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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카드를 발행하는 복수의 금융 기관과, 발행된 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간에 개재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카드 정보가 처
리된다.

    
데이터 센터는 미리 설정된 사용자 ID에 대응하여, 카드 번호와 카드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를 데이터 베이
스에 등록한다. 데이터 센터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단말에서 송신된 사용자 ID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사용자 
ID의 대조를 행한다. 대조의 결과, 양자가 일치한 경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카드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에 포함된 상
태 정보를 무효로 한다. 그리고, 선택된 카드를 발행한 금융 기관에 대하여, 카드 번호를 지정하여 카드를 무효로 하는 
요구를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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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카드 정보,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 ID, 상태 정보, 패스워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따른 카드 관리를 행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의 카드 데이터 테이블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금융 기관(3)의 데이터 베이스(312)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사용자 단말인 PC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4의 (a)는 선택 화면의 예, 도 4의 (b)는 종
료 화면의 예, 도 4의 (c)는 삭제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카드 정보의 무효 처리를 행하기 위한 처리 플로우차트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카드 정보 관리 회사의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 카드 정보를 등록 처리하는 플로우차트를 나타내는 도
면.

도 7은 카드 정보 관리 회사의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플로우차트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카드 정보 관리 회사

2: 사용자 단말

3: 금융 기관

4: 네트워크

11: 관리 서버

12: 카드 관리 데이타 베이스

120: 카드 데이터 테이블

122: 패스워드

311, 321, 331, 341: 서버

312, 322, 332, 342: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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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카드 관리 시스템 및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이나 크
레디트 회사 등의 금융 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용 카드의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카드에 관한 처리, 예를 들면 카드
의 무효 처리를 사용자에게 대행하여 행하는 카드 무효화 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물건의 구입 및 대금의 지불을 카드로 행하는 무현금 결제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사람이 복수
의 크레디트 회사의 카드 및 복수의 은행 계좌의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복수매의 카드를 소지하는 사용자가 일시에 복수매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카드를 
습득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자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카드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복수의 금융 기
관에 개별로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카드의 무효화 수속을 해야만 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사용자가 복수의 금융 기관의 카드 정보를 잘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적다. 또한 복수의 금융 
기관에 대하여 개별로 카드를 무효화 처리하는 것은 번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제3자에 의한 카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
기 위해서도 카드의 무효화 수속은 신속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카드 정보를 관리하는데에 불편하거나 혹은 복수
의 금융 기관에의 수속 및 금융 기관측의 대응에는 카드의 무효화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한편, 특개 2000-4295호 공보에는 정기권이나 크레디트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휴대 전화로 중앙 처리 센터 장치를 호
출하고 데이터 파일에 분실 정보를 등록하고 제3자의 부정 사용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개시되고 있다. 또한, 상기 공보
에는 카드의 습득 통지를 미리 등록되어 있는 휴대 전화의 번호에 대하여 행하는 시스템도 개시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공보에는 금융 기관에 대한 카드의 무효화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
한 금융 기관에 대하여 카드 정보의 처리를 일괄하여 행하는 데이터 센터 혹은 컴퓨터에 대해서도 시사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금융 기관에 대하여 카드 정보의 처리를 사용자에 대행하여 행하는 데이
터 센터 및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복수의 금융 기관에 대한 카드의 무효화 처리를 행하는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개인의 카드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카드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일괄하여 행하는 카드 관
리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는, 카드를 발행하는 복수의 금융 기관과, 발행된 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간에 개재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카드 정보가 처리된다.

    
데이터 센터는 미리 설정된 사용자 ID에 대응하여, 카드 번호와 카드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를 데이터 베이
스에 등록한다. 데이터 센터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단말에서 송신된 사용자 ID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사용자 
ID의 대조를 행하고, 대조의 결과, 양자가 일치한 경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카드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에 포함된 상
태 정보를 무효로 한다. 그리고, 선택된 카드를 발행한 금융 기관에 대하여 카드 번호를 지정하여 카드를 무효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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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송신한다.
    

< 본 발명의 실시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따른 카드 관리를 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은,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와, 사용자 단말(2)과, 카드의 발행·등록/삭제·결제를 실시하는 금융 
기관(3)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이들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공중망, 전용망 등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접속된다. 카
드 정보 관리 회사(1)와 사용자 단말(2)은, 예를 들면 공중망이나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4)로 접속되어 있고 카드 정
보 관리 회사(1)와 금융 기관(3) 간은 시큐러티를 고려하여 전용선으로 접속된다.

시스템의 각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면, 사용자 단말(2)은 퍼스널 컴퓨터(이하 PC라고 약기 ; 21), 휴대 전화기(22), 가
정용 누름 단추식 다이얼 전화기(23) 또한 휴대용 단말기(도시하지 않음) 등의 기기이고,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정보
를 입력하는 입력부와,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술하는 플로우차트를 이용한 정보 
처리의 설명에서는 PC(21)를 이용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카드 정보 관리 회사(1)는 카드 정보를 처리하는 카드 관리 서버(이하 단순히 관리 서버라고 한다 ; 11)와, 다수의 사
용자의 카드 정보가 등록된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을 관리하는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를 구비하고, 카드 정
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 혹은 컴퓨터 센터로서 기능한다. 이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의 구상은 본 발명에 의해 주로 
제창되는 것으로, 사용자와 금융 기관(3) 간에 개재하여 사용자 대신에 금융 기관(3)에 대하여 카드에 관련하는 정보
의 처리, 예를 들면 카드의 무효화 등의 처리를 행한다.
    

금융 기관(3)은 사용자에게 카드를 발행하여 카드에 의한 여러가지의 거래를 허가하는 회사로, 크레디트 회사(31), 은
행(32), 증권 회사(33), 기타 보험 회사(34)가 포함된다. 각각의 회사는 카드 정보를 처리하는 서버(311, 321, 331, 
341)와, 사용자의 카드 정보(3120)를 등록하는 데이터 베이스(312, 322, 332, 342)를 구비한다.

도 2는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 저장되는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다.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는 각 사용자마다 카드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다. 각 카드 데이터는 사용자 ID(121), 패스워드(122), 카
드 서비스 상태(123), 카드명(124), 카드 상태(125), 개인 정보(126)로 구성된다.

