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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업사원이 업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간단한 방법이 명함일 것이다. 매일 많은 고객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지만 종이 명함은 버려지기 싶고 정보 검색도 어렵다. 해결책으로 스마트 폰으로 명함을 촬 하

여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면 언제든지 업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자명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명함을 기반으로 업 리를 지원하는 앱 기반 솔루션을 개발한다.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되며 고객인맥 리, 고객 분류, 유망고객 발굴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중심어 :∣전자명함∣영업력자동화∣사용자인터페이스∣모바일 솔루션∣만족도 조사∣
Abstract

The business card is regarded as the simplest means as well as a tool the most likely to use 

as a means of sales. Every day, we are exchanging business cards with many customers, but 

the paper based business card is easy to discard and difficult for searching information on the 

business card. As a solution, if we take a photographed business card with a smart phone and 

make it into a database, we can easily obtain customer information we wanted for sales at any 

time. In this study, we develop an application solution based on electronic business card database 

that supports sales management. The system operates in a cloud environment and has various 

decision support functions such as customer's human network management, customer 

classification, and finding prospective customers.

■ keyword :∣Electronic Business Card∣Sales Force Automation∣User Interface∣Mobile Solution∣Survey of 
Satisfaction∣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경성 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수일자 : 2018년 04월 02일 

수정일자 : 2018년 04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5월 04일

교신 자 : 변 호, e-mail : dhbyun@ks.ar.kr

I. 서 론

차 까다롭고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요구사항에 

응하기 해서는 업력 강화가 요하지만 최근 업

환경은 차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개되고 있다. 

업사원이 악한 고객니즈는 마 으로 입력되어 

시장의 기회를 성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1]. 업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업사원 자신의 높은 역량과 

업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업사원의 활동은 잠재

고객을 발굴하여 구매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구는 업사원의 지식

수 을 높여주는데 기여하며 이는 업몰입과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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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킨다[2][3][4]. 특히 업사원을 매개로 한 인

매는 고객과의 의사 달이 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역량을 가진 업사원이 높은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5].

업력 강화 도구로 오래 부터 CRM(cus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계 리) 솔루션을 이

용하고 있다. CRM은 고객의 구매성향을 분석하여 높

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아낼 수 있고 이들

로부터 우호  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로모션 

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응  매 행

에서 CRM은 고객 요구에 하게 반응할 수 있도

록 해 다[6]. 업력자동화(sales force automation: 

SFA) 솔루션은 업사원이 수행하는 비즈니스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활동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업

사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 의 

업성과를 얻도록 해 다. 주요 기능은 리, 계약

과 시간 리, 리드와 기회 리, 가격 상  주문 리, 

사후 리, 분석과 리포  기능 등이 있다. 

SFA는 CRM 모듈로 볼 수 있지만 CRM이 마  측

면을 지원한다면 SFA는 매 리를 강화한 것이다. 더

구나 기업 간 거래에서 CRM은 SFA가 된다. 다양한 

SFA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단순 고객 정보를 조회

하거나 업활동을 기록하는 정도이며 로벌 IT기업

들이 제공하는 SFA는 무 많고 복잡한 기능을 제공한

다는 이 사용상 불편함을 래하고 있다.    

업사원이 업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간단

한 업 수단이 명함이다. 업사원은 매일 많은 고객

을 만나면서 명함을 주고받고 있으며 방 한 양의 명함

을 보 하고 있다. 명함은 자신의 개성을 표 할 수 있

는 매개체로 자신만의 명함을 제작하는 욕구와 요 명

함의 보   검색 기능이 필요하다[7]. 명함에 담긴 정

보를 잘 이용하면 업성과를 높일 수 있고 응  

매행 가 쉬워진다. 그러나 종이명함은 휴 성이 낮고 

분실가능성, 검색시간 등의 문제 이 있다. 

자명함은 스마트폰에서 자를 입력하여 직  명

함을 생성시키는 유형과 종이명함을 자 으로 변환

시키는 형태가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일반화 되었고 종이명함을 인식하는 기술의 발달, NFC

를 이용한 다자간 명함 송기술[8]은 자명함의 보편

화를 진하고 있다[9][10]. 

자명함은 고객의 연락처를 장하거나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기능 외에 업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명함을 통하여 고객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유망고객을 발굴할 수 있다면 업성과는 더욱 높

아질 것이다. 명함은 인맥이라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악하는 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명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우리 회사의 투자자 

는 고객을 가 알고 있으며 투자자와 같은 직 , 같은 

회사에 속한 사람이 구인지를 찾을 수 있다[11]. 

