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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Tool 개발 과정 중 OCR기법을 활용한 영수증 인식 

후 가계부 생성에 관한 자동화 처리 과정을 기술한다. 개발된 RPA 툴은 AI분야에 사용될 데이터의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그 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의 자동화를 제공한다. 그 중 영수증을 이용하

여 가계부 작성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이 기능을 활용

하면 작업의 수행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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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가계부는 자신의 소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영향을 끼친다. 가계부 작성은 지출을 컨트롤하고 지혜로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 힘들다. 그래서 소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영수증의 글자를 추출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본 기능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이런 일을 

새로 개발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Tool 을 이용하여 

처리하면 시간적 효율성과 편의성, 정확성, 신속성 등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OCR을 이용한 영수증 처리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무료 OCR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는 90%가 인식률이 

부정확하다. 그 중 인식률이 좋은 것은 구글 OCR과 네이버 클로바 

OCR이다.

Fig. 1. Google OCR Fig. 2. Naver CLOVA OCR

먼저 구글의 OCR은 구글 드라이브에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쉽고 영수증 같은 엑셀 포맷의 텍스트에는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식률이 뛰어나다. 네이버 클로바 OCR은 체험형이기 

때문에 제한이 걸려있지만 사진을 업로드하면 인식결과를 보여준다. 

인식결과는 훌륭하지만 가끔 오류가 생긴다. 

두 가지 모두 OCR결과는 좋지만 가계부로 추출된 데이터를 넘겨주

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OCR을 이용해 영수증을 인식하고 자동으

로 가계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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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OCR 진행 전에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면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미지 전처리 과정은 Fig 3과 같다.

Fig. 3. 이미지 전처리 과정

OCR은 문자 탐지와 문자 인식으로 나뉜다. 문자 탐지는 딥 러닝기

반의 문자 탐지 모델인 EAST모델을 사용하다가 인식률이 좋지 않아 

OpenCV의 Contour를 사용한 문자 탐지를 진행한다. Fig 4, 5 참고. 

또 문자 인식은 tesseract 4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OCR 알고리즘은 

Fig 6과 같다.

Fig. 4. EAST model Fig. 5. OpenCV Fig. 6. Algorithm

OCR 진행 후 결과로 나온 텍스트에서 원하는 값을 추출하여 

엑셀의 표로 저장한다. Fig 7 참고. 원하는 값은 상호, 일시, 가격, 

카드사, 카드번호로 고정하고 비고란을 만들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Fig. 7. save excel

IV. Conclusions

개발한 RPA 툴에서 OCR을 활용한 영수증 인식을 완료하였다. 

OCR을 이용한 자동화를 통해 원하는 값을 인식하여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값의 슬라이싱에서 한 가지에 대한 영수증에서만 

값을 가져올 수 있었다. 향후에는 영수증의 종류에 대한 분류와 그에 

따른 값을 가져오는 과정과 글자 탐지부분을 딥 러닝을 통해 발전시켜 

조금 더 정확한 가계부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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