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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가 외국 출장 또는 여행중 현지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국의 화폐단위로 변환하여 자동으로 표시해 주고,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용자간 화폐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입자가 사업자일 경우 IMT-2000 단말기 및

IMT-2000 가입자 ID 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고지서를 단문

메시지서비스(SMS)로 통보 받으면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은행 이체도 가능하도록 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망에서 화폐서비스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사업자가 본 발명을 이용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게 되

면 손님이 IMT-2000 가입자 ID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잇점을 수반하고, 자동 또는 사

용자의 요구 시 현지 국가의 환율을 적용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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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망에서의 서비스 제공 장치에 있어서,

상기 IMT-2000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단말기와 카드의 식별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에게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되;

상기 사용자가 타국에서 타국 및 자국 환율이 적용된 환율값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를 탐색한 다음 현재 사

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환율을 검색하여 사용자의 자국 환율을 적용해 단말기에 나타내주는 환율 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상기 사용자가 착신 사용자를 설정하고 상기 착신 사용자측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할 경우, 상기 환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한 다음 착신자에게 현금을 전송해주는 현금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가 은행을 설정하고 상기 은행으로 현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상기 환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

한 다음 상기 은행으로 이체를 수행하는 은행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폐 서비스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화폐 서비스 수단은 이동스위칭센터(MSC)와 톨 교환기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MSC/톨 인터페이스부와;

가입자가 화폐서비스 요구시 가입자 및 사업자의 위치와 환율을 고려하여 화폐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처리부와;

상기 서비스 처리부에서 화폐서비스 제공시 가입자가 현재 위치해 있는 국가의 환율을 제공하는 환율 처리부와;

상기 서비스 처리부에서 화폐서비스 제공 시 발신 가입자 또는 착신 가입자에 대한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가입

자 위치등록기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위치등록기 인터페이스부; 및

현재 환율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정보 및 환율정보를 저장하여 상기 환율 처리부에서 정보 요구시 제공하는 데이터베

이스를 구비하며,

상기 위치등록기 인터페이스부는 가입자 위치 등록기를 통해 착/발신 가입자의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조회하되;

화폐서비스장치 주소, 요청정보, 가입자 식별번호를 포함하는 질의 메시지를 인코딩하여 상기 가입자 위치등록기로 송신

하고,

가입자 위치등록기로 부터 해당 가입자의 위치정보와 상태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디코딩한 후, 이 응답을 상

기 서비스 처리부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SC/톨 인터페이스부는 화폐 서비스를 요구한 IMT-2000 단말기를 통한 발신 이동스위칭센터로부터 화폐서비스메

시지를 수신하여 디코딩한 후 상기 서비스 처리부로 전송하고,

상기 서비스 처리부로부터 화폐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받아 이를 인코딩하여 상기 발신 이동스위칭센터로 송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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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MT-2000단말기 사용자가 요구한 서비스 유형이 은행 이체일 경우 상기 톨 교환기로 착신호 설정을 수행하여 화폐

서비스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는 화폐 서비스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메시지유형 필드와;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메시지 크기 필드와;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의 방향성과 금액의 요청 및 영수를 구분하는 방향(Dir)필드와;

상기 서비스의 유형(Type)을 구분하는 유형 필드와;

화폐 종류를 나타내는 화폐종류필드와;

은행을 구분하는 은행코드필드와;

상기 은행의 계좌번호를 나타내는 계좌번호필드와;

상기 서비스를 요청한 가입자 이름을 나타내는 가입자이름필드와;

상기 서비스를 요청한 가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신자를 나타내는 수신자측 2진코드10진수(BCD) 번호 필드와;

상기 수신자의 사설망을 고려한 수신자측 서브 어드레스 필드; 및

상기 수신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에서의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 필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

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는 화폐 서비스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메시지유형 필드와;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메시지 크기 필드와;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의 방향성과 금액의 요청 및 영수를 구분하는 방향(Dir)필드와;

상기 서비스의 유형(Type)을 구분하는 유형 필드와;

화폐 종류를 나타내는 화폐종류필드와;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를 요청한 가입자와 거래를 수행한 날자를 나타내는 거래일시 필드와;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신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업자 이름 필드와;

상기 서비스상에서 제공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를 증명하는 영수금액 필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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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시 적용된 환율 금액을 나타내는 환율 금액 필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망에서 화폐 서비스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는 가입자 식별번호와 사업자 식별번호를 구분하여 저장하고, 사업자가 은행 이체를 이용할 경우 은행

계좌번호와, IMT-2000 카드에 가입 시 설정된 최고 누적액의 화폐창고 및 화폐전송의 1회 최대금액을 저장하는 국제이

동 가입자식별번호 필드와;

상기 사용자 가입시 가입자의 자국코드를 디폴트로 설정하고, 상기 가입자에 대한 현재의 위치 값을 저장하는 위치정보필

드와;

전세계 국가 코드를 저장하고, 해당 시각을 저장하는 국가코드 및 현지시각 필드와;

각 국가 코드에 따른 현재의 환율을 저장하는 환율필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

