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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개요 및 특징 
이번 장에서는 INIpay V5.0 INIescrow for PHP™의 기본개념을 설명합니다. 

보안적인 특성 및 INIpay V5.0 INIescrow for PHP™ 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1.1 제품의 개요 

이니페이 전자지불 시스템™은 SSL Web Server 등 부가적인 보안장치 없이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과 INIpay V5.0 PHP 를 통하여 128bit 대칭키, 1024bit 
공개키 구조의 강력한 암호화 및 서명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터넷 
쇼핑을 도와주는 인터넷 지불 솔루션입니다. 

INIpay V5.0 PHP 와  INIpay JAVA 라이브러리를 통해 지불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INIescrow JAVA 라이브러리를 
통해 매매보호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고 결과를 처리합니다. 

결제/취소/현금영수증 관련 기능은 INIpay V5.0 PHP 
매뉴얼(https://www.inicis.com/support_03.jsp)을 참조하기 바라며, 본 문서에서는 
매매보호서비스 배송등록/구매확인,거절/거절확인의 기능에 대한 처리 내용을 
설명합니다. 

1.2 INIpay V5.0 구조와 결제처리 흐름 

 결제요청을 하는 WEB PAGE (HTML & PHP 샘플로 제공됨) 

 최종고객의 PC에 설치되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 

 지불요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웹 애플리케이션(PHP 샘플로 
제공됨) 

 이니시스 PG(Payment Gateway)와 통신하여 실제로 지불을 처리하는 JAVA 
모듈. 

INIpay V5.0 PHP 는 위와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불처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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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pay V5.0 for PHP™ 는 위와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불처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 결제 요청 흐름도 

① 결제 페이지를 호출하면 결제 정보 암호화  및 결제 페이지 위변조 체크를 

위한 RN값을 생성하기 위한 웹 스크립트가 수행된다. 

② PHP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결제 정보 암호화 결과값 및 RN값을 획득하여 

RN값은 웹서버의 세션변수에 세팅한다.  

③ 결제 페이지의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ActiveX Control))이 PC에 

설치된다. 

④ 결제 버튼을 누르면 자바스크립트 호출을 통해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이 

실행됨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에 지불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플러그인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암호화된 지불정보를 

지불페이지(INIsecurestart.php)에 반환하고 종료된다. 

⑤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지불페이지는 기본정보 

및 플러그인에 의해 암호화된 지불정보를 PHP 로 POST 된다. 

⑥ PHP는 HTML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SET 하고 결제 모듈을 호출하여 

지불요청된다. 

⑦ 결제 모듈(INIpay Library)은 이니시스와 통신하여 지불결과를 받아온 다음 

결과를 PHP로 반환한다. 

⑧ PHP는 지불결과를 출력된다. 

 

이니시스에서 제공하는 PHP는 단지 샘플일 뿐이며, 반드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샘플을 참조하여 PHP Code등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웹 브라우저 플러그인 

PHP LIB 이니시스 

① 
② 

③ 
④ 

⑦ 
⑧ ⑤ 

⑥ 

PHP 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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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의 설치파일은 이니시스의 웹서버를 통해 

제공되며, 최종 고객의 PC에 설치됩니다.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과 

관련된 파일은 당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사에서는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의 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이 이니시스와 통신하여 거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십시오.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은 데이터 암호화만 

처리할 뿐, 일반적인 경우 거래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1.3 INIescrow V1.0 (매매보호 서비스) 구조와 
결제처리 흐름 

 에스크로 관련 기능요청을 하는 WEB PAGE (HTML & PHP 샘플로 제공됨) 

 최종고객의 PC에 설치되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 
(구매확인) 

 기능요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웹 애플리케이션(PHP 샘플로 
제공됨) 

 이니시스 PG(Payment Gateway)와 통신하여 기능을 처리하는 JAVA 모듈.  

INIpay V5.0 INIescrow for PHP 는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 에스크로 배송등록/거절확인 흐름도 

① 요청 페이지에 접근하여 각 기능의 필요항목을 입력.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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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별 필요 항목 값을 입력 후 요청 버튼을 선택하여 요청 처리페이지로 

데이터 전달. 

③ PHP는 HTML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Library로 보내 배송등록 또는 

거절확인 요청. 

④ 결제 모듈(INIescrow Library)은 이니시스와 통신 

⑤ Library는 이니시스와 통신하여 결과를 받아온 다음 결과를 PHP로 반환. 

⑥ PHP는 확인 결과를 출력. 

 

그림 3 에스크로 구매확인 흐름도 

① 결제 페이지에 접근하면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ActiveX Control))이 

PC에 설치. 

② 결제 버튼을 누르면 자바스크립트 호출을 통해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이 

실행. 

③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에 구매확인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플러그인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암호화된 결제정보를 구매확인 

요청페이지에 반환하고 종료. 

④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결제페이지는 기본정보 

및 플러그인에 의해 암호화된 결제정보를 PHP로 POST . 

