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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사와 다카오

일본국 사이타마켄 니이자시 구리하라 5-9-11
(74) 대리인 백남기

심사관 :    이은철심사관 :    이은철심사관 :    이은철심사관 :    이은철

(54)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54)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54)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54)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요약요약요약요약

현금자동 취급장치(또는 현금자동 거래장치)에 있어서, 전자화폐를 수납한 카드를 사용하여 입금, 출금, 
현금으로의 환전, 불입 중의 적어도 하나를 실행하기 위한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
화폐에 의한 입금, 출금, 현금으로의 환전, 불입 등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거래의 메뉴에서 하나의 거래를 선택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하고(402), 입금이 선택된 경우에는 
사용하는 화폐가 현금인지 잔자화폐인지를 지정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404). 전자화폐가 선택되었
을 때에는 캐시카드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재촉하고 이용자의 정당성을 체크해서 정당하면 IC카드의 입력
을 재촉한다(406,408,410). IC카드가 록되어 있을 때에는 록해제를 재촉하고 입금하는 금액을 지정할 것
을 이용자에게 지시하고 IC카드에서 전자화폐를 인출한다. 이용자의 구좌에 입금을 통지하고 인출된 전
자화폐를 은행영업시스템내의 전자금고에 통신망을 거쳐서 이동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있어서 전자화폐용 카드를 사용해서 전자화폐에 의한 입금 또
는 출금 또는 현금으로의 환전 또는 불입등 중의 적어도 하나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는 효과가 얻어진
다.

대표도대표도대표도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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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명세서명세서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현금자동 예입지불기가 적용되는 전자화폐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럭도,

제2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적용되는 본 발명에 의한 현금자동 예입지불기의 제1실시 형태의 외관을 도시
한 사시도,

제3도는 제2도의 장치의 내부의 개략적인 블럭도,

제4도는 제2도의 장치에 사용되는 IC카드 리더/라이터의 개략적은 블럭도,

제5도는 제2도의 장치에 사용되는 IC카드의 개략적인 블럭도,

제6도은 제2도의 장치에 있어서의 전자화폐 또는 현금을 사용한 구좌로의 입금처리의 흐름도,

제7도는 제2도의 장치에 있어서의 출금처리의 흐름도,

제8도는 제2도의 장치에 있어서의 잔고확인처리의 흐름도,

제9도는 제2도의 장치에 있어서의 현금에서 전자화폐로의 환전처리의 흐름도,

제10도는 제2도의 장치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에서 현금으로의 환전처리의 흐름도,

제11도는 제2도의 장치에 있어서의 불입처리의 흐름도,

제12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적용되는 본 발명에 의한 현금자동 예입지불기의 제2실시 형태의 외관을 도
시한 사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현금자동 취급자치(또는 현금자동 거래장치)에 있어서, 전자화폐를 수납한 카드를 사용하여 
입금, 출금, 현금으로의 환전, 불입 중의 적어도 하나를 실행하기 위한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에 관한 것
이다.

현금 대신에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산 물건의 대금은 현금 대
신에 전자화폐로 지불된다. 현금과는 달리 거스름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점은 미리 거스름돈을 준비
해 둘 필요가 없고, 또 거스름돈을 주고 받는데 있어서의 실수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금의 지
불에 비해 고객도 상점도 더욱 편리하게 매매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서는 예를 들면 영국의 Mondex International사가 제안하고 있는 방식「Mondex 방식
」이나 네덜란드의 DigICash B.V.가 제안하고 있는「Ecash」가 있다. 그 밖에 몇가지 방식이 제안되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도 크레디트방식과는 달리 우선 현금에 상당하는 전자화폐를 준비하고 준비된 전자
화폐에서 지불하는 방법이 취해진다. 전자화폐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은행에서 현금을 지불하
도록 전자화폐카드에 은행에서 전자화폐를 인출하여 수납하는 것이다.

전자화폐카드로서는 예를 들면 전자화폐를 수납하고 집적회로(IC)에 의해 구성된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예로서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이 카드를 전
자화폐용 집적회로 카드 또는 전자화폐용 IC카드 또는 간단히 IC카드라 한다. 이와 같은 전자화폐용 IC
카드 및 그 밖의 전자화폐카드를 일괄해서 부를 때에는 간단히 전자화폐카드라 한다.

전자화폐카드는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자화폐용 IC카드는 예를 
들면 통신기능을 갖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처리프로그램 및 전자화폐의 잔액을 저장하는 EEPROM등에 의
한 메모리를 구비해서 구성되어 있다. 부정거래의 방지를 위해 전자화폐용 IC카드내에 유지되어 있는 전
자화폐의 잔액을 부정하게 라이트할 수 없도록 전용IC가  마련되어 있는 방식이 있다.  또, 예를 들면 
「Mondex방식」에 있어서는 IC카드와 IC카드 사이에서만 전자화폐의 수수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부정사
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앞에서 제안되고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은 아직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기기가 어떠한 기능, 형태를 구비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개발도상에 있는 것이다.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많은 해결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사회생활면에서도 급격한 변화는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현금을 사용하는 경제활동은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경제활동에 비해 문제점을 갖
고 있지만 우수한 점도 있다. 따라서, 현금이 급격하게 전자화폐로 치환되는 것은 고려할 수 없다. 전자
화폐와 현금의 이점을 각각 활용해서 병존하는 형태로 경제활동이 운영된다고 고려된다.

이용자는 현금과 전자화폐의 양쪽을 이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금은 현금만을 취급하는 취급장치를 이
용하고, 전자화폐는 전자화폐만을 취급하는 취급장치를 이용하는 것에서는 매우 불편하다. 전자화폐를 
현금자동 취급장치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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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은행구좌로부터의 현금인출기에 또는 은행구좌로의 현금예입기에 또는 양기능
을 구비한 기계등의 장치(이하, 이들을 일괄해서 현금자동 취급장치 또는 현금자동 거래장치라 하기도 
한다.)에 있어서, 전자화폐에 의한 입금, 출금, 현금으로의 환전, 불입 등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기능(
이하,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있어서, 현금을 취급하는 캐시카드와 전자화
폐를 취급하는 IC카드의 양쪽을 이용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취급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금이 지정된 은행구좌에서 출금되는 방법은 출금액을 지정하는 스텝을 갖
고 있다. 전자화폐를 수납하기 위한 전자화폐용 카드로의 출금은 전자화폐를 수납하기 위한 전자화폐용 
카드를 삽입하는 스텝과 출금액을 지정하는 스텝을 갖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또 현금인지 전자화폐인지를 선택하는 스텝을 갖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상기 선택
스텝을 실행하기 전에 출금을 포함한 여러개의 거래항목을 나타내는 여러개의 메뉴를 표시하고, 그것에 
의해 그들의 거래항목중의 1개를 선택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상기 여러개의 메뉴는 현금에 의
한 출금 및 전자화폐에 의한 출금에 공통으로 정해진 출금을 표시하는 1개의 메뉴를 포함한다.

상기 선택스텝은 상기 여러개의 거래항목 중 출금이 선택된 것에 따라서 실행된다.

이하, 본 발명에 관한 현금자동 예입지불기를 도면에 도시한 몇가지 실시형태를 참조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발명의 제2실시 형태 이후에 있어서는 발명의 제1실시 형태와의 상이점을 주로 설명하
는데 그친다. 또, 이하에 있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는 동일한 것 또는 유사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다.

[발명의 실시 형태1]

[A 전자화폐 시스템의 개요]

제1도에 도시한 전자화폐 시스템은 은행영업점 시스템(1), 백화점, 수퍼마켓 등의 대형상점에 마련되는 
유통시스템(2), 최종사용자(일반사용자(publc  user)) 시스템(3)으로서의 퍼스널컴퓨터(32), IC카드 전화
기(34), 자동판매기 시스템(4)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공중통신망(7)에 접속되어 있다. 도시한 예에서
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각각 1시스템씩 도시되어 있지만, 여러개의 시스템을 공중통신망(7)에 접속해서 
구성할 수 있다. 또, 은행영업점 시스템(1)은 전용회선(70) 등에 의해 은행계산기 센터(5)에 접속되고, 
은행계산기 센터(5)에는 전자화폐 발행조직(6)이 접속되어 있다.

