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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QR 코드는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2차원 바코드이다. QR코드는 작은 크기, 높은 부호화 및 에러 보정 능력, 
손쉬운 생성 및 읽기 과정 등의 장점으로 인해 많은 응용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쇄된 컬러 QR코드 응용을 통

하여 제한된 정보 저장 능력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컬러 정보를 QR코드에 다중화함으로써, 정
보 추출을 위한 색상 간의 간섭 왜곡뿐만 아니라 기하왜곡 등으로 인하여 삽입 정보를 제대로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색상차 왜곡과 기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강인하고 효과적인 정보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CMYK 컬러 모델에 기반하여 컬러 QR코드를 생성함과 더불어 정보 읽기 과정에서 전역 공간 정합과 

국부 공간 탐색을 적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삽입 정보 인식률을 개선하는 것이다. 인쇄된 QR코드에 대한 다양한 실

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은 실제 삽입된 정보를 추출함에 있어서 3% ~ 5% 정도의 비트 인식률 개선효과를 보인다.

ABSTRACT

The quick-response (QR) code is a two-dimensional barcode which is widely being used. Due to several interesting 
features such as small code size, high error correction capabilities, easy code generation and reading process, the QR 
codes are used in many applications. Nowadays, a printed color QR code for offline applications is being studied to 
improve the information storage capacity. By multiplexing color information into the conventional black-white QR code, 
the storage capacity is increased, however, it is hard to extract the embedded information due to the color crosstalk and 
geometrical distortion. In this pap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 new type of QR code is designed based on the 
CMYK color model and the local spatial searching as well as the global spatial matching is introduced in the reading 
process. These results in the recognition rate increase. Through practical experiment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perform the bit recognition rate improvement of about 3% to 5%. 

키워드 : 삽입 정보 추출, 오프라인 응용, 컬러 QR코드, 전역 공간 정합, 국부 공간 탐색 

Key word : Embedded Information Extraction, Offline Application, Color QR Code, Global Spatial Matching, Local Spatial 

Searching

Received 10 May 2020, Revised 21 May 2020, Accepted 13 June 2020
* Corresponding Author Jin-soo Kim(E-mail: jskim67@hanbat.ac.kr, Tel:+82-42-821-1147)
Professor, Department of Info. & Comm. Engineer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58,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0.24.9.1123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9: 1123-1131, Sep. 2020

1124

Ⅰ. 서  론

2차원 바코드인 QR (Quick Response) 코드는 카메라

가 내장된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다양한 응용에 활용되

고 있다. QR코드는 손쉽게 생성이 가능하고 읽기가 가

능하다는 편리함 외에도 작은 크기에 높은 부호화 기능

과 더불어 에러 보정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널리 사용되

고 있는 표준 QR코드는 저장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보안에 취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QR
코드가 갖고 있는 정보 저장 능력의 제한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1]. 
N. Bhardwaj et al[2]은 표준의 흑백 QR코드가 갖는 

정보 저장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컬러 QR 코드를 도입

하여 이동 응용 환경을 위한 복호화 알고리즘을 제시하

였고 R/G/B 색상에 기초하였다. 이 방법은 온라인 응용

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Chen[3]은 QR코드 내에 인

증 코드 메시지와 에러 보정 코드를 삽입하는 방법과 표

준의 QR코드 리더기에 의해 다시 추출하는 방법을 제

안하여, 정보 저장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Y. 
Chow et al[4]은 QR코드 정보를 디지털 영상 변환 DCT- 
DWT 기법을 도입하여 워터마킹하여 디지털 매체의 불

법적인 복제를 막는 방법으로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하

였다. Nandhini[5]은 컬러 QR코드를 도입하고, 내용 정

보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정보의 보

안성,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로고

의 성공적인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Andre[6]은 흑백 

QR코드로 표현된 정보를 컬러 정보로 다중화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색상 간의 간섭 잡음이 도입됨에 따른 왜

곡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I. Tkachenko et al[7]은 정

보 저장 용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일반 사용자의 접근과 

더불어 특정 사용자에게 고유의 정보를 은닉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는데, 표준의 흑백 QR코드에 기초해서 특

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I. Tkachenko et al[8]은 기존 흑백 QR코드

