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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요약

공중통신망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하여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기 위한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은 상기 가입자선로에 접속되며 상기 수표 또는 시용카드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조회
요구정보를 발생하여 상기 가입자선로로 송신하고 상기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를 상기 가입자
선로로부터 수신하여 그에 따른 조회결과를 표시하는 신용조회 단말기와,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들에 연결
된 가입자선로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하며 선택한 가입자선로에 연결된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를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로 송시하는 선
로 다중접속장치와, 상기 가입자선로들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상기 공중통신망의 분배기와 접속되며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에 의해 선택되는 가입자선로를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에 연결하는 멀티플렉서와, 상
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를 수신하여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 컴퓨터로 송신하고 상
기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 컴퓨터로부터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 확인 결과 따른 상기 조회결
과정보를 수시하여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 송신하는 컴퓨터센터를 구비한다.

대표도

명세서

19-1

1019930021201



[발명의 명칭]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신용조회 단말기의 블럭구성도

제2도는 종래의 원격정보 처리시스템의 블럭구성도

제3도는 제2도중 멀티플렉서 및 선로 다중접속장치의 상세 블럭구성도

제4도는 제2도층 커플러의 상세 블럭구성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의 블럭구성도

제6도는 제5도층 멀티플렉서 및 선로 다중접속장치의 상세 블럭구성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신용조회 단말기의 상세 블럭구성도

제8도는 제6도의 단말기 통신부 및 제7도의 선로 통신부의 상세 불럭구성도

제9a도 및 제9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선로 다중접속장치의 처리 흐름도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신용조회 단말기의 처리 흐름도

제11a도 내지 제11c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신용조회 서비스의 수행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0 : 센로 다중접속장치              501 : 신용조회 단말기

502 : 통신 네트웍                        503 : 컴퓨터센터

505 : 금융기관/카드사 컴퓨터       506 : 핸드셋

507 : 가입자선로                         508: 멀티플렉서

509 : 분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기 의한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
히 공중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조회 서비스를 수행하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은 신용조회 단말기의 사용자가 통신회선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신용
카드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러한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신용조회 단말기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 금성기전 전명덕씨에 
의해 발명되어 1992년 6월 26일자로 대한민국에서 특허공개된 공개번호 제92-10483호  신용카드 조회기 
에 개시되어 있다.

제1도는 상기 특허공개번호 제92-10483호에 개시된 신용카드 조회기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특허
공개변호 제92-10483호의 침부도면 제2도로서 도시되어 있다. 상기 특허공개번호 제92-10483호를 참조하
여 제1도에 도시한 신용카드 조회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RS-232C와 롬과 램이 내장되며 각종 외부회로를 
콘트롤해 주는 원칩 마이크로 프로세서(1)와, 마이크로 프로세서(1)로부터 데이타를 인가받아 조회기의 
운용상태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2)와, 마그네틱 카드를 읽어 전기적신호로 바꾸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1)로 인가해 주는 헤드(3)와, 마이크로 프로세서(1)에 의해 동작 제어되어 신용카드 조회기의 운용상태
를 청각적으로 들려주는 부저부(4)와,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며 마이크로 프로세서(1)로 각종 데이타를 인
가해 주는 키이보오드부(5)와, 통신중 마이크로 프로세서(1)와 송수신부(7)로부터 데이타를 입력 받아 변
복조하는 모뎀회로(6)와, 모뎀회로(6)에서 전화선이나 다른 단말기로도 신호의 송수신이 가능하며 데이타
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매칭 트랜스 기능을 갖고 있으며 내부 회로를 과전압 과전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송
수신부(7)와, 마이크로 프로세서(1)의 제어에 따라 신용카드 조회기와 전화선과의 라인 접속 제어기능을 
갖는 릴레이부(8)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신용카드 조회기를 이용하여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동작을 상기 특허공개번호 제92-
10483호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장 또는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대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고객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자 한 경우, 헤드(3)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진 마그네
틱 카드의 데이타와 키이보오드부(5)를 통해 입력된 데이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1)에 인가된다. 그러면 
마이크로 프로세서(1)는 릴레이부(8)를 제어하여 전화선을 연결하고 모뎀회로(6)로 데이타를 출력한다. 
모뎀회로(6)에 입력된 데이타는 변조된후 송수신부(7)를 통해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해 주는 신용카
드사 컴퓨더(도시하지 앝음)로 송신된다. 신용카드사 컴퓨터로부터 수신되는 조회결과는 송수신부(7)와 
모뎀회로(6)를 통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1)에 인가된다. 그러면 마이크로 프로세서(1)는 수신한 조회결
과를 디스플레이부(2)에 디스플레이함으로써 고객의 신용상태를 확인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기한 특허공개번호 제92-10483호의 신용카드 조회기는 전화선이 이미 사용중일 경우에는 컴퓨터
와 연결이 이루어지지 앞으므로 연결될때까지 재 다이얼링하여야 함에 따라 조회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
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컴퓨터와 신용카드 조회기간 전화회선 수를 
증설하게 되나, 이 경우 전화회선 증설에 따르는 비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컴퓨터는 단지 신
용카드 조회기로부터 다이얼링에 응답하여 조회를 의한 정보를 수신하고 그 결과를 신용카드 조회기로 송
신하는 단방향 연결에 의한 통신만 가능함으로써 신용카드 조회기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회에 필요한 정
보를 신용카드 조회기로 다운 로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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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종 유저(user)단말들을 전화선 사용여부에 무관하게 원격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서 대한민국 
삼성전자사 이남노씨등에 의해 발명되어 본원 출원인에 의해 1992년에 대한민국에 출원된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  원격 정보처리시스템  이 있다.

제2도는 상기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에 개시된 원격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의 첨부도면 제2도로서 도시되어 있으며 상세한 설명란의 제67-8면 내지 제67-9
면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상기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를 참조하여 제2도에 도시한 원격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 네트웍(network)(100)은 기존의 음성 통신망으로 전화망 또
는 인터폰망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입자의 핸드셋(105)까지의 가입자선로(106)를 연결하기 위
해  사용되는  분배기(101)와  가입자선로(106)를  액세스할  수  있는  멀티플렉서(102)를  기구적으로 

