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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효율 인 입, 출  리를 해 기존 어 리 이션들의 불편함을 개선한 ‘입, 출  

리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기존 출납 리 어 리 이션은 모든 내역을 사용자가 직  입력하고 

리하는 방식으로 구 되어 있어서, 다수의 수입, 지출, 이체내역을 직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함

과 오류들이 발생한다. 한 남아있는 돈이 어느 계좌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 과 동일 

은행에 2개 이상의 카드가 있는 경우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역시 발생한다. 이런 문제 들을 개

선하기 해 계좌마다 보유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은행과 카드정보를 연결시켰다. 추가 으로 수증

의 텍스트를 인식해 내역을 장함으로써 효율 으로 입, 출  내역을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어 리 이션의 기능은 크게 수증 자입력을 통한 내역추가, 사용자의 자산내역 리, 계좌 & 체크

카드 연동, 더치페이 시스템 등이 있다. 수증을 카메라로 어 필요 정보를 구별해 인식하고 지출 

내역을 추가한다. 지출 내역을 추가할 때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내역을 공유할 수 있다. 이 시스

템을 통해 사용자는 더욱 쉽고 간편하게 입, 출 내역을 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서론

   최근 자신의 자산을 리하기 해 가계부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효율 이고 체계 인 재정 리

로 자신의 소비를 리하기 해서이다. 게다가, 정보화 

시 의 발 과 더불어 스마트 시 라고 불릴 만큼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됨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기반

으로 하는 어 리 이션의 사용이 증하 다. 이는 스마

트폰이 갖는 뛰어난 이동성과 편의성, 실시간 인 특징 때

문이다. 

  가계부란 가계 수입과 가계 지출을 심으로 재산의 증

가와 감소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회기 동안 기록하는 

장부를 말한다.[1] 즉, 사용자의 보유 자산을 악할 수 있

다. 사용자의 수입, 지출의 유형을 악하고 불필요한 지

출을 막아 다. 계획 인 재테크가 가능하다. 약의 습

을 키워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가계부를 효율 으로 작

성하려면 보다 쉬운 UI와 효율 인 내역 추가 등이 요

하다. 기존 어 리 이션은 모든 내역을 사용자가 직  입

력하고 리하는 방식으로 구 되어 있다. 다수의 수입, 

지출, 이체내역을 직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함과 오

류들이 발생한다. 한 남아있는 돈이 어느 계좌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 과 동일 은행에 2개 이상의 

카드가 있는 경우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역시 발생

한다. 

  재 사용되는 가계부 어 리 이션들은 사용자가 직  

모든 정보를 입력한다. 따라서 입력해야할 정보가 많은 경

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재 보유 액을 

계좌, 카드에 따로 구분지어 리하지 않고 일 으로 처

리한다. 따라서 한 계좌에 다수의 카드가 연결된 경우, 계

좌내역에서 액이 정상 으로 차감되지 않는 경우가 발

생한다. 수신된 문자를 인식해 연동하는 문자 연동 기능의 

빈번한 오류도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정확히 정보

가 입력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해 첫째

로, 계좌와 카드를 연결해 카드의 지출내역과 계좌의 지출

내역을 함께 처리해 돈이 어느 계좌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둘째로, 사용자가 수동으로 모든 내

역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수증 사진의 텍스트를 인식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내역을 추

가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더치페이를 해 다른 사람에게 

지출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효율 인 더치

페이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결과 으로 사용자는 

시간을 약하여 보다 쉽게 자신의 수입, 지출, 이체내역

을 리 할 수 있다. 한 자신의 내역을 공유할 수 있어

서, 다른 사람과 효율 인 더치페이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가계부 어 리 이션을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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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CR 기반의 가계부 모바일 어 리 이션 구

  본 연구에서 개발한 OCR 기반 가계부 모바일 어 리

이션에 필요한 요소는 크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DataBase, OCR, Kakao Link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체 구성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어 리 이션의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1) 보유자 ( , 계좌, 카