⑤ PHP는 HTML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Library로 보내어 에스크로 구매확인 

요청. 

⑥ 결제 모듈(INIpay Library)은 이니시스와 통신하여 구매확인 결과를 받은 

다음 결과를 PHP로 반환. 

⑦ Library는 이니시스와 통신하여 결과를 받아온 다음 결과를 PHP로 반환. 

⑧ PHP는 확인 결과를 출력.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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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시스에서 제공하는 PHP는 단지 샘플일 뿐이며, 반드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샘플을 참조하여 PHP Code등을 

제작하십시오.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의 설치파일은 이니시스의 웹서버를 통해 

제공되며, 최종 고객의 PC에 설치됩니다.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과 

관련된 파일은 당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사에서는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의 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이 이니시스와 통신하여 거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며, 데이터 암호화만 처리할 뿐, 일반적인 경우 거래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1.4 INIescrow 상태 

 

그림 4 이니에스크로 상태 

 배송등록 

결제완료 상태에서 등록 

 구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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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등록 상태에서 확인 

- 구매확정 : 배송등록, 구매거절 상태에서 가능 

- 구매거절 : 결제완료, 배송등록 상태에서 가능 

 반품확인(거절확인) 

결제완료, 배송등록, 구매거절 상태에서 가능 

 반품거절 

구매거절 상태에서 가능 

 자동구매확인 

결제 완료 후, 정상적인 배송등록이 이루어지고 고객의 구매확인이 

일정기간 수행되지 않을 경우 

1.5 제품의 특징 

이니에스크로 2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공개키 기반의 PKI 보안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통과한 국내의 모든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 시스템 구축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보안수준이며,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된 방식입니다. 

(대칭키 알고리즘 : SEED 128bit, 공개키 알고리즘 : RSA 1024bit)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데이터의 보안뿐만 아니라, 최종 
지불인과 상점이 자신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암호화된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하며, 지불 또는 취소 거래의 부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최종고객의 서명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요청 고객사에만 제공합니다).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데이터 암호화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플러그인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웹서버를 사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아래의 결제수단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ISP (www.virtualcard.co.kr 참조) 

 무통장입금 ( 가상계좌 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2 이니에스크로 (INIescrow) : 이니시스에서 제공하는 매매보호 서비스. INIpay V5.0 INIescrow for PHP™ 



INIpay V5.0 INIescrow for PHP  1. 제품의 개요 및 특징 

Pub. Date: 2008. 3  Page 11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배송정보 등록/변경, 구매확인(확정/거절),  
거절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결제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상점 
웹서버에서 처리됨으로써, PG 사의 CGI 등을 호출하는 방식에 비해 거래의 추적 
및 각종 DB 연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이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래아이디 및 거래내역을 상점이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점이 독자적으로 다양한 DB 작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결제의 모든 통신은 <요청-통보>의 
구조가 아닌 <요청-통보-수신확인-CHKSUM>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 장애에 대처합니다. 이런 구조는 모듈 내부의 망상취소 기능과 
어울러져, 상점에 없는 승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1.6 지불수단 

신용카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카드는 해외카드이용특약을 맺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법인카드 및 직불형 신용카드는 할부이용이 불가합니다. 

ISP(인터넷안전결제) 

신용카드사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확인만으로 결제하는 보다 안전한 결제방식입니다. 이용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청구됩니다.( 현재 비씨카드, 국민카드 지원). 자세한 

내용은 http://www.virtualcard.co.kr 을 참조하십시오. 

실시간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파일, 인증서 등이 설치된 PC에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방식이며, 이용금액은 고객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됩니다. 



1. 제품의 개요 및 특징  INIpay V5.0 INIescrow for PHP 

Page 12  Pub. Date: 2008. 3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사용자가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이용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가상계좌)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대금의 결제시 이니페이 플러그인 또는 

쇼핑몰 결제페이지에서 대금입금을 위한 은행계좌번호(예금주 

이니시스)를 부여받은 후 해당 가상계좌로 물품대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폰뱅킹, PC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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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전 준비 작업 
이번 장에서는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사항과 각종 제한사항, 방화벽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2.1 설치가 가능한 운영체제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PHP 와 JAVA 가 운용될 수 있는 
웹서버 환경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용 PC 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2.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PHP 

1. PHP 5.0  이상 

2. 컴파일시 다음과 같은 옵션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 --with-openssl, --with-libxml-dir, --with-dom, --with-mcrypt, --enable-
sockets ) 

 해당서버에 위의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phpinfo(); ?> 

로 파일을 만들어 웹브라우저에서 불러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위 옵션 적용이 불가능한 상점은 이니시스홈페이지->기술지원-

>자료실 에서 설명을 읽어보시고 다른 버전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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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INIpayTX5.0 외의 버전은 Upgrade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eb Server 

PHP 소스코드가 작동되는 웹서버 (또는 웹 컨테이너) 

DBMS 

거래내역 및 처리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길 원하신다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INIpay V5.0 INIescrow PHP 에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결과 데이터만 제공). 