이처럼 인맥은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기

업은 인맥을 통해 홍보나 마 을 실행하면  

고 방식보다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리고 명함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 방 회사의 조직도

를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와 인맥 계를 

가진 우리 회사 직원은 구인지를 악할 수 있기 때

문에 인맥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명함 앱과 달리 종이명함을 자

으로 변환시키고 인맥 리에 을 앱을 개발한다. 

상업용 SFA와 달리 복잡성을 이고 필수 인 기능만

을 갖추어 소기업이 업력 강화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개발된 앱의 특징은 명함정보를 이용한 

인맥 리, 고객 분류, 유망고객 발굴 방법, 그리고 업

사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다. 

II. 명함관리 앱 기술 동향

2.1 명함관리 앱 개발사

국내에 명함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약 

2,6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1500만명 정도가 종이명함

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 으로는 매년 100억장이 넘

는 명함이 교환되고 있다. 하지만 종이 명함은 색인

리와 보 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명함

을 리하려는 앱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외 표 인 

명함 리 앱으로는 미국의 캠카드, 일본의 산산,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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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를 들 수 있다.  

명함 리 앱의 핵심기술은 종이명함을 정확히 인식

하는 학문자인식(OCR) 기술과 얼마나 많은 명함을 

오랫동안 안 하게 보 할 수 있느냐이다. 즉 OCR의 

인식률, 종이명함을 빨리 정확하게 스캐닝 할 수 있는 

고속 명함 스캐 , 그리고 명함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애 리 이션 등이 명함 리 앱의 성공여부

를 결정한다. 

표 1. 전자명함 개발사 비교1

캠카드는 2006년 설립된 인트시그인포이션이 개발한 

기업고객을 상으로 한 앱으로 사용자 수는 1억명으

로 추산된다. 리멤버는 기업용 고객보다는 개인 명함

리와 인맥 리 목 이 강하다. 캠카드와 달리 명함인식

을 수작업으로 입력하므로 인식률은 100%이다. 리멤버 

앱으로 명함 사진을 촬 하면 타이피스트가 사용자 

신 직  명함 데이터를 입력한다. 직 수거 방식과 앱 

카메라 촬  모두 지원한다. 일본의 명함 리 앱인 산

산은 클라우드 기반 명함 리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명

함 정보를 장하고 검색할 수 있다. 용 스캐 로 분

당 99.9%의 정확도로 30장의 명함을 양면으로 장할 

수 있다. 

2.2 전자명함 기술

OCR은 종이명함을 자명함으로 바꾸는 핵심기술로 

1 리멤버: rememberapp.co.kr/home;

  캠카드: www.camcard.com; 산산: www.sansan.com

이미지 스캔으로 얻을 수 있는 문서의 활자 상을 컴

퓨터가 편집 가능한 문자코드 등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소 트웨어이다. OCR은 명함 외에도 앱과 연동하여 

수증, 상품, 문서, 신용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스

캔하여 검색, 정리, 리, 번역이 가능하다.

마이크로소 트는 Bing API에 OCR 기능을 포함시

켰으며2, 페이스북은 OCR을 이용해 사물을 독했다. 

그 외에 자신의 서비스에 자체 OCR 기능을 용하는 

사업자 외에 PDF나 이미지 일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

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컨버트 솔루션과 여권, 신분증, 운

면허 등을 스캔해 이미지와 문자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있다.

자명함은 인식, 장 외에 달기능이 필요하다. 

달이란 내 명함을 상 방의 스마트폰 속으로 이동시키

는 것을 말한다. 1:1, N:M 교환이 가능하다. N:M 교환

은 단체교환 방식으로 세미나, 워크삽, 네이버 밴드, 카

카오그룹 멤버들 간에 단 상호 동시에 병렬로 명함교환

을 수행한다. 교환 방식은 개설자와 참여자로 구분하고 

개설자가 시스템으로부터 부여 받은 교환번호를 참여

자들에게 알려주고 참여자들은 받은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교환된다. 교환방식은 교환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1:1 명함교환을 실행시켜 둘  한사람만 상 방 번호

를 입력하면 서로 교환이 완료된다. 범핑 방식, GPS 통

신 방식, NFC 명함 교환, 서버 교환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교환 후 교환을 원치 않으면 주었던 명함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명함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

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그 동안 명함을 교환

했던 모든 지인들에게 알림을 제공해 다.  

