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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트랜잭션 시점의 외화 변환

(57) 요 약
상인의 국내 통화로부터 카드 소지자의 신용 카드 용화로의 트랜잭션 시점의 통화 변환을 수행하는 방법이 주어
진다. 변환율은 특정 상인, 인수자, 카드 협회 및 발행자를 참조로 하여 생성된다. 상인이 다른 통화를 갖는
카드 소지자에 의한 트랜잭션에 대해 허가 요청을 상인의 통화로 생성한 다음에, 허가된 트랜잭션 금액은 상인의
통화로부터 카드 소지자의 발행 통화로 변환되고 추가 수수료를 포함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정된다. 변환된 허
가 요청은 이어서 적합한 카드 협회로 송신되고 이어서 허가를 위해 발행 은행으로 송신되며, 응답이 상인에게
돌아온다. 카드 소지자는 카드 소지자의 통화로 표시된 그가 청구될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의 트랜잭션을 보고
승인한다.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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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각 트랜잭션은 상인과 카드 소지자 간에 발생하며, 상기
카드 소지자는 연관된 발행 통화(issuing currency)를 갖는 신용 카드를 가지며, 각 상인은 연관된 국내 통화
(local currency)를 갖고, 상기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상인 판매 시점(merchant point of sale) 시스템; 및
상기 상인 판매 시점 시스템에 통신가능하게 연결된 지불 프로세서(payment processor)
를 포함하고,
상기 상인 판매 시점 시스템은 상인과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소지자 간의 상기 상인과 연관된 상기 국내
통화로 표시되는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고(facilitate), 상기 상인 판매 시점 시스템은 상기 트랜잭션의 시점
에 상기 신용 카드와 연관된 상기 발행 통화로의 변환된 트랜잭션 금액 및 상기 국내 통화로의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상기 카드 소지자에게 공시하고,
상기 지불 프로세서는 복수의 데이터 파일 및 지불 처리 로직(payment processing logic)을 포함하고, 상기 지
불 프로세서는 상기 국내 통화와 상기 발행 통화간의 복수의 변환율 중에서 적용가능한 변환율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트랜잭션의 시점에 상기 국내 통화로부터 상기 발행 통화로의 통화 변환을 결정하고, 상기 지불 프로세서
는 상기 선택된 변환율을 상기 상인 판매 시점 시스템에게 전달하고,
상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은 상기 상인에 의해 지원되는 각각의 발행 통화에 대해 상인 MID(Merchant MID)를 외
국 MID(FMID)로 매핑하기 위한 MID(Merchant ID) 상호 참조 테이블을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
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ID 상호 참조 테이블은 각각의 상인 기본 통화로부터 각각의 FMID 결제 통화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가격
인상 방법의 표시를 더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인 판매 시점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지불 프로세서로의 통신은 상기 국내 통화를 식별하는, 신용 카드 트
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불 프로세서는 각 트랜잭션에 대해 카드 소지자가 상기 국내 통화로 또는 상기 발행 통화로 상기 트랜잭
션을 완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결산 파일(settlement file)을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결산 파일은 각 트랜잭션에 대해, 상기 트랜잭션의 시점, 상기 국내 통화 표시(local currency
denomination), 상기 발행 통화 표시(issuing currency denomination), 상기 변환율 및 통화 코드(currency
code)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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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국내 통화로의 상기 트랜잭션 금액 및 상기 발행 통화로의 상기 트랜잭션 금액 모두의 상기 카드 소지자에
게의 공시는 신용 카드 영수증 상에 제공되고, 상기 신용 카드 영수증은 상기 변환을 허가하기 위한 서명 라인
을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은 상기 지불 프로세서에 의해 트랜잭션들이 변환될 상인 인수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인
수자 식별 테이블을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은 상기 국내 통화와 상기 발행 통화 사이에 기본 변환율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 변환율
테이블을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변환율은 카드 협회에 따라 더 명시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변환율은 인수자에 따라 더 명시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변환율은 시간 간격에 따라 더 명시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변환율은 상인에 따라 더 명시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은 가격인상(markup) 방법 테이블을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은 상기 가격인상이 양(+)인지 여부의 표시를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
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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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은 가격인상 값을 더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은 상기 가격인상이 음(-)인지 여부의 표시를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
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은 가격인상 값을 더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은 복수의 신용 카드 각각에 적용될 가격인상을 나타내기 위한 카드 협회 수수료 테이
블(card association fee table)을 포함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협회 수수료 테이블은 발행 은행에 의해 적용되는 가격인상을 나타내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
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협회 수수료 테이블은 카드 협회에 의해 적용되는 가격인상을 나타내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
리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1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트랜잭션은 상인과 복수의 카드 소지자 간에
발생하며, 각 카드 소지자는 연관된 발행 통화를 갖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상기 상인은 상인 ID(MID)를 가지
며 상기 상인은 국내 통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상기 방법은,
상기 상인에 의해 지원되는 각 발행 통화에 대해 상기 상인에 대한 외국 상인 ID(FMID)를 정의하는 단계;
상기 MID로부터 상기 상인의 각 FMID로의 매핑(mapping)을 컴퓨터에 의해 결정하는 단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상인으로부터, 처리될 복수의 신용 트랜잭션 레코드들(credit transaction
records)을 수신하는 단계 - 각 트랜잭션 레코드는 상기 MID를 포함함 -;
각각의 수신된 트랜잭션 레코드에 대하여, 수정된 트랜잭션 레코드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트랜잭션에서 사용
되는 상기 신용 카드의 상기 발행 통화에 대해 상기 MID를 상기 FMID로 상기 컴퓨터에 의해 대체하는 단계;
상기 수정된 트랜잭션 레코드를 FMID에 따라 그룹핑하는(grouping) 단계; 및
상기 그룹핑된 수정된 트랜잭션 레코드를 결제(clearance)를 위해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트랜잭션은 상기 국내 통화와 상기 발행 통화간의 복수의 변환율 중에서 선택된 변환율에 기초하여 발생하
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결제를 위해서 송신된 상기 그룹핑된 수정된 트랜잭션 레코드의 결산 결과(settlement results)를 포함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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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보고(settlement report)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상인의 각 FMID로부터 상기 상인의 상기 MID로의 매핑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MID에 의해 식별된 상기 상인에게 조정 보고(reconciliation report)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신
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관련 출원과의 상호 참조

[0002]

본 출원은 2002년 11월 7일에 제출된 미국 가출원 번호 60/424,477 및 2003년 3월 26일에 제출된 미국 가출원
번호 60/457,742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0003]

두 출원 모두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통화 변환을 수반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의 처리에 관한 것이고, 특히 상인, 상인의 위
치, 인수자(acquirer), 게이트웨이, 부가가치 중간업자(value-added reseller), 통화, 카드 종류, 트랜잭션 종
류 및/또는 카드 발행자(card issuer)의 조합을 참조하여 생성된 특정 통화 변환율(currency exchange rate)에
기초하여 트랜잭션(transaction)의 최종 가격을 카드 소지자(cardholder)의 계산 통화로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
하기 위하여 허가 시점에서 변환율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4]

신용 카드 환경에 있어서, 상인 및 카드 소지자 간에 트랜잭션이 발생한다.

상인에 의해 완료되는 판매에 대한

지급 방법으로서, 카드 협회에 의해 발행된 신용 및 직불 카드(집합적으로 "신용 카드"라고 지칭됨)를 상인이
수령하도록 하는 계좌에 대해 상인은 인수 은행(acquiring bank)과 계약한다.

상인의 계좌는 결제 통화

(settlement currency)로 표시되고, 이는 전형적으로 상인이 위치한 관할권 내에서의 법정 통화(legal
currency)와 동일하다.

또한, 상인이 대금을 받는 통화는 일반적으로 결제 통화와 동일하다(예컨대, 미국 기반

의 상인은 미국 달러(US$)로 표시되는 상인 계좌를 가지며 대금을 미국 달러로 받음).

상인이 하나 이상의 결

제 통화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 상인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수은행에 각각이 특정 통화와 연관되어 있는 다
수의 결제 계좌를 개설한다.

종래의 시스템에서, 상인은 전형적으로 단지 결제 통화로서 신용 카드 트랜잭션을

완료할 수 있고, 고객은 단지 가격을 보기만 하고 결제 통화로 트랜잭션을 완료할 수 있다.

이해의 편이를 위

해, "국내 통화(local currency)"라는 용어가 상인이 결제를 받는 통화를 지칭하기 위해 이하 사용된다.
[0005]

상인이 신용 카드로 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이 존재한다.

예컨대, 상인은 상인의 기타 비

즈니스 프로세스와는 별도로 독립형 신용 카드 프로세싱 터미널(stand alone credit card processing
terminal)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인은 다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된 신용 카드 디바이스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예컨대 호텔 경영자의 경우의 해결 방법은, 호텔 비즈니스의 몇 가지 형태를 관리하는 자산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추가적인 통합 예는 가솔린 펌프(gasoline pump), 전자 현금 등록기

(Electronic Cash Register; ECR) 시스템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디바이스를 일반적으

로 설명하기 위하여 판매 시점 디바이스(Point-Of-Sale Device; POS device)라는 용어가 이하 사용된다.
[0006]

많은 경우에 있어서, POS 디바이스는 인수 은행 또는 인수 은행을 대신해서 신용 카드 처리를 담당하도록 계약
된 제삼자 프로세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인수자 또는 제삼자 프로세서(집합적으로 "인수자")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의 허가 및 결제를 위해서 카드 협회와 차례로 통신한다.

다른 경우에, POS 디바이스는 제삼자에 의해

중앙 통제되고 다수의 프로세서와 연결된 "지불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를 통해서 인수자와 연결될 수 있
다.

또 다른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대형 상인이 수반된 경우에, 다수의 원격 지점이 일종의 인-하우스 게이트

웨이(in-house gateway)와 유사한 공동 호스트 중앙 지점(corporate host central site)과 처리를 위해 연결될
수 있다.
[0007]

실제적으로, 상술한 경우의 다수의 조합이 산업계에서 전개될 수 있고 전개되고 있다.

카드 소지자가 외국에서 트랜잭션을 완료한 경우에, 또는 특히 트랜잭션이 발행 은행(issuing bank)이 위치된
국가의 외부에서 완료되는 경우에 있어서, 트랜잭션이 표시되는 통화(즉, 상인의 "국내 통화")는 종종 카드 소
지자가 계산하는 통화(즉, 카드 발행 은행의 통화 또는 "발행 통화")와 다르다.

결과적으로, 소정의 시점에서

의 트랜잭션 금액은, 발행 은행이 카드 소지자에게 카드 소지자의 발행 통화로 계산서(statement)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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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국내 통화에서 발행 통화로 변환되어야한다.
[0008]

통상적으로, 이러한 변환은 허가되는 시점에 카드 협회에 의해 수행되지 않고 트랜잭션이 허가된 이후 발생하며
일반 카드 협회 결제 프로세스동안에 일괄 처리된다(즉, 지불을 위해 상인에 의해 제출됨).