    
사용자 ID(121)는 사용자와 카드 정보 관리 회사(1) 간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예를 들면 4자릿수의 번호로, 서버(
11)에 있어서 사용자의 개인 검색의 키로서 사용된다. 패스워드(122)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비밀 번호로, 카드 정보 관
리 회사(1)에서 사용자의 개인 인증에 이용된다. 카드 서비스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123)는 카드 정보 관리 회사(1)
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나타내고, 통상은 이 정보(123)는 「서비스 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
나 후술한 바와 같이 패스워드(122)의 대조가 소정의 횟수정도 틀리면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에 의해서 정당한 사용
자의 이용이 아니라고 간주하여, 사용자는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 상태 정보(1
23)는 「서비스 할 수 없음」의 취지를 나타낸다. 카드명(124)은 금융 기관(3)이 발행하는 카드의 명칭을 나타낸다. 
카드 상태(125)는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카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의 플래그이고, 통상, 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상
태에서는 「유효」, 즉 플래그 " 1" 을 나타내고 있지만, 카드에 의한 지불을 정지하는 경우 등에서는 「무효」, 즉 플
래그 " 0" 을 나타낸다. 개인 정보(126)는 사용자가 크레디트 회사(31) 등의 금융 기관(3)과 계약했을 때에 부여되는 
정보로, 예를 들면 16자릿수의 카드 번호나 4자릿수의 비밀 번호를 포함한다. 이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 정보는 각 금융 기관(1)의 데이터 베이스(312) 등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3120)에 비하여 개인 정보(126)
가 중복하는 정도이고, 금융 기관(3)이 소유하는 정보보다도 훨씬 적다. 이것은 금융 기관(3)이 소유하는 정보의 모든 
복사를 카드 정보 관리 회사(1)가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 및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의 확산 방지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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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따른다.
    

    
도 3은 금융 기관(3)의 데이터 베이스(312 ∼ 342)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 정보(3120)의 데이터 포맷의 일례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이 예에서는 크레디트 회사의 포맷의 일례를 나타낸다. 카드 정보(3120)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크
레디트 회사(31)와 계약을 행했을 때 계약서에 기입한 정보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예를 들면, 이들의 정보는 16
자릿수의 카드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효/무효 플래그, 입회일, 해약일 4자릿수의 비밀 번호, 카드의 
유효기한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통상, 카드에 의한 거래가 정규적으로 행해질 때는 유효/무효 플래그는 유
효 " 1" 을 나타내지만, 카드에 의한 거래를 멈추거나 또는 멈췄을 때에는 무효 " 0" 을 나타낸다.
    

크레디트 회사의 경우, 16자릿수의 상기 카드 번호는 크레디트 회사의 식별 번호 및 카드마다 다른 카드 식별 번호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한편, 은행(32)의 경우에는 이 카드 번호는, 예를 들면 14자릿수로, 4자릿수의 은행 식별 번호, 3
자릿수의 지점 번호, 7자릿수의 계좌 번호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4는 사용자 단말(2)인 PC의 화면 표시예로, 도 4의 (A)는 카드의 처리의 선택 화면의 표시예를 나타낸다. 도 4의 
(B)는 카드의 무효화 처리 시의 종료 화면의 표시예를 나타낸다. 도 4의 (C)는 일람표에서 임의의 카드 정보를 삭제하
는 경우의 화면의 표시예이다.

    
도 4의 (A)에 도시하는 표시 화면에는 사용자 ID가 표시되는 것 외에, 체크 마크란으로서 「ID 삭제」, 「카드 정보 
추가」, 「카드 정보 삭제」, 「전부 무효화」의 란이 표시된다. 또한 카드 일람표로서 「카드명」, 「카드 번호」, 「
카드 상태」, 「무효화 요구」의 란이 표시된다. 「카드 상태」의 란은 카드가 정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효」라고 표시되고, 카드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무효」라고 표시된다. 또한, 「송신」키와 「종료
」키도 표시된다. 사용자가 사용자 단말(2)을 조작함으로써 체크 마크란에 「∨」를 입력하거나 혹은 체크 마크란을 
선택(클릭)함으로써, 사용자는 여러가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효」 상태에 있는 A 카드를 「무효」로 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2)을 조작하여 「무효화 
요구」 체크 마크란에 「∨」를 입력 또는 체크 마크란을 선택(클릭)한다. 계속해서 사용자는 「송신」키를 선택(클릭)
한다.

카드 정보 관리 회사(1) 및 금융 기관(3)에 의해서 A 카드의 무효화 처리가 종료하면, 도 4의 (B)에 도시하는 표시 화
면이 표시된다. 즉, A 카드의 상태가 「무효」라고 표시된다.

도 4의 (C)는 예를 들면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 정보의 삭제 화면을 나타낸다. 사용자 ID를 삭
제할 때는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2)을 조작하여 「ID 삭제」의 체크 마크란에 「∨」를 입력 또는 그 체크 마크란을 
선택(클릭)한다. 계속해서, 사용자는 「송신」키를 선택(클릭)한다. 사용자가 카드 정보 삭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사용
자는 「카드 삭제 요구」란의 희망하는 카드의 체크 마크란에 「∨」를 입력하거나 또는 그 체크 마크란을 선택(클릭)
한다.

상기 모든 화면에서도 「종료」키가 표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어떤 단계에서든 조작을 종료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처
리를 중지하고자 할 때는 이 키를 선택(클릭)하여 조작을 종료할 수 있다.

    
다음에 도 5에 도시하는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도 1에 도시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카드 정보의 무효화를 위한 처
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전제로서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는 이미 사용자와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와의 
계약에 의해 관리를 의뢰해야 할 복수의 카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에 카드 정보
를 등록하고 있는 사용자가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란,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임의의 카드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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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금융 기관(3)과의 계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사용자가 카드를 분실하여 즉각 크레디트 회사(31) 등으로 
카드의 무효화를 위한 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이하의 처리는 관리 서버(11) 내의 기억 장치(도시하지 않
음)에 기억된 프로그램이 실행됨으로써 행해진다.
    

우선 처음에,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2), 예를 들면 PC(21)의 표시부에 카드 정보의 추가, 삭제, 무효화 처리를 위한 초
기 화면(메뉴 화면 ; 도시하지 않음)을 표시시킨다. 초기 화면은 사용자 ID와 패스워드의 입력란을 적어도 포함하고 있
다.