결함하고, 가입자선로(106)애 연결되는 핸드셋(l05)과 병렬로 커플러(104)를 연결한다. 여기서 선로 다중
접속장치(103)를 가입자선로(106)와 용이하게 연결하여 원격 정보처리 시스템을 용이하게 설치하고 가입
자의 증가에 따라서 시스템을 유연성있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멀티플렉서(102)를 분배기(101)에 
기구적으로 결함한 것이다. 분배기(101)는 교환기의 주 분배판(MDF: Main Distribution Frame), 중간 분
배판(IDF: Intermediate Distribution Frame)등을 의미한다. 가입자의 핸드셋(105)은 전화기 또는 인터폰
이 될 수 있다. 커플러(104)에는 실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유저단말(109)이 접속된다. 유저단말(109)은 서
비스 종류에 따라 알람(alarm)단말, 검침단말, 진료단말, 교통단말, 기타 여러가지 서비스 단말등이 될 
수  있다.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분배기(101)와  결합되는  멀티플렉서(102)를  제어하여 가입자선로
(106)를 액세스함으로써 커플러(104)를 주기적으로 스캐닝하며 커플러(104)와 통신을 수행한다, 컴퓨더센
터(107)는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작업명령을 전송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작업결과 데이타와 선로 다중
접속장치(103)에서 커플러(104)를 주기적으로 스캐닝한 정보를 수집한다. 공익회사 컴퓨터(108)는 컴퓨터
센터(107)로부터 수신되는 테이타를 처리하고 유저단말(109)의 모든 서비스를 관리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원격 정보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동작을 상기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를 참조하
여 살펴본다. 첫번째로 유저단말(109)에 대한 공익회사 컴퓨터(108)의 데이타 요구가 없음에 따라 컴퓨더
센터(107)로부터 작업명령이 없는 경우,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커플러(104)들을 순차적으로 스캐닝
(scanning)한다. 이때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멀티플렉서(102)를 제어하여 커플러(104)를 연결한후 가
입자선로(106)의 사용여부를 체크한다. 여기서 작업명령이라함은 예를 들어 유저단말(109)이 검침단말일 
경우 검침값등을 요구하는 명령등을 말한다. 다음에 가입자선로(106)의 사용여부에 따라 가청주파수 및 
비가청주파수를  이용하여  커플러(104)  및  유저단말(109)의  동작상태를  문의한다.  이때  필요시 커플러
(104)로부터 이상상태정보를 수신하여 컴퓨터센터(107)로 통보한다. 여기서 유저단말(109)의 동작상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정상상태와 이상이 발생한 이상상태로 구분된다. 이후 상기한 동작을 각각의 커플러
(104)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두번째로 공익회사 컴퓨터(108)가 유저단말(109)에 대하여 데이타를 요구하는 경우, 컴퓨터센터(107)는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작엄명령메세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멀티플렉서
(102)를 제어하어 해당 유저단말(109)과 연결되어 있는 커플러(104)의 가입자선로(106)를 연결한후 가입
자선로(106)의 사용여부를 체크한다. 이때 사용중이 아닌 경우에 컴퓨터센터(107)로부터 수신한 작업명령
메세지를 커플러(104)로 전송함으로써 커플러(104)와 유저단말(109)간의 통신을 통해 해당 유저단말(10
9)이 해당 작업을 수행토록한다. 이후 유저단말(109)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한후 발생되는 작업결과 정보
를 커플러(104)로부터 수신하여 컴퓨터센터(107)로 전송한다.

제3도는 제2도중 멀티플렉서(102) 및 선로 다중접슥장치(103)의 상세 블럭구성도로서, 상기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에 첨부도면 제3a도로서 도시되어 있으며 상세한 설명란의 제67-10면 네지 제67-13면에 상세
히 설명되어 있다. 상기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를 함조하여 제3도에 도시한 멀티플렉서(102) 및 선로 
다중접속장치(103)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멀티플렉서(102)의 구성을 살펴보면, 릴레이(208)들은 통신 네트웍(100)의 가입자선로(106)와 선로 
다중접속장치(103)의 통신선로(112) 사이에 연결되어 멀티플렉서 제어부(209)의 제어신호에 의해 가입자
선로(106)들을 선로 다중접속장치(103)에 선택적으로 연결한다. 멀티플렉서 제어부(209)는 선로 다중접속
장치(103)의 멀티플렉서 제어신호에 의해 가입자선로(106)들을 스캐닝하기 위한 제어신호들을 순차적으로 
릴레이(208)들에 출력한다.

다음에 선로 다중접속장치(103)의 구성을 살펴보면 마이크로 콘트롤러(200)는 선로 다중접슥장치(l03)의 
각 부를 제어한다. 가청주파수 발생부(201)는 가입자선로(106)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때 컴퓨터센터(107)
로부터 수신되는 작업요구에 따라 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커플러(104)를 액세스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
한다. 가청주파수 검출부(202)는 가청주파수 발생부(201)에서 발생된 신호에 대해 커플러(104)로부터 수
신되는 응답신호를 검출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200)에 알린다. 비가청주파수 검출부(203)는 가입자선로
(106)가 사용중일 때 커플러(104)로부터 수신되는 비가청주파수를 검출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200)에 알
린다. 커플러 통신부(204)는 필요시 커플러(104)와 통신을 수행하는 변복조장치로서 마이크로 콘트롤러
(200)에 의해 제어된다. 멀티플렉서 구동부(205)는 멀티플렉서 제어부(111)가 릴레이(208)를 제어하도록 
멀티플렉서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라인상태 감지부(206)는 가입자선로(106)의 사용여부를 감지하기 의해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인입된 선로(112)의 사용여부를 감지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200)에 알린다. 
컴퓨터센터 통신부(207)는 마이크로 콘트롤러(200)와 컴퓨터 센터(107)간 통신선로(110)를 통한 통신을 
담당한다.

제4도는 제2도층 커플러(104)의 상세 블럭구성도로서, 상기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에 첨부도면 제4a도
로서 도시되어 있으며 상세한 설명란의 제67-13면 내지 제67-15면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를 참조하여 제4도에 도시한 커플러(104)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 콘트롤러
(300)는  커플러(104)의  각부를 제어한다.  선로  다중접속장치 통신부(301)는  필요시 선로 다중접속장치
(103)와 통신을 하기 위한 변복조장치로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에 의해 제어된다. 가청주파수 검출부
(302)는 가입자선로(106)가 미사용중일 경우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부터 수신되는 가청주파수를 검출
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300)에 알린다. 가청주파수 발생부(303)는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부터 수신되
는 가청주파수에 대한 응답 신호를 발생하여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전송한다. 비가청주파수 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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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는 가입자선로(106)가 사용중일 경우 커플러(104)로는 유저단말(109)에 이상상태 또는 알람이 발생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정상상태일 경우에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그 상태를 전송하기 위해 비가청주
파수를 발생한다. 라인상태 감지부(305)는 커플러(104)와 병렬로 연결된 가입자선로(106)의 사용여부를 
감지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300)에 알린다.

유저단말 저속부(306)는 서비스 단말인 유저단말(109)과의 통신을 담당하며 유저단말(109)의 상태 및 선
로상태를 감지한다.

이제 제3도의 서로 다중접속장치(103)와 제4도의 커플러(104)의 개략적인 동작을 상기 특허출원버호 제
92-9189호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로 다중접속장치(103)가 작업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서로 다중접속장치의(103)는 커플러(104)에 대한 주기적인 스캐닝을 수행한다. 이때 마이크로 콘트
롤러(200)는 멀티플렉서 구동부(205)를 제어하여 멀티플렉서 제어신호를 멀티플렉서 제어부(209)로 출력
함으로써 해당 릴레이(208)를 연결하여 가입자선호(106)를 전기적으로 접속한 후 라인상태 감지부(206)를 
통해 가입자선호(106)의 사용여부를 검출한다. 이때 만일 미사용중이면 서로 다중접속장치(103)는 가청주
파수 발생부(201)를 통해 가청주파수(a)를 커플러(104)로 전송하여 상태를 문의한다. 여기서 커플러(10
4)는 평상시 유저단말(109)과 통신하여 유저단말(109)의 상태와 커플러(104) 자체의 상태정보를 보관하고 
있게 된다. 만일 커플러(104) 또는 유저단말(109)의 상태가 정상상태일때 가청주파수(a)를 수신한 경우라
면, 커플러(104)는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가청주파수(b)를 전송한다. 그러면 선로 다중접속장치(10
3)에서는 이를 가청주파수 검출부(202)를 통해 마이크로 콘트롤러(200)가 감지하여 정상상태로 판단하고 
계속해서 다른 커플러(104)를 스캐닝한다. 그러나 커플러(104) 또는 유저단말(109)이 이상상태일때 커플
러(104)에서 가청주파수(a)를 수신한 경우라면, 커플러(104)는 가청주파수 발생부(303)를 통해 가청주파
수(c)를 선호 다중접속장치(103)로 일정시간동안 전송한 후 선로 다중접속장치(103)와 통신을 위한 준비
를  한다.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커플러(104)로부터  수신되는  가청주파수(c)를  가청주파수 검출부
(202)를 통해 감지하면, 커플러 통신부(204)를 통해 커플러(104)로 이상상태의 종류를 문의하며, 문의에 
따른 결과를 커플러 통신부(204)를 통해 수신하여 컴퓨터센터 통신부(207)를 통해 컴퓨터센터(107)로 통
보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선로 다중접속장치(103)가 커플러(104)를 스캐닝하기 위해 가입자선호(106)를 연결하고 
라인상태 가지부(206)를 통해 가입자선호(106)의 사용여부를 체크할때, 만일 사용중이면 선로 다중접속장
치(103)는  커플러(104)로부터  비가청주파수의  수신여부를  체크한다.  이때  커플러(104)  또는 유저단말
(109)의 상태가 정상상태라면 커플러(104)는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비가청주파수(a)를 비가청주파수 
발생부(304)를 통해 전송하여 정상상태임을 알린다. 그러면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비가청주파수 검출
부(203)를 통해 이를 수신하여 정상상태로 판단하고 다른 커플러(104)를 계속해서 스캐닝하게 된다. 그러
나 커플러(104)  또는 유저단말(109)의 상태가 이상상태라면 커플러(104)는 이상상태의 종류에 해당되는 
비가청주파수를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전송하여 알린다. 그러면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비가청주
파수 검출부(203)를 통해 이를 수신하고 수신한 이상상태를 컴퓨터센서(107)로 통보한다.

