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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증권의 환전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각기 다른 전자 화폐 발행자로부터 개별
적으로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전자 화폐와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 포인
트 및 적립금과 같은 전자적 유가 증권을 통합 관리하고, 매입과 매도를 통해 특정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다
른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으로 상호 교환 및 환전하여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단일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으로 인터넷 상의 모든 결제처리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로 하여금 복수의 결제 처리 수단 구축 없이 단일 결제 처리 수단으로 모든 인터넷 상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8

색인어
전자 화폐, 전자 유가증권, 환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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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IC 카드형 전자 화폐 서비스 구성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도 2는 CD형 전자 화폐 서비스 구성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도 3은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가 사용자 PC에 저장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 이다.

도 4는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가 전자 지갑 공급자의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 이다.

도 5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서비스 구성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도 6은 결제 승인형 모바일 전자 화폐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도 7은 비밀 번호 입력형 모바일 전자 화폐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도 8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도 9는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의 전자 화폐 매입부, 전자 화폐 환전부, 전자 화폐 재발행부 등을 통해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단한 흐름도 이다.

도 10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거나, IC 카드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도 11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간단한 예시도 이다.

도 12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도 13은 IC 카드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도 14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CD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거나, CD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도 15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CD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컴퓨터에 가상 CD-ROM 드라이브가 
설치된 경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 이다.

도 16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CD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도 17은 환전된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를 이용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도 18은 CD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도 19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거나, 전자 지값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
폐로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전자 지갑 프로그램이 고객 컴퓨터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

도 20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거나, 전자 지값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
폐로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고객의 전자 지갑 프로그램이 인터넷 상의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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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사용자 PC형 전자 지갑으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도 22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인터넷 서버형 전자 지갑으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도 23은 사용자 PC형 전자 지갑 또는 인터넷 서버형 전자 지갑을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
한 흐름도 이다.

도 24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A)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B)를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
록도 이다.

도 25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도 26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하거나, 모바일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
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도 27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한 후, 이동 통신 요금에 환전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
장 가치가 고객의 이동 통신 요금에서 정산된 경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 이다.

도 28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 29는 모바일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800 :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5 : 전자 화폐 매입부

810 : 전자 화폐 환전부815 : 전자 화폐 재발행부

820 : IC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25 : CD형 전자 화폐 매입부

830 :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매입부835 :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

840 : 모바일 전자 화폐 매입부845 : 전자적 유가증권 매입부

850 : IC 카드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55 : CD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

860 :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65 :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

870 : 모바일 전자 화폐 재발행부875 : 전자적 유가증권 재발행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본 발명은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증권의 환전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각기 다른 전자 화폐 발행자로
부터 개별적으로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전자 화폐와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되는 마일
리지 포인트 및 적립금과 같은 전자적 유가 증권을 통합 관리하고, 매입과 매도를 통해 특정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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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다른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으로 상호 교환 및 환전하여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단일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으로 인터넷 상의 모든 결제처리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모
든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로 하여금 복수의 결제 처리 수단 구축 없이 단일 결제 처리 수단으로 모든 인터넷 상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상의 전자 결제 수단에는 온라인 상에서 통용되는 전자 현금을 발행하여 결제에 이용하는 전자 현금 시스템, 장
표 결제 수단 중의 하나인 수표를 인터넷 상에 구현한 전자 수표 시스템, 인터넷 상의 가상 은행(Cyberbank)을 이용한 
전자 자금 이체 시스템, 그리고 실세계의 신용카드 거래를 인터넷 상에 구현한 인터넷 신용 카드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디지털 컨텐츠 구매와 같은 소액 결제에 가장 적절한 전자 결제 수단은 전자 현금 시스템이며, 본 발명에서 
전자 화폐라 함은 온라인 상에서 발행되고 통용되는 전자 현금을 가리킨다.
    

전자 화폐는 실세계의 화폐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인 저장 가치로 변환한 것으로서, 실세계의 화폐를 이용하
여 전자적 저장 가치로서의 새로운 전자 화폐를 발행한 후, 이것을 전자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전자 화폐는 저장 가치의 저장 위치에 따라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 등이 있으며, 하드웨어형 전
자 화폐는 저장 가치를 IC(Integrated Circuit) 회로상의 메모리나 CD 등에 저장하는 것이고,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는 
고객의 컴퓨터, 인터넷 상의 저장 공간, 또는 무선 통신 단말기와 같은 저장 공간에 저장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다.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는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가 IC 회로상의 메모리나 CD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가치를 읽어
드리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가 널리 보급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하드웨어 장치
를 통해 전자 화폐가 도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는 기존 금융 기관의 자금 이체나 신용 카드 결제 등과 연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가 하나
의 독립된 전자 화폐라기보다는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는 소액 
결제는 물론 기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액 결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십원 단위의 잔액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에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 CD형 전자 화폐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IC 카드 기능과 CD 기능은 물
론, 기존 마그네틱 밴드 기능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카드형 전자 화폐도 등장하고 있다.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는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와 달리 전자 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단말기 등이 필요 없지만, 모
든 결제가 디지털화 된 형태로 처리되기 때문에, 도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수준 보안 시스템이 필요
하다. 따라서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는 고액 결제보다는 위험 부담이 비교적 적은 소액 결제에 주로 이용된다.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에는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모바일 전자 화폐 등이 있으며, 특히 전자 지
갑형 전자 화폐는 전자 지갑의 위치에 따라 개인 컴퓨터형, 서버형, 모바일형 등이 있고, 모바일 전자 화폐에는 결제 승
인형과 비밀번호 입력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는 상기 열거한 바와 같이 10원 단위의 소액 결제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 때문에, 최근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상의 많은 
불편함이 있다. 즉. 대부분의 전자 화폐는 해당 전자 화폐를 취급하는 소수의 판매자, 컨텐츠 제공자, 그리고 인터넷 쇼
핑몰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화폐와 기존 전자 결제 시스템에 비해 범용성이 없다. 물론 전자 화폐 공급자
가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판매자, 컨텐츠 제공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해당 전자 화폐를 통
용되도록 하거나, 표준화된 전자 화폐가 도입된다면 범용성에 별 문제는 없지만, 전자 화폐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전자 
화폐 공급자가 생겨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상기와 같은 전자 화폐의 문제점은 모든 전자 화폐가 표준화되기 전까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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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 입장에서 특정 전자 화폐를 한정된 컨텐츠 제공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전자 화폐가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해 위조나 변조 등의 위험성이 적고, 강력
한 보안 기능에 의해 도난이나 분실했을 경우에도 안전하며, 10원 단위의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자 화폐가 지
니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중의 하나이다.

컨텐츠 제공자나 인터넷 쇼핑몰 입장에서 전자 화폐가 다른 결제 수단보다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고, 빠
르고 확실하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며, 전자 화폐를 이용한 매출 내역을 판매나 재고 관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 
화폐 자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자 화폐가 지속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현재, 인터넷 상에 통용되고 있는 전자 화폐는 상기 열거한 바와 같이, IC 카드형 전자화폐와 CD형 전자 화폐 등과 같
은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와,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그리고 모바일 전자 화폐 시스템 등과 같은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가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C 카드형 전자 화폐는 스마트 카드형 전자 화폐라고도 하며, 두께 0.76mm의 카드 안에 반도체 집적회로가 탑재되어 
있으며, 마그네틱 밴드를 이용하는 기존 자기 카드 보다 많은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은 물론, 집적회로 
안에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메모리, 그리고 보안 모듈 등이 탑재되어 있어 내부 연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IC 카드는 내장된 IC의 종류에 따라 메모리형과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장형이 있으며, 메모리형 IC 카드는 마이크로프로
세서 없이 메모리 안에 보안 모듈을 탑재하고 있는 IC 카드이며, 마이크로프로세서형 IC 카드는 연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IC 카드로서,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
한 복잡한 암호화 모듈이 탑재되어 있다. 메모리형 IC 카드는 카드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보안 모듈을 통해 카드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마이크로프로세서형 IC 카드는 외부 장치와 데이터 통신 기능 
및 연산 기능을 통해 외부 장치를 작동시키거나 암호화 연산을 이용한 고수준 인증 시스템 등에 주로 사용된다.
    

    
IC 카드는 데이터가 읽히는 방법에 따라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있으며, 접촉식은 IC 카드를 카드 판독기에 삽입하여 접
점을 서로 접촉시킨 후, 이 접점을 통해 카드 안의 IC를 구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비접촉식은 
IC 카드가 카드 판독기의 일정 거리 안에 접근하면, 카드 판독기를 통해 IC를 구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판독하는 방식이
다. 특히 비접촉식 IC 카드는 접촉식 IC 카드와 달리 IC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내장된 코일을 
이용해 유도 전류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며, 내부에 포함된 무선 통신 회로를 통해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한다.
    

상기와 같은 IC 카드의 특징을 이용하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는 지정된 은행계좌를 근간으로 IC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
전시켜 온·오프 라인(On/Off Line)의 구매에 사용하며, 카드 사이의 가치 이전 여부에 따라 개방형(Open Loop Sys
tem)과 폐쇄형(Closed Loop System)이 있다.

개방형 IC 카드 전자 화폐는 지정된 계좌에서 IC 카드로 현금이 충전된 후, 발행 기관으로 상환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IC 카드 사이의 가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폐쇄형 IC 카드 전자 화폐는 지정 계좌에서 충전된 현
금이 발행 기관으로 상환 될 때까지 한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IC 카드 사이의 가치 이전이 불가능하다.