은행영업점 시스템(1)에서는 창구단말(12),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가 내부통신회선(13)을 거쳐서 서로 
접속되고, 또 릴레이 컴퓨터(17)을 거쳐서 은행계산기 센터(5)에 접속되어 있다. 전자화폐 결제를 위해 
창구단말(12)에  IC카드  리더/라이터(11)이  마련되고,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에는  IC카드 
리더/라이터(812)(도3)이  내장되고,  또  이들의  장치에는  전자화폐거래  제어단말(16)을  거쳐서 
전자금고(15)가 접속되어 있다.

은행계산기 센터(5)는 감정계시스템 호스트(51)과 외접계시스템(52)에 의해 구성되고, 외접계시스템(52)
는 외접계 제어단말(53), 릴레이 컴퓨터(17), 전자금고(15)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에 참가하는 은행, 상점, 자동판매기, 개인 등에는 전자화폐 발행조직(6)에서 IC카드(10)이 배포
되고, 또 은행은 통상 유통되고 있는 현금과 교환해서 전자화폐를 수취하고 외접계시스템(52)내에 마련
되는 전자금고(15)내에 저장한다. 이 전자금고(15)는 그 내부에 다수의 IC카드(10)을 저장하고 있고, 각 
카드(10)에는 전자화폐 발행조직(6)에서 수취한 전자화폐가 수납된다. 외접계시스템(52)에 있어서의 전
자금고(15)내의 IC카드에 수납되는 전자화폐는 각 은행영업점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영업점 시스템(1)에 
있어서의 전자금고(15)내의 IC카드(10)으로 또 분배된다.

전자화폐 시스템에 참가하는 최종사용자로서의 개인은 배포된 IC카드(10)을 소지하고 현금자동 예입지불
기(14)에 의해 은행에 갖고 있는 자기 구좌의 예금을 전자화폐로 교환해서 인출하고 자신의 IC카드(10)
내에 수납할 수 있다.

상술한 전자화폐의 인출시, 개인이 소지하는 IC카드는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를 거쳐서 은행영업점 시
스템(1)내의 전자금고(15)내의 IC카드와 접속된다. 그리고, 전자화폐거래 제어단말(16)의 제어하에 은행
영업점 시스템(1)내의 전자금고(15)내의 IC카드(10)에 수납되어 있는 전자화폐가 개인이 소지하는 IC카
드(10)내에 수납된다. 이때, 은행영업점 시스템(1)내의 전자금고(15)내의  IC카드(10)에  수납되어 있는 
전자화폐의 잔고는 개인이 소지하는 IC카드(10)내에 수납한 분만큼 감액된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이 인
출시에 캐시카드를 병용한다.  후에 개시하는 제2실시 형태에서는 이 캐시카드를 병용할 필요는 없다. 
또,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에서의 개인의 구좌로부터의 예금의 현금에 의한 인출은 종래부터 실행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캐시카드를 사용해서 실행된다.

[B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예금통장을 삽입하는 통장삽입구(141), 지점안내
등을  표시한  표시패널(142),  캐시카드,  불입카드,  전자화폐를  수납한  IC카드  등을  삽입하는  카드 
삽입구(143), 지폐투입/배출구(144), 경화투입/배출구(145), 소요의 처리를 지시하는 터치패널(146), 사
람이 근접한 것을 검출해서 현금자동 예입지불기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하는 감지장치(147), 오투입된 경
화, 부정한 경화 등을 배출하는 경화오투입 배출받이구(148)을 본체부(140)에 구비한다.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의 상세구조를 제3도에 도시한다. 제어용 마이크로 프로세서(162)에는 제5도 리
드 온리 메모리(164), 랜덤 액세스 메모리(166), 이하에 설명하는 많은 회로 및 장치가 버스(163)을 거
쳐서 접속되어 있다. 이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제5도에서 설명하는 IC카드(10)의 내용을 리드하거
나 그곳에 정보를 라이트하는 IC카드 리더/라이터(182)를 카드 리더/라이터장치(183)내에 갖는 점 및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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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명하는 현금 및 IC카드를 사용한 거래를 실행하도록 이 장치(14)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장치 및 회
로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상기 리드 온리 메모리(164)에 기록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현재, 여러가지 구조의 전자화폐카드가 제안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은행구좌가 있는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를 갖는 카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카드도 있다. 또, 현금과 전자화폐가 병용되고 있는 경제활
동에 있어서는 은행식별번호 및 구좌의 식별번호가 전자화폐카드에 기억되어 있어도 이 기억된 은행식별
번호 및 구좌번호에 의해 특정되는 구좌 다른 구좌, 예를 들면 종래의 캐시카드의 취급은행구좌에서 돈
을 인출하고 전자화폐로 수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또, 그 반대로 전자화폐를 불입하고 통상의 예금
구좌에 예금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상기의 경우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의 입력에 종래의 캐시카드를 병용하는 점에도 
특징이 있다.

터치패널(146)은  이용자가 표시화면상의 위치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CRT로 이루어지는 표시장치(146a)와  그 표시면상에 마련되고 그 면상의 
이용자가 압압등에 의해 지시한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터치패널조작부(146b)로  이루어진다. CPU(162)는 
ROM(164)내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표시장치(146a)에 이용자에 대한 안내정보 또는 이용작 선택할 여러개
의 메뉴 또는 버튼을 표시한다. 이용자는 표시된 메뉴 또는 버튼의 위치를 터치패널조작부(146b)상에서 
지시했을 때 터치패널조작부(146b)가  그 위치를 검지하고, CPU(162)는 ROM(164)내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검출된 위치가 나타내는 이용자의 지시내용을 판별해서 페치한다.

캐시카드 리더/라이터(184)는 은행과의 사이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캐시카드의 내용을 리드하거나 라
이트한다. 지폐 리드장치(174)는 지폐를 리드해서 계수하고 그 금액을 계산한다. 이 장치에는 지폐투입/
배출구(144)에 투입된 지폐가 지폐반입 배출장치(172)에 의해 공급되고 또는 현금저장고(173)에서 배출
할 지폐가 공급된다. 지폐반입 배출장치(172)는 이 배출할 지폐를 지폐리드장치(174)에서 지폐투입/배출
구(144)로 배출하는데도 사용된다. 경화리드장치(174), 경화투입 배출장치(176)은 경화투입/배출구(145)
에 투입 또는 배출되는 경화에 관해서 마찬가지의 동작을 한다.

통장반입  배출장치(180)은  통장투입구(141)에  투입된  통장을  통장리드장치(181)로  반송한  후에 
프린터(188)에서 인자할 수 있도록 세트한다. 또, 프린터(188)에서 인자가 끝난 통장을 통장삽입구(141)
에서 배출한다. 프린터(188)은 구좌잔고나 불입인출 금액등을 이 통장에 인자한다. 통장리드장치9181)은 
예금통장의 이면에 통상 붙여져 있는 자기스트라이트에 기록된 은행식별번호, 구좌번호를 리드한다. 이
용자가 캐시카드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에는 CPU(162)는 이 통장에서 리드된 이들 항목을 이용한다. 통신
포트(168)과 모뎀회로(170)은 통신회선(7)을 거쳐서 다른 장치와 정보의 수수를 실행한다.

[C IC카드 리더/라이터(182)]

IC카드 리더/라이터(182)의 상세회로를 제4도에 도시한다. 도면 중, IC카드로더(IC CARD LOADER)(331), 
커넥터(3305) 및 전원전압 안정회로(3318)이외는 1개의 IC로 구성되어 있다. 이 ci회로는  IC카드(10)의 
통화의 출납을 제어하는 기능의 프로그램을 이 IC내에 갖고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IC카드(10)을 조
작하여 화폐잔고를 개변하는 등의 부정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이점이 개선점의 하나이다. 즉, 제3도의 
cpu(162)에서 전자화폐의 처리내용의 지시를 CPU(3315)에 실행하지만 IC카드(10)으로의 전자화폐의 구체
적인  출납처리는  실행할  수  없다.  전자화폐의  구체적인  출납의  처리의  프로그램은  ROM(3310)이나 
ROM(3313)에  유지되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CPU(3315)가  처리한다.  상기  ROM(3310)이나  ROM(3313), 
CPU(3315)가 1개의 IC내에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해독해서 부정을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

(330)은 IC카드 리더/라이터(182)의 본체부로서 로딩제어회로(3304)나 커넷터(3305)나 IC카드 활성화 제
어회로(3306), 클럭발생회로(3307), 리더/라이터 제어회로(3308), ROM(3310) 데이타 추출회로(3311), 메
인  프로그램(rom)(3313),  RAM(3314),  CPU(3315),  IC카드  체크데이타  저장부(3316),  전원전압 
아정회로(3318)을 갖고 있다.