서 화폐 서비스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필드에서 위치값은 셀 식별번호, 위치 식별번호(LAI), 지리 정보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장치.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MT-2000 화폐 서비스 수단을 구비한 가맹점에서의 구매 결제를 상기 IMT-2000 카드를 통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폐 서비스 수단은

상기 사용자가 현재 받고 있는 청구서 및 공지 사항들을 단문메시지 전송을 통해 상기 IMT-2000 단말기로 전송해 주고,

상기 청구사항에 대한 요금 납부를 IMT-2000 단말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문 메시지를 이용한 화폐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장치.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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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폐 서비스 수단은 타 기관들과의 단문 메시지 전송시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단문메시지서비스센터(SMSC) 인터

페이스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SMSC 인터페이스부는 SMSC를 통해 단문 메시지를 통한 화폐 서비스 제공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장치.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망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IMT-2000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단말기와 카드의 식별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에게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화폐서비스 메시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화폐 서비스 메시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유

형을 판단하는 제 1 과정과;

상기 서비스 유형 판단 결과 사용자가 타국에서 타국 및 자국 환율이 적용된 환율값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

를 탐색하여 사용자의 자국 환율을 적용해 단말기에 나타내주는 환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서비스 유형 판단 결과 사용자가 착신 사용자를 설정하고 상기 착신 사용자측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할 경우, 상기 환

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한 다음 착신자에게 현금을 전송해주는 현금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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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유형 판단 결과 사용자가 은행을 설정하고 상기 은행으로 현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상기 환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한 다음 상기 은행으로 이체를 수행하는 은행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4 과정을 구비하며,

상기 제 2 과정은 상기 서비스를 요청한 현재 가입자의 위치를 위치등록기 인터페이스부로 요구하고, 상기 요구에 따라 가

입자 위치등록기 측으로 상기 가입자의 식별번호를 포함한 질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위치등록기로부터 가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가입자의 현재 상태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현재 가입자의 해당 위치의 국가코드를 설정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해당 국가의 코드가 설정되면 현재 해당국가의 환율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사용자의 자국 환율을 적용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자국 환율이 적용된 데이터를 상기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제 4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

(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에서 상기 응답 메시지의 위치정보로는 위치 번호, 셀 식별번호 및 위치영역 식별번호, 지역 정보, 위치정보

갱신 시각, 방문위치등록기 번호 정보 중 하나를 구비하고, 가입자 상태 정보로는 통화중, 미 접속, 휴지상태 정보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환율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정보 및 환율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가입자 식별번호와 사업자 식별번호를 구분하여 저장하고, 사업자가 은행 이체를 이용할 경우 은행 계좌번호와, IMT-

2000카드에 가입 시 설정된 최고 누적액의 화폐창고 및 화폐전송의 1회 최대금액을 저장하는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 필

드와;

상기 사용자 가입시 가입자의 자국코드를 디폴트로 설정하고, 상기 가입자에 대한 현재의 위치 값을 저장하는 위치정보필

드와;

전세계 국가 코드를 저장하고, 해당 시각을 저장하는 국가코드 및 현지시각 필드와;

각 국가 코드에 따른 현재의 환율을 저장하는 환율필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

서 화폐 서비스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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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정보필드에서 위치값은 셀 식별번호(ID), 위치 식별번호(LAI), 지리 정보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방법.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과정은 상기 서비스가 요청되었을 시 환율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결과 환율정보가 없을

경우 상기 제 2 과정인 환율정보 처리 과정을 먼저 수행하여 환율 정보를 취득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판단결과 환율정보가 존재하거나, 환율정보를 취득하였으면 현금으로 전달할 화폐의 종류를 가입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지금액 또는 가입자의 자국화폐중 하나로 결정하는 제 2 단계와;

화폐가 결정되면 상기 착신 가입자에 대한 이동착신호를 설정하고, 전달할 금액을 포함한 화폐서비스 메시지를 착신측으

로 전송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를 받은 착신측으로부터 영수금액이 포함된 응답메시지가 전송되면 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수신된 메시지의 저장이 완료되면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를 요청한 발신 사용자 측으로 화폐메시지 응답

메시지로 하여 전송하는 제 5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방법.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과정은 상기 서비스가 요청되었을 시 환율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결과 환율정보가 없을

경우 상기 제 2 과정인 환율정보 처리과정을 먼저 수행하여 환율 정보를 취득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판단결과 환율정보가 존재하거나, 환율정보를 취득하였으면 현금으로 전달할 화폐의 종류를 가입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지금액 또는 가입자의 자국화폐중 하나로 결정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화폐가 결정되면 은행 이체를 수행하기 위해 은행의 전산망과 연결된 톨 교환기로 착신호 절차를 수행하는 제 3 단계

와;

상기 착신호 절차가 완료되면 전달할 금액을 포함한 화폐서비스 메시지를 착신측으로 전송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를 받은 착신측으로부터 영수금액이 포함된 응답메시지가 전송되면 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를 요청한 발신 사용자 측으로 화폐메시지 응답메시지로 하여 전송하는 제 5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는 화폐 서비스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메시지유형 필드와;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메시지 크기 필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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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의 방향성과 금액의 요청 및 영수를 구분하는 방향(Dir)필드와;

상기 서비스의 유형(Type)을 구분하는 유형 필드와;

화폐 종류를 나타내는 화폐종류필드와;

은행을 구분하는 은행코드필드와;

상기 은행의 계좌번호를 나타내는 계좌번호필드와;

상기 서비스를 요청한 가입자 이름을 나타내는 가입자이름필드와;

상기 서비스를 요청한 가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신자를 나타내는 수신자측 2진코드10진수(BCD)번호 필드와;

상기 수신자의 사설망을 고려한 수신자측 서브 어드레스 필드; 및

상기 수신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에서의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 필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

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방법.