2.3 하드웨어 요구사항 

일반적인 서버 운영체제의 운용환경에 준하며, 특별한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2.4 방화벽 문제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INIpay V5.0 INIescrow for PHP™)은 
이니시스 PG(Payment Gateway)와의 통신을 위해 TCP Socket 을 사용합니다.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이 PG 와 Socket Connection 을 맺을 때 
사용하는 Remote Port 는 34049 번 Port 이므로 모듈을 설치하려는 시스템이 
방화벽의 안쪽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방화벽에서 아래의 연결에 대해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연결대상 : 203.238.37.3, 203.238.37.15, 203.238.37.16, 203.238.37.25, 
203.238.37.48, 211.219.96.180, 211.219.96.181, 211.219.96.182 

 프로토콜 : TCP 

 포트번호 : 34049 

 연결방향 : OUT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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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연동 확인 
이번 장에서는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INIpay V5.0 INIescrow for 
PHP™)의 다운로드, 설치, 설치 후 확인작업 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INIpay V5.0 for PHP™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3.1 설치 

INIpay5000_INIescrow_PHP.tar.gz 또는 INIpay5000_INIescrow_PHP.zip 의 압축을 
풀어 설치합니다. 이때, 설치디렉토리의 절대 경로를 확인 합니다. INIpay V5.0 
INIescrow for PHP™의 결제 연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파일과 디렉터리가 
생성됩니다. 

 

 lib : INIpay 암복호화 및 결제에서 사용하는 library 파일. 

 key : 각종 키파일이 위치합니다. 이 파일들은 데이터 암복호화 및 서명에 
사용됩니다. 

 log : 각 기능별, 상점아이디별, 날짜별로 로그가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log 
로 쓰기권한 주시기 바랍니다. 

 sample : HTML, PHP Sample이 위치하는 폴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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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일 / 디렉터리 권한 

Window 계열 운영체제는 IUSR_HOSTNAME 이라는 계정이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이 권한을 조정해주십시오.  

해당 폴더 선택, 마우스 오른버튼 클릭 후 "등록정보"(XP는 "속성") -> "보안" 탭. 

 설치경로\key와 하위 폴더/파일 

- IUSR_HOSTNAME 이 접근/읽기/쓰기 권한을 가지도록 조정 

 설치경로\log 

- IUSR_HOSTNAME 이 접근/읽기/쓰기 권한을 가지도록 조정 

UNIX/LINUX 계열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은 접근 권한 설정을 합니다. 

 설치경로\key와 하위 폴더/파일 

- chmod –R 755 key 접근/읽기/쓰기 권한을 가지도록 조정 

 설치경로\log 

- chmod –R 755 log 접근/읽기/쓰기 권한을 가지도록 조정 

 

설치 Directory는 절대 Web으로 접근할수있는 경로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Sample 폴더가 Web 접근폴더에 위치하는것은 관계없으나, 그 외 폴더 

(key, log) 는 보안상 절대 Web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key와 log 디렉토리는 동일한 경로에 위치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니시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 www 폴더 하위, public_html 폴더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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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후 초기 테스트 
설치 후, 상점 프로세스와의 연동이나 실제 서비스 전환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장은 이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테스트를 수행하시고 코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 기술지원팀(ts@inicis.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4.1 용어 설명 

상점아이디 (= Merchant ID, MID) 

(주)이니시스에 등록된 모든 상점은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10자리의 

상점아이디를 가지며, (주)이니시스의 결제시스템은 상점아이디를 통해 

상점을 구분하여 거래를 처리합니다. 결제 시스템 초기 설치 시에는 

테스트용 상점아이디(INIpayTest)로 모든 설정이 초기화되어 있으며,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용 테스트 

상점아이디는(INIescrow0)으로 초기 설정됩니다. 추후 실 서비스를 

적용시에는 (주)이니시스로부터 발급받은 상점아이디를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INIpay V5.0 INIescrow for PHP™)에 상점아이디 

등록을 하십시오.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시스템이 최초 설치된 상태에서는 이미 
테스트용 상점 아이디 INIescrow0 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설치 즉시, 테스트를 진행하십시오. 

