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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이 증 됨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명함이 개인정보교환

의 매개체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이 가지게 된 명함의 수는 날로 늘어나게 되어 

요한 명함이 유실되기 쉽고 방 한 명함들 속에서 원하는 명함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

리고 명함은 개인정보교환의 수단일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신의 개성을 표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만의 개성이 담겨 있는 명함을 만들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

서 이런 오 라인상 명함 리체계의 문제  해결과 명함 속 개성표  측면 모두를 만족시키기 해 

명함제작과 명함 리를 통합시킨 명함 제작  리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디바이스

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창작한 사진과 동 상을 담아 자신만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표  표  규격인 vCard를 따름으로써 vCard를 지원하는 다른 

응용 로그램에서도 제안하는 명함시스템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한 버튼 하나로 명함을 쉽게 

송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개인의 개성표  뿐만 아니라 명함공유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명함에 삽입되는 아이템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기반 아이템 체계(facility- 

based item mechanism)를 제안한다. 지원한다. 따라서 표 화를 지원하는 명함에서부터 개인의 개성

을 표 한 명함의 제작  리까지 만족시키는 고객맞춤형 명함 제작  리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명함은 자기 자신을 표 하고, 상호 계성을 형성하

는 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첫인상이기도 하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고유정보를 

달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

음과 같은 제작  리상에 문제 이 존재한다. 첫째, 

부분의 명함은 주로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 그에 따른 보

과 휴 의 불편함이 존재하다. 둘째, 한번 인쇄된 명함

은 개인의 정보를 쉽게 수정할 수 없다. 셋째, 명함의 

달에 있어서도 직  당사자를 만나야만 명함을 달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함 달의 한계가 존재한다. 넷째, 복잡

한 업무 환경에서 필요할 때 개인 정보를 얻어야 함에도 

엄청난 양의 명함을 모두 지갑에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

에 불편함이 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

는 명함정보가 디지털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명

함을 찾을 때 일일이 모든 명함을 다 살펴 야하는 검색

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명함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방법이 많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종이명함을 카메라, 스캐 를 통해 읽

어 들여 디지털화 된 명함이미지로 만들고, 그 명함이미지

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문자추출을 한 알고리

즘은 명함 문문자 인식을 한 알고리즘[1], 명함의 이메

일만을 검출하기 한 알고리즘[2]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

즘들이 연구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직  명함을 스

캐 에 넣어 스캔하거나, 카메라로 촬 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두 번째 방법은 명함에 컬러코드를 인쇄하여 컬러코드

를 카메라를 이용해 인식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서버에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다[3]. 추출해 내

는 값이 문자가 아닌 컬러코드값이라는 에서 첫 번째 

방법과 다르다. 컬러코드를 이용한 명함은 명함의 정보가 

바 면 체 컬러코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의 첫 번

째 방법의 단 과 마찬가지로 컬러코드값을 카메라로 직

 촬 해야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오 라인상 명함 제작  

리 체계의 문제 과 명함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한 경제

, 시간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해 모바일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기호에 맞게 자신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명함을 타인에게 송하거나 

송을 요청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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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받은 명함을 서버에 

장함으로써 모바일 디바이스의 제한된 공간 한계를 해결

함과 동시에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명함 정보의 

일 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재 사용자의 직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콘텐츠

(UCC : User Created Contents)에 한 심이 정에 

달해있다. 다양한 포털 사이트들에서 UCC서비스를 강화

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재창조,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한발 앞서 문 인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유튜 [4], 

도라tv[5]가 폭발 인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이러한 최근 트 드를 개인명함에 용하여 사용자

가 직  제작한 사진과 동 상을 명함에 넣을 수 있게 하

여 개성 있는 명함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UCC 삽입 뿐 만 아니라, 다양

한 아이템을 제공하여 명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능 기

반 아이템 체계(facility-based item mechanism)를 지원한

다. 제공되는 아이템은 개인의 디자인 취향에 맞게 명함을 

꾸미는 장식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각 아이템에 원하는 기

능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메일 송, 개인 홈페이

지로의 연계, 문자 송, 명함에 등록된 콘텐츠의 검색, 콘

텐츠 추천 등과 같은 부가 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로 인해 모바일 명함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의 구조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 다양한 

랫폼을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본 시스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PC의 웹 라우 , 모바일의 웹 라우 , 모

바일 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 

bility)기반의 3가지 형태로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구 한

다. PC  모바일 라우 기반 클라이언트는 명함정보를 

vCard 표 [6][7]에 입각하여 개발하 다. vCard는 개인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 비즈니스 명함으로 통 인 

명함에서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까지

도 포함할 수 있는 표 을 제공한다. 따라서 제작된 명함

은 vCard 표 을 지원하는 다른 응용 로그램에서도 이용

할 수 있어 명함활용의 효율성과 이식성을 높인다. 모바일 

피기반 클라이언트 로그램은 사용자의 취향  개성에 

맞게 명함 구조, 배경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나 모바일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  명

함에 넣을 사진과 동 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vCard라는 표 과 사용자의 개성이 표 되는 

UCC가 결합된 명함제작, 검색, 기능기반  정보 리 등

의 기능이 통합된 고객맞춤형 명함제작  리시스템을 

제안하고, 다음에서 본 논문의 공헌을 제시 한다.

