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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는 사진, 동 상, 지도, 명함 등 다양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 담아낼 수 있다. 재 

스마트 폰의 보 으로 QR코드는 다양한 인쇄 매체에 인쇄하여 연결된 인터넷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는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는 정보보안이 용이하지 않아, 결재시스템에 활용하기에는 매우 제한

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QR코드와 컬러 도안을 결합하여 새로운 코드를 설계하여, 제품 인증 시스템

이 요구되는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CMYK 컬러 모델로 인쇄된 정품은 

자기기에서 RGB 컬러 모델로 캡처되며, 이때 컬러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컬러 매트릭스를 통

해 측정하고, 통계 특성에 기 한 정품 인증시스템을 제안한다. 다양한 종류의 컬러 코드를 통해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이 제품 인증 시스템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 중심어 :∣컬러 매트릭스∣정품 인증∣QR코드∣
Abstract

2-dimensional barcode, QR code has been used for containing various information such as 

image, video, map, and business cards. Currently, a smartphone is used as a QR code scanner, 

displaying the code and converting it to a standard URL for a website. However, QR codes are 

not very common in encrypted application and so have a few applications. This paper proposes 

a new color-code, which integrates the conventional QR code and color design, and can be 

effectively used in some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The proposed method exploits the fact that 

genuine code is produced by CMYK color model, but the counterfeit is captured by RGB color 

model and during this process, color information of the code is changed. This paper introduces 

the color matrix model to measure the distortion between genuine code and counterfeit code. By 

investigating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color matrix, an effective detection of print image 

forgeries are designed. Various experiments with color codes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can 

be effectively used in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 keyword :∣Color Matrix∣Product Certification∣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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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고성능 스마트폰의 출 은 다양한 서비스와 더

불어 매우 많은 콘텐츠의 창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성능은 나날이 발 하고 

있으며 상 련 콘텐츠 제작과 응용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큰 향을 미치고 있다[1]. 스마트폰은 사진을 

는 것과 같은 임베디드 카메라 장치를 사용하여 동 상 

촬 과 같은 많은 종류의 응용 로그램을 구  할 수 

있다. 한 카메라를 통해 바코드를 캡처하여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2][3]. 고성능 카메라의 출 은 다

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 다. 한편, QR코드는 

상 응용서비스로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근을 쉽고 빠르게 속할 수 있도록 한다[4]. 빠른 가독

성과 비교  큰 장 용량으로 인해 리 보 된 2차원 

코드 유형  하나이며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기 해 

고속으로 디코딩되도록 설계되었다[5][6].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의 성능 향상은 이미지인식과 센싱, 무선

식별기술이 복합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미지 인

식 기반의 QR코드  컬러 코드의 활용이 속도로 확

산 되고 있으며 이미지코드와 인식기술에 한 연구개

발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7]. 최근 QR코드와 정

품 인쇄로고가 부착된 제품들이 활발히 보 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인쇄 기술의 등장과 정 한 스캔기술의 

발달로 인해고해상도로 정 하게 조되어 복제될 우

려가 존재하여 정보 보안에 요구되는 곳에 활용하기에

는 매우 제한 이다[7]. QR코드를 이용하여 정보 보안

에 요구되는 서비스 환경에 용되기 해서는 조, 

변조, 복제 등과 같은 행 를 실시간으로 신뢰성 있게 

감식해낼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7]. 정 하게 조

작된 변조 상을 별하기 해 다양한 형태의 조

별 기술이 등장했다. 인 으로 조작된 상의 특징

을 감추기 해 블러링, 잡음, 압축 등을 수행하게 되는

데 인 인 엣지 변화를 검출하여 조된 상을 감식

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디자인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정품 인증 별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8]. 정품 인

증용 앱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스캔하여 1차 인증을 수

행하고 QR코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회 치, 시간, 횟

수 등 조회 이력과 패턴에 따라 진 여부를 2차 으로 

단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9]. 한, QR코드에 컬

러 성분의 첩을 통하여 QR코드의 데이터 량을 확장

에 한 노력도 진행되었다[10].