    
이 경우, 네트워크(4)의 종류에 따라서 미리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의 관리 서버(11)에는 어드레스, 예를 들면 도메
인 어드레스나 전화번호 등이 할당되어 있다.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2)에 관리 서버(11)의 어드레스를 입력하거나 또
는 미리 사용자 단말(2)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 서버(11)의 어드레스를 선택하여, 사용자 단말(2)에 관리 서버(11)와
의 통신을 행하게 한다. 사용자 단말(2)은 관리 서버(11)에 초기 화면을 송신하도록 네트워크(4)를 통하여 요구한다. 
사용자 단말(2)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초기 화면이 관리 서버(11)로부터 사용자 단말(2)에 네트워크(4)를 통하여 
보내진다. 이것에 의해서, 사용자 단말(2)의 표시부에 초기 화면이 표시된다.(이상의 처리는 도시하지 않음.)
    

또한, 사용자 단말(2)에 미리 초기 화면이 등록되어 있어도 상관없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자 단말(2)에 등록되
어 있는 초기 화면을 선택하여 표시부에 표시시킨다. 또한, 사용자 단말(2)이 표시부를 구비하지 못한 기기인 경우, 사
용자 단말(2)이 관리 서버(11)와 통신을 개시하면, 관리 서버(11)로부터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의 입력을 재촉하는 
아나운스(음성 가이던스)가 사용자 단말(2)에 반송된다.

    
초기 화면이 사용자 단말(2), 예를 들면 PC(21)의 표시부에 표시된 후, 사용자는 카드 정보에 관한 처리를 개시한다. 
사용자는 PC(21)의 입력부를 조작하여, 초기 화면에 포함되어 있는 입력란에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각각 입력한다. 
이들의 정보는 로그인 요구로서 PC(21)로부터 네트워크(4)를 통하여 관리 서버(11)로 송신된다(504). 관리 서버(1
1)는 우선 서비스 중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505), 서비스 중이 아니면, 서비스 정지 중이라는 취지를 PC(21)로 반송
한다(506). 한편, 서비스 중이면, 다음에 관리 서버(11)는 사용자 ID를 대조한다(507). 이것은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
으로, PC(21)로부터 송신된 사용자 ID와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ID(121)를 비교함으
로써 행해진다. 비교의 결과, 일치하는 사용자 ID(121)가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 서
버(11)는 그 취지를 PC(21)에 반송하여 초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한편, 비교의 결과 일치하면, 다음에 관리 서버(11)
는 패스워드를 대조한다(508). 이것은 관리 서버(11)로의 액세스가 정당한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인지의 여부를 판정하
는 것으로, PC(21)로부터 송신된 패스워드와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 등록되어 있는 패스워드(122)를 비교함
으로써 행해진다. 비교의 결과,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관리 서버(11)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패스워드의 재입력을 행
하게 한다. 그 경우, 관리 서버(11)는 패스워드의 대조가 4회째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4회째에 달하지 않았으면 패
스워드의 대조가 불일치인 취지 및 사용자에게 대하여 패스워드의 재입력을 재촉하는 취지를 PC(21)로 송신한다. 그
리고 PC(21)로부터 관리 서버(11)로 재송신된 패스워드는 상기와 마찬가지로 대조된다. 관리 서버(11)에서 이 동작
이 반복된다. 패스워드의 대조가 연속하여 4회 불일치하면, 관리 서버(11)는 정당한 사용자 본인의 요구가 아니라고 
간주하고 카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정지한다. 한편, 상기 패스워드의 대조의 결과, 입력된 패스워드와 등록되
어 있는 패스워드(122)가 일치하면 관리 서버(11)로부터 PC(21)로 도 4의 (A)에 도시하는 선택 화면(401)이 송신
된다(509). PC(21)의 표시부에 선택 화면(401)이 표시된다.
    

    
PC(21)에서는 카드 정보의 무효 처리를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 등록된 카드 중의 일부의 카드 또는 모든 카
드에 대하여 카드 정보의 무효 처리를 행할지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다(510). 이것은 모든 카드를 무효화하기 위한 
입력 조작을 간략하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카드 정보를 무효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선택 화면(401)의 「전부 무
효화」의 체크 마크란에 「∨」를 입력 또는 그 체크 마크란을 선택(클릭)하면 된다(512). 일부의 카드에 대한 카드 
정보를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카드 일람표 중에서 희망하는 카드에 대응하는 「무효화 요구」의 체크 마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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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를 입력 또는 그 체크 마크란을 선택(클릭)한다(511). 도 4의 (A)의 경우, A 카드의 「무효화 요구」의 체
크 마크란이 선택되어 있다. 상기 체크 마크란의 어느 하나를 선택한 단계에서 사용자가 카드 정보가 무효화를 위한 서
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즉 처리를 속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선택 화면(401)의 「송신」키를 선택(클릭)한
다(513). 한편, 처리를 중지하고자 할 때는 「종료」 키를 선택(클릭)한다.(513)
    

    
사용자에 의해서 PC(21)에 입력된 카드에 관한 선택 결과는, 관리 서버(11)로 송신된다(514). 관리 서버(11)에서는 
선택된 카드의 상태를 무효로 하는 처리가 행해진다(515). 이 처리는 도 2에 도시하는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의 갱
신 처리이다. 예를 들면, 이 처리에서 사용자(1)의 사용자 ID에 대응하여 등록되어 있는 복수의 카드 정보 중, A 카드
의 카드 상태(125)에 관한 내용이 「유효」에서 「무효」로 재기입된다. 처리를 실행한 후, 관리 서버(11)는 A 카드
를 발행한 금융 기관(3)의 서버로 선택된 카드(A 카드)의 무효화 요구를 송신한다(516). 예를 들면, 크레디트 회사(
31)가 A 카드를 발행하였다고 하면, 관리 서버(11)는 서버(311)로 A 카드의 무효화 요구를 발행한다. 무효화하는 카
드를 특정하기 위해서 카드 번호와 비밀 번호도 함께 관리 서버(11)로부터 서버(311)로 송신된다.
    

