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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정보관리시스템(10)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은 인터넷 브라우져를 내장한 이동통신단 

말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는 웹서버(110)를 가진다. 또한 상기 시스템(10)은 상기 웹서버(110)와 

연동하며 상기 웹서버를 통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개개인의 명함정보를 저 

장하는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121)와, 사용자가 상기 웹서버를 통하여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명함정보 발 

송을 명령한 경우 이들 사용자간의 발신자/수신자 관계를 저장하는 관계데이터베이스(122)와, 개개 사용자에 대하여 

상기 관계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자인 사용자 각각에 대하여 명함정보 발송자를 확인하여 개개의 사용자에 대한 명 

함정보 발신자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는 사용자데이터베이스(123)를 가지는 명함정보관리데이터베이스서버(120) 

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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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는 본 발명의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보이는 도면; 

도 3 은 명함정보이외의 정보를 역수신인에게 보내는 과정을 보이는 도면; 

도 4 는 특정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원에게 역정보전달을 하는 과정을 보이는 도면; 

도 5 는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관계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간의 관계를 보이는 테이블; 

도 6 은 명함정보를 저장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명함정보를 발송한 경우 처리과정을 보이는 도면;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응신 과정을 보이는 도면; 
도 8 은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명함정보발송명령을 내리는 경우 처리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9 는 명함정보제공자와 관련된 필요한 기록사항을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이는 

도면 

; 

도 10 은 발신자의 명함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함정보를 발신하는 과정을 보이는 도면; 

도 11 은 더 이상 명함발신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관계를 해제하는 과정을 보이는 도면; 

도 12 는 선별적 수신을 하는 경우 처리과정을 보이는 도면; 그리고 도 13 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통신수단의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간편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본 발명은 한번의 명함정보의 입력으로 다 

수의 사람에게 명함정보를 배포할 수 있고 이러한 명함정보를 간편하게 보관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수의 명함제공자들 

에게 일괄적으로 명함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낼 수 있게 한다. 

현재, 인터넷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 기술은 종래의 유선상의 접속을 넘어서 이제는 무선 

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핸드폰, PDAs(Personal Data Assistant), 페이져(phaser)등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들은 무선 인터넷 브라우져(browser)를 내장하여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선 인터넷 브라우져가 내장된 핸드폰은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 웹사이트(web site)에 접속 

하여 이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그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시 킨다. 예를 들어 개개인의 신상정보나 

기타의 정보를 인터넷상의 전자우편(E-mail)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다른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현재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가 상업화되어 

이동통신 단말기간에 단문을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메신저 서비스(Messenger Service)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종래에 상대방에게 정보를 보내는 경우 명함이 활용되고 있다. 즉 명함을 통하여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며 이렇 

게 확인된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낸다. 예를 들어 받은 명함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을 통하여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또는 명함상의 전자우편 주소(E-mail address)를 활용하여 전자우 

편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또는 명함상의 핸드폰 번호를 활용하여 전술한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문정보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명함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의 명함을 인쇄하여 개개인에게 직접 대면하여 또 

는 우편등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명함을 받은 사람은 후일의 활용을 위하여 이를 명함첩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다수의 명함을 받은 경우, 동일정보를 이들 다수의 자에게 보내는 경우에도, 이들 명함 제공자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으로부터 명함을 받았고, 이들 3 인에게 단문메시지 서 

비스(SMS)를 이용하여 동일한 단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a, b, c 의 3 인 각각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이들에게 보낼 단문을 핸드폰에 또한 입력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명함제공자의 명함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새로운 명함을 받거나 또는 명함정보 변경사항을 연락받아 이 

를 정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명함을 새로 받은 명함으로 교체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연락받은 명함정보의 

변경사항을 기존의 명함에 기록하거나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명함을 받은 경우 명함제공자와 관련되어 별도로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생긴다. 예를 들어 중요한 거래를 

위하여 만난 사람에게서 명함을 받은 경우,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명함과 관련하여 기록하여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일 하나의 명함만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다수인에게 배포할 수 있고 이러한 명함정보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또한 명함제공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 이미 

명함을 제공한 자의 명함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으며 명함정보제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 

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바람직 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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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의 요청을 만족시킨다. 본 발명의 목적은 한번의 명함정보의 입력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명함정보를 배 

포할 수 있고 이러한 명함정보를 간편하게 보관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수의 명함제공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명함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정보 관리 시스템 및 정보관리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미 

명함을 제공한 자의 명함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또는 명함정보변경 사실을 알리어 이를 

수신인인 사용자가 갱신하게 하며, 명함정보제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 는 정보 관리 

시스템 및 정보관리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여, 한번의 명함정보 입력에 의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그 명함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받은 명함정보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명함 수신자는 명함을 제공한 다수의 발신인의 명함정보를 간편하게 전달받을 수 있으며, 이들 

에게 발신인에게 일괄적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본 발명은 명함 제공자들을 일정 그룹(group)으로 

묶어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서, 명함을 제공받은 자는 명함제공자에게 

자신의 명함정보를 자동으로 응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본 발명은 또한 명함제공자의 명함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자에 대하여 명함정보가 자동으로 갱 

신되어 전달되도록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명함정보제공자와 관련되어 기록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을 편리하게 기록하 

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더욱 나아가서, 본 발명은 아직 자신의 명함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에게도 명함정보를 발송하고 추후 그 자가 자신 