본 논문에서는 QR코드 내부에 특정 컬러 이미지를 

삽입하여 컬러 코드를 만들어 출력하고, 이 원본 이미

지를 조, 변조, 는 복제를 함으로써 왜곡이 발생한

다. 이때 발생되는 컬러 왜곡을 컬러 매트릭스 모델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컬러 매트릭스의 통계 

특성을 통하여 정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제품 인

증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컬러 매

트릭스의 원리와 특성에 해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정

품 코드와 가품 코드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컬러 매트릭

스 모델링을 제시하고, 컬러 매트릭스의 각 성분의 분

포도를 통해 제품 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리고 Ⅳ

장에서는 다양한 정품 코드와 가품 코드를 이용하여 인

식율, 오인식률, 미인식률 등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확

인하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컬러 매트릭스의 원리와 응용

컬러 매트릭스의 수식  표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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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기존 색상 (R, G, B)에 컬러 매트릭스를 곱해 얻

어지는 새로운 색상 (R’, G’, B’) 성분은 컬러 매트릭스

의 각 요소가 갖는 크기에 따라 향이 결정된다. arr은 

입력 색상의 R성분이 출력 색상의 R성분에 향을 미

치는 정도를 나타내고, arg은 입력 색상의 G성분이 출

력 색상의 R성분에 얼마만큼 향을 끼치는지를 그리

고 arb은 입력 색상의 B성분이 출력 색상의 R성분에 미

치는 정도를 컬러 매트릭스의 값을 통해 확인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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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출력 색상 성분에 해서

도 각 요소의 향 정도가 결정된다. 두 상을 비교할 

경우에 컬러 매트릭스의 각행렬의 값은 1에 가까운 

값을 각행렬 이외의 값은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8]. 

본 논문에서 다루는 컬러 매트릭스는 이미지에서의 

컬러 값을 변형하는데 사용되는 일정 크기의 정방 행렬

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9]. 흔히 RGB색상 공간

에서 다른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색상 

행렬로 두 상의 RGB색상 공간을 보정하고 평가하기 

해 사용된다[11]. 색상 변환에 한 범 하고 규칙

이며 일 된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행렬 연산이다

[12]. 컬러 매트릭스의 각 성분 값에 따라 상의 보정 

정도가 달라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필터를 제작하고 

상을 보정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상의 색상, 강도, 

비  밝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가

지의 기본색뿐만 아니라 서로의 계를 묘사한다. 컬러 

매트릭스의 속성을 조정하면 색상 밸런스 이동, 민감도 

변경, 색상 팔 트 변경, 색상 이상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13]. 

컬러 매트릭스는 색상을 보정하고 평가하기 해 사

용된다. 컬러 매트릭스를 통해 색상 보정을 수행하고 

컬러 상의 화질을 향상하거나 보정된 상을 색 차트

를 통해 평가에 사용된다[14]. 컬러 매트릭스는 상의 

보정이 필요한 카메라 필터에서 많이 사용된다. 카메라 

시스템에 사용되는 학 즈  학 필터의 스펙트럼 

특성, 장면의 조명  이미지 센서의 컬러 필터 스펙트

럼으로 인해 정확한 RGB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15]. 이러한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상하기 해 

3x3 컬러 매트릭스가 사용된다[16]. 상의 노이즈 감

소를 한 보정에도 컬러 매트릭스가 사용된다[16].