청구항 28.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는 화폐서비스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메시지유형 필드와;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메시지 크기 필드와;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의 방향성과 금액의 요청 및 영수를 구분하는 방향(Dir)필드와;

상기 서비스의 유형(Type)을 구분하는 유형 필드와;

화폐 종류를 나타내는 화폐종류필드와;

상기 화폐서비스 메시지를 요청한 가입자와 거래를 수행한 날자를 나타내는 거래일시 필드와;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신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업자 이름 필드와;

상기 서비스상에서 제공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를 증명하는 영수금액 필드; 및

상기 서비스시 적용된 환율 금액을 나타내는 환율 금액 필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망에서 화폐 서비스 방법.

청구항 29.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IMT-2000 화폐 서비스 처리 과정을 구비한 가맹점에서의 구매 결제를 상기 IMT-2000 카드를 통해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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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과정에서 판단 결과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사업자 인증 메시지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가 현재

받고 있는 청구서 및 공지 사항들을 단문메시지 전송을 통해 상기 IMT-2000 단말기로 전송해 주고, 상기 청구사항에 대

한 요금 납부를 IMT-2000 단말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문 메시지를 이용한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5 과정

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방법.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과정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수신된 사업자에 대한 식별번호를 읽어오는 제 1 단계와;

리딩이 완료되면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사업자 식별번호와 비교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인증 수행결과 인증에 성공하면 수신된 단문메시지를 착신지로 전송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인증 수행결과 인증에 실패하면 상기 수신한 단문메시지를 폐기한 다음 상기 메시지가 전송된 측으로 인증이 실패하

였음을 나타내는 오류 코드를 전송하는 제 4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

폐 서비스 방법.

청구항 4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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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통신(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00 : 이하 IMT-2000이라 칭한다)망에서 화

폐 서비스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가 외국 출장 또는 여행중 현지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국

의 화폐단위로 변환하여 자동으로 표시해 주고, IMT-2000 사용자간 화폐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입자가 사업자일

경우 IMT-2000 단말기 및 IMT-2000 가입자 ID 카드를 이용해 현금 또는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

고, 특히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고지서를 단문메시지서비스(Shot Message Service : 이하 SMS라 칭한다)로 통보 받으면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은행 이체도 가능하도록 한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서비스 장치 및 그 방법

에 관한 것이다.

현재 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기 언급한 IMT-2000시스템이 그 일 예로써, IMT-2000 단말기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하나의 번호를 이용하여 사

용할 수 있다.

한편, 은행업무측을 살펴보면 은행업무는 현재 365일 코너가 여러군데 배치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현금을 인출한다거나 은

행 이체를 시킨다거나 등의 작업이 조금은 편리해졌으나, 이 역시 365일 코너를 찾아가야만 가능하고, 또한 365일 코너를

사용할 경우 사용 시간대가 설정되어 있어 그 시간 이외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불편한 점이 다소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비자카드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카드가 정지되었다거나 또한 현금서비스 장치가 많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 현금이체등의 작업이 불편하여 사용자의 경제적인 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은 종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MT-2000 가입자 ID 카드 및 단말기의 위치와

관련하여 현지의 환율에 근거한 자국화폐단위표시, 화폐전달, 금액 결제, 은행 이체, 청구서 및 공지사항 전송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망에서 화폐 서비스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망에서의 서비스 제공 장치에 있어서,

상기 IMT-2000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단말기와 카드의 식별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에게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되;

상기 사용자가 타국에서 타국 및 자국 환율이 적용된 환율값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를 탐색한 다음 현재 사

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환율을 검색하여 사용자의 자국 환율을 적용해 단말기에 나타내주는 환율 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상기 사용자가 착신 사용자를 설정하고 상기 착신 사용자측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할 경우, 상기 환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한 다음 착신자에게 현금을 전송해주는 현금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가 은행을 설정하고 상기 은행으로 현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상기 환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

한 다음 상기 은행으로 이체를 수행하는 은행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폐 서비스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화폐 서비스 수단은 이동스위칭센터(MSC)와 톨 교환기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MSC/톨 인터페이스

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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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화폐서비스 요구시 가입자 및 사업자의 위치와 환율등을 고려하여 화폐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처리부

와;

상기 서비스 처리부에서 화폐서비스 제공시 가입자가 현재 위치해 있는 국가의 환율을 제공하는 환율 처리부와;