    
크레디트 회사(31)의 서버(311)에서는 데이터 베이스(312)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 정보(3120)를 변경하기 위한 처리
가 행해진다. 이 처리에서는 선택된 카드, 즉 관리 서버(11)로부터 송신된 카드 번호와 일치하는 카드 번호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가 검색되고, 추출된 카드 정보 중 도 3에 도시된 유효/무효 플래그가 「무효」로 재기입된다(517). 그 처리
가 종료하면, 서버(311)는 관리 서버(11)로 카드 무효화 처리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를 송신한다(518). 그 후, 서버(
311)는 처리를 종료한다.
    

    
관리 서버(11)는 이 완료 보고를 받으면 크레디트 회사(31)에 지시한 카드 번호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의 무효화의 처
리가 완료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PC(21)에 종료 화면[402 ; 도 4의 (B)]을 송신한다(519). 이 종료 화면(402)은 PC
(21)의 표시부에 표시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카드 정보의 무효화 처리가 완료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종료 화
면(402)에 표시되어 있는 「종료」 키를 선택(클릭)함으로써, PC(21)로부터 관리 서버(11)로 완료 확인이 송신된다
(520). 이것에 의해서 PC(21)에서의 처리가 종료한다. 또한, 관리 서버(11)는 PC(21)로부터 완료 확인을 수취하고 
그 후 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사용자가 종료 화면(402)에 표시되어 있는 「송신」 키와 「종료」 키중 어느 하나를 선택(클릭)함으로써, PC
(21)로부터 관리 서버(11)로 완료 확인이 송신되어도 된다. 또한, PC(21)가 종료 화면(402)을 수신하면 자동적으로 
완료 확인을 관리 서버(11)로 송신해도 된다.

다음에 도 6을 이용하여,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의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 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처리에 대
하여 설명한다. 이 처리는 사용자가 신규로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에 카드 정보의 관리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의 처
리이다. 이 처리는,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 사용자 ID의 등록, 카드 정보의 등록을 행하는 처리를 포함하고 있
다. 이하의 처리는 관리 서버(11) 내의 기억 장치(도시하지 않음)에 기억된 프로그램이 실행됨으로써 행해진다.

우선,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2), 예를 들면 PC(21)의 표시부에 카드 정보의 추가, 삭제, 무효화 처리를 위한 초기 화면
(메뉴 화면 ; 도시하지 않음)을 표시시킨다. PC(21)의 표시부에 초기 화면(메뉴 화면)을 표시시키기 위한 처리는 상술
한 바와 같다. 이 초기 화면은 「사용자 ID의 등록」의 체크 마크란 또는 「사용자 ID의 등록」키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 단말(21)에서는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자 ID의 등록」 처리가 선택되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603). 즉, 사
용자에 의해서 초기 화면의 「사용자 ID의 등록」 키 또는 체크 마크란이 선택(클릭)되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사
용자 ID의 등록」 처리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란, 예를 들면 사용자에 의한 사용자 ID의 등록이 이미 끝난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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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ID의 등록」 처리가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된 경우에는 PC(21)로부터 관리 서버(11)로 사용자 ID의 등록 요구
가 네트워크(4)를 통하여 보내진다(604). 관리 서버(11)는 사용자 ID의 등록 요구를 받으면 사용자 고유의 번호인, 
예를 들면 8자릿수의 사용자 ID를 결정한다. 이 때 관리 서버(11)는 어느 사용자에게도 할당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 I
D를 하나 선택한다. 관리 서버(11)는 PC(21)에 대하여 계약 조항과, 결정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의 입력 요구를 보
낸다(605). 계약 조항, 결정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의 입력란이 PC(21)의 표시부에 표시된다. 사용자는 표시된 계
약 조항의 내용을 보고, 그것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자가 계약 조항에 동의하면 사용자는 PC(21)의 입
력부를 조작하여, 예를 들면 4자릿수의 패스워드를 입력란에 입력한다. 입력된 패스워드는 PC(21)로부터 관리 서버(
11)로 송신된다(606). 패스워드는 정당한 사용자에 의한 요구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후의 사용자에게로부
터의 로그인 요구를 할 때마다 관리 서버(11)에서 대조된다.
    

    
관리 서버(11)에서는 수신한 패스워드가 이미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패스워드와 중복되
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607). 그 체크의 결과, 수신한 패스워드가 다른 패스워드와 중복되면, PC(21)에 대하여 패스
워드의 재입력 요구를 송신한다. 한편, 패스워드가 중복되지 않으면, 관리 서버(11)는 수신한 패스워드를 카드 관리 데
이터 베이스(12)에 등록하는 처리로 옮긴다(608). 이 처리로 옮기면, 관리 서버(11)는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 
내의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그 사용자를 위한 영역을 확보하고, 도 2에 도시된 포맷을 갖는 카드 데이터를 작성
한다(609). 그리고, 그 사용자를 위해서 결정된 사용자 ID 및 사용자에 의해서 입력된 패스워드가 도 2에 도시된 카드 
데이터 중 사용자 ID란(121)과 패스워드란(122)에 각각 등록된다. 사용자 ID와 패스워드의 등록이 완료되면, 관리 서
버(11)는 PC(21)로 패스워드의 등록이 종료한 것을 나타내는 확인 화면을 송신한다(610). 이 확인 화면은 PC(21)의 
표시부에 표시된다.
    

    
그 후, 사용자가 새롭게 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611)에는 로그인 요구의 처리를 행하고, 다음에 카드 정보의 입력, 
등록 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등록 종료 화면은 사용자 ID와 패스워드의 입력란을 포함하고 있다. 또는 사
용자가 재차, 초기 화면(메뉴 화면)을 표시부에 표시시켜도 된다. 사용자는 표시된 화면 중 입력란에 사용자 ID와 패스
워드를 각각 입력한다. 입력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는 로그인 요구로서 PC(21)로부터 관리 서버(11)로 네트워크(4)
를 통하여 송신된다(612).
    