Ⅲ. 가품 측정을 위한 모델링과 제안한 디지털 

   영상 위변조 판정 기법

1. 가품 측정을 위한 컬러 매트릭스에 의한 모델링

정품 라벨은 컬러 린터의 4색 모델인 CMYK 모델

에 따라 4가지 잉크 성분으로 출력된다. 반면에 가품의 

생성은 정품 라벨을 스캐  는 카메라와 같은 자기

기를 통해 입력된 후에 일부 편집과정을 거쳐서 다른 

컬러 린터로 출력됨으로써 조, 변조, 는 복제된다

고 가정한다[8]. 이때, 자기기로 입력하는 과정은 정

품을 빛에 노출되었을 때, 정품에 해당되는 3색 모델인 

RGB모델로의 변환을 통해 컬러 이미지 일로 장된

다. 자 일로 변환된 후에는 3색 모델에 기 하여 일

부 편집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이 자 일은  다른 

컬러 린터로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 가품이 생성된다. 

즉, 3색 모델인 RGB모델인 컬러 이미지 일은 4색 모

델인 CMYK 모델로 출력하게 되는데, RGB모델에 의

한 3색 모델이 CMYK모델에 의한 4색 모델로 응되

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9].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QR코드와 컬러 도안을 결합한 새로운 컬러코드를 설계

하 으며, [그림 1]은 정품 라벨에 응되는 정품 이미

지와 정품을 조한 가품 이미지의 를 나타내고 있다.

 

(a) 정품 이미지

 

(b) 가품 이미지

그림 1. 정품 이미지와 가품 이미지의 예

식 (1)은 한 개의 화소에서 입력 컬러 정보에 응되

는 출력 컬러 정보로의 컬러 매트릭스 변환을 나타낸

다. 이를 [그림 1]과 같이 일정 해상도의 화소 그룹 즉, 

N개의 화소를 갖는 이미지에 용하면 다음과 같은 수

식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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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좌측은 컬러 매트릭스에 의한 변환된 이미지이

고, 우측은 정품 이미지에 의한 컬러 매트릭스를 통한 

변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간

단화된 형태로 표 할 수 있다.

                       (3)

A는 3 x 3 크기의 컬러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정방 행

렬이지만, X를 정품 이미지이고, Y는 정품 는 가품이

미지로 치하게 된다. 이때 최 의 컬러 매트릭스를 

구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ind A  s.t. ║ ║       (4)

식 (4)를 최 화는 9개의 컬러 매트릭스의 요소값을 

편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는 X와 Y는 정

방행렬이 아니므로, 의사 역행렬 (pseudo inverse) A
+

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5)

식 (5)를 통해  의 각 성분 즉, arr, agg과 abb는 

각 성분의 정품이미지 와 비교이미지 사이의 각 

색깔 성분사이의 얻어지는 자기상 계수를 의미한다. 

나머지 6개는 다른 색깔 성분 사이의 상호상 계수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비교하는 두 개의 이미지 와 

 사이의 값이 유사할수록  의 각선 성분은 1근

처의 값을, 그리고 비 각선 성분은 0 근처의 값을 갖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2. 인쇄물에 대한 컬러 매트릭스의 통계 특성

식 (5)에 의한 인쇄물에 한 컬러 매트릭스는 정품

과 가품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쇄 매체의 특성

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는 [그림 1]에 나타낸 정품 

이미지와 가품 이미지에 한 식 (5)로 찰되는 컬러 

매트릭스의 측정 를 나타내고 있다. 정품 이미지의 

경우에는 자기기에 등록된 원본 이미지에 해  다

른 자기기에 의해 측정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컬러 매트릭스이다. 반면에 (b), (c)와 (d)는 평  인쇄, 

문가 인쇄, 드럼 스캔 방식에 의한 고품질 복제 기술

에 의해 재 된 가품에 해 측정된 컬러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 정품 이미지에 한 컬러 매

트릭스는 각선의 값들이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

고 각선을 제외한 값들이 0의 근 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는 인쇄방법에 있어 3가지

의 가품 라벨인쇄 방법  문가 인쇄방법으로 인쇄한 

가품 라벨이 가장 정품에 가깝게 정교하다고 볼 수 있

다. 그 지만, 정품 라벨의 컬러 매트릭스와 비교하 을 

경우 값이 매우 불안정함을 볼 수 있다.