상기 서비스 처리부에서 화폐서비스 제공시 발신 가입자 또는 착신 가입자에 대한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가입

자 위치등록기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위치등록기 인터페이스부; 및

현재 환율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정보 및 환율정보를 저장하여 상기 환율 처리부에서 정보 요구시 제공하는 데이터베

이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망에서의 서비스 제공 장치에 있어서,

상기 IMT-2000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단말기와 카드의 식별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에게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되;

상기 사용자가 타국에서 타국 및 자국 환율이 적용된 환율값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를 탐색한 다음 현재 사

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환율을 검색하여 사용자의 자국 환율을 적용해 단말기에 나타내주는 환율 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상기 사용자가 착신 사용자를 설정하고 상기 착신 사용자측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할 경우, 상기 환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한 다음 착신자에게 현금을 전송해주는 현금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가 은행을 설정하고 상기 은행으로 현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상기 환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

한 다음 상기 은행으로 이체를 수행하는 은행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가 현재 받고 있는 청구서 및 공지 사항들을 단문메시지 전송을 통해 상기 IMT-2000 단말기로 전송해 주고,

상기 청구사항에 대한 요금 납부를 IMT-2000 단말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문 메시지를 이용한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폐 서비스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화폐 서비스 수단은 이동스위칭센터(MSC)와 톨 교환기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MSC/툴 인터페이스

부와;

타 기관들과의 단문 메시지 전송시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단문메시지서비스센터(SMSC) 인터페이스부와;

가입자가 화폐서비스 요구시 가입자 및 사업자의 위치와 환율등을 고려하여 화폐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처리부

와;

상기 서비스 처리부에서 화폐서비스 제공시 가입자가 현재 위치해 있는 국가의 환율을 제공하는 환율 처리부와;

상기 서비스 처리부에서 화폐서비스 제공시 발신 가입자 또는 착신 가입자에 대한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가입

자 위치등록기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위치등록기 인터페이스부; 및

현재 환율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정보 및 환율정보를 저장하여 상기 환율 처리부에서 정보 요구시 제공하는 데이터베

이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망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IMT-2000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단말기와 카드의 식별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에게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화폐서비스 메시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화폐 서비스 메시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유

형을 판단하는 제 1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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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 유형 판단 결과 사용자가 타국에서 타국 및 자국 환율이 적용된 환율값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

를 탐색하여 사용자의 자국 환율을 적용해 단말기에 나타내주는 환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서비스 유형 판단 결과 사용자가 착신 사용자를 설정하고 상기 착신 사용자측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할 경우, 상기 환

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한 다음 착신자에게 현금을 전송해주는 현금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 과정;

및

상기 서비스 유형 판단 결과 사용자가 은행을 설정하고 상기 은행으로 현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상기 환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한 다음 상기 은행으로 이체를 수행하는 은행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4 과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망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IMT-2000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단말기와 카드의 식별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에게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화폐서비스 메시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화폐 서비스 메시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유

형을 판단하는 제 1 과정과;

상기 서비스 유형 판단 결과 사용자가 타국에서 타국 및 자국 환율이 적용된 환율값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

를 탐색하여 사용자의 자국 환율을 적용해 단말기에 나타내주는 환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서비스 유형 판단 결과 사용자가 착신 사용자를 설정하고 상기 착신 사용자측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할 경우, 상기 환

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한 다음 착신자에게 현금을 전송해주는 현금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 과정과;

상기 서비스 유형 판단 결과 사용자가 은행을 설정하고 상기 은행으로 현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상기 환율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환율정보를 검색한 다음 상기 은행으로 이체를 수행하는 은행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4 과정과;

상기 제 1 과정에서 판단 결과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사업자 인증 메시지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가 현재

받고 있는 청구서 및 공지 사항들을 단문메시지 전송을 통해 상기 IMT-2000 단말기로 전송해 주고, 상기 청구사항에 대

한 요금 납부를 IMT-2000 단말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문 메시지를 이용한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5 과정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

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IMT-2000 가입자 ID 카드 및 화폐 서비스 장치를 포함하는 IMT-2000 망 구성도로, IMT-

2000 단말기(1) 및 신용카드가 통합된 IMT-200 가입자 ID & 신용카드(2)(이하, 'IMT-2000 가입자 카드'라 한다)와;

상기 IMT-2000 단말기(1)가 가입된 기지국(3)과;

상기 기지국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4)와;

상기 기지국 제어기(4)가 다수개 설치된 상태에서 발신 가입자가 착신자와 통신을 행하고 싶을 경우 착신자가 가입되어 있

는 기지국제어기측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이동스위칭센터(Mobile Switching Center : MSC)(5)와;

은행 전산망과 연계되는 톨(Toll)교환기(6)와;

이동 단말기들의 현재 위치를 관리하는 가입자 위치등록기(home Location Resister : HLR(7)와;

상기 IMT-2000 단말기(1) 및 IMT-2000 가입자 ID 카드(2)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화폐 서비스 제공 요청에 따라 화폐 서

비스를 제공하는 IMT-2000 화폐서비스 장치(8);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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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스위칭센터(5), 톨 교환기(6), 가입자 위치등록기(7) 및 IMT-2000 화폐 서비스 장치(8)간 통신을 위한 No.7 신

호망(9)을 구비한다.