IC카드 리더/라이터(182)는 본체부(330)내에 IC카드(10)을 인입하고 IC카드로더(IC CARD LOADER)(331)에 
삽입고정하는 제어회로인 로딩제어회로(3304)를 갖고 있고, 이것에 의해 소정의 위치에 IC카드(10)이 고
정된다. 이 위치에서 커넥터(3305)가 IC카드(10)의 단자와 연결되고, IC카드(10)에 전원과 클럭이 클럭
발생회로(3307)과 IC카드 활성화제어회로(3306)에서  공급된다. 또, 그것에 계속해서 리세트신호가 송신
되고 제5도에 도시하는 IC카드(10)내의 CPU(104)가 동작을 개시한다. 즉, IC카드(10)은 활성화된다.

CPU(3315)는  IC카드(10)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종별을  나타내는  ID데이타를  IC카드(10)에서 
커넥처(3305), 리더/라이터 제어회로(3308),  데이타 추출회로(3311)을 통해서 리드한다. 이들의 동작은 
ROM(3310)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ISO규격에 준해서 실행된다. ROM(3310)에 저장되어 있는 프
로그램은 예를 들면 IC카드와 데이타 입력포맷을 IC카드의 프로토콜에 일치시키기 위한 포맷교환, IC카
드의 활성화 수순, IC카드와의 리드 라이트의 수순등이다.

CPU(3315)는 IC카드(10)에서 리드된 ID데이타와 IC카드 체크데이타 저장부(3316)의 내용(카드체크 데이
타와 전자화폐 프로그램ID)을 비교해서 IC카드(10)에 전자화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되어 있지 않
은지를 체크한다. IC카드(10)에 전자화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IC카드 리더/라이터(182)
는 메인 프로그램(ROM)(3313)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가능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가 실행된다. 즉 IC카드(10)으로의 전자화폐의 수납, IC카드(10)으로 부터의 전자화폐의 인출, IC카
드(10)으로 부터의 이력의 리드를 실행한다. 이들의 처리는 제3도의 CPU(162)로 부터의 명령에 따라서 
실행된다.

[D IC카드(10)]

제5도는 IC카드(10)의 블럭도이다. 이 블럭도는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1개의 독립된 
IC회로로 만들어져 있다. 이 IC회로의 외부와의 접속은 콘택트(103)으로 실행된다. 콘택트(103)은 IC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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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리더/라이터(182)의 커넥터(3305)와 접속한다.

(104)는 CPU이고, (105)는 EEPROM, (106)은 ROM이다. 전자화폐가 수납된 IC카드(10)에는 외부와의 사이
에서  신호,  전원,  클럭,  리세트신호를  수수하는  콘택트부(103),  IC카드(10)의  동작을  제어하는 
CPU(104), CPU(104)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ROM(106) 및 전자화폐등의 데이타를 유지하기 위한 리
라이트 가능한 메모리, 예를 들면 EEPROM(105)등의 메모리를 구비하고 있다.

CPU(104)는 iso규격에 준해서 데이타를 입출력하기 위한 프로토콜 제어나 ROM(106)에 저장되어 있는 프
로그램에 준한 암호화 등의 처리를 실행한다. 또, 전자지갑의 필요기능으로서 전자화폐의 유지금액등의 
정보나 통화의 불입 지불의 이력정보등이 CPU(104)에 의해 EEPROM(105)에  라이트된다. 유지금액정보는 
전자화폐의 유지액으로서 사용되고, 또 이력정보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리드되어 인자되고, 이용자의 
거래의 확인 등에 사용된다. IC카드(10)에 은행 및 구좌번호가 기록되는 경우는 EEPROM(105)에 기록된
다.  또,  이용(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용자인지  아닌지의  확인을  실행하기  위한 비밀번호도 
EEPROM(105)에 기록되고 이용자가 변경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ROM(106)에는 
정보의  종별을  나타내는  ID데이타가  저장되어  있고,  이  데이타와  제4도의  IC카드  체크데이타 
저장부(3316)에 저장된 id데이타를 비교해서 IC카드(10)이 정당한 카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IC카드(10)의 기밀보호를 위한 필수기능의 하나로서 록/록해제가 알려져 있다. 이것은 정당한 이용자 이
외의 사람이 IC카드(10)내의 전자화폐를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용자는 은행영업점내에 
있거나 또는 이용자가 소유하는 적당한 록기기(도시하지 않음)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이 IC카드를 록할 
수 있다. 록해제도 마찬가지의 기기를 사용해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실행한다. 이하에 설명하
는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서는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록된 IC카드를 록해제할 수도 있다. IC카
드가 록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EEPROM(105)에 기록된다. 록된 IC카드에서는 전자화폐
의 인출이나 이력의 리드는 할 수 없지만 그 카드로의 추가의 전자화폐를 축적하는 것 또는 그 카드내의 
이미 축적된 전자화폐의 잔고의 확인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IC카드내의 CPU(104)는 외부에서 액세스
가 있었을 때에는 이 카드가 록되어 있는지 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판별한 후에 그 액세스를 실행할지 실
행하지 않을지를 제어한다.

[E 장치동작]

다음에,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의  각종 이용형태의 처리동작을 설명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이장치의 
동작은 CPU(162)(제3도)이 여러가지 회로 및 장치를 ROM(164)내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어하는 것에 의
해 실현된다. 또, 이 장치(14)는 이용자에게 특정의 정보의 입력 또는 조작을 재촉하는 경우, 터치패널
의 장치(146)에 안내정보 또는 선택할 여러개의 메뉴 또는 버튼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하
의 설명에서는 이 장치(14)가 이용자에게 임의의 조작을 요구할 때에 표시하는 안내정보 또는 메뉴가 명
확할 때에는 그 안내정보 또는 메뉴를 설명하지 않고 그들 표시후에 실행되는 이용자의 조작만을 설명하
는 경우가 있다.

[E1입금]

이용자가 자기의 은행구좌에 IC카드내의 전자화폐를 입금할 때의 장치의 동작과 이용자의 조작을 제6도
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1.우선, 초기상태에서 터치패널(146)에 여러가지 취급을 나타내는 여러개의 메뉴를 표시하고, 그 중 하
나를 선택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이들 메뉴는 하나의 거래에 관해서는 현금 또는 구좌, 전자화폐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들에 공통 메뉴가 사용된다. 이것에 의해, 이용자는 종래의 조작
수순과 동일한 요령으로 이들 여러가지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입금」을 표시하는 
메뉴가 선택된다(스텝402).  이용자로의 상기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종래부터 여러가지 알려져 있는 
안내를 위한 방법의 하나 또는 여러개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터치패널상에 지시내용을 표시하거나 터
치패널에 표시된 상기 메뉴 또는 그것에 관련된 화면상의 개소의 표시를 점멸시키거나 또는 음성에 의해 
지시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린다. 이것은 후에 설명할 여러가지 수순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다른 조작을 지
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입금」이 선택되는 것에 의해 터치패널(146)에 현금과 전자화폐를 각각 나타내는 메뉴를 표시하고, 
어떤 화폐를 사용해서 입금을 실행할지를 선택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404).  이 경우, 전자
화폐에 의한 입금이 선택된다. 이 선택에 의해 스텝(406)으로 이동하지만, 그전에 스텝(426)부터 (440)
의 수순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 스텝(426)부터 (440)의 수순은 종래부터 있는 현금자동 예입지불기로 실행되고 있는 현금에 의한 입
금조작과 동일하다. 즉, 은행구좌를 지정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에 의해 미
리 만들어진 캐시카드를 카드삽입구(143)으로 삽입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426).  삽입된 캐
시카드는 캐시카드 리더/라이터(184)로 반송되고, 이 카드에서 그 이용자의 거래은행의 식별번호와 구좌
번호가  리드된다.  또한,  캐시카드  대신에  은행식별번호나  구좌번호를  도시하지  않는  텐키  또는 
터치패널(146)에  표시되는 텐키등으로 입력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해도 좋다. 이용자는 캐시카드에 
부가해서 구좌의 예금통장을 통장삽입구(141)에  삽입해도 좋다. 이용자가 예금통장을 삽입했을 때에는 
캐시카드의 삽입은 불필요하게 할 수도 있다. 예금통장에 붙여진 자기 스트라이프에 기록된 구좌번호를 
통장리드장치(181)에 의해 리드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용자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로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
하고(스텝428), 구좌번호와 비밀번호에서 이용자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단, 이용자가 예금통장을 사용했
을때에는 입금인 경우에는 비밀번호의 입력 및 그것에 따른 이용자의 정당성의 확인을 생략할 수도 있
다. 이용자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 또는 그 확인을 생략했을 때에는 입금하고자 하는 현금을 
지폐투입구(144)에서 투입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

