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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은 각 회원별 가

입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원관리부와, 각 회원별 일정정보를 관리하는 일정정보 처리부와, 소정 회원의 개인

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에 대하여 공유를 요청하면, 해당 회원이 제안한 정보공유범위내역을 그 회원이

지정한 공유자에게 통지한 후, 해당 공유자의 동의에 따라 회원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정보공유범위

내역에 해당되는 정보를 상호 공유시키는 정보공유 처리부와, 각 회원별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감시하여, 소정 회

원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한 내용이 변경 또는 삭제되면, 해당 변경 또는 삭제된 정

보내용을 공유하는 공유자를 검색하여, 그 공유자에게 해당 회원의 변경 또는 삭제된 정보내용을 통지하는 정보통지

부 및 서비스 제어부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일정에 대한 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직접적인 일정체크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

시켜 줄 수 있으며, 또한, 가입자의 일정정보 또는 연락처정보를 가입자의 인맥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입자의 인맥들 개개인에게 가입자의 일정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축시켜 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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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회원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공유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방법에 대한 처리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공유정보 구축과정에 대한 처리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에 해당되는 동작수행과정에 대한 처리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공유범위 변경동작 수행과정에 대한 처리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공유해제 동작수행과정에 대한 처리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감시과정에 대한 처리 흐름도 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개인정보관리시스템 200 : 인터넷

300 : PC 400 : 휴대용 단말기

110 : 회원관리부 120 : 일정정보 처리부

130 : 정보공유 처리부 140 : 정보통지부

150 : 데이터베이스부 151 : 회원관리 DB

152 : 일정정보관리 DB 153 : 공유정보관리 DB

160 : 서비스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및 일정

정보를 관리하고, 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인맥들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범위 내에 해당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입자들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 자신과 관련된 인맥들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

보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예컨대, 연락처정보, 직장정보 등) 및 일정정보(예컨대, 휴가일정, 업무일정, 

주요행사일정 등)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 된 사람들(예컨대, 직장동료, 친구, 가족 등)(이하, 인맥이라 함)에 대한 기

본정보(예컨대, 휴대폰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생일, 기념일 등)를 PC, 전자수첩, 휴대폰, PDA 등과 같

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인맥들의 기본

정보를 장소 및 시간에 무관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일정정보가 변경되면, 그 변경사항을 자신과 관련된 인맥들에게 일일이 통

보해주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사용자들은 자신과 관련된 인맥들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변경

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즉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인맥이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 연락두절 상태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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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회원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관리하고, 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인맥들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범위 내에 해당되는 정보를 상

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정 정보의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사항이 가입자 및 해당 가입자의 인맥들에게 자

동 통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함으로써 가입자들 자신의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인맥들의 정보도 보다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관리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은 통신망을 통해 회원 가입한 다수 회원들에 대한 

가입정보 및 개인정보를 각 회원별로 관리하고, 각 회원들의 개인정보 공유설정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공유설정내역을

도출하는 회원관리부; 각 회원별 일정정보를 관리하고, 회원들의 일정정보 공유설정요청에 따라 일정정보 공유설정

내역을 도출하는 일정정보 처리부; 상기 회원관리부로부터 개인정보 공유설정내역이 전송되고, 상기 일정정보 처리

부로부터 일정정보 공유설정내역이 전송되면, 소정 회원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에 대하여, 상기

회원이 제안한 정보공유범위내역을 해당 회원이 지정한 공유자에게 통지한 후, 그 공유자의 동의에 따라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정보공유범위내역에 해당되는 정보를 공유정보로 설정하여 상호 공유시키는 정

보공유 처리부; 각 회원별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감시하여, 소정 회원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한 내용이 변경 또는 삭제되면, 변경 또는 삭제된 정보내용을 공유정보로 하는 공유자를 검색한 후, 그 공유

자에게 상기 회원의 변경 또는 삭제된 정보내용을 통지하는 정보통지부; 및 각 회원들의 서비스 요청에 따른 서비스

가 제공되도록 회원관리부, 일정정보 처리부, 정보공유 처리부를 제어하는 서비스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방법은 (a) 회원 가입한 다수 회원들에 대한 가입정

보,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단계; (b) 회원이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하

여 공유를 요청하면, 상기 회원에 의해 공유 요청된 정보의 공유범위에 대한 정보공유범위 내역을 도출하는 단계; (c)

(b)단계에서 도출된 정보공유범위내역을 상기 회원이 지정한 공유자에게 통지한 후, 공유자가 정보공유범위내역에 

의거한 정보의 공유를 동의하면,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정보공유범위내역에 해당되는 정

보를 공유정보로 설정하고, 그 공유정보를 상호 공유시키는 단계; (d) 각 회원들의 요청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동

작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 (e) 각 회원별 일정정보를 감시하여, 소정 회원의 일정정보 통지날짜가 되면, 해당 

일정정보를 공유정보로 하는 공유자를 검색하여 상기 회원 및 공유자에게 해당 회원의 일정정보를 통지하는 단계; 및

(f) 각 회원별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감시하여, 소정 회원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한