도면1은 IC 카드형 전자 화폐 서비스 구성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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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카드형 전자 화폐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자 화폐를 사용하는 고객 측에 IC 카드형 전자 화폐 발행기관, IC 카드 충전 
장치, IC 카드형 전자 화폐 등이 있어야 하며, 판매자 측에 IC 카드형 전자 화폐 단말기. IC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기관 
등이 있어야 하며,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하기 위해 VAN(Value Added Network) 시스템, 결제 중계 기관, 그리고 자
금 정산을 위한 국립 은행 등이 있어야 한다.

고객은 자신의 거래 은행에 IC 카드형 전자 화폐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거래 은행, 즉 발행 기관으로부터 IC 카
드형 전자 화폐를 발행 받은 후, 고객은 현금 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와 같은 금융자동화기기로부터 자신의 지정된 계좌
로부터 전자 화폐를 IC 카드에 충전한다.(11)

상기와 같이 발행 기관의 지정된 계좌로부터 고객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에 가치가 충전되면, 고객은 이것을 이용하여 
해당 IC 카드형 전자 화폐를 수용하는 온·오프 라인의 다양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거나 유료 서비스 또는 컨텐
츠 제공받고, 판매자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 단말기를 통해 이것에 대한 결제를 처리한다.(12)

    
IC 카드형 전자화폐 단말기에는 공중 전화나 인터넷 폰 등에 탑재되어 있는 통신 단말기, 음식점이나 약국과 같은 오프
라인 상점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단말기, 자동 판매기나 티켓 발매기에 탑재되어 있는 특수 단말기, 버스나 지하철에 설
치되어 있는 교통 단말기, 그리고 인터넷 상의 결제를 위해 컴퓨터와 같은 웹 브라우징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 
단말기 등이 있으며, 각각의 단말기는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방법을 통해 고객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에 충전되어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거래 내역을 VAN 시스템을 통해 결제 중계 기관으로 전송한다.(13) VAN은 부가 
가치 통신망이라고 하며, 도면1에서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 단말기와 결제 중계 기관을 연결하는 사설 통신망으로서, 
인터넷과 같은 공중 네트워크에서 VAN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단말기에서 확인한 거래 내역을 결제 중계 기관
까지 안전하게 전달한다.
    

VAN 시스템을 통해 IC 카드형 전자 화폐 단말기로부터 거래 내역을 전송 받은 결제 중계 기관은 거래 내역의 사실 여
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해당 IC 카드형 전자 화폐를 발행한 은행, 즉 고객의 거래 은행과, IC 카드형 
전자 화폐 단말기를 운영하는 판매자의 거래 은행, 즉 가맹점 거래 은행에게 자금 정산 내역을 통지한다.(15)

결제 중계 기관은 상기와 같이 고객 거래 은행과 가맹점 거래 은행에게 자금 정산 내역을 통지한 후, 실제 자금 정산을 
처리하는 국립 은행(=한국 은행)에 자금 정산을 의뢰하고(16), 국립 은행은 결제 중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 거래 
은행으로부터 가맹점 거래 은행으로 결제 중계 기관이 요청한 자금 정산을 처리한다.(17) 자금 정산이 완료되면, 가맹
점 거래 은행은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정산된 판매 대금을 입금한다.(18)

    
CD 형 전자 화폐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와 더불어 대표적인 하드웨어형 전자 화폐로서 기존 신용 카드 결제 시스템에 
CD에 의한 보안 기능을 추가한 전자 화폐이다. CD형 전자 화폐는 명함 크기의 카드 형태로 제작된 CR-ROM에 결제 
시스템 자동 접속 프로그램과 암호화된 코드를 저장한 후, 인터넷 쇼핑이나 유료 컨텐츠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CD에 저
장되어 있는 상기 자동 접속 프로그램과 암호화 코드를 사용하여 신용 카드 결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CD형 전자 
화폐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 신용 카드 결제와 연동되는 보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CD형 전자 화폐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와 달리 전용 단말기가 필요 없으며,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CD-
ROM을 통해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CD형 전자 화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이나 유료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상품, 서비스, 또는 컨텐츠를 구매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도면2는 CD형 전자 화폐 서비스 구성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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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형 전자 화폐 서비스는 물리적인 CD형 전자 화폐와 CD-ROM 설치된 컴퓨터를 포함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자에 
해당하는 고객, 고객에게 상품이나 유료 서비스, 또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고객에게 CD형 전자 화폐를 
발행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송된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CD형 전자 화폐의 결제를 대행하는 CD형 전자 화폐 공급자, 
그리고 CD형 전자 화폐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 카드 결제를 수행하는 CD형 전자 화폐 제휴 금융사 등으로 구성된
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CD형 전자 화폐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의 URL에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입력하여 접근하는 것이
고, 두 번째 방법은 CD형 전자 화폐를 CD-ROM에 삽입하여 CD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CD형 
전자 화폐 공급자와 제휴한 금융회사에 접속한 후, 해당 CD형 전자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의 선택성이 다양하고, 가격 비교 등을 통해서 구매 가격이 저렴한 쇼핑몰
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당 쇼핑몰에서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CD형 전자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CD형 전자 화폐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제휴 금융회사에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을 비교 분석하여 저렴
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고객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21) 한 후,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 수단으로 CD형 전자 화
폐를 선택하면(22), 인터넷 쇼핑몰은 거래 정보를 CD형 전자 화폐 공급자에게 전송(23)한다. 그러면 CD형 전자 화폐 
공급자는 이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CD-ROM에 접근하여 CD형 전자 화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CD형 전자 
화폐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 코드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전송된 거래 정보를 처리한다.(24) 이 때 CD형 전자 
화폐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 코드는 사용자 인증을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고객의 
인증키 입력 없이 모든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고객의 CD-ROM에 CD형 전자 화폐가 없으면, 결제는 이루
어지지 않으며, 만약 고객이 CD형 전자 화폐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는 새로운 전자 화폐를 재발급 받아야만 한
다.
    

상기와 같이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CD형 전자 화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이 전송한 거래 정보를 처리한 CD형 전자 화
폐 공급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CD형 전자 화폐 제휴 금융사를 통해 신용 카드 결제를 요청하고(25), 제휴 금융사 는 C
D형 전자 화폐 공급자가 요청한 결제를 승인하고, 최종 처리한다.(26)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는 온라인 상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저장 가치로서, 네트워크 상에 구현되어 있는 결제 시
스템의 한 유형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화폐라기보다는 온라인 지불이 가능한 전자 화폐를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에는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신용 카드나 직불 카드 정보에서 개인 인증키, 신용 카드 인증서, 그리
고 온라인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온라인 결제 과정이나 거래 정보 역시 암호화되어 저장된
다.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는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저장 가치가 네트워크 상의 저장 위치에 따라 사용자 PC(Personal Co
mputer) 저장형과 인터넷 서버 저장형이 있으며, 사용자 PC 저장형은 저장 가치가 사용자의 컴퓨터 안에 암호화된 프
로그램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며, 인터넷 서버 저장형은 전자 지갑 제공자의 서버 안에 저장 가치가 저장되는 것이다.

도면3은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가 사용자 PC에 저장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 이다.

    
고객이 웹 브라우져와 PC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지갑 프로그램을 실행(31)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
매하고, 결제 수단으로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를 선택하면,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의 웹 브라우져로 결제를 요구한다.(3
3)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요청 받은 웹 브라우져는 사용자 PC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 지갑 프로그램을 열고,(34) 
인터넷 쇼핑몰에 전자 지갑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가치를 지불한다.(35)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은 이 사용자 PC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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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서 지불된 저장 가치를 전자 지갑 공급자에게 지불하고,(36) 전자 지갑 공급자는 지불 게이트웨이를 통해 결제
를 처리한다.(38)
    

상기와 같은 과정으로 사용자 PC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가치 지불과 결제와 완성되면, 전자 지갑 공급자는 인터넷 쇼핑
몰에 잔액을 지불하고,(39) 인터넷 쇼핑몰은 다시 고객의 전자 지갑 프로그램에 잔액을 지불함으로서 결제를 완성되며,
(40) 이 때 사용자 PC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가치 정보와 부가 정보는 물론, 저장 가치 지불과 결제 처리, 그리고 잔액 
지불에 대한 모든 과정이 암호화된다.

도면4는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가 전자 지갑 공급자의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 이다.

    
고객이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 지갑 공급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하고 회원
으로 등록한다(41). 그러면 전자 지갑 공급자는 메일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자 지갑을 사용하는데 필요
한 비밀 번호를 전송하며(42), 고객은 이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전자 지갑 공급자에 접속한 후, 자동 이체, 인터넷 뱅킹, 
그리고 신용 카드 등을 통해 전자 지갑을 충전한다(43). 충전이 완료되면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에게 충전된 금액 및 내
역 정보를 관리한다(44).
    

상기와 같이 전자 지갑 공급자에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의 충전이 완료되면, 고객은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결제 수단으로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를 선택한다(45).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의 전자 지갑 공
급자에게 결제를 요청하고(46), 전자 지갑 공급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송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제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쇼핑몰에 전달한다(47).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는 전자 상품권이라고도 하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전자 화폐로서, 선불 카드 뒷면의 고유 번호
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의 상품이나 유료 컨텐츠를 구매 하는 전자 화폐이다. 고객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공급자는 선불 카드의 고유 번호만을 인식할 뿐, 카드의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공급자는 카드의 소유자가 아닌 카드 자체의 계좌를 관리한다.