이하 도 1을 참조

하면, 영국으로부터의 카드 소지자(102)가 미국을 방문해서 영국 화폐로 표시되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트랜잭
션을 완료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한다.

상인 계좌가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상인에게 카드 소지자가 신용 카드를 제시

또한, 도매 시장에서 미국 화폐 150불($)=영국 화폐 100 파운드(￡)라고 가정한다.

카드 소지자가 상인

(104)으로부터 150불짜리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카드 소지자와 상인 사이의 트랜잭션은 모두 완료되고 미국 달
러로 카드 협회로 보내진다.

이후 상인은 트랜잭션 레코드(record)를 인수자(106)에게 보내고, 인수자(106)는

상인을 대신해서 지불을 받을 책임이 있다.
협회(108)로 보낸다.

인수자(106)는 여전히 미국 달러로 표시된 트랜잭션 레코드를 카드

카드 협회(108)는 발행 통화가 영국 파운드라고 판단하고, 개별 카드 협회에 의해 결정된

도매율(whole sale rate)을 사용하여 그 통화로 트랜잭션을 변환한다.

결제 프로세스의 이 시점에서, 카드 협

회는 일반적으로 가격인상 백분율(markup percentage)을 적용하여서 도 1에 1% 가격인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환전된 트랜잭션 금액을 151 파운드로 올린다.

이어서, 카드 발행자(110)가 트랜잭션을 수신하는 경우, 카드

발행자는 전형적으로 그 자신의 가격인상(예컨대 2%에서 4% 가격인상)을 트랜잭션에 적용해서, 가격인상이 2%인
경우 트랜잭션 금액을 103파운드로 올린다.

카드 협회 및 발행 은행에 의해 변환되고 카드 협회 및 발행 은행

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를 포함하는 새로운 금액은 이 경우에 103파운드 또는 원래 구매 가격보다 4.50달러 많
고, 이후 카드 소지자의 다음 계산서로서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된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카드 소지자는 발

행 통화로 트랜잭션의 최종 환전된 금액을 나열하는 계산서를 제공 받는다.

발행 은행의 특정 비즈니스 관습에

따라, 변환이 되는 정확한 방식(예컨대, 트랜잭션에 적용되는 실제 변환율 및 카드 협회 및 발행 은행에 의해
부과되는 특정 수수료)은 전형적으로 카드 소지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의 모델에 있어

서, 카드 협회(108) 및 카드 발행자(110)는 변환 가격인상으로부터 수익을 얻지만, 상인 및 인수자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카드 소지자는 트랜잭션 시점에서 그의 국내 통화로 표시된 트랜잭션의 최종 금액을 결정할 수 없

지만, 그의 다음 계산서를 받을 때 트랜잭션의 금액을 발행 통화로서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때조차도 카드

협회 및 발행 은행 측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여 최종 금액이 계산되는 정확한 방식을 카드 소지자는 결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카드 소지자는 변환 자체를 거부하고 통화 변환을 제공할 소정의 기타 기관 또는 엔티티

(entity)를 선택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
[0009]

따라서, 전술한 관점에서, 트랜잭션의 시점에서 카드 소지자의 발행 통화로 표시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의 최
종 가격을 카드 소지자에게 상인이 제시하도록 하는 필요가 존재한다.

또한, 상인, 인수자, 프로세서, 지불 게

이트웨이와 판매 시점 디바이스 제공자 및 트랜잭션 흐름(transaction stream)에서의 기타 참여 당사자가, 그러
한 당사자의 처리 및 계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큰 변화를 요구함 없이, 트랜잭션 시점(time-of-transaction)
통화 변환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에 대한 필요가 존재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0]

본원은 보다 개선된 트랜잭션 시점의 외화 변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1]

본 발명은 상인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화로부터, 특정 상인, 인수자, 카드 협회 및 발행자를 참조하
여 특별히 생성되는 요율을 이용하여 카드 소지자의 신용 카드가 표시되는 통화로의 트랜잭션 시점 통화 변환
(이하 TOT 환전)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일 실시예에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카드 소지자

에 의한 트랜잭션에 대해 상인이 상인의 통화로 허가 요청을 생성한 이후 및 허가되기 이전의 소정의 시점에서,
허가 요청에 대한 통화 변환이 적절한 것으로 식별된다.

허가되는 트랜잭션 금액은 상인 통화로부터 카드 소지

자의 발행 통화의 통화로 변환되고 선택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포함하기 위해 수정된다.
후 적합한 카드 협회로 송신되고 이후 허가를 위해 발행 은행으로 송신된다.
최종적으로 상인에게 송신된다.

변환된 허가 요청은 이

트랜잭션을 승인하는 허가 응답이

따라서, 카드 소지자는 트랜잭션을 보고 상인의 통화가 아닌 카드 소지자의 발

행 통화로 적합한 통화 변환율, 가격인상 및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금액만큼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0012]

본 발명의 장점 중의 하나는, 상인이 POS 디바이스와 같은 그의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하여 많이 수정하지 않고

-6-

등록특허 10-1573975
통화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동일하게, 본 발명은 카드 협회, 인수 은행 또는 발행 은행에 장착되는 소프

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변환 없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은 트랜잭션 허가 체인

(transaction authorization chain)에 참여하는 임의의 기관에서 설치될 수 있어서 트랜잭션에 대한 다양한 당
사자로 하여금 트랜잭션 변환 프로세스의 시점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한다.

예컨대, 본 발명은 직접적으로 또는

인수 은행이 소정의 신용 카드 프로세싱 기능을 외주의뢰한 제삼자의 참여를 통해 인수 은행의 프로세싱 시스템
내부에 통합되는, 인수자로 하여금 카드 협회로 소정의 지정된 외화 통화로 표시된 트랜잭션을 제출하고 그 반
대로 상인의 국내 통화로 결제를 받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실현될 수 있다.
[0013]

본 발명의 다른 형태는 트랜잭션 프로세스의 각각의 참여자에 의해 원 통화 회계(native currency accounting)
가 지원된다는 점이다.

특히, 상인, 인수자, 카드 협회 및 발행 은행은 모두, 그들의 국내 통화 및 특정 트랜

잭션의 발행 통화로 표시되는 관련 수수료, 가격인상 및 기타 금액을 포함하는 각각의 변환된 트랜잭션에 대한
트랜잭션 레벨의 상세함을 제공하는 조정(reconciliation), 회수(retrieval), 재부과(chargeback) 및 교환
(interchange) 보고를 받는다.

이러한 특징은 각 기관으로 하여금 보고된 데이터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통화

변환 단계를 수행할 필요 없이 적절한 내부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0014]

또한, 본 발명은 카드 소지자가 TOT 변환에 의해 통화 변환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또는 탈퇴(opt-out) 메커니즘
을 통해 종래의 방법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한다.
특정 트랜잭션 환경에 적응된 채택(opt-in) 프로세스 및 개시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것들은 숙박업소, 레스토랑 및 소

매 환경에 대한 개시를 포함한다.
[0015]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서, 트랜잭션을 승인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에 의해 서명되는 견본 트랜잭션 전표
(preprint transaction slip)가 제공된다.

트랜잭션 전표는 카드 소지자와 관련된 통화 변환 프로세스를 설명

하는 견본 정보를 포함하고, 카드 소지자가 원하는 경우 통환 변환 프로세스를 탈퇴하고 대신에 카드 협회 및
그의 발행 은행에 의해서 그의 트랜잭션을 변환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카드 소지자에게 어

떠한 선택권도 주지 않는 현재의 접근방법에서와는 달리, 카드 소지자는 어떤 기관이 통화 변환을 수행할 것인
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또한, 견본 정보는 트랜잭션에 적용될 변환율이 카드 협회에 의해 적용되

는 변환율보다 좋을 것이라는 것을 카드 소지자에게 보장하는 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통화

변환 프로세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현재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0016]

통화 변환에 대한 카드 소지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제1 통화로의 트랜잭션(transaction) 금액을 포함
하는 신용 카드 트랜잭션에 대한 허가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제2 통화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변환된 트랜잭션 금액을 포함하는 상기 허가 요청을 발행 은행으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트랜잭션을 승인
하는 허가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변환된 트랜잭션 금액을 포함하는 트랜잭션 전표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트랜잭션 전표는 상기 트랜잭션이 상기 변환된 트랜잭션 금액으로서 처리되는 것을 거부하는 상기 카드 소
지자의 서명을 수신하기 위한 서명란을 포함함 - 를 포함할 수 있다.

[0017]

신용 카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은 상인과 카드 소지자간에 상기 카드 소지
자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며, 상기 상인은 국내 통화(local currency)와 연관되어 있고, 상기 신용 카
드는 연관된 발행 통화(issuing currency)를 가지며, 상기 방법은 상기 국내 통화로 표시된 트랜잭션 금액을 포
함하는 허가 요청을 상기 상인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허가 요청을 카드 협회로 전달하는 단계 - 상기 전
달된 허가 요청은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됨 -; 상기 카드 협회로부터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되는 허가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허가 응답을 상기 상인에게 전달하는 단계 - 상기 전달된 허가 응답은 상기 발행 통화
로 표시되고 변환 정보를 포함함 - 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발행 통화로 표현된 금액으로 상기 국내 통화로

표시된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변환하는 단계는 상

기 국내 통화로부터 상기 발행 통화로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변환하기 위한 기본 요율(base rate)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기본 요율에 가격인상(markup)을 적용하는 단계; 및 상기 기본 요율 및 상기 가격인상에 따라 상기
발행 통화로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는 신용

카드의 종류에 따라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신용 카드는 카드 협회에 의

해 발행되고, 상기 기본 요율은 상기 국내 통화로부터 상기 발행 통화로 트랜잭션을 변환하기 위하여 상기 카드
협회에 의해 사용되는 도매 스폿 교환율(wholesale spot exchange rate)에 따라 더 결정될 수 있다.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는 카드 협회 이외에 교환율 정보의 소스에 따라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할 수 있다.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상인의 신원에 따라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트랜잭션을 수신받은 상기 상인과 연관된 인수자

-7-

등록특허 10-1573975
(acquirer)의 신원에 따라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신용 카드의 상기 발행 통화에 따라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신용 카드를 발행한 카드 협회에 따라 상기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가격인상은 상기 상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되는 상기 상인과 연관된 인수자의 신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라 결정될 수 있다.

상기 신용 카드의 상기 종류는 종래의 가격인상률을 갖고, 상기 기격인상은 상기 종래의

가격인상률보다 낮은 요율로 선택될 수 있다.
있다.

상기 가격인상은 상기 트랜잭션이 수신

상기 가격인상은 상기 신용 카드의 종류에 따

상기 가격인상은 상기 신용 카드의 발행 은행에 따라 결정될 수

상기 신용 카드의 발행 은행은 종래의 가격인상률을 갖고, 상기 기격인상은 상기 종래의 가격인상률보다

낮은 요율로 선택될 수 있다.
정될 수 있다.