내용이 변경 또는 삭제되면, 해당 변경 또는 삭제된 정보내용을 공유정보로 하는 공유자를 검색하여 그 공유자에게 

상기 회원의 변경 또는 삭제된 정보내용을 통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관리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

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100)은 통신망(예컨대, 인터넷(200))을 이용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들의 PC(300)에 연

결되고, 인터넷(200) 및 이동통신망(도시생략)을 이용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들의 휴대용 단말기(예컨대, PDA, 휴대

폰 등)(400)에 연결된다. 여기서 이동통신망은 휴대용 단말기(400)가 인터넷(200)을 통해 개인정보관리시스템(100)

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한편, 이동통신망(도시생략)과 인터넷(200) 각각의 역할 및 각 구성간의 상호 동작관

계는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널리 공지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기(예컨대, PC, PDA, 휴대폰)를 이용하여 인터넷(200)을 통해 개인정보관리시스

템(100)에 접속하면, 개인정보관리시스템(100)은 해당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에 의해 그 사용자의 회원여부를 판단하

고, 그 결과 해당 사용자가 회원이면,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사용자가 회원이 아니면, 회원 가입 절차를 수행하여 해당 사용자에 의해 기입된 가입정보, 개인정보 및 일정정

보 등을 회원별로 관리한다. 또한, 회원이 자신의 소정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하여 공유

하고자 하는 공유자를 지정하면, 그 공유자의 동의에 따라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소정 범

위 내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며, 이로 인해, 차후에 회원과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

결된 공유범위 내에 해당되는 회원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또는 공유자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가 변경되면, 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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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된 내역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자 또는 회원에게 변경내역을 즉시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개인

정보관리시스템(100)은 회원관리부(110)와, 일정정보 처리부(120)와, 정보공유 처리부(130)와, 정보통지부(140)와, 

데이터 베이스부(150)와, 서비스 제어부(16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데이터베이스부(150)는 회원관리 DB(151), 일

정정보관리 DB(152), 공유정보관리 DB(153)를 포함한다.

회원관리 DB(151)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의 가입정보 및 개인정보를 회원별로 저장/관리하

고, 일정정보관리 DB(152)는 회원들의 일정정보를 저장/관리하고, 공유정보관리 DB(153)는 회원들이 타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설정한 공유개인정보 및 공유일정정보에 대한 공유정보를 저장/관리한다.

여기서 가입정보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도 1의 '100')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로서, ID, 비밀번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는 각 회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일정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분류한 정보로서, 회원 자신의 본인정보(예컨대

, 사진, 애칭, 혈액, 종교, 직업, 직종, 업종, 기념일, 생일)와, 연락처정보(예컨대, 전자우편주소, 휴대용 단말기의 전화

번호, 메신저, 홈페이지 등)와, 직장정보(예컨대, 회사명, 회사주소, 부서, 직급, 재직기간, 업무용 전자우편주소, 업무

용 휴대용 단말기의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등)와, 학교정보(예컨대, 재학년도, 학교, 학과 등)

와, 거주지정보(예컨대, 고향주소, 자택주소, 자택 전화번호, 해외 거주지 주소 등) 등을 포함한다.

일정정보는 각 회원들의 스케줄에 대한 정보로서, 업무일정, 주요행사일정, 수업일정, 이사일정, 휴가일정 등을 포함

한다.

공유개인정보는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중 소정 범위 내에 해당되는 정보( 예컨대, 연락처정보)에 대하여 타 회원과 

공유하고자 할 경우, 그 공유 설정된 범위 내의 정보(즉, 연락처정보)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공유일정정보는 회원이 자신의 일정정보 중 특정일정정보(예컨대, 휴가일정)에 대하여 타 회원과 공유하

고자 할 경우, 그 공유 설정된 특정일정정보를 나타낸다.

서비스 제어부(160)는 회원 또는 비회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예컨대, 회원가입서비스, 개인정보 변경/삭제서비스, 

일정정보 등록/변경/삭제서비스, 공유정보 변경/해제서비스 등)가 이루어지도록 회원관리부(110), 일정정보 처리부(

120) 및 정보공유 처리부(130)를 제어한다.

회원관리부(110)는 서비스 제어부(160)를 통해 소정 사용자의 회원가입서비스가 요청되면, 회원 가입 절차를 수행한

다. 즉, 사용자의 회원 가입에 따른 가입정보 및 개인정보를 입력받아 회원관리 DB(151)에 등록한다.