    
선불 카드 형 전자 화폐는 게임방이나 편의점 같은 오프라인 판매점을 통해 구입하거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공급자
에 회원 가입을 하고 신용 카드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 해당 선불 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는 인터넷 쇼핑몰마다 특정 업체의 선불 카드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 
카드를 따로 따로 구매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으며,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구입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선불 카드에는 유효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지나면 해당 선불형 전자 화폐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은, 고객들이 선불 카드의 사용을 꺼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제 시 고객의 신
상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제공할 필요가 없고, 선불 카드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다.
    

도면5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서비스 구성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고객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선불 카드 판매점에서 선불 카드를 선불을 결제하고(51) 
오프라인으로 선불 카드를 구입하거나(52),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지로 입금, 그리고 신용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공급자에게 선불로 결제하고(53) 온라인으로 선불 카드를 구입해야 한다(54).

    
고객이 상기와 같이 온·오프 라인을 통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구매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
하고, 결제 방법으로 선불 카드를 선택하면(55), 인터넷 쇼핑몰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공급자의 선불 카드 결제 화
면을 링크하여 고객의 웹 브라우져에 출력시킨다(56). 그러면 고객은 자신이 온·오프 라인을 통해 구입한 선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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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밀번호를 링크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공급자 입력창에 입력하고(57),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제공자는 선불 카
드 계좌에서 해당 선불 카드의 존재 유무와 잔액 등을 확인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 선불 카드 사용 승인을 함으로서 결
제가 종료된다(58).
    

    
모바일 전자 화폐는 이동 통신 가입자가 휴대하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 통신이 가능한 PDA 
등과 같은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것으로서, 고객이 무선 통신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
품 또는 유료 컨텐츠를 구매한 후, 고객의 이동 통신 사용 요금에서 인터넷 쇼핑몰 결제 금액이 지불되는 형태의 전자 
화폐이다. 모바일 전자 화폐는 고액 결제보다는 소액 결제에 주로 이용되며, 이동 통신 요금에 결제 금액에 모바일 전자 
화폐 결제액이 첨부되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기준으로 모바일 결제 총액이 제한된다.
    

    
모바일 전자 화폐는 처리 방법에 따라 결제 승인형과 모바일 비밀 번호 입력형이 있으며, 결제 승인형 모바일 전자 화폐
는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또는 유료 컨텐츠를 구매하고 결제 방법을 모바일 전자 화폐로 선택하면, 인터넷 쇼
핑몰이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로를 통해 고객의 모바일 전자 화폐를 확인하고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결제를 승인하는 
것이며, 모바일 비밀 번호 입력형은 고객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때마다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가 이동 통신
망을 통해 고객에게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고객이 이 번호를 인터넷 쇼핑몰에 입력하여 결제를 원하는 형태의 전자 화
폐이다.
    

도면6은 결제 승인형 모바일 전자 화폐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고객이 결제 승인형 모바일 전자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로부터 해당 전자 화폐를 구입 요청하
면(61),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는 이동 통신사에 해당 고객이 적법한 고객인지를 확인하고(62), 적법한 고객으로 인
증된 경우에 대하여(63) 모바일 전자 화폐 구매를 승인한다(64). 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용 이동 통신 단말기나 법인 
소유의 이동 통신 단말기, 그리고 연체 금액이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경우에는 모바일 전자 화폐 구매가 거부된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모바일 전자 화폐 구매가 종료되면, 고객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이나 유료 컨텐츠
를 구매하면(65),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 고객의 결제를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에 요청하고(66),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는 해당 고객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한도액의 범위에서 모바일 전자 화폐 결제를 승인한다(67).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 고객의 구매를 승인하고(68). 고객은 당원 이동 통신 요금 납부 시 해당 구매 고객을 지불하게 된다(6
9). 이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구매 대금 지불이 완료되면, 이동 통신사는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에 대하여 해당 모바
일 전자 화폐에 대하여 정산하고(70),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는 고객이 상품 또는 유료 컨텐츠를 구매한 인터넷 쇼핑
몰에 대하여 정산한다(70).
    

도면7은 비밀 번호 입력형 모바일 전자 화폐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 또는 유료 컨텐츠에 대한 구매를 요청하고, 결제 방법으로 비밀 번호 입력형 모
바일 전자 화폐를 선택하면(71),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 고객의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에 인증 
확인을 요청하고(72),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는 해당 고객에게 구매 승인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73), 이동 통신사를 
통해 고객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가 부여한 비밀 번호가 전송된다(74).

상기와 같이 고객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 구매 승인 비밀 번호가 전송되면, 고객은 구매 완료를 위해 해당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에게 전송하고(75),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는 고객에게 부여한 비밀 번호와 수신
된 비밀 번호 사이의 일치 여부와 해당 고객이 적법한 사용자인지 등을 확인한 후, 적법한 구매 고객에 대하여 구매를 
인증한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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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로부터 고객에 대한 구매 인증이 확인되면,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게 구매를 승인하며(
77), 이 후 이동 통신 요금을 통한 대금 결제는 결제 승인형 모바일 전자 화폐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이 인터넷 상의 다양한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비표준화에 따른 상호 가치 이전이 불가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각기 다른 전자 화폐 발행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전자 화폐와 상업
적 목적의 웹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 포인트 및 적립금과 같은 전자적 유가 증권을 통합 관
리하고, 매입과 매도를 통해 특정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다른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으로 상호 교환 
및 환전하여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단일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으로 인터넷 상의 모든 결제처리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로 하여금 복수의 결제 처리 수단 
구축 없이 단일 결제 처리 수단으로 모든 인터넷 상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방법 및 시스템, 같은 종류의 전자 화폐이지만 공급자가 다른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교
환하거나 환전하는 방법 및 시스템, 그리고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이 도용되거나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각기 다른 전자 화폐 발행자로부터 개별
적으로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전자 화폐와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 포인
트 및 적립금과 같은 전자적 유가 증권을 통합 관리하고, 매입과 매도를 통해 특정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다
른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으로 상호 교환 및 환전하여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단일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으로 인터넷 상의 모든 결제처리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로 하여금 복수의 결제 처리 수단 구축 없이 단일 결제 처리 수단으로 모든 인터넷 상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방법 및 시스템, 같은 종류의 
전자 화폐이지만 공급자가 다른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방법 및 시스템, 그리고 전자 화
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이 도용되거나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도면8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이다.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고객(1050)으로부터 전자 화폐와 전자적 유가 증권을 매입하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20), CD형 전자 화폐 매입부(825),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매입부(830),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3
5), 모바일 전자 화폐 매입부(840), 전자적 유가 증권 매입부(845) 등과 같은 전자 화폐 매입부(805)가 있으며, 이렇
게 매입한 전자 화폐와 전자적 유가 증권을 고객(1050)이 원하는 형태의 전자 화폐와 전자적 유가 증권으로 환전하는 
전자 화폐 환전부(810), 그리고 환전된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고객(1050)이 원하는 형태의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으로 재발행하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50), CD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55),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60),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65), 모바일 전자 화폐 재발행부(870), 전자적 유가 증
권 재발행부(875) 등과 같은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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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화폐 매입부(805)는 해당 전자 화폐 발행자 입장에서 전자 화폐 가맹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고객(1050)이 
환전하기 원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해당 전자 화폐 발행 기관 또는 공급자에게 결제를 요청함으로서, 고
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 화폐의 소유권을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한다.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고객(1050)으로부터 가치 이전된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고객(1050)이 환전
하기 원하는 형태의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으로 환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자 화폐 환전부(810)의 역할
은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현실 세계의 환전과 같이 다른 형태의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으로 직접 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실세계의 화폐 단위로 변환하고, 환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산한 후, 해당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고객(1050)이 원하는 형태로 재발행하기 위한 온
·오프라인 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는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서 처리된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고객(1050)이 원하
는 형태로 재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 화폐 발행부는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기 보유하고 
있는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고객(1050)에게 가치 이전하거나, 고객(1050)의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
나, 환전된 형태의 전자 화폐가 적용된 새로운 전자 지갑 등을 고객(1050)에게 적용하거나, 또는 해당 전자 화폐 발행
기관에 고객(1050) 명의로 새로운 전자 화폐 발행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면9는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전자 화폐 매입부(805), 전자 화폐 환전부(810),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 
등을 통해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단한 흐름도 이다.