의 명함정보를 입력한 경우 전송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은 인터넷 브라우져를 내장한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 

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와 연동하며, 상기 웹서버를 통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부터 입력되는 사용 

자 개개인의 명함정보를 저장하는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가 상기 웹서버를 통하여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명함정보 발송을 명령한 경우 이들 사용자간의 발 신자/수신자 관계를 저장하는 관계데이터베이스와, 개개 사 

용자에 대하여 상기 관계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자인 사용자 각각에 대하여 명함정보 발송자를 확인하여 개개의 사 

용자에 대한 명함정보 발신자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는 사용자데이터베이스를 가지는 명함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명함정보를 입력한 사용자는 자신의 명함정보를 수신인인 사용자를 지정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고, 명함정보를 수신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명함정보를 발송한 다수의 명 

함정보 제공자를 상기 사용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명함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명함정보 수신인인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사용자데이터베이스로부터 명함정보 발신자를 확 

인하고 그의 명함정보를 상기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상기 수신자인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브라우징하여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명함정보 수신인인 사용자는 자신의 이동통신 단 

말기 또는 컴퓨터에 브라우징되는 명함발송인을 선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가 정보를 보내고 싶 

은 수신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상기 명함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일 사용자가 일 수신인을 지정하여 자신의 명함정보를 보내는 경우 만일 상 

기 수신인이 명함정보를 저장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상기 발송인인 사용자가 지정한 수신인에 대한 정보와 상기 발송 

인이 사용자가 상기 수신인에게 명함을 발송하였음을 기록하여 저장하는 사용자외 수신인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가진 

다. 따라서, 비록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자신의 명함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자도 후일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전달된 명함정보를 볼 수 있다. 

상기 정보 관리시스템은 정보전송수단을 더욱 가져 명함정보 이외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정보전 

송수단은 전자메일전송서버 또는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수단과 연결된 단문메시지 서비스 접속수단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방법은 인터넷 브라우져를 내장한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어 

,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를 통하여 입력되는 개개 사용자의 명함정보를 저장하는 명함정보저장단계와, 사 

용자가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명함정보 발송을 명령한 경우 이들간의 발신자/수신자 관계를 저장하는 관계 

설정단계와, 상기 저장된 발신자/수신자 관계로부터 수신자인 사용자 각각에 대한 명함정보 발송자를 확인하여 개개 

의 사용자에 대하여 명함정보 발신자 정보를 저장하는 개개사용자에 대한 명함발신자정보저장단계와, 상기 명함정보 

수신인인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저장된 개개인의 사용자에 대한 명함정보 발신자 정보로부터 상기 수신인 

인 사용자에 대한 명함정보 발신자를 확인하고 상기 저장된 명함정보로부터 그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수신자인 사용자에게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전달하는 명함정보전달단계와,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는 상기 전달된 발신 

자의 명함정보로부터 명함정보 제공자를 확인하고 이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역수신자선택단계와, 그리고 상기 수 

신인인 사용자가 상기 선별적으로 선택된 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명함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내는 역정보전달단계 

를 가진다. 

이때,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에게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전달하는 명함정보전달단계는 상기 수신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브라우징하여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 

를 보낼 수신자를 선택하는 역수신자선택단계는 상기 수신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브라우징하여 보여지 

는 명함정보 발신인들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명함정보전달단계에 의하여 상기 수신인에게 발신자의 명함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들 발신자들을 선별적 

으로 특정 그룹별로 묶어 특정 그룹을 형성하여 저장하는 그룹형성저장단계를 더욱 가지고 상기 역수신자선택단계는 

상기 특정그룹에 대하여 다시 선별적으로 역수신인을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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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방법은 상기 개개 사용자의 명함정보를 입력하는 명함정보저장단계가 만일 명함정보가 발신 

되어 수신된 경우 자동으로 응신하는지 여부를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상기 명함정보전달단계에 의하여 명함정 

보가 전달이 되면 상기 역수신인선택단계에서 자동으로 그 발신자가 역수신인으로 선택되어 수신인의 명함정보가 역 

수신인인 발신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역정보전달단계에서 명함정보이외의 정보는 전자메일전송서비스 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 또는 메 

신저서비스중 어느 하나인 정보전달수단을 이용하여 보내는 것일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명함정보의 발송은 인터넷 브라우져를 필수적으로 가지지 않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수신자의 전화번호 

를 입력하고 명함정보전달명령에 해당하는 번호 또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인터넷 브라우져를 내장한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는 웹 서버와 상기 

웹서버와 연동하며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개개인의 명함정보를 저장하는 명함정 

보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인터넷 브라우져를 필수적으로 가지지 않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번호 또는 부 

호를 입력하여 전송되는 명함정보발송을 위한 정보를 상기 웹서버가 받아 지정된 수신자에게 상기 명함정보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된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발송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경우, 상기 정보 관리시스템은 정보전송수단을 더욱 가져 상기 정보전송수단을 통하여 명함정보 이외의 정보를 전 

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웹서버는 이동통신서비스사의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에 접속하는 S 

MS 접속수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사용인은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하여 명함정보 발송과 동시에 

단문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제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이는 도면이다. 

먼저 정보관리시스템(10)은 인터넷(20)과 연결된 웹 서버(110)를 가진다. 또한 정보관리시스템(10)은 상기 웹서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명함정보관리 데이터베이 스 서버(120)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정 

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전송수단(130)을 가진다. 

