소프트웨어(500)의 스택은 보안목적을 위한 디지털 서

명(540)과 멀티미디어 다운로드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542)를 관리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들 서비스(532 내지

544)들은 금융 네트워크(546)와 공중 네트워크(548) 상에서 구현되며, 디지털 토큰 생성 기능(550)이 부가된다. 출납내역

의 갱신(552)은 이어지는 다운로드시 수행된다. 백본의 상호연결성은 도 6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물리적 제어부(560)의 기능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두 개의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무선 거래 관리

부(570)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만 언급된다. 물리적 제어부(560)는 카드입력제어(562)와 보안번호요청(564)을 수

행한다. 무선 거래 관리부(570)는 접근제어(572)와 응용레벨보안(574)을 포함하는 보다 복잡한 보안 절차를 수행한다. 보

안 문맥 및 레벨은 은행 서비스(580) 또는 다른 공중 인터넷 서비스(590) 여부에 기초한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이미 존재하는 저렴한 비용의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스마트폰과 무선랜 장

치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대역폭과 보안성은 이러한 기반시설의 활용에 있어서 제한조건이며, 유비

쿼터스 컴퓨팅을 용이하게 하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망 접속장치 및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에 의해 극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 제어되는 다른 개선된 서비스들은 음악과 영화 다운로드 및 다운로드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포함한다. 이미 구축된 금융 기관의 백본망을 사용하는 종래의 공공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 비용면에서의 이익은 고객에게

주어지므로 관련된 금융 기관의 고객 자산을 증가시킨다.

도 6은 금융 서비스 네트워크와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연결성 및 보안이 제공되는 기초적인 기반구조를 도

시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구조는 장래의 모든 ATM 엑세스를 이용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ATM 엑세스

포인트는 부가적인 보안 무선 접속 레이어(406)를 가진다. 종래의 ATM(600), 상인 금융 장치(610) 및 본 발명에 따른 엑

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620)는 보안 공통 인터페이스(630)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금융 서비스는 금융 네트워

크(635)를 통해 제공되며, 인터넷 서비스(640)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다. 또한, 높은 보안을 위해 호스트 인터페

이스(645), 데이터베이스 엑세스 인터페이스(650) 및 외부 인터페이스(655)가 제공된다. 운영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는

수직적 계층의 보안엔진(660, 665)을 통해 광범위하게 보안이 유지된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외부 인터페이스(655)는

임의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두 거부하는 공중 인터넷 도메인으로부터 외부 접속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한편, 보안구조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사용자는 양방향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은행의 ATM 무선 엑세스 포인트에

접속한다. 첫번째 인증은 사용자의 계좌번호를 포함하며, 두번째 인증은 발전된 무선 LAN 보안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높은

보안채널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 비밀 온라인 거래 번호를 포함한다. 사용자의 단일 해쉬 접속 번호는 RSA ACE/

Server 소프트웨어와 부합하고 양립성과 무결성이 검사되며, 해당 번호가 그 순간 유효하다면 사용자는 네트워크에 접속

할 수 있다. 802.1x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PEAP(Protected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암호화 메커니즘의 사

용에 의해 무선 엑세스 포인트를 통해 네트워크에 접근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는 사용자에게 인증요청을 하도록 한다. 이는

링크의 단절 또는 무결성의 협상에 대한 다중 인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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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칩으로 구현된 본 발명에 따른 ATM 엑세스 포인트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칩(700)은 ATM 엑세스 포인트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향상된 서비스를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

된다. 칩(700)은 종래의 칩과 같이 플래시 메모리와 CPU(710)로 구성되며, 부가적인 보안 엔진(720), V2oIP 엔진(730)

및 I2C 장치에 고속으로 접속하기 위한 플래시 메모리 제어 엔진(740)을 갖는다. 칩(700)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광대역 이

더넷에 접속하는 V2oIP 인터페이스(750)와 RF 안테나(770)가 내장된 RF 인터페이스(760)로 구성된다. 안테나의 수는

ATM 엑세스 포인트 상의 다중 접속 점을 구현하기 위해 추후 증가될 수 있다. 커넥터(780)는 하드웨어 보드에 칩(700)을

연결시킨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800)은 CPU(810), 외부장치 인터페이스부(820), 금융네

트워크/인터넷접속부(840), 디스플레이 장치(850), 직렬 EEPROM(860), 마이크로컨트롤러(870), WLAN 엑세스 포인트

(880)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부(890)를 구비한다.

