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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명함교환 App은 Bluetooth, QR, NFC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연락처 정보만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컴퓨팅 오브젝트의 저장 공간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연락처 정보와 디자인을 고려한 이미지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연락처 정보와 디자인을 위한 템플릿 정보를 함께 압축하여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특색에 맞는 명함 디자인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1. 서론

유비쿼터스 세상이란 사이버세계의 사람, 컴퓨팅 요소,

정보,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이야기

한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은 이러한 유비쿼터스 세상을

이루는 중요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애플

의 IPhone이 스마트폰 시대를 열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스

마트폰의 다양의 서비스로 인해 유비쿼터스 시대로 진화

해 가고 있다.

스마트폰이 확산대면서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기 위해여 인터넷을 접속하기도 하며,

현장의 QR코드[1], NFC[2], RFID[3] 등과 같은 컴퓨팅 요

소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서,

비즈니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경제, 음악 등 내 손안의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다[4].

스마트폰을 이용한 많은 서비스 중에서 연락처를 저장

하고 교환하는 App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다양한 명함 교환 App(bump, QR 명함, 명함집

with NFC)[5]

Bump는 두 대의 폰을 부딪쳐서 사진, 연락처 등을 교

환하는 방식이며 Bluetooth 기능을 이용한다. QR 명함은

카메라를 통하여 QR코드를 읽어 들여 연락처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명함집 with NFC는 NFC 기술을 기반으로 연

락처를 교환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명함 교환 방식은 QR코드와

NFC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QR코드와

NFC를 사용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압축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또한 자신만의 명함 이미지를 가져오

기 위해 템플릿 방식[6][7]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웹페이지

방식이다.

2. 관련연구

기존의 명함관련 어플들은 데이터의 교환에만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 왔다. 단순 데이터 이외의 디자인 요소는

용량의 오버헤드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다.

2.1 Bluetooth 기반

Bump는 연락처 공유, Facebook, Twitter 등을 연결하

며 사진공유 공통의 친구 찾기 등을 제공한다. 다소 불편

한 Bluetooth 사용 방식을 폰을 부딪쳐서 사용가능하도록

개발된 App이다.

2.2 QR 기반

QR 명함은 QR코드로 작성된 명함을 카메라로 읽어 들

여 주소록에 쉽게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QR

기반 App이며 개인별 QRcode 명함을 제작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3 NFC 기반

명함집 with NFC는 종이 명함 교환 대신에 자신의 스

마트폰을 다른 사용자의 폰에 터치하여 교환하는 방식이

다. Bump App과 유사하게 터치하는 방식이나 Bluetooth

방식이 아닌 NFC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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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명함교환 App

제안하는 명함교환 App은 QR코드와 NFC 기술을 기반

으로 명함을 교환하는 App이다. 하지만 기존의 명함교환

App과 차이점이 있다면 개인별 명함 디자인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이미지나 전문가의 템

플릿을 사용하여 보다 특색 있는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웹페이지는 설치된 App이 템플릿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있거나 웹으로부터 특색 있는 템플

릿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다. QR이나 NFC 같은 컴퓨팅

오브젝트에는 연락처와 템플릿 번호를 저장해 실제 사용

자에게 보여질 때는 템플릿 번호를 매칭시켜 디자인 요소

를 첨가해 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 마이크로 웹페이지

1)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템플릿을

설정하고 원하는 내용을 입력한다.

2) 입력된 내용과 템플릿의 정보를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압축한다.

3) 압축된 데이터를 컴퓨팅 요소에 write한다.

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컴퓨팅 요소의 내용을 읽어온다.

5) 읽어온 데이터를 압축 해제한다.

6) 읽어 들인 템플릿 정보를 바탕으로 웹 페이지를

구성해 보여준다.

컴퓨팅 오브젝트에 실제 저장되어지는 구조는 아래와

같다. 압축된 데이터에는 연락처 정보와 템플릿 정보가 들

어가 있다. 압축된 데이터 앞에 URL이 첨가된 것은 개발

된 App을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읽었을 때 압축된 데

이터를 해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첨가한 것이다.

그림 3. Data 구조

4.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명함교환 App을 마이크로 웹페이

지를 이용하여 Prototype의 App을 구현하였다.

QR코드와 NFC Tag에서 명함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

스템으로 하드웨어의 지원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동작한다.

그림 4. 메인 페이지와 제작된 명함 이미지

QR코드나 NFC Tag에 실제 저장된 데이터는 압축된

Hex 형태의 데이터로 QR코드를 생성하거나 NFC Tag에

저장된다. 저장된 압축 데이터는 본 논문에서 적용한 알고

리즘을 이용해야만 명함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일반 QR

리더나 NFC App은 관련 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명암을

교환할 수 있는 App을 만들었다. 컴퓨팅 요소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

며 개인의 디자인을 고려해 템플릿 방식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마이크로 웹페이지는 단순한 명함 서비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치기반 U-Commerce, 현장중심형

U-M2M, 현장즉시형 U-Social Networking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마이크

로 웹페이지가 QR코드, NFC, Zigbee, Mobile RFID 등 모

든 컴퓨터 요소에 존재하며 실세계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 www.qrcode.com/ko/index.html, “QRCode의 모든

것”, 2010

[ 2 ] www.wisewires.com, "NFC 시장 및 기술 동향“,

2011.01.

[ 3 ] Yoon, E., Park, A. and Lee, K., "Design of

Ubiquitous Sound Service Business Model as a

Commerce-Embedded Media",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 pp.

296-301, Taiwan, 2009.

[ 4 ] 은성배, 최복동, 소선섭, 김병호, “스마트폰 APP 분류

및 전망”,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지, 제29권 제6호

2011.6, pp.34-40

[ 5 ] play.google.com/store

[ 6 ] Bokdong Choi, Seongbae Eun, Sun Sup So,

Kyoung Jun Lee, Byungho Kim, “Person Wide Web for

Ubiquitous computing”, 2010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Las Vegas,

Nevada, USA, April 12-April 14, ISBN:

978-0-7695-3984-3

[ 7 ] 은성배, 최복동, 소선섭, 김병호, “차세대 모바일 웹을

위한 Person Wide Web 기술,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

과학회 2009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제36권 제2호(D)

2009.11, pp.304-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