투입된  현금은  지폐리드장치(174)(제3도)에  의해  기계적으로  계수되고,  그  금액이  계산되어 
터치패널(142)에  표시된다. 이용자가 이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금액이 정확하면 스텝(43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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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버튼을 누를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이 버튼이 눌려지면 입금수속이 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투입된 지폐의 금액과 캐시카드에서 리드된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는 통신포트(168)과 모뎀포트(170)
을 거쳐서 은행영업점 시스템(1) 및 전용회선(70)을 경유하여 은행계산기센터(5)내의 계산기에 통지되고 
그 구좌번호의 구좌에 입금이 기록되고 잔고가 갱신된다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은 현금저장고(173)내에 
보존된다. 예금통장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장에 거래를 기록하고 입급액이나 이용자의 상기 구
좌의 최종잔고가 명세서에 인자되어 삽입한 캐시카드 및 명세서가 배출된다(스텝438). 이들 스텝을 실행
하는 것에 의해 현금에 의한 불입이 완료한다(스텝440).

3.이용자가 스텝(404)에서 전자통화를 선택한 경우, 전자화폐를 불입하는 은행과 구좌번호를 지정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406).  이 지정은 스텝(426)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실행한다. 통상은 캐시
카드를 입력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이와 같이, IC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은행식별번호와 구좌
번호의 지정에 종래의 캐시카드를 병용하는 것은 이들 정보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IC카드와 이들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IC카드 중의 어느 하나를 이용해도 완전히 동일한 수순으로 전자화폐에 의한 입금을 실행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 현금과 전자화폐의 양쪽을 사용하는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IC카드에 기
억된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에 의해 특정되는 은행구좌와 다른 캐시카드의 구좌에 IC카드의 전자화폐
를 불입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IC카드에 기록된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에 의해 특정되는 
은행구좌에 전자화폐를 불입하는 경우 이후의 실시 형태2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스텝(406) 전에 IC카
드(10)을 삽입하고, 이 IC카드(10)에서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를 리드하고 이들 번호에 의해 은행구좌
가 지정되므로 스텝(406)은 생략된다. 또한 이하에서는 캐시카드 또는 IC카드에 기억된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의 조와 같이 구좌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구좌식별정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또, 이 정보가 
카드에 기억되어 있는 경우에 그 카드에 은행구좌가 기억되어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하고 지정된 구좌번호와 비밀번호에서 이용자의 정당성
을 확인한다(스텝408). 이용자가 예금통장을 삽입한 경우의 예외적인 처리를 실행하도록 해도 좋은 것은 
우선 스텝(428)에 관해서 기술한 현금에 의한 입금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용자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
었을 때에는 다음에 전자화폐가 들어가 있는 IC카드를 카드삽입구(143)에 삽입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
한다(스텝410). 삽입된 IC카드(10)은 IC카드 리더/라이터(182)(제3도)으로 반송된다.

4.이용자가 소지하는 IC카드는 그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화폐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미리 은행영업점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이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록해제기기(도시하지 않음)을 사용해서 록을 해재해 
둘 필요가 있다.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그곳에 IC카드가 삽입되면 이 카드가 록되어 있는지 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사하고, 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터치패널(146)에 표시하고 록해제를 이용자에
게  요구한다.  이용자는  IC카드의  록이  해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하지  않은  텐키  또는 
터치패널(146)에 표시되는 텐키를 사용해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에 의해 IC카드의 록을 해
제한다(스텝412).

5.이용자는 다음의 스텝(414)에서 은행구좌에 카드(10)에 불입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입력된 금액이 표
시된다. 이 금액에 에러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스텝(416)에서 확인버튼을 누른다. 터치패널(146)에 확인
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표시의  부분을  지시하는  것에  의해  확인의  정보가  입력된다.  여기에서 
카드(10)의 유지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스텝(414)에서 입력되면 입력에러의 표시가 나오고, 또 정정지시
를 실행하는 표시가 나온다. 이 경우에 이용자는 상기 터치패널(146)상에서 정정을 입력할지 또는 전용
의 정정버튼에 의해 정정의 지시를 실행해서 금액의 입력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상기 조작에 의해, 금
액입금의 조작은 종료한다.

6.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에서는 그후 CPU(162)(제3도)이 IC카드 리더/라이터(12)를 거쳐서 IC카드(10)
내의 전자화폐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금액의 전자화폐를 인출한다. 인출된 전자화폐는 CPU(162)의 제어하
에서 통신포트(168),  모뎀회로(170) 및 은행영업점 시스템(1)내의 내부통신회선(13)을 거쳐서 저자통화 
거래 제어단말(16)으로 전송되고, 그 단말(16)의 제어하에서 또 이 시스템(1)내의 전자금고(15)로 전송
된다.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또 이 이용자의 구좌로의 입금처리를 실행한다. 이 때의 장치동작은 
현금에 의한 입력이 있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 경우와 동일하다.

7.다음에, 스텝(471)에서 카드(10)을 재차 록할지 록하지 않을지의 확인 메시지가 터치패널(146)에 표시
된다. 이용자는 여기에서 록할지 록해제상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 스텝은 특별히 없
어도 문제는 없지만, 안전보호를 위한 록을 희망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있는 쪽이 편리하다.

8.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그후 예금통장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장에 거래를 기록하고 예금
통장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서 IC카드, 통
장 또는 캐시카드 및 명세서를 배출한다. 이용자는 이들을 수취해서 처리를 종료한다(스텝418과 420)

[E2 출금]

제7도을 참조해서 예금구좌에서 잔자화폐를 수납하는 IC카드로의 출금의 처리를 설명한다.

1.우선, 초기상태에서 터치패널(146)에 각종 거래를 나타내는 여러개의 메뉴를 표시하고 그들로부터 하
나를 선택하는 것일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여기에서는「출금」이 선택된다(스텝501).

2.캐시카드를 카드삽입구에 삽입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하고, 예금통장으로의 기장이 필요하면 예금통
장을  그  삽입구에  삽입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스텝502,503). 
스텝(502), (503)의 처리는 앞에서 기술한 현금에 의한 입금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입금의 경우와 동일
하지만, 이용자가 예금통장을 사용해도 비밀번호의 입력은 생략할 수 없다.

3.이용자가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IC카드에 수납할 전자화폐의 금액을 입력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
시하고,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해서 확인버튼을 누를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504,505)

4.스텝(505)후, 터치패널(146)에 현금에 의한 출금인지 IC카드로의 전자화폐에 의한 수납인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표시를 실행한다. 여기에서는 전자화폐를 IC카드내에 수납하는 출금을 실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전자화폐」가 선택된다(스탭506).  또한, 여기에서「현금」이 선택되면 그 후의 장치동작 및 

17-6

등록특허10-0235531



이용자의 조작은 종래의 현금자동 예입지불기과 동일한 동작으로 되므로 도시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
로는 제6도의 스텝(436)이 실행된 후에 현금이 배출되고 또 스템(438)이 실행된다.

5.스텝(506)에서「전자화폐」가 선택되면 캐시카드가 배출된다. 다음에, 전자화폐를 수납하는 IC카드를 
카드삽입구(143)에 삽입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507,508).