또한 공익회사 컴퓨터(108)에서 커플러(104) 또는 유저단말(109)로 전송하고자 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회사 컴퓨터(108)는 컴퓨터센터(107)로 작업명령메세지를 전송한다. 컴퓨터센터(l07)가 이를 수신하
여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전송하면,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이를 분석한후 작업명령메세지를 전송
한 커플러(104)의 가입자선로(106)를 멀티플렉서(102)를 제어하여 연결한다. 이후 라인상태 감지부(206)
를 통해 가입자선로(106)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사용층이 아니면 가성주파수 발생부(201)를 통
하여 가청주파수(d)를 커플러(104)로 전송하여 상태를 문의한다. 만일 커플러(104) 또는 유저단말(109)의 
상태가 정상상태일때 커플러(104)에서 가청주파수(d)를 수신한 경우라면, 커플러(104)는 선로 다중접속장
치(103)로  가청주파수(b)를  전송한다.  그러면  선로  다중접속장치(103)에서는  이를  가청주파수 검출부
(202)를 통해 감지하여 정상상태로 판단하고 커플러 통신부(204)를 제어하여 커플러(104)로 작업명령메세
지를 전송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커플러 통신부(204)를 통해 수신하여 컴퓨터센터(107)로 통보한후 작업
을 종료한다. 그러나 커플러(104) 또는 유저단말(l09)이 이상상태일 경우 커플러(104)가 가성주파수(d)를 
수신한 경우라면, 커플러(104)는 가성주파수(c)를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일정시간동안 전송한후 선로 
다중접속장치(103)와 통신을 위한 준비를 한다.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커플러(104)로부터 수신되는 
가청주파수(c)를 가청주파수 검출부(202)를 통해 감지하면 커플러 통신부(204)를 제어하여 커플러(104)로 
이상상태의 종류를 문의하며, 문의에 따른 결과를 커플러 통신부(204)를 통해 수신하여 컴퓨터센터 통신
부(207)를 통해 컴퓨터센터(107)로 통보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선로 다중접속장치(103)가 커플러(104)로 작업명령메세지를 전송하기 의해 가입자선로
(106)를 연결하고 라인상태 감지부(206)를 통해 가입자선로(106) 사용여부를 체크할때, 만일 사용중인 경
우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커플러(104)로부터 비가청주파수의 수신여부를 체크한다. 이때 커플러(104) 
또는 유저단말(109)의 상태가 정상상태이면 커플러(104)는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비가청주파수(a)를 
비가성주파수 발생부(304)를 통해 전송하여 정상상태임을 알린다. 그러면 선로 다중접속장치(103)가 비가
청주파수 검출부(203)를 통해 이를 수신하여 정상상태로 판단한다. 그리고 3회 동안 재시도하여 미사용중
인 상태가 되었을때 커플러 통신부(204)를 제어하여 커플러(104)로 작업명령메세지를 전송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커플러 통신부(204)를 통해 수신하여 컴퓨터센터(107)로 통보한후 작업을 종료한다. 이와 달리 3
회동안 재시도하여 계속 사용층일 때에는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는 가입자선로 사용중상태를 컴퓨터센터
(107)로 통보한다. 그러나 커플러(104) 또는 유저단말(109)의 상태가 이상상태라면 커플러(104)는 이상상
태의 종류에 해당되는 비가청주파수를 선로 다중접속장치(103)로 전송하여 알린다. 그러면 선로 다중접속
장치(103)는 비가성주파수 검출부(203)를 통해 이를 수신하여 이상상태를 컴퓨터센터(107)로 통보한다.

따라서 상기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의 원격 정보처리 시스템은 전화선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유저단말
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기한 특허출원번호 제92-9189호는 선로 다중접속장치와 커플러간에 통신을 하여 정보를 얻기 위
해서 먼저 가청주파수와 비가청주파수를 이용하여 커플러 또는 유저단말의 상태를 확인하여야만 함에 따
라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가입자선로가 사용중일 경우 커플러 또는 유저단
말의 상태가 이상상태이면 비가청주파수를 이용하여 그 상태를 전달함에 따라 전달할 수 있는 상태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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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내용이 크게 한정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우기 공익회사 컴퓨터에서 커플러 또는 유
저단말로 전송하고자 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 가입자선로가 계속적으로 사용중일 동안에는 그 정보를 전송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항상 가입자선로의 사용상태를 검출해야만하는 불편함이 있었을 뿐
만아니라 가입자선로의 사용상태를 감지하기 의한 라인상태감지부, 가성주파수 발생부, 가성주파수 검출
부, 비가청주파수 발생부, 비가청주파수검출부등이 반드시 필요함으로써 시스템의 구성이 복잡해지며 그
에 따른 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용조회 서비
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가입자선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조회 단말기의 상태를 종류나 내용에 제한
을 받지않고 확인할 수 있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간단한 구성으로 가입자선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조회 단말기의 상태를 
종류나 내용에 제한을 받지않고 확인할 수 있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가입자선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있
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가입자선로에 영향을 주지않고 양방향통신에 의해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
태를 조회할 수 있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신용조회 단말기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회에 필요한 정보를 신용조회 단말기
로 다운 로드할 수 있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범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은 공중통신망의 가입자선로에 접속되
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조회요구정보를 발생하여 가입자선로로 송신
하고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를 가입자선로로부터 수신하여 그에 따른 조회결과를 표시하는 신
용조회 단말기와, 신용조회 단말기들에 연결된 가입자선로들을 하나썩 순차적으로 선택하며 선택한 가입
자선로에 연결된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조회요구정보를 수신하고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를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로 송신하는 선로 다중접속장치와, 가입자선로들을 액세스한 수 있도록 공중통신망
의 분배기와 접속되며 선로 다중접속장치에 의해 선택되는 가입자선로를 선로 다중접속장치에 연결하는 
멀티플렉서와, 선로 다중접속장치로부터 조회요구정보를 수신하여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 컴퓨터로 송신하
고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 컴퓨터로부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 확인 결과에 따른 조회결과정보를 
수신하여 선로 다중접속장치로 송신하는 컴퓨터센터를 구비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신용조회 서비스 방법은 신용조회 단말기들의 상태를 스캐닝하기 위해 하나의 신용조회 
단말기에 연결된 가입자선로를 선택하여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연결한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요구정보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과, 상기 연결한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조회요구정보가 없음을 나타내는 데이타가 수신될시 상기 연결했던 가입자선로를 절단하는 
과정과,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조회요구정보를 수신하였을시 그 정보를 컴퓨더센터로 송신하는 과정과, 
컴퓨터센터로부터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를 수신할시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에 연결된 가입자
선로를 선택하여 연결한후 조회결과정보를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로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신용조회 서비스 방법은 가입자선로로부터 문의정보가 수신되는 것에 응답하여 수표 또는 신용
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과성과,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있을 경우 신용
상태 조회요구정보를 발생하여 가입자선로로 송신한후 평상상태로 복구하는 과성과,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없을 경우 가입자선로로 조회요구정보가 없음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송신한후 평상상태로 복구하는 
과정과, 가입자선로로부터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가 수신될시 그에 따른 조회결과를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삼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 도면들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한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
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 설명에서 구체적인 처리 수순, 프로토콜(protocol) 제어코드들 등과 같은 
많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의 블럭구성도들 보이면 제5도와 같다. 제5도는 진술한 제2
도의 원격 정보처리시스템에서와 달리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를 제6도와 같이 구성하는 동시에 유저단말
(109)을 제7도와 같이 구성되는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대체하고 공익회사 컴퓨터(108)를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 컴퓨터(505)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신 네트웍(502),  분배기(509),  멀티플렉서(508)  등은 
전술한 제2도의 통신 네트웍(100), 분배기(101), 멀티플렉서(102)등과 각각 동일하게 구성된다.