 
  
  

(a) 정품











   
   
  

(b) 가품(평판)











   
   
  

(c) 가품(전문가)











  
  
  

 (d) 가품(드럼스캔)

그림 2. 정품과 가품의 3x3 Color Matrix 예

[그림 3]은 [그림 1]에 나타낸 정품 이미지와 가품 이

미지에 해 직  10회씩 촬 하여 측정한 컬러 매트릭

스의 각 행렬 요소 값의 분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그림 1]에 주어진 이미지가 R성분이 

가장 넓은 역에 분포하고, 다음으로 G성분이, 마지막

으로 B성분은 가장 약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 다. 

즉, 상 계수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정품 이미지의 

각 행렬 요소값이 1 근처의 값에 집되어 있는데, R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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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가장 크고, 다음이 G성분이고, 제일 은 성분이 

B성분이다. 그러나 조 인쇄된 가품 이미지의 R성분

도 넓은 역에 분포하여 측정된 값이 1 근처의 값을 

갖게 되지만 정품의 값에 비해 작은 값을 갖게 되며, G

성분과 B성분 값도 정품에 비해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정품과 가품의 비 각선 성분의 값들은 0 근처의 값을 

갖게 된다. 특히 abg을 제외하고 비 각선 성분들은 3종

류의 가품 값에 비해 정품의 값이 부분 최 의 값을 

갖게 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식 (5)에서 상호상

계수에 의해 상 성이 거의 제거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 arr

(b) arg

(c) arb

(d) agr

(e) agg

(f) agb

(g) 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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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한 제품 인증 시스템의 제어 흐름도

(h) abg (i) abb

그림 3. 정품과 가품에 대한 컬러 매트릭스의 각 요소 성분에 대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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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한 영상 인쇄물 위변조 판정 방법

컬러 매트릭스의 각 요소 성분에 한 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정품 이미지와 가품 이미지를 구분 할 수 있

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는데, [그림 4]는 인쇄물에 

한 변조 정을 한 제안된 제품 인증 시스템의 

제어 흐름도를 나타낸다. 먼  사용자의 스마트폰 는 

테블릿 PC에 설치된 App을 이용하여 인증을 원하는 

라벨 이미지를 촬 하면 서버를 통해 입력 상으로 들

어온다. 입력된 상은 QR코드 검출을 해 상을 이

진화하고 QR코드를 검출하여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고 

히스토그램 정합과 캐니 에지 연산 등과 련한 처리

를 수행한다. 처리가 완료된 상은 블러정도를 확인

하여 블러정도가 심할 경우 사용자에게 재촬 을 요청

한다. 상의 블러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원본 상과 

히스토그램 매칭을 수행하여 히스토그램을 비슷하게 

맞추고, 한, 공간 정합을 통해 최소의 MAD(Mean 

Absolute Difference)가 되는 치를 찾는다. 이 과정이 

완료된 상은 서버에 장된 원본 상과 비교하여 컬

러 매트릭스를 생성한다. 입력된 상의 컬러 메트릭스

를 이용하여 식 (7)에 의해 측정되는 CMS(Color 

Matrix Sum)을 계산하고 [그림 5]의 B-region범 에 

포함될 경우 재촬 을 사용자에게 요청하며 A-region

에 포함되면 정품을, 그리고 A-region범 와 B-region

범 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가품으로 정하여 사용자

에게 통보한다.

