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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잡지에서 랜드 고에 QR코드를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장소에 한 치정보, 상세정

보, 매처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잡지 상품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고, QR입력기능, 국매장 치제공 기능, 가까운 매장 치 제공, 검색기록 불

러오기 기능을 포함하는 상품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 다.

  

1. 서론

   재 휴 화 시장에는 스마트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 화 기능에 더불어 인터넷 

라우징, 이메일, 문서작성, 일정 리, 음악, 동 상 감상, 

게임 등 PC에서 하던 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모두 스마트폰에 탑재된 OS에 기인한다. 

   이 게 다양한 정보들을 핸드폰 하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시 가 되었지만 페이퍼 매스컴만의 장 이 있기 때

문에 아직도 페이퍼 매스컴의 시장은 크고 건재하다. 아직

도 시 에는 수많은 잡지들이 있고, 각 잡지사마다 많은 

랜드 고를 싣고 있다. 하지만 잡지를 통해 랜드들의 

매장 치, 가격 등 필요한 정보를 알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 에 있는 잡지 안에 랜드 

고의 QR코드를 어 랜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

자가 간편히 습득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스템

을 설계하 다.

   

2. 련 연구

2.1. QR Code(Quick Response Code)

   길거리의 고 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부턴가 정사각

형 모양의 불규칙한 마크가 하나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기호나 상형문자 같기도 한 이 마크를 ‘QR코드’라 한

다. 흔히 보는 바코드 비슷한 것인데,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기존의 바코드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코드 체계이

다.

기존의 1차원 바코드가 20자 내외의 숫자 정보만 장할 

수 있는 반면 QR코드는 숫자 최  7,089자, 문자(ASCII) 

최  4,296자, 이진(8비트) 최  2,953바이트, 한자 최  

1,817자를 장할 수 있으며, 일반 바코드보다 인식속도와 

인식률, 복원력이 뛰어나다. 바코드가 주로 계산이나 재고

리, 상품확인 등을 해 사용된다면 QR코드는 마 이

나 홍보, PR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1,2].

2.2.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 체제가 응용 로그램을 해 제공하는 함수의 집합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운 체제나 C, C++, Pascal 등과 

같은 언어로 응용 로그램을 만들 때, 도우를 만들고 

일을 여는 것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1000여 개 

이상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API는 응용 로그램이 운 체제나 데이터베이스 리 시

스템과 같은 시스템 로그램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언어

나 메시지 형식을 가지며, API는 로그램 내에서 실행을 

해 특정 서 루틴에 연결을 제공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구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API는 함수의 호출에 

의해 요청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해 이미 존재하거나 

는 연결되어야 하는 몇 개의 로그램 모듈이나 루틴을 

가진다[3].

3. QR코드를 활용한 잡지 상품 검색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는 잡지를 볼때 마음에 드는 상품이나 장

소 등을 쉽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하여 잡지 안에 

랜드 고의 QR코드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장소에 한 

치정보와 상품의 상세정보와 매처 등을 제공하는 시

스템을 제안한다. QR코드를 활용한 잡지 상품 검색 시스

템의 배경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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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품 검색시스템 배경도

3.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잡지 검색 시스템은 

페이퍼 매스컴의 단 인 해당 랜드에 한 정보를 실시

간으로 얻을 수 없는 단 을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편리함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QR코드를 활

용한 잡지 상품 검색 시스템 로그램의 구성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QR코드를 활용한 잡지 상품 검색 시스템 

로그램 구성도

① 1.0 - QR코드 입력 기능

② 1.1 - 사용자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여 입력

③ 1.2 - 국 매장 or 가까운 매장을 선택하여 화면에 출

력

④ 2.0 - 국 매장 치 제공 기능

⑤ 2.1 - 데이터베이스에서 치정보를 단말기로 송

⑥ 2.2 - MAP을 통해 국 매장 치 제공

⑦ 3.0 - 가까운 매장 치 제공기능

⑧ 3.1 - GPS–API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가까운 매장 정

보를 단말기로 송

⑨ 3.2 - MAP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까운 매장 치 제공

⑩ 4.0 - 검색기록 불러오기

3.3. 시스템 동작 차 설계

   QR코드를 이용하여 알고 싶은 상품에 한 실시간으

로 정보를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성

하 다. 첫 번째로 국에 있는 매장에서 상품의 치를 

악해주는 기능과 두 번째로 자신의 치에서 가장 가까

운 곳에 있는 상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

다. 국 매장 찾기 Sequence Diagram은 그림 3과 같고 

가까운 매장 찾기 Sequence Diagram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3) 국 매장 찾기 Sequence Diagram

(그림 4) 가까운 매장 찾기 Sequence Diagram

4. 결론

   스마트폰이 많이 보 되고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면서 

핸드폰 하나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 가 되었지만  

페이퍼 매스컴시장은 아직까지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페이퍼 매스컴은 실시간 인 정보를 제공하

는 이 부족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련연구로 QR코드와 API를 분

석하여 잡지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편

리하게 제공하기 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검색을 

통해 제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를 바탕으로 QR입력기능, 국매장 치제공 기능, 

가까운 매장 치 제공, 검색기록 불러오기 기능을 포함하

여 QR코드를 활용한 잡지 상품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가 심

있는 상품의 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즉각 인 구매율을 높일 수 있어 랜드 매출의 증가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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