통신 네트웍(502)은 기존의 음성 통신망으로 전화망 또는 인터폰망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입자
의 핸드셋(506)까지의 가입자선로(507)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배기(509)와 가입자선로(507)를 액세
스할 수 있는 멀티플렉서(508)를 기구적으로 결함하고, 가입자선로(507)에 연결되는 핸드셋(506)과 병렬
로 신용조회 단말기(501)를 연결한다. 여기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를 가입자 선로(506)와 용이하게 연
결하여 원격 정보처리 시스템을 용이하게 설치하고 가입자의 중가에 따라 시스템을 유연성있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의해 멀티플렉서(508)를 분배기(509)에 기구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분배기(509)는 교환기의 
주분배판(MDF), 중간 분배판(IDF)등을 의미한다. 가입자의 핸드셋(506)은 전화기 또는 인터폰이 될 수 있
다.

다수의 신용조회 단말기(501)들은 각각 가입자선로(507)에 핸드셋(506)과 병렬로 접속되며 해당 가입자선
로(507)를 통해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자신의 상태를 문의하는 문의정보 수신시 수표 또는 신용
카드등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있을 경우 신용 조회를 요구하는 조회요구 메세지를 생성하여 해당 
가입자선로(507)를 통해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 송신한다. 그리고 조회요구 메세지에 대한 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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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를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수신하여 그에 따른 조회결과를 표시한다.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분배기(509)와 결합되는 멀티플렉서(508)를 제어하여 신용조회 단말기(501)들
에 연결된 가입자선로(506)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가입자선로(506)에 연결된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조회요구 메세지를 수신하여 컴퓨터센터(503)로 송신한다. 또한 조회요구 메
세지에 대한 조회결과 메세지를 컴퓨더센터(503)로부터 수신하여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송신한다.

컴퓨터센터(503)는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조회요구 메세지를 수신하여 
금융기관/카드사 컴퓨터(505)로 송신하고, 금융기관/카드사 컴퓨터(505)로부터 조회요구에 대한 조회결과 
메세지를 수신하여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 송신한다.

금융기관/카드사 컴퓨터(505)는 통상적인 각종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사의 컴퓨터로서 선로 다중접속장
치(500)를 통해 수신되는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조회의요구 메세지에 따른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후 그 결과에 따른 조회결과 메세지를 생성하여 컴퓨터센터(503)로 송신한다.

제6도는 제5도 중 멀티플렉서(508) 및 선로 다중접속장치(500)의 상세 블럭구성도를 보인 것이다. 멀티플
렉서(508)는 전술한 종래의 제3도의 멀티플렉서(102)와 동일하게 가입자선로(507)들에 각각 연결되며 해
당 가입자선로(507)를  멀티플렉서제어부(604)의  제어신호에 선로 다중접속장치(500)에  연결하는 릴레이
(605)들과, 릴레이(605)들의 개폐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상기 제어신호를 선로 다중접속장치(500)의 멀티
플렉서 제어신호에 의해 발생하여 릴레이(605)들에 인가하는 멀티플렉서 제어부(605)로 구성한다.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전술한 제3도의 선로 다중접속장치(103)에서 가청주파수 발생부(201), 가청주
파수 검출부(202), 비 가청주파수 검출부(203), 라인상태 감지부(206)를 제거하는 동시에 커플러 통신부
(204) 대신에 신용조회 단말기(501)와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단말기 통신부(601)를 추가하여 구성한 것이
다.

멸티플렉서 구동부(602)는 마이크로 콘트롤러(600)와 멀티플렉서 제어부(604) 사이에 접속되어 마이크로 
콘트롤러(600)의 제어에 의해 가입자선로(507)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멀티플렉서 제어신호를 멀
티플렉서 제어부(604)에 인가하여 릴레이(605)들을 구동시킨다. 단말기 통신부(601)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600)와 통신선로(512) 사이에 접속된다. 통신선로(5l2)는 릴레이(605)를 통해 가입자 선로(507)와 연결
된다. 단말기 통신부(601)는 본원 출원인에 의해 1993년에 대한민국에 출원된 특허출원번호 제93-18994호  
대역확산 통신방식 데이타 변복조장치  에 개시된 바와 같은 대역확산 통신방식 데이타 변복조장치를 사
용한다. 단말기 통신부(601)는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전송함 조회결과 메세지의 데이타를 마이크로 콘
트롤러(600)로부터 입력하여 대억확산시키고 아나로그신호로 변환하여 가입자선로(507)를 통해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송신하고, 상기 가입자선로(507)를 통해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수신되는 조회요구 
메세지의 신호를 디지탈 데이타로 변환한후 역확산시켜 복원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600)에 인가한다. 컴
퓨터센터 통신부(603)는 마이크로 콘트롤러(600)와 컴퓨터센터(508) 사이에 통신선로(510)를 통해 접속되
며 컴퓨터센터(503)와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을 수행한다. 마이크로 콘트롤러(600)는 선로 다중접속
장치(500)의 각 부를 전반적으로 제어한다. 마이크로 콘트롤러(600)는 멀티플렉서 구동부(602)를 제어하
여 가입자선로(507)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며, 선택한 가입자선로(507)에 연결된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부터 단말기 통신부(601)를 통해 수신되는 조회요구 메세지를 컴퓨터센터 통신부(603)를 통해 컴퓨터센터
(503)로 송신한다. 또한 마이크로 콘트롤러(600)는 컴퓨터센터 통신부(603)를 통해 컴퓨터센터(503)로부
터 조회결과 메세지 수신시 멀티플렉서 구동부(603)를 제어하여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501)와 연결된 가
입자선로(507)를 선택하고 조회결과 메세지를 단말기 통신부(601)를 통해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송신한다.

제7도는 제5도중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상세 블럭구성도를 보인 것이다.