도면9는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전자 화폐를 환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흐름도 중에서 대표적인 흐름도 중 한가
지이며,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 흐름도가 도면9의 경우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면9는 전자 화폐 환전부(810)가 선행적으로 환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전자 화폐 매입부(805)가 고객(1050)
이 환전시키고자 하는 해당 전자 화폐를 매입하고,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가 환전 하고자 하는 전자 화폐로 재발행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고객(1050)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로그인 한 후, 전자 화폐 환전부(810)를 통해 환전할 금액을 결정하고
(900), 환전되는 전자 화폐 종류와 환전시킬 전자 화폐 종류를 선택하며(905)(910),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각각
의 환전 과정에서 필요한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서비스 이용료 등을 제외하고, 해당 환전 금액을 환전하기 위해 전자 
화폐 매입부(805)가 실제로 결제할 금액과 환전되는 금액을 계산한다(915). 그리고 환전 과정에 사용되는 각각의 전
자 화폐 매입부(805)와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를 선택한 후, 해당 매입부와 재발행부가 환전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상기와 같은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전자 화폐 매입부
(805)를 통해 고객(1050)이 환전시키고자 하는 전자 화폐로 결제 금액만큼 결제하도록 함으로서, 고객(1050)이 보유
하고 있던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한다.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 화폐에 대하여, 고객(1050)으로부터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서 계산된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를 통해 재발행 함으로서(920),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고객(1050)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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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는 다른 종류의 전자 화폐로 해당 고객(
1050)에게 재발행되며,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전자 화폐 매입부(805)를 통해 고객(1050)의 전자 화폐를 결
제하여 해당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하고,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를 
통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기 보유하고 있던 전자 화폐를 고객(1050)에게 가치 이전하기 때문에,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특정 컨텐츠 제공자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통용되는 마일리지와 같은 전자적 유가 증권을 제외하
고, 각각의 전자 화폐 공급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고도 전자 화폐를 환전 할 수 있다.
    

물론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각각의 전자 화폐 공급자와 전략적 제휴
를 맺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한다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입장에서 환전 과정이 단순화되고, 고객(1050)의 
입장에서 환전 수수료를 저렴해질 수 있지만, 본 발명은 각각의 전자 화폐 공급자와 독립적으로 전자 화폐를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단, 다음의 실시 예는 본 발명을 가장 적절하게 설
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대한 것이며, 절대로 본 발명이 다음의 실시 예만으로 한정되
지는 않는다.

도면10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로 환전하거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를 선불 카
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고, 도면11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
(1035)로 환전하는 간단한 예시도 이다.

기존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는 몬덱스 카드와 같이 일부 개방형 IC 카드 전자 화폐를 제외하고, 동(同)종류 동(同)
공급자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의 교환 및 환전은 물론, 동(同)종류 이(異)공급자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의 
교환 및 환전, 그리고 CD형 전자 화폐,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그리고 모바일 전자 화폐 등과 
같은 모든 이(異)종류 전자 화폐와의 교환 및 환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는 카드의 소유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자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카드의 양도 등이 가능
하지만, 이것은 선물이나 증여 같이 고객(1050) 사이의 오프라인에서 가능한 것이며, 온라인 상의 선불 카드 양도 및 
가치 이전 등은 불가능하다.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로 환전하기 위해서 고객(1050)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
에 회원 가입함과 동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전자 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 정보는 각각의 전자 
화폐 환전 과정에서 환전 하고자 하는 전자 화폐와 환전 받고자 하는 전자 화폐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
하는 것이 이용된다.

    
만약 고객(1050)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가입하지 않고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매 전자 
화폐 환전마다 환전되는 전자 화폐와 환전 받고자 하는 전자 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만 한다. 따라서 도면10과 같
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로 환전하거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를 선불 카드형 전
자 화폐로 환전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고객(1050)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의 카드 번호 
또는 지정 계좌 번호 등은 물론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의 종류 및 선불 카드 공급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전
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제공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 화폐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저장되면, 
고객(1050)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로 환전하기 위해 도면11과 같이 환전되는 전자 
화폐에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를 선택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이용하여 환전 서비스
에 대한 결제를 요청한다. 그러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35)는 도면5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고객(1050)이 선불 카드에 대한 결제를 처리한다. 이 과정은 고객(1050)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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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상품이나 유료 컨텐츠를 구매하고 결제하는 방법과 유사하며, 본 실시 예에서 고객(1050)이 전자 화폐 환전 시
스템(800)에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결제하는 것은 전자 화폐의 환전이라는 컨텐츠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상기 과정을 통해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던 선불 카드의 저장 가치는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
되고,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되는 최종 금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IC 카드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50)는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서 계산된 최종 환전 금액을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 거래 은행 계좌에서 고객(1050)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의 지정 계좌로 이체함으로서 
환전 서비스를 완료한다.
    

그리고, 고객(1050)이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환전되는 전자 화폐
에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선택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를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하여 
환전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20)
는 도면1과 같이 VAN 시스템을 통해 고객(1050)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에 대한 결제를 처리한다.

    
상기와 같이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의 저장 가치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
로 가치 이전되고,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 의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최종 환전 금액이 계산되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65)는 전자 화폐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중에서 환전된 금액에 
해당되는 선불 카드의 카드 번호, 승인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등을 고객(1050)에게 전송함으로서 환전 서비스를 완료
한다. 이 때 환전된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카드 번호, 승인 번호, 비밀 번호만을 고객(1050)에게 
전송함으로서 환전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선불형 전자 화폐가 해당 전자 화폐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지 않고,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공급자(1040)가 카드에 대한 계좌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면12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고객(1050)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로 환전하기 위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
(800)에 로그인하면(1200),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고객(1050)으로부터 환전 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받아(120
5) 환전 수수료와 서비스 이용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결제 금액과 환전 금액을 계산한다(1210).

    
상기와 같이 전자 화폐 환전을 위한 실제 결제 금액과 환전 금액이 결정되면, 고객(1050)은 환전되는 전자 화폐로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를 선택하고(1215),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고객(1050)의 회원 정보에서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 재발행에 필요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추출한다(1220). 그러나 만약 고객(10
50)의 회원 정보에 환전 가능한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 정보가 없다면(1225),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고객(
1050)에게 환전 받고자 하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청하고(1230), 입력된 정보에서 해당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 정보를 추출한다.
    

    
상기와 같이 고객(1050)이 환전 받고자 하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 정보가 추출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정보가 유효한지 결제 중계 기관(1020)을 통해 검증한다(1235). 이 때 검증에 사용되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1
035) 정보는 고객 거래 은행(1025)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 지정 계좌 정보이며, 이 정보가 해당 고객(1050)
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에 대한 실명 계좌인지 등을 검증한다. 만약 고객(1050)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 
정보가 적법하다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고객(1050)으로 하여금 환전시킬 전자 화폐를 선택하도록 하며(1240), 
반대로 해당 정보가 적법하지 않다면(1245)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1250),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 13 -



공개특허 특2002-0094165

 
    

    
상기와 같이 고객(1050)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에 대한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
시킬 전자 화폐로 선불 카드를 선택하도록 한다(1240). 그러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전자 화폐 매입부(805)를 
통해 해당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통해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결제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1255). 전자 화폐 매입
부(805)는 해당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공급자(1040) 입장에서 인터넷 상의 컨텐츠 제공자나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선불 카드 가맹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화폐 매입부(805)는 해당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공급자
(1040)를 통해 선불 카드를 결제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만약 고객(1050)이 선택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가 전자 화폐 매입부(805)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면, 전자 화폐 매
입부(805)는 해당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결제 금액만큼 결제한다(1260). 그러나 반대로 고객(1050)이 선택한 선
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통해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결제할 수 없다면(1265),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1250), 전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상기와 같이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위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결제가 완료되면,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이전된다. 그러면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는 
고객(1050)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 지정 계좌로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를 자금 이체함으로서(1270), 
고객(1050)의 선불 카드를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고객(1050)의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의 지정계좌로 자금 이체가 완료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고객
(1050)에게 지정 계좌로 환전 금액이 이체되었으므로 가까운 IC 카드 충전 장치(1030)를 통해 해당 금액을 IC 카드
에 충전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1275),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에서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로의 환전 서비
스를 종료한다.

도면13은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 도이다.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 고객(1050)은 도면12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결제 금액과 환전 금액을 계산하며,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전자 화폐 환전부(810)가 실제 결제 금액과 환전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모든 실시 예가 동일하다.

상기와 같이 전자 화폐 환전을 위한 실제 결제 금액과 환전 금액이 결정되면(1300), 고객(1050)은 환전되는 전자 화
폐로 선불 카드형 저자 화폐를 선택하고(1305),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고객(1050)이 선택한 선불 카드형 전
자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환전하여 고객(1050)에게 재발행할 수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 금액과 일치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에 대한 카드 번호, 승인 번호, 비밀 번
호 등과 같은 선불 카드형 저자 화폐 정보를 추출한다(1315).

그러나 고객(1050)에게 재발행할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13
20),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고객(1050)에게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1345), 전자 화폐 환전 서비
스를 종료한다.

상기와 같이 재발행 하고자 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정보가 정상적으로 추출되면(1315), 전자 화폐 환전부(810)
는 환전시킬 전자 화폐로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를 선택하도록 하고(1325), 이것을 이용하여 도면1과 같은 과정
을 통해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한다(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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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기 위한 결제가 완료되면,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는 
고객(1050)에게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카드 번호, 승인 번호, 그리고 비밀 번호 등을 전송하
고(1335), 전송이 완료되면,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에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의 환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
음을 고객(1050)에게 메시지 출력하고(1350),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도면14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CD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거나, CD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
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고, 도면15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CD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컴퓨터에 가상 CD-ROM 드라이브(1415)가 설치된 경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 이다.

CD형 전자 화폐는 도면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용 카드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며, 기존 신용 카드 결제 시스템의 처리
를 단순화하고, 일부 보안상의 문제를 CD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해결한 전자 화폐이다.