한편, 회원관리부(110)는 서비스 제어부(160)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된 소정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삭제 서비스가 요

청되면,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관리 DB(151)로부터 읽어들여, 회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회원의 개인정

보 변경 또는 삭제 요청에 따라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회원관리 DB(151)

에 기 등록된 상기 회원의 개인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회원관리부(110)는 현재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공유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회원

이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처리부(130)로 개인정보 공유설정내역을 전송한다. 이때, 정보공유 처리

부(130)는 회원관리부(110)로부터 개인정보 공유설정내역을 전송받아, 그 내역에 의거하여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일정정보 처리부(120)는 서비스 제어부(160)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된 소정 회원의 일정정보 등록서비스가 요청되면,

해당 회원이 일정내용을 기입할 수 있도록 연도/월/일/일정내역 형식으로 이루어진 일정기입화면을 제시한다. 이후, 

회원에 의해 기입된 내용들에 의거한 해당 회원의 일정정보를 일정정보관리 DB(152)에 등록한다.

한편, 일정정보 처리부(120)는 서비스 제어부(160)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된 소정 회원의 일정정보 변경/삭제서비스

가 요청되면, 일정정보관리 DB(152)로부터 상기 회원에 대한 일정정보를 읽어들여 회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회원의 일정정보 변경 또는 삭제 요청에 따라 해당 회원의 일정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일정

정보관리 DB(152)에 기 등록된 상기 회원의 일정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일정정보 처리부(120)는 소정 회원이 자신의 일정정보에 대하여 타 회원과의 공유를 요청하면, 해당 회원이 공

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처리부(130)로 일정정보 공유설정내역을 전송한다. 이때, 정보공유 처리부(1

30)는 상기 일정정보 처리부(120)로부터 일정정보 공유설정내역을 전송받아, 그 내역에 의거하여 일련의 과정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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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회원관리부(110)로부터 개인정보 공유설정내역이 전송되면, 그 내역을 분석하여 공유서비

스를 요청한 회원 및 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도출하고, 상기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중 소정 범위 내에 해당되는 정보

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유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공유자 검색화면을 제시한다.

이후,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상기 회원에 의해 공유자 검색화면에 입력된 공유자 정보(예컨대, 이름, 아이디, 전자

우편주소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회원관리 DB(151)로부터 공유자 목록을 도출한 후, 상기 회원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상기 회원이 도출된 공유자 목록으로부터 소정 공유자를 선택하면, 정보공유신청화면을 해당 회원에게 제시

한다. 이때, 회원은 정보공유신청화면 내에 포함된 공유 선택란을 이용하여 상기 공유자와 공유할 개인정보의 공유범

위(또는, 개인정보공유범위라고도 함)를 설정한다. 예컨대,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본인정보, 연락처정

보, 직장정보, 학교정보, 거주지정보 중 상기 공유자와 공유할 범위를 선택한다. 또한, 회원은 정보공유신청화면 내의 

메모란에 상기 공유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기입할 수 있다.

이어서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상기 회원의 정보공유신청완료에 따라 해당 회원에 의해 작성된 내용들에 의거한 개

인정보공유범위내역을 도출한 후, 그 개인정보공유범위내역을 상기 공유자에게 통지한다. 상술한 개인정보공유범위

내역에는 회원이 공유하고자 설정한 개인정보공유범위에 해당되는 정보(예컨대, 연락처정보)가 포함된다.

이때,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개인정보공유내역을 공유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거나, 공유자의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공유자의 메신저 사용여부에 따라 그 메신저로 전송한다. 여기서 메신저는 일반적으로 채팅을

목적으 로 하는 수단으로서, 채팅뿐만 아니라 파일 송/수신, 메일 송/수신 등가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도 1의 '100')은 메신저 수단을 이용하여 공유자에게 소정의 정보내역들을 통지할 

수도 있다. 결국, 개인정보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공유자들의 정보 공유 요청에 따른 내역들 및 공유자들의 정보 변경에 따

른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상기 공유자가 회원이 제시한 개인정보공유범위내역에 대하여 승인하면,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개인정보공유범위를 상호 공유시키고, 그 개인정보공유범위에 해당되는 정보(

예컨대, 연락처정보)를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공유개인정보로 설정하여 공유정보관리 DB(153)에 등록한다.

한편,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회원에 의해 공유자 검색화면에 입력된 공유자 정보(예컨대, 이름, 아이디, 전자우편주

소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한 공유자 목록이 도출되지 않으면, 해당 공유자가 개인정보관리시스템(도 1의 '100')의 회원

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회원 초대하기화면을 제시한다. 이때, 회원은 회원 초대하기화면 상에 자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공유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공유범위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상기 회원의 회원초대완료에 따라 해당 회원에 의해 작성된 내용들에 의거한 회원초

대내역을 도출한 후, 그 회원초대내역을 상 기 공유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한다.

이후,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상기 공유자의 회원 가입이 확인되면, 그 공유자에게 상기 회원에 의해 공유 설정된 개

인정보공유범위내역을 제시한 후, 상기 공유자의 승인에 따라 회원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개인정보

공유범위를 상호 공유시키고, 그 개인정보공유범위에 해당되는 정보(예컨대, 연락처정보)를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공유개인정보로 설정하여 공유정보관리 DB(153)에 등록한다.