드) 리 (2) 사용내역(수입, 지출, 이체) 리 (3) 수증 

텍스트 인식 기능 (4) 지출내역 공유 기능 (5) 통계 그래

. 각각의 기능에 해서 아래에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1 어 리 이션의 체 구성도

 첫 번째 기능인 보유자  리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보유자  리 기능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자 의 유형별

로 데이터를 장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어 리 이션을 

시작하면 한 달간 사용자의 수입,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화면이 나온다. 기본화면의 상단에는 탭 버튼이 3개 

있는데 그  ‘계좌’버튼을 러 화면을 환한다. 계좌화

면에는 상단에 자신의 총 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TextView가 있다. 하단에는 , 은행, 체크카드로 총 3

종류의 버튼이 있다. 먼  내역을 입력할 경우, ‘ ’

버튼을 르면  자산 입력화면이 보이게 된다. 화면에

는 그룹이 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름과 액

을 을 수 있는 EditText가 있다. 정보를 고 ‘ 장하기’ 

버튼을 르면 이 정보들을 SQLite DB에 장한다. DB

는 이 정보를 리하기 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일 같

은 곳에 데이터를 장해 둔다.

은행 계좌를 입력할 경우, ‘은행’버튼을 르면 은행계좌 

자산 입력화면이 보이게 된다. 화면에는 그룹이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름과 액을 을 수 있는 

EditText가 있다. 정보를 고 ‘ 장하기’ 버튼을 르면 

과 마찬가지로 이 정보들을 SQLite DB에 장한다.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할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체크카드 자산입력화면에서 보면, 그룹은 체크카

드로 지정되어 있고 이름을 지정할 수 있으나 연결계좌에

서 스피 를 이용해 계좌와 연결할 수 있다. 이를 마치면 

해당 체크카드에서 지출이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연결된 

계좌에서도 동일한 액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어 리 이션 기 화면  보유자산 화

면

그림 3 보유자산 리 UI

   사용 내역을 리하기 해서는 어 리 이션 시작할 

때 나오는 기본화면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기본화면은 상

단의 탭 버튼  ‘가계부’버튼을 르면 이동가능하다. 기

본화면에서는 상단에 사용자의 한 달간의 총 수입과 지출

을 확인할 수 있는 TextView가 있다. 하단에는 수입, 지

출, 이체버튼이 있어 내역을 추가할 수 있다. 먼  수입내

역을 추가할 경우, ‘수입’버튼을 르면 날짜, 자산, 분류, 

액,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날짜선택’

버튼을 르면 안드로이드 기본 캘린더 젯으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자산에서는 앞서 입력한 보유자  

, 체크카드를 선택하여 지정하고, 분류의 경우에는 유형

별(월 , 용돈, 이자, 기타)로 나 어 입력 가능하다. 액

과 내용은 발생한 수입내역을 바탕으로 입력한다. 정보를 

입력하고 ‘ 장하기’ 버튼을 르면 보유자 내역과 마찬

가지로 SQLite DB에 장한다. 이체내역의 경우, ‘이체’버

튼을 르면 날짜, 입 자산, 출 자산,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날짜선택’버튼을 르면 안드로이

드 기본 캘린더 젯으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입 자

산과 출 자산으로 출 된 계좌와 입 된 계좌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액과 내용은 발생한 이체내역을 바탕으

로 입력한다. 정보를 입력하고 ‘ 장하기’ 버튼을 르면 

와 마찬가지로 SQLite DB에 장한다. 마지막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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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내역 추가의 경우, 수입과 이체내역 추가하는 방식에 더

불어 사람수를 입력하는 EditText가 있다.

  장된 사용내역은 화면에서 ListView로 보여지며 내역

을 수정, 삭제하기 해서는 해당 내역을 선택하면 된다. 

