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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OCR기술을 이용하여 나만의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어플을 제안한다. 현재 카드와 간편결제를 

많이 쓰는 시대, 사람들은 소비 패턴을 쉽게 분석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도 쉽게 못하고 있다. 

따라서 OCR을 활용한 영수증 인식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나의 소비 생활을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소비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의 핵심 기능은 수입/지출을 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용 중인 소비 앱은 너무 많은 기능을 도입해 오히려 사용성이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서비스는 

빼고, 핵심 기능과 OCR 기능, 예산 관리, 포인트 제도, 카테고리별 지출 관리를 넣었다. 프로젝트의 대상은 

평소 과도한 지출을 하는 사람과 자신의 소비를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며, 본 시스템에서 OCR을 이용해 소비 

시 발생하는 영수증을 인식하여 더욱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비 계획적인 소비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사용자의 출석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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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가계부 어플[3]의 핵심 기능은 수입/지출을 표기하는 것이다. 하지

만 현재 상용중인 소비 어플은 너무 많은 기능을 도입하여 오히려 

사용성이 떨어진다. 이에 본 논문은 OCR 기술을 이용한 나만의 

소비패턴 분석 어플을 제안한다.[1] 복잡한 서비스는 빼고, 핵심 기능와 

OCR기능, 예산 관리, 포인트 제도, 카테고리별 지출 관리를 도입하였

다.[2] 본 논문에서는 2절에서는 관련 연구 확인을 하고 3절에서는 

설계를 한다. 4절에서는 예상되는 구현결과를 도출하고 5절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인공지능의 핵심분야 ‘OCR 기술’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며 다양한 업계에서 적극 

도입중인 OCR 기술은 점점 성장세를 보이고 사업이 커지고 있다.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광학식 문자 인식이라고 

불리며 문자를 이미지 스캐너를 통해 파일로 획득하고 문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사무 자동화, 산업 환경, 일상생활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전세계 OCR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3.7%

로 성장해 2025년 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1.2 OCR관련 시장현황

최근 OCR시장현황은 표1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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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 prospect graph prediction

The global 

o c r - r e l a t e d 

market is 

expected to 

grow at a 

CAGR of 

13.7% over the 

next five years 

to reach about 

15 trillion won 

in 2025

North America 

is expected to 

account for 39 

percent of the 

a p p e t i z e r 

market and 

Asia, includ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see a 17 

percent rise.

Table 1. Forecast status 

III. The Proposed Scheme

3.1 시스템 구성도

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로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OCR 

기술을 활용하여 스캔하기 위해 카메라 OCR, 기록을 하고, 소비한 

것을 그래프, 세부내역, 소비패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확인 페이지로 들어가면 포인트 적리브 포인트 확인, 포인트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Fig. 1. system diagram

3.2 정보설계

정보설계와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Fig. 2. internal diagram

3.3 구현

본 구현을 위해 OCR, ANDROID, DB, HTML, CSS, JQUERY등

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IV. Conclusions

현재 나와 있는 많은 기능이 도입되어 있는 가계부 어플 대신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지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OCR 기술과 함께 결합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소비패턴을 분석하

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를 보다 나은 소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비계획적인 소비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어플 사용을 효율적

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내용으로 실제 다양한 언어와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한다면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인공지능 활용한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보다 우수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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