또한,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일정정보 처리부(120)로부터 일정정보 공유설정내역이 전송되면, 그 내역을 분석하여

공유서비스를 요청한 회원과 그 회원의 일정정보를 도출한 후, 해당 회원이 자신의 일정정보 중 소정 일정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공유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공유자 검색화면을 제시한다.

여기서 소정 회원의 일정정보에 대하여, 해당 회원이 원하는 타 회원(즉, 공유자)과 소정 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동

작하는 과정은 이미 상술한 개인정보 공유설정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이에 중복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소정 회원이 공유하고자 설정한 일정정보의 특정일정정보(예컨대, 휴가일정)에 대

하여, 상기 회원이 지정한 공유자가 동의하면,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특정일정정보를 상호

공유시키고, 그 특정일정정보(예컨대, 휴가일정)를 공유일정정보로 설정하여 공유정보관리 DB(153)에 등록한다.

한편,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서비스 제어부(160)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소정 회원의 공유정보 변경/해제서비스

가 요청되면, 공유정보관리 DB(153)로부터 상기 회원의 공유정보(즉, 공유개인정보 및 공유일정정보)를 읽어들여, 

해당 회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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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회원(예컨대, 회원#1)이 타 공유자들 각각과 공유된 각 공유개인정보 중 소정 공유자(예컨대, 회원#2)와 공

유된 공유개인정보(예컨대, 연락처정보, 직장정보)의 개인정보공유범위 변경을 요청하면, 상기 회원(회원#1)에 의해 

요청되는 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공유범위 변경내역을 도출한 후, 그 변경내역을 상기 공유자(회원#2)에게 통지한

다. 여기서 개인정보공유범위 변경내역에는 상기 회원(회원#1)과 공유자(회원#2)간에 이미 공유 설정된 공유개인정

보(예컨대, 연락처정보, 직장정보)에 대하여, 정보공유의 범위를 축소(예컨대, 연락처정보, 직장정보->연락처정보)하

거나 또는 확대(예컨대, 연락처정보, 직장정보->연락처정보, 직장정보, 거주지정보)하거나 또는 변경(예컨대, 연락처

정보, 직장정보->거주지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후,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상기 공유자(회원#2)가 동의하면, 해당 개인정보공유범위 변경내역에 의거하여 공유

자(회원#2)와 회원(회원#1)간에 이미 공유 설정된 공유개인정보(예컨대, 연락처정보)의 범위를 변경한 후, 변경된 공

유개인정보를 공유정보관리 DB(153)에 등록한다.

한편,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1)이 타 공유자들 각각과 공유된 각 공유개인정보 중 소정 공

유자(예컨대, 회원#2)와 공유된 공유개인정보(예컨대, 연락처정보)의 해제를 요청하면, 상기 공유자(회원#2)에게 공

유개인 정보 해제내역을 통지한다. 이후, 해당 공유자(회원#2)의 동의에 따라 상기 회원(회원#1)과 공유자(회원#2)간

에 공유 설정된 공유개인정보를 공유정보관리 DB(153)로부터 삭제함으로써 상기 회원(회원#1)과 공유자(회원#2)간

의 공유개인정보에 의거한 공유 설정을 해제한다.

마찬가지로,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1)이 타 공유자들 각각과 공유된 각 공유일정정보 중 

소정 공유자(예컨대, 회원#2)와 공유된 공유일정정보(예컨대, 휴가일정)의 범위변경을 요청하면, 상기 회원(회원#1)

에 의해 요청되는 내용에 의거하여 일정정보공유범위 변경내역을 도출한 후, 그 변경내역을 해당 공유자(회원#2)에게

통지한다.

이후,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상기 공유자(회원#2)의 동의에 따라 해당 공유자(회원#2)와 회원(회원#1)간에 이미 

공유 설정된 공유일정정보의 범위를 상기 일정정보공유범위 변경내역에 의거하여 변경한 후, 변경된 공유일정정보를

공유정보관리 DB(153)에 등록한다.

또한,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상기 회원(회원#1)이 상기 공유자(회원#2)와 공유 설정된 공유일정정보의 해체를 요

청하면, 이미 상술한 공유개인정보의 공유해제과정과 동일하게 동작하여, 상기 회원(회원#1)과 공유자간(회원#2)간

에 설정된 공유일정정보를 해제한다.

따라서, 정보공유 처리부(130)는 각 회원들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범위 내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상호 공유시

키거나 또는 해제한다.

정보통지부(140)는 일정정보관리 DB(152)를 수시로 감시하여, 소정 회원(예 컨대, 회원#1)의 일정정보 중 특정일정

정보(예컨대, 업무일정)에 대하여 통지날짜가 되면, 해당 특정일정정보를 공유일정정보로 하는 공유자를 공유정보관

리 DB(153)을 바탕으로 검색하고, 그 결과 공유자(예컨대, 회원#2)가 검색되면, 상기 회원(회원#1) 및 공유자(회원#

2)에게 해당 회원(회원#1)의 특정일정정보를 통지한다. 한편, 공유자가 검색되지 않으면, 상기 회원(회원#1)에게만 

해당 회원의 특정일정정보를 통지한다.