이러한 정보전송수단(130)은 SMTP 서버(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erver)와 같은 전자메일(E-mail)전송서 

버일 수 있다. 

또는 상기 웹서버(110)에 설치되는 SMS 접속수단일 수 있다. 즉 상기 웹서버(110)는 이동통신망(50)을 활용하여 개 

개 단말기로 S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사의 SMSC(SMS Center)(60)에 접속하여 단문메시지를 이동 

통신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웹서버(110)는 직접적으로 상기 SMSC(60)에 접속하여 있거나 또는 중 

간의 SMS 서비스 대행사를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사의 SMSC(60)에 접속할 수 있다. 

또는 상기 정보전송수단(130)은 상기 웹서버(110)에 설치되는 메신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MSN Messenger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상기 정보전송 수단은 상기 웹서버(110)로서, 인터넷(20)을 통하여 접속되는 무선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 

에 정보를 직접적으로 브라우징(browsing)할 수 있다. 

본 정보통신 관리시스템(10)의 사용자들은 무선 이동통신단말기(41a, 41b, ···, 41n) 또는 컴퓨터(31a, ···, 3     

1n)를 통하여 상기 정보관리시스템(10)에 접속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무선 이동통신단말기(41a, 41b, ···, 41n)    

를 통하여 정보관리시스템(10)에 접속하는 경우 이동통신 전화망(50)과 왑 게이트웨이(55)를 경유하여 인터넷(20)에 

접속하여 웹서버(110)를 통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 리시스템(10)에 접속할 수 있다. 사용자가 컴퓨터(31a, ·· 

·, 31n)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 인터넷(20)에 접속하고 웹서버(110)를 통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관리시스템(10) 

에 접속할 수 있다. 

상기  이동통신단말기(41a,  41b,  ···,  41n)  및  컴퓨터(31a,  ···,  31n)는  각각  정보관리시스템(10)의  웹서버(11 

0)로 정보전송을 요청하고 전송되는 정보를 브라우징 할 수 있는 왑 브라우져(wap browser) 및 유선 인터넷용 브라 

우져를 내장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의 명함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120)는 상기 웹서버(110)를 통하여 상기 이 

동통신 단말기(41a, 41b, ···, 41n) 또는 컴퓨터로(31a, ···, 31n)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개개인의 명함정보를  

저장하는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121)와 사용자가 상기 웹서버(110)를 통하여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명함 

정보 발송을 명령한 경우 이들 사용자간의 발신자/수신자 관계를 저장하는 관계데이터베이스(122)와 개개 사용자에 

대하여 상기 관계데이터베이스(122)로부터 수신자인 사용자 각각에 대하여 명함정보 발송자를 확인하여 개개의 사용 

자에 대한 명함정보 발신자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는 사용자데이터베이스(123)를 가진다. 따라서, 명함정보를 입력 

한 사용자는 자신의 명함정보를 수신인인 사용자를 지정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고, 명함정보를 수신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명함정보를 발송한 다수의 명함정보 제공자를 상기 사용자데이터베이스(123)를 통하 

여 확인하고 이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명함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도 2 는 본 발명의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보이는 도면이다. 

먼저, 사용자는 무선 이동통신단말기(41a, 41b, ···, 41n) 또는 컴퓨터(31a, ···, 31n)를 통하여 본 발명에 따           

른 정보관리시스템(10)에 접속한 후, 개개인의 명함정보를 입력한다. (단계: 210) 이때 처음 접속하는 사용자는 정보 

관리시스템(10)으로부터 ID 및 패스워드를 부여받고 이후의 접속시에는 정보관리시스템(10)으로부터 인증절차를 거 

칠 수 있다. 개인의 명함정보는 예를 들어, 이동통신단말기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회사, 회사 

주소, 회사내의 직책, 팩스번호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외에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여러 유용한 정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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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은행계좌와 같은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경우, 거래처로 입금계좌를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 

시스템(10)을 통하여 편하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정보, 동영상정보 또는 음성정보와 같은 것을 명함정보로 

서 입력할 수 있다. 

다음, 이렇게 입력된 사용자 개인 명함정보는 정보관리시스템(10)의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121)에 저장된다. (단계 

220) 즉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를 통하여 입력한 이동통신단말기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회사, 회사주소, 회사내의 직책, 팩스번호, 은행계좌, 사진, 동영상정보, 음성정보와 같은 것이 명함정보 

로서 상기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121)에 저장된다. 또한 각각의 명함정보에 대하여 공개. 비공개를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후술하듯이 공개로 선택된 명함정보만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예시적으로,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에는 상기 명함정보 항목들이 입력창 으로 브라우징 될 수 있고 여기에 사용 

자가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정보관리시스템(10)에 전송하여 이를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121)에 저장하여 

상기 단계 210 과 220 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 개개인의 명함정보가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에 저장된 후, 사용자가 특정 사용자를 지정 

하고 그에게 명함정보 발송을 명령한 경우 이들간에 발신자/수신자 관계가 설정되어 관계데이터베이스(122)에 저장 

된다. (단계 230) 예를 들어, 발신자가 되는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는 수신자를 지정할 수 있는 유 

일한 정보(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브라우징 되어, 상기 입력창에 수신자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수신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브라우징되는 화면상에는 명함정보 발송 버튼이 설치되어, 상기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명함정보 발송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특정 수신인이 지정되고 또한 명함정보 발송명령이 있으 

면,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정보관리시스템(10)에 ID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사용자를 발신자로 하고 

상 기 발신자가 지정한자를 수신자로 하여, 이들간의 발신자/수신자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관계데이터베이스(122)에 

저 장한다. 