6.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구좌로부터의 출금의 처리를 실행하고, IC카드로의 전자화폐의 수납을 실
행한다. 구좌로부터의 출금의 처리는 구좌로의 입금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IC카드에 수납하는 전자화
폐는 앞에서 설명한 IC카드로부터의 입금의 경우와 반대로 전자통화거래 제어단말(16)의 제어하에서 은
행영업점 시스템(1)의  전자금고(15)에서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로  전송되고,  cpu(162)의  제어하에서 
IC카드 리더/라이터(184)에 의해 IC카드(10)에 수납된다. IC카드로의 전자화폐의 수납을 실행한 것을 터
치패널(146)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이것을 확인하면 IC카드가 배출됨과 동시에 예금통장이 삽입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통장에 거래를 기록하고, 또 캐시카드만의 삽입인 경우에는 거래 명세서를 작성해서 IC
카드와 통장 또는 명세서를 배출한다(스텝509). 이용자는 이들을 수취해서 처리를 종료한다(스텝510).

제7도에서는 제6도의 스텝(412)에서 실행한 IC카드에 대한 록해제는 실행할 필요는 없다. IC카드내에 전
자화폐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IC카드가 록되어 있는 상태라도 처리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술하는 다른 처리에서 록해제처리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제7도의 처리는 IC카드에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IC카드에 기록된 은
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에 의해 특정되는 구좌이외의 캐시카드에 의해 지정되는 구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를 도시한다. IC카드에 기록된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에 의해 특정되는 구좌에서 전자화폐를 인출
하는 경우는 이후의 실시 형태2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스텝(502) 전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스텝(502)는 
건너뛴다. 이것에 의해 IC카드에서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를 리드하는 것에 의해 구좌지정이 실행된
다. 스텝(503,  (504),  (505),  (506),  (509),  (510)은 제7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스텝(507)과 
(508)은 건너뛰게 된다.

[E3 잔고조회]

제8도을 참조해서 전자화폐를 수납하는 IC카드내의 전자화폐의 잔고확인처리를 설명한다.

1. 우선, 초기상태에서 터치패널(146)에 각종 거래를 나타내는 여러개의 메뉴를 표시하고, 그들로부터 1
개를 선택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여기에서는「잔고조회」가 선택된다(스텝602).

2.기능으로서「잔고조회」가 선택되는 것에 의해 터치패널(146)에 은행구좌의 현금의 잔고조회인지 IC카
드(10)에 유지되어 있는 전자화폐의 잔고조회인지의 선택표시를 한다. 「구좌잔고」가 선택되면 종래와 
마찬가지로 은행구좌의 지정을 실행하기 위해 스텝(616)에서 캐시카드를 삽입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하
고, 스텝(618)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스텝(620)에서 은행구좌의 잔고가 표
시되고 스텝(622)에서 이것을 이용자가 확인하여 확인의 입력이 실행된다. 삽입한 캐시카드를 배출하고 
이용자가 수취해서 일련의 구좌잔고의 확인을 종료한다(스켑602).  IC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은행구좌의 
구좌잔고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스텝(616)에서 캐시카드 대신에 IC카드를 삽입한다. 스텝(618), (620), 
(622)는 마찬가지의 처리를 실행한다. 이것에 의해 IC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은행구좌의 구좌잔고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스텝(624)에서 IC카드를 꺼낼수 있게 된다.

스텝(640)에서 IC카드(10)의 전자화폐의 잔고조회가 선택된 경우는 스텝(604)에서 스텝(606)으로 진행한
다.

3.IC카드를 카드삽입구에 삽입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606).

4.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IC카드내의 전자화폐의 잔고를 리드해서 표시한다(스텝608).

5.이용자는  이것을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IC카드가  배출되고  IC카드를  수취해서  처리를 
종료한다(스텝610, 612)

[E4 환전(1)]

제9도를 참조해서 현금을 투입하고 소요금액을 전자화폐로 환전해서 IC카드내에 수납하는 처리를 설명한
다.

1.우선, 초기상태에서 터치패널(146)에 각종 거래를 나타내는 여러개의 메뉴를 표시하고, 그들로부터 1
개를 선택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여기에서는「환전」이 선택된다(스텝701)

2.거래로서「환전」이 선택된 것에 의해 터치패널(146)에 현금에서 전자화폐로의 환전인지, IC카드내의 
전자화폐에서 현금으로의 환전인지를 선택하는 표시를 실행한다. 여기에서는 현금에서 전자화폐로의 환
전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현금에서 전자화폐」가 선택된다(스텝702).

3.IC카드를 카드삽입구에 삽입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하고, 환전할 금액을 입력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
시한다(스텝703, 704)

4.다음에, 입력된 금액을 표시하고 이용자는 표시된 환전액을 확인해서 확인버튼을 누르고 현금을 지폐
투입/배출구(144), 경화투입/배출구(145)에 입금한다(스텝705, 706).

5.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입금된 지폐, 경화를 계수해서 입금액을 표시하고 이용자가 이것을 확인
하면  입력된  환전액의  전자화폐를  IC카드에  수납하는  처리를  cpu(162)의  제어하에서  IC카드 
리더/라이터(184)에 의해 실행한다(스텝707). 투입된 현금의 금액과 환전액의 차액을 산출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IC카드, 잔액, 명세서를 배출한다. 이용자는 이들을 수취해서 처리를 종료한다(스텝708).

[E5 환전(2)]

제10도을 참조해서 IC카드내에 수납되어 있는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해서 수취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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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초기상태에서 터치패널(146)에 표시되어 있는 각종 거래를 나타내는 메뉴에서 1개를 선택한다. 
여기에서는「환전」이 선택된다(스텝801).

2.거래로서「환전」이 선택된 것에 의해 터치패널(146)에 현금에서 전자 화폐로의 환전인지 IC카드내의 
전자화폐에서 현금으로의 환전인지를 선택하는 표시가 실행된다. 여기에서는 전자화폐에서 현금으로의 
환전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전자화폐에서 현금」이 선택된다(스텝802).

3.IC카드를 카드삽입구에 삽입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803).

4.IC카드가 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것을 통지하고, IC카드의 록을 해제할 것을 이용자
에게 지시한다(스텝804).  이 때의 장치동작과 이용자의 조작은 출금에 관해서 설명한 스텝(412)(제6도)
에 있어서의 것과 동일하다.

5.환전액을 입력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입력된 환전액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확인할 것을 이용자
에게 지시한다. 예를 들면, 확인버튼을 누를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805, 806).

환전액이 확인되면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환전처리를 실행한다. 즉, 입력된 환전액의 전자화폐를 
삽입된 IC카드에서 인출하고 은행영업점 시스템(1)내의 전자금고(15)에 이미 기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
로 이동한다. 또, 환전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현금저장고(173)에서 배출한다.

6.그 후, 명세서를 작성하고 IC카드, 현금, 명세서를 배출한다. 이용자는 이들을 수취해서 처리를 종료
한다(스텝807).

[E6 불입]

제11도을 참조해서 IC카드내의 전자화폐의 소요금액을 다른 사람의 구좌로 불입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1.우선, 초기상태에서 터치패널(146)에 각종 거래를 나타내는 여러개의 메뉴를 표시하고, 그들의 메뉴에
서 1개를 선택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여기에서는「불입」이 선택된다(스텝901).

2.거래로서「불입」이 선택된 것에 의해 터치패널(146)에 불입에 사용하는 화폐의 소오스로서, 현금, 전
자화폐, 이용자의 예금구좌를 각각 나타내는 메뉴를 표시하고 그 중 한쪽을 선택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
시한다. 여기에서는 전자화폐에 의한 불입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전자화폐」가 선택된다(
스텝902).

3.IC카드를 카드삽입구에 삽입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903).

4.IC카드의 록의 확인과 록해제를 실행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904).  이 때의 장치동작과 이
용자의 조작은 상기 스텝(412)(제6도)과 동일하다.

5.불입액을 입력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하고 불입지의 지정방법으로서 불입지에 관한 정보가 자기스트
라이프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은행이 이미 발행한 불입카드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의 선택을 재촉
하는 메뉴를 터치패널(146)에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이용자는 불입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불입을 선택하
는 것으로 한다(스텝905, 906)

6.불입지의 금융기관명, 지점명, 불입구좌의 종목, 구좌번호, 불입지의 수취인 성명, 이용자인 의뢰인 
성명,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이용자에게 순차 입력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다(스텝907∼911).

7.다음 불입을 위한 불입카드의 발행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지적도록 이용자에게 지시한다. 또, 
스텝(906)∼(911)의 입력결과를 표시해서 이용자에게 그 내용의 확인을 재촉한다(스텝912, 913)

8.이용자가 입력결과를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는 입력된 불입액의 전자
화폐를 입력된 IC카드에서 인출하고 인출한 전자통화를 은행영업점 시스템(1)내의 전자금고(15)로 이동
시킨다.  또,  불입액을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구좌에  불입할  것을  은행계산기  센터(5)에 
통지한다(스텝914).