또한, 정보통지부(140)는 회원관리 DB(151) 및 일정정보관리 DB(152)를 수시로 감시하여,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

1)의 개인정보 중 소정 정보(예컨대, 연락처정보)에 대한 내용(예컨대, 전자우편주소)이 변경되거나 또는 삭제되면, 

상기 회원(회원#1)의 연락처정보를 공유개인정보로 하여 해당 회원(회원#1)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유자를 공유정보

관리 DB(153)를 바탕으로 검색한다.

이때, 공유자(예컨대, 회원#2)가 검색되면, 해당 공유자에게 상기 회원(회원#1)에 의해 변경 또는 삭제된 공유개인정

보내역(엄밀히 말하면, 연락처정보에 포함된 전자우편주소의 변경 또는 삭제 내용을 의미함)을 통지하고, 그 변경 또

는 삭제된 공유개인정보내역에 의거하여 상기 공유자(회원#2)의 공유개인정보 중 상기 회원(회원#1)과 공유한 공유

개인정보인 연락처정보에 대한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한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지부(140)는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1)의 일정정보에 대한 내용 변경과정 또는 삭제과정에 대하

여, 상술한 개인정보 변경과정 또는 삭제과정과 동일하게 동작하므로 이에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회원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3

을 참조하면, 회원관리 DB(151)에는 ID(1511)/비밀번호(1512)/성명(1513)/성별(1514)/주민등록번호(1515)/개인정

보(1516) 등의 필드가 포함된다. 이때, 개인정보(1517) 필드에는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본인정보, 연락처정보, 직장

정보, 학교정보, 거주지정보 등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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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공유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예시도로서, 

도 4를 참조하면, 공유정보관리 DB(153)에는 회원 ID/공유자 (즉, 타 회원)/공유개인정보/공유일정정보 등의 필드가 

포함된다.

공유자필드에는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1)과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공유한 공유자 정보

(예컨대, ID, 이름 등)가 기재된다.

공유개인정보필드에는 상기 회원(회원#1)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정 공유자와 공유하고자 설정한 날짜정보(즉, 공유

설정날짜라 함)와, 공유자와 공유 설정된 개인정보의 공유범위와, 상기 회원(회원#1)과 개인정보를 공유하고자 합의

한 공유자(예컨대, 회원#2, 회원#4)에 의해 변경된 공유개인정보의 변경내용 및 변경날짜를 포함하는 공유자의 공유

개인정보 변경내역 등이 기재된다.

예컨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유자의 공유개인정보 변경내역에는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1)과 개인정보 중 연

락처정보를 공유개인정보로 설정하여 상호 공유하기로 한 공유자(예컨대, 회원#2)가 자신의 연락처정보 중 전자우편

주소를 변경하면, 상기 공유자(회원#2)의 변경된 전자우편주소와, 전자우편주소의 변경날 짜가 기재된다.

공유일정정보필드에는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1)이 자신의 일정정보를 소정 공유자(예컨대, 회원#2)와 공유하고자 

설정한 날짜정보(즉, 공유설정날짜)와, 상기 공유자(회원#2)와 공유 설정된 일정정보의 공유범위(즉, 일정정보공유범

위라 함)와, 상기 회원(회원#1)과 일정정보를 공유하고자 합의한 공유자(예컨대, 회원#2)에 의해 변경된 공유일정정

보의 변경내용 및 변경날짜를 포함하는 공유자의 공유일정정보 변경내역 등이 기재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정보관리방법에 대한 처리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

보관리방법은 먼저, 개인정보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개인정보관리시스템(도 1의 '100')에 접속하면,

해당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에 따라 그 사용자의 회원여부를 판단하고(s100), 그 결과 회원이 아니면, 회원 가입 절차

에 따른 가입정보를 입력받아 회원관리 DB(도 2의 '151')에 등록한다(s150). 한편, 상기 사용자가 회원이면(s100), 

기본화면을 제시한 후(s250), 해당 회원이 서비스를 요청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400)를 수행한다.

이어서 회원 가입에 따른 가입정보 등록이 완료되면(s150), 해당 회원에게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의 등록을 요청함으

로써 기입된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각각 회원관리 DB(도 2의 '151') 및 일정정보관리 DB(도 2의 '152')에 등록한다

(s200).

그리고 상기 회원이 등록된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하여 공유를 요청하면(s300), 공유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상기 회원과 그 회 원이 지정한 공유자(즉, 타 회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정보공유범

위 내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상호 공유시키고, 공유 설정된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공유정보를 구축

한다(s350).

또한, 상기 회원이 소정 서비스를 요청하면(s400), 요청된 서비스(예컨대, 개인정보 변경/삭제서비스, 일정정보 변경/

삭제서비스, 공유정보 변경/해제서비스 등)의 종류를 판단한 후, 그 판단된 서비스 종류에 해당되는 동작과정을 수행

한다(s450).