 • UCC와 명함정보의 결합을 통해 멀티미디어 으로 자

신의 개성을 표 한다

 • vCard 표 에 입각하여 명함정보를 표 함으로써 

vCard를 지원하는 다른 응용 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하도

록하여, 명함 활용의 확장성을 제공한다.

 • 기능성기반 아이템체계를 지원하여, 명함에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환경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의 웹 라우 , 모바일 

피기반상에서 동작하는 명함제작  리시스템의 클라

이언트 모듈을 실제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련 연구와의 비교를 통

해 제안하는 명함시스템의 특징에 해 설명한다.  3장에

서 구 한 명함시스템의 본론을, 4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살펴본다.

2. 련연구

 2.1  련연구이슈

   본 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고 비교를 통해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과의 차별

성에 해 설명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과 비교분석 할 련연구은 인

터넷을 통해 vCard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버에 속하

여, 휴 폰의 웹 라우 로 보여진 vCard 정보의 편집과 

검색을 지원하고, 다른 사용자와 vCard를 교환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웹 에이 트의 설계  구 을 제안한 연구

이다[8]. 제안하는 에이 트의 특징은 문서를 트리 구조의 

논리 인 형태로 표 하는 DOM(Document Object 

Model)의 특징을 이용하여 vCard가 담고 있는 정보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문서로 웹 서버에 

장하는 것이다[12][13][14]. 

   제안한 에이 트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총 3가지이다. 첫 번째 기능은 휴 폰을 통한 명함정보의 

수정, 두 번째 기능은 받은 명함보기, 세 번째 기능은 명

함보내기이다. 휴 폰을 이용한 명함수정은 텍스트정보의 

수정만을 지원하고, 명함사진의 변경은 PC의 웹 페이지를 

이용해야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

템은 휴 폰에서도 명함 사진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뿐만 

아니라 휴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과 동 상

촬 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재 자신의 상

황이나 기분에 맞는 사진이나 동 상을 바로 촬 할 수 

있고, 촬 한 사진을 명함제작에 이용함으로써 자신만의 

개성 있는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한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명함 송 뿐 만 아니라 명함요청, 명함 검색 

등의 편리한 기능도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이용

을 유도한다.

2.2 유사 로그램

   재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

는 두 개의 로그램이 있다. 본 에서는 두 로그램이 

가진 기능과 특징에 해 설명하고, 제안하는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차별성에 해 설명한다.

   첫 번째로 SK텔 콤 휴 폰에 내장되어 있는 ‘사진명

함주소록‘은 명함을 만들고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며, 명함

송, 명함요청기능을 제공한다. 그 밖의 다른 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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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명함을 바탕화면이나 휴 폰을 켤 때, 끌 때 배경

화면으로 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명함의 

구조가 고정되어 있어 한 가지 모양의 명함만을 만들 수 

있고, 사진과 표 화번호만 나타나기 때문에 명함의 느

낌이 다. 한, 개인명함의 다른 정보는 다시 상세보기 

버튼을 러줘야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명함의 구성요소를 원하는 치에 넣을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고정되지 않은 형태의 명함을 만

들 수 있다. 한 명함에 사진 뿐만 아니라 동 상도 담을 

수 있어 동 상을 통해 사진에서보다 더 자신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름, 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모

든 정보를 한 화면에 제공하여 한 번에 모든 개인의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한 받은 명함을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하는 명함을 빠르게 찾아주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메일 송, 개인 홈

페이지의 연계, 문자 송, 개인의 심사에 한 정보검색, 

다른 사람 명함에 등록된 사진, 동 상 검색, 내 명함의 

사진, 동 상과 유사한 콘텐츠 추천  인기 콘텐츠 추천

기능과 같이 더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

들은 사용자가 직  자신이 선택한 아이템에 용하게 되

는데, 이를 통해 원하는 기능만을 내 명함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디자인과 기능을 가

진 명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재 제공되는 기

능들 외에 다른 기능들을 쉽게 추가가 가능하여, 확장성이 

뛰어난 시스템이다.

   두 번째로 KTF ‘내 번호/명함’ 로그램은 명함 제작, 

명함 송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로그램 역시 명함

의 형태가 일반 주소록과 다르지 않고 SKT 명함 송서비

스와 마찬가지로 명함의 구조가 고정되어있다. 그리고 명

함 송기능을 수행하면 명함을 보낼 휴 폰번호를 입력

받고, 명함을 송하는데, 직  만들었던 명함의 모든 정

보가 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 화번호, 이메일만이 

텍스트형태로 문자로 송된다. 따라서 명함을 받는 사용

자 입장에서는 명함을 받는다는 것 보다는 단순한 문자메

시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제안하는 시스템

은 제작한 명함의 모양과 정보를 그 로 다른 사용자에게 

송하고, 바로 화걸기가 가능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3 본론

 3.1 서버 시스템구조

   본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 방법에 따라 

두 가지 기반의 클라이언트로 나 어질 수 있다. 하나는 

라우 기반의 클라이언트(Client based on browser)이

고,  다른 하나는 피기반 클라이언트(Client based on 

WIPI)이다. 자는  PC 는 모바일에서 라우 를 사용

하여 인터넷에 속, 웹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다. 후자는 사용자가 피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서버에 

피 어 리 이션을 요청하여 단말기로 다운받아 실행시

키면, 서버와의 소켓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방법에 따라 작성되

는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언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이용

가능 한 API  단말기내의 장치가 다름으로 서비스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른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음 에서 

공통으로 제공되는 기능과 각 기반별로 제공되는 특별한 

기능에 해 설명한다.