그림 5. CMS 분포에 따른 판정 범위

    
    

[그림 5]에 의한 CMS 분포에 따른 정품과 가품 정

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해 [그림 6]에 나타낸 5종류

의 라벨 이미지를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좌측상

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1-라벨부터 5-라벨까지 각각 명

명하 다. [그림 7]은 5가지 라벨 이미지에 하여 각 

테스트를 통해 얻은 CMS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고, [그

림 8]은 CMS분포 도를 나타낸 것이다. 한 3종류의 

스마트 폰(삼성 갤럭시S7, LG패드, Xiaomi M1A1)을 

사용하여 스마트 폰 제조사 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반

하 고, 각 라벨 이미지별로 40회씩(평 13회, 문가13

회, 드럼14회) 테스트를 수행 하 다. 한, 가품 라벨은 

3가지의 인쇄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8]에 나타낸 정

품과 가품의 분포도를 통해 정품 라벨의 CMS와 가품 

라벨의 CMS가 각각의 군집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포도의 CMS가 원본라벨과 유사한 정품 라

벨이 가품 라벨보다 3의 값에 근 하는 것을 [그림 7]과 

[그림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림 5]와 

같은 정 방식이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라벨 이미지

 

(a) 1-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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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Label

(c) 3-Label

(d) 4-Label

(e) 5-Label

그림 7. 정품과 가품 이미지에 대한 CMS분포 특성

(a) 1-Label 분포도 

(b) 2-Label 분포도

(c) 3-Label 분포도

(d) 4-Label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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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Label 분포도

그림 8. 정품과 가품에 대한 CMS 분포도 

VI.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인쇄물의 변조를 정하는 새로운 기

법을 제안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그림 9]와 

같은 시스템을 직  구 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3가

지의 큰 흐름으로 분류하며 스마트폰, Network, Server

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인증결과를 보여 다. 스마트

폰에 설치된 App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인증을 원하는 

제품의 라벨을 Network를 통해 서버로 달한다. 서버

는 사용자가 인증을 원하는 라벨을 송받아 QR코드를 

이용해 라벨부분을 추출한 후 처리를 통해 보정작업

을 수행한다. 보정작업이 완료된 라벨 이미지는 서버에 

장되어있는 원본 이미지와 비교하여 컬러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CMS(Color Matrix Sum)을 계산한다. 계산이 

완료된 CMS를 이용하여 인증 결과를 다시 Network를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송하여 인증 결과를 보

여 다.  

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그림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험 이미지는 600×600 크기의 

라벨 이미지를 사용하 다. [그림 10(a)]는 정품 라벨이

미지 이고, [그림 10(b)]는 가품 라벨 이미지이다. 좌측

상단부터 우측하단까지 1번부터 10번 라벨로 명명하

다. 실험은 총3 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7, LG패드, 

샤오미 MI A1)을 사용하여 진행하 다. 가품 라벨은 3

가지의 다른 인쇄방법(평 , 문가, 드럼)을 사용하여 

실험하 으며 3종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각 정품 

약100회, 가품 약100회씩 촬 하여 인식율을 확인하

다. 모든 실험은 같은 조건 하에 진행하 다. 

[표 1]은 [그림 10]에 나타낸 10개의 각 정품 라벨 이

미지에 하여 스마트폰 종류별로 실험을 통해 얻은 인

식률, 미인식률, 오인식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통

해 1, 2, 3, 5, 7, 8, 10라벨의 인식율이 모두 100%로 매우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4라벨이 샤오미 폰에서

는 4%의 미인식율이 발생됨을 볼 수 있고, 6라벨과 9라

벨 한 미인식율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샤오미 폰에 장

착된 카메라는 이미지를 캡처하는 과정에서 색깔 왜곡

을 갖고서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지만, 

샤오미 폰의 미인식율이 1～5%정도 발생하는 라벨이 

존재하 지만 오인식율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제안된 인쇄물 판정 시스템과 제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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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phone 
type

print 
type

recognition
No

recognition
Bad 

recognition

1

Sam
sun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L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Xiaomi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2

Sam
sun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L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Xiaomi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3

Sam
sun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L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Xiaomi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4

Sam
sun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L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Xiaomi