마지막으로, 상기 회원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감시하여(S500),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

에 대하여, 정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삭제되면, 그 감시결과를 상기 회원 및 해당 회원과 소정 범위 내의 개인정

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하여 공유를 설정한 공유자들에게 통보한다(S550).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유정보 구축과정(s350)에 대한 처리 흐름도로서, 도 6을 참조하면, 소정 회원(예

컨대, 회원#1)이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하여 공유를 요청하면, 소정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유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당 회원에게 공유자 검색화면을 제시한다(s351). 여기서 상기 회원(회원#1)의 개

인정보에 대하여 공유를 설정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상기 회원(회원#1)이 개인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소정 공유자를 설정하면(s352), 해당 공유자가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s353), 공유자가 회원이면(s354),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한 회원(회원#1)에게 정보공유신청화면을 

제시한다(s355).

이후, 상기 회원(회원#1)의 정보공유신청완료에 따라 해당 회원에 의해 작성된 내용들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공유범위

내역을 도출한 후, 그 개인정보공유범위내역을 상기 공유자(예컨대, 회원#2)에게 통지한다(s356).

이어서 공유자(회원#2)가 회원(회원#1)의 공유 신청을 승인하면(s361), 상기 회원(회원#1)과 공유자(회원#2)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개인정보공유범위에 해당되는 정보(예컨대, 연락처정보)를 상호 공유시키고, 그 정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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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개인정보로 설정하여 공유정보관리 DB(도 2의 '153')에 등록한다(s362). 한편, 상기 공유자(회원#2)가 회원(회원#

1)의 공유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s361), 해당 회원(회원#1)에게 정보공유 실패내역을 통지한다(s363).

또한, 회원(회원#1)에 의해 설정된 공유자가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s354

), 해당 회원(회원#1)에게 회원 초대하기화면을 제시한다(s357). 이때, 회원(회원#1)은 회원 초대하기화면 상에 자신

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공유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공유범위 등을 기재한다.

이후, 상기 회원(회원#1)이 회원초대를 요청하면, 해당 회원(회원#1)에 의해 작성된 내용들에 의거하여 회원초대내역

을 도출한 후, 그 회원초대내역을 상기 공유자에게 통지한다(s358).

그리고 상기 공유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s359), 해당 공유자(예컨대, 회원#4)에게 상기 회원(회원#1)이 공유하고자

설정한 개인정보의 공유범위에 의거 한 개인정보공유범위내역을 제시한 후(s360), s361단계 내지 s363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한편, 회원(회원#1)에 의해 초대된 공유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s359), 상기 회원(회원#1)에게 회

원초대 실패내역을 통지한다(s364).

마찬가지로, 회원(회원#1)의 일정정보에 대한 공유설정과정도 상술한 개인정보 공유설정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

므로 이에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에 해당되는 동작수행과정(s450)에 대한 처리 흐름도로서, 도 7을 참조하면,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1)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그 요청된 서비스의 종류를 분석한다(s451).

상기 분석결과(s451), 상기 회원(회원#1)에 의해 요청된 서비스가 개인정보 변경/삭제서비스로 분석되면, 상기 회원(

회원#1)의 개인정보를 회원관리 DB(도 2의 '151')로부터 읽어들여 해당 회원에게 제시한다(s452).

이때, 상기 회원(회원#1)이 기 등록된 개인정보 중 소정 정보(예컨대, 연락처정보)에 포함된 내용(예컨대, 전자우편주

소)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 상기 회원의 연락처정보에 포함된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하거나 또

는 삭제한 후(s453), 그 변경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내용(즉, 전자우편주소)을 회원관리 DB(도 2의 '151')에 재등록한

다(S454).

한편, 상기 분석결과(s451), 회원(회원#1)에 의해 요청된 서비스가 일정정보 변경/삭제서비스로 분석되면, 회원(회원

#1)의 일정정보를 일정정보관리 DB(도 2의 '152')로부터 읽어들여 해당 회원에게 제시한다(s455). 이후, s456 단계 

및 s457단계는 이미 상술한 s453단계 및 s454단계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이에 중복된 설 명은 생략한다.

또한, 상기 분석결과(s451), 회원(회원#1)에 의해 요청된 서비스가 공유정보 변경/해제서비스로 분석되면, 상기 회원

(회원#1)의 공유정보(즉, 공유개인정보 및 공유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의미함)를 공유정보관리 DB(도 

2의 '153')로부터 읽어들여 해당 회원에게 제시한다(s458).

그리고 상기 회원(회원#1)이 공유개인정보 및 공유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유범위의 변

경을 요청하면(s459), 정보공유범위의 변경이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유범위를 변경하는 동작을 수행한다(s46

0).