상기 가격인상은 상기 트랜잭션이 수신된 상기 상인의 결산 결제 간격에 따라 결

상기 가격인상은 상기 신용 카드의 상기 발행 은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양(+)일 수 있다.

상기 가격인상이 음(-)일 수 있다.

상기 가격인상이 제로(0)일 수 있다.

상기 가격인상이
상기 국내 통화

트랜잭션의 상기 발행 통화로의 상기 변환으로부터 수신되는 재정적 수익(financial return)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재정적 수익의 일부를 상기 트랜잭션의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션에 대한 상기 당사자는 상기 상인일 수 있다.
있다.

상기 트랜잭

상기 트랜잭션에 대한 상기 당사자는 상기 상인의 인수자일 수

상기 트랜잭션에 대한 상기 당사자는 판매 시점(point-of-sale; POS)의 기술 제공자일 수 있다.

트랜잭션에 대한 상기 당사자는 지불 게이트웨이 제공자일 수 있다.

상기

상기 허가 요청을 상기 카드 협회로 전달

하기 전에, 상기 신용 카드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기 신용 카드가 지원되는 신용 카드인지 결정
하는 단계; 및 지원되는 신용 카드인 신용 카드에 대해 응답하여, 상기 트랜잭션을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지원되지 않는 신용 카드인 신용 카드에 대해 응답하여, 상기 트랜잭션을 상기 국내 통화로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신용 카드가 지원되는 신용 카드인지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신용 카드의 계좌

번호를 지원되는 계좌 번호의 범위와 비교하는 단계; 및 지원되는 계좌 번호의 상기 범위 내에 있는 상기 계좌
번호에 응답하여, 상기 신용 카드가 지원되는 신용 카드라고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허가

요청을 상기 카드 협회로 전달하기 전에, 상기 국내 통화로 표현되는 상기 트랜잭션 금액의 상기 발행 통화로
표현되는 상기 트랜잭션 금액으로의 변환이 지원되는 변환인지 결정하는 단계; 및 지원되는 변환인 상기 변환에
대해 응답하여, 상기 트랜잭션을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트랜잭션으로 인한 상호교환 비용

을 포함하는 트랜잭션 보고서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8]

신용 카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은 상인과 카드 소지자간에 발생하며, 상기
상인은 연관된 국내 통화를 갖고, 상기 카드 소지자는 연관된 발행 통화를 가지며, 상기 방법은 상기 국내 통화
로 트랜잭션 금액을 포함하는 허가 요청을 상기 상인으로부터 지불 프로세서로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발행 통
화로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포함하는 상기 허가 응답을 상기 지불 프로세서로부터 상기 상인에서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카드 소지자에게 상기 국내 통화 및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되는 상기 트랜잭션 금액

을 공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공시하는 단계는 상기 국내 통화 및 상기 발행

통화로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공시하는 트랜잭션 레코드(record)를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트랜잭션 레코드는 상기 국내 통화에서 상기 발행 통화로 상기 트랜잭션을 변환하기 위해 적용되는 변환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된 상기 금액의 상기 신용 카드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위해 상기 카드

소지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카드 소지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단계는 트랜잭션

영수증에 상기 카드 소지자의 서명을 받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트랜잭션 영수증은 상기 국내 통화

및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되는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카드 소지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단

계는 판매 시점(POS) 디바이스에서 고객으로부터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카드 소지

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단계는 상기 판매 시점(POS) 디바이스 상에 상기 국내 통화 및 상기 발행 통화로의 트랜
잭션 금액을 상기 카드 소지자에게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판매 시점 디바이스에서 상기 카드 소지자로부터 상
기 금액 중 하나의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카드 소지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단계는

상기 동의를 구두로 받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19]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각 트랜잭션은 트랜잭션 금액을 갖고 상인과 카드 소지
자간에 상기 카드 소지자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며, 각 상인은 국내 통화와 연관되어 있고, 각 신용 카
드는 연관된 발행 통화를 가지며, 상기 방법은 복수의 상인들로부터 복수의 트랜잭션들을 수신하는 단계; 각각
의 트랜잭션에 대하여, 상기 국내 통화로 표현되는 금액으로부터 상기 발행 통화로 표현되는 금액으로 상기 트
랜잭션을 변환하기 위한 기본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기본 요율에 적용할 가격인상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기본 요율 및 상기 가격인상에 따라 상기 국내 통화로 표현되는 금액으로부터 상기 발행 통화로 표현되는 금액
으로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트랜잭션이 수신된 상기 상인에게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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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을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20]

신용 카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은 상인과 카드 소지자간에
상기 카드 소지자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며, 상기 상인은 국내 통화와 연관되어 있고, 상기 신용 카드
는 연관된 발행 통화를 가지며,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되고 프로세서로 하
여금 상기 국내 통화로 표시된 트랜잭션 금액을 포함하는 허가 요청을 상기 상인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허가 요청을 카드 협회로 전달하는 단계 - 상기 전달된 허가 요청은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됨 -; 상기 카드 협
회로부터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되는 허가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허가 응답을 상기 상인에게 전달하는
단계 - 상기 전달된 허가 응답은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되고 변환 정보를 포함함 - 를 실행하도록 구성된 코드
를 포함할 수 있다.

[0021]

신용 카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은 상인과 복수의 카드 소지자들간에 발생하
며, 각 신용 카드 소지자는 연관된 발행 통화를 갖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상기 상인은 상인 ID를 가지며 상
기 상인은 국내 통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상기 방법은 상기 상인에 의해 지원되는 각 발행 통화에 대해 상기 상
인에 대한 외국 상인 ID(FMID)를 정의하는 단계; 상기 MID로부터 상기 상인의 각 MID로의 매핑(mapping)을 결정
하는 단계; 상기 상인으로부터 처리될 복수의 신용 카드 레코드들을 수신하는 단계 - 각 트랜잭션 레코드는 상
기 MID를 포함함 -; 각각의 수신된 트랜잭션 레코드에 대해, 수정된 트랜잭션 레코드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트랜잭션에서 사용되는 상기 신용 카드의 상기 발행 통화에 대해 상기 MID를 상기 FMID로 대체하는 단계; 상기
수정된 트랜잭션 레코드를 FMID에 따라 그룹핑하는(grouping) 단계; 및 상기 그룹핑된 수정 트랜잭션 레코드를
결제를 위해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결제를 위해서 송신된 상기 그룹핑된 수정 트랜잭션 레코드의

결산 결과를 포함하는 결산 보고(settlement report)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상인의 각 FMID로부터 상기 상인의
상기 MID로의 매핑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MID에 의해 식별된 상기 상인에게 조정 보고(reconciliation
report)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22]

신용 카드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용 카드 영수증으로서, 상기 트랜잭션은 상인과 카드 소
지자간에 발생하며, 상기 카드 소지자는 연관된 발행 통화를 갖는 신용 카드를 가지며, 상기 상인은 연관된 국
내 통화를 갖고, 상기 영수증은 공시 정보(disclosure information)를 포함하고, 상기 공시 정보는 상기 국내
통화로 표시되는 트랜잭션 금액; 및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되는 트랜잭션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소지자의 서명을 받기위한 서명 라인(signature line)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카드

상기 공시 정보는 상기 국내 통화

로 표시된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상기 발행 통화로 표시된 상기 트랜잭션 금액으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
환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공시 정보는 상기 카드 소지자가 상기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통화의 선택을 제

공받았고 고객의 선택이 마지막이라는 승인(acknowledgement)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공시 정보는 상기 서

명 라인위의 카드 소지자 서명이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상기 국내 통화로부터 상기 발행 통화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허가라는 것을 더 명시할 수 있다.

상기 카드 조지자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한 제2 서명 라인을 더 포함하

고, 상기 공시 정보는 상기 서명 라인위의 카드 소지자 서명이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상기 국내 통화로부터 상
기 발행 통화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더 명시할 수 있다.
[0023]

신용 카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각 트랜잭션은 상인과 카드 소지자간에 발생하며, 상
기 카드 소지자는 연관된 발행 통화를 갖는 신용 카드를 가지며, 각 상인은 연관된 국내 통화를 갖고, 상기 시
스템은 상인과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소지자간의 상기 상인과 연관된 상기 국내 통화로 표시되는 트랜잭션
을 용이하게 하고, 상기 트랜잭션 시점에 상기 신용 카드와 연관된 상기 발행 통화로의 변환된 트랜잭션 금액
및 상기 국내 통화로의 상기 트랜잭션 금액을 상기 카드 소지자에게 공시하기위한 상인 판매 시점(merchant
point of sale) 시스템; 및 상기 상인 판매 시점 시스템과 통신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트랜잭션의 시점에 상
기 국내 통화로부터 상기 발행 통화로의 통화 변환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불 프로세서 로직 및 복수의 데이터 파
일을 포함하는 지불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은 상기 국내 통화를 식별할 수 있다.

상기 상인 판매 시점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지불 프로세서로의

상기 변환된 트랜잭션 금액은 출력된 트랜잭션 레코드를 통해 상기

카드 소지자에게 공시될 수 있다.

상기 상인 판매 시점 시스템은 상기 카드 소지자가 상기 트랜잭션을 상기 국

내 통화로 완료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지불 프로세서는 각 트랜잭션에 대해 카드 소지자가 상기 국내 통화로

또는 상기 발행 통화로 상기 트랜잭션을 완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결산 파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결산 파

일은 각 트랜잭션에 대해 상기 트랜잭션의 시점, 상기 국내 통화 표현, 상기 발행 통화 표현, 상기 변환율 및
통화 코드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국내 통화로의 상기 트랜잭션 금액 및 상기 발행 통화로의 상기

트랜잭션 금액의 상기 카드 소지자에게로의 공시가 신용 카드 영수증에 제공될 수 있다.
증은 트랜잭션 시점의 통화 변환을 허가하기 위한 서명 라인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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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gratuity amount)의 기입을 위한 지점; 및
것이라는 공시를 포함할 수 있다.
서명 라인을 더 포함할 수 있다.
(projected amount)일 수 있다.

상기 팁 금액이 트랜잭션 시점 통화 변환을 사용하여 변환될

상기 신용 카드 영수증은 상기 트랜잭션 시점 통화 변환에서 탈퇴하기 위한
상기 카드 소지자에게 공시된 상기 변환된 트랜잭션 금액은 추정된 금액

상기 상인은 상기 카드 소지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상기 추정된 금액은 상기

카드 소지자의 도착 시에 공시할 수 있다.

상기 상인은 상기 카드 소지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실제 변환 금

액은 상기 카드 소지자의 출발 시에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상인은 상기 카드 소지자에게 복수

의 요금 기간(rate period)동안 숙박을 제공하고, 실제 변환 금액은 복수의 요금 기간의 각각에 대한 변환 금액
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요금 기간은 밤일 수 있다.

상기 지불 프로세서에 의해 트랜잭션이 변환될 신용 카

드의 범위를 나타내는 계좌 범위 정의(account range definition; ARDEF) 파일을 더 포함할 수 있다.
ARDEF 파일은 상기 지불 프로세서에 의해 갱신할 수 있다.