거래아이디 (=Transaction ID, TID, 거래번호) 

결제 시 생성된 고유의 거래번호입니다. 총 40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래의 오류추적, 조회, 취소, 배송등록(판매자), 구매확인(구매자), 
거절확인(판매자) 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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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pay + 결제수단) + 10자리 MID + YYYYMMDDHHMMSS + 6자리 

일련번호 

4.2 웹 서버 준비 

웹 서버에서 {설치경로}/sample 디렉터리의 파일들을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Context 설정합니다. 설정 방법은 각 웹 서버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예) {설치경로}/sample 디렉터리를 INIPAY 라는 이름으로 웹 Context 를 설정. 

http://localhost/INIPAY/index.html 로 최초 결제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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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파일 구조 

index.html 초기화면, 데모를 위한 기능 나열 페이지 

INIescrow_delivery.html 이니에스크로 배송등록 요청 샘플 [판매자] 

INIescrow_delivery.php 이니에스크로 배송등록 처리 샘플 [판매자] 

INIescrow_confirm.html 이니에스크로 구매확인 요청 샘플 [구매자] 

INIescrow_confirm.php 이니에스크로 구매확인 처리 샘플 [구매자] 

INIescrow_denyconfirm.html 이니에스크로 거절확인 요청 샘플 [판매자] 

INIescrow_denyconfirm.html 이니에스크로 거절확인 처리 샘플 [판매자] 

INIsecurestart.php 위변조 체크 결제요청 샘플  

[INIpay V5.0 for PHP™ 매뉴얼을 참조] 

INIsecureresult.php 위변조 체크 결제처리 결과 샘플 

[INIpay V5.0 for PHP™ 매뉴얼을 참조] 

INIcancel.html 결제취소요청 샘플 

[INIpay V5.0 for PHP™ 매뉴얼을 참조] 

INIcancel.php 결제취소처리 샘플 

[INIpay V5.0 for PHP™ 매뉴얼을 참조] 

INIreceipt.html 현금영수증 요청 HTML 샘플 

[INIpay V5.0 for PHP™ 매뉴얼을 참조] 

INIreceipt.php 현금영수증 처리 PHP 샘플 

[INIpay V5.0 for PHP™ 매뉴얼을 참조] 

childwin.html “처리중…”을 표시하는 CHILD WINDOW HTML 샘플 

4.4 이니에스크로 기능 테스트 

① 웹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INIPAY/index.html 페이지를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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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 테스트를 위해 세 버튼 중 “지불요청”을 클릭합니다. 

지불요청(INIsecurestart.php)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위변조 체크 정보를 

설정하고 필요항목 확인 및 결제 요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③ 결제 요청 정보 확인/입력 후 "지불" 버튼을 누르면 이니페이 플러그인 

128™이 기동되면서 지불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④ 매매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주민번호,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지불방법을 선택한 다음 결제 정보를 기입하고 “확인”을 

눌러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모듈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⑤ 정상적으로 지불결과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⑥ 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되고, 결제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이니에스크로 

배송등록 절차가 진행 됩니다. 배송등록은 판매자가 행합니다. 

⑦ 배송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구매자 구매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는 구매확정 또는 구매거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⑧ 구매자가 구매확인 단계에서 거절을 했을 경우 판매자는 거절확인을 

수행합니다. 판매자 가 구매자의 구매거절을 승낙한 시점에 결제취소가 

자동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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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니에스크로에서 배송등록, 구매확인, 거절확인의 기능 수행 시 반드시 

결제승인 거래아이디(TID)를 필수 정보로 사용합니다. 

 취소/조회 테스트를 위해 거래번호(TID)를 기록해 두십시오.  

 

테스트 거래도 카드사에 승인은 존재합니다. 테스트용 상점아이디로 

요청한 거래라고 해서 별도의 처리 등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니시스가 별도의 카드사 매입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 

소유주에게 청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테스트 후 아래의 “취소” 설명에 따라 취소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 

취소요청을 수행합니다. 

4.5 취소 

INIpay V5.0 INIescrow for PHP™ 시스템에서는 취소 행위를 할 수 상태가 결제 
후 배송등록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까지 입니다. 그 밖의 구매거절 상태에서는 
판매자가 거절확인을 완료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결제취소가 행해집니다. 

취소는 샘플페이지 index.html 에서 [결제취소] 선택하여 호출된 페이지에 취소를 
원하는 거래아이디(TID)를 입력합니다. 

취소 요청 결과정보로써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합니다. 

4.6 로그 확인 

INIpay V5.0 INIescrow for PHP™는 전 거래(지불, 취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배송등록, 구매확인, 거절확인 등)의 요청 행위를 각각 로그 파일에 기록합니다. 

로그 위치는  {설치경로} 3 /log 하위에 요청 유형별, 상점아이디별, 날짜별로 
기록됩니다. 

예) {설치경로}/log/INIsecurepay_[상점아이디]_yyyymmdd.log : 결제승인 로그 

{설치경로}/log/INIcancel_[상점아이디]_yyyymmdd.log : 승인취소 로그 

                              

3 {설치경로} : INIpay 설치디렉토리 및 “inipayhome” 필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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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경로}/log/INIescrow_[상점아이디]_yyyymmdd.log : 이니에스크로 

기능요청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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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보호 서비스 기능연동 
결제 처리를 위한 PHP Sample (INIsecurepay.html, INIsecurestart.php, 
INIsecureresult.php, INIcancel.html, INIcancel.php, INIreceipt.html, 
INIreceipt.php )은 INIpay V5.0 for PHP™ 매뉴얼을 참조 하십시오. 기 INIpay V5.0 
for PHP™ 시스템을 이용 중이라면 이니에스크로 관련 기능 연동만 추가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이니에스크로 매매보호 서비스 관련 기능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5.1 에스크로 배송등록 (INIescrow_deliver) 

이니에스크로 배송등록은 고객이 결제를 완료한 상태에서 설정가능하며, 
판매자인 상점측에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 배송을 
할 때 수행/등록합니다. 