한편, 상기 회원(회원#1)이 공유개인정보 및 공유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하여 공유자(즉, 타 회원)와

설정된 공유 해제를 요청하면(s461), 공유 해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상기 공유자의 동의에 따라 상기 회원(회원#1)

과 공유자간에 설정된 정보의 공유를 해제하는 동작을 수행한다(s462).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정보공유범위 변경동작 수행과정(s460)에 대한 처리 흐름도이다. 도 8에서는 소정 

회원의 공유정보 중 공유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범위 변경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도 8을 참조하면,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1)이 소정 공유자(예컨대, 회원#2)와 공유한 공유개인정보(예컨대, 연락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공유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공유자(회원#2)에게 상기 회원(회원#1)에 의해 요청되는 

내용에 의거한 개인정보공유범위 변경내역(예컨대, 연락처정보->연락처정보, 직장정보)을 통지한다(s4601).

그리고, 상기 공유자(회원#2)가 동의하면(s4602), 해당 개인정보공유범위 변경내역에 의거하여 상기 회원(회원#1)과

공유자(회원#2)간에 이미 공유 설정된 개인정보공유범위에 해당되는 공유개인정보를 갱신하고(s4603), 한편, 상기 

공유자(회원#2)가 동의하지 않으면(s4602), 상기 회원(회원#1)에게 개인정보공유범위 변경실패내역을 통지한다(s4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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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회원(회원#1)과 공유자(회원#2)는 개인정보 중 연락처정보 및 직장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된다. 마찬가

지로, 공유정보 중 공유일정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범위 변경과정도 상술한 공유개인정보의 정보공유범위 변경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이에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유해제 동작수행과정(s462)에 대한 처리 흐름도이다. 도 9에서는 공유정보 중 공

유개인정보에 대한 공유해제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도 9를 참조하면,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1)이 소정 

공유자(예컨대, 회원#2)와 공유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제를 요청하면, 해당 공유자(회원#2)에게 상기 회원(회원#1)

이 해제 요청하는 공유개인정보(예컨대, 연락처정보)에 대한 공유개인정보 해제내역을 통지한다(s4621).

그리고 상기 공유자(회원#2)가 동의하면(s4622), 해당 공유개인정보 해제내역에 의거하여 상기 회원(회원#1)과 공

유자(회원#2)간에 공유 설정된 공유개인정보를 해제하고(s4623), 한편, 상기 공유자(회원#2)가 동의하지 않으면(s4

622), 해당 회원(회원#1)에게 공유해제실패내역을 통지한다(s4624).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감시과정(s500)에 대한 처리 흐름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소정 회원(예컨대, 회원#1)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감시하는 도중(s501), 상기 회원에 의해 개인정보 중 소정 정

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삭제되면(s502), 상기 회원(회원#1)의 변경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내용(예컨대, 개인정

보 중 연락처정보)을 공유개인정보로 하는 공유자를 검색한다(s503). 상기 검색결과(s503), 공유자가 검색되면(s504

), 해당 공유자에게 통지할 상기 회원(회원#1)의 변경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내용에 의거한 공유개인정보내역을 도출

한다(s505).

한편, 상기 회원(회원#1)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감시하는 도중(s501), 상기 회원의 일정정보 중 특정일정정보(예

컨대, 업무일정)에 대한 통지날짜가 되면(s506), 그 특정일정정보를 공유일정정보로 하는 공유자를 검색한다(s507).

이때, 공유자(예컨대, 회원#2)가 검색되면(s508), 상기 회원(회원#1) 및 공유자(회원#2)에게 해당 회원(회원#1)의 특

정일정정보를 통지하고(s509), 한편, 공유자가 검색되지 않으면(s508), 상기 회원(회원#1)에게만 해당 회원의 특정

일정정보를 통지한다(s510).

또한, 상기 회원(회원#1)에 의해 일정정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삭제되면(s511), 변경 또는 삭제된 일정정보의 

내용(예컨대, 업무일정)을 공유일정정보로 하는 공유자를 검색한다(s512). 여기서 공유자가 검색되면(s513), 해당 공

유자에게 통지할 상기 회원(회원#1)의 변경 또는 삭제된 일정정보내용에 의거한 공유일정정보내역을 도출한다(s514

).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는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

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

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관리방법은 특정일정에 대한 통지서비스

를 지원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직접적인 일정체크에 따른 번거로움을 다소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입자의 일정을 그 가입자와 관련된 인맥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함으로써 가입자의 인맥들 개개인에게 

가입자의 일정을 통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축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입자의 연락처정보(예컨대, 전자우편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등)와 같은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인맥들과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변경시 그 변경사항을 가입자의 인맥들에게 자동 통지해 줌으로써, 가입

자의 인맥들 개개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축시켜줄 수 있으며, 가입자의 인맥들에게는 해당

가입자의 변경사항을 즉시 파악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망을 통해 회원 가입한 다수 회원들에 대한 가입정보 및 개인정보를 각 회원별로 관리하고, 각 회원들의 개인정

보 공유설정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공유설정내역을 도출하는 회원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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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별 일정정보를 관리하고, 회원들의 일정정보 공유설정요청에 따라 일정정보 공유설정내역을 도출하는 일정정

보 처리부;

상기 회원관리부로부터 개인정보 공유설정내역이 전송되고, 상기 일정정보 처리부로부터 일정정보 공유설정내역이 

전송되면, 소정 회원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에 대하여, 상기 회원이 제안한 정보공유범위내역을