    
CD형 전자 화폐는 상기와 같이 신용 카드와 연동되기 때문에 고액 결제가 가능하며, 선불 방식의 결제 방법을 이용하는 
IC 카드형 전자화폐,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그리고 전자적 유가 증권과 같은 전자 화폐와 달
리 후불 방식의 대금 결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CD형 전자 화폐는 같은 후불 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전자 화폐와 
달리 한도액 설정이 없으며, 하드웨어 형태의 CD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IC 카드형 전자화폐, 전
자 지갑형 전자 화폐,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모바일 전자 화폐, 그리고 전자적 유가 증권과 같은 전자 화폐를 CD형 전
자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고객(1050)이 환전한 환전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도액 설정과 하드웨
어가 아닌 다른 방식의 CD형 전자 화폐 재발행이 필요하다.
    

고객(1050)이 환전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연동되는 신용 카드 결제의 보안 시스템을 이용
하는 것과, 가상 CD-ROM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용 카드 결제의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전된 CD형 전자 화폐의 한도액을 제한하는 방법은, SET(Secure Electr
onic Transaction)과 같이 CD형 전자 화폐와 연동되는 신용 카드 결제 시스템의 보안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에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참여하여, 전자 화폐 결제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다.

    
가상 CD-ROM을 이용하여 환전된 CD형 전자 화폐의 한도액을 제한하는 방법은,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와 CD형 전자 
화폐를 결합한 방식으로서, CD형 전자 화폐 공급자(1410)가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 CD-ROM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 가상 CD-ROM 안에 고객(1050)이 환전된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코드를 삽입
하여, CD형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1050)에게 재발행하는 것이다. 가상 CD-ROM은 실제 CD-ROM 
드라이브가 아니라, CD와 동일한 역할을 일종의 프로그램이며,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가상 CD-ROM 안에 
환전한 금액 이상의 결제 요청을 거부하는 코드와, 결제가 처리되면 스스로 삭제되는 자가 소멸 코드를 삽입하여 환전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1050)에게 재발행한다.
    

    
도면14는 상기와 같은 CD형 전자 화폐 환전 방법 중에서 가상 CD-ROM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며, 전
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35)는 고객(1050)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
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이전하고,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 요청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한
도액 설정과 자가 소멸 코드를 삽입한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를 생성하고, CD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
855)는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서 생성한 가상 CD-ROM 형태의 전자 화폐를 고객(1050)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고객(1050)의 컴퓨터에는 도면15와 같은 가상 CD-ROM이 설치되며, 가상 CD-ROM 형태로 재발행된 CD형 
전자 화폐는 한도액 이상의 결제를 거부함은 물론, 고객(1050)의 환전 과정을 감시하여 그 정보를 전자 화폐 환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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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800)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고객(1050)이 환전된 CD형 전자 화폐를 이용하여 첫 번째 결제를 완료하면, 가상 C
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는 고객(1050)이 결제하고 남은 잔액을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전송하고, 
자가 소멸하여 고객(1050) 컴퓨터의 모든 저장 장치에서 삭제된다.
    

도면16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CD형 전자 화폐로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고객(1050)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를 CD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로
그인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실제 결제 금액과 최종 환전 금액을 계산하고(1600), 환전되는 전자 화폐로 CD형 
전자 화폐를 선택한다(1605).

상기와 같이 환전되는 전자 화폐로 CD형 전자 화폐가 선택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검색한다(1610). 만약 환전 금
액에 해당하는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가 존재한다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가상 CD-ROM 
프로그램을 추출하여, 고객(1050)에게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다(1615).

그러나 반대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고객(1050)이 요청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가 존
재하지 않으며(1620),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
를 생성하여(1625), 고객(1050)에게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다.

    
상기와 같이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가 가공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
전시킬 전자 화폐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선택한 후(1630),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로 환전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한다(1635). 만약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면, 선불 카드
형 전자 화폐 매입부(835)는 해당 선불 카드를 통해 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를 고객(1050)으로부터 전자 화
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한다(1640).
    

그러나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
전할 수 없다면(1645),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1650), 전자 화폐 환
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가치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되면, 
CD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55)는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서 가공된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를 고객
(1050)에게 전송하여 설치한다(1655). 고객(1050)의 결제 시스템에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가 설치
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환전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출력하고(1660)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상기와 같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에서 CD형 전자 화폐로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가 종료되면, 고객(1050)은 전자 화
폐 환전 시스템(800)에서 재발행된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를 이용하여 결제를 수행하고, 이 결제 금
액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대표 신용 카드를 통해 후불로 결제된다.

도면17은 환전된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를 이용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
다.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를 이용하여 결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1050)의 결제 시스템에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서 재발행한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1700), 고객(1050)
의 결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는 고객(1050)의 결제 과정을 실시간 감시한
다(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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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객(1050)이 환전된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를 이용하여 결제를 시도하면, 가상 CD-ROM 안의 
결제 감시 프로그램은 고객(1050)으로부터 환전된 CD형 전자 화폐를 이용하여 결제가 수행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전
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전송한다(1710). 그리고 고객(1050)이 환전된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
폐를 이용하여 결제하려고 하는 금액을 실시간 추적함으로서(1720), 고객(1050)의 결제 금액이 환전 금액 이상을 처
리할 수 없도록 한다.
    

    
만약 고객(1050)이 환전된 금액 이상으로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로 결제를 시도하면(1730), 가상 C
D-ROM 안의 한도액 설정 프로그램은 해당 결제를 거부하고,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 후(1735),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거부한다. 그러나 반대로 고객(1050)이 환전된 금액의 한도액 범
위에서 결제 처리를 요청하면,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는 결제 승인 정보와 결제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전송한다(1725).
    

고객(1050)으로부터 CD형 전자 화폐의 결제 승인 정보와 결제 관련 정보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전송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결제 잔액에 해당하는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
폐를 생성하고(1740), 이것을 고객(1050)에게 전송하며, 이 작업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서 고객(1050)의 
결제 시스템으로 잔액에 해당하는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한다(1745).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부터 고객(1050)의 결제 시스템으로 잔액에 해당하는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가 전송되면, 고객(1050)의 결제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는 결제 처
리를 최종 승인한다. 가상 CD-ROM에서 CD형 전자 화폐를 이용한 결제가 최종 처리되면(1750), 고객(1050)의 결제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기존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는 자동 소멸되며(1760), 여기에 잔액에 해당하
는 새로운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가 재설치된다(1765).
    

고객(1050)의 결제 시스템에 잔액에 해당하는 새로운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환전 결과 메시지를 출력하고(1770) 가상 CD-ROM 형태의 CD형 전자 화폐를 이용한 
전자 결제를 완료한다.

도면18은 CD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고객(1050)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D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
템(800)에 로그인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실제 결제 금액과 최종 환전 금액을 계산하고(1800), 환전되는 전
자 화폐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선택한다(1805).

    
상기와 같이 실제 결제 금액과 환전 금액이 결정되고, 환전되는 전자 화폐 종류가 선불 카드형 저자 화폐로 선택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고객(1050)이 선택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1810). 만약 환전하여 고객(1050)에게 재발행할 수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 금액과 일치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에 
대한 카드 번호, 승인 번호, 비밀 번호 등과 같은 선불 카드형 저자 화폐 정보를 추출한다(1815). 그러나 고객(1050)
에게 재발행할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1820), 전자 화폐 환전
부(810)는 고객(1050)에게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1825),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상기 과정에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에 대한 환전 정보가 정상적으로 추출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시킬 
전자 화폐로 CD형 전자 화폐를 선택하고(1830), 이것을 이용하여 도면2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제 결제 금액만큼 결제
하도록 한다(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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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형 전자 화폐를 통해 환전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면,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는 고객(1050)에게 환전 금액
에 해당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카드 번호, 승인 번호, 그리고 비밀 번호 등을 전송하고(1840), 전송이 완료되면,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에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의 환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을 고객(1050)에게 메시지 
출력하고(1850),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도면19와 도면20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거나,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
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며, 특히 도면19는 전자 지갑 프로그램(1920)이 고객(1050) 
컴퓨터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도면20은 고객(1050)의 전자 지갑 프로그램(1920)이 인터넷 상의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는 고객(1050)이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가치는 물론,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
는 신용 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대한 개인 인증키, 인증서, 온라인 거래 내역 정보, 그리고 온라인 결제 및 거래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저장 가치와 결제 정보가 네트워크 상의 어디에 저장되
는가에 따라 사용자 PC 저장형과 인터넷 서버 저장형 등이 있다.

    
사용자 PC 저장형 전자 지갑은 고객(1050)의 개인 컴퓨터 안에 전자 지갑 프로그램(1920)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
(1050)의 저장 가치와 결제 정보에 대한 보안성은 비교적 우수하지만, 전자 지갑 프로그램(1920)이 설치되어 있는 고
객(1050)의 컴퓨터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인터넷 서버 저장형 전자 지갑은 전자 지갑 공급자(190
5)와 같은 인터넷 상의 서버에 고객(1050)의 전자 지갑 프로그램(1920)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고객(1050)의 전자 지갑이 IP 스푸핑이나 패킷 스니핑과 같은 방법을 통해 
쉽게 도용 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IC 카드나 CD와 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저장 가치만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순
수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인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는 전자 지갑 공급자(1905)로부터 전자 화폐 발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실시 예 에서 고객(1050)의 선불 카드를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방법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
(800)의 전자 화폐 환전부(810)가 실제 결제 금액과 환전 금액을 계산한 후,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35)가 
고객(1050)의 선불 카드를 실제 결제 금액만큼 결제하여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
(800)으로 가치 이전하고,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60)가 해당 고객(1050)의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환전 
전자 지갑 공급자(1905)로부터 해당 고객(1050)으로의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발행 또는 충전을 의뢰하는 방법을 통
해, 고객(1050)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로 환전한다.
    