CPU(810)는 ATM(800)의 전체적인 동작 및 각각의 구성요소의 동작을 제어한다. 외부장치 인터페이스부(820)는 광대역

인터페이스(822), UART(824), 직렬주변장치 인터페이스(826), I2C(828) 및 WLAN 인퍼테이스(830)로 구성된다. 광대

역 인터페이스(822)는 금융 네트워크 및/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연결되는 DSLAM/Cable에 대한 외부 인터페이스

접속을 제공한다. UART(824)에는 디스플레이 장치(850)가 연결된다. 직렬 EEPROM(860)은 직렬주변장치 인터페이스

(826)에 연결되고, 키패드(872) 및 카드 리더(874) 같은 입력 장치는 마이크로컨트롤러(870)를 통해 I2C 인터페이스

(828)에 연결되어 시스템 인터페이스부(890)에 접속된다. WLAN 인터페이스(830)는 WLAN 엑세스 포인트(880)와의 접

속을 위해 제공된다. 이상의 인터페이스는 모두 CPU(810)에 상호접속된다. 다른 종래의 장치들은 EEPROM(892),

DRAM(894) 및 클럭(896)을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에 상호결합된다.

도 9는 완전한 뱅킹 절차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기반구조를 구비한 금융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레벨 통합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를 참조하면, 금융기관과 사용자는 각각의 네트워크 접속수단을 이용하여 보안 공통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기관 네

트워크(920)에 접속한다. 금융기관의 네트워크 접속수단은 브라우저 기반의 판매자(900) 및 뱅킹 어플리케이션(902)를

포함하며,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수단은 POS(Point of Sale)(910), 폰뱅킹(912), 은행 엑세스 포인트(914) 및 모바일뱅

킹(916)을 포함한다. 금융기관 네트워크(920)는 일련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응용 및 사용자 계층 보안(930)

을 포함하는 몇몇 보안 계층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서비스들은 시스템 상호연결 계층(944)을 통해 적당한 요소로의 라우팅과 서비스의 최적화를 수행하는 엔진계

층(942)에서 상호연계되어 처리된다. 이후 금융 서버팜(946)은 이러한 서비스의 상호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서버

팜(950)에 연결된다. 고객 정보(960)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제공하는 다른 보안 정보 계층을 통해 접근된다. 데이터베이

스와 운영시스템 보안(970)은 수직적인 요소이며, 모든 접속에 대해 모든 플랫폼에서 동작하고, 금융 고용자, 금융 기관 고

객 및 다른 사용자로부터의 접속에 따라 달라진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의 외관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1000)은 종래의 ATM 구성요소인 선택버튼(1005), 프

린터(1010), 카드 리더(1015), 스피커(1020), 모니터(1025), 현금출력부(1030), 현금입력부(1035) 및 키패드(1040)를

가지며, 이에 더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엑세스 포인트(1050), 카메라(1060) 및 전화기(1070)를 추가로 구비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을 통해 사용자가 상점에서 디지털 토큰을 사용할 때 자금이체 과정

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스마트폰, PDA 등과 같은 사용자 단말기(1100)를 소지한 사용자는 상인에게 자신의 단말기에 출력된

디지털 토큰을 제시한다. 상인이 소지한 상인 토큰 리더(1110)는 사용자가 제시한 디지털 토큰을 검증하고 상인 토큰을 보

관한다. 사용자 단말기(1100)에 출력된 토큰을 검증한 상인 토큰 리더(1110)는 검증결과를 ATM 호스트(1120)로 전송한

다. 이어서, 금융기관서버(1130)는 ATM 호스트(1120)로부터 전달받은 검증결과를 기초로 사용자 계좌(1140)로부터 상

인 계좌(1150)로 결제금액을 이체한다. ATM 엑세스 포인트(1160, 1170)는 디지털 토큰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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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큰의 발행, 인터넷의 접속 등의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과금업무는 금융기관 서버의 과금수단에 의해 수행된다.