2.3 모바일 영업지원 솔루션

자명함은 모바일 업 리를 한 방안이 될 수 있

다. 로벌 IT기업이 주축이 되어 개발된 업력자동화 

솔루션은 CRM 솔루션과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표  개발사로는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 오

라클(oracle), 마이크로소 트 등이 있다. 세일즈포스닷

컴은 시장 유율 1 를 차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

2 Microsoft, "The bing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OCR) control."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dn261719.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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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CRM 분야의 시장선도 기업으로 SaaS(Software as 

a Service)형 애 리 이션인 세일즈포스 CRM과, 

PaaS형 포스닷컴 랫폼 서비스를 한다. 아마존 웹 서

비스, 구  앱 엔진을 통한 웹 서비스 API 공유, 페이스

북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Siebel CRM on Demand Sale3은 오라클사의 업 

리용 CRM 솔루션이다. 주요 기능은 리드 리, 업기

회 리, 업무생산성 툴 활동 리, 고객계정 리, 보고 

 분석기능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 트의 다이나믹 

CRM4은  세계 11000여개 기업에서 사용자 수가 50만 

명이 넘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와 구축용 방식이 있다. 

로벌 제품을 비교하면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차이 은 세일즈포스닷컴과 다이나믹 CRM은 클라우

드 서비스, 소셜 마 , 구  이어 스토어, 애  앱

스토어와 연동되지만 오라클 제품은 소셜 기능이 취약

하다. 다이나믹 CRM은 빅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으며, 

세일즈포스닷컴은 모바일 폰에 최 화 되었고 업사

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

이다.  

 

III. 시스템 주요 기능 및 특징 

3.1 주요 기능 

명함 앱은 [표 2]와 같이 업활동에 필요한 정보검

색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

다.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에서 운 된다. 종이명

함을 OCR 명함인식기술로 인식한 다음 보정 차를 걸

치면 명함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된다. 개인 간 자명함

은 1:1, 1 다 교환할 수 있으며 비 번호 조합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갖추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와 모바일 앱 간의 통신인터페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 업의사결정지원, 

명함공유, 기업정보열람, 인맥지도, 이력정보 제공 

 구  지도와 연계되어 고객 치 악이 가능하다. 

즉 업사원이 특정지역을 방문할 때 근방에 거주하는 

3 www.oracle.com/us/products/applications/siebel/sales/siebel-sales 

/overview/index.html

4 dynamics.microsoft.com/ko-kr/

고객들을 지도상에 보여주며 이들  우수고객은 구

이며 각 고객의 매출액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표 2. 주요 기능

언제, 어디서, 어떤 고객을 만났으며 통화여부가 자동

으로 기록되므로 업활동의 극성 여부를 단할 수 

있으며 업 리드 리가 가능하다. 어떤 고객은 많이 

만났음에도 매출이 고 어떤 고객은 게 만났음에도 

매출이 많았다면 이러한 정보는 향후 업기회 포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우수고객, 유망고객, 잠재고

객을 분류하여 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업사원

의 월간, 주간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

다. 업사원은 자신이 만난 고객의 소득정도, 소비성

향, 제품사용 여부, 제품지식, 업사원에 한 우호성 

등을 주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이 정보를 

토 분석하여 업사원이 우선 으로 만나야 하는 유망

한 고객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연락처를 찾을 필요 없이 명함을 클릭하면 

화를 걸 수 있는 기능과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

는 뉴스서비스나 요약된 재무정보를 시스템에서 바로 

볼 수 있다.   

  3.2 의사결정 기능

목표탐색 기능은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려면 어떤 고

객을 상으로 업활동을 진시키는 것이 좋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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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다. 세일즈 이 라인 진척도가 높은 고객을 종

료시키는 것이 매출액 달성이 용이할 것이다. 한 과

거 매출 실 이 우수한 고객을 알려 다면 목표 매출액

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What-if 분석은 목표탐색 기능과 반 로 인 으로 

세일즈 이 라인의 상태 변경 는 우수고객 그룹을 

변경할 경우 상 매출액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되는

지를 보여 다.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매출액 기여도가 

높은 고객들을 리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 분석은 시각  효과를 하여 매출액, 수주 

액, 매량, 만남횟수 등을 3차원 그래 로 형태로 보여

다. 이때 독립변수가 되는 차원은 고객명, 거래처, 지

역, 기간, 직 , 제품명 등이 될 수 있다. 