를 프린팅과 스캔 작업에 의해 왜곡되는 특성에 바탕을 

둔 2레벨 코드 인증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온라인 응용을 위해 컬

러 QR코드를 도입하고, 정보의 보안성을 추구하면서 

정보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응용은 

주로 전자파일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의 온라인 응용으

로서 오프라인 환경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I. Tkachenko et al[8]의 연구는 오프라인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의 흑백 QR코드에만 적용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물품의 인쇄된 라벨로 부착

되는 QR코드의 오프라인 응용을 위해 Kim[9]은 곡면에 

부착된 QR코드의 인식률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상용

화하기에는 매우 낮은 인식률을 보이고, D. Choi and J. 
Kim[10]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위해 딥러닝 기법에 

기초하여 컬러 QR코드의 정품과 가품에 대한 위변조를 

판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오프라인 형

태의 컬러 QR코드는 기학적 왜곡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고, 또한 색상 간의 간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

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

하학적 왜곡과 더불어 색상 간의 간섭왜곡을 줄이면서 

정보의 추출이 용이한 방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CMYK 컬러 모델에 기초한 컬

러 및 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과 더

불어 기하학적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패턴 정합 방법에 

대해 전역탐색과 국부탐색을 적응적으로 도입하여 삽

입 정보의 인식률을 개선하였다[11].
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

는 컬러 QR코드의 설계와 오프라인 응용 및 특성에 대

해 논하였고, 제3절에서는 제안된 컬러 QR의 적응적 정

보 추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절에서 실험 

결과를 통해 얻어진 비트 인식률에 대해 검토하고, 제5
절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Ⅱ. 컬러 QR코드 설계와 오프라인 응용

2.1. 연구 배경

기존의 흑백으로 표현되는 QR코드에 정보 저장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컬러 QR코드의 응용은 매우 다양

하며, 주로 전자 이미지 형태로 제한적인 응용을 고려하

고 있다[1]. 그림 1은 컬러 QR코드를 제품에 부착된 라

벨 형태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어 모든 제품에 손쉽게 적

용이 가능하다. 컬러 QR코드에는 제품의 정품 코드 정

보,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제품의 유통 기한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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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컬러 QR코드에 삽입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영상 취득과정에서 색상 

왜곡과 기하왜곡이 가능한 최소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컬러 QR코드의 설계 방식과 왜곡 특

성에 대해 논한다.

Fig. 1 An offline application of color QR code

2.2. 컬러 QR코드 설계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흑백 QR코드는 이진 형태

이다. 동기화 및 기하 왜곡 등을 최소화하면서 이진 정

보를 안정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위치 태그, 포맷 정보, 
타이밍 패턴, 정렬 패턴 등의 정보를 이용한다[1]. 본 논

문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러한 정보를 모

두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단, 데이터 영역에 기존의 

흑백 데이터 대신에 컬러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삽입되

는 정보의 양을 증대시키고 하였다. 데이터 영역은 두 

종류의 패턴과 4가지 색 정보를 통해 3비트 시퀀스의 정

보를 표현하였다.
컬러 QR코드에 대한 연구는 Bhardwaj et al[2]의 연

구를 통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나, 오프라인 응용을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편이다. Bhardwaj et 
al[2] 제안한 방식은 오프라인 응용에 부적합한 편이며, 
P. Andre and R. Ferreria[6]은 CMYK 색상 모델에 기초

해서 컬러 정보의 다중화로 정보 저장 능력을 개선하고

자 하였으나, 실제 삽입 정보 인식률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CMYK 색상 

모델과 +패턴에 기초하여 비트 시퀀스를 표현하기 위한 

CMYK 설계 테이블을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구성하였다.

Fig. 2 An example of CMYK design table

(a) (b)

(c)

Fig. 3 An example of a printed color QR code
(a) Design (b) CMYK model (c) RGB model

그림 3은 컬러 QR코드의 데이터 부분에 대한 예를 나

타낸다. (a)는 PC상에서 설계된 패턴이고, 이를 CMYK 
색상 모델에 의해 출력할 경우 (b)와 같이 원래의 설계

와 유사한 색상 정보로 표현되는 반면에 (c)는 RGB 색
상 모델에 의해 설계된 예로써 완전히 다른 형태로 출력

됨을 확인할 수 있다.