해당 회원이 지정한 공유자에게 통지한 후, 그 공유자의 동의에 따라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

된 정보공유범위내역에 해당되는 정보를 공유정보로 설정하여 상호 공유시키는 정보공유 처리부;

각 회원별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감시하여, 소정 회원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한 내

용이 변경 또는 삭제되면, 변경 또는 삭제된 정보내용을 공유정보로 하는 공유자를 검색한 후, 그 공유자에게 상기 회

원의 변경 또는 삭제된 정보내용을 통지하는 정보통지부; 및

각 회원들의 서비스 요청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회원관리부, 일정정보 처리부, 정보공유 처리부를 제어하는 서

비스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공유 처리부는

상기 회원관리부로부터 개인정보 공유설정내역이 전송되면, 그 개인정보 공유설정내역을 분석하여 공유를 요청한 회

원과 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도출하고, 도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회원이 제안하는 개인정보의 공유범위에 대

한 개인정보공유범위내역을 도출하여 해당 회원이 지정한 공유자에게 통지한 후, 상기 공유자가 동의하면, 상기 회원

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개인정보공유범위에 해당되는 정보를 공유개인정보로 설정한 후, 그 공유개

인정보를 상호 공유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공유 처리부는

상기 일정정보 처리부로부터 일정정보 공유설정내역이 전송되면, 그 일정정보 공유설정내역을 분석하여 공유를 요청

한 회원과 그 회원의 일정정보를 도출하고, 도출된 일정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회원이 제안하는 일정정보의 공유범위

에 대한 일정정보공유범위내역을 도출하여 해당 회원이 지정한 공유자에게 통지한 후, 그 공유자가 동의하면,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일정정보공유범위에 해당되는 정보를 공유일정정보로 설정한 후, 그 공

유일정정보를 상호 공유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공유 처리부는

회원이 임의의 공유자와 공유 설정된 공유정보에 대하여 정보공유범위 변경을 요청하거나 또는 공유 해제를 요청하

면, 상기 공유자에게 정보공유범위 변경내역 또는 공유정보 해제내역을 통지한 후, 해당 공유자의 동의에 따라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에 기 체결된 공유정보의 정보공유범위를 변경하거나 또는 정보공유를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통지부는

각 회원별 일정정보를 감시하여, 소정 회원의 일정정보에 대한 통지날짜가 되면, 해당 회원에게 일정정보를 통지하고,

상기 회원의 일정정보에 대하여 공유자가 검색되면, 해당 공유자에게 상기 회원의 일정정보를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청구항 6.
(a) 회원 가입한 다수 회원들에 대한 가입정보,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단계;

(b) 회원이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하여 공유를 요청하면, 상기 회원에 의해 공유 요청

된 정보의 공유범위에 대한 정보공유범위내역을 도출하는 단계;

(c) (b)단계에서 도출된 정보공유범위내역을 상기 회원이 지정한 공유자에게 통지한 후, 공유자가 정보공유범위내역

에 의거한 정보의 공유를 동의하면,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정보공유범위내역에 해당되는 

정보를 공 유정보로 설정하고, 그 공유정보를 상호 공유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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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각 회원들의 요청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동작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

(e) 각 회원별 일정정보를 감시하여, 소정 회원의 일정정보 통지날짜가 되면, 해당 일정정보를 공유정보로 하는 공유

자를 검색하여 상기 회원 및 공유자에게 해당 회원의 일정정보를 통지하는 단계; 및

(f) 각 회원별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를 감시하여, 소정 회원의 개인정보 및 일정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에 대한

내용이 변경 또는 삭제되면, 해당 변경 또는 삭제된 정보내용을 공유정보로 하는 공유자를 검색하여 그 공유자에게 

상기 회원의 변경 또는 삭제된 정보내용을 통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d1) 소정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변경/삭제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시한 후,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삭제에 따라 그 회원의 개인정보를 갱신하는 단계와,

(d2) 회원이 자신의 일정정보 변경/삭제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회원의 일정정보를 제시한 후, 회원의 일정정보 변

경/삭제에 따라 그 회원의 일정정보를 갱신하는 단계와,

(d3) 회원이 소정 공유자와 공유 설정된 공유정보에 대하여 정보공유범위 변 경서비스를 요청하면, 상기 공유자에게 

정보공유범위 변경내역을 통지한 후, 해당 공유자의 동의에 따라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공유정

보에 대한 정보공유범위를 변경하는 단계와,

(d4) 회원이 소정 공유자와 공유 설정된 공유정보에 대하여 공유해제를 요청하면, 상기 공유자에게 공유정보 해제내

역을 통지한 후, 해당 공유자의 동의에 따라 상기 회원과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정보의 공유를 해제하는 단

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는

소정 회원의 일정정보를 공유정보로 하는 공유자가 검색되지 않으면, 상기 회원에게만 해당 회원의 일정정보를 통지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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