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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한 다 다 통신을 한 NFC 기반의 명함 리 시스템☆

A NFC-based Business Card Management System for Secure 
Many-to-many Communication

고 경 아1 서 희 은1 남 윤 영2**

Kyoung-ah Ko Hee-eun Seo Yunyoung Na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회의, 포럼, 세미나 등의 다수인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명함을 교환할 때, 일 일로 수차례 교환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해 다 다 통신방식으로 효과 으로 명함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Near Field 

Communication(NFC) 통신기반으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명함 시스템으로 일 다 는 다 다로 명함을 교환할 수 있

다. NFC 리더기로부터 명함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명함 정보를 스마트폰 애 리 이션으로 효율 으로 송수신하는 명함 리 시

스템을 구 하 다. 시스템은 데이터 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해 보안성을 제공하고 애 리 이션과 함께 명함정

보를 효율 으로 리한다. 

☞ 주제어 : Near Field Communication(NFC), 명함 교환, 일 다, 다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ar Field Communication (NFC) communication system that exchanges information of digital business cards 

efficiently for many to many communication to solve inconvenience of one-to-one communication when people exchanges business 

cards each other in meetings such as conference, forum, seminar. The proposed system can provide people to exchange contact 

information one-to-one as well as multiple members at once using a digital business card system that consists a server and a database 

based on NFC communication. The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collect business card information from a NFC reader and to transfer 

it directly to a smartphone application effectively. The system can manage business card information with the application effectively 

and provide security in order to prevent from  leakage of private information when transferring contact data. 

☞ keyword : Near Field Communication(NFC), Business Card, multi-to-multi, one-to-multi 

1. 서  론

국내 스마트폰 보 률이 증가하면서 게임이나 쇼핑,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1]. 스마트폰 사용이 화됨과 

동시에 종이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디지털화하

여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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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종이명함의 경우, 개인이 보 해야 되는 명함

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이 생겨 휴

성이 떨어지고 분실되는 가능성도 발생한다. 한 방

한 명함들 속에서 원하는 명함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이명

함 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최근 들어 다양한 스

마트폰 애 리 이션들[2][3]이 등장하 다.

이러한 애 리 이션들은 카메라로 명함을 촬 하여 

이미지로 장[4]하거나 문자를 인식하여 정보를 장[5]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명함 정보를 달하고 교환한다. 한 명함들을 스마트

폰에 보 하면서 필요시에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

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 리 이션은 일

일로 명함을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 다 는 

다 다로 명함을 교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를 들

어, 회의, 포럼, 세미나 등 다수인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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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교환하려 할 때, 각 개인별로 NFC 통신을 통해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아야 하며, 이 방법은 각 기기별 통

신하는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효율 인 방법이다. N

명이 모두 서로의 명함을 교환하려할 경우 일 일 통신

은 N(N-1)번의 NFC 통신을 해야 하지만 다 다 통신은 

N번의 NFC 통신만으로 명함을 교환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종이명함 리의 단 을 해결하고 효율 으로 명

함을 교환할 수 있도록 NFC 통신을 이용한 다 다 자

명함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일 다 혹은 다 다로 명함을 교환

할 때 NFC 리더기를 통하여 명함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된 정보를 서버에 장하여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통

해 수집된 명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한, 칭키 암

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하 다. 

2. 련 연구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사용량 증가와 함께 NFC를 지

원하는 명함 리 애 리 이션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동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NFC 자명함 시스템의 명함

교환 방법[6]은 NFC를 통해 스마트폰을 서로 맞 어 일

일로 명함 교환하는 방법으로 명함정보의 내용이 변경 

시 명함을 교환한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

는 방법이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 간 자명함 교

환 시스템의 명함교환 방법[7]은 RSSI를 이용하여 명함

을 교환하며, 명함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RSSI를 이용

하여 일정범  안에서 일정시간동안 머무를 경우 명함교

환이 가능하다. 한 하이 리드 모바일 명함제작  

리시스템의 명함[8]은 개인의 개성을 담아 사진 혹은 동

상을 담은 명함을 제작하여 명함을 송하는 것이 가

능하다.

NFC와 블루투스를 이용한 방식은 여 히 악의 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을 해결하고 통 인 명

함교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제스처를 기반한 자명함교

환 애 리 이션[9]이 제안되었다. 이 방식은 좌, 우, , 

아래로의 흔들리는 방향을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인증

하여 명함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안을 

강화하 으나 여 히 1:1 통신방식으로 명함교환이 이루

어 진다. 학회 참석자의 배지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명함

을 주고받는 애 리 이션[10]이 소개되어 쉽게 정보를 

교환하고 이후 리가 쉽다는 장 이 있지만 여 히 여

러 사람과 명함을 주고 받을 때 시간비용이 소요된다. 이

러한 통신시간을 이기 해 블루카드 시스템을 제안한 

연구[11]가 있었다. 이 기법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에 지 

약을 해 자동 스캐닝 알고리즘을 비교 실험하 다. 이 

방법은 다 다 통신으로 개인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

지만, 통신반경이 넓어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 이 

있다.