2.3. 컬러 QR코드의 생성 

본 논문에서 제작되는 컬러 QR코드는 기존의 흑백으

로 이루어진 이진 QR코드 생성부와 데이터 생성부로 

나뉜다. 그림 4에서 시리얼 번호, 제조사 등의 개인 정보

는 코드 변환을 통해 이진 정보로 나타내고, 변환된 이

진 정보에 대해 에러 보정 코드인 RS(Reed-Solomon) 코
드가 일정 주기로 삽입된다. 이렇게 발생된 이진 비트열

은 그림 2에 나타낸 CMYK 설계 테이블을 이용하여 데

이터 영역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생성된다. 이진 QR코

드와 컬러 데이터를 결합하여 컬러 QR코드를 생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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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때 삽입되는 RS코드는 삽입되는 개인 정보의 중요

도 및 시급성에 따라 그리고 오프라인 응용 매체의 특성

에 따라 에러 보정 능력을 다르게 변형할 수 있다. 그리

고 보안성을 위해 개인 정보 코드와 RS코드 정보를 스

크램블링하여 정보의 보안성을 더 추구할 수 있다. 그림 

2에 나타낸 기본 비트를 나타내는 블록의 크기에 따라 

삽입되는 정보량은 달라지게 할 수 있는데, 너무 크게 

하면, 추출 성능은 우수할 수 있으나, 삽입 정보량은 감

소하게 된다. 

Fig. 4 Color QR code generation process

Ⅲ. 제안된 컬러 QR코드의 정보 추출 기법

3.1. QR코드 인식을 위한 전처리 

그림 4로 나타낸 과정을 통해 컬러 QR코드가 생성되

면,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통해 캡처된다. 캡처된 

이미지는 그림 5에 나타낸 과정을 통해 기존의 흑백 QR
코드를 찾아서 데이터 부분을 추출하게 된다. 먼저, 컬
러 QR코드를 포함하는 입력 영상에 대해 그레이 스케

일 영상으로 변환을 하고, 변환된 영상에 대해 이진화를 

수행한다. 이진화가 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수평, 수직, 

대각선 성분으로 1:1:3:1:1에 의한 비율을 만족하는 좌

표를 찾아서 표준 QR코드를 인식한다. QR코드가 인식

이 되면, QR 코드의 파인더 패턴(Finder Pattern) 중심점

을 기준으로 데이터 영역에 해당되는 컬러 부분에 대해 

이미지 자르기(cropping)를 수행한다. 자르기가 수행된 

컬러 부분의 이미지를 M x M 크기의 이미지로 워핑 

(warping)을 수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데이

터 영역 추출을 완료한다.

3.2. 인쇄된 컬러 QR코드의 특성 

그림 4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컬러 QR코드는 오프라

인 응용을 위해 인쇄매체에 의해 출력되고, 이것을 그림 

5에 나타낸 과정을 통해 전자 이미지로 캡처되는 경우

에 인쇄매체에 의한 왜곡과 더불어 캡처하는 과정에서

의 왜곡이 초래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림 6은 실제 설

계된 컬러 QR코드와 9,600dpi급의 고급 컬러 프린터로 

컬러 QR코드를 출력하여 그림 5의 과정으로 캡처된 영

상의 예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일정한 정보열을 

Fig. 5 Pre-process of color QR code de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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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설계된 이미지와 비슷한 공간적 위치에 캡처

된 이미지에서도 동일한 색상이 위치됨을 확인할 수 있

으나,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형태는 원래의 형태와 완전

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 저장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컬러 QR코드의 목적을 달성하

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3.3. 컬러 QR코드의 삽입 정보 추출 

그림 7은 컬러 QR코드에 삽입된 정보를 추출하는 과

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에서 얻어진 컬러코드는 먼

저 CMYK 색상 모델에 대응하는 각 비트 플레인으로 분

리한다. 각 비트 플레인 별로 Otsu알고리즘을 통한 적응

적 이진화와 더불어 모폴로지 연산을 적용하여 각 비트 

플레인 내에 존재하는 잡음을 제거한다. 입력 영상은 M 
x M 크기의 영상에 대해 설계된 영상과 이진화된 영상 

사이의 유사도는 전역 공간 정합 (Global Spatial 
Matching)으로 구하는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1)

 
arg min


 (2)