상기

상기 상인 판매 시점 시스템과 상기 지불 프로세서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기 ARDEF 파일이 위치해 있는 지불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ARDEF 파일이 상기 지불 프로세서에 위치할 수 있다.

상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은 상기 지불

프로세서에 의해 트랜잭션이 변환될 상인 인수자를 식별하기 위한 인수자 식별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은 상기 국내 통화 및 상기 발행 통화 사이에 기본 변환율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 변환율 테
이블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본 변환율은 카드 협회에 따라 더 명시할 수 있다.

자에 따라 더 명시할 수 있다.

상기 기본 변환율은 인수

상기 기본 변환율은 시간 간격에 따라 더 명시할 수 있다.

상인에 따라 더 명시할 수 있다.

상기 기본 변환율은

상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은 상기 상인에 의해 지원되는 각각의 발행 통화에

대해 상인 MID를 외국 MID(FMID)로 매핑하기 위한 상인 ID(MID) 상호 참조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MID

상호 참조 테이블이 각각의 상인 기본 통화로부터 각각의 FMID 결제 통화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가격인상 방법
의 표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은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다.

격인상 방법 테이블은 상기 가격인상이 양(+)인지 여부의 표시를 포함할 수 있다.
은 가격인상 값을 더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가

상기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

상기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은 상기 가격인상이 음(-)인지 여부의 표시를

상기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은 가격인상 값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은

복수의 신용 카드 각각에 적용될 가격인상을 나타내기 위한 카드 협회 수수료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다.
카드 협회 수수료 테이블은 발행 은행에 의해 적용되는 가격인상을 지시할 수 있다.

상기

상기 카드 협회 수수료 테

이블은 카드 협회에 의해 적용되는 가격인상을 지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24]

본원은 보다 개선된 트랜잭션 시점의 외화 변환 기술을 제공하는 효과를 달성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5]

도 1은 신용 카드 트랜잭션에 있어서 외화 변환의 종래 방법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외화 신용 카드 트랜잭션에 있어서의 데이터 흐름을 도시하는 상호작용 다이어
그램.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신용 카드 트랜잭션에서 외화 변환의 방법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신용 카드 트랜잭션에서 외화 변환의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블록도.
도 6a 및 6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인수자 ID 테이블의 레이아웃 및 컨텐츠를 도시하는 도면.
도 7a 및 7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기본 요율 환전율(base rate conversion rate) 테이블의 레이아웃 및
컨텐츠를 도시하는 도면.
도 8a 및 8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인 ID 상호 참조 테이블의 레이아웃 및 컨텐츠를 도시하는 도면.
도 9a 및 9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의 레이아웃 및 컨텐츠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a 및 10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발행자/협회 국제 트랜잭션 수수료 테이블의 레이아웃 및 컨텐츠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공시 및 변환율 정보를 갖는 영수증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공시 및 변환율 정보를 갖는 레스토랑 환경에서의 영수증의 예를 도시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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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공시 및 변환율 정보를 갖는 숙박업소 환경에서의 영수증의 예를 도시하는 도
면.
도면들은 설명을 위한 목적만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당해 기술의 당업자는 이하의 설명

으로부터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발명의 원리에 벗어남 없이 본 명세서에 설명된 구조 및 방법의 대안적인 실시예
가 채용될 수 있음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6]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벤트의 흐름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다.

흐름은 카드 소지자

(202)가 TOT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상인(204)으로부터 신용 카드 구매(또는 환불)를 개시하는 경우 시작
한다.

기타 예에서, 상인은 예컨대 구독 서비스(subscription service)의 일부로서 자동적으로 청구를 개시할

수 있다.

카드 소지자의 신용 카드는 상인의 국내 통화와 다른 발행 통화로 표시된다.

카드 소지자(202) 및

상인(204)간의 트랜잭션은 상인의 국내 통화로 표시되고, 이 국내 통화는 상인의 인수자로부터 트랜잭션에 대한
결산 대금을 수령하는 통화이다.
[0027]

상인(204)은, TOT가 적용되는 모든 신용 카드의 서두 부분(prefix)을 포함하는 계좌 범위 파일(account range
file)에 대해 트랜잭션에서 사용되는 신용 카드를 비교함으로써 TOT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POS 디바이스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TOT-적합 트랜잭션(TOT-eligible transaction)의 식별은

계좌 범위 파일을 포함하는 지불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에서 발생한다.
[0028]

트랜잭션이 TOT-적합이라고 식별된 경우에는, 허가 요청이 지불 프로세서(208)로 송신되고, 이는 이하 설명되는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변환한다.

지불 프로세서(208)는 이후 추가 데이터 필드를 부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행

통화로 트랜잭션 금액을 표현함으로써 초기 허가 요청을 수정한다.

지불 프로세서(208)는 수정된 허가 요청을

적합한 카드 협회(210)로 보내고, 카드 협회는 요청을 발행 은행(212)으로 차례로 전달한다.
카드 협회(210)를 통해 지불 프로세서(208)로 다시 돌아간다.

허가 응답은 이후

지불 프로세서(208)는, 환전 정보를 포함하는 소

정의 추가 데이터 필드를 포함함으로써 카드 협회로부터 수신된 반환 허가 응답을 수정한다.

변환 프로세스에

대해 카드 소지자(202)에게 통지하고 TOT로의 채택을 선택하기 위해, 수정된 허가 응답내의 추가 데이터 요소가
상인(204)의 POS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된다.

카드 소지자(202)는, 트랜잭션에 적용된 변환율과 함께 그의 발행

통화로 표시된 최종 트랜잭션의 금액을 알고서 이후 트랜잭션을 승인한다.
[0029]

카드 소지자 및 상인간의 트랜잭션의 완료에 이은 소정의 시점에, 일간 기준의 일 실시예에서는, 카드 계좌 범
위 파일(205)을 통해 트랜잭션을 필터링할 책임이 있는 상인 POS 디바이스(204)는(도 5) 최근 TOT 트랜잭션의
레코드를(바람직하게는 배치 파일로) 지불 프로세서(208)로 송신한다.
4)는 파일을 직접 지불 프로세서(208)로 보낸다.

일 실시예에서, 상인 POS 디바이스(20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상인 POS 디바이스(204)는 파일을 인수

자(206)에게 보내고, 인수자는 이후 파일을 지불 프로세서(208)로 보낸다.

상인 POS 디바이스(204)가 허가된

TOT 트랜잭션을 허가된 비(非)-TOT 트랜잭션과 사전에 분리해 두지 않은 경우, 이후 계좌 범위 파일(205)은
TOT-전용 배치를 지불 프로세서(208)로 생성해서 송신하기 위해서, 수정된 허가 응답내의 추가 데이터 요소를
TOT 트랜잭션을 추출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불 프로세서(208)는 이후 카드 협회

(210) 및 발행 은행(210)과 발행 통화로 결제 및 결산을 정리하고, 국내 통화로 인수자(206)에게 결산 대금을
지불한다.

궁극적으로, 발행 은행(212)은 발행 통화로 청구를 처리하고 이는 카드 소지자의 카드 대금 청구서

에 나타난다.
부합할 것이다.

변환된 트랜잭션의 금액은 트랜잭션의 시점에 인용된 바와 같이, 신용 카드 청구서 상의 금액과
따라서, 카드 소지자는 트랜잭션이 완료된 이후 나타나는 추가 수수료에 의해 놀라지 않을 것

이다.
[0030]

이러한 프로세스 흐름으로부터 명확한 바와 같이, 상인의 통화로부터 발행 통화로의 변환은 허가 시점에 발생하
고, 종래에 수행된 바와 같이 결산 및 결제 시점에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환전 단계는 이하 추가적으로 설명

되는 바와 같이 명시된 파라미터에 따라 많은 상이한 잠재 변환율 중 하나의 변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0031]

도 3은 상술된 프로세스의 예를 도시한다.

카드 소지자의 발행 통화가 영국 파운드이고 상인의 국내 통화가 미

국 달러이며, 도매 외화 환전율이 미화 150불=영국 화폐 100파운드라고 가정하자.

카드 소지자(202)는 미화

150불상당을 상인(204)으로부터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 카드를 제시한다.
청을 시작하고, 이는 150불만큼의 트랜잭션 금액을 포함한다.

상인(204)은 허가 요

이러한 허가 요청은, 트랜잭션을 TOT-적합이라고

식별하는 상술된 POS 디바이스를 통해 상인의 인수자(206)(또는 기술 회사)에게 전달되고 이후 카드 소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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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영국 파운드)로 트랜잭션 금액을 변환할 필요가 있는 미국 달러로서 지불 프로세서(208)로 계속해서 전달
된다.

지불 프로세서(208)는 변환 요인(conversion factor)을 결정하고 그 변환 요인에 기초하여 영국 파운드

로 전체 트랜잭션 금액을 계산한다.

또한, 지불 프로세서(208)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세서(208)에 의

해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외화 트랜잭션을 위해 인수자, 상인 또는 발행 은행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와 같은
적절한 가격인상 또는 수수료를 추가한다.

지불 프로세서(208)는 이후 변환된 트랜잭션에 대한 수정된 허가 요

청을 허가 요청에 포함된 소정의 데이터 요소와 함께 영국 파운드로 표현된 트랜잭션을 반영하는 카드 협회
(210)로 송신한다.

이어서 카드 협회(210)는 영국 파운드로 표현된 트랜잭션으로서 카드 발행자(212)에게 트랜

잭션을 차례로 전달한다.

카드 발행자(212)는 변환된 트랜잭션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인의 통화로서

가 아니라 발행자의 통화(본 경우에는 영국 파운드)로서 트랜잭션을 허가한다.

따라서, 카드 발행자가 그 자신

의 통화로 트랜잭션을 수신하고 트랜잭션을 변환하기 위한 추가 단계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본 발명의 하
나의 장점이다.

일단 허가되면, 변환된 트랜잭션에 대한 허가 응답은 카드 협회(210)로, 프로세서(208)로, 이

어서 인수자(206)로 및 상인의 POS 디바이스(204)로 송신된다.

상인의 POS 디바이스(206)는 허가 응답내의 추

가적인 데이터 필드를 사용하여 이하 설명되는 채택 기능을 수행한다.

카드 소지자가 채택을 선정하는 경우에,

POS 디바이스는 필수 통화 변환 공시(requisite currency conversion disclosure)를 구비하는 영수증을 프린트
한다.

고객이 채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POS 디바이스는 영수증을 미국 달러로 프린트하고 외화 교환 시스템

은 결산 파일을 미국 달러로 제출한다.
행 통화의 형태로 포함할 것이다.

허가 응답은 임의의 수수료 또한 포함하는 트랜잭션의 전체 금액을 발

프로세서(208)는 이후의 조정 보고를 위해 트랜잭션의 상세를 요약하는 데이

터를 보존한다.
[0032]

미화 150불=영국 화폐 100파운드이지만, 지불 프로세서(208)에 의해 카드 협회(210)로 전달된 금액은 103파운드
임을 도 3에서 주목하라.