9.그 후, 명세서를 작성하고 IC카드와 명세서를 배출한다. 스텝(912)에서 불입카드의 발행을 이용자가 
요구했을 때에는 이 카드도 발행한다. 이용자는 이들을 수취해서 처리를 종료한다(스텝914, 915).

또한, 스텝(906)에서 불입카드에 의한 불입이 선택된 경우, 불입카드를 카드삽입구에 삽입할 것을 이용
자에게 지시하고 스텝(913)에서 불입카드내의 내용을 표시하고 이후 스텝(914) 이후를 실행한다.

또, 스텝(902)에서 구좌로부터의 불입이 선택된 경우에는 스텝(903)과 (904) 대신에 구좌로부터의 출금
의 경우에 실행된 스텝(502)와 (503)(제7도)을 실행하면 좋다. 또, 스텝(902)에서 현금에 의한 불입이 
선택된 경우에는 스텝(903)과 (904) 대신에 현금 입금의 경우에 실행된 스텝(426), (428), (434)(제6도)
을 실행하면 좋다.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의하면, 전자화폐를 수납한 IC카드를 사용해서 전자화폐에 의한 입금, 출
금, 현금으로의 환전, 불입등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또, 그 때의 조작수순은 현금에 의해 이들 거래
를 실행하는 경우에 매우 유사한 것이다. 또, 입금 또는 출금과 같이 은행의 명칭, 구좌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종래의 캐시카드를 병용하는 것에 의해 이들 정보를 유지하는 IC카드의 경우도, 그
렇지 않은 카드의 경우도 완전히 동일한 조작수순으로 이들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또, 종래부터 있는 
캐시카드, 불입카드, IC카드 등의 여러개의 카드를 거래의 내용에 맞게 효율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발명의 실시 형태1의 변형예]

실시 형태1에서는 입금(제6도)일 때에는 입금에 사용하는 화폐가 현금인지 전자화폐인지를 선택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한 후(스텝404), 어떠한 경우도 캐시카드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이용자에게 요구하고 있
었다. 그후, 먼저 현금을 희망한 이용자에게는 현금 투입을 요구하고, 먼저 전자화폐를 희망은 이용자에
게는 IC카드의 삽입을 요구하였다. 한편, 출금(제7도)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희망하는 화폐가 현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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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인지를 묻지 않고 캐시카드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이용자에게 요구하고 또 출금액을 이용자에게 
문의하였다. 그후, 희망하는 화폐가 현금인지 전자화폐인지를 이용자에게 문의하고 이용자가 희망하는 
화폐에 의존한 조작을 또 이용자에게 요구하였다.

이들 조작수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1.출금을 위한 조작수신 중 입금과도 공통 또는 유사한 부분을 제6도의 입금을 위한 조작수순과 동일하
게 한다.

2.입금을 위한 조작수순 중 출금과도 공통 또는 유사인 부분을 제7도의 출금을 위한 조작수순과 동일하
게 한다.

[발명의 실시 형태2]

실시 형태1에서는 IC카드에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정하는 구좌와는 다른 은행구좌에 대한 처리가 캐시카드를 병용해서 이하에 실행할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연히 IC카드에 기재된 은행구좌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본 실시 형태2에서는 
IC카드에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들 번호에 의해 특정되는 구좌에 대해서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그 카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즉, 입금인 경우에는 제6도의 스텝(404)에서 전자통화가 선택된 경우 스텝(406)에 있어서의 캐시카드의 
삽입 전에 IC카드의 삽입을 이용자에게 재촉한다.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에서는  CPU(162)에 의해 이 
IC카드에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사하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리드한다. 그후, 제6도의 스텝(406)을 건너뛰고 스텝(408)에 의한 비밀번호의 입력을 
재촉하고 IC카드입력스텝(410)을 생략한다.

입력된 IC카드에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406)에 의한 캐시카드의 
삽입을 재촉하고 스텝(408)을 실행한다. IC카드 입력스텝(410)을 생략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상의 처리는 제7도에 도시한 출금처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스텝(502), (503), (508)
을 상술한 바와 같이 수정하면 좋다. 또한, 이와 같이 수정하면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를 유지한 IC카
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캐시카드 배출스텝(507)도 실행되지 않는다.

또한, 잔고조회, 환전 및 불입의 경우에는 실시 형태1에서 기재한 처리를 실행하면 좋다.

[발명의 실시 형태2의 변형예]

실시 형태1에 있어서, 전자화폐카드로서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사용하도록 
사용하는 전자화폐카드를 제한할 때에는 상기 처리수순에 있어서 입력된 IC카드에 이와 같은 정보가 기
록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IC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처리를 중지할 수
도 있다.

[발명의 실시 형태3]

실시 형태1에서의 입금처리(제6도)  중의 통화선택 스텝(404)에 있어서,「현금」인지「전자화폐」인지를 
선택할 것을 이용자에게 지시하는 메뉴를 표시하고 있지만,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이 선택스텝을 생략한
다.

즉, 스텝(402) 후에 이 통화선택의 화면을 표시하지 않고「현금에 의한 입금인 경우에는 캐시카드를 입
금해 주십시오. IC카드의 전자화폐에 의한 입금인 경우에는 IC카드를 넣어 주십시오」등의 안내를 표시
한다. 캐시카드가 삽입된 경우에는 현금에 의한 입금처리로서 스텝(428)이후를 실행한다. 이때, 캐시카
드 입력스텝(426)은 이미 실행되었으므로 실행되지 않는다. IC카드가 삽입된 경우 전자화폐에 의한 입금
처리로서 스텝(406)이후를 실행한다. 단, 스텝(410)은 이미 실행되었으므로 실행하지 않는다.

또한, 스텝(406)의 실행을 실시 형태2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건너뛸 수도 있다. 즉 입력된 IC카드내에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가 기억되어 있는지 기억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사하고, 기억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텝(406)을 건너뛴다.

제7도에 도시한 출금처리에서는 이하와 같이 처리를 수정하는 것에 의해 통화선택스텝(506)을 생략할 수 
있다. 즉, 스텝(501) 후에 상술한 바와 같이 캐시카드와 IC카드 중의 한쪽의 입력을 재촉한다. 만약, 캐
시카드가 입력되었을 때에는 스텝(503)∼(505)를 실행하고 그 후 스텝(506)을 건너뛰고 또 현금을 배출
한다. 한편, IC카드가 입력되었을 때에는 실시 형태2에 기재한 방법을 병용한다. 즉, IC카드내에 은행식
별번호와 구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사하고, 기록되어 있다고 판명했을 때
에는 스텝(503)∼(506)를 실행하고, 그 후 스텝(506)∼(508)을 생략하고, 또 스텝(509)∼(510)을 실행한
다.  만약,  IC카드에  은행식별번호와  구좌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판명했을  때에는 
스텝(502)∼(505)를  실행하고, 그후 스텝(506)을 건너뛰고 스텝(507)을 실행한다. 그 후, 스텝(508)을 
건너뛴 후에 스텝(509), (510)을 실행한다.

제8도의 잔고조회에서는 스텝(602)에 의해 잔고조회가 선택되었을 때에「구좌잔고의 조회를 할 때에는 
캐시카드를 넣어 주십시오. 전자화폐의 잔고를 조회할 때에는 IC카드를 넣어 주십시오」와 같이 캐시카
드와 IC카드 주의 한쪽의 입력을 이용자에게 요구한다. 만약, 캐시카드가 입력되었을 때에는 스텝(604), 
(616)을 생략하고 스텝(618)로 점프하면 좋다. 만약 IC카드가 입력되었을 때에는 스텝(604), (606)을 생
략하고 스텝(608)로 점프하면 좋다.

제11도의 불입처리에서는 스텝(901)후에 스텝(902) 대신에「구좌로부터의 불입을 할 때에는 캐시카드를 
입력하고 전자화폐를 입력할 때에는 IC카드를 입력하고, 현금으로 불입할 때에는 현금을 입력해 주십시
오」라는 안내를 표시한다. IC카드가 입력되었을 때에는 스텝(903)을 건너뛰고 스텝(904) 이후를 실행한
다. 캐시카드가 입력되었을 때에는 스텝(905) 이후의 처리를 실행한다. 현금이 입력되었을 때도 마찬가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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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8도에 도시한 잔고조회 및 제9도, 제10도의 환전처리인 경우에는 이들 도면에 도시한 수순을 실
행한다.