3.2 주요기능

   라우 기반 클라이언트와 피기반 클라이언트 로

그램의 공통 인 기능은 명함 송, 명함 요청, 명함 찾기, 

명함록, 새로받은 명함, 새로받은 명함 요청 수락/거 하

기 기능이다. 

   명함 송은 내 명함을 다른 사람에게 송하는 기능

이고, 명함 요청은 다른 사람의 명함이 필요할 때 그 사람

에게 명함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명함 찾기 기능은 명함록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명함을 

직  찾아 간단한 명함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새로받은 명함 수락/거 은 나에게 송된 다른 사람

의 명함을 무조건 명함록에 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락/

거 을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명함만을 내 명함록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 새로받은요청 수락/거  한 나에게 온 

명함요청에 해 내 명함을 무조건 상 방에게 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락/거 을 할 수 있게 하여 내 명함이 원

하는 사람에게만 송 될 수 있도록 한다. 명함록에서는 

명함을 체보기,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로 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각 클라이언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인 기능으로, 

PC에서는 vCard규격에 맞춘 명함을 다운받는 기능을 제

공하여 다운받은 명함을 vCard를 지원 하는 응용 로그램

에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 내 정보의 공개등 을 설정

할 수 있어, 설정한 명함정보 공개등 에 따라 명함정보의 

공개범 가 달라진다. 

   피기반 클라이언트에서는 명함의 구조, 배경, 씨색

상들을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말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는 동

상을 촬 하여 명함에 넣을 수 있다. 총 두개의 명함을 만

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이유는 모바일이 작은 디스

이 화면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보

여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명함에 삽입되는 각 정보들은 명함의 특정 구조에 맞

추어져 명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  각각

의 정보들을 원하는 치에 배치시킬 수 있게 한다. 이로

써 좀 더 사용자의 취향과 개성에 맞는 명함제작을 가능

하게 한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의 흥미를 끌고, 메일 송, 개인 홈페이지의 연계, 문자

송, 개인의 심사에 한 정보검색, 다른 사람 명함에 등

록된 사진, 동 상 검색, 내 명함의 사진, 동 상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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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인기 콘텐츠 추천기능과 같은 부가 인 기능을 

원하는 아이템에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명함을 

통한 개인정보의 달 뿐만 아니라, 기능이 추가된 아이템

을 통해 부가 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3.3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는 vCard를 구성하는 모든 필드들의 

데이터는 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총 13개의 테이블로 

구성된다. 크게 살펴보면, 회원정보를 담고 있는 MEMB 

ER 테이블, 사용자가 가지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담는 

PERSON, N, TEL, ADR, OFFICE, ORG 테이블들이 있

다. 그리고 vCard 정보를 담고 있는 VCARD 테이블, 명

함 송, 요청과 련된 정보를 장하는 S_VCARD, 

RQ_VCARD, R_VCARD 테이블이 존재한다. 아이템 기반 

기능성 용을 지원하기 해,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들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ITEM 테이블이 있고, 제공되는 

기능성에 한 정보를 담는 METHOD 테이블이 존재한

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에 어떤 기능성이 첨부 되었는지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ITEM_METHOD_MATC H 테이

블이 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에서 특징 인 은 피 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패키지를 이용하여 단말기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필요한 데이터를 장했다는 이

다. 단말기 내에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의 각 코드는 오직 

한 개의 필드만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코드들은 바이트 배열 형태로 장된다는 이다.[10] 

이를 바탕으로 명함제작과 련된 정보를 담은 두개의 데

이터베이스 MYCARD1, MYCARD2를 생성하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객맞춤형 명함제작  리 시스

템은 받은 명함을 서버에서 리함으로써 오 라인상 명

함체계에서 발생하는 명함검색의 비효율성 해결했다. 그리

고 모바일에서 명함구조의 자유로운 변경과 자신의 개성

을 표 한 UCC의 촬   명함 삽입을 모두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오 라인상 명함이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명함

제작  수정의 어려움을 해결하 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명함을 다른 사람에게 송할 수 

있어 명함에 삽입된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확장

된 환경까지 제공하 다. 그리고 명함에 원하는 기능성이 

첨부된 아이템을 삽입시킴으로써, 명함에서 다양한 부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

보 교환의 표 인 vCard를 결합하여 vCard를 지원하는 

다른 응용 로그램에 명함을 활용함으로써 명함재사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 도 있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하

는 시스템의 가입자가 증가하는 경우 분산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인덱스를 이용한 효율 인 데이터베이스 검색기법에 

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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