이것은 지불 프로세서에 의해 징수된 3파운드의 가격인상을 반영한다.

카드 소지자

는 이러한 트랜잭션 전표의 전체 금액을 보고 따라서 트랜잭션의 전체 금액을 그의( 및 발행 은행의) 통화로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다.

가격인상 금액은 지불 프로세서의 파트너(314) 사이에서 다양하게 공유될 수 있다.

전

형적으로, 파트너(314)는 프로세서를 대신해서 트랜잭션을 완료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관여하는 엔티티이고 예컨
대, 상인의 인수자(206), 부가가치 중간업자(value-added-reseller; VAR) 등을 포함한다.

또한, 카드 협회

(210) 및 카드 발행자(212)가 결제 시에 발행 통화로 허가 요청을 수신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금액을 다른 통
화로 변환하지 않고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부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0033]

변환율 및 가격인상 금액을 결정하는데 수반되는 단계는 이하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0034]

먼저 지불 프로세서(208)에 의해 수신된 허가 요청을 고려하자.
통화로서 표현되는 상인 POS(204)에 의해 보내진다.
VISA EIS 1080을 따른다.
의 형태이다.

상술된 바와 같이, 허가 요청이 상인의 국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허가 요청은 신용 허가 요청을 위한

지불 프로세서(208)가 허가 요청을 카드 협회(210)로 보내는 경우, 이것은 발행 통화

따라서, 지불 프로세서(208)는 상인의 국내 통화 금액으로부터 카드 소지자의 발행 통화 금액으

로의 변환을 결정해야 한다.
[0035]

전술한 바와 같이, 지불 프로세서(208)가 허가 요청을 수신하기 전에, 상인 POS(204)는 카드 번호를 계좌 범위
정의 파일(Account Range Definition file; 205)이라고도 알려진 카드 계좌 범위 파일에서 일정 범위의 카드
번호에 대해 카드 번호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카드 번호는 발행 은행의 식별(은행식별 번호(Bank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BIN)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발행 통화를 결정하기 위하여 BIN과 통화의 참조가 상
인 POS(204)에 의해 또한 수행될 수 있다.

상인 및 발행자 통화가 일단 알려지면, 상인 POS(204)는 트랜잭션을

지불 프로세서(208)로 송신하고, 지불 프로세서는 이러한 트랜잭션을 변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예컨대,

지불 프로세서가 법적, 계약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특정 통화로 변환하거나 또는 통화로부터 변환되도록
구성되지 않은 경우, 특정 트랜잭션은 지원되지 못할 수도 있다.
[0036]

도 4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허가 요청이 수신된 경우 지불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의 흐름도이다.

지

불 프로세서(208)는 상인 POS(204)로부터 허가 요청을 수신한(402) 이후 특정 카드 제품 및 발행 은행이 변환
프로세스에 대해 지원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404).
호 범위의 독립적인 목록을 관리한다.
카드, 보안 카드 등)과 연관된다.
종래의 방식으로 처리된다(406).

일 실시예에서의 프로세서(208)는 그가 지원하는 카드 번

다시, 각 범위는 특정 발행자와 연관되고 특정 카드 제품(예컨대, 골드

신용 카드의 카드 번호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트랜잭션은
카드가 지원되는 카드 번호 내에 있는 경우, 지불 프로세서(208)는 이후 상인

/통화 조합이 지원 가능하다고 확인한다(408).

또한, 법적, 계약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발행 통화에 의

해 지시된 카드 계좌 범위 파일(205)이 지불 프로세서(208)에 의해 일반적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인
은 트랜잭션을 지불 프로세서(208)에 의해 변환되도록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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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정확하게 갱신되지 않은 경우 및 트랜잭션이 지불 프로세서(208)로 전달될
수 없었던 경우에 발생한다.

지불 프로세서(208)가 상인/통화 조합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후

트랜잭션은 종래의 방식대로 처리된다.
[0037]

카드 번호가 카드 계좌 범위 파일(205)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지불 프로세서(208)에 따라 상인/통
화 조합이 지원되는 경우, 이어서 지불 프로세서(208)는 명시된 종류의 카드로 수행되는 트랜잭션에 대해 상인
의 국내 통화 및 카드 소지자의 발행 통화 간에 변환을 위한 기본 요율(base rate)을 결정한다(410).
결정은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기본 요율이 결정된 이후, 이어서 상인, 인수자, 통화, 트랜잭션 종류, 발

행자 및 카드 종류의 임의의 식별 조합에 기초하여 가격인상이 결정된다(412).
게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이러한 결정 또한 이하 상세하

기본 요율 및 가격인상이 결정되면, 허가 요청은 발행 통화로 표시되는 변환된 금액을 포함

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 수정되고(414), 수정된 허가 요청이 이어서 카드 협회(210)로 송신된다
(416).
[0038]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지불 프로세서(208)에 의해 적용되는 변환률의 결정은 상인, 인수자, 신용 카드 종류, 발
행 은행, 트랜잭션 종류, 통화 및 결제 간격을 포함하는 변수의 개수에 따를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변환률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system architecture)의
예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0039]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도 5는 상인 POS(204), 인수자(206), 카드 협회

(210) 및 네트워크(502)에 연결된 발행 은행(212)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인 POS(204)는 이하 설명되는

계좌 범위 정의 테이블(205; Account Range Definition Table; ARDEF)을 포함하고 게이트웨이에 연결되고 게이
트웨이는 차례로 네트워크(502)에 연결된다.

당해 기술의 당업자는 상인이 생성한 트랜잭션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선택된 특정 구현이 설명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본 발명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네트워크(502)는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보안성을 갖는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임의의 적합한 네트워크일 수 있으며, 이는 ATM, 프레임 릴레이(frame relay), 인터넷
VPN 및 전화 다이얼-업 액세스(telephone dial-up access)를 포함한다.
(502)에 액세스되어 있다.

또한 지불 프로세서(208)가 네트워크

지불 프로세서(208)는,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방식으로 환전을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

는 동작을 수행하는 지불 프로세싱 로직(504)을 포함한다.

또한, 지불 프로세서(208)는 환전 프로세스에서 변

수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몇 개의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40]

상인 POS(204)의 하나의 기능은 지불 프로세서(209)에 의해 변환되기에 적합한 외화 트랜잭션을 식별하는 것이
다.

상인 POS(204)는 허가 요청에서 사용되는 신용 카드 번호를 ARDEF 테이블(205)에 의해 식별되는 신용 카드

번호의 범위에 대해 비교한다.

ARDEF 테이블(205)은, 지불 프로세서 서비스에 의해 지원되는 통화로 표시되는

신용 카드 계좌 번호의 앞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인 POS(204)는 예컨대 다운로드를 통해서, 지불

프로세서(208)로부터 갱신된 ARDEF 테이블 또는 관련 엔티티를 주기적으로 획득하여 가장 최근의 ARDEF 테이블
(205)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상인 POS(204)에 의해 생성된 허가 요청은, 지불 프로세서(208)에 의해 제공

되는 추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 카드 허가에 대한 VISA EIS 1080 표준에 의해 세공되는 Group III 추가
목록(addenda)을 이용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해 기술의 당업자는 허가를 획득하고 허가 요청에

대한 추가목록을 생성하기 위한 기타 표준이 존재하고 임의의 적절한 종류의 허가 요청이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대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0041]

상인 POS(204)가 신용 카드를 국내 통화로 표시되는 것으로 식별하는 경우(예컨대, 상인의 국내 통화와 같은 경
우), 이어서 트랜잭션은 상인의 국내 인수자에게 전달되고 지불 프로세서(208)에 의한 어떤 간섭 없이 현재의
인수자에게 정상적으로 라우팅된다.

트랜잭션이 TOT 적합인 것으로 식별되는 경우, 상인 POS(204)는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 허가 요청을 지불 프로세서(208)로 전달한다.
[0042]

도 5의 도시된 경우에서, 지불 프로세서(208)는 상인 POS(204)로부터 원격 지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지불 프로세서(208)는 인수자의 위치(206)에 존재하고 인수자의 현재 인프라스트럭처에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부착된다.
명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

두 개의 실시예에서, 지불 프로세서(208)의 기능은 유사하고 특정 구현은 본 발

지불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재의 또는 새로운 당사자

로 사실상 확대될 수 있다.
[0043]

상인 POS(204)로부터 허가 요청을 수신하면, 지불 프로세서 로직(504)은 상인의 인수자가 TOT 변환 프로그램에
의 참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상인의 ID(merchant's ID; MID)는 허가 요청의 일부를 형성하고 상인과 연관

된 인수자는 참조 테이블(lookup table)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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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 변환 프로그램의 일부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참조 테이블(506)을 참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테

이블(506)의 포맷은 도 6a에 도시되어 있고 테이블(506)의 예는 도 6b에 도시되어 있다.
[0044]

따라서, 예컨대, 상인(204)과 연관된 인수자(206)에 대한 인수자 ID가 0001인 경우, 인수자는 미국 제일은행
(First Bank of America)이고 은행의 상태는 활성이며 이는 트랜잭션 시의 통화 변환 프로세스에서 미국 제일은
행이 활성 참여자임을 의미한다.

[0045]

이어서, 지불 프로세싱 로직(504)은 특정 인수자, 상인, 통화 및 카드 종류와 연관된 기본 변환율을 결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수자 기본 변환율 테이블(508)은 도 7a에 도시된 레이아웃을 가진다.

테이블(508)의

예가 도 7b에 도시된다.
[0046]

기본 변환율 테이블(508)을 사용하여, 지불 프로세서(208)는 정확한 변환 기본 요율을 결정한다.

기본 요율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Visa 또는 Mastercard과 같은 지시된 변환율 소스에 의해 공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가
격인상 이전의 스폿 요율(spot rate)인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도 7b에 도시된 테이블에서 시퀀스 번호 0003
은 2002년 8월 20일에 영국 파운드(통화 코드(826))를 미국 달러(통화 코드(840))로 변환하기 위해 Mastercard
에 의해 공시된 기본 요율이 1.580임을 나타낸다.

즉, 영국 화폐 100파운드는 미국 화폐 158달러와 동일하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테이블은 또한 상이한 시간 간격에 걸쳐 유효한 요율을 포함한다.
대해 계속하면, 간격(A)은 이틀 주기이다.
(B)에서, 요율은 1.536이다.

간격(A)동안, 요율은 다시 1.580이다.

예컨대, 시퀀스 0003에

그러나, 5일 주기인 간격

트랜잭션 시점에 트랜잭션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 상인에 대해서도 간격이 사용되

지만, 며칠 이후까지 트랜잭션을 실제적으로 송신할 수 없을 것이다.
받는 메일 주문 소매상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것은 예컨대, 전화상으로 신용 카드를

그런 경우에, 주문이 된 시점에 허가가 실행되지만 카드 소지자의

카드는 제품이 배송된 후에야 실제적으로 청구된다.