    
관리 서버(11)는 서비스 중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613), 서비스 중이 아니면 서비스 정지 중인 취지를 PC(21)로 송
신한다. 한편 서비스 중이면, 다음에 관리 서버(11)는 사용자 ID를 대조한다(614). 즉, 관리 서버(11)는 PC(21)로부
터 송신된 사용자 ID와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ID(121)를 비교한다. 비교의 결과, 일치하
는 사용자 ID(121)가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 서버(11)는 그 취지를 PC(21)로 반송
하고, 사용자 ID의 재입력을 요구한다. 한편, 비교의 결과, 일치하는 사용자 ID(121)가 있으면, 다음에 패스워드를 대
조한다(615). 즉, 관리 서버(11)는 PC(21)로부터 송신된 패스워드와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등록되어 있는 패
스워드(122)를 비교한다. 비교의 결과,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패스워드의 재입력을 요구한다. 그 경우, 관리 서버(
11)는 패스워드의 대조가 4회째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4회째에 달하지 않았으면 패스워드가 부적당한 취지 및 사용
자에게 대하여 패스워드의 재입력을 재촉하는 취지를 PC(21)로 송신한다. 그리고 PC(21)로부터 관리 서버(11)로 재
송신된 패스워드는 상기와 마찬가지로 대조된다. 관리 서버(11)에 있어서 이 동작이 반복된다. 패스워드의 대조가 연
속하여 4회 불일치하면, 관리 서버(11)는 정당한 사용자 본인의 요구가 아니라고 간주하고, 카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정지한다. 한편, 상기 패스워드의 대조의 결과, 입력된 패스워드와 등록되어 있는 패스워드(122)가 일치하면, 
관리 서버(11)로부터 PC(21)로 도 4의 (A)에 도시하는 선택 화면(401)이 송신된다(616). 선택 화면(401)은 PC(
21)의 표시부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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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의 등록의 경우, 사용자는 PC(21)의 표시부에 표시된 선택 화면(401)의 「카드 정보 추가」의 체크 마크란
에 「∨」를 입력 또는 그 체크 마크란을 선택(클릭)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선택 화면(401)의 「카드명」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선택 화면(401)의 「송신」키를 선택(클릭)한다. 입력된 카드명과, 그 카드명의 
추가 요구는 PC(21)로부터 송신되어 관리 서버(11)에서 수신된다(617).

    
관리 서버(11)는 수신한 카드명이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에 의해서 취급할 수 있는 카드명인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618). 이것은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와 금융 기관 중 어느 하나의 회사가 거래가 가능한지의 여부로 결정된다.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의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는 카드 정보 관리 회사(1)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의 회사명 
및 카드명을 등록한 취급 카드 리스트(1210)가 기억되어 있다. 카드 정보 관리 회사(1)가 금융 기관 중 어느 하나의 
회사와 새롭게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취급 카드 리스트(1210)에 그 회사명과 카드명이 새롭게 등록된다. 관
리 서버(11)는 수신한 카드명과 취급 카드 리스트(1210)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대조하고(618), 혹시 수신한 카드
명이 취급할 수 없는 카드명이면, PC(21)에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고(619), 처리를 종료한다. 한편, 수신한 
카드명이 취급 카드 리스트(1210)에 등록되어 있으면, 관리 서버(11)는 수신한 카드명을 카드 데이터 테이블(121)에 
있는 카드 데이터 중의 카드명란(124)에 등록한다(620). 그리고 관리 서버(11)는 PC(21)에 카드 정보의 송신 요구
를 송신한다(621). 카드 정보의 송신 요구를 수신한 PC(21)에서는 표시부에 카드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사용자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선택 화면(401)의 해당하는 란에 카드 정보(카드 상태, 카드 번호, 비밀 번호)
를 입력한다. 그 후, 사용자는 선택 화면(401)의 「송신」 키를 선택(클릭)한다(513). 입력된 카드 정보는 PC(21)로
부터 관리 서버(11)로 송신된다(622).
    

    
관리 서버(11)는 카드 정보를 수신하고,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임의의 카드 데이터 중 카드 상태란(125)이나 개
인 정보란(126)에 수신한 카드 정보를 등록한다(623). 여기서 카드 상태란에는 당초 「유효」가 등록된다. 등록 후에 
사용자가 카드의 관리 서비스를 카드 정보 관리 회사(1)로부터 받기 위해서이다. 「유효」는 사용자가 그 카드를 이용
하여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및 금융 기관이 그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무효」는 그 
카드를 이용한 금융 거래가 해소되어 있거나 또는 해소 중에 있는 것 또는 금융 기관에서 그 카드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
은 것을 의미한다.
    

    
관리 서버(11)는 카드 정보의 등록을 종료하면, 카드 정보의 등록을 종료한 것을 나타내는 확인 화면을 PC(21)로 송
신한다(624). 등록 확인 화면은 PC(21)의 표시부에 표시된다. 사용자는 카드 정보의 등록이 종료한 것을 확인하고, 
화면에 포함되어 있는 「종료」 키를 선택(클릭)한다. 이것에 의해서, PC(21)로부터 관리 서버(11)로 완료 확인이 송
신되고(625), PC(21)의 처리가 종료한다. 또한, 관리 서버(11)는 PC(21)로부터 완료 확인을 수취하고, 그 후 처리를 
종료한다.
    

다음에, 도 7을 참조하여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로부터 사용자 ID 및 카드 정보를 삭제하는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제로서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의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는 이미 사용자와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와의 
계약에 의해,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에 관리를 의뢰하여야 할 복수의 카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사용자 
ID를 삭제하는 경우란, 예를 들면 사용자가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와의 계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카드 정보
를 삭제하는 경우란,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임의의 금융 기관과의 카드에 관한 계약을 해소하고, 이미 카드 관리자의 서비
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경우이다. 이하의 처리는 관리 서버(11) 내의 기억 장치(도시하지 않음)에 기억된 프로그램
을 실행함으로써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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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처음에,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2), 예를 들면 PC(21)의 표시부에 카드 정보의 추가, 삭제, 무효화 처리를 위한 초
기 화면(메뉴 화면 ; 도시하지 않음)을 표시시킨다. 초기 화면을 PC(21)의 표시부에 표시시키기 위한 처리는 상술한 
바와 같다.

사용자는 PC(21)의 입력부를 조작하여, 초기 화면에 포함되어 있는 입력란에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각각 입력한다. 
입력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는 로그인 요구로서 PC(21)로부터 관리 서버(11)로 네트워크(4)를 통하여 송신된다(7
03).