다음,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상기 관계데이터베이스(122)에 저장된 발신자/수신자 관계로부터 수신 

자에 각각에 대한 명함정보발송자를 확인하여 개개의 수신자인 사용자에 대한 명함정보 발신자 정보를 사용자데이터 

베이스(123)에 저장한다. (단계 240) 

다음, 상기 명함정보 수신인인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사용자 데이 터베이스(123)에 저장된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에 대한 명함발송자 정보로부터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에 대한 명함발송자를 확인하고 상기 명함정보 데이터베 

이스(121)에 저장된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에게 명함정보를 전달한다. (단계 250) 이 

경우 이러한 명함정보 전달은, 예를 들어, 사용자 개개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브라우징하여 보여줄 수 

있다. 이 경우 명함정보 입력시 공개/비공개여부를 선택한 경우 공개로 선택된 명함정보만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다음, 상기 발신자 명함정보를 전달받은 수신인인 사용자는 역으로 자신의 명함정보 또는 다른 정보를 보낼 자들(역 

수신인)을 명함정보 제공자들로부터 선별적으로 선택하고(단계 260), 이들에게 역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단계 270). 

이 경우 전달되는 정보는 본래 수신자였던 사용자가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121)에 저장하였던 명함정보일 수 있으며 

, 이 경우 본래 발신자였던 역수신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본래 수신자의 명함정보를 브라우징하여 보여 

줄 수 있다. 명함정보 이외의 정보를 본래 발신자였던 역수신인에게 보내는 경우, 정보전송수단(130)인 SMTP 서버 

또는 메신저 서버 또는 SMS 접속수단을 활용하여 역수신인의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도 3 은 이렇게 정보전송수단(130)인 SMTP 서버 또는 메신저 서버 또는 SMS 접속수단을 활용하여 명함정보 

이외의 정보를 본래 발신자였던 역수신인의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정보를 보내는 과정을 도시한다. 
먼저, 발신자로부터 명함정보가 전달된 후, 이들로부터 역수신인을 선택한다. (단계 310) 

다음, 정보전송수단(130)에 대하여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입력한다. (단계 320) 예를 들어, SMTP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전자메일정보를 입력한다. 

다음, 정보전송수단을 선택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SMTP 서버 또는 메신저 서버 또는 SMS 

접속수단과 같은 정보전송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정보를 보내도록 한다.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들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역수신인인 본래 발신자에게 정보를 보낼 것인지를 선택한다. (단계 330) 
다음, 선택된 정보전송수단에 의하여 입력된 정보가 전송된다. (단계 340)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명함정보 발송자로부터 역수신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2 의 단계 260 또는 도 

3 의 단계 310), 이들 명함정보 발송자들을 특정 그룹으로 묶어 이들 그룹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역정보전달을 할 수 

있 다. 도 4 는 그러한 과정을 보인다. 
먼저, 수신자인 사용자에게 명함정보가 전달된다. (단계 410) 

그러면 특정그룹을 형성하고 선별적으로 명함정보발신자들을 특정그룹에 속하도록 하여, 이를 그룹데이터베이스(미 

도시)에 저장한다. (단계 420) 즉 그룹데이터베이스에는 각각의 그룹에 대하여 명함정보발신자의 정보가 저장된다. 

다음,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는 각 그룹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명함정보 또는 다른 정보를 수신할 역수신자를 선택한 

다. (단계 430) 
다음 이들에 대하여 역정보를 전달한다. (단계 440) 

상술한 설명에서, 명함정보의 입력이나 또는 명함정보를 전송받을 수신자의 지정은 여러 존재하는 수단들을 활용하 

여 가능하다. 이외에 수신자를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코드(bar code) 또는 칼라 

코드(color code)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명함정보나 또는 수신자의 정보가 바코드 또는 칼라코드화 되어 존재하는 경 

우는 이들을 입력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41a, 41b, ···, 41n) 또는 

컴퓨터( 31a, ···, 31n)는 이들 코드 정보를 읽어들일 수 있는 바코드 판독기 또는 촬상 카메라와 이들 코드정보를 

디코팅( decoding)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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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121)와 관계데이터베이스(122)와 사용자데이터베이스(123)의 관계를 

보이는 테이블이다. 

먼저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510)이 보인다. 이는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관리시스템(10)에 접속한 개개의 사용 

자가 입력한 자신의 명함정보이다. 