    
고객(1050)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사용자 PC 저장형 전자 지갑으로 환전하는 방법은, 고객(1050)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로그인하고,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로 환전을 요청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회원 정보
와 고객(1050) 컴퓨터의 네트워크 정보 등을 이용하여 전자 지갑 공급자(1905)에게 해당 고객(1050)의 전자 지갑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만약 해당 고객(1050)에 대한 전자 지갑이 없다면,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전자 지갑 프로그램
(1920)을 해당 고객(1050)의 컴퓨터로 발행하도록 요청하고, 반대로 해당 전자 지갑을 환전 요청한 고객(1050)이 기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고객(1050)의 전자 지갑에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의 충전을 의뢰한다.
    

    
고객(1050)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인터넷 서버형 전자 지갑으로 환전하는 방법은, 고객(1050)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로그인하여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로 환전을 요청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상기와 같이 전
자 지갑 공급자(1905)에게 해당 고객(1050)의 전자 지갑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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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요청한 고객(1050)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을 요청하거나, 해당 고객(1050)의 전자 지갑에 충전하도록 요청한
다.
    

도면21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사용자 PC형 전자 지갑으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고객(1050)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를 사용자 PC형 전자 지갑으로 환전하기 위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
800)에 로그인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에 필요한 실제 결제 금액과 최종 환전 금액을 계산하고(2100), 사
용자 PC형 전자 지갑을 환전되는 전자 화폐로 선택한다(2105).

환전되는 전자 화폐로 환전되는 전자 화폐가 선택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을 요청한 고객(1050)의 회원 
정보와 고객(1050) 컴퓨터 정보 등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 공급자에게 해당 고객(1050)의 전자 지갑이 존재하는지 확
인한다(2110).

    
만약 고객(1050)의 전자 지갑이 존재한다면(2120),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고객(1050)의 명의로 전자 지갑 
공급자(1905)에 로그인한다(2125). 그러나 반대로 해당 고객(1050)의 전자 지갑이 전자 지갑 공급자(1905)에게 존
재하지 않는다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지갑 공급자(
1905)에 자동 회원 가입을 요청하고(2115), 고객(1050)의 컴퓨터 및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지갑 공급자(1
905)로부터 해당 고객(1050)의 컴퓨터에 전자 지갑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요청한다(2130).
    

    
상기와 같이 전자 지갑 공급자(1905)가 발행하는 전자 지갑을 고객(1050)의 컴퓨터에 전송하여 설치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시킬 전자 화폐로 선불 카드를 선택한 후(2135),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한다(2140). 만약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
폐의 결제가 가능하다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35)는 해당 선불 카드를 통해 실제 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저
장 가치를 고객(1050)으로부터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한다(2145).
    

그러나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
전할 수 없다면(2150),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2155), 전자 화폐 환
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가치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되면,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60)는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서 전자 지갑 공급자(1905)를 통해 고객(1050)의 
컴퓨터에 설치한 전자 지갑에 환전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저장 가치를 충전하도록 전자 지갑 공급자(1905)에 요
청한다(2160).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객(1050)의 컴퓨터에 설치된 전자 지갑에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가 충전되면, 전
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환전 결과 메시지를 출력하고(2165),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도면22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인터넷 서버형 전자 지갑으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고객(1050)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를 인터넷 서버형 전자 지갑으로 환전하기 위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
(800)에 로그인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에 필요한 실제 결제 금액과 최종 환전 금액을 계산하고(2200), 
인터넷 서버형 전자 지갑을 환전되는 전자 화폐로 선택한 후(2205), 환전을 요청한 고객(1050)의 회원 정보와 고객(
1050) 컴퓨터 정보 등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 공급자 내부에 고객(1050)의 전자 지갑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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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자 지갑 공급자(1905) 내부에 고객(1050)의 전자 지갑이 존재한다면(2220),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고객(1050)의 명의로 전자 지갑 공급자(1905)에 로그인한다(2225). 그러나 반대로 전자지갑 공급자 내부에 해당 고
객(1050)의 전자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지갑 공급자(1905)에 자동 회원 가입을 요청하고(2215), 전자 지갑 공급자(1905) 내부에 고객(105
0)의 전자 지갑을 생성한다(2230).
    

    
상기와 같이 전자 지갑 공급자(1905) 내부에 환전을 요청한 고객(1050)의 전자 지갑이 생성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
810)는 환전시킬 전자 화폐로 선불 카드를 선택한 후(2235),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한다(2240). 만약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결
제가 가능하다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35)는 해당 선불 카드를 통해 실제 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
를 고객(1050)으로부터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한다(2245).
    

그러나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
전할 수 없다면(2250),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2255), 전자 화폐 환
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가치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860)는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 의해 전자 지갑 공
급자(1905) 내부에 생성된 고객(1050)의 전자 지갑에 환전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저장 가치를 충전하도록 전자 
지갑 공급자(1905)에 요청한다(2260).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자 지갑 공급자(1905) 내부에 생성된 전자 지갑에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가 충전
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환전 결과 메시지를 출력하고(2265),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도면23은 사용자 PC형 전자 지갑 또는 인터넷 서버형 전자 지갑을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
단한 흐름도 이다.

고객(1050)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로그인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실제 결제 금액과 최종 환전 금액을 계산하고(2300), 환전되는 
전자 화폐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선택한다(2305). 그러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고객(1050)이 선택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2310).

    
만약 환전하여 고객(1050)에게 재발행할 수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 금액과 일치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에 대한 카드 번호, 승인 번호, 비밀 번
호 등과 같은 선불 카드형 저자 화폐 정보를 추출한다(2315). 그러나 고객(1050)에게 재발행할 선불 카드형 전자 화
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2320),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고객(1050)에게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2325),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상기 과정과 같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환전 정보가 추출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시킬 전자 화폐로 전
자 지갑형 전자 화폐를 선택하고(2330), 주어진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결제 방법을 따라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서 
결정된 실제 결제 금액만큼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매입부(830)를 통해서 결제한다(2335).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매입부(830)를 통해 환전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면,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는 고객(
1050)에게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카드 번호, 승인 번호, 그리고 비밀 번호 등을 전송하고(2
340), 그 결과를 메시지로 고객(1050)에게 출력함으로서(2350)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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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A)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B)를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전자 화폐로서, 온·오프 라인의 선불 카드 판매
점(1045)에서 선불 카드를 구입한 후, 선불 카드에 프린트된 카드 번호, 승인 번호, 그리고 비밀 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전자 결제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 온·오프 라인의 선불 카드 판매점(1045)에서 판매하는 선불 카드는 
특정 화폐 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고객(1050)이 인터넷에서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선불 카드 자체가 선불 카드에 
프린트되어 있는 카드 번호, 승인 번호, 그리고 비밀 번호와 같은 인증키이다.
    

    
따라서,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서로 다른 종류의 선불 카드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
폐를 해당 선불 카드 판매점(1045)으로부터 미리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객(1050)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선불 카드를 다른 선불 카드로 환전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고객(1050)이 보유
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하고, 전자 화폐 환전 시스
템(800)이 기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인증키를 해당 고객(1050)에게 전송함으로서, 고객(1050)이 
환전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
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객(1050)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하기 위해 결제하는 금액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고객(1050)으로 환전하는 금액은, 환전 과정에서 
처리되는 결제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등과 같은 수수료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고객(1050)에게 환전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는 선불 카드를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정액형 선불 카드가 아니라,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서 결정된 결제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등을 
선결제하고 남은 잔액이 저장된 것이다.

도면25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 이다.

    
고객(1050)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A)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B)로 환전하기 위해 전자 화
폐 환전 시스템(800)에 로그인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결제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등을 통해 선불 카드형 전
자 화폐(A)에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B)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실제 결제 금액과 최종 환전 금액을 계산한다(2500). 
그리고 고객(1050)이 전자 화폐 환전부(810)를 통해 환전되는 전자 화폐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선택하면(2505),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고객(1050)이 선택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B)로 환전할 수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2510).
    

    
만약 환전하여 고객(1050)에게 재발행할 수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B)를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의 저장 가치를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선결제하여 환전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B)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
전부(810)에서 결정된 환전 금액과 일치시킨 후(2515), 환전을 요청한 고객(1050)에게 전송할 카드 번호, 승인 번호, 
그리고 비밀 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추출한다(2530).
    

그러나 고객(1050)에게 재발행할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25
20),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고객(1050)에게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2525), 전자 화폐 환전 서비
스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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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정과 같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B)의 환전 정보가 추출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시킬 전자 화폐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A)를 선택하고(2535),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결제 방법에 따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
(835)를 통해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A)의 저장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
로 가치 이전한다(2540).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A)의 저장 가치가 전자 화폐 환전 시스
템(800)으로 가치 이전되면,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는 고객(1050)에게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
폐의 카드 번호, 승인 번호, 그리고 비밀 번호 등을 전송하고(2545), 그 결과를 메시지로 고객(1050)에게 출력함으로
서(2555)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도면26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하거나, 모바일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
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블록도 이다.