5.1.1 배송등록 요청 (INIescrow_delivery.html) 

 <input type=hidden name=mid value="INIescrow0"> 

- 계약시 부여된 MID 4정보를 설정합니다. 

- 본 페이지에서 설정된 MID정보는 INIescrow_delevery.php 의 MID 
정보에 반영됩니다. 

 <input type=text name=tid size=45 maxlength=40 
value="INIphpISP_INIpayTest20071017195617953925"> 

- 결제 승인시 생성된 거래아이디, TID를 설정합니다. 

- 본 페이지에서 설정된 MID정보는 INIescrow_delevery.php 의 TID 
정보에 반영됩니다. 

그 밖의 배송등록 정보는 샘플에 설정된 값들의 양식을 따라, 실 데이터를 
설정합니다.(샘플참조) 

                              

4 MID : Merchant Identification의 약자로 이니시스와 계약할 때 부여된 고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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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배송등록 요청 필드 정보 

필드명 설명 ValType MaxLan 

tid [필수] 취소할 거래의 거래아이디 String 40 

mid [필수, hidden] 상점아이디. 실 서비스시에는 

발급받은 아이디로 변경. 

String 10 

oid [필수] 상점 거래 주문번호 String  

EscrowType [필수] 에스크로 등록형태. 

등록:I, 변경:U 

String  

invoice [필수] 운송장번호 String  

dlv_name [필수] 배송등록자 String  

dlv_exCode [필수] 택배사코드 String  

dlv_exName [필수] 택배사명 String  

dlv_charge [필수] 배송비 지급형태 

SH : 판매자부담, BH : 구매자부담 

String  

dlv_invoiceday [필수] 배송등록 확인일자 String  

sendName [필수] 송신자 이름 String  

sendPost [필수] 송신자 우편번호,  

구분자 없이 

String  

sendAddr1 [필수] 송신자 주소 1 String  

sendAddr2 송신자 주소 2 String  

sendTel [필수] 송신자 전화번호 String  

recvName [필수] 수신자 이름 String  

recvPost [필수] 수신자 우편번호,  

구분자 없이 

String  

recvAddr [필수] 수신자 주소 1 String  

recvTel [필수] 수신자 전화번호 String  

goodsCode 상품코드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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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상품명 String  

goodCnt 상품수량 String  

price [필수] 상품가격 String  

reserved1 상품상품옵션 1 String  

reserved2 상품상품옵션 2 String  

reserved3 상품상품옵션 3 String  

5.1.2 배송등록 처리 및 결과확인 (INIescrow_delivery.php) 

 Iniescrow.SetField ("inipayhome", "/usr/local/INIescrow50/WEB-INF"); 

- INIescrow 모듈이 설치된 홈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key,log 디렉토리가 위치한 절대경로를 의미합니다. 

 iniescrow.SetField ("admin", "1111"); 

- 키파일을 발급받으실 때 통보받은 키패스워드를 설정해주십시오. 

 iniescrow.SetField ("mid", $mid); 

- 앞 페이지에 설정된 MID5를 전달 받아 설정합니다. 

 iniescrow.SetField("type", "escrow");  // 고정 

- type 거래유형을 escrow 로 설정합니다. 

 iniescrow.SetField("escrowtype ", " dlv ");  // 고정 

- escrowtype 거래유형을 dlv, 배송등록으로 설정합니다. 

그 밖의 배송등록 요청 설정정보는 샘플에 설정된 값을 참조하여, 실 데이터로 
설정합니다.(샘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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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배송등록 처리결과 필드 정보 

필드명 설명 

ResultCode 처리결과 코드. 00:성공,01:실패 

ResultMsg 처리결과 내용. 상세코드표시. 

ResultDate 처리 일자. 형식은 YYYYMMDD 

ResultTime 처리 시각. 형식은 hhmmss 

5.2 에스크로 구매확인 (INIescrow_confirm) 

이니에스크로 구매확인은 고객이 결제를 완료하고, 배송등록이 이뤄진 상태에서 
설정가능하며, 구매자가 구매확정 또는 구매거절을 선택합니다.  

매매보호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구매확정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5.2.1 구매확인 요청 (INIescrow_confirm.html) 

 <input type=hidden name=mid value="INIescorw0"> 

- 계약시 부여된 MID 6정보를 설정합니다. 

- 본 페이지에서 설정된 MID정보는 INIescrow_confirm.php 의 MID 
정보에 반영됩니다. 