이름이 춘향이, 송승한, 홍길동, 전우치인 각각의 사용자에 대하여 그 전화번호와 그 입력일(갱신일)이 각각의 주키(p 

rimary key)로서 ID 를 나타내는 001. 002. 003. 004 에 대응하여 저장된다. 본 도면에서는 단지 전화번호만을 명함 

정보로 보이고 있으나, 이외 회사, 회사직책, e-mail 주소등이 기록될 수 있다. 또한 도시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명함 

정보항목인 필드(field)에 대하여 공개/비공개여부가 기록되어, 공개로 선택된 필드값만을 수신인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도시부호 520 은 관계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보인다. 즉 일 사용자가 다른 사용 자를 지정하여 명함정보 발송을 한 

경 우 생성되어 저장되는 발신자/수신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테이블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2000 년 3 월 3 일 

003 의 ID 를 가지는자(즉 홍길동)가 001 의 ID 를 가지는 자(즉 춘향이)에게 명함정보를 발송하였음을 저장하고 

있다. 또한 2000 년 3 월 4 일 004 의 ID 를 가지는자(즉 전우치)가 001 의 ID 를 가지는 자(즉 춘향이)에게 

명함정보를 발송하였음을 저장하고 있다. 또한 2000 년 3 월 5 일 002 의 ID 를 가지는자(즉 송승한)가 003 의 ID 를 

가지는 자(즉 홍길동)에게 명함 정보를 발송하였음을 저장하고 있다. 또한 2000 년 3 월 6 일 005 의 ID 를 가지는 

자가 003 의 ID 를 가지는 자(즉 홍길 동)에게 명함정보를 발송하였음을 저장하고 있다. 

상술한 두 개의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 테이블(510)과 관계데이터베이스 테이블(520)에서 갱신일 필드는 각각 명함 

정보가 입력된 날과 명함정보 발송에 따른 관계설정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함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갱신하여 수 

신자에게 재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관계테이블(520)을 참조하여 사용자데이터베이스(123)에 개개의 수신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발 

신자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한다. 이러한 테이블이 도시부호 530 에서 보인다. 

즉 예를 들어, ID 001 인 사용자(즉 춘향이)에 대하여 003 및 004 의 ID 를 가지는 자로부터 명함정보가 발송되었음이 

저장되어있다. 또한 ID 003(즉 홍길동)인 사용자에 대하여 ID 002 및 005 를 가지는 자로부터 명함정보가 발송되었음 

이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ID 001 의 춘향이에 대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상기 사용자테이블로부터 명함정보 

발송자 (즉 ID)를 확인하고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테이블(510)로부터 명함정보발송자의 명함정보(ID 에 대응되는 

레코드의 필드 값)를 추출하여 이를 ID 001 의 춘향이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명함정보제공자와 관련되어 기록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을 편리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즉 명 

함제공자와 관련되어 기록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을 수신자인 사용자가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를 통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입력하여 상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도 1 의 123)에 저장한다. 따라서, 수신자인 

사용자는 각각의 명함정보발신인에 대하여 관련된 기록사항을 입력하여 저장한 후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사용자데이터베이스 테이블(530)은 발신자와 관련되어 수신자인 사용자가 입력하는 기록사항을 

저장하는 필드들을 각각의 발신자 정보와 관련된 레코드들에 대하여 가진다. 예를 들어, 이러한 필드값으로는 발신자 

와 수신자간의 특정 기념일이나 메모 사항등이 될 수 있다. 도 5 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테이블(530)은 이러한 

항목들 을 필드값으로 가지는 경우를 보인다. 이러한 발신자와 관련된 기록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을 도 9 가 보인다. 

먼저 수신자인 사용자에게 명함정보가 전달이 되어있다. 이러한 명함정보의 전달은 도 2 의 단계 210 에서 250 을 

참고 로 설명한 바와 같다. (단계 910) 

이러한 상태에서 수신자인 사용자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필드값으로 형성되어 있는 발신자관련 기록사항을 입력 

한다. (단계 920) 예를 들어, 발신자의 명함정보가 수신자인 사용자의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브라우징되어 

보여 명함정 보가 전달되면, 입력되어야 할 발신자관련 기록사항들이 입력창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면 수신자인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상기 입력창에 입력한 후 이를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으로 전송한다. 

이렇게 입력되는 발신자관련 기록사항은 상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23)에 저장된다. (단계 930) 예를 들어, 도 5 를 

참고로 설명한 사용자데이터베이스 테이블(530)에서 이들 정보가 각각의 레코드에 대하여 필드값으로서 저장된다. 

다음, 수신자인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들 기록되어 저장된 발신자관련 기록사항은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단계 

940) 예를 들어, 수신자가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확인할 때, 같이 브라우징되어 보여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명함제공자의 명함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자에 대하여 명함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어 전달되도록 하거나 또는 명함정보변경 사실을 알리어 이를 수신인인 사용자가 갱신하게 한다. 또 

한 더 이상 명함발신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도 10 

및 도 11 을 참고로 설명한다. 
먼저 도 10 을 참고로 명함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명함정보를 전달하는 처리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121)에 기록된 명함정보 저장일(도 5 의 명함정보데이 

터베이스 테이블 510 의 갱신일)과 관계데이터베이스(122)의 관계설정일(도 5 의 관계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갱신일) 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갱신일이 늦은지를 판단한다. (단계 1010) 만일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121)에 

기록된 갱신 일이 늦은 경우, 이는 발신인이 사용자가 명함정보를 변경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 관계데이터베이스(122)에 기록된 수신자정보를 참조하여 그 수신자에게 변경된 명함정보를 전달한 

다. 또한 이때 새롭게 관계설정일이 기록된다. (단계 1020) 

만일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일이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설정일보다 빠른 경우는 명함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변경된 명함정보의 전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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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를 경우 명함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신인인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더 이상 명함정보를 전달받지 않 

도록 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이를 도 11 을 참고로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121)에 기록된 명함정보 저장일(도 5 의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510 의 갱신일)과 관계데이터베이스(122)의 관계설정일(도 5 의 관계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갱 신일)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갱신일이 늦은지를 판단한다. (단계 1110) 만일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121)에 기록된 갱신일이 늦은 경우, 이는 발신인이 사용자가 명함정보를 변경한 경우이다. 