금융기관 서버의 과금수단에서 수행되는 과금 알고리즘은 시간, 사용자 계정의 상태 및 그 당시 이용가능한 판촉행사에 기

초하여 네트워크 제공자 및/또는 금융 기관에 의해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수신된 데이

터의 정확한 양에 기초한 과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나타내지는 않으며, 수신된 데이터의 양과 연결의 지속시간에 의해

응답하는 사용자 장치에서 동작하고 있는 쿠키에 영향을 준다. 과금 알고리즘은 무선 링크의 단절시 기록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기록을 갱신한다. 금융 기관/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영수증의 확인 후에 사용자 계좌로부터 자동으로

사용량을 기입한다. 저렴한 서비스 비용의 신뢰성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당 과금 방법에 의해 금융 기관의 고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객에 대한 특정한 할인정책을 통해 디지털 쇼핑을 촉진시킬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유선망을 통해 금융 기관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ATM 시스템상에 무선 LAN 엑세스 포인트를

구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ATM에 의한 디지털 토큰과 다른 디지털 인쇄 처리를 용이하게 하

며, 무선 사용자들이 서비스 제공자 설비와 통합된 금융 기관 서버와의 원격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엑세스 포인트 ATM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ATM에 통합되는 무선 LAN 엑세스 포인트를 결합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ATM 구조의 간

단한 확장에 중점을 둔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저렴한 기반구조로 은행의 중요 고객을 위한 금융기관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ATM에 연결된 엑세스 포인트를 정의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음식점과 다른 공공장소에서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선택된 소매점에서의 음식구매 또는 쇼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음식

용 토큰 및 다른 구매용 토큰을 인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은행서비스에 대한 연계에 의해 소비자와 상점소유자는

모두 직접적으로 자신의 수입을 금융 기관 계좌에 연계시킬 수 있으며 적은 양의 현금을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절도를

방지하고 상점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

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망 접속장치를 구비한 ATM 및 이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방법에 의하면, 차세대 금융 서비스

와 보안요구에 응답하여 전통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쇼핑방식과 금융거래를 변경시킬 수 있으며, 쇼핑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방지하는 디지털 현금 토큰 또는 인쇄된 현금 토큰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나아가, 사용자는 식사 또는 쇼핑

등을 할 때 자신이 위치한 장소에서 원격 금융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진보된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사용당 과금

방법으로 사용자에 대한 과금을 가능하게 하고 매우 취약한 금융 기관 네트워크에의 무선 접속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멀

티미디어 스택을 구비한 기존의 ATM 구조에 부가되는 V2oIP를 구비한 무선 LAN 엑세스 포인트는 새로운 서비스의 길을

열어준다. V2oIP를 구비한 무선 LAN 엑세스 포인트가 결합된 통합적인 은행 ATM은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의 제공을 촉

진시킨다. 따라서, 금융 기관은 고비용의 ATM 단말기없이 ATM 기반구조당 사용자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가 설치된 쇼핑몰에서의 서비스 수행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쇼핑몰에서 디지털 토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구매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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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에 인스톨되는 소프트웨어의 동작 프로파일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의 프로토콜 스택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금융 서비스 네트워크와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연결성 및 보안이 제공되는 기초적인 기반구조를 도

시한 도면,

도 7은 칩으로 구현된 본 발명에 따른 ATM 엑세스 포인트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의 서비스 스택 구조와 서비스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의 외관을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엑세스 포인트를 구비한 ATM을 통해 사용자가 상점에서 디지털 토큰을 사용할 때 자금이체 과정

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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