    
관리 서버(11)는 서비스 중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704), 서비스 중이 아니면, 서비스 정지 중이라는 취지를 PC(21)
로 송신한다. 한편 서비스 중이면, 다음에 관리 서버(11)는 사용자 ID를 대조한다(705). 즉, 관리 서버(11)는 PC(2
1)로부터 송신된 사용자 ID와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ID(121)를 비교한다. 비교의 결과, 
일치하는 사용자 ID(121)가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 서버(11)는 그 취지를 PC(21)
에 반송하고, 사용자 ID의 재입력을 요구한다. 한편, 비교의 결과, 일치하는 사용자 ID(121)가 있으면, 다음에 패스워
드를 대조한다(706). 즉, 관리 서버(11)는 PC(21)로부터 송신된 패스워드와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등록되어 
있는 패스워드(122)를 비교한다. 비교의 결과,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패스워드의 재입력을 요구한다. 그 경우, 관리 
서버(11)는 패스워드의 대조가 4회째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4회째에 달하지 않았으면 패스워드가 부적당한 취지 및 
사용자에게 대하여 패스워드의 재입력을 재촉하는 취지를 PC(21)로 송신한다. 그리고 PC(21)로부터 관리 서버(11)
로 재송신된 패스워드는 상기와 마찬가지로 대조된다. 관리 서버(11)에서 이 동작이 반복된다. 패스워드의 대조가 연
속하여 4회 불일치하면, 관리 서버(11)는 정당한 사용자 본인의 요구가 아니라고 간주하고, 카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정지한다. 한편, 상기 패스워드의 대조의 결과, 입력된 패스워드와 등록되어 있는 패스워드(122)가 일치하면, 
관리 서버(11)로부터 PC(21)로 도 4의 (A)에 도시하는 선택 화면(401)이 송신된다(707). 선택 화면(401)은 PC(
21)의 표시부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사용자 ID를 삭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PC(21)의 표시부에 표시된 선택 화면(401)의 「ID 삭제」의 체크 마
크란에 「∨」를 입력 또는 그 체크 마크란을 선택(클릭)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선택 화면(401)의 「송신」키를 선택
(클릭)한다(708). 이것에 의해서, 사용자 ID의 삭제 요구는 PC(21)로부터 송신되어(709), 관리 서버(11)에서 수신
된다. 관리 서버(11)는 ID 삭제 요구가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710)과,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있는 그 사용자의 
카드 데이터로부터 사용자 ID를 삭제한다(711). 그 후, 관리 서버(11)는 PC(21)로 사용자 ID를 삭제한 취지의 보고
를 송신한다(712). 이것에 의해서, 사용자는 카드 정보 관리 회사(1)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카드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PC(21)의 표시부에 표시된 선택 화면(401)의 「카드 정보 삭제
」의 체크 마크란에 「∨」를 입력 또는 그 체크 마크란을 선택(클릭)한다. 「카드 정보 삭제」의 체크 마크란이 선택
(클릭)되면, 아울러 삭제 대상이 되는 카드도 선택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선택 화면(401)의 표시 내용은 도 4의 (
C)에 도시된 삭제 화면(403)의 표시 내용으로 전환한다. 즉, 선택 화면(401)의 「무효화 요구」의 표시가 「카드 삭
제 요구」로 전환한다. 사용자는 삭제 화면(403) 중 대상이 되는 카드에 대응하는 「카드 삭제 요구」의 체크 마크란
에 「∨」를 입력 또는 그 체크 마크란을 선택(클릭)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삭제 화면(403)의 「송신」 키를 선택(클
릭)한다(713).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된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카드명, 카드 번호, 비밀 번호)의 삭제 요구가 PC(21)
로부터 관리 서버(11)로 송신된다(714).
    

    
관리 서버(11)는 카드 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으면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있는 그 사용자의 카드 데이터로부터 
선택된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카드명, 카드 번호, 비밀 번호)를 삭제한다(715). 그 후, 관리 서버(11)는 PC(21)에 
대하여 카드 정보의 삭제를 종료한 것을 나타내는 확인 화면을 송신한다(716). 이 확인 화면은 PC(21)의 표시부에 표
시된다. 사용자는 카드 정보의 삭제가 종료한 것을 확인하고, 화면에 포함되어 있는 「종료」키를 선택(클릭)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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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의해서, PC(21)로부터 관리 서버(11)로 완료 확인이 송신되고(717) PC(21)의 처리가 종료한다. 또한, 관리 서
버(11)는 PC(21)로부터 완료 확인을 수취하고 그 후 처리를 종료한다.
    

이상,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가지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사용자 단말(2)이 표시부를 구비하지 않은 가정용 누름 단추식 다이얼 전화기 등의 경우, 사용자로의 안
내, 통지는 음성으로 알리고, 사용자로부터의 지시나 입력은 버튼을 누름으로써 행해진다.

또한,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12)에 등록되는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의 포맷은 도 2에 도시한 것에 한정하지 않
는다. 예를 들면, 「서비스 상태」란(123)은 없어도 된다. 또한, 「카드 상태」란(125)이 「무효」인 카드에 대해서는 
사용자 ID 마다 다른 테이블에서 관리되어도 된다.

    
또한, 선택 화면, 종료 화면, 삭제 화면은 도 4에 도시된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부 무효화」의 체크 마
크란은 없어도 된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카드 모두를 사용자에게 선택시키도록 해도 된다. 또한, 화면에는「카드 상
태」란(125)이 「유효」인 것만이 표시되어도 된다. 또한, 관리 서버(11)가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 등록되어 있
는 각 카드의 기한 관리를 행해도 된다. 이 경우, 기한이 끝난 카드에 대하여 선택 화면에 설치된 비고난에 그 취지가 
표시된다. 또한, 기한이 끝난 카드는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이미 관리의 대상 밖이기 때문에 그 카드에 관한 정보가 자동
적으로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도 된다.
    

도 5 내지 도 7의 처리 플로우차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에 도시된 카드의 무
효화 처리에 있어서 관리 서버(11)에 의한 카드 데이터 테이블(120)에의 카드의 무효화 등록(515)은 금융 기관 서버
로부터의 무효화 완료 보고(518)가 관리 서버로 수신된 후에 행해져도 된다.