그러면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변경된 명함정보를 전달받을지 여부를 수신자인 사용자에게 묻는다. 

( 단계 1120)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한 경우 변경된 

명함정 보를 전달받을지 여부(즉 갱신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브라우징하여 보여줄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갱신을 선택한 경우, 변경된 명함정보는 수신자인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설 

정일은 갱신된다. (단계 1140) 
그러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관계해제여부를 묻는다. (단계 1150) 

만일 관계해제를 선택한 경우 명함정보를 변경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는 해제된다. (단계 1160) 즉, 관계데 

이터베이스(122)에서 이들의 관계의 해제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상기 사용자데이터베이스 테이블(520)에는 관계해 

제에 대한 정보가 필드값으로서 존재하여 여기에 이들간의 관계의 해제를 속성으로서 기록한다. 그러면 관계데이터 

베이스(122)에서 이들간의 관계는 해제되어 발신자가 명함정보를 변경하여도 더 이상의 명함정보 갱신여부등을 묻지 

않게 된다. 
만일 관계해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관계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여 관계를 유지한다. (단계 1170) 

본 발명은 또한 아직 자신의 명함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에게도 명함정보를 발송하고 추후 그 자가 자신의 명함정보 

를 입력한 경우 전송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도 6 은 이러한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처리절 차를 보이는 도면이다. 

먼저 이미 명함정보를 저장한 사용자는 수신자를 지정하여 명함정보 발송을 명령한다. (단계 610) 예를 들어, 수신자 

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수신자를 지정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정된 수신자가 이미 명함정보를 저장한 사용자인가를 판단한다. (단계 620) 예를 들어, 수신자 지정을 위하 

여 입력된 핸드폰 번호에 해당하는 자가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경우 명함정보 저장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다. 

그 결과 만일 지정된 수신자가 이미 명함정보를 저장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는 새로이 저장소를 생성하여 여기에 수신 

인 지정정보와 발신자정보를 저장한다. (단계 630) 따라서, 후일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자신의 명함정보 

를 저장하는 상기 지정된 수신인은 자신에게 보내진 명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지정된 수신자가 이미 명함정보를 저장한 사용자인 경우는 이들 발송자/수신자사이에 관계를 설정하여 관계데 

이터베이스(122)에 저장하고(단계 640) 다음, 명함발신자 정보를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23)에 저장한다. 이후 수신 

자가 명함발송자를 확인하고 이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또한 본 발명은 명함을 제공받은 자는 명함제공자에게 자신의 명함정보를 자동으로 응신 할 수 있다. 이를 도 7 을 

참 고로 하여 설명한다. 

먼저 사용자가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에 접속하여 명함정보를 입력할 때 자동응신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그러면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121)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자동응신 선택 사실이 기록된다. (단계 710) 

다음, 자동응신을 선택한 사용자가가 명함정보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명함정보가 수신인에게 전달된다. (단계 720) 

그러면,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수신인인 사용자의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121)에 저장된 수신인의 명 

함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명함정보 발신인에게 전달한다. (단계 730) 

본 발명에 따를 경우 수신인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아는 자로부터만 전달되는 명함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별적인 명함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수취가 가능하다. 이를 도 12 를 참고로 하여 설명한다. 

먼저 명함정보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명함정보로서 입력할 수 있다. (단계 1210) 이렇게 입력되는 

비밀번호는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121)에서 필드 값으로 저장된다. 

다음 발신인인 사용자가 만일 상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용자를 상대로 명함정보를 보내는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 

여야 한다. (단계 1220) 바람직하기로는 정보관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입력을 발신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발신자가 입력한 비밀번호와 수신자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비교한다. (단 

계 1230) 

그 결과 이들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발신자/수신자의 관계를 설정하여 관계데이터베이스(122)에 저장하고, (단계 

1250) 명함정보를 전달한다. (단계 1260) 

만일 발신자가 입력한 비밀번호와 수신자가 지정한 비밀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명함정보 발송불가 메시지가 보여 

진다. (단계 1240) 

본 발명의 상술한 구성을 가지는 인터페이스가 도 13 에서 보인다. 먼저 71 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123)에 저장된 

각 각의 발신자의 명함정보가 보여지는 경우를 보인다. 여기서 변경됨과 갱신/삭제 버튼이 보이는데 이는 도 11 를 

참고 로 하여 설명한 경우로서, 발신인의 명함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수신인인 사용자에게 

알려지고(변경됨 

), 갱신을 누르면 명함정보가 갱신되어 전달되고(갱신), 삭제를 누르는 경우는 그 관계가 해제되는 것이다. 또한 타인 

정보가 보이는데, 이는 도 9 를 참고로 하여 설명한 발신자관련 기록사항에 관한 것이다. 편집버튼을 누르면 발신자 

관 련기록사항이 73 으로서 보여지며, 여기서 132 나 152 와 같은 발신자 관련기록사항이 메뉴로서 보여지고 여기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단계 920),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정보가 저정되는 것이다. (단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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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2 는 각각의 사용자가 자신의 명함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명함정보 입력창으로서 보여지는 인터페이스를 

보인 다. 