전형적으로, 지불 프로세서(208)는, 특히 통화 변환율의

변경의 위험을 계약 상 감수해야 하는 경우, 허가 및 결제 사이에서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더 긴 간격에 대해 지불 프로세서가 제공하는 기본 요율은 추가적인 위험을 반영한다.
[0047]

도 7a에 도시된 테이블 구조는 기본 변환율 테이블이 프로세서, 상인 및 카드 종류의 조합에 대한 기본 요율을
포함한다는 것을 도시한다.

예컨대, 다시 도 7b를 참조하면, 시퀀스 번호 0001은 파운드를 달러로 변환하기 위

해 Visa에 의해 공시된 요율이 1.588이고, 이는 Mastercard 요율인 1.580보다 미국 카드 소지자에게 덜 유리하
다는 것을 도시한다.
[0048]

기본 통화 변환율이 결정되면, 지불 프로세싱 로직(504)은 변환에 적용할 정확한 가격인상을 결정한다.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 지불 프로세서(208)는, 상인의 국제 트랜잭션 각각에 대해 사용될 가격인상 방법뿐만 아니라
TOT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가된 상인의 목록을 포함하는 상인 설정 파일을 포함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포맷될 수 있고, 일 실시예에서는 지불 프로세서(208)의 일부로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인 ID
상호 참조 테이블(510) 및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512)에 포함된다.
[0049]

상인 ID 상호 참조 테이블(510)은 상인의 식별자(MID)를 사용하여서, 상인 인수자, 상인 기본 결산통화, 가격인
상 방법, 외국 MID 및 외국 MID 결제 통화를 식별한다.

이러한 필드 각각은 이하 더 설명된다.

테이블(510)의

예시적인 레이아웃이 도 8a에 도시된다.
[0050]

국내 상인 ID는 상인의 국내 인수자에 의해 상인에게 할당된 상인 ID인 것이 바람직하다.
인수자에 대한 숫자 식별자이다.

인수자 ID는 상인의

상인 기본 통화는 상인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통화, 예컨대 국내 통화에 할

당된 ISO 통화 코드이다.

가격인상 방법은 이하 더욱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기본 요율에 적용될 가격

인상의 종류를 지시한다.

외국 상인 ID는, 외화 트랜잭션의 결제 및 결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상인이 수령하

는 각각의 통화에 대해 상인에게 할당된 통화-특정 MID(currency-specific MID)이다.

통화를 결제하는 외국 상

인 ID는, 이전 필드의 외국 상인 ID와 연관된 통화 및 적합한 트랜잭션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통화-특정
인수자 BIN에 할당되는 ISO 통화 코드에 대응한다.
[0051]

도 8b는 테이블(510)의 예를 도시한다.

예컨대, 시퀀스 번호 005는 기본 MID 12345678을 가지며 인수자 1을 사용하는 상인에 대해, 상인에 대한 기본
통화가 840(미국 달러)이고 가격인상 방법은 "AE"(이하 참조)이고, 외국 MID는 8321450005이며 외국 MID 결제
통화는 702(싱가폴 달러)임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시퀀스 번호 004는 동일한 인수자 1을 사용하고 기본 통화

가 840(미국 달러)인 상인에 대해, 가격인상 방법은 "AA"(이하 참조)이고, 외국 MID는 8321450004이며 외국 MID
결제 통화는 344(홍콩 달러)임을 나타낸다.
[0052]

가격인상 방법은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512)에 의해 정의된다.
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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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

가격인상 방법 테이블(512)은 각각의 방법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한 가격인상이 양, 음 또는 0인지 여부를 나타낸
다.

값이 0인 경우, 가격인상 방법은 단지 상술된 기본 요율이다.

타내는 가격인상 백분율이 테이블(512)에 포함된다.
[0054]

또한,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의 크기를 나

테이블(512)에 따른 레이아웃의 예가 도 9b에 도시된다.

테이블(F)의 시퀀스 004에 대해 상술된 예에서, 가격인상 방법은 "AF"이었고 시퀀스 004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방법은 "AE"이었다는 것을 상기하자.

테이블(H)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A"는 1의 지시자와 3.00의 값

을 갖는 PP 전역 타입(PP global type) 가격인상이다.
금액의 3% 가격인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bps) 가격인상에 대응한다.

이것은 AA 종류의 트랜잭션에 대해, 적용된 가격인상은

"AE"는 1의 지시자와 0.50의 값을 갖는 은행+50 기본 지점(bank+50

이것은 AE 종류의 트랜잭션에 대해, 적용된 가격인상은 발행자 가격인상 금액에 대

해 금액의 0.5% 가격인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해기술의 당업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른 다양한 가

격인상 종류가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0055]

따라서, 테이블(506, 508, 510 및 512)을 이용하여, 지불 프로세서(208)는 상인, 인수자, 카드 발행자, 트랜잭
션 종류, 카드 종류, 결제 간격 및 통화의 임의의 조합에 대해 명시된 요율을 선택할 수 있다.

엔티티들의 어

떠한 그러한 조합에 대한 변환율 및 가격인상을 개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및 개별 상인, 발행자, 인수자, 게이트웨이 등에 대해 서비스 관계 및 수수료 일정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지불 프로세서에게 제공한다.
[0056]

지불 프로세싱의 이러한 방법의 하나의 장점은 변환율이 미세한 레벨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간의 트랜
잭션을 변환하는 종래의 방법을 사용하는 현재의 경쟁자, 즉 카드 협회 및 발행자보다 더 좋은 요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카드 멤버에게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유리한 장점을 얻을 기회가 존재한
다.

예컨대, Visa 협회로 하여금 미국 달러를 영국 파운드로 변환하도록 하는 런던 은행에 의해 발행된 영국

Visa 카드 소지자에게 적용될 요율이 미국 화폐 1달러=영국 화폐 0.55파운드라는 것을 지불 프로세서(208)가 알
고 있는 경우, 지불 프로세서(d10)는 카드 소지자에게 잠재적으로 0.05파운드의 절약을 나타내는 미국 화폐 1달
러=영국 화폐 0.60파운드의 변환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유리함을 찾을 수 있다.
[0057]

테이블 구동 로직이 제공하는 다른 장점은 어떤 상인, 인수자, 발행자, 카드 제품 또는 이들의 조합을 선택적으
로 포함하거나 또는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0058]

도 10a는 발행 은행 및 카드 협회에 의해 적용되는 가격인상을 정렬하기 위한 테이블(514)의 일 실시예에서의
레이아웃을 도시한다.

[0059]

도 10a의 필드에 따라 구성된 테이블의 예가 도 10b에 도시된다.

상술한 예에서, 시퀀스 번호 0002는, UOB라는 이름 및 BIN 400116001을 갖는 발행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싱
가폴에 위치하고, 싱가폴 달러에 대한 ISO 코드인 통화(702)로 카드를 발행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테이

블은 모두가 발행자에 의해 보존되는 이러한 변환에 대한 전체 가격인상이 3.50%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불 프로세서(d10)가 기본 요율에 대해 3.50%보다 작은 가격인상을 제공하는 한, 카드 소지자에게 더 좋은 요
율을 제공할 수 있다.
[0060]

일 실시예에서, 지불 프로세서는, 기본 요율에 대한 통상적인 3% 가격인상보다 항상 유리하도록 방법 종류(도
9b)가 설정되는 "보장된" 우수한 요율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가격인상 방법(AD)에서, "은행-50bps"는 가

격인상이 실제적으로는 협회 및 발행자에 의해 부과되는 요율 이하로의 50 기본 포인트의 가격인하라는 것을 나
타낸다.
[0061]

발행통화로 표시되는 변환되고 가격 인상된 금액이 결정되면, 지불 프로세서(208)는 변환된 통화 금액을 사용하
여 허가 요청을 구성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요청을 카드 협회(210)로 전송한다.

지불 프로세싱 로직(504)은

요청을 카드 협회로 송신하기 전에 허가 요청에 대한 Group III 추가목록의 필드를 채운다.
[0062]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인 POS 디바이스(204)는 지불 프로세서(208)에게 채택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고 카드 소
지자(202)에게 통화 변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Visa 외부 인터페이스 규격(1080)에 대한 수정을 이용
한다.

상인 POS 디바이스(204), 지불 프로세서(208) 및 카드 협회(210) 및 발행자 은행(212) 사이에서 보내지

는 허가 요청은 TOT 프로세스와 함께 사용되기 위해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에 따라 수정되고, 특히 통화 변환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소정의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는 VISA EIS 1080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의 당업자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EIS 1080 규격은 추가 구성가능 필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당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지불 프로세서(208)는, 트랜잭션 시점 통환 변환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요청 및 응답에서 표준에
대한 Group III 추가목록을 사용하도록 구성된다.

당해 기술의 당업자는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통화 변환 정보

의 송신을 용이하게 하는 추가 데이터 필드를 포함함으로써 TOT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기 위해 수정된 기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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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포맷 규격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0063]

지불 프로세서(208)에게 허가 요청을 송신하는 경우, 상인 POS 디바이스(204)는, 지불 프로세서(208)로 하여금
상인 POS 디바이스(204)에게 필요 통화 변환 트랜잭션 정보를 갖는 동일한 Group III 추가목록을 반환하도록 하
는 Group III 추가목록 레코드의 탈퇴 플래그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카

드 소지자가 허가 요청의 시점에 채택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탈퇴 플래그는 디폴트로 "No"로 설정
되어 있다.

일 실시예에서, 추가목록 레코드는 다음의 포맷이다.

표 1
[0064]

[0065]

III

1
1

NUM
A.N

4.38
새 필드

Group III 버전 번호
동적 통화 변환 탈퇴 플래그

"500"
N 또는 Y

지불 프로세서(208)가 카드 협회로부터 허가 응답을 수신하는 경우, 외국 교환 시스템은 트랜잭션을 TOT-적합
기반으로 인식하고 Group II 추가목록 레코드 내의 추가적인 통화 변환 정보를 포함하는 허가 메시지를 POS 디
바이스로 반환한다.

일 실시예에서, 추가목록은 다음 포맷과 같다.

표 2
[0066]

[0067]

Group
III

필드

길이
3
12

포맷
NUM
NUM

참조
4.38
새 필드

3
10

A/N
NUM

새 필드
새 필드

1

NUM

새 필드

컨텐츠
코멘트
Group III 버전 번호
"500"
카드 소지자 트랜잭션 금액,
2 개의 십진 위치가 함축됨
통화 코드(문자로 표현됨, 예컨대 GBP)
카드 소지자 트랜잭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율, 통화 지수와 함께 사용됨
통화 지수, 변환율에서 소수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읽음

허가 요청/응답에 대한 추가목록은 발행자 통화 코드, 국내 통화로부터 발행자 통화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율 및 변환율 필드에서 소수점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지수 지시자(exponent indicator)를 부호화한다.
예컨대, 발행 통화가 영국 파운드(GBP)인 경우, 금액은 350파운드이고 비율은 0.627이며, 카드 소지자 트랜잭션
필드는 "350"을 포함하고 통화 코드 필드는 "GBP"를 포함하고 변환율 필드는 "0629700000"를 포함하며 지수 지
시자 필드는 "9"를 포함할 것이다.