마이크로  콘트롤러(700)는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각  부를  전반적으로  제어한다.  마이크로 콘트롤러
(700)는 카드리더(710)와 키이보오드(706)로부터 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의 신용상태를 조화할 정보가 입력
될 경우 신용 조회를 요구하는 조회요구 메세지를 발생하여 선로 통신부(705)를 통해 선로 다중접속장치
(500)로 송신함으로써 컴퓨터센터(503)로부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확인한다. 롬(ROM: Read 
Only  Memory)(701)은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의  신용조회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램(RAM: 
Random Access Memory)(702)는 신용조회시 발생되는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의 정보를 일시 저장한다. 불
휘발성 메모리(703)는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에 접속되며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중요정보를 저장하여 
전원이 없더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부저(704)는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에 의해 제어되며 신용카드
를 리드하거나 키입력시 정상입력 여부를 청각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선로 통신부(705)는 가입자선
로(507)와 마이크로 콘트롤러(700) 사이에 접속되며 전술한 단말기 통신부(601)와 마찬가지로 상기한 대
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92-18994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대역확산  통신방식  데이타  변복조장치를 
사용한다. 선로 통신부(705)는 마이크로 콘트롤러(700)로부터 입력되는 조회요구 메세지의 데이타를 대역
확산시키고 아나로그신호로 변환하여 가입자선로(507)를 통해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 송신한다. 또한 
가입자선로(507)를 통해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수신되는 조회결과 메세지의 신호를 디지탈 데이
타로 변환하고 역확산시켜 복원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에 인가한다. 키이보오드(706)는 마이크로 콘
트롤러(700)에 접속되며 사용자가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조회를 의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을 
제공한다. 리얼타임클럭(real time clock)(707)은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에 접속되며 현재의 시간데이타
를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에  제공한다.  전화선  인터페이스부(708)는  선로  통신부(705)와 가입자선로
(507)  사이에 연결되며 가입자선로(507)를 통해 송수신되는 신호를 인터페이스한다. 액정표시부(709)는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에 접속되며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의 제어에 의해 신용조회 진행상태와 조회결
과를 액정화면상에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알린다. 카드 리더(710)는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에 접속되
며  신용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데이타를  독출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에  인가한다. 리셋회로
(711)는 초기에 전원이 온될때 전원온 리셋신호를 발생하여 마이크로 콘트롤러(700)에 인가함으로써 마이
크로 콘트롤러(700)를 기동시킨다.

한편 상기한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93-18994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제6도의 단말기 통신부(601) 및 제
7도의 선로 통신부(705)의 상세 블럭구성도를 보이면 제8도와 같다. 상기한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93-

19-6

1019930021201



18994호의 개시 내용을 참조하면, 송수신제어부(806)는 송수신 데이타의 변복조를 제어하기 위한 송신제
어신호와 수신제어신호를 발생하여 각각 송신변환부(804)와  수신변환부(802)에  인가한다. PN코드발생부
(807)는 미리 설정된 PN(Pseudo  Noise)코드를 발생하여 변조부(805)와 복조부(803)에 제공한다. 변조부
(805)는 마이크로 콘트롤러(600 또는 700)로부터 입력되는 병렬의 송신데이타 TXD를 직렬데이타로 변환하
고 에러정정을 위한 패리티비트를 부가하며, PN코드 발생부(807)로부터 발생되는 PN코드에 의해 대역확산
시키고 송수신제어부(806)의 송신제어신호에 의해 헤더 데이타와 싱크 데이타를 더하여 라인코딩한 데이
타를  만들어  변조한후  신변환부(804)로  출력한다.  송신변환부(804)는  통신선로  정합부(801)와 변조부
(805) 사이에 접속되며 변조부(805)로부터 출력되는 변조된 신호를 통신선로 정합부(801)를 통해 가입자
선로(507)로 송신한다. 통신선로 정합부(801)는 가입자선로(507)와 송, 수신변환부(804, 802) 사이에 접
속되며 가입자선로(507)를 통해 송수신되는 신호를 정합한다. 수신변환부(802)는 통신선로 정합부(801)와 
복조부(803) 사이에 접속되며 가입자선로(507)로부터 수신하는 신호의 음성대역을 제거하고 순수 데이타
신호 성분만을 통과시켜 디지탈 데이타로 변환한후 복조부(803)에 인가한다. 복조부(803)는 수신변환부
(802)와 마이크로 콘트롤러(600 또는 700) 사이에 접속되며 수신변환부(802)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타의 노
이즈를 제거하고 송수신 제어부(806)의 수신제어신호에 의해 라인디코딩한후, PN코드 발생부(807)로부터 
발생되는 PN코드에 의해 역확산시키고 에러 정정하며 병렬데이타로 변환한후,  병렬 변환된 수신데이타 
RXD를 마이크로 콘트롤러(600 또는 700)로 출력한다.

이제 제5도 내지 제7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의 동작을 개략적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멀티플렉서(508)를 제어하여 신용조회 단말기(50l)들에 
연결된 가입자선로(507)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스캐닝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에 의해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고자 할 경
우,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마이크로 콘트롤러(700)는 카드리더(710)를 통해 입력되는 신용카드에 기록
되어 있는 자기 데이타 또는 키이보오드(706)를 통해 입력되는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정보를 판독한다.

만일 판독결과 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인 경우 신용 조회를 요구하는 조회요구 
메세지를 생성한다. 이때 종래에는 가입자선로(507)의 사용여부를 체크하여 사용중인 경우와 사용중이 아
닌 경우에 따라 가청주파수 및 비가성주파수를 이용하여 통신하였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 있어서 신용조
회 단말기(501)는 선로 다중접속장치(500)에 의해 자신이 연결된 가입자선로(507)가 멀티플렉서(508)를 
통해 선로 다중접속장치(500)와 연결될때, 가입자선로(507)의 사용상태와 무관하게 조회요구 메세지를 선
로 통신부(705)를 통해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 송신한후, 조회결과 메세지가 수신되기를 대기한다. 단
말기 통신부(601)를 통해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상기 조회요구 메세지를 수신한 선로 다중접속장치
(500)는 연결했던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501)에 연결된 가입자선로(507)를 절단하고 컴퓨터센터 통신부
(603)를  통해  조회요구  메세지를  컴퓨터센터(503)로  송신하고,  컴퓨터센터(503)는  선로 다중접속장치
(500)로부터 수신한 조회요구 메세지를 해당하는 금융기관/카드사의 컴퓨터(505)로 송신한다.

그러면 금융기판/카드사의 컴퓨터(505)는 조회요구 메세지에 따른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확인
한후 그 결과에 따른 조회결과 메세지를 생성하여 컴퓨터센터(503)로 송신한다. 컴퓨터센터(503)가 이를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 송신하면,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멀티플렉서(508)를 제어하여 해당 신용조
회 단말기(501)에 연결된 가입자선로(507)를 선택하여 연결한후 단말기 통신부(601)를 통해 해당 신용조
회 단말기(501)로 조회결과 메세지를 송신한다. 신용조회 만말기(501)는 선로 통신부(705)를 통해 조회결
과 메세지를 수신하고 분석하여 조회결과를 액정표시부(709)에 표시한다.

따라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가  신용조회  단말기(501)를  주기적으로  스캐닝하고  선로 다중접속장치
(500)와 신용조회 단말기(501)간에 대역확산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통신을 함으로써 가입자선로(507)의 사
용여부와 관계없이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입자선로(507)의 사용중에도 전
화 사용자에게 전허 영향을 주지 않고도 데이타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동작예를 제9a도, 제9b도, 제10도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
다.

제9a도는 선로 다중접속장치(500)가 신용조회 단말기(501)를 스캐닝하는 처리 흐름도로서, 신용조회 단말
기(501)가 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고자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신용조회 단말기(501)들을 스캐닝하기 의해 (900)단계에
서 멀티플렉서(508)를 제어하여 스캐닝할 신용조회 단말기(501)와 연결된 가입자 선로(507)를 연결하고, 
(901)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와 프로토콜 수행시 재시도하는 횟수를 카운트하기 위한 재시도 카운
터값을 초기화한다. 다음에 (902)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신용상태 조회를 의한 정보가 있는가
를 문의하기 위한 문의정보인 문의코드 'ENQ'를 전송하고, (903)단계에서 문의코드 'ENQ'에 응답하여 신
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긍정응답코드 'ACK' 또는 텍스트(text)시작코드 'STX'가 수신되어야 할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제1타이머를 구동한다. 상기 문의코드 'ENQ', 긍정응답코드 'ACK', 텍스트시작코드 'STX'
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 제어코드로서, 문의코드 'ENQ'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응답을 요구하는 프
로토콜 제어코드이고, 긍정응답코드 'ACK'는 수신측이 전송측에 보내는 긍정응답을 의미하는 프로토쿨 제
어코드이며, 텍스트시작코드 'STX'는 텍스트의 최초의 캐릭터로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제어코드이다.