본 발명에 따라 명함정보를 발송할 경우 그 사용자는 반드시 인터넷을 통하여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왑 인터페이스 (wap interface)와 같은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거지지 않고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명함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도 8 이 보인다. 
먼저, 사용자는 이미 명함정보를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121)에 저장하고 있다. (단계 810)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수신자의 번호를 입력하여 수신인을 지정하고 명함정보발송을 명령한 

다. (단계 820) 예를 들어, 수신인의 핸드폰 번호가 017-xxx-xxxx 인 경우 이를 입력하여 수신인을 지정하고 

자신의 명함정보 전송명령을 가리키는 번호 또는 부호 (예를 들어, #버튼)를 누른다. 

그러면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단말기가 사용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이동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사 

는 이러한 정보를 받아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에 전달한다. (단계 830) 이동통신 회사는 발신자와, 수신 

자의 전화번호와 명함정보전송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들 정보를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 

스템(10)에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이를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10)에 전용선등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발신자 정보와 수신인 정보와 그리고 명함정보전송명령을 받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은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121)에서 추출하여 지정된 수신인에게 전달한다. (단계 840) 

이렇게 핸드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 또는 부호를 입력하여 명함정보 발송을 명령하는 경우 그 이동통신단 

말기는 반드시 무선인터넷 접속을 위한 브라우져(browser)를 내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 

특별히, 본 발명에서 명함정보만을 전달하는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 시스템(10)에서 관계 데이터베이스(122) 

와 사용자데이터베이스(123)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도 8 을 참고로 하여 설명한 한 것과 

같은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거지지 않고도 핸드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기의 번호 또는 부호를 입력하여 명함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명함정보를 보낼 수 있다. 즉, 인터넷 브라우져를 내장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4 

1a, 41b, ···, 41n) 또는 컴퓨터(31a, ···, 31n)를 통하여 자신의 명함정보를 명함정보 데이터베이스(121)에   

입력하고 도 8 을 참고로 설명한 상기 과정을 거쳐 명함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명함정보를 

세분화하 여 각각 세분화된 명함정보를 선택하여 발송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명함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세분화하여 명 함정보 데이터베이스(121)에 저장하고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명함정보 발송을 명령할 때 각각의 

세분화된 카테 고리에 해당하는 명함정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017-xxx-xxxx(수신자번호)3(보내고싶은 명함정보번호)#(명함정보 전송명령)와 같이 핸드폰 

에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동통신서비스사로 전달되고 이동통신서비스사는 이들 정보를 본 발명에 따른 정 

보관리시스템의 웹서버로 전달하여 명함정보 발송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명함정보 발송을 명령하는 발신자는 수신 

자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신자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인지하는 자로부터만 명함정 

보를 수신자는 받을 수 있어 선별적 수신이 가능해진다. 

이때, 상기 정보 관리시스템은 정보전송수단을 더욱 가져 상기 정보전송수단을 통하여 명함정보 이외의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웹서버는 SMS 접속수단을 더욱 가질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명함정보이외에 단문메 

시지를 보낼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이동통신단말기(41a, 41b, ···, 41n)가 본 발명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10)에 접속하는 

루트( route)로서 이동통신전화망(50)과 왑 게이트웨이(55)를 예시적으로 보였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 선단말기에서 인터넷(20)으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모든수단이 활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은 한번의 명함정보입력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그 명함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며, 명함정보를 제공 

받은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명함정보 제 공자를 역수신인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명함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 

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를 경우, 명함의 자동관리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즉, 명함정보가 변경된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명함정보를 재입력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갱신된 명함정보를 다수의 전수신인(前受 

信人)에게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개의 사용자인 수신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보내지는 명함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서 명함발송자에 의한 자동명함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서 본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일실시예를 중심으로 설명되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에 따라 그 권리범위는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인터넷 브라우져를 내장한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는 웹서버와; 

(b) 상기 웹서버와 연동하며, 

(b1) 상기 웹서버를 통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개개인의 명함정보를 저장하는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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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사용자가 상기 웹서버를 통하여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명함정보 발송을 명령한 경우 이들 사용자간의 

발신자/수신자 관계를 저장하는 관계데이터베이스와; 

(b3) 개개 사용자에 대하여 상기 관계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자인 사용자 각각에 대하여 명함정보 발송자를 확인하 

여 개개의 사용자에 대한 명함정보 발신자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는 사용자데이터베이스를 가지는 명함정보관리데 

이터베이스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c) 명함정보를 입력한 사용자는 자신의 명함정보를 수신인인 사용자를 지정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고, 

명함정보를 수신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명함정보를 발송한 다수의 명함정보 제공자를 상기 사용자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명함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낼 수 있음을 특징 

으로 하는 정보 관리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명함정보 수신인인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사용자데이터베이스로부터 명함정보 발신자를 확인하고 그의 명함정 

보를 상기 명함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상기 수신자인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 

는 컴퓨터로 브라우징하여 보여줌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관리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명함정보 수신인인 사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브라우징되는 명함발송인을 선별적으로 선택함 

으로써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가 정보를 보내고 싶은 수신인이 지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관리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함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일 사용자가 일 수신인을 지정하여 자신의 명함정보를 보내는 경우 만일 상 

기 수신인이 명함정보를 저장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상기 발송인인 사용자가 지정한 수신인에 대한 정보와 상기 발송 

인이 사용자가 상기 수신인에게 명함을 발송하였음을 기록하여 저장하는 사용자외 수신인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가짐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관리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관리시스템은 정보전송수단을 더욱 가져 상기 정보전송수단을 통하여 명함정보 이외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관리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관리시스템은 정보전송수단을 더욱 가져 상기 정보전송수단을 통하여 명함정보 이외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관리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전송수단은 전자메일전송서버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시스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전송수단은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수단과 연결된 단문메시지 서비스 접속수단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시스템. 
청구항 9. 