이때 상기 IMT-2000 화폐서비스 장치(8)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 시 자신의 현재의 위치 또는 이동착신가입자의 호 설정

을 위해서 No.7 신호망(9)을 통해 가입자 위치등록기(7)와 통신하고, 상기 이동스위칭센터(5)는 IMT-2000 화폐 서비스

장치(8)및 톨 교환기(6)와 No.7 신호망(9)을 통해 통신을 한다.

그리고 IMT-2000단말기(1)는 'Cu 인터페이스'로 IMT-2000 가입자 ID 카드(2)를 적용하여 해당 화폐의 저장 기능을 수

행하고 옵션(option)으로 신용카드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IMT-2000 화폐 서비스 장치의 상세 구성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스위칭센터(5)와 톨 교환기(6)와의 인터

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MSC/톨 인터페이스부(81)와;

삭제

삭제

은행사 및 관공서들과의 단문 메시지 전송 시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단문메시지서비스센터(Shot Message Service

Center : 이하 SMSC라 칭한다) 인터페이스부(82)와;

가입자가 화폐서비스 요구시 가입자 및 사업자의 위치와 환율등을 고려하여 화폐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처리부

(83)와;

상기 서비스 처리부(83)에서 화폐서비스 제공시 가입자가 현재 위치해 있는 국가의 환율을 제공하는 환율 처리부(84)와;

상기 서비스 처리부(83)에서 화폐서비스 제공시 발신 가입자 또는 착신 가입자에 대한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가입자 위치등록기(7)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위치등록기(HLR) 인터페이스부(85); 및

현재 환율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식별번호 또는 사업자의 식별번호와, 위치정보, 국가정보, 현지 시각 및 환율정보를

저장하여 상기 환율 처리부(84)에서 정보 요구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86)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MSC/톨 인터페이스부(81)는 화폐 서비스를 요구한 IMT-2000 단말기(1)를 통한 발신 이동스위칭센터(5)로

부터 화폐서비스메시지를 수신하여 디코딩한 후 상기 서비스 처리부(83)로 전송하고, 또한 상기 서비스 처리부(83)로부터

화폐서비스 응답을 받아 이를 인코딩(encode)하여 상기 이동스위치센터(5)로 송신한다.

또한 상기 IMT-2000 단말기(1) 사용자가 요구한 서비스 유형이 은행 이체일 경우에는 상기 톨 교환기(6)로 착신호 설정

을 수행하여 화폐서비스 메시지를 송수신 한다. 이때 사용되는 통신망으로는 이동스위치센터(5)를 포함하는 공중이동통신

망(PLMN)(10)으로 접속되거나, 기존 은행 전산망과 연결된 착신 톨 교환기(6)를 포함하는 공중교환전화망(PSTN)(7)으

로 접속된다.

상기 SMSC 인터페이스부(82)는 SMSC(12)를 통해 화폐서비스 사업자나 관공서등에서 요금청구 메시지를 발송할 때, 해

당 단문메시지를 수신하여 디코딩한 후 데이터베이스(86)에 저장된 사업자 ID와 인증 수행을 요청하고 상기 요청에 따라

인증된 결과가 수신되면 이를 해당 단말로 전송한다.

상기 사용자에게 궁극적으로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처리부(83)는 가입자 및 사업자의 위치 및 환율등을 고려하

여 화폐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바, 상기 서비스 제공시 상기 데이터베이스(86)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화폐 서비스를 제

공한다.

상기 환율처리부(84)는 상기 서비스 처리부(83)에서 가입자에게 화폐 서비스 제공시 가입자의 현재의 위치에 해당되는 국

가의 환율을 계산하여 제공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는(86) 화폐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의 ID, 사업자 ID, 위치정보, 국가

정보 및 현지 시각, 환율정보등을 저장 및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저장되는 정보를 다음 표 1에 나타낸다.

< 표 1 > 화폐 서비스 기준 정보

정보 파라미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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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I

가입자 식별번호(ID)  

사업자 ID 사업자일 경우

계좌번호 은행 이체

IMSI 화폐창고
IMT-2000 카드(가입시 최고 누적액

설정)

1회 최대입금 금액 가입할 때 설정

위치정보
Default 값 가입할 때 설정(자국)

지리정보 또는 셀 ID 또는 LAI 외국

국가코드 및 현지 시각
전세계 국가 코드 리스트  

해당 시각  

환율 현재의 환율 자국화폐대비 환율

상기 표 1에서,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 IMSI)필드에는 가입자 ID 또는 사업

자 ID를 구분하여 저장하며, 사업자가 은행 이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은행 계좌번호, IMT-2000 가입자 ID 카드에 가입 시

설정된 최고 누적액의 화폐창고(중간에 변경 가능) 및 화폐전송의 1회 최대금액을 저장한다.