[0068]

지불 프로세싱 로직(504)이 가격인상 변환율 및 트랜잭션 금액을 결정할 때, 상술한 예에서와 같이 추가목록 레
코드의 필드를 채운다.

카드 협회(210)로 보내진 허가 요청은 추가목록 레코드의 "카드 소지자 트랜잭션 금액"

필드 내에 포함된 바와 같이 발행 통화로 표현된다.

허가 응답이 상인 POS 디바이스(204)에 수신되는 경우, 상

인 POS 디바이스(204)는 트랜잭션을 추가목록이 존재하는 TOT-적합 기반으로서 인식한다.

추가목록 레코드의

데이터는 POS 디바이스에 의해 판독되어 발행통화로서 트랜잭션의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카드 소지자(202)에게
공시해 준다.
을 준다.

이러한 공시는 카드 소지자(202)가 TOT 프로세스의 채택 또는 탈퇴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

공시 및 탈퇴 결정은 이하 상세히 설명된다.

또한, 허가 응답 요소는 상인 POS(204)에 의해 저장되

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부 또는 일부는 결제 프로세스동안에 제출된다.

변환된 금액 및 변환율이 추가목록에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 POS 디바이스(204)가 임의의 변환율을 별도로 인지해야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지불

프로세서(208)와 같은 중앙 지점이 각 POS 디바이스에게 갱신을 강요함 없이 지속적으로 기본 요율 및 가격인상
을 갱신하도록 한다.
[0069]

인수자의 내부처리 및 계좌 인프라스트럭처는 상인의 조정 및 펀딩(fund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동작
통화로서 전형적으로 관리되어서, 규정 상 다중 통화의 조정 및 계산을 요구하는 TOT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인수자의 능력을 제한한다(예컨대, 미국 달러로 카드협회로부터 결산을 수령하는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카드 협
회로 영국 파운드 트랜잭션을 제출하는 상인).

프로세서 시스템의 전통적인 제약 하에서, 인수자는 특정 트랜

잭션에 적용된 실제 변환율을 수립하는 것부터 TOT 트랜잭션의 허가 및 결산간의 외국 교환 프로세스 상에서의
이득 또는 손실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외국 트랜잭션에 적용되는 여유분의 참여자의 개별 공유를 계산하기 위
한 방법 개발을 관리하는 것까지의 외국 교환 프로세스의 변동을 처리하기에는 잘 갖추어있지 않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하는 주문 주소에서, 본 발명은 인수자의 시설에서의 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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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변경 없이 TOT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0070]

지불 프로세서(208)는, 인수자가 그들의 상인을 적절히 신용하거나 또는 지불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송 시점 통
화 변환의 보고를 상인의 인수자에게 트랜잭션 레벨 기반으로 가능하게 한다.

결제 아이템 확인 파일로 지칭되

는 하나의 파일이 각 참여 인수자에게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TOT 변환 및 카드 협회 결산의 트랜잭션 레벨
상의 결과를 포함하는 포착된 트랜잭션 정보를 포함한다.

회수/재부과 파일(retrieval/chargeback file)이라고

지칭되는 다른 파일이 또한 각 인수자에게 분배되고, 트랜잭션 레벨에서 열거되는 카드 협회로부터의 모든 예외
적인 트랜잭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그 파일은 예외 지역에 대한 상세를 제공한다.

상호교환 자격 파일

(interchange qualification file)이라고 지칭되는 세 번째 파일이 각 인수자에게 분배되고 모든 상호 교환 비
용 정보, 포착된 트랜잭션 정보를 포함하고, 지불 프로세서 및 협회 결산의 트랜잭션 레벨에 관한 결과 및 상호
교환 수수료 평가를 포함한다.

본 파일은 지불 프로세서가 상호교환 비용을 분류하고 트랜잭션 프로세스에 참

여한 하나 이상의 당사자에 걸쳐 그러한 비용을 할당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0071]

위 파일 각각으로부터의 데이터는 일일 조정/증명 보고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

은 지불 프로세서 및 지불 프로세서로 하여금 인수자 각각에 대해 수신된 모든 트랜잭션 활동, 처리된 예외를
고려하고 국제 트랜잭션 변환 이득 및 손실을 분리시켜서 보고하도록 하는 카드 협회로부터의 지원 보고를 포함
하는 다중-통화 계산 프로세스이다.

프로세스로부터의 출력은 각 인수자가 그의 국제 트랜잭션 프로세싱 및 연

관된 직접 세금 및 비용을 추적하여 완전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정 및 증명 보고이다.
[0072]

TOT 통화 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정 상인은 다중 발행 통화를 지원하도록 구성되고 다중 발행 통화에서 트
랜잭션을 하루에(또는, 더 일반적으로 하나의 배치 기간(batch period)에)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

일 실시예에서, 지불 프로세서(208)는 다중 발행 통화에서의 상인 트랜잭션을 고려하기 위해 효율적인 메

커니즘을 가능하게 한다.
[0073]

각 상인은 국내 상인 ID(MID)를 갖는다는 것을 상기하자.

지불 프로세서(208)는 상인의 MID를 상인에 의해 지

원되는 각 발행 통화에 대해 새로운 외국 상인 ID(FMID)를 매핑시킨다.

예컨대, 상인의 국내 통화가 미국 달러

이고 상인이 TOT 통화 교환에 대해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일본 엔 및 호주 달러를 수령하도록 구성
된 경우, 지불 프로세서(208)는 상인에 대해 5 개의 FMID를 생성하고 일-대-다 매핑(one-to-many mapping)을
저장한다.

지불 프로세서가 상인으로부터 일괄 처리된 트랜잭션을 수신할 때, 특정 트랜잭션에 대한 결제 파일

에서 MID를 적합한 FMID로 대체하기 위해 매핑을 사용한다.

예컨대, 상인이 유로 카드 소지자에 대해 TOT 통화

변한 트랜잭션을 수행한 경우, 트랜잭션 레코드의 MID는 유로에 대한 상인의 FMID로 대체된다.
이어서 적절한 통화 특정 획득 BIN 하에서 결제 및 결산을 위해 함께 일괄 처리된다.
서, FMID는 원래의 국내 MID와 다시 매핑되고 상인에게 보고 된다.

각각의 FMID는

최종적으로, 조정을 위해

이러한 프로세스의 하나의 장점은 프로세서

로 하여금 트랜잭션 레벨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점이며, 트랜잭션 레벨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트랜잭션
통화/금액 및 트랜잭션 결제 통화/금액 및 결산 통화/금액 사이의 연속성을 잃게 된다.
[0074]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전에 TOT 통화 변환 프로세스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

동의를 얻는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상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카드 협회의 요구 사항일 수 있기 때문이

그렇게 하는 다른 이유는 카드 소지자가 TOT 변환 프로세스에 의해 이용하는 비율이 너무 불리하다고 믿거

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 탈퇴해서 참여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카드 소
지자에게 주기 위함이다.

카드 소지자가 트랜잭션에서 탈퇴하는 경우, 트랜잭션은 이어서 상인의 국내 인수자

를 통해 종래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카드 협회에 의해 나중에 변환된다.
[0075]

공시 프로세스가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소지자에게 발행 통화로 그에게 청구된 트랜잭션의 금액
에 관하여 충고하고 이어서 그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질에 의존한다.

이러한 두 단계가 발생하는 방식은 트랜잭션의

일한 예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예로서 1) 소매 트랜잭션, 2) 레스토랑 트랜잭션 및 3) 호텔

트랜잭션을 포함한다.
[0076]

소매

[0077]

소매 환경에서 채택하는 프로세스는 사용되는 POS 디바이스의 특정 기능에 의존하고, 디바이스가 "고객지향
(customer facing)"인지 "상인지향(merchant facing)"인지 즉 디바이스가 고객 또는 상인 동작 디바이스인지에
의존한다.

TOT 공시 표현 및 동의(채택 승인) 언어는 카드 소지자가 단순히 트랜잭션 영수증에 서명하면, 지불

프로세서(208)가 트랜잭션을 TOT 트랜잭션으로서 처리하기 위한 것인 것이 바람직하다.
[0078]

카드 소지자가 트랜잭션의 일부에서 "키 입력"할 기회를 갖는 고객용 POS 디바이스를 상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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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POS 디바이스 상에 동의 문구를 표시하고 카드 소지자에게 발행 통화로 지불하기를 요구함으로써 채택이 획
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해 기술의 당업자는 다양한 소매 POS 애플리케이션 및 스크린 상에 표시될 수 있는

다수의 캐릭터가 주어지면, 카드 소지자로부터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0079]

상인지향 단말기로, 채택 메시지는 카드 소지자의 동의를 구두로 얻어서 카드 소지자의 선호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키를 누르는 상인의 종업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80]

카드 소지자가 지불 프로세서(408) 시스템을 채택하면, 상인은 종래의 방식(예컨대, 적절한 허가를 보장하고,
카드

소지자의

서명을

영수증에

획득하는

등)으로

카드

소지자와의

트랜잭션을

완료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허가 방법에 대한 추가목록 레코드의 필드는 카드 소지자가 채택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설정되
는 "채택" 플래그를 포함한다.

지불 프로세서(208)는 트랜잭션을 결제하기 전에 플래그를 확인하고 채택에 대

해 플래그가 설정되지 않은 어떤 트랜잭션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트랜잭션을 지우는 것 대신에, 지불 프로세

서(208)는 종래의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한다.
[0081]

상인 POS(204)에 의해 수신된 허가 응답이 적용된 변환율 및 발행자 통화로의 전체 트랜잭션 금액을 포함하는
추가목록 레코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카드 소지자는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트랜잭션에 대해 서명이 요청되는 시점에 통화 변환 정보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영수증

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실시예에서, 트랜잭션 영수증은 적어도 다음을 포함한다.

[0082]

-- 상인의 국내 통화로의 트랜잭션의 가격

[0083]

-- 적절한 통화 기호 또는 통화에 대한 3개 문자의 ISO 약어가 동반되는 발행 통화로의 변환된 트랜잭션의 가격

[0084]

-- 당일의 유효 변환율

[0085]

-- 변환 프로세스의 간략한 설명

[0086]

도 11은 소매 환경에서 카드 소지자에게 제시되는 영수증의 예를 도시한다.
카드 소지자에게 변환율, 변환 통화 및 전체 변환된 금액을 통지한다.

도 11의 영역(1102)에서, 영수증은

도시된 경우에서, 상인의 국내 통화로의

구매 금액은 100미국달러이고, 변환 통화는 일본 옌(JPY)이고 비율(임의의 가격인상을 포함)은 121.4321이며 옌
으로 카드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전체 금액은 12143옌이다.
[0087]

레스토랑

[0088]

레스토랑 환경에서 카드 소지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일반적으로 카드 소지자도 웨이터 스태프(wait staff)도
POS 디바이스에 즉시 접근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소매 환경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예컨대, 웨이터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계산서를 제공하고, 고객은 그의 신용 카드를 제시하며 웨이터는 이어서 신용 카드를 수령
하여서 POS 디바이스로 달려가고 출력된 영수증을 들고 테이블로 돌아간다.
가하며 웨이터는 부가된 팁을 POS 디바이스에 추가한다.