P 100% 0% 0%

J 100% 0% 0%

D 70% 30% 0%

5

Sam
sun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L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Xiaomi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6

Sam
sun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L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Xiaomi

P 100% 0% 0%

J 100% 0% 0%

D 88% 12% 0%

표 2. 가품 라벨이미지에 대한 인식률 실험결과

        

(a) 정품 라벨 

   

   

       

(b) 가품 라벨 

그림 10. 실험에 사용한 라벨 이미지

label phone type recognition
No

recognition
Bad 

recognition

1

Samsung 100% 0% 0%

LG 100% 0% 0%

Xiaomi 100% 0% 0%

2

Samsung 100% 0% 0%

LG 100% 0% 0%

Xiaomi 100% 0% 0%

3

Samsung 100% 0% 0%

LG 100% 0% 0%

Xiaomi 100% 0% 0%

4

Samsung 100% 0% 0%

LG 100% 0% 0%

Xiaomi 96% 0% 4%

5

Samsung 100% 0% 0%

LG 100% 0% 0%

Xiaomi 100% 0% 0%

6

Samsung 100% 0% 0%

LG 100% 0% 0%

Xiaomi 99% 0% 1%

7

Samsung 100% 0% 0%

LG 100% 0% 0%

Xiaomi 100% 0% 0%

8

Samsung 100% 0% 0%

LG 100% 0% 0%

Xiaomi 100% 0% 0%

9

Samsung 100% 0% 0%

LG 100% 0% 0%

Xiaomi 99% 0% 1%

10

Samsung 100% 0% 0%

LG 100% 0% 0%

Xiaomi 100% 0% 0%

표 1. 정품 라벨이미지에 대한 인식률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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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am
sun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L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Xiaomi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8

Sam
sun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L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Xiaomi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9

Sam
sun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L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Xiaomi

P 100% 0% 0%

J 100% 0% 0%

D 85% 15% 0%

10

Sam
sun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LG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Xiaomi

P 100% 0% 0%

J 100% 0% 0%

D 100% 0% 0%

[표 2]는 [그림 10]에 나타낸 10개의 각 가품 라벨 이

미지의 실험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며 정품과 마찬가

지로 3종류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 고 각 스마트폰은 3

가지 방법으로 인쇄된 가품 라벨을 사용하 는데, 평

인쇄는 D, 문가인쇄는 J, 평 인쇄는 P를 나타낸다. 

부분의 가품 라벨 1, 2, 3, 5 ,7, 8 10라벨 한 정품 

라벨과 마찬가지로 100%의 인식율을 보여주었다. 정품 

라벨과 마찬가지로 6, 4, 9라벨에서 미인식율이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샤오미의 드럼스캔 방식에서 

30%, 12%, 15%의 미인식율을 보여주었지만 오인식율

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을 통하여 다양한 인쇄매체별로 복제되는 인쇄

물에 해 다양한 단말기로 제안된 기법을 사용함으로

써 정품과 가품을 정해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에 컬러 이미

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컬러코드를 설계하고, 이를 제품

의 정품 인증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연

구하 다. 정품은 CMYK와 같은 4가지 색상성분으로 

출력되는데 변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품은 

RGB의 3가지 색상으로 표 되며, 이 과정에서 컬러 왜

곡이 발생되는 사실을 컬러매트릭스를 조사하여 확인

하 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정품과 비교이미지를 컬러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컬러매트릭스의 

각 요소값의 통계 특성에 기 하여 제품 인증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다양한 컬러 코드

에 한 다수의 스마트 폰을 통한 실험에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제품 인증 시스템이 효과 임을 검증하 다. 

재 제안한 컬러코드의 변조 검출 방법은 정품 코

드는 서버에 등록하여 입력되어 오는 이미지와 비교하

는 방식을 사용한다. 앞으로 정품 코드의 통계 특성 자

체만을 이용하여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방법에 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안정 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의류, 식품, 도서, 자제품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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