상기 위치정보필드에는 사용자가 가입할 때 가입자의 자기국가가 디폴트로 설정되며, 상기 가입자에 대한 현재의 위치는

셀(Cell) ID, 위치 ID(Location Area Identity : LAI), 지리 정보(Geographical)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상기 국가코드 및 현지시각 필드에는 가입자의 현재의 위치에 해당되는 국가코드와 현지 시각의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환

율 필드에는 각 국가 코드에 따른 현재의 환율을 저장한다.

상기 위치등록기 인터페이스부(85)는 가입자 위치 등록기(7)를 통해 발신 가입자 또는 착신 가입자의 위치정보 및 상태정

보를 조회하는 바, 이 위치등록기 인터페이스부(85)는 화폐서비스장치 주소, 요청정보(가입자 위치, 상태), 가입자ID를 포

함하는 질의 메시지(Any Time Interrogation)를 인코딩해서 상기 가입자 위치등록기(7)로 송신하고, 이어 가입자 위치등

록기(7)로 부터 해당 가입자의 위치정보와 상태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Any Time Interrogation ack)를 수신해서 디코

딩한 후, 이 응답을 상기 서비스 처리부(83)로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화폐 서비스 장치에서의 서비스 제공 과정을 다음 도 3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IMT-2000망에서 화폐서비스 처리를 위해 서비스처리부(83)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로,

IMT-2000 단말기(1) 사용자로부터 단문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단문메시지가 사업자인증에 대한 메시지인지 화폐서비

스 메시지인지 판단한다(A1).

상기 판단결과 사업자인증에 대한 메시지이면 데이터베이스(86)에서 상기 수신된 사업자에 대한 ID를 읽어온 다음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사업자 ID와 비교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바, 이때 상기 단문메시지 내용으로는 본 발명에 따른 화폐 서비

스 사업자 또는 은행 또는 관공서 등에서 요금청구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A2).

상기 인증 수행결과 ID가 동일하여 인증에 성공하면 수신된 단문메시지를 착신지로 전송하고(A3), 인증에 실패하면 상기

수신한 단문메시지를 폐기한 다음 상기 메시지가 전송된 측으로 인증이 실패하였음을 나타내는 오류 코드를 전송하고 종

료한다(A4).

한편, 상기 A1단계에서 판단결과 단문메시지가 화폐서비스 메시지에 해당되면 상기 메시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유형을

판단하는 바,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현금전달 서비스, 환율정보 서비스, 은행이체 서비스를 구비한다(A5).

상기 서비스 유형 판단결과 환율정보 서비스에 해당되면 환율정보를 처리하는 과정(A6)을 수행하는 바, 이는 서비스 처리

부(83)에서 위치등록기 인터페이스부(85)로 현재 가입자의 위치를 요구하고, 이의 요구에 따라 위치등록기 인터페이스부

(85)에서는 가입자 위치등록기(7)측으로 상기 가입자 ID를 포함한 질의(AnyTimeInterrogation)메시지를 전송한다(A61)

.

상기 메시지 전송에 대한 응답으로 가입자 위치등록기(7)에서는 상기 가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와 현재 상태를 포함

하는 정보를 응답 메시지(AnyTimeInterrogation ack)로 전송해 주는 바, 이때 상기 위치 정보로는 위치 번호(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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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셀 ID 또는 위치영역 ID(CellIdOrLAI), 지역 정보(Geographical Information), 위치정보갱신 시각(Age Of

Location Information), 방문위치등록기 번호(VLR Number) 정보를 구비하고, 가입자 상태 정보로는 통화중(Busy), 미

접속(NotReachable), 휴지상태(Idle) 정보를 구비한다.

상기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위치등록기(HLR) 인터페이스부(85)에서는 상기 메시지를 다시 서비스 처리부(83)로 전송하

고, 서비스 처리부(83)에서는 상기 응답 메시지를 기반으로하여 현재 가입자의 해당 위치의 국가코드를 설정한다(A62).

이어 상기 해당 국가의 코드를 설정하고 나면 현재 해당국가의 환율을 검색하여 사용자 자국 환율을 적용하고(A63), 환율

정보 서비스가 수행되었음을 상기 가입자에게 응답하고 종료한다(A64).

한편, 상기 A5단계에서 판단결과 서비스 유형이 현금전달서비스에 해당되면 먼저 환율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고, 상기 판단결과 환율정보가 없을 경우 상기 환율정보 처리과정(A6)을 먼저 수행하여 환율 정보를 취득한다(A7).

상기 판단결과 환율정보가 존재하거나, 환율정보를 취득하였으면 현금으로 전달할 화폐의 종류를 가입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지금액 또는 가입자의 자국화폐중 하나로 결정한다(A8).

이어 착신 가입자에 대한 이동착신호를 설정하고(A9), 전달할 금액을 포함한 화폐서비스 메시지를 착신측으로 전송한다

(A10).

상기 메시지를 받은 착신측으로부터 영수금액이 포함된 응답메시지가 전송되면 이를 수신하여 저장하고(A11), 상기 서비

스를 요청한 발신 사용자 측으로 화폐메시지 응답을 보내고 종료한다(A12).