 <input type=text name=tid size=45 maxlength=40 
value="INIphpISP_INIescrow020071017195617953925"> 

- 결제 승인시 생성된 거래아이디, TID를 설정합니다. 

- 본 페이지에서 설정된 MID정보는 INIescrow_confirm.php 의 TID 
정보에 반영됩니다. 

                              

6 MID : Merchant Identification의 약자로 이니시스와 계약할 때 부여된 고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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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설명 ValType MaxLan 

tid [필수] 취소할 거래의 거래아이디 String 40 

mid [필수, hidden] 상점아이디. 실 서비스시에는 

발급받은 아이디로 변경. 

String 10 

paymethod [hidden] 설정불가, 플러그인필드   

encrypted [hidden] 설정불가, 플러그인필드   

sessionkey [hidden] 설정불가, 플러그인필드   

version [hidden] tx버전정보, 고정   

clickcontrol [hidden] 설정불가, 플러그인필드   

acceptmethod [hidden] 설정불가, 플러그인필드   

5.2.2 구매확인 처리 및 결과확인 (INIescrow_confirm.php) 

 Iniescrow.SetField ("inipayhome", "/usr/local/INIescrow50/WEB-INF"); 

- INIescrow 모듈이 설치된 홈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key,log 디렉토리가 위치한 절대경로를 의미합니다. 

 iniescrow.SetField ("admin", "1111"); 

- 키파일을 발급받으실 때 통보받은 키패스워드를 설정해주십시오. 

 iniescrow.SetField ("mid", $mid); 

- 앞 페이지에 설정된 MID7를 전달 받아 설정합니다. 

 iniescrow.SetField("type", "escrow");  // 고정 

- type 거래유형을 escrow 로 설정합니다. 

 iniescrow.SetField("escrowtype ", "confirm");  // 고정 

- escrowtype 거래유형을 confirm, 배송등록으로 설정합니다. 

 iniescrow.SetField("encrypted",$encrypted); 

- 플러그인에서 전달받은 정보 설정합니다. 

 iniescrow.SetField("sessionkey",$sessionkey); 

- 플러그인에서 전달받은 정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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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설명 

ResultCode 처리결과 코드. 00:성공,01:실패 

ResultMsg 처리결과 내용. 상세코드표시. 

CNF_Date 구매확정일 경우, 처리 일자. 형식은 YYYYMMDD 

CNF_Time 구매확정일 경우, 처리 시각. 형식은 hhmmss 

DNY_Date 구매거절일 경우, 처리 일자. 형식은 YYYYMMDD 

DNY_Time 구매거절일 경우, 처리 시각. 형식은 hhmmss 

5.3 에스크로 거절확인 
(INIescrow_denyconfirm) 

이니에스크로 거절확인은 고객이 구매확인에서 거절을 결정했을 때, 판매자가 
확인하는 단계의 기능입니다. 판매자가 거절확인을 처리하게되면 결제는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취소 행위는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5.3.1 거절확인 요청 (INIescrow_denyconfirm.html) 

 <input type=hidden name=mid value="INIescorw0"> 

- 계약시 부여된 MID 8정보를 설정합니다. 

- 본 페이지에서 설정된 MID정보는 INIescrow_confirm.php 의 MID 
정보에 반영됩니다. 

 <input type=text name=tid size=45 maxlength=40 value="[거래아이디,TID]"> 

- 결제 승인시 생성된 거래아이디, TID를 설정합니다. 

- 본 페이지에서 설정된 MID정보는 INIescrow_confirm.php 의 TID 
정보에 반영됩니다. 

 <input type=text name=dcnf_name size=17 maxlength=30 
value="[거절확인자]"> 

- 구매거절요청에 대한 거절확인 처리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8 MID : Merchant Identification의 약자로 이니시스와 계약할 때 부여된 고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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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설명 ValType MaxLan 

tid [필수] 취소할 거래의 거래아이디 String 40 

dcnf_name [필수] 거절 확인 처리자 String  

mid [필수, hidden] 상점아이디. 실 서비스시에는 

발급받은 아이디로 변경. 

String 10 

5.3.2 거절확인 처리 및 결과확인 
(INIescrow_denyconfirm.php) 

 Iniescrow.SetField ("inipayhome", "/usr/local/INIescrow50/WEB-INF"); 

- INIescrow 모듈이 설치된 홈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key,log 디렉토리가 위치한 절대경로를 의미합니다. 

 iniescrow.SetField ("admin", "1111"); 

- 키파일을 발급받으실 때 통보받은 키패스워드를 설정해주십시오. 

 iniescrow.SetField ("mid", $mid); 

- 앞 페이지에 설정된 MID9를 전달 받아 설정합니다. 

 iniescrow.SetField("type", "escrow");  // 고정 

- type 거래유형을 escrow 로 설정합니다. 

 iniescrow.SetField("escrowtype ", " dcnf");  // 고정 

- escrowtype 거래유형을 dcnf, 거절확인으로 설정합니다. 