3.3 고객 분류

업활동 리란 고객과의 계형성의 기회를 발견하

고 계형성, 상담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 으

로 좋은 계를 유지하는 일련의 로세스 리를 말하

며 이를 해서는 고객 분류가 필요하다. 고객 분류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표 2]의 5, 6번 항목). 

첫째, 토 법칙인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달

성한다는 룰을 용, 고객을 A, B, C로 분류한다. A 그

룹 고객은 우수고객으로 매출액 순  상  80% 이상, 

고객 수 20% 이하에 해당되며, C 그룹 고객은 매출액 

순  하  20% 이하, 고객 수 60% 이상에 해당되는 고

객으로 정한다. B 고객은 보통고객으로 A, B에 속하지 

않는 고객이 된다. 

둘째, 거래의 최근성, 거래빈도, 거래 액을 고려한 

RFM(Recency, Frequency, Monetary) 방법을 사용한

다. 고객별 RFM 수를 계산한 후 수 순으로 2, 3, 5

개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고객별 RFM 수는 w1x최근

성+w2x거래빈도+w3x매출액로 계산되며 W1, W2, W3

는 가 치를 나타낸다. 

셋째, 업사원이 다음 10개 항목에 해서 각 항목 

당 10  척도로 평가하여 합산된 수를 계산한다.

표 3. 고객 평가 항목

IV. 구현

4.1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1]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 되는 시스템의 개

념도이다. 서버는 고객, 인맥 계, 업활동, 명함,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종이명함은 스캔방식 

는 스마트 폰으로 촬 하여 장되고, 인물, 뉴스, 기

업정보 등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킨다. [그림 

2]은 명함첩과 스마트폰으로 촬 한 명함을 보정하는 

화면이다. [그림 3]는 고객을 만난 내역이 자동으로 기

록되는 통계 화면이다. 

[그림 4]는 주요 화면이다. 지출결의서는 수증을 촬

하여 편리하게 지출내역을 등록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다. 기존 회계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다. 부근명함 검

색은 재 사용자 치정보를 이용하여 거리를 설정하

면 주변의 명함정보를 보여 다. 기업정보는 기업의 기

본정보와 재무정보를 볼 수 있다. 맞춤뉴스는 특정기업

과 련된 연합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

객사의 동향 악과 고객 리가 가능하다.  

[그림 5]는 명함첩에서 문자보내기와 스마트폰을 통

해 명함을 교환하는 화면이다. 상 방의 명함정보가 바

더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교환방식은 교환하

고자 하는 두 사람이 앱을 실행한 다음 교환번호를 입

력하면 교환이 이루어진다. 명함교환은 특정모임이나 

밴드 등 단체로 명함을 교환할 때 매우 편리한 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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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그림 6]은 고객 분류 결과에 따라 만나야할 유망고

객을 보여주고 있다. A그룹 고객은 10일마다, B그룹은 

20일, C그룹은 40일마다 만나도록 설정되어 있다. 업

사원은 이 정보를 통해 업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명함첩과 명함촬영 디자인

그림 3. 만남 통계

 그림 4. 주요화면 

그림 5. 명함첩과 명함교환

그림 6. 유망고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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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검증 

시스템 검증을 해 사용자 그룹에 해서 만족도 평

가를 실시하 다. 2개 기업에 해서 각각 10명씩 총 20

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설문지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5  척도의 객 식 8문항, 주 식 

2문항). 만족도 평균은 3.89로 높게 나타났다[표 4]. 

표 4. 사용자 평가 항목

V. 결 론

기업경 에서 업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명함 앱은 내손 

안에 모바일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인맥자산 구축  손

쉬운 업 리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 로벌 IT 기업

이 개발한 CRM 솔루션에 비하여 소기업들이 가에 

간편하게 필수 인 CRM 실  할 수 있다. 명함 속 데

이터를 손으로 입력하지 않고 촬  후 OCR 인식으로 

편의성을 높 고, 치정보를 이용한 고객 발견, 우량고

객 검색, 업 상 고객 조회, 1  다 단체 교환 등의 

특징을 갖는다. 향후 과제로는 업사원의 활동 평가 

기능을 갖춘 업 리자용 솔루션으로 업그 이드 하

거나 딥러닝 기술로 명함 인식률을 높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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