(a) 인터넷 브라우져를 내장한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를 통하여 입력되는 개개 사용자의 명함정보를 저장하는 명함정보저장단계와; 

(b) 사용자가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명함정보 발송을 명령한 경우 이들간의 발신자/수신자 관계를 저장하는 

관계설정단계와; 

(c) 상기 저장된 발신자/수신자 관계로부터 수신자인 사용자 각각에 대하여 명함정보 발송자를 확인하여, 개개의 사 

용자에 대한 명함정보 발신자 정보를 저장하는 명함발신자정보저장단계와; 

(d) 상기 명함정보 수신인인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저장된 개개인의 사용자에 대한 명함정보 발신자 정보 

로부터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에 대한 명함정보 발신자를 확인하고 상기 저장된 명함정보로부터 그 발신자의 명함정 

보를 추출하여 상기 수신자인 사용자에게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전달하는 명함정보전달단계와; 

(e)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는 상기 전달된 발신자의 명함정보로부터 명함정보 제공자를 확인하고 이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역수신자선택단계와; 그리고 

(f)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가 상기 선별적으로 선택된 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명함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내는 역정 

보전달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에게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전달하는 명함정보전달단계는 상기 수신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발신자의 명함정보를 브라우징하여 보여주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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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인인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보낼 수신자를 선택하는 역수신자선택단계는 상기 수신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브라우징하여 보여지는 명함정보 발신인들을 선택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12. 
제 9 항, 10 항 또는 11 항에 있어서, 

상기 명함정보전달단계에 의하여 상기 수신인에게 발신자의 명함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들 발신자들을 선별적으로 
특정 그룹별로 묶어 특정 그룹을 형성하여 저장하는 그룹형성저장단계를 더욱 가지고 상기 역수신자선택단계는 상기 
특정그룹에 대하여 다시 선별적으로 역수신인을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개개 사용자의 명함정보를 입력하는 명함정보저장단계는 만일 명함정보가 발신되어 수신된 경우 자동으로 응신 

하는지 여부를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상기 명함정보전달단계에 의하여 명함정보가 전달이 되면 상기 역수신인 

선택단계에서 자동으로 그 발신자가 역수신인으로 선택되어 수신인의 명함정보가 역수신인인 발신자에게 전달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14. 
제 9 항, 10 항, 11 항 또는 13 항에 있어서, 

상기 역정보전달단계에서 명함정보이외의 정보는 전자메일전송서비스 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 또는 메신저서비스중 

어느 하나인 정보전달수단을 이용하여 보내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역정보전달단계에서 명함정보이외의 정보는 전자메일전송서비스 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 또는 메신저서비스중 

어느 하나인 정보전달수단을 이용하여 보내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명함정보의 발송은 인터넷 브라우져를 필수적으로 가지지 않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명함정보전달명령에 해당하는 번호 또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 9 항에 있어서, 

(a) 수신자인 사용자에게 명함정보가 전달된 후 그 발신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입력하는 단계와; 

(b) 상기 발신자에 관한 기록사항은 상기 저장된 개개의 사용자에 대한 발신자정보에서 각각의 발신자에 대하여 저장 

되는 단계를 더욱 가져, 상기 수신자인 사용자는 각각의 발신자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입력한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21. 
제 9 항에 있어서, 

(a) 상기 명함정보의 저장일과 상기 관계 설정일을 비교하여 만일 상기 명함정보저장일이 늦은 경우 그 발신자에 대 

한 명함정보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는 명함정보 갱신여부판단단계와; 

(b) 명함정보가 갱신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관계설정단계에서 파악된 수신자에게 갱신된 명함정보를 전달하고 

관계 설정일을 갱신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22. 
제 9 항에 있어서, 

(a) 상기 명함정보의 저장일과 상기 관계 설정일을 비교하여 만일 상기 명함정보저장일이 늦은 경우 그 발신자에 대 

한 명함정보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는 명함정보 갱신여부판단단계와; 

(b) 명함정보가 갱신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관계설정단계에서 파악된 수신인에게 갱신된 명함정보를 전달받을 

지 여부를 묻는 단계와; 

(c) 만일 상기 수신인이 갱신된 명함정보의 수신을 선택한 경우 그 수신인에게 갱신된 명함정보를 전달하고 상기 관 

계설정일을 갱신하는 단계와; 

(d) 만일 상기 수신인이 상기 수신인이 갱신된 명함정보의 수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상기 관계설정단계에서 설정 

된 관계를 해제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방법. 
청구항 23. 
제 9 항에 있어서, 

발신자인 사용자가 수신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바코 또는 칼라코드로 존재하는 수신인의 정보를 바코드 판독기 또는 

촬상 카메라와 같은 입력장치를 통하여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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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전송수단은 전자메일전송서버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시스템. 

청구항 25.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전송수단은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수단과 연결된 단문메시지 서비스 접속수단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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