이후 (904)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긍정응답코드 'ACK'가 수신되었는가를 체크한다. 만일 
긍정응답코드 'ACK'가 수신된 경우에는 (905)단계로 진행하여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신용상태 조회
를 위한  정보가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906)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06)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
(500)는 연결했던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가입자선로(507)를 절단한후, (907)단계에 다음 신용조회 단말
기(501)에 대한 스캐닝을 준비하고 종료한다.

그러나 상기 (904)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긍정응답코드 'ACK'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 선
로 다중접속장치(500)는 (908)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되었는
가를 체크한다. 이때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90
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09)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제1타이머가 타임 아웃되었는가를 체
크하여 타임아웃된 경우는 (910)단계로 진행하여 재시도 카운터값을 증가하고 (911)단계로 진행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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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911)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재시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었는가를 체크하여 재시도 카운
터값이 3회인 경우에는 (912)단계로 진행하여 신용조회 단말기(501)를 무응답상태로 판단하고 이 정보를 
컴퓨터센터(503)로 통보한후 (906)단계로 진행한다. 그러나 상기 (911)단계에서 재시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 (902)단계에서 문의코드 'ENQ'를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재 전송하는 과성을 
반복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909)단계에서 제1타이머가 타임아웃되지 않은 경우에는 (904)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또한 상기 (908)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된 경우에 (913)단계에서 재시도 카운터값을 초기화한후, (914)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신용상태 조회를 위한 정보가 수신되어야 한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제2타이머를 구동한다. 그리고 (915)
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신용상태 조회를 위한 정보가 수신되었
는지를  체크하여  데이타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916)단계로  진행하여  제2타이머의  타임아웃을 
체크한다. 이때 제2타이머가 타임 아웃된 경우에는 (912)단계에세 신용조회 단말기(501)를 무응답상태로 
판단하고 이 정보를 컴퓨터센터(503)로 통보하며, 타인아웃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기(915)단계로 돌
아가 상술한 동작을 반복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915)단계에서 데이타가 수신된 경우에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917)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모두 수신하였는지를 체크하여 수신 완료하지 않았으면 상기 (915)단
계를 반복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917)단계에서 정보를 수신 완료한 경우에는 (918)단계로 진행하여 수
신된 정보의 BCC(Block Check Code)값을 검사하여 백워드에러 정정(backward error correction)을 수행함
으로써 수신된 정보가 정확한가를 검사한다. 만일 BCC값이 맞지 않을 경우는 (919)단계로 진행하여 재시
도 카운터값을 증가시킨후 (920)단계에서 재시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었는가를 검사한다. 이때 재시도 카
운터값이  3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921)단계로  진행하여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부정응답코드 
'NACK'를 전송하여 정보에 대한 재전송을 요구한후 (922)단계로 진행한다. 부정응답코드 'NACK'는 수신측
이 전송측에 보내는 부정응답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프로토콜 제어코드이다. 상기 (922)단계에서 선로 다
중접속장치(500)는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되어야 할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제3타이머를 구동하고 (92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23)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
되었는지를 체크하여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되었는지를 체크하여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924)단계로 진행하여 제3타이머가 타임아웃되었는가를 검사한다. 만일 제3타이머가 타임
아웃된 경우에는 상기 (919)단계로 돌아가 재시도 카운터값을 증가하고 재시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었는
지를 체크하는 상기 (920)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924)단계에서 재시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
었을 경우에는 (925)단계로 진행하여 커플러(401)와의 프로토콜 에러로 판단하고 이 정보를 컴퓨터센터
(503)로 통보한 다음 상기 (906)단계로 돌아가 연결했던 가입자선로(507)를 절단하고 (907)단계에서 다음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스캐닝을 준비한다.

또한 상기 (918)단계에서 BCC값이 맞을 경우에는 (926)단계로 진행하여 신용 조회 단말기(501)로 긍정응
답코드 'ACK'를 전송함으로써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고 (92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27)단
계에서 서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수신한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 조회를 위한 정보를 컴퓨터센터
(503)로 통보하고 상기 (906)단계로 돌아가 연결했던 가입자선로(507)를 절단하고 (907)에서 다음 신용조
회 단말기(501)의 스캐닝을 준비한다.

제9b도는  선로  다중접속장치(500)가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조회요구에  대한  금융기관/카드사 컴퓨터
(505)의 조회결과를 처리하는 흐름도로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가 컴퓨터센터(503)로부터 금융기관/카
드사 컴퓨터(505)의 조회결과 메세지를 수신하여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930)단계에서 컴퓨터센터(503)가 금융기관/카드사 컴퓨터(505)
로부터 조회결과 메세지를 수신한 후, 수신한 조회결과 메세지를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송신하기 위해 
(931)단계에서 멀티플렉서(508)를  제어하여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가입자선로(507)를  연결한다. 
다음에 (932)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와 프로토콜 수행시 재시도하는 횟수를 카운트하기 위한 재시
도 카운터값을 초기화하고 (93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33)단게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조회  결과  메세지를  송신하고 
(934)단계로 진행하여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긍정응답코드 'ACK'가 수신되어야 할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제1타이머를 구동한다.

그리고 (935)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긍정응답코드 'ACK'가를 수
신되었는지를 체크하여 긍정응답코드 'ACK'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936)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3
6)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제1타이머가 타임아웃되었는가를 검사
하여 타임아웃되었을 경우에는 (937)단계로 진행하여 재시도카운터를 증가하고 (938)단계로 진행한다. 상
기 (938)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재시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었는가를 체크하여 재시도 카운
터값이 3회가 되지않았을 경우에는 상기 (933)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로 조회결과 메세지를 재 전
송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또한 상기 (936)단계에서 제1타이머가 타임아웃되지 않은 경우에는 (935)
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938)단계에서 재시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었을 경우에는 (939)단계로 진행하여 신용조회 단
말기(501)를 무응답상태로 판단하고 이 정보를 컴퓨터센터(503)로 통보한 후 (94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40)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연결했던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가입자선로(507)를 절단하고 
(94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41)단게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는 다음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스캐
닝을 준비하고 종료한다.

만일 상기 (935)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로부터 긍정응답코드 'ACK'가 수신된 경우는 신용조회 단
말기(501)와의 프로토콜 수행을 끝내고 상기 (940)단계에서 연결했던 가입자선로(507)를 절단하고 (941)
단계로 진행하여 다음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스캐닝을 준비하고 종료한다.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신용조회 단말기(501)의 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신용조회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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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는 (1000)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문의코드 'ENQ'가 수신되었는지를 체크하여 문의
코드 'ENQ'가 수신된 경우(1001)단계로 진행하여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 송신할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조회할 정보가 없을 경우(1002)단계로 진행하이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 긍정응답코드 'ACK'를 송신한후 (1003)단계에서 평상상태로 복구하고 종료한다. 그
러나 상기 (1001)단계에서 조회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1004)단계로 진행하여 선로 다중접속장치(500)
와 프로토콜 수행시 재시도하는 횟수를 카운트하기 의한 재시도 카운터값을 초기화한다.

