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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QR 코드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QR 코드에 관한 주제 분야별, 연도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 결과를 데이터 시각화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 

scraping 및 수집을 하였으며, R x64 4.0.2 프로그램 패키지를 활용 전처리 활동과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QR 코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발견되었

다. 둘째, 빈출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주제 분야별,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QR 코드 사용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QR 코드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같은 추세로 활용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QR 코드가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정보의 수단 및 활용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QR 코드에 관한 정부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QR 코드(QR Code), 연구 동향(Research Trend), 빅데이타(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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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2022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이 

2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ITC)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역시 보급률이 확산됨

에 따라 SNS(Twitter, Blog, Facebook 등)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데이터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 “빅데이터”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역시 

구글에서 제공되고 있는 “구글링”과 네이버의 “네이버랩“ 활용도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데이터의 개발수준과 관계없이 

빅데이터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정부는 2023년까지 데이터 및 AI 활성화를 위해 약 68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을 300억 달러 

규모로 키우고 인공지능(AI)분야의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Ernst 

& Young)를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가 87%로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였고, 영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는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수 상으로는 2위에 해당하지만 타 국가에 비해 2017년 조사 대비 

2배 이상 도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시장에서의 

핀테크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QR 코드 시장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예정되어 

있어 QR코드의 잠재성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의 QR 코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세계시장

의 변화와 미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QR 코드에 관한 포괄적 범위의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QR 코드의 전반적 활용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QR 코드의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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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QR 코드는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로 일본 덴소웨이브사가 

개발하였으며, 하였으며, 2차원 코드 방식의 하나이다. QR 코드는 

한 방향으로만 정보를 저장하는 바코드와는 달리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량을 비약적으

로 증가시켰다. QR 코드는 한글, 영문, 한자, 기호, 숫자, 제어 코드, 

Binary 등 모든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문자는 4,296자, 한자나 

한글도 1,817자, 숫자는 7,089자, binary 코드는 최대 2.953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QR 코드는 크기와 상관없이 대용량 

정보의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QR 코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연구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활동이 증가되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QR 코드는 보다 밀접하게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 또한 교육, 의학,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QR Code의 활용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QR 코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 국외의 경우 1980년대에 QR 코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이후 거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으며, 2000년대 

들어 다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선행연구들은 QR 

코드 개념의 정의를 소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III. Method

본 논문에서 분석 데이터의 수집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사이트에서 통합검색에 QR, QR 코드를 검색어로 사용

하여 검색을 하였으며, 검색된 논문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초록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서 논문의 영문 

초록을 scraping 하였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종적으로 

2020.07.31일 1차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12월 재정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학술논문은 총 617건이며, 논문

의 중복이나 연관성이 없는 논문, 그리고 영문 초록이 없는 논문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354건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데이

터 수집결과 QR 코드 관련 논문들은 1999년도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총 354건의 논문이 수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형별 논문 현황을 살펴보고, 분야별 및 

연도별 분석을 통해 주요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1)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과 단어 연관어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 데이터시각화 분석을 

위해 워드클라우드를 사용하였다. 분석패키지는 R x64 4.0.2프로그램

과 Rstudio를 사용하였으며 TM, Stringr, Wordcloud, SnowballC, 

Tidymodels, Network, GGally, sna, RColorBrewer, ggplot2등과 

같은 패키지로 분석하였다. 특히 수집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반영하

였으며, 초록은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진 내용이므로 특수문자, 숫자 

등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였고 명사 만을 추출하였다. 논문 초록의 

명사별 출현 빈도를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QR 코드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주제분

야별, 연도별 분석을 통해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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