    
모바일 전자 화폐는 결제 승인형과 비밀 번호 입력형이 있으며, 결제 승인형 모바일 전자 화폐는 고객(1050)의 구매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전자 화폐 공급자를 통해 해당 전자 화폐를 구매함으로서,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 또는 고객(1050)의 무선 통신 단말기 내부에 전자적으로 저장한 후, 고객(1050)의 이동 통신 요금에 저
장 가치에 대한 구매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비밀 번호 입력형 모바일 전자 화폐는 고객(1050)의 구매 행위가 발행
할 때 전자 화폐 공급자가 이동 통신사를 통해 고객(1050)의 무선 통신 단말기로 비밀 번호를 전송하고, 고객(1050)
이 이것을 유선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도록 함으로서 고객(1050)의 구매 행위에 대한 무결성과 부인 방지를 증명한 후, 
고객(1050)의 이동 통신 요금에 구매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결국, 결제 승인형 모바일 전자 화폐와 비밀 번호 입력형 모바일 전자 화폐는 전자 화폐 공급자가 고객(1050)의 이동 
통신 요금에 구매 대금에 해당하는 저장가치를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청구하는가만 차이가 있을 뿐, 고객(1050)의 
구매 대금을 이동 통신 요금에 청구하는 것은 결제 승인형이나 비밀 번호 입력형이나 동일하다.

즉, 본 발명에서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 CD형 전자 화폐,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그리고 
전자적 유가 증권 등을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한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전자 화폐에 대한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
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한 후,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는 저장 가치를 환전을 요구한 고객
(1050)의 이동 통신 요금에 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실시 예에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것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서 실제 결제 금액과 환전 금액을 계산한 후, 전자 화폐 매입부(805)를 통해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하고, 모바일 전자 화
폐 재발행부(870)를 통해 이동 통신사의 고객(1050) 통신 요금에 환전 금액만큼 자금 정산하는 것이다.

    
이동 통신 시스템은 교환기(Mobile Switching Center;MSC), 제어국(Base Station Controller;BSC), 그리고 기지
국(Base-station Transceiver Subsystem) 등과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과 망운용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운용보전장
치, 가입자의 등록 및 신상 정보 등을 저장하고 있는 HLR(Home Location Register), 그리고 로밍 서비스를 위한 정
보를 저장하고 있는 VLR(Visitor Location Regis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동 통신 요금 처리부는 HLR 
등에 저장되어 있는 가입자 D/B 바탕으로, 교환기, 제어국, 그리고 기지국 등에서 처리되는 이동 통신 사용 시간과 각
종 부가 서비스 자료를 통해 통신 요금을 계산하고, 이것을 통신 요금 D/B(2625)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
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한 후,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를 도면26의 이동 통신 요금 처리부(2615)를 통해 고
객(1050)의 통신 요금 D/B(2625)에서 정산하도록 요청한 후,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금 정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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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을 통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거래 은행에서 이동 통신사 거래 은행(2610)으로 환전 금액에 해당하
는 자금을 정산함으로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한다.
    

도면27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한 후, 이동 통신 요금에 환전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가 고객(1050)의 이동 통신 요금에서 정산된 경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 이다.

도면17에서 고객(1050)에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이코인을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
전한 금액은 10,000원 이며, 고객(1050)이 이동 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 요금은 전체 통신 요금에서 환전 금액에 해
당하는 1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전자 화폐 환전부(810)를 통해 환전에 필요한 실제 결제 금액과 환전 금액을 결정한 
후, 고객(1050)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이코인을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35)를 통해서 결제하고, 모바일 전
자 화폐 재발행부(870)를 통해 고객(1050)의 이동 통신 요금에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10,000을 자금 정산 시스템(2
600)을 통해 이동 통신사로 정산함으로서, 선불 카드형 전자화폐를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한다.

상기 과정은 모바일 전자 화폐 공급자(이코인)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과 이동 통신사
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1050)의 통신 요금 일부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후, 고객(1050)으로부터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된 저장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1050)의 통신 요금에 정산한다.

본 발명에서 IC 카드형 전자 화폐(1035), CD형 전자 화폐,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그리고 전
자적 유가 증권 등을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방법은, 추가적으로 이동 통신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전자 화폐로 납
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기본 지로용지를 이용한 통신 요금 납부, 자동 이체를 이용한 통신 요금 납부, 그리고 신
용 카드를 이용한 통신 요금 납부의 보조 수단, 또는 통신 요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수단이 된다.

전자 화폐를 이용하여 이동 통신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객(1050)은 자신이 납부할 금액을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미리 가치 이전한 후, 통신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신 요금 납부일에 자금 정산하도록 요청하거나, 
이동 통신사에서 고객(1050)으로 통신 요금 납부가 요청되면, 납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
00)을 통해 이동 통신사로 자금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도면28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고객(1050)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
템(800)에 로그인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실제 결제 금액과 최종 환전 금액을 계산하고(2800), 환전되는 전
자 화폐로 모바일 전자 화폐를 선택하면(2805),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전자 화폐 환전부(810)를 통해 이동 
통신사의 이동 통신 요금 처리부(2615)에 대하여 자금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함으로서, 고객(1050)의 선불 카드형 전
자 화폐로부터 모바일 전자 화폐로 환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2810).
    

만약 고객(1050)이 선택한 모바일 전자 화폐로의 환전이 가능하다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하기 위한 선불 
카드를 선택하도록 고객(1050)에게 요청한다(2815). 그러나, 고객(1050)의 가입자 정보가 이동 통신사의 가입자 D
/B(2620)에 존재하지 않거나(2820), 이동 통신사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자금 정산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 후(2825),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
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객(1050)이 요청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함을 확인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시킬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선택한 후, 고객(1050)이 선택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한다(2830). 
만약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결제가 가능하다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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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선불 카드를 통해 실제 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를 고객(1050)으로부터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
으로 가치 이전한다(2835).
    

그러나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
전할 수 없다면(2840),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2825), 전자 화폐 환
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던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저장가치가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전자 화폐 환전부(810) 및 모바일 전자 화폐 재발행부(870)는 이동 통신사의 이동 통
신 요금 처리부(2615)를 통해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1050)의 통신 요금에 정산하도록 요청한다.

    
만약 이동 통신 처리부로부터 고객(1050)의 통신 요금에 환전 금액을 자금 정산할 수 있도록 허락되면, 전자 화폐 시
스템의 모바일 전자 화폐 재발행부(870)는 자금 정산 시스템(2600)을 통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거래 은행
에서 이동 통신사의 거래은행(2610)으로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 정산한다(2850). 그러나 반대로 고객(1
050)의 통신 요금에 자금 정산을 거부하면(2855),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
하고(2825),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객(1050)의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의 거래 은행
에서 이동 통신사 거래은행(2610)으로 자금 정산이 완료되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은 환전 결과 메시지를 출
력하고(2860),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도면29는 모바일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고객(1050)이 모바일 전자 화폐를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에 로그인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실제 결제 금액과 최종 환전 금액을 계산하고(2900), 환전되는 전자 화폐로 선불 카드형 전
자 화폐를 선택한다(2905). 그러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해당 고객(1050)이 선택한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환전 요청한 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2910).

만약 환전하여 고객(1050)에게 재발행할 수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 금액과 일치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에 대한 카드 번호, 승인 번호, 비밀 번
호 등과 같은 선불 카드형 저자 화폐 정보를 추출한다(2915).

그러나 고객(1050)에게 재발행할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29
20),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고객(1050)에게 전자 화폐 환전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2925), 전자 화폐 환전 서비
스를 종료한다.

상기 과정과 같이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환전 정보가 추출되면, 전자 화폐 환전부(810)는 환전시킬 전자 화폐로 모
바일 전자 화폐를 선택하고(2930), 주어진 모바일 전자 화폐 결제 방법을 따라 전자 화폐 환전부(810)에서 결정된 실
제 결제 금액만큼 모바일 전자 화폐 매입부(840)를 통해 고객(1050)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 화폐의 저장 가치
를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800)으로 가치 이전한다(2935).