[발명의 실시 형태4]

1. 제12도는 본 발명에 의한 다른 현금자동 예입지불기의 외관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이 기계(14)는 카드삽입구(143) 이외에 또 하나의 카드삽입구(143')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제2도에 도
시한 것과 상이하다. 카드삽입구(143')은 IC카드전용으로서 사용한다. 카드삽입구(143)은 캐시카드와 불
입카드용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특정 카드를 특정 카드삽입구를 사용해서 삽입하는 쪽이 
조작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 카드삽입구(143),  (143')는 모두 캐시카드, 불입카드, IC카드중의 어느 하나의 삽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와 같이 구성 쪽이 사용상의 편리함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고려하는 이용자도 있다. 이 경우, IC카드 또는 캐시카드는 2개의 카드삽입구 중 어느 하나에서 
삽입되어도 각각 IC카드 리더/라이터(182), 캐시카드 리더/라이터(184)로 반송되도록 카드반송로를 구성
한다.

[전자화폐 시스템의 상세]

본 발명을 적용하는 전자화폐 시스템 그 자체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도에 있어서 유통시스템(2)
는 통상 POS단말(22)가 내부통신회선(13), 스토어 컨트롤러(23)을 거쳐서 센터장치(24)에 접속되어 구성
된다. 전자화폐 절제를 위해 통상의 POS단말(22)에는 외부부착의 IC카드 리더/라이터(11)이 더 마련되고 
또는 전자화폐용 POS단말(21)을 사용해서 구성된다. 또, 센터장치(24)는 정보제어시스템(25),  워크스테
이션(26), 전자금고(15)를 구비해서 구성된다.

최종사용자 시스템(3)은 주로 개인사용자 시스템이고, 간단하게는 IC카드내의 전자화폐의 잔고를 표시할 
수 있는 전자지갑(31)만으로  좋다. 이 전자지갑(31)에는 전자계산기등의 기능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하
다.  또,  퍼스널  컴퓨터(32)는  전자화폐결재를  위해  PC형  카드  리더/라이터(33)을  갖고,  또 
공중통신망(7)과 접속가능하게 구성된다. 또, 통상의 전화기에 전자화폐를 수납하는 IC카드(10)에 대한 
처리기능을 구비한 IC카드전화기(34)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술한 최종사용자 시스템(3)에 있어서의 퍼스널 컴퓨터(32),  IC카드 전화장치(34)는 그 내부에 2장의 
IC카드에 대한 2조의 카드리더/라이터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2장의 IC카드 상호간에서 전자화폐의 수수
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면 남편의 IC카드내의 전자화폐를 주부의 IC카드로 옮기는 등
의 통상의 현금을 취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처리를 실행시킬 수 있다.

자동판매기 시스템(4)는 내장형의 IC카드 리더/라이터(41)이 마련된 자동판매기(42)에의해 구성된다.

상술한  전자화폐의  인출시,  개인이  소지하는  IC카드는  자체카드내에  갖는  통신기능에  의해 
창구단말(12),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 퍼스널 컴퓨터(32) 또는 IC카드 전화기(34) 등내에 마련된 IC
카드 리더/라이터(11), (33)(제1도), (182)(제3도) 등을 거쳐서 은행영업점 시스템(1)내의 전자금고(15)
내의 IC카드와 접속된다. 그리고, 전자화폐거래 제어단말(16)의  제어하에서 은행영업점 시스템(1)내의 
전자금고(15)내의  IC카드(10)에  수납되어 있는 전자화폐가 개인이 소지하는 IC카드(10)내에  수납된다. 
이때, 은행영업점 시스템(1)내의 전자금고(15)내의 IC카드(10)에 수납되어 있는 전자화폐의 잔고는 개인
이 소지하는 IC카드(10내에 수납한 분만큼 감액된다. 또, 개인의 구좌로부터의 예금의 인출은 종래부터 
실행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행된다.

개인이 소지하는 IC카드에 그 개인의 은행구좌의 에금을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를 사용해서 인출하고 
IC카드에 전자화폐로서 유지할 수 있다. 또, 현금을 은행의 창구 또는 전자화폐 발행조직의 창구고 갖고 
가서 그곳에서 IC카드로 그 현금에 상당하는 전자화폐를 수납해 받을 수도 있다.

또, IC카드내의 전자화폐는 창구단말(12), 현금자동 예입지불기(14), 퍼스널 컴퓨터(32)를 거쳐서 은행
영업점 시스템(1)내의 전자금고(15)내의 IC카드내로 되돌려 보내 동시에 자기 구좌에 예입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해서, 전자화폐를 자기 IC카드(10)내에 수납한 사용자는 각종 상점등에 있어서 그 IC
카드를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해서 상품을 살 수 있고 또 각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화폐를 자기의 IC카드(10)내에 수납한 사용자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지불을 위해 POS단
말의 카운터로 산 상품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한다. 취급자는 통상의 거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코드
등을 리드시키는 것에 의해 상품의 판매가를 POS단말(21) 또는 (22)에서 입력하고 그 합계를 연산시켜서 
고객에게 청구한다.

고객이 현금대신에 전자화폐가 수납된 IC카드에 의해 지불을 실행하는 경우, 고객은 그 IC카드를 전자화
폐용 POS단말(12)의 카드삽입구멍 또는 통상의 POS단말(22)에 접속된 IC카드 리더/라이터(11)에 삽입한
다. 이것에 의해 고객의 IC카드와 그 상점의 센터장치(24)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금고(15)내의 IC카드의 
1장이  내부통신회로(13),  워크스테이션(26)을  거쳐서  접속되고,  고객의  IC카드내의  전자화폐가 
센터장치(24)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금고(15)내의 IC카드의 1장으로 옮겨져 POS단말에서 영수증이 출력되
어 물건을 사는 것에 따른 지불의 처리가 종료한다. 이 경우, 고객의 IC카드내의 전자화폐는 물건을 사
는데 사용된 분만큼 감액되고 상점의 IC카드의 전자화폐에 가산된다.

상기에서는 다수의 POS단말과 센터장치(24)에 다수의 IC카드를 저장한 전자금고를 구비하는 유통시스템
에 있어서 상품의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였지만, 개인상점등에서 1대의 입금기만을 구
비하는 바와 같은 시스템인 경우에 입금기에 고객의 IC카드를 위한 IC카드 리더/라이터를 마련하고, 또 
입금기의 내부에 그 상점이 소지하는 IC카드를 갖게 하는 것에 의해 이 상점이 소지하는 IC카드와 IC카
드 리더/라이터를 거쳐서 접속되는 고객의 IC카드 사이에서 전자화폐에 의한 지불을 실행할 수 있다. 그
리고, 상점이 소지하는 IC카드내의 전자화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은행의 구좌에 입금할 수 있고 또는 은

17-10

등록특허10-0235531



행의 창구에서 현금화할 수도 있다.

또, 상술한 POS단말을 갖는 유통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의 구축방법으로서 각 POS단말에 IC카드를 갖게 
하고 고객의 IC카드와의 사이의 금전수수를 일단 이 POS단말내의 IC카드와 고객의 IC카드 사이에서 실행
하고, 필요에 따라서 POS단말에서 센터장치(24)의 전자금고(15)내의 IC카드로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

또, 자동판매기(42)등이 전자화폐 시스템에 참가하는 경우, 자동판매기(42)에 내장된 형태의 IC카드 리
더/라이터(41)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동판매기 자체에 IC카드를 구비하고 고객이 IC카드 리더/라이터(41)
에 삽입한 IC카드와의 사이에서 금전의 수수를 실행하도록 하면 좋다.