또한, 관리 대상이 되는 카드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것뿐만아니라, 수퍼마켓이나 백화점, 대규모 전기 제품점에서 발행
된 카드로, 일반적으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허가하는 관련 기관에 관계하는 카드라도 된다. 이 경우, 그 관련 기관과 카
드 정보 관리 회사(1) 간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이 필요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따르면, 서버 및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의
해 개인의 카드 정보가 일원적으로 관리된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금융 기관에 대한 카드의 처리를 일
괄하여 행할 수 있다. 더욱, 개인마다 등록되어 있는 복수의 금융 기관에 대한 카드의 무효화 처리가 사용자에 대행하여 
데이터 센터에 의해 바로 행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카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카드를 발행하는 복수의 금융 기관과, 발행된 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간에 개재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갖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미리 설정된 사용자 ID에 대응하여 카드 번호와 카드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를 등록
하고,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단말에서 송신된 사용자 ID와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사용자 ID의 대조를 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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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의 결과, 양자가 일치한 경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에 포함되는 상태 정보를 무효로 하도록 
상기 카드 정보를 변경하고,

상기 선택된 카드를 발행한 금융 기관에 대하여, 카드 번호를 지정하여 카드를 무효로 하는 요구를 송신하는 카드 정보
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각 사용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사용자마다 미리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상기 설
정한 패스워드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고,

상기 대조를 행하는 단계에서는 또한 상기 단말에서 송신된 패스워드와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패스워드를 대조
하고,

상기 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단계에서는 또한 상기 패스워드의 대조의 결과, 양자가 일치한 경우,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정보 중 상기 송신된 사용자 ID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를 상기 단말에 송신하는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송신된 사용자 ID에 대응한 카드 정보에 있어서, 적어도 1개의 카드명, 카
드 번호, 카드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를 상기 단말에 송신하고, 상기 송신한 카드 정보 중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된 카드의 카드명 및 선택된 카드의 상태를 무효로 하는 요구를 상기 단말에서 수신하는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또한 사용자마다 설정된 패스워드와, 사용자가 미리 등록을 희
망한 카드명과 카드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 번호를 카드 정보로서 등록하고,

상기 대조를 행하는 단계에서는 또한 상기 단말에서 송신된 패스워드와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패스워드를 대조
하고, 그 결과, 양자가 일치한 경우, 상기 송신된 사용자 ID에 대응한 카드 정보에 있어서, 적어도 1개의 카드명, 카드 
번호, 카드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를 상기 단말에 송신하고,

상기 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단계에서는 또한 상기 패스워드의 대조의 결과, 양자가 일치한 경우, 상기 송신된 사용자 I
D에 대응한 카드 정보에 있어서, 적어도 1개의 카드명, 카드 번호, 카드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를 상기 단
말에 송신하고, 상기 송신한 카드 정보 중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된 카드의 카드명 및 선택된 카드의 상태를 무효로 하는 
요구를 상기 단말에서 수신하고 상기 선택된 카드의 상태 정보를 무효로 하고,

상기 요구를 송신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선택된 카드를 발행한 금융 기관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카드의 카드 번호와, 비
밀 번호와, 상기 선택된 카드를 무효로 하는 요구를 송신하는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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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각 사용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사용자마다 미리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상기 설
정한 패스워드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고,

상기 대조를 행하는 단계에서는 또한 상기 단말에서 송신된 패스워드와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패스워드를 대조
하고,

    
상기 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단계에서는 또한 상기 패스워드의 대조의 결과, 양자가 일치한 경우,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정보 중 상기 송신된 사용자 ID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를 상기 단말에 송신하고, 상기 송신한 카드 정보 중 사용
자에 의해 선택된 카드의 카드명, 상기 선택된 카드에 대한 카드 정보의 삭제 또는 카드의 상태를 무효로 하는 요구 또
는 새로운 카드 정보의 추가의 요구를 상기 단말에서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요구에 따라서 상기 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
    

청구항 6.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카드를 발행하는 복수의 금융 기관과, 발행된 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개재하여, 사용자에 대행하여 상기 
복수의 금융 기관에 대하여 카드에 관한 수속을 행하고,

카드 정보를 기억하는 데이터 베이스, 상기 데이터 베이스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미리 설정된 사용자 ID와, 적어도 
1개의 카드의 카드 번호와, 카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가 등록된 카드 테이블을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되며 카드 정보를 처리하는 서버, 상기 서버는 통신 수단을 통하여 각 금융 기관이 구비하는 
다른 서버 및 사용자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단말과 접속되고,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송신되는 사용자 ID와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된 사용자 ID를 대조하고, 이 대조의 결과에 
따라서,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 중 상기 송신된 사용자 ID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를 상기 단말에 송신하고, 상
기 송신한 카드 정보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카드에 관한 정보 및 상기 선택된 카드의 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요구를 
상기 단말에서 수신하고, 상기 변경 요구에 따라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상기 선택된 카드의 카드 정보를 변
경하고, 상기 선택된 카드를 발행한 어느 하나의 금융 기관에 상기 선택된 카드의 카드 번호와, 상기 선택된 카드의 카
드 정보를 변경하는 요구를 송신하는 데이터 센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사용자와 상기 데이터 센터 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사용자마다 미리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고,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된 카드 정보는 또한 상기 패스워드를 더욱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송신된 패스워드와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패스워드를 대조하고, 대조의 결과, 양자
가 일치한 경우,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된 카드 정보 중 상기 송신된 사용자 ID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를 상기 단말에 
송신하는 데이터 센터.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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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된 카드 정보는 또한 상기 적어도 1개의 카드의 카드명을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된 카드 정보는 또한 사용자마다 설정된 패스워드와, 사용자가 미리 등록을 희망한 카드명과, 
카드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 번호를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송신되는 사용자 ID와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된 사용자 ID가 일치한 경우, 상기 단말에서 
송신된 패스워드와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된 패스워드를 대조하고, 그 결과, 양자가 일치하면 상기 송신된 사용자 ID
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 중 적어도 카드명, 카드 번호, 카드의 상태 정보를 상기 단말에 송신하고,