동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NFC 자명함 시스템은 일

일로 명함교환은 가능하지만 다 다로 명함을 교환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다수의 집단에서 명함을 교환하기 

해서는 일일이 NFC로 교환할 수밖에 없다. 센서 네트워

크 기반의 RSSI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 간 자명함 교환 

시스템은 다 다로 명함을 교환할 수는 있지만 다수의 인

들이 일정범  안에서 일정시간동안 머물러야한다는 한계

가 있다. 그리고 하이 리드 모바일 명함제작  리시스

템은 개인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명함이지만 동 상을 

담을 경우에는 송시간의 효율성에서 비효율 이고, 다

수의 집단에게 명함을 송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NFC를 이용하여 일

일로 명함을 교환하고 NFC 리더기와 서버클라이언트 

통신을 통해 다 다로 명함을 교환한다. 회의, 포럼, 세미

나 등에 참여하는 경우 장소 부착되어있는 NFC 리더기

에 본인의 명함을 송시킬 수 있고 NFC 리더기를 통해 

송된 명함에 한해 참석자들간 다 다 명함교환이 가능

하다. 최근 스마트폰은 NFC 리더기 기능을 포함하여 출

시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가 리더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인 리더기를 제작할 필요는 없다. 를 

들어, 학회의 경우 학회등록테이블에 한 의 스마트폰

만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스마트폰이 리더기의 역할을 

하고 명함교환을 원하는 참석자들은 학회 등록할 때 자

신의 스마트폰을 맞 면 명함정보를 서버에 송하여 명

함교환이 이루어진다. 

3. 시스템 설계

일반 인 명함교환은 개인 간에 종이명함을 주고 받

은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종이명함을 은 후 OCR 기법

을 이용하여 자동 는 수동으로 문자를 인식하여 주소

록에 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용자간의 서버 없

이 명함정보를 스마트폰 내에 장하는 방식이 다. 최

근 들어, 자신의 명함정보를 서버에 장하여 정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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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⑤

NFC리더기

스마트폰(클라이언트)

③

서버

①

②

(그림 2) 1:N, N:M 시스템 구성도

(Figure 2) 1:N, N:M System Configuration

이 필요하면 서버에 수정 요청하여 업데이트되면 기존에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들에게 정보수정을 요청하여 자동

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바 고 있다. OCR 기법을 

이용한 방법은 인식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보에 오

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일일이 정보

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CR 기법이 아닌 NFC 방식으로 정보를 송수신하기 때

문에 정보에 오류가 없으며 앙에 서버를 두고 정보교

환을 하기 때문에 정보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요청을 하면 

기존의 명함교환한 사용자들에게 자동으로 정보를 업데

이트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는 방법에 해서 서술한다.

3.1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일반 인 개인간에 NFC 통신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 시스템은 각각의 스마트폰들은 스마트폰 내의 

NFC 기능을 사용해 서로의 명함을 송·수신한다.

① NFC를 통해 나의 명함 정보를 상 방에게 송

② NFC를 통해 상 방의 명함 정보를 수신

①

②

상 방 스마트폰사용자 스마트폰

(그림 1) 1:1 NFC 통신 시스템 구성도

(Figure 1) 1:1 NFC Communication System 

Configuration

의 방법은 여러 사용자간의 통신을 하려면 1:1 통신

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한다. 한, NFC 통신 이후에 사용

자가 정보수정을 하더라도 서버가 없기 때문에 상 방에

게 수정된 정보를 알릴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에, 그림 2는 NFC 리더기와 서버를 두어 개인간 NFC 

통신을 할 필요가 없고 통신 이후 정보가 수정이 되면 자

동으로 연 된 사용자에게 정보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N, N:M 시스템은 NFC 리

더기, 서버, 스마트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은 

NFC 리더기를 이용하여 명함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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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하고, 송신된 명함은 상 방 스마트폰에서 서버와 

연결하여 수신한다.

① 스마트폰을 NFC 리더기에 

② 리더기는 수집된 명함 정보를 서버 DB로 송

③ 리더기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서버 DB에 장

④ 상 방 스마트폰은 서버로 명함 정보를 요청

⑤ 서버는 상 방 스마트폰으로 요청된 명함 정보를 

송

3.2 시스템 모듈 

그림 3은 NFC를 이용한 명함 리 시스템 모듈을 보

이고 있다. 정보입력과 통신을 한 스마트폰과 정보 

장과 정보 리를 한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

에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 NFC 리더기를 통해 서버로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

듈을 통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클라이언트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처리한다. 스마트폰이 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트를 스마트폰으로 보내 다. 

서버 컨트롤러는 사용자로부터 달된 요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 시스템 모듈 다이어그램

(Figure 3) System Module Diagram

그림 4는 사용자 명함을 1:1로 상 방에게 송신할 경

우의 처리 흐름도이다. 애 리 이션을 실행하면 My 

Card화면이 보이며 My Card를 작성하고 장할 수 있다. 

취소를 할 경우에는 My Card화면으로 다시 돌아간다. 