필드명 설명 

ResultCode 처리결과 코드. 00:성공,01:실패 

ResultMsg 처리결과 내용. 상세코드표시. 

DCNF_Date 처리 일자. 형식은 YYYYMMDD 

DCNF_Time 처리 시각. 형식은 hhmm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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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그 파일 
INIpay V5.0 for PHP ™는 거래의 전 과정을 로그 파일에 기록하여 각종 오류 
추적 및 조치에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로그는 {설치경로}/log 에 
생성됩니다. 

예) 로그 파일 위치  : /usr/local/INIescrow50/log 

1. 결제요청 : INIsecurepay_[상점아이디]_yyyymmdd.log : 위변조 체크 

설정 및 결제승인 로그 

2. 결제취소 : INIcancel_[상점아이디]_yyyymmdd.log : 결제 취소 요청에 

대한 로그 

3.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 INIreceipt_[상점아이디]_yyyymmdd.log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로그 

로그 폴더는 그 크기가 계속 커지므로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주십시오. 

PHP File Code 의 내용 중 inipay.SetField("debug", "true"); 는 로그모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true" 로 설정시 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로그가 기록되며, 
inipay.SetField("debug", "false"); 로 설정시 간단한 로그 기록모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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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 서비스를 위한 작업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상점아이디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이니시스로부터 상점아이디 및 키파일을 발급받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런 상점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7.1 상점 등록 

1. 이니시스와 계약 체결 후 다음의 내용을 발급 받습니다. 

A. 10자리 상점 아이디 (대소문자 구분) 

B. key file 3개 (keypass.enc, mcert.pem, mpriv.pem) 

C. key password (숫자 4자리) 

2. 이니페이 설치경로(INIpay[버전번호])에 있는 하부폴더중 “key” 폴더에 발급받은 

상점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의 디렉터리를 만듭니다(대소문자 유의). 

예) /usr/local/INIescrow50/key/[상점아이디] 

3. 발급받은 파일 3개를 2.에서 만든 폴더에 복사합니다. 

예) /usr/local/INIescrow50/key/[상점아이디]/ keypass.enc 

    /usr/local/INIescrow50/key/[상점아이디]/ mcert.pem 

    /usr/local/INIescrow50/key/[상점아이디]/ mpriv.pem 

    /usr/local/INIescrow50/key/[상점아이디]/ readme.txt (키파일 관련 정보를 

기록한 파일, 키파일은 아니지만 해당 디렉토리로 복사하기를 권장합니다.) 

7.2 HTML/PHP 변경 

1. 결제요청 페이지 – INIsecurepay.html 

mid 필드의 값을 등록한 상점의 아이디로 교체합니다. 

2. 결제요청 처리페이지 – INIsecurestart.php, INIsecureresult.jsp 

INIpay.SetField ("admin", "1111");  에서 “1111” 대신 발급받은 키패스워드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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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모듈 라이브러리 “classpath” 환경변수 설정 후 Web Server 엔진 재시작합니다. 

각 웹 서버 마다 클래스패스가 잡히는 약속된 위치가 있으며, 해당 경로에 

INIpay50.jar 및 함께 배포된 *.jar 라이브러리를 복사합니다. 

A. 예) Tomcat : tomcat_home/webapps/INIpay50/WEB-INF/lib/INIpay50.jar 를 

비롯한 *.jar 

B. 예) Weblogic : ~/application/INIpay50/WEB-INf/lib/INIpay50.jar 를 비롯한 *.jar 

C. 예) jdk 에 반영할 경우 : jdk_home/jre/lib/ext/INIpay50.jar 를 비롯 한 *.jar 

 

동일이름과 버전을 갖는 jar 파일이 존재할 경우, 기 라이브러리(.jar)를 

이용을 하거나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십시오. 

7.3 복수 상점 운영 

INIpay V5.0 for PHP™는 서로 다른 계약, 정산이 가능한 복수의 상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INIpay V5.0 for PHP™로 여러 개의 상점 아이디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니시스로부터 다음을 발급 받습니다. 

A. 각 상점마다의 10자리 상점 아이디 

B. 각 상점마다의 key file 3개 (keypass.enc, mcert.pem, mpriv.pem) 

C. 공통의 key password : 상점아이디는 달라도 key password는 동일합니다. 

2. 각 상점아이디 마다 “8.1 상점 등록”의 2~ 3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합니다. 

3. 지불 요청페이지의 mid 필드에 거래를 처리할 상점아이디를 설정합니다(통상 

동적처리). 

 

복수 상점으로 운영할 상점아이디들은 모두 키패스워드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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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과코드 및 로그 
모든 트랜잭션에서의 결과 코드는 동일하며, 2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니시스 결제 시스템에서 결과코드라는 용어는 “00”, “01” 

8.1 결과코드 / 상세 코드 

모든 트랜잭션에서의 결과 코드는 동일하며, 2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HP에서 ResultCode 의 변수명으로 반환됩니다). 