한편, 상기 A5단계에서 판단결과 서비스 유형이 은행이체서비스에 해당되면 먼저 환율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고, 상기 판단결과 환율정보가 없을 경우 상기 환율정보 처리과정(A6)을 먼저 수행하여 환율 정보를 취득한다(A13).

상기 판단결과 환율정보가 존재하거나, 환율정보를 취득하였으면 현금으로 전달할 화폐의 종류를 가입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지금액 또는 가입자의 자국화폐중 하나로 결정한다(A14).

이어 은행 이체를 수행하기 위해 은행의 전산망과 연결된 톨 교환기(6)로 착신호 절차를 수행하고(A15), 전달할 금액을 포

함한 화폐서비스 메시지를 착신측으로 전송한다(A16).

상기 메시지를 받은 착신측으로부터 영수금액이 포함된 응답메시지가 전송되면 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상

기 서비스를 요청한 발신 사용자 측으로 화폐메시지 응답메시지로 하여 전송한 후 종료한다(A17).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MT-2000 이동단말에서 서비스 요청시 제공되는 과정을 신호절차에 따라 나타낸 도면

으로, 이동 착,발신 단문메시지 전달절차(14)는 기존의 단문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업자 또는 관공서에서 고지서를 통지할

때 사용된다.

이때 화폐서비스 장치(8)로 사업자 인증을 문의한다. 화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신측과 화폐서비스 장치(8)간의

이동 발신호 절차(16)가 이루어져야 되며 이때 서비스 유형은 돈(Money)으로 정의되며 인증 및 암호화 절차도 같이 이루

어진다.

이때 사용자로부터 요청된 서비스 유형이 현지 환율정보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본 발명에서는 그 유형을 1이라 정의함)

금액을 포함한 화폐서비스메시지(17)를 화폐서비스장치(8)로 보내고 사용자의 요구 시 현재 가입자의 위치 및 상태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질의메시지(AnyTimeInterrogation)(18)를 이용하여 가입자 위치등록기(7)로 전송한다.

상기 메시지를 받은 가입자 위치등록기(7)는 착신이동스위칭센터(5)로 가입자정보제공 메시지(ProvideSubscriberInfo메

시지)(19)를 전송하여 페이징을 수행(20)하도록 한 다음, 이에 대한 응답 신호(ProvideSubscriberInfo ack)메시지(21)를

수신한다.

상기 페이징이 완료되면 가입자 위치등록기(7)는 상기 해당가입자에 대한 페이징 수행 결과 값인 위치와 상태정보를 상기

질의메시지에 대한 응답메시지(AnyTimeInterrogation ack)(22)로 하여 상기 화폐 서비스 장치(8)로 전송하고, 화폐서비

스 장치(8)에서는 상기 응답 메시지(22)가 수신되면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현지의 화폐종류와 가입자 자국화폐의 단위로

환율을 변경한 다음, 화폐서비스응답메시지(23)를 통해 상기 발신 가입자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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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용자로부터 요청된 서비스 유형이 현금 전달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본 발명에서는 그 유형을 2라 정의함) 금액,

가입자 이름, 착신측 번호를 포함한 화폐서비스 메시지(30)를 화폐 서비스 장치(8)로 보내고, 해당 착신측으로 이동착신호

절차(31)을 수행한다.

상기 이동착신호 절차가 완료되면 화폐 서비스 장치(8)는 상기 착신측으로 화폐서비스메시지(32)를 전송하고, 이어 착신

측으로부터 거래일시, 화폐종류, 사업자 이름, 영수금액이 포함된 화폐서비스응답메시지(33)를 수신한 다음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86)에 저장하고, 이 결과를 상기 발신측으로 화폐서비스응답메시지(34)를 통해 통보한다.

한편, 사용자로부터 요청된 서비스 유형이 은행 이체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본 발명에서는 그 유형을 3이라 정의함) 금

액, 화폐종류, 은행코드, 계좌번호, 가입자 이름을 포함한 화폐서비스메시지(40)를 화폐 서비스 장치(8)로 전송한다.

상기 화폐서비스메시지(40)를 수신한 화폐서비스 장치(8)에서는 은행과의 접속을 위해 해당 톨 교환기(6)로 착신호 절차

를 수행(41)하고, 착신호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측으로 화폐서비스메시지(42)를 전송한다.

상기 화페서비스메시지(42)에 의한 응답으로 착신측으로부터 거래일시, 화폐종류, 사업자 이름, 영수금액이 포함된 화폐

서비스 응답 메시지(43)가 전송되면 이를 수신하여 발신측으로 화폐서비스 응답 메시지(44)를 통보한다.

참고로, 상기 도 3 및 도 4의 설명에서 언급되는 메시지들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화폐서비스 메시지 구조

정보요소 존재 길이(byte)

메시지 유형 M 1

메시지 크기 M 1

dir(방향) type(유형) 화폐종류 M 1

은행코드 O 8

계좌번호(BCD) O 7∼9

가입자 이름 O 6∼15

수신자측 BCD 번호 M 3∼43

수신자측 서브 어드레스 O 2∼23

금액 M 1∼13

상기에서 메시지 유형은 화폐서비스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내고, 방향(direction : Dir)은 메시지의 방향성과 금액의 요청

및 영수를 구분한다.