다음후 (1005)단계에서 선로 다중점속장치(500)로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기 의한 조회
요구 메세지를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 송신하고 (1006)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06)단계에서 신용조
회 단말기(501)는 조회요구 메세지의 송신에 응답하여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긍정응답코드 'ACK' 
또는 부정응답코드 'NACK'가 수신되어야 할 시간을 체크하기 의한 제1타이머를 구동한다. 이후 (1007)단
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는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긍정응답코드 'ACK'가 수신되었는지를 체
크하여 긍정응답코드 'ACK'가 수신된 경우에는 선로 다중접속장치(500)가 정상 수신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1003)단계로 돌아가 평상상태로 복구한다. 그러나 상기 (1007)단계에서 긍성응답코드 'ACK'가 수신
되지 않은 경우에 신용조회 단말기(501)는 (1008)단계로 진행하여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부정응
답코드 'NACK'가 수신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부정응답코드 'NACK'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선로 다중접속장치(600)로부터 제1타이머가 타임아웃되었는가를 검사한다. 만일 제
1타이머가 타임아웃된 경우에는 (1010)단계로 진행하여 재시도 카운터값을 증가하고 (1011)단계에서 재시
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었는지를  체크하는데,  재시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 
(1005)단계와 같이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 조회요구메세지를 재 전송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또한 상기 (1009)단계에서 제1타이머가 타임아웃되지 않은 경우에는 (1007)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1008)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부정응답코드  'NACK'가  수신된  경우에는  상술한 
(1010), (1011)단계를 수행한다.

한편  상기  (1000)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창치(500)로부터  문의코드  'ENQ'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1012)단계로  진행하여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조회결과  메세지의  첫  데이타인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되었는지를 체크하여 텍스크시작코드 'STX'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1000)단계에서 선로 다
중접속장치(500)로부터 문의코드 'ENQ'가 수신되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을 반복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1012)단계에서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된 경우 (1013)단계로 진행하여 재시도 카운터
값을 초기화한다. 그리고 (1014)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는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조회결
과 메세지가 수신되어야 한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제2타이머를 구동하고 (10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15)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는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조회결과 메세지의 데이타가 수신
되었는지를 체크하여 데이타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1016)단계로 진행하여 제2타이머가 타임아웃되었
는가를 검사한다. 이때 제2타이머가 타임아웃된 경우에는 (1017)단계로 진행하여 재시도 카운터값을 증가
하고 (1018)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18)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는 재시도 카운더값이 3회가 되
었는지를 체크하여 재시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19)단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
(500)로부터 조회결과 메세지의 첫 데이타인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되어야 할 시간을 체크하기 위
한 제3타이머를 구동한다. 그런후 (1020)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는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되는가를 검사하여 텍스트시작코드 'STX'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1021)
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21)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는 제3타이머가 타임아웃되었는가를 체크하
여 다임아웃된 경우에는 상기 (1017)단계에서 재시도 카운더값을 증가하고, 타임아웃되지 않은 경우에는
(1020)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또한 상기 (1015)단계에서 조회결과 메세지의 데이타가 수신된 경우에 신용조회 단말기(501)는 (1022)단
계에서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모두 수신하였는지를 김사하여 수신 완료하지 않
았으면 (1015)단계를 반복수행한다. 상기 (1022)단계에서 정보를 수신 완료한 경우에는 (1023)단계로 진
행하여 수신된 정보의 BCC값을 검사하여 백워드에러 정정을 수행함으로써 수신된 정보가 정확한가를 검사
한다. 만일 BCC값이 맞지 않을 경우는 (1017)단계로 돌아가 재시도 카운터값을 증가하고 (1018)단계에서 
재시도 카운터값이 3회가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그러나 상기 (1023)단계에서 BCC값이 맞을 경우에 신용조
회 단말기(501)는 (1024)단계로 진행하여 선로 다중접속장치(500)로 긍정응답코드 'ACK'를 송신하여 정보
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고 (102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25)단계에서 신용조회 단말기(501)는 
조회결과 메세지를 분석하여 조회결과를 액정표시부(709)의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1003)단계로 진
행하여 평상상태로 복구한후 종료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신용조회 서비스의 수행 과정을 정리하면 나타내면, 제11a도 내지 제
11c도로서 도시한 흐름도와 같다.

제11a도는 신용조회 단말기(501)가 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의 신용상태 조회를 하고 있지 않는 대기상태인 
경우 신용조회 단말기(501)와 선로 다중접속장치(500), 선로 다중접속장치(500)와 컴퓨터센터(503), 컴퓨
터센터(503)와 금융기관/카드사 컴퓨터(505)간에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제11b도는 신용조회 단말기(501)가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 조회를 하고자할 경우 신용조회 단말
기(501)와 선로 다중접속장치(500), 선로 다중접속장치(500)와 컴퓨터센터(503), 컴퓨터센터(503)와 금융
기관/카드사 컴퓨터(505)간에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조회요구 메세지를 송신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제11c도는 금융기관/카드사 컴퓨터(505)가 신용조회 단말기(601)로부터의 조회요구에 대한 조회응답시 금
융기관/카드사 컴퓨터(505)와 컴퓨터센터(503), 컴퓨터 센터(503)와 선로 다중접속장치(500), 선로 다중
접속장치(500)와 신용조회 단말기(501)간에 조회결과 메세지를 송신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가입자선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선로에 영향을 주지않고 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종래의 원격정보 처리시스템에서와 달리 커플러를 
통하지 않고 선로 다중접속장치와 신용조회 단말기간에 직접 통신에 의해 신용상태를 조회할으로써 조회
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공중통신망에 연결되는 가입자선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조회 단말기의 상태를 종류나 내용에 제한을 받지않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신용조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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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에 양방향 통신에 의한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컴퓨터가 신용조회 단말기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회
에 필요한 정보를 신용조회 단말기로 다운 로드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신용조회 단말기의 상태 확인과 신용조
회를 모두 수행하는 예시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 청구의 범위와 특허청구의 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중통신망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하여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기 위한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선로에 접속되며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회를 요구
하는 조회요구정보를 발생하여 상기 가입자선로로 송신하고 상기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를 상
기 가입자선로로부터 수신하여 그에따른 조회결과를 표시하는 신용조회 단말기와,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
들에 연결된 가입자선로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하며 선택한 가입자선로에 연결된 신용조회 단말기로
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를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로 
송신하는 선로 다중접속장치와, 상기 가입자선로들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상기 공중통신망의 분배기와 접
속되며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에 의해 선택되는 상기 가입자선로를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에 연결하는 
멀티플렉서와,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를 수신하여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 컴퓨
터로 송신하고 상기 금용기관 또는 카드사 컴퓨터로부터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 확인 결과 
따른 상기 조회결과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 송신하는 컴퓨터센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지이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가, 상기 조회요구정보의 데이타를 대역확산시킨 후 아나로그신호
로 변환하여 상기 가입자선로를 통해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 송신하고, 상기 가입자선로를 통해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조회결과정보의 신호를 디지탈 데이타로 변환한후 역확산시켜 복
원하는 선로 통신부와, 상기 선로 통신부와 상기 가입자선로 사이에 연결되며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와 
송수신되는 데이타를 인터페이스하는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신용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데이타를 독
출하는 카드 리더와,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조회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이보드와, 상
기 카드리더와 키이보오드로부터 입력하는 상기 신용조회를 위한 정보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를 발생하
여 상기 선로 통신부를 통해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 송신하고 상기 선로 통신부를 통해 상기 선로 다
중접속장치로부터 상기 조회결과정보를 수신하여 그에 따른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확인
하는 마이크로 콘트롤러와,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의 제어에 의해 신용조회 진행상태와 조회결과를 표시
하는 표시부와,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의 신용조회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으며 신용조회시 
발생되는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가, 상기 가입자선로들에 각각 연결되며 해당 가입자선로를 소정의 제어
신호에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에 연결되는 릴레이들과, 상기 릴레이들의 개폐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상기 
제어신호를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의 제어에 의해 발생하여 상기 릴레이들에 인가하는 멀티플렉서 제어
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가, 상기 가입자선로들에 각각 연결되며 해당 가입자선로를 소정의 제어
신호에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에 연결하는 릴레이들과, 상기 릴레이들과 개폐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상기 
제어신호를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의 제어에 의해 발생하여 상기 릴레이들에 인가하는 멀티플렉서 제어
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가, 상기 가입자선로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멀티플렉서 
제어신호를 상기 멀티플렉서에 인가하여 구동시키는 멀티플렉서 구동부와, 상기 조회결과정보의 데이타를 
대역확산시킨후 아나로그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가입자선로를 통해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 송신하고, 상
기 가입자선로를 통해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조회요구정보의 신호를 디지탈 데이타
로 변환한후 역확산시켜 복원하는 단말기 통신부와, 상기 컴퓨터센터와의 정보 송수신을 의한 통신을 수
행하는 컴퓨터센터 통신부와, 상기 멀티플렉서 구동부를 제어하여 상기 가입자선로들을 순차적으로 선택
하고 선택한 가입자선로에 연결된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상기 단말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상기 
조회요구정보를 상기 컴퓨터센터 통신부를 통해 상기 컴퓨터센터로 송신하며, 상기 컴퓨터센터 통신부를 
통해 상기 컴퓨터센터로부터 상기 조회결과정보 수신시 상기 멀티플렉서 구동부를 제어하여 해당 신용조
회 단말기와 연결된 가입자선로를 선택하고 상기 조회결과정보를 상기 단말기 통신부를 통해 해당 신용조
회 단말기로 송신하는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가, 상기 가입자선로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멀티플렉서 
제어신호를 상기 멀티플렉서에 인가하여 구동시키는 멀티플렉서 구동부와, 상기 조회결과정보의 데이타를 
대역확산시킨후 아나로그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가입자선로를 통해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 송신하고, 상
기 가입자선로를 통해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조회요구정보의 신호를 디지탈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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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한후 역확산시켜 복원하는 단말기 통신부와, 상기 컴퓨터센터와의 정보 송수신을 의한 통신을 수
행하는 컴퓨터센터 통신부와, 상기 멀티플렉서 구동부를 제어하여 상기 가입자선로들을 순차적으로 선택
하고 선택한 가입자선로에 연결된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상기 단말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상기 
조회요구정보를 상기 컴퓨터센터 통신부를 통해 상기 컴퓨터센터로 송신하며, 상기 컴퓨터센터 통신부를 
통해 상기 컴퓨터센터로부터 상기 조회결과정보 수신시 상기 멀티플렉서 구동부를 제어하여 해당 신용조
회 단말기와 연결된 가입자선로를 선택하고 상기 조회결과정보를 상기 단말기 통신부를 통해 해당 신용조
회 단말기로 송신하는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7 