00 : 성공 

01 : 실패 

각 요청에서 “성공”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요청 : 지불(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2. 취소요청 : 존재하는 거래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에 대한 등록 완료를 의미합니다. 

4. 에스크로 배송등록 : 배송등록/변경 정보가 정상적으로 배송업체에 전달됐음을 

의미합니다. 

5. 에스크로 구매확인 :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 또는 거절한 내용 정상적으로 

처리됐음을 의미합니다. 

6. 에스크로 거절확인 : 판매자가 구매자의 거절확인에 대해 확인처리한 내용이 

정상처리 됐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코드가 “01”인 경우에는 결과내용에 실패 상세코드가 포함됩니다. 이는 
결과내용 앞에 [XXXXXX]의 형태로 출력되며, 4 자리 혹은 6 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PHP에서 ResultMsg 의 변수명으로 반환됩니다) 

예) [1114 | 카드번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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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코드 및 결과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니시스 홈 에러코드 
조회를 참조하십시오. 

1. [http://www.inicis.com, 이니시스 홈] > [기술지원] > [에러코드 조회] 

2. https://www.inicis.com/faq_09.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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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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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INIpay 결제 플러그인 호출 URL 

환 경 파 일 명 

일반 http://plugin.inicis.com/pay40_sec.js 

OpenSSL사용 https://plugin.inicis.com/pay40_sec_ssl.js 

UNI 코드사용 http://plugin.inicis.com/pay40_sec_uni.js 

OpenSSL, UNI 코드 

사용 

https://plugin.inicis.com/pay40_sec_unissl.js 

A.2.  INIescrow 구매확인 플러그인 호출 URL 

환 경 파 일 명 

일반 http://plugin.inicis.com/pay60_escrow.js 

A.3. Paymethod 

지불수단 이름 키워드 

신용카드(ISP) VCard 

신용카드(안심클릭) Card 

실시간 계좌이체 DirectBank 

무통장입금(가상계좌) VBank 

OK CashBag 포인트 OCBPoint 

핸드폰 HPP 

1588 전화결제 Ars1588Bill 

폰빌전화결제 PhoneBill 

문화상품권 Culture 



INIpay V5.0 INIescrow for PHP  A. 별첨 

Pub. Date: 2008. 3  Page 37 

틴캐시(TeenCash) TEEN 

게임문화 상품권 DGCL 

도서문화 상품권 BCSH 

네이트온 미니뱅크 OABK 

A.4. 카드사코드 

코드 카드사 이름 코드 카드사 이름 

01 외환 03 롯데 

04 현대 06 국민 

11 BC 12 삼성 

13 LG 14 신한 

15 한미 16 NH 

17 하나 SK 카드   

21 해외비자 22 해외마스터 

23 JCB 24 해외아멕스 

25 해외다이너스   

A.5. 카드 발급사(은행) 코드 

코드 카드사 이름 코드 카드사 이름 

02 한국산업은행 03 기업은행 

04 국민은행 (주택은행) 05 외환은행 

07 수협중앙회 11 농협중앙회 

12 단위농협 16 축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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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조흥은행) 

23 제일은행 25 하나은행 (서울은행) 

26 신한은행 27 한국씨티은행 (한미은행) 

31 대구은행 32 부산은행 

34 광주은행 35 제주은행 

37 전북은행 38 신한은행 

(조흥은행)(강원은행) 

39 경남은행 41 비씨카드 

53 씨티은행 54 홍콩상하이은행 

71 우체국 81 하나은행 

83 평화은행 87 신세계 

A.6. 은행코드 

코드 카드사 이름 코드 카드사 이름 

03 기업은행 04 국민은행 

05 외환은행 07 수협중앙회 

11 농협중앙회 20 우리은행 

23 SC제일은행 31 대구은행 

32 부산은행 34 광주은행 

37 전북은행 39 경남은행 

53 한국씨티은행 71 우체국 

81 하나은행 88 통합 신한은행 

(신한,조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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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벤트 적용 코드 

코드 설명 

1 당사&카드사부담 일반 무이자 할부 이벤트 

12 카드사부담 일반 무이자 + 상점 일반 할인 이벤트 

14 카드사부담 일반 무이자 + 카드번호별 할인 이벤트 

24 카드사부담 일반 무이자 + 카드 Prefix별 할인 이벤트 

A1 상점부담 일반 무이자 할부 이벤트 

A2 상점 일반 할인 이벤트 

A3 상점 무이자 + 상점 일반 할인 이벤트 

A4 상점 무이자 + 카드번호별 할인 이벤트 

A5 카드번호별 할인 이벤트 

B4 상점 무이자 + 카드 Prefix별 할인 이벤트 

B5 카드 Prefix별 할인 이벤트 

C0 당사&카드사부담 특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 

C1 상점부담 특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