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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결제 선보인 마스터카드, NFC 결제 확대 나선 비자*
○ 2011 년 5 월 마스터카드는 구글지갑 제휴 참여와 함께 QR 코드 및 동작인식을 이용한
결제 플랫폼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음
- 발표 당시는 구글지갑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만큼 마스터카드가 씨티뱅크 및 스프
린트와 함께 구글의 모바일 지갑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부각
- 그러나 마스터카드 랩스가 함께 선보인 QkR 플랫폼은 매스마켓의 가능성이라는 측면
에서 구글지갑보다 더욱 앞선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마스터카드가 향후 모바일 결제
를 위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
- QkR(큐크알) 플랫폼은 QR 코드, 동작 인식, 터치 및 사운드의 이용을 조합한 것으로,
가령 레스토랑의 테이블 위에 QR 코드가 부착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의자에 앉아 원
격으로 NFC 기술을 이용해서 주문한 후, 동작 인식으로 스크린 기반의 프로세스를
통해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음
- QkR 은 또한 TV 광고의 사운드 신호를 감지한 후 사용자가 광고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줌
○ 마스터카드는 1 월 말부터 호주의 프리미엄 극장에서 QkR 플랫폼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 발표
- QkR 모바일 앱을 통한 주문과 결제는 호주 최고급 시네마인 La Premiere Hoyts 와
금융기관인 Commonwealth Bank 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짐
- QkR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모두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좌석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캐닝한 후 음식 선택과 결제를 진행하면 주문된 음식이 자리로 배달됨
- 시범 서비스는 1 월 말 부터 수주일 동안 호주 내 여러 Hoyts 극장에서 진행될 예정
- QR 코드 결제 외에도 마스터카드는 휴대폰 이용자 사이의 P2P 결제 시범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서비스팀(☎ 042-710-1771)과 ㈜크로센트 박종훈 수석 아키텍트(☎ 02-207820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NIPA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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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kR 앱 실행(아이폰, 안드로이드폰) 2) 극장 좌석의 QkR 코드 스캐닝

4) 카트에 넣기

5) 결재하기

3) 메뉴 선택

6) 음식 배달

<자료> MasterCard Worldwide, 2012. 1.

(그림 1) 극장 좌석에서 QkR 앱을 이용한 모바일 구매 및 결제 프로세스

- Commonwealth Bank 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PayPass 단말기에서 NFC 기반 P2P 결제를 처리할 수 있음
○ 한편 비자 역시 CES 2012 를 통해 NFC 결제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전개
- 비자와 비자 유럽은 삼성전자, LG 전자, RIM 의 NFC 지원 스마트폰 기종들에 대해 비
자의 모바일 지불결제 애플리케이션인 ‘페이웨이브(PayWave)’ 시스템의 사용 승인을
발표
- 이번에 승인을 받은 기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S2, LG 옵티머스 NET NFC, 블랙베리
볼드 9900, 블랙베리 볼드 9790, 블랙베리 커브 9360, 블랙베리 커브 9380 등
- 이들 기기는 SIM 카드 기반 NFC 결제 기능이 탑재되고, 기기에 비자 페이웨이브 앱
을 구동시키면 NFC 결제를 이용할 수 있음
- 비자는 이들 기기가 페이웨이브 탑재를 위해 스마트폰과 보안 칩, 비자의 모바일 결제
앱과 호환성 등에 대해 검증 테스트를 거쳤다고 발표
- 이는 보안 문제가 불거진 구글지갑에 대해 비자의 결제가 기술과 보안성 측면에서 신
뢰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분석
- 비자의 이번 승인 조치로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동통신 사업자, 유통업체는 금융기관
과 제휴를 맺음으로써 비자의 모바일 지불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비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페이웨이브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기종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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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체제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 페이웨이브는 전세계 유통업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 NFC 단말기와 호환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비자카드 소지자는 결제 단말기에 휴대폰을 터치
하여 결제를 진행
- 비자는 페이웨이브를 구글과 ISIS(아이시스)에도 로열티 없이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발
표하였으며, 여러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OS 제공업체와 페이웨이브 라이
선스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힘
- 아이시스는 이동통신사들이 주축이 된 NFC 결제 인프라 및 서비스로 2012 년 하반
기에 시범 서비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비자는 애플과도 NFC 결제에 관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애플의 선택에 따라 제휴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
- 애플이 차기 아이폰에서 NFC 기능을 탑재할 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비자에 따르면
페이웨이브 표준에 대해 양사는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애플 역시 비자에 스펙과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고 함
- 비자는 애플이 NFC 결제를 언제 지원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제휴를
통해 진행할지 여부에 따라 협상 채널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
○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적극적 행보와 달리 NFC 결제를 선도적으로 표방한 구글지갑은
보안 등의 이유로 이용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구글지갑은 현재 미국 내 3 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스프린트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하
는 스마트폰 기종도 갤럭시 넥서스 한 종류뿐이어서 확산에 한계를 드러냄
- 갤럭시 S II 의 경우 NFC 기능이 들어가긴 했지만 단말기 기반이 아닌 USIM 기반으
로 구현 방식에 차이가 있어 구글지갑을 사용하지 않음
-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보안상의 요구를 들어 구글지갑 레퍼런스폰인 갤럭
시 넥서스에 구글지갑 기능을 빼달라고 요구
- 버라이즌은 보안 서비스를 강화한 뒤 해당 기능을 구현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ISIS
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제 구글지갑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
- 아이시스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와 LG 전자, RIM, 소니에릭슨, HTC 등 휴대전화 제조
업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세력을 확장시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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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들이 구글의 발목을 잡아야 하는 이유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애플 등 후발주자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구글지갑이 현재 상태로 시
간을 흘려보내게 되면 시장 선점 효과는 전혀 누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Mobile Money Live, 2012. 1. 28 & Fast Company, 2012. 1. 17 & Beta news, 201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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