모바일 전자 화폐 매입부(840)를 통해 환전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면, 전자 화폐 재발행부(815)는 고객(1050)
에게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카드 번호, 승인 번호, 그리고 비밀 번호 등을 전송하고(2940), 
그 결과를 메시지로 고객(1050)에게 출력함으로서(2950) 전자 화폐 환전 서비스를 종료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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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서로 다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교환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단일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으로 인터넷 상의 모든 결제처리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로 하여금 복수의 결제 처리 수단 구축 없이 단일 결제 처리 
수단으로 모든 인터넷 상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상에서 전자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전자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환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종류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해 주고자 하는 전자 화
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종류 및 환전 금액을 수신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
에서 추출 및 결제 처리할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입금 금액
을 상정하는 전자 화폐 환전부;

상기 상정된 결제 처리 금액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하고자 하는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매입
하며, 상기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 화폐의 소유권을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
키는 전자 화폐 매입부; 및

상기 전자 화폐 환전부를 통해 상정된 입금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형태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
의 종류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재발행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전
자 화폐 재발행부;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각 구성요소를 통해 서로 다른 종류의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상호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환전부는,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종류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해 주고자 하는 전자 화
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종류 및 환전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만큼의 수수료 또는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 책정하는 기
능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매입부는,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의 종류가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선불 카드형 전자 화폐의 소유권을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IC 카드형 전자 화폐 매입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매입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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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의 종류가 CD형 전자 화폐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CD형 전자 화폐의 소유권을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
키는 CD형 전자 화폐 매입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
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매입부는,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의 종류가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의 소유권을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전자 지갑형 전자 화폐 매입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
의 환전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매입부는,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가 전자적 유가 증권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소유권을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
키는 전자적 유가 증권 매입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
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매입부는,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의 종류가 모바일 전자 화폐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 화폐의 소유권을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
키는 모바일 전자 화폐 매입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
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재발행부는,

상기 환전 대상 전자 화폐의 종류가 선불카드형 전자 화폐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추출 및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
기 추출한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의 정보 데이터(카드번호, 승인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선불카드
형 전자화폐로 결제시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불카드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재발행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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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환전 대상 전자 화폐의 종류가 IC 카드형 전자 화폐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 및 IC 카드형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IC 카드형 전자화폐 지정 계좌로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액을 이전시키는 선불카드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템.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재발행부는,

상기 환전 대상 전자 화폐의 종류가 CD형 전자 화폐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액이 설정된 가상 CD-R
OM을 생성 및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가상 CD-ROM을 제공하는 CD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재발행부는,

상기 환전 대상 전자 화폐의 종류가 전자지갑형 전자 화폐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 및 전자지갑형 전자화폐 선택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전자지갑형 전자화폐 공급자에게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액을 충전시키도록 요청하는 전자지갑형 전자 화폐 
재발행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템.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재발행부는,

상기 환전 대상 전자 화폐의 종류가 모바일 전자 화폐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액을 상기 클라이언트 소
유의 이동 통신 단말기 통신 요금에서 정산하는 모바일 전자 화폐 재발행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템.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화폐 재발행부는,

상기 환전 대상 전자 화폐의 종류가 전자적 유가 증권인 경우,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을 참조하여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 소유의 전자적 유가 
증권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로 가치 이전시키는 전자적 유가 증권 재발행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시스템.

청구항 14.

인터넷상에서 전자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전자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환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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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할 금액 데이터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 소유하고 있는 환전 대상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 종류와 환전시킬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 종류의 선택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의 환전 금액 및 선택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에
서 추출 및 결제 처리할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입금 금액을 
상정하는 제 2단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에서 환전 대상 금액을 추출 및 결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
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저장 가치를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제 3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재발행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서로 다른 종류의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상호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자 화폐 및 전
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의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 소유하고 있는 환전 대상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 
종류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와

IC 카드형 전자화폐;와

CD형 전자화폐;와

전자지갑형 전자화폐;와

모바일 전자화폐;와

전자적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모든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 1단계의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하는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 종류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와

IC 카드형 전자화폐;와

CD형 전자화폐;와

전자지갑형 전자화폐;와

모바일 전자화폐;와

전자적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모든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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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회원 가입시, 상기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전자 화폐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종류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해 주고자 하는 전자 화
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종류 및 환전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만큼의 수수료 또는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 책정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18.

인터넷상에서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IC 카드형 전자화폐로 환전해주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IC 카드형 전자화폐로 환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할 금액 데이터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 소유하고 있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 
및 환전시킬 IC 카드형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수신된 환전 금액 데이터 및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
할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IC 카드형 전자화폐의 입금 금액을 상정하는 제 2단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결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의 저장 가
치를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제 3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 및 IC 카드형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IC 카드형 전자화폐 지정 계좌로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액을 이전시키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IC 카드형 전자화폐로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19.

인터넷상에서 IC 카드형 전자화폐를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환전해주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IC 카드형 
전자화폐를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환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할 금액 데이터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 소유하고 있는 IC 카드형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 
및 환전시킬 선불카드형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수신된 환전 금액 데이터 및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IC 카드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할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의 입금 금액을 상정하는 제 2단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IC 카드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IC 카드형 전자화폐의 저장 가치
를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제 3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추출 및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
기 추출한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의 정보 데이터(카드번호, 승인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선불카드
형 전자화폐로 결제시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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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IC 카드형 전자화폐를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자 화
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20.

인터넷상에서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CD형 전자화폐로 환전해주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선불카드형 전
자화폐를 CD형 전자화폐로 환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할 금액 데이터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 소유하고 있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 
및 환전시킬 CD형 전자화폐 선택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수신된 환전 금액 데이터 및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
할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CD형 전자화폐의 입금 금액을 상정하는 제 2단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의 저장 가
치를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제 3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액이 설정된 가상 CD-R
OM을 생성 및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가상 CD-ROM을 제공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CD형 전자화폐로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인 가상 CD-ROM 생성 단계는,

상기 가상 CD-ROM 생성시,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 금액만큼의 한도
액 설정 코드 및 자가 소멸 코드를 삽입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22.

인터넷상에서 CD형 전자화폐를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환전해주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CD형 전자화폐
를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환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할 금액 데이터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 소유하고 있는 CD형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 및 환
전시킬 선불카드형 전자화폐 선택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수신된 환전 금액 데이터 및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CD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할 금액
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의 입금 금액을 상정하는 제 2단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CD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CD형 전자화폐의 저장 가치를 상기 웹
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제 3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추출 및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
기 추출한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의 정보 데이터(카드번호, 승인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선불카드
형 전자화폐로 결제시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CD형 전자화폐를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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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인터넷상에서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로 환전해주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선불카드
형 전자화폐를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로 환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할 금액 데이터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 소유하고 있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 
및 환전시킬 전자지갑형 전자화폐 선택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수신된 환전 금액 데이터 및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
할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전자지갑형 전자화폐의 입금 금액을 상정하는 제 2단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의 저장 가
치를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제 3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 및 전자지갑형 전자화폐 선택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전자지갑형 전자화폐 공급자에게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액을 충전시키도록 요청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로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 명의의 전자지갑형 전자화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기 전자지갑형 전자화폐 공급자에 접속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명의의 전자지갑을 생성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25.

인터넷상에서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를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환전해주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전자지갑
형 전자화폐를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환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할 금액 데이터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 소유하고 있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 
및 환전시킬 선불카드형 전자화폐 선택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수신된 환전 금액 데이터 및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
할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의 입금 금액을 상정하는 제 2단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로 결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전자지갑형 전자화폐의 저장 가
치를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제 3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추출 및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
기 추출한 선불카드형 전자화폐의 정보 데이터(카드번호, 승인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선불카드
형 전자화폐로 결제시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를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로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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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3항 또는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는,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PC에 탑재되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와,

인터넷 서버내 탑재되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
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27.

인터넷상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환전해주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선불카드형 전
자화폐(A)를 선불카드형 전자화폐(B)로 환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할 금액 데이터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 소유하고 있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A) 정보 데
이터 및 환전시킬 선불카드형 전자화폐(B) 선택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수신된 환전 금액 데이터 및 정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A)로 결제 처
리할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선불카드형 전자화폐(B)의 입금 금액을 상정하는 제 2단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A)로 결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선불카드형 전자화폐(A)의 
저장 가치를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제 3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카드형 전자화폐(B)를 추출 및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상기 추출한 선불카드형 전자화폐(B)의 정보 데이터(카드번호, 승인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선
불카드형 전자화폐로 결제시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서로 다른 종류의 선불카드형 전자화폐를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28.

인터넷상에서 전자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모바일 전자화폐(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처리 하는 전자화페)
로 환전해주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전자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모바일 전자화폐로 환전하는 적어
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할 금액 데이터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기 소유하고 있는 환전 대상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 종류와 환전시킬 모바일 전자화폐의 정보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의 환전 금액 및 선택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에
서 추출 및 결제 처리할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모바일 전자화폐의 입금 금액을 상정하는 제 2단
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에서 환전 대상 금액을 추출 및 결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
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저장 가치를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제 3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액을 상기 클라이언트 소
유의 이동 통신 단말기 통신 요금에서 정산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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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서로 다른 종류의 전자 화폐 및 전자적 유가 증권을 모바일 전자화폐로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전
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 통신 요금에서 정산하는 제 4단계는,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의 거래 은행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이동 통신 단말기 이동 통신사의 거래은
행으로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 정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30.

인터넷상에서 모바일 전자화폐(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처리 하는 전자화페)를 전자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
권으로 환전해주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상기 모바일 전자화폐를 전자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환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지며,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환전할 금액 데이터 및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모바일 전자화폐 정보 데이터(이동 통신 단말기 
정보 데이터)와 환전시킬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증권 종류의 선택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의 환전 금액 및 선택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모바일 전자화폐에서 추출 및 결제 
처리할 금액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입금 금액을 상정하는 제 2단
계;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모바일 전자화폐에서 환전 대상 금액을 추출 및 결제 처리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모바
일 전자화폐의 저장 가치를 상기 웹서버내 전자 화폐 환전 시스템으로 가치 이전시키는 제 3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하여 제공할 환전 금액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 금액에 해당하는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을 재발행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모바일 전자화폐를 전자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환전하
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청구항 31.

제 18항, 또는, 제 19항, 또는, 제 20항, 또는, 제 22항, 또는, 제 23항, 또는, 제 25항, 또는, 제 27항, 또는, 제 28항, 
또는,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의 전자 화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종류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환전해 주고자 하는 전자 화
폐 또는 전자적 유가 증권의 종류 및 환전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만큼의 수수료 또는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 책정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및 전자 유가 증권의 환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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