적어도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카드의 카드명과 상기 선택된 카드의 카드 정보를 무효로 하는 요구를 수신한 경우,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된 카드 정보 중 상기 선택된 카드의 카드 정보에 포함되는 상태 정보를 무효로 하고, 상기 선택된 
카드를 발행한 금융 기관에 대하여, 상기 선택된 카드의 카드 번호와, 상기 선택된 카드를 무효로 하는 요구를 송신하는 
데이터 센터.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상기 선택된 카드의 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요구로서, 상기 선택된 카드의 카드 정보의 삭제 
또는 상기 선택된 카드의 상태 정보를 무효로 하는 요구 또는 새로운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의 추가의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요구에 따라 상기 카드 테이블에서 상기 선택된 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또는 상기 선택된 카드의 상태 정보
를 무효로 하고 또는 상기 카드 테이블에 새로운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를 추가하는 데이터 센터.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는 또한 상기 복수의 금융 기관 중 어느 하나로부터 발행된 카드에 관한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고,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수신한 카드 정보가 상기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
정하고, 상기 수신한 카드 정보가 상기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인 경우, 상기 수신한 카드 정보
를 상기 카드 테이블에 등록하는 데이터 센터.

청구항 12.

카드 정보의 관리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적어도 1 이상의 카드 발행 기관에서 사용자에게 대하여 발행된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를 사용자마다 상기 데이터 베이
스에 등록하는 단계,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단말에서 통신 수단을 통하여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는 요구가 정당한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인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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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내진 요구가 정당한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인 경우, 그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를 상기 단말에 송신하는 
단계,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의 변경 요구가 상기 단말로부터 보내지면, 상기 변경 요구에 따라 상기 데
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그 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단계,

상기 지정된 카드를 발행한 카드 발행 기관에 대하여 상기 지정된 카드에 관한 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요구를 통신 수단
을 통해 송신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카드 정보의 관리 방법.

청구항 13.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카드를 발행하고 사용자마다 고유의 번호를 포함하는 카드 번호와 대응지어서 각 사용자에 의한 카드의 이
용 정보를 등록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는 복수의 금융 기관과, 카드 정보의 관리를 희망하는 사용자마다 부여된 
사용자 ID와 대응시켜 상기 복수의 금융 기관의 카드 정보가 등록된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와, 카드 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 관리 회사와,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카드 정보 관리 회사의 상기 컴퓨터에 접속되
는 사용자용의 단말로 구성되는 시스템에서,
    

상기 단말에서는,

사용자 ID를 송신하고,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 정보에 관련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상기 컴퓨터에서는,

상기 단말에서 송신되는 사용자 ID와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ID와의 대조를 행하고,

대조의 결과, 양자가 일치하면,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의 상기 사용자 ID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를 변경하고,

대상이 되는 금융 기관으로 상기 카드 정보를 변경하는 취지의 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대상이 되는 금융 기관에서는,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 중 상기 컴퓨터로부터 보내진 상기 카드 정보에 대응하는 정보의 변경을 행
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금융 기관은 적어도 크레디트 회사,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카드 번호는 
크레디트 번호 또는 금융 기관에 고유인 번호와 계좌 번호를 포함하는 번호이고,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는 상
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카드의 카드 번호가 사용자 ID에 관련지어서 등록되어 있는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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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정보 관리 회사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미리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고,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
스에는 상기 사용자 ID와 대응시켜서 상기패스워드가 등록되어 있고,

상기 단말에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패스워드를 송신하고,

상기 컴퓨터에 있어서, 보내진 패스워드와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대조하고, 그 결
과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상기 카드 정보 관리 회사는 상기 사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허용하는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단말에서 송신된 사용자 ID에 대응하는 카드명, 카드 번호, 카드마다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
는 카드 정보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에 있어서 상기 카드 정보를 상기 단말의 표시부에 표시하고, 상기 표시부가 표시한 카드 정보 중 카드명의 선
택 및 카드 상태 정보의 변경의 지시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상기 단말의 입력부에서 입력되는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정보 관리 회사에 있어서,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상기 사용자 ID에 대응하여, 사용자마다 다른 패
스워드와, 사용자가 지정한 카드의 카드명과, 카드 번호와, 카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를 등록
하고,

상기 단말에서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카드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카드 정보 중 상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카드에 대응하
는 카드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무효로 하도록 재기입하고, 상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카드를 발
행한 금융 기관에 대하여 그 카드를 무효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를 송신하는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정보 관리 회사에 있어서,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상기 사용자 ID에 대응하여, 사용자마다 다른 패
스워드와, 사용자가 지정한 카드의 카드명과, 카드 번호와 카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정보를 등록
하고,

    
상기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패스워드와 상기 단말에서 보내진 패스워드를 
대조하고, 그 결과 양자가 일치하면, 상기 사용자에 대하여 카드명의 선택 및 선택한 카드의 상태를 무효로 하기 위한 
입력을 상기 단말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카드 정보 중 상기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카드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무효로 하도록 재기입하는 카드 정보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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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 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금융 데이터 베이스, 상기 제1 카드 정보는 카드에 의한 거래에 관련하여, 적어도 개인에게 
고유인 번호를 포함하는 카드 번호와, 카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포함하고,

상기 금융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되며, 상기 제1 카드 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금융 기관의 서버,

카드 테이블을 저장하는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 상기 카드 테이블에는 사용자마다 다른 사용자 ID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 금융 기관의 카드 번호와, 카드의 유효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카드 정보가 등록되고,

상기 복수의 금융 기관의 서버와 접속되고, 상기 제2 카드 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관리 서버,

통신 수단을 통해 상기 관리 서버에 접속되는 사용자용 단말과,

상기 사용자용 단말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사용자 ID와,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상기 제2 카드 정보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무효로 해야 할 카드에 관한 정보를 상기 관리 서버에 송신하고,

상기 관리 서버는 상기 카드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ID와 상기 사용자용 단말에서 보내진 사용자 
ID를 비교하고, 이들이 일치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기 제2 카드 정보 중의 사용자에게 지정된 카드의 유효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무효로 하고, 관계하는 금융 기관의 서버에 대하여 지정된 카드의 카드 번호와, 카드를 무효로 하는 취
지의 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관계하는 금융 기관의 서버는 상기 금융 데이터 베이스를 액세스하고, 상기 제1 카드 정보 중 상기 관리 서버에서 
보내진 카드 번호에 대응하는 플래그를 무효로 하는 카드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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