여기서 D(k, l)은 설계 비트 플레인이고, I(k, l)은 수신

된 해당 색상의 비트 플레인을 나타낸다. 이 과정은 

CMYK의 각 비트 플레인에 대해 전역 공간 탐색을 수행

하며, 최적의 공간 정합 위치 즉, GSMV (Global Spatial 
Matching Vector)는 전역 공간 정합 오차가 최소가 되는 

좌표를 나타낸다. 이 좌표는 설계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 

사이에 가장 잘 정합되는 위치를 의미한다. 
그림 8은 Y비트 플레인에 대해 설계된 이미지와 입

력된 이미지 사이에 전역 공간 정합이 이루어진 뒤의 결

과를 각각 (a)와 (b)를 나타내고, 그리고 전역 공간 정합

에 따른 이 두 이미지를 겹친 경우에 대한 이미지를 (c)
에 나타내고 있다. (c)에서 각 비트 패턴에 따른 서로 오

류가 보이는 블록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블록에 대해

서는 빨간색 사각형으로 그 위치를 표시하였다.
그림 8 (c)에서 오른쪽 상단에 일치하지 않는 블록들

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

로 컬러 QR코드를 캡처함에 있어 평면과 평행하지 않

음에 기인한다. 그림 5에서 자르기와 워핑 단계를 통해 

왜곡이 추가됨에 따라 일부 영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게 된다. 
국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블록들에 대해서는 그림 7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국부 공간 탐색 (Local Spatial 
Searching)을 통해 보정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9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보정 작업은 설계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를 
겹친 후에 각 비트 패턴과 다른 블록을 찾고, 그 비트 블

(a) (b)
Fig. 6 Comparison of (a) design image and (b) captured 
image

Fig. 7 Bit Information extra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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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대해서 국부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도입한다. 빨
간색 네모 블록의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블록으로서 주

변 지역을 탐색하여 일치 정도가 가장 작게 나오는 패턴

과 위치를 얻게 된다. 이 과정을 수식을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3)

 
arg min

∀∀


  (4)

여기서   은 b x b 크기의 블록 내 (k, l) 위치의 

화소 값을 나타낸다. n은 패턴 번호를 나타내는데, 그림 

2의 예시에서 CMYK 각각의 비트 플레인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패턴이 존재하므로 n = 0, 1 이다. 

 은 입력 이미지 I의 m번째 블록을 나타내고, (k, l)
에서 (i, j)만큼 위치 변이를 적용한 경우에서의 화소 값

을 나타낸다. 식 (3)의 오른쪽 항은 n번째 패턴 이미지를 

입력 이미지와의 차이 값을 구한 후에 그 값을 b x b 크
기 블록에 대해 절대값의 합을 구함으로써 n번째 패턴 

정보로 m번째 블록과의 차이 절대값의 합이 된다. 
식 (4)는 모든 패턴과 모든 위치 변이에 대해 가장 최

소가 되는 코드를 구함으로써 m번째 블록에 대한 이진

정보가 얻어진다. 이렇게 CMYK 각 비트 플레인에 대

해 동일 위치에 대해 적용하면, 컬러와 패턴 정보가 추

출되고, 이것은 결국 비트 시퀀스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Fig. 9 Concept of local spatial searching 

(a)

(b)

(c)
Fig. 8 Result of global spatial matching (a) design 
(b) input (c) overl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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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검토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에 나타낸 과정을 직접 구현하

여 컬러 QR코드를 설계하였고, 또한, 그림 5와 그림 7에 

의한 컬러 QR코드 인식 과정과 데이터 추출 과정을 구

현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을 확인하였다. 