고객은 영수증에 서명하고 팁을 부

따라서, 레스토랑 환경에서는, POS 디바이스에서가 아

닌, 서명을 위해 카드 소지자에게 제시된 트랜잭션 문서 내에서 카드 소지자로부터 공시 및 프로그램 동의가 얻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소지자가 탈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카드 소지자가 웨이터 스태프에게 통지할 수

있는 추가의 서명 라인을 구비한, 현재의 서명 라인 아래의 TOT 통화 변환 공시를 출력함으로써 동의가 구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0089]

소매 환경에서와 같이, 디폴트는 카드 소지자가 TOT 통화 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할 실시예에서, 카드 소지자가 단순히 적절한 장소에서 영수증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경우,
TOT 통화 변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카드 소지자가 탈퇴하기 위한 라인에 서명하는 경우, 종래의 방식에

서의 레스토랑의 국내 인수자를 통해 지불이 처리되게 될 것이다.
[0090]

소매 예에서와 같이, 다양한 레스토랑 POS 애플리케이션 및 스크린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양이 주어지면, 채택
철차를 수행할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일 실시예에서, TOT 프로세스에 의한 변환에 대하여 적합한 트랜잭션

에 대한 채택을 확인하는 팁을 기입하는 때, 즉 카드가 ARDEF 테이블(205)에서의 범위의 일부분인 때에 웨이터
스태프는 단지 통지된다.
[0091]

카드 소지자가 채택하게 되면, 상인 POS(204)는 상술된 바와 같이 카드 소지자와의 트랜잭션을 완료한다.

[0092]

팁 이 있는 레스토랑 상인 POS시스템(204)에서, 지불 프로세서 허가 응답의 추가목록 레코드의 변환된 통화량
필드는 팁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Visa EIS "팁 금액"이 팁의 금액(상인 소스 통화로의)으로 기입되는 레

스토랑 트랜잭션에서, 지불 프로세서(208)는 상인 기본금액(팁을 포함하는) 및 선택 데이터 그룹에 제공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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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사용하여 카드 소지자의 계산 금액을 결정하고 확인한다.

그렇게 해서, TOT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팁이 있

는 레스토랑에 대하여, 상인 POS(204)는 Visa EIS 1081 표준에 따라 "팁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93]

도 12는 일 실시예에서 레스토랑 환경에서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청구 전표의 예를 도시한다.

변환 통화,

변환 요율 및 변환 금액을 공시하는 것에 추가로, 영역(1202)이 또한 카드 소지자에 의해 부가되는 임의의 팁
금액이 변환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시된 동일한 변환 요율로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제2 서명

라인이 카드 소지자가 TOT 트랜잭션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된다.
[0094]

숙박

[0095]

숙박 환경(예컨대, 호텔, 모텔, 여관 등)에서, 카드 소지자로 하여금 판매 용지, 전표(folio), 인보이스 또는
시설에서의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카드 소지자에 의해 서명될 기타 문서에 출력된 공시 문구에 이름
첫 자를 쓰거나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채택될 수 있다.

[0096]

그러한 문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저희 국제 카드 소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랜잭션 시점 신용 카드 변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본 서비스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당신의 Visa 또는 MasterCard가 본 서비스에 적합하다면, 원래의 국내 통화로의
부과 금액이, 당신의 카드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교환율보다 유리한 교환율로 카드에 청구되는 통화로 당신의
계산 시점에 변환될 것입니다.

[0097]

공시 문구는 동일한 판매 용지, 전표, 인보이스 또는 시설에서의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카드 소지자에
의해 서명될 기타 문서에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시 문구는 종이위에 사전에 출력되거나 또는 체크인 트

랜잭션의 다른 요소와 함께 문자로 출력되어서 전달될 수 있다.
[0098]

상인이 "페이퍼리스(paperless)" 또는 신속 체크인 서비스를 채택하는 경우, 공시를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하는
다른 방법은 카운터 직원이 카드 소지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구두로 통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카드 소지

자가 승인하는 경우, 그러한 승인은 카운터 직원에 의해 POS로 입력되고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한 카드 소지자의
결정이 출력된 확약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
[0099]

다시 말하지만, 디폴트는 카드 소지자가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카드 소지자가

공시 문구에 서명하는 경우, TOT 트랜잭션으로서 지불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0100]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카드 소지자가 초기 허가 단계에서 TOT 통화 변환 프로세스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 임의
의 후속 증가 또는 역 허가 - 결제 파일뿐만 아니라 - "예"라고 설정된 Group III 추가목록 레코드의 "탈퇴 플
래그 필드"를 포함하여야 한다.

[0101]

지불 프로세서(208)에 의해 제공된 허가 응답 메시지의 POS로 반환된 Group III 추가목록의 정보는 변환 정보가
적힌 용지를 나중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불 프로세서(208)가 교

환율을 자주 갱신하기 때문에, 허가 프로세스동안에 상인의 국내 통화에서 카드 소지자의 통화로 트랜잭션 금액
을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환율은 카드 사용자의 청구용지 상에 출력되고 결제를 위해 카드 협회로 제출되는
최종 트랜잭션 금액을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환율이 아닐 것이다(허가와 트랜잭션 포착이 동일자로 발생하
지 않는 이상).
[0102]

체크아웃 시에 카드 소지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갱신된 요율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인(204)은 상인(204)에게 활
성화되어 있는(예컨대,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카드 소지자 계좌의 각각에 대하여 일일 "제로(zero)" 허가를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에 액세스한다.

즉, 상인 POS(204)는 0.00미국달러의 금액에서 증가 허가를 위해 지불 프로세서(20

이러한 트랜잭션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플래그가 설정된 Group III 추가목록 레코드 덕택

에 상인(204)에세 식별 가능해야 한다(즉, TOT 변환에 적합하지 않은 트랜잭션은 허가 응답에 Group III 추가목
록 레코드를 갖지 않을 것이고, 카드 소지자가 탈퇴한 적합한 트랜잭션은 Group III 추가목록 레코드의 탈퇴 플
래그에 "예"를 포함할 것이다).
[0103]

갱신된 요율이 제로-허가 프로세스를 통해 얻어지면, 적절한 요율이 청구 용지 및 결산 파일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인 POS(204)가 이러한 요율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체크아웃이후에 요청되는 청구용지가

적절한 변환 정보를 갖고 출력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인 POS(204)는 180일 기간동안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집에 돌아와서 카드 소지자가 그 청구서의 사본을 호텔에 요청한 경우, 청구 용지는 출력될 수 있고 그
정확성이 담보된다.
[0104]

도 13은 일 실시예에서 체크아웃 시에 호텔 환경에서 카드 소지자에게 제시되는 청구 용지의 예를 도시한다.
공시된 변환 통화, 변환율 및 변환 금액이 당일 실행된 제로-허가의 결과를 기초로 제시되고, 이는 체크인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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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다를 수 있다.
[0105]

본 발명은 제한된 개수의 실시예에 대하여 특정 상세가 설명되었다.
예에서 추가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당해기술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다른 실시

먼저, 컴포넌트의 명명, 용어의 대문자 사용, 속성, 데이

터 구조 또는 임의의 기타 프로그래밍 또는 구조적인 형태는 의무적이거나 또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본 발명
및 그 특징을 구현하는 메커니즘은 다른 명칭, 포맷 또는 프로토콜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설명된 바와 같이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통해서 또는 전체가 하드웨어로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

에 설명된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간의 기능상의 특정 분류는 단지 예시적이고 의무 사항이 아니고, 단일 시스
템 컴포넌트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은 대신에 다수 컴포넌트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다수 컴포넌트에 의해 수행
되는 기능은 대신에 단일 컴포넌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예컨대, 지불 프로세서 등의 특정 기능은 다수 또

는 하나의 모듈로서 제공될 수 있다.
[0106]

위 설명의 일부분은 정보에 대한 연산의 기호적인 표현 및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본 발명의 특징을 제공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적인 설명 및 표현은 당해 기술의 다른 사람들에게 일의 본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용 카드 트랜잭션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수단이다.
로 설명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연산은 기능적으로 또는 논리적으

또한, 이러한 연산의 마련을 모듈 또는 코드

디바이스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종종 편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0107]

그러나, 모든 이러한 및 유사한 용어는 적절한 물리 양과 연관되며 그러한 양에 붙여진 단지 편리한 라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 설명으로부터 자명한 것으로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이상, 설명 전반에 걸쳐

"프로세싱" 또는 "컴퓨팅" 또는 "계산" 또는 "결정" 또는 "표시" 등의 용어는, 컴퓨터 시스템 메모리 또는 레지
스터 또는 기타 그러한 정보 저장소, 송신 또는 표시 디바이스내의 물리(전자) 양으로서 표현되는 데이터를 조
작하고 변환하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유사 전자 컴퓨팅 디바이스의 동작 및 프로세스를 지칭한다는 점이 이해될
것이다.
[0108]

본 발명의 소정의 형태는 알고리즘의 형태로 본 명세서에 설명된 프로세스 단계 및 명령어를 포함한다.

본 발

명의 프로세스 단계 및 명령어가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경
우 내장되기 위해 다운로드될 수 있고 실시간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이 사용하는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동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0109]

또한, 본 발명은 본 명세서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장치는 요구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될 수 있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재구성 가능한 범
용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각각이 컴퓨터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플로피 디스크, 광 디스크, CD-ROM, 자기-광 디스크, ROM, RAM, EPROM, EEPROM, 자기 또는 광
카드, 주문형 반도체(ASIC)를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디스크 또는 전자 명령어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어떤 종류의
매체와 같은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명세서에 지칭된 컴퓨터는 단일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증가된 컴퓨팅 능력을 위한 다중 프로세서를 채용하는 아키텍처일 수 있다.
[0110]

본 명세서에 제공된 알고리즘 및 표시는 어떤 특정 컴퓨터 또는 기타 장치에 원래부터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

다양한 범용 시스템이 또한 본 명세서의 설명에 따라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될 수 있거나 요구되는 방법 단

계를 수행하기 위해 더욱 특화된 장치를 제작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증명될 수 있다.
대해 요구되는 구조는 위의 설명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로 해서 설명되지 않는다.

다양한 이러한 시스템에

또한, 본 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참조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본 발명의 설명을 구현하

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특정 언어에 대한 어떤 참조가 본 발명의 실시가능(enablement) 및 최선의 실시예(best
mode)의 설명을 위해 제공된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0111]

마지막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원칙적으로 읽기 쉽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고, 본 발명
의 사상의 윤곽을 그리거나 한정하기 위해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시는 본 발명의 범위의 설명을 위한 목적이며 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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