[변형예]

이상 기술한 여러가지 실시 형태는 현금에 의한 입금과 출금의 양쪽을 실행할 수 있는 현금자동 예금지
불기에 있어서의 전자화폐 카드의 취급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입금시
의 전자화폐 카드의 취급방법은 상기 기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금을 취급하지만 출금을 취급하지 
않는 현금자동 예금기등의 현금에 의한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현금자동 취급장치(또는 현금자동 거래장
치)에 있어서의 입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기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출금시의 전자화폐카
드의 취급방법은 현금자동 예금지불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금을 취급하지만 입금을 취급하지 않는 
현금자동 지불기등의 현금에 의한 지불을 취급할 수 있는 현금자동 취급장치(또는 현금자동 거래장치)에
도 적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기 실시 형태에서 설명된 잔고조회, 환전 또는 불입 중의 어느것에 있
어서의 전자화폐카드의 취급방법은 현금자동 예금지불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기 현금자동 예금
기, 현금자동 지불기등의 현금에 의한 예금 또는 지불 중의 적어도 한쪽을 취급할 수 있는 현금자동 취
급장치(또는 현금자동 거래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있어서 전자화폐용 카드를 사용해서 전
자화폐에 의한 입금 또는 출금 또는 현금으로의 환전 또는 불입등 중의 적어도 하나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청구항 1 청구항 1 청구항 1 

현금에 의한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현금자동거래기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에 있어서, (a) 입
금할 금융구좌가 지정되는 스텝, (b) 전자화폐를 수납한 카드가 삽입되는 스텝, (c) 입금액이 지정되는 
스텝 및 (d) 상기 카드에 수납된 전자화폐중에서 지정된 상기 입금액에 따른 전자화폐를 상기 금융구좌
에 입금하는 처리가 실행되는 스텝을 포함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2 청구항 2 청구항 2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 거래화폐가 현금인지 전자화폐인지의 선택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스텝을 더 포함
하고, 상기 스텝(d)는 상기 이용자가 스텝(e)에서 거래화폐가 전자화폐인 것을 선택한 것을 조건으로 실
행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3 청구항 3 청구항 3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e) 거래항목의 선택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스텝을 더 포함하고, 스텝(d)는 이용자가 
상기 스텝(e)에서 입금을 거래항목으로 선택한 것을 조건으로 실행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4 청구항 4 청구항 4 청구항 4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으로서, (a) 금융구좌에 대한 구좌식별정보를 유지한 
캐시카드를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삽입하는 스텝, (b)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스텝, (c) 상기 구좌식별정보
에 의해 특정되는 금융구좌로부터의 인출금액을 입력하는 스텝, (d) 전자화폐용 카드를 상기 장치에 삽
입하는 스텝, (e) 상기 인출금액에 대응한 금액의 전자화폐를 상기 전자화폐용 카드에 수납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5 청구항 5 청구항 5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f) 인출할 화폐가 현금인지 전자화폐인지를 지정하는 스텝을 더 포함하고, 그것에 의
해 지정된 종류의 화폐가 인출되도록 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6 청구항 6 청구항 6 청구항 6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으로서, (a) 입금지의 금융구좌를 기억한 캐시카드를 
상기 장치에 삽입하는 스텝, (b) 입금할 현금을 삽입하는 스텝, (c) 삽입된 현금을 페치하는 스텝, (d) 
캐시카드에 기억된 금융구좌에 대해서 상기 페치된 현금의 액수에 대응하는 액수의 돈을 입금하는 처리
를 실행하는 스텝, (e) 전자화폐용 카드를 상기 장치에 삽입하고 입금액을 입력하는 스텝, (f) 삽입된 
전자화폐용 카드에서 상기 입금액에 대응하는 액수의 전자화폐를 인출하는 스텝, (g) 상기 금융구좌에 
상기 입금액에 대응하는 액수의 돈을 입금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7 청구항 7 청구항 7 청구항 7 

현금자동 취급장치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으로서, (a) 금융구좌의 잔고 조회를 지시하고 상기 
금융구좌의 구좌식별정보를 기억한 캐시카드를 삽입하는 스텝, (b)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스텝, (c) 상기 
은행구좌의 구좌잔고를 표시하는 스텝, (d) 전자화폐용 카드를 상기 장치에 삽입하고 전자화폐용 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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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조회를 지시하는  스텝,  (e) 전자화폐의 잔고를 리드하는 스텝, (f) 리드된 전자화폐잔고를 표시
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8 청구항 8 청구항 8 청구항 8 

현금에 의한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현금자동거래기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에 있어서, (a) 전
자화폐를 수납할 수 있는 카드가 삽입되는 스텝, (b) 현금을 페치하는 스텝 및 (c) 상기 현금의 액수에 
대응하는 전자화폐를 상기 카드에 수납(기억)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9 청구항 9 청구항 9 청구항 9 

현금에 의한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현금자동거래기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에 있어서, (a) 전
자화폐가 수납된 카드가 삽입되는 스텝, (b) 현금에서 전자화폐로의 환전인지 전자화폐에서 현금으로의 
환전인지의 선택을 이용자에게 지시하는 스텝, (c) 전자화폐에서 현금으로의 환전이 선택되는 스텝, (d) 
상기 카드에 수납된 전자화폐중 현금으로 환전할 금액이 지정되는 스텝, (e) 상기 금액에 대응하는 전자
화폐를 상기 카드에서 인출하는 스텝 및 (f) 상기 금액에 대응하는 현금을 방출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전
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10 청구항 10 청구항 10 

현금에 의한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현금자동거래기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에 있어서, (a) 불
입지의 금융구좌가 지정되는 스텝, (b) 전자화폐를 수납한 카드가 삽입되는 스텝, (c) 상기 금융구좌로
의 전자화폐에 의한 불입액이 지정되는 스텝, (d) 상기 카드에 수납된 전자화폐중에서 지정된 상기 불입
액에 따른 전자화폐를 상기 금융구좌에 불입하는 처리가 실행되는 스텝을 포함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
법.

청구항 11 청구항 11 청구항 11 청구항 11 

현금에 의한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현금자동거래기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에 있어서, (a) 입
금지의 금융구좌를 기억한 캐시거래에 사용하는 카드가 삽입되는 스텝, (b) 전자화폐를 수납한 카드가 
삽입되는 스텝, (c) 입금액이 지정되는 스텝 및(d) 상기 카드에 수납된 전자화폐중에서 지정된 상기 입
금액에 따른 전자화폐를 상기 금융구좌에 입금하는 처리가 실행되는 스텝을 포함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
법.

청구항 12 청구항 12 청구항 12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e) 거래화폐가 현금인지 전자화폐인지의 선택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스텝을 더 포함
하고, 상기 스텝(d)는 상기 이용자가 스텝(e)에서 거래화폐가 전자화폐인 것을 선택한 것을 조건으로 실
행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13 청구항 13 청구항 13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e) 거래항목의 선택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스텝을 더 포함하고, 스텝(d)는 이용자가 
상기 스텝(e)에서 입금을 거래항목으로 선택한 것을 조건으로 실행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14 청구항 14 청구항 14 청구항 14 

현금에 의한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현금자동거래기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에 있어서, (a) 출
금원의 금융구좌를 기억한 캐시카드가 삽입되는 스텝, (b) 비밀번호가 입력되는 스텝, (c) 전자화폐를 
수납할 수 있는 카드가 삽입되는 스텝, (d) 전자화폐로서의 출금액이 지정되는 스텝 및 (e) 상기 금융구
좌에서 지정된 상기 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를 상기 카드에 수납(기억)하는 처리가 실행되는 스텝을 포
함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15 청구항 15 청구항 15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f) 거래화폐가 현금인지 전자화폐인지의 선택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스텝을 더 포함
하고, 상기 스텝(e)는 상기 이용자가 스텝(f)에서 거래화폐가 전자화폐인 것을 선택한 것을 조건으로 실
행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16 청구항 16 청구항 16 청구항 16 

현금에 의한 예금을 취급할수 있는 현금자동거래기에 있어서의 전자화폐의 취급방법에 있어서, (a) 전자
화폐를 수납할 수 있는 카드가 삽입되는 스텝, (b) 전자화폐의 잔고표시가 지정되는 스텝 및 (c) 전자화
폐의 잔고를 리드하여 표시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저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17 청구항 17 청구항 17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e) 거래화폐가 현금인지 전자화폐인지의 선택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스텝을 더 포함
하고, 상기 스텝(d)는 상기 이용자가 스텝(e)에서 거래화폐가 전자화폐인 것을 선택한 것을 조건으로 실
행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청구항 18 청구항 18 청구항 18 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e) 거래항목의 선택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스텝을 더 포함하고,  스텝(d)는 이용자
가 상기 스텝(e)에서 불입을 거래항목으로 선택한 것을 조건으로 실행되는 전자화폐의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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