4.1. 컬러 QR코드의 설계와 실험 조건 

그림 10은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 Google 기사를 

데이터화 하여 직접 설계한 컬러 QR코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 나타낸 기본 패턴 블록 크기는 15x15, 
18x18, 21x21 화소 블록을 다르게 제작되었으며, 비트 

에러 보정을 위해 RS 코드도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Fig. 10 Color QR code design for experiment

컬러 QR코드를 읽어 들이기 위해 테이블릿 PC와 스

마트폰을 사용하였는데, 다양한 카메라 사양을 고려하

기 위해 사용한 테이블릿 PC는 국내 S사 및 L사의 2018
년 제품을 사용하였고, 스마트 폰은 국내 S사, L사, 중국 

X사의 2019년 제품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도가 다른 다

양한 장소에서 200회 이상의 촬영을 수행하여 컬러 QR
코드를 캡처하였다. 그리고 그림 2의 예시에서 나타낸 

컬러&패턴을 나타내는 기본 블록의 크기(b x b)는 15 x 
15, 18 x 18, 21 x 21, 24 x 24 등 4가지를 사용하였고, RS
코드는 사용하지 않은 것(non), (66, 46), (76, 46), (86, 
46) 등 전체적으로 4종류를 사용하여 비트 에러 보정 능

력에 대해 테스트하였다. 

4.2. 삽입 정보 추출 성능 결과 및 검토 

삽입된 정보 추출의 성능은 전역 탐색만을 사용한 방

법에 대해 제안된 국부 공간 탐색 기법의 성능을 조사 

분석하였다. 비교를 위해 RS코드는 RS(76, 46)코드를 

사용하였다. 그림 11은 컬러&패턴의 크기에 따른 국부 

공간 탐색 기법(LSS_RS(76,46))과 전역 공간 정합 기법 

(GSM_only_RS(76,46)) 사이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부 공간 탐색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패턴 

정합을 수행한 경우가 기본 패턴 블록의 크기에 무관하

게 대략 3% 이상의 비트 인식률을 개선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본 패턴 블록 크기가 증가할수록 비트 인

식률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Bit recognition rate against basic block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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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기본 패턴 블록의 크기를 18 x 18 화소 크

기로 고정한 후에 RS코드의 비트 에러 보정 능력에 따

른 성능 결과를 보여준다. 전역 공간 정합 방법에 비해 

국부 공간 탐색 기법은 3%에서 5% 사이의 안정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 RS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부 공간 탐색 기법이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부가 비트 양이 증가

할수록 성능이 개선되나, 이런 경우에는 삽입되는 정보

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13은 그림 4의 과정으로 생성된 정품 QR코드를 

9,600 dpi급의 고품질 스캐너로 읽혀진 후 고품질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경우에 대한 비트 인식률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를 위해 Org_LSS_nonRS는 원본의 컬러 QR
코드를 국부 공간 탐색기법을 사용한 방법으로서 RS코
드를 삽입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고, Org_LSS_RS(66, 
46)은 RS코드로 RS(66, 46)코드를 삽입하여 비트 에러 

보정 능력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 실험한 것이다. S&P_ 
LSS_nonRS는 정품 컬러 QR코드를 고품질 스캐너와 

Fig. 13 Bit recognition rate comparison between original and scan&print

Fig. 12 Bit recognition rate against R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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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RS코드를 삽입하지 않고서 비

트 인식률을 측정한 경우이고, S&P_LSS_RS(66, 46)은 

RS(66, 46)코드를 사용한 경우이다. 패턴의 기본 블록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정품 컬러 QR코드특성이 비트 

인식률이 우수하지만, 어느 정도 패턴 블록의 크기가 커

지면 복제품에 대한 비트 인식률이 우수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은 블록크기가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

로 국부 공간 탐색의 효과가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블록크기가 작고, 에러 보정 비트 양

을 적게 삽입하면 국부 공간 탐색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QR코드에 대해 삽입 정보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컬러 

정보의 다중화를 통한 컬러 QR코드의 설계에 대해 논

하였다. 또한, 컬러 QR코드에서 컬러 정보의 다중화로 

인한 색상간 간섭 왜곡과 기하 왜곡을 극복하고 인식률

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 전역 공간 매칭과 

더불어 국부 공간 탐색 기법을 사용하여 비트 인식률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국부 공간 탐

색을 수행함으로써 3%에서 5%정도의 안정된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안된 방식을 비트 오류 정

정을 위해 RS코드를 사용하고 블록의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국부 공간 탐색 기법을 위해 연산량이 추

가적으로 많이 소요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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