그리고 'Type'은 서비스의 유형을 나타내고 사업자가 은행의 이체를 요구할 경우 가입자의 모국의 해당은행과 계좌 또는

현지의 은행 및 계좌를 표시한다.

개인의 경우 가입자 이름이 표시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이름이 표시된다.

또한 상기 화폐 서비스 메시지 구조일 경우에는 착신가입자의 번호가 포함되고, 착신측의 사설망을 고려해서 서브 어드레

스가 포함될 수 있다.

<표 3> 화폐서비스 응답 메시지 구조

정보요소 존재 길이(byte)

메시지 유형 M 1

메시지 크기 M 1

dir type 화폐종류 M 1

거래일시 M 4

사업자 이름 O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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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금액 O 2∼23

환율 금액 O 1∼13

상기 메시지 구조는 상기 <표 2>의 화폐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 구조로, 요구에 따른 처리를 수행한 거래일시, 영

수금액 또는 상기 서비스시 적용된 환율 금액이 표시된다.

다음 각 표 4, 표 5, 표 6, 표 7은 상기 표 2 또는 표 3에 해당되는 각 항목을 상세히 나타낸 표들로 본 발명에 따른 일 예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메시지 유형

비트번호 설명

XX110011 화폐메시지 REQUEST

XX110100 화폐메시지 ACKNOWLEDGE

XX110101 화폐메시지 REKECT

상기 표 4는 표 2에서의 메시지 유형을 상세히 나타낸 것으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메시지 유형이 서비스 제공 요청을 나타

내는 것인지 응답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비트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표 5> 방향(dir)

비트번호 설명

0 이동스위칭센터 또는 화폐 서비스 장치에서 수신되는 회폐서비스 요청

1 이동스위칭센터 또는 화폐 서비스 장치에서 송신되는 회폐서비스 결과

상기 표 5는 표 2에서의 방향(Dir)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이동스위칭센터와 화폐서비스 장치 간의 메시지 전송 시 그

전송방향을 비트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표 6> 유형(Type)

비트번호 설명

00 현지 환율 정보

01 현금 전달

10 은행 이체

11 Reserved

표 6은 표 2에서의 유형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현재 요청한 서비스 종류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를 비트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7> 은행 코드(한국의 경우)

비트번호 설명

00000000 Reserved

00000001 A 은행

00000010 B 은행

00000011 C 은행

00000100 D 은행

00000101 E 은행

00000110 F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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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1111 XX 은행

표 7은 표 2에서의 은행코드에 대한 일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폐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각 은행별 코드를 비트값으로 정

의한 것이다.

참고로 상기와 같이 수행되는 본 발명은 많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바, 국내 및 국외에서 자판기, 식당, 영화관, 주차장,

편의점 및 백화점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본 발명에 의한 IMT-2000 화폐 서비스 장치 및 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IMT-2000에 가입된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든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 이동가입자가 ISP로 연결하여 환율정보를 획득한 반면, 본 발명은

IMT-2000망을 통해 현지에서 현지 국가의 금액(미국일 경우 US Dollar)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입자 자국(한국 가입자

의 경우 원화)의 금액으로 표시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MT-2000 가입자 간에 IMT-2000 가입자 ID 카드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상호간 전송할 수 있으며 특히, 자판기, 식당, 영화관, 주차장, 편의점, 백화점등의 사업자가 본 발명을 이용하

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손님이 IMT-2000 가입자 ID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잇점을 수반하고, 자동 또는 사용자의 요구 시 현지 국가의 환율을 적용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 및 사용자가 기존의 은행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할 때도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공서, 아파트 관리비 및 기

타 고지서의 송부를 SMS를 이용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 SMS를 수신한 사업자 및 사용자는 상기

금액을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안에서 다양

한 수정, 변경, 부가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IMT-2000 가입자 ID 카드 및 화폐 서비스 장치를 포함하는 IMT-2000 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IMT-2000 화폐 서비스 장치의 상세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IMT-2000망에서 화폐서비스 처리를 위해 도 2의 서비스처리부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MT-2000 이동단말에서 서비스 요청시 제공되는 과정을 신호절차에 따라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IMT-2000 단말기 2 : IMT-2000 가입자 ID 카드

3 : 기지국 4 : 기지국 제어기

5 : 이동스위칭센터 6 : 톨 교환기

7 : 가입자 위치 등록기 8 : 화폐 서비스 장치

9 : No.7 신호망 10 : 공중이동통신망(PLMN)

11 : 공중교환전화망(PSTN) 12 : 단문메시지서비스센터(S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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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MSC/(툴) 인터페이스부 82 : SMSC 인터페이스부

83 : 서비스 처리부 84 : 환율 처리부

85 : HLR 인터페이스부 86 : 데이터 베이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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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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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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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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