NFC로 통신하기 해 스마트폰의 NFC 설정을 확인하고 

ON이 되어있는 경우 명함 송신이 진행되어 송신과정이 

종료된다.

(그림 4) 1:1 송신 처리 흐름도

(Figure 4) 1:1 Transmission Processing Flowchart

그림 5는 사용자 명함을 1:N, N:M으로 상 방에게 송

신할 경우의 처리 흐름도이다. 애 리 이션을 실행하면 

My Card화면이 보이며 My Card를 작성하고 장할 수 

있다. 취소를 할 경우에는 My Card화면으로 다시 돌아간

다. NFC 통신을 하기 해 스마트폰의 NFC 설정을 ON

으로 변경 후 NFC리더기에 명함을 송신한다. 명함을 받

은 NFC리더기는 서버에 연결하여 서버 내의 데이터베이

스에 명함을 송신하고 송신과정이 종료된다.

(그림 5) 1:1, N:M 송신 처리 흐름도

(Figure 5) 1:N, N:M Transmission Processing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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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1:1로 상 방의 명함을 수신하는 경우의 처

리 흐름도이다. 애 리 이션을 실행하면 My Card화면이 

보이며 NFC가 ON되어있을 경우 명함 수신이 진행된다. 

수신된 명함을 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장을 할 

경우 LIST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LIST화면에서 장

된 명함을 확인하고 수신과정이 종료된다.

(그림 6) 1:1 수신 처리 흐름도

(Figure 6) 1:1 Data Receiving Flowchart

(그림 7) 1:N, N:M 수신 처리 흐름도

(Figure 7) 1:N, N:M Data Receiving Flowchart

그림 7은 1:N 는 N:M으로 명함들을 수신하는 경우

의 처리 흐름도이다. 애 리 이션을 실행하면 My Card

화면이 보이고 서버에 속하여 명함 리스트를 수신한

다. 명함 리스트가 수신되면 목록 에 장할 명함들을 

선택하여 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장을 할 경우 

LIST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LIST화면에서 장된 명

함을 확인하고 수신과정이 종료된다.

NFC 리더기로부터 암호화된 명함 데이터를 수신 받아 

복호화하는 작업을 거치며, 수신 PHP 일은 서버의 데

이터베이스에 있는 명함 정보를 조회하여 암호화하는 작

업을 수행한다. 암호화/복호화 일로 칭키 암호화 방

법으로 구 하 으며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알고리즘[12]을 사용하 다. 

4. 실험결과

그림 8은 실험에 사용한 2 의 스마트폰과 1 의 

NFC 리더기를 보이고 있다. 사용된 스마트폰은 NFC 통

신을 지원하는 모델이고 NFC 리더기는 일반 인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스마트폰간의 NFC 통신후 수신된 정보는 

앙서버에 정보를 달하여 장하 다.

스마트폰 1 스마트폰 2NFC리더기

(그림 8) 스마트폰과 NFC 리더기

(Figure 8) Smartphone and NFC Reader

(그림 9) 1:N, N:M 명함교환 과정

(Figure 9) 1:N, N:M Business Card Exchang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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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10명의 스마트폰으로 NFC 통신과 서버클라이언

트 통신을 통해 1:N, N:M 명함 교환이 이루어짐을 실험

했다. 그림 9와 같이 스마트폰 2를 NFC리더기에 하

면 명함을 NFC 리더기에 송하고, NFC 리더기에서 

송받은 명함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NFC 통신 시간과 서버클라이언

트 통신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0) NFC 통신 시간

(Figure 10) NFC Communication Time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NFC 통신하는 데 걸리

는 평균시간은 0.0262 다.

(그림 11)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 시간

(Figure 11) Client-Server Communication Time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평균 송신 시간은 0.2031 이다. 서버 평균 수신 시간은 

표 1과 같다.

(표 1) 평균 통신 시간

(Table 1) Average Communication Time

10개의 
명함

20개의 
명함

100개의 
명함

500개의 
명함

평균 통신 
시간

0.1768초 0.1905초 0.2525초 0.3337초

측정 결과 NFC를 이용하여 명함을 달할 때에는 

0.02  내외로 통신이 이루어지며, 서버-클라이언트 통신

을 이용하여 NFC 리더기가 명함을 서버에게 송신할 경

우 0.2  내외로 통신이 이루어졌다. 한, 스마트폰이 서

버로부터 명함을 수신할 경우에는 수신 명함의 개수에 

따라 통신시간이 증가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 유통되고 있는 자 명함 리 애

리 이션들은 회의, 포럼, 세미나 등의 다수인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명함을 교환 할 때 일 일로 수차례 교환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시킴과 동시에 효과

으로 명함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

안한 시스템은 NFC 통신과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하

여 일 다 는 다 다로 명함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자명함 교환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스

마트폰 애 리 이션이 서버를 통해 수집된 명함 정보들

을 한 번에 수신 받아 수월하게 장하고 리할 수 있

고,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을 이용하여 일 다로 명함을 

송·수신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를 개선하

기 때문에 향후 오 라인 모임을 온라인 SNS 시스템 연

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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