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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QR 코드를 이용한  매체를 이용해 본 경험자  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해당  매체  가장 높은 이용 비율을 나타낸 매체는 홍보용 단지나 로슈어 등 이다. 이

와 같이 스마트폰의 보 에 따른 QR 코드의 이용 범 가 마  분야에 집 되면서 효율 인 이용 

방법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QR 코드에 장된 음식에 한 상세 정

보를 활용한 모바일 웹 기반의 음식 추천을 한 개인화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QR 코드는 특정 분야의 고 도구로 제한 으로 활용되

었으나 스마트폰에서의 자유로운 활용으로 성기를 맞이

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시장 조사기  Lab42는 18세 이

상의 미국인 500명을 상으로 QR 코드 련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QR 코드가 익숙하냐는 질문

에 체 응답자의 58%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특히 QR 코드 고가 특정 랜드나 상품, 

서비스 등과 련해 개인에게 향을 주는가에 한 질문

에도 응답자의 72%가 ‘그 지 않다’라고 답변하 다.

이는 QR 코드를 활용한 마 의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QR 코드에 한 정  사용

에 한 인식이 낮은 이유로는 기업들이 QR 코드를 단지 

무분별한 홍보  마 의 수단으로서만 사용 가능성을 

한정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QR 코드의 가치는 

단순히 홍보 콘텐츠로서의 이동 역할을 해온 것 이상으로 

코드 자체에 정보를 담거나 정보가 담긴 장소 혹은 주소로 

이동시켜주는 ‘유통’의 측면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는 이다[1].

본 연구에서는 QR 코드가 가지는 장 을 극 화 하여 

마 , 유통, 생산  소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 

서비스 지원을 한 QR 코드 기반 주문 시스템을 제안한

다. 이를 해 QR 코드에는 음식에 한 상세 정보(업소, 

재료, 종류, 요리법 등)를 장하고, 이를 활용해 모바일 웹 

기반의 음식 추천  주문을 가능하도록 한다. 즉, 개인화 

로 일 기반의 맞춤형 음식 추천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

한다.

2. 련 연구

2.1 QR 코드

QR(Quick Response) 코드란 1994년 일본 Denso사가 개

발한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이

다. QR 코드는 기존의 바코드와 달리 종횡으로 정보를 가

져와 숫자 외에 문자, 한  기호, 알 벳, 그리고 한자 등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 한 최  숫자 7,0

89자, 문자(ASCII) 최  4,296자, 이진 8비트 최  2,953 바

이트, 한자 등 아시아 문자 1,871자를 담을 수 있다[2].

이러한 QR 코드의 활성화는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인

터넷 활용에 한 제약이 어들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으로 QR 코드 마 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R 코드에 음식과 련된 각종 상

세 정보(업소, 음식 재료  종류, 요리법 등)를 담아 단순 

연결뿐만 아니라 유통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 구축에 활용하고자 한다.

2.2 개인화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란 사용자의 재 상황, 행동, 성향, 선호

도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응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시스템들이 사용자의 요구 정보, 행동, 선호도 등을 

분석하고 그에 합한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4].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음식 식단 선택 유형, 자주 찾

는 외식 지역, 선호 식재료  음식의 종류, 업소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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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용자 로 일을 이용하여 개인화 음식 추천 서비

스를 제공한다.

3. QR 코드 기반 주문 시스템

3.1 시스템 구조  특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인화 서비스 지원을 한 주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특징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식단 선택의 성향  주요 거  

지역을 개인화 로 일링을 통해 분석한 후, 사용자의 

치와 시간  성향에 합한 음식을 추천한다. 한 음식

 등에서 QR 코드를 기반으로 메뉴를 선택한 후, 모바일 

웹을 통해 주문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하

여 본 시스템은 센싱 모듈, 데이터 처리 모듈, 치 인식 

모듈과 로 일링 모듈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데이터 센싱 모듈은 사용자의 치, 시간 QR 코드 정보

(업소, 식재료, 음식 종류 등), 주문 정보 등과 같은 사용자 

입력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데이터 처리 모듈로 송한

다. 데이터 처리 모듈은 센싱 데이터를 로 일링에 

합한 형태로 가공한다. 치 인식 모듈은 QR 코드의 업소 

정보와 재 사용자의 치 정보의 상호 간 분석  추천 

서비스를 해 GPS를 이용하여 재 치 데이터를 달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의 기본 정보  주요 거  

지역, 자주 찾는 음식, 주문 정보 등의 데이터를 개인화 

로 일 형태로 장한다. 로 일의 경우 서비스 일

일과 사용자 로 일로 분류하여 장  리한다.

3.2 사용자 로 일링

사용자 로 일링은 명시  기법과 묵시  기법을 병행

하여 수행한다. 일반 인 정보와 선호 음식 정보, 선호하는 

주요 거  지역 정보(요식업 집지역 등)는 묵시 인 방

법으로 획득하며, 이를 해 업소의 주소, 치, 화번호 

정보, 음식의 종류 등을 기반으로 로 일링을 수행한다. 

추천 음식 정보는 추천 내역에 한 사용자 만족도를 평

가하여 반 하며 이에 한 사용자의 명시  피드백을 통

해 수행한다.

4. 실험  결과

본 연구를 한 실험을 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Java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 하 으며, 1개월간 4명의 학생을 

상으로 40회에 걸쳐 수행하 다. 특히 사용자의 명시  

피드백에 한 만족도 평가는 5일마다 이루어졌다. 다만 Q

R 코드를 기반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음식 이 없는 

계로 식사 시 마다 미리 구축된 가상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사용자 로 일링에 동의한 

학생들의 주요 거  지역은 학교 인근으로 모두 유사한 

로 일링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한 추천 음식에 

한 만족도 평가의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80.4%의 평균 

만족도를 보 다.

(그림 2) 추천 음식에 한 최종 만족도 평가 결과

5. 결론

부분의 주문 시스템의 경우 주로 QR 코드를 이용한 

주문  주문 내역의 송 방법 등에 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QR 코드를 이용한 사용

자의 만족도  편의성, 마 에서의 유통  서비스의 

품질 개선의 측면 등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QR 코드의 이용 방법  범 , 이용률의 

확 를 유도하고, 시스템 활용에 따른 사용자 편의와 련 

업종의 서비스 개선  경쟁률 강화를 꾀하고자 하 다.

이를 해 QR 코드를 이용한 사용자 로 일 기반 개

인화 음식 추천  주문 시스템을 제안하 으며,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추천 음식에 한 만족도 평가 결과 평균 80.

4%의 만족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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