공중통신망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하여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 를 컴퓨터센터로부터 조회하기 위한 
신용조회 서비스 시스템의 신용조회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회
를 요구하는 조회요구정보의 데이타를 대역확산시킨후 아나로그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가입자선로로 송신
하고, 상기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의 신호를 상기 가입자선로로부터 수신하여 디지탈 데이타
로 변환한후 역확산시켜 복원하는 선로 통신부와, 상기 선로 통신부와 상기 가입자선로 사이에 연결되며 
상기 가입자선로를 통해 송수신되는 데이타를 인터페이스하는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신용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데이타를 독출하는 카드 리더와,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조회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이보드와, 상기 카드리더와 키이보오드로부터 입력하는 상기 신용조회를 위한 정보로부터 상기 조
회요구정보를 발생하여 상기 선로 통신부를 통해 상기 가입자선로로 송신하고 상기 선로 통신부를 통해 
상기 가입자선로로부터 상기 조회결과정보를 수신하여 그에따른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마이크로 콘트롤러와,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의 제어에 의해 신용조의 진행상태와 조회결과를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의 신용조회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으며 신용조
회시 발생되는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는 신용조회 단말기.

청구항 8 

공중통신망의 가입자선로에 연결된 신용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컴퓨터
센터로부터 조회하기 위한 신용조회 서비스방법에 있어서,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들의 상태를 스캐닝하기 
위해 하나의 신용조회 단말기에 연결된 가입자선로를 선택하여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연결한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요구정보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과, 상기 연결한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가 없음을 나타내는 데이타가 수신될시 상
기 연결했던 가입자선로를 절단하는 과정과,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를 수신하였
을시 그 정보를 상기 컴퓨터센터로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컴퓨터센터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를 수신할시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에 연결된 상기 가입자선로를 선택하여 연결한후 상기 조
회결과정보를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로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
스방법.

청구항 9 

공중통신망의 가입자선로에 연결된 신용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컴퓨터
센터로부터 조회하기 위한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의 신용조회 서비스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선로로부
터 문의정보가 수신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있을 경우 신용상태 조회요구정보를 발생하여 상기 가
입자선로로 송신한 후 평상상태로 복구하는 과정과, 상기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없을 경우 상기 가입
자선로로 조회요구정보가 없음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송신한 후 평상상태로 복구하는 과정과, 상기 가입자
선로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에 대한 조회결과정보가 수신될시 그에 따른 조회결과를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방법.

청구항 10 

각각 신용조회 단말기들과 연결되는 공중통신망의 가입자선로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하며 선택한 가입
자선로에 연결된 신용조회 단말기와 컴퓨터센터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선로 다중접속장치를 구비하여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상기 컴퓨터센터로부터 조회하기 위한 신용조의 서비스방법에 있어서,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가 상기 신용조의 단말기들의 상태를 스캐닝하기 위해 하나의 신용조회 단말기에 연결
된 가입자선로를 선택하여 연결하는 과정과,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가 상기 연결한 신용조회 단말기로부
터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요구 정보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과, 상
기 신용조회 단말기가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부터 상기 문의정보가 수신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가 상기 신
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있을 경우 신용상태 조회요구정보를 발생하여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 송신한
후 평상상태로 복구하는 과정과,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가 상기 신용상태를 조회할 정보가 없을 경우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 조회요구정보가 없음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송신한후 평상상태로 복구하는 과정과,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가 상기 연결한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가 없음을 나타네는 데
이타가 수신될시 상기 연결했던 가입자선로를 절단하는 과정과,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가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상기 조회요구보를 수신하였을 시 그 정보를 상기 컴퓨터센터로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컴
퓨터센터가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를 수신하여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 송신하고 
상기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 컴퓨터로부터 그에 대한 조회결과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가 상기 컴퓨터센터로부터 상기 조회결과정보를 수신할시 해당 
신용조회 단말기에 연결된 상기 가입자선로를 선택하여 연결한 후 상기 조회결과정보를 해당 신용조회 단
말기로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가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로부터 상기 조회요구정보에 대
한 조회결과정보를 수신하여 그에 따른 조회결과를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
용조회 서비스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선로 다중접속장치가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 정보 송신시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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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그 상태를 상기 컴퓨터센터로 통보하고 상기 가입자선로를 절단한 후 다음의 신
용조회 단말기에 대한 스캐닝을 준비하는 과정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절단과정이 상기 가입자선로를 절단한 후 다음의 신용조회 단말기에 대한 스캐닝
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 정보 송신시 상기 신용조회 단말기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그 
상태를 상기 컴퓨터센터로 통보하고 상기 가입자선로를 절단한 후 다음의 신용조회 단말기에 대한 스캐닝
을 준비하는 과정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절단과정이 상기 가입자선로를 절단한 후 다음의 신용조회 단말기에 대한 스캐닝
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조회 서비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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