내역을 선택하면 입력창에서 입력했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하단의 삭제하기 버튼을 르면 해당 내역을 DB

에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역이 삭제되면 자산과 수

입, 지출 데이터에도 변동이 발생한다. 총 수입과 지출은 

가계부화면의 상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가계부의 주요한 기능은 OCR기반의 지출 내역 추

출  자동 분석 기능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 리

이션은 지출내역을 추가하는 경우, 사용자가 모든 정보를 

직  입력할 필요가 없다. 수증사진을 촬 하여 수증

의 특정 텍스트를 인식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는 기능이 

있다. ‘지출’버튼을 르면 다른 내역의 입력창과는 달리 

하단에 ‘촬 하기’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르면 스마트폰

의 기본 카메라 어 리 이션이 호출되어 수증 사진을 

촬 할 수 있다. 수증 사진을 으면 촬 된 사진을 확

인할 수 있고, 확인버튼을 르면 해당 사진의 텍스트를 

인식해 정보를 입력창에 자동으로 입력한다. 사용자가 ‘

장하기’버튼을 르면 인식된 정보가 DB에 장된다. 

  OCR이란 빛을 이용해 문자를 독하는 장치로 종이에 

인쇄되거나 손으로 쓴 문자, 기호, 마크 등에 빛을 비추어 

그 반사 선을 기 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다. OCR은 보통 고지서나 수증에 많이 사용된다. 

문자 인식은 특수한 독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흔

히 소형  스캐 와 용의 소 트웨어를 사용해서 한

다.[7]

  본 연구에서 사용한 OCR 라이 러리는 Tesseract OCR

엔진이며, Tesseract란 다양한 OS를 지원하기 한 OCR

엔진이다. 리 소 트웨어이고 Apache 라이선스이다. 

Tesseract OCR은 Preprocessor과 Segmentation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Preprocessor알고리즘은 최  들어온 이미지

를 처리하기 해 히스토그램 스트 칭과 히스토그램 평

활화, 이진화작업과 역상 작업을 통하여 보다 효율 인 출

력물을 얻기 한 처리 작업이다. 상인식 처리 작업

으로는 히스토그램, 이치화 작업을 거친다. 히스토그램은 

화상에 하여 각 농도의 벨마다 그 농도 벨을 갖는 

픽셀의 수, 는 모든 픽셀 수에 한 비율을 표시한 함수

이다. 화상 데이터가 어떤 농도 치를 갖는 픽셀로 구성되

었는지 조사하는데 쓰이며, 화상이 소정 형상의 히스토그

램을 갖도록 계조 처리를 한다.[8]. 이치화는 농담 상

(gray image)를 흰색, 검은색의 2치 데이터로 이루어진 2

치 상으로 변환시키는 역치처리이며, 2치화에 의해 1의 

값의 화소(dot)가 상을, 0의 값의 화소가 배경을 표시하

는 2치 상이 생성된다[9]. Segmentation알고리즘은 

Preprocessor작업을 거친 뒤, 이미지에서 자 단 로 혼

합의 text를 분류하는 작업이다. Tesseract OCR은 기본

으로 상 의 Preprocessor와 Segmentation과정을 거쳐 나

온 이미지를 신경망 기법과 Template matching기법을 사

용하여 input이미지를 인식하고 출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텍스트 추출을 한 수증 분석이 

필요했다. 그림 5에서 보면 수증에서 공통 으로 지출 

액은 ‘합계, 소계’의 뒤에 치하고 체크카드는 ‘카드번

호’의 뒤에 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합계, 소계, 카드번호와 숫자를 으로 텍스트를 

인식하도록 OCR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원하는 텍스트를 

추출하여 지출 내역에 한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4 OCR을 이용한 수증 데이터 추출

그림 5 OCR기반의 수증 분석

   한, 수입, 지출내역은 DB에 데이터가 장되며. 데이

터베이스에 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 가 생성되며, 

해당 그래 는 상단의 ‘통계’탭을 르면 확인가능하다. 수

입 그래 , 지출 그래 로 총 2개의 그래 가 그려진다. 

수입그래 의 x축은 수입유형(월 , 용돈, 이자, 기타)으

로, y축은 액별로 나뉘어 그려진다. 지출그래 의 경우

에는 x축은 지출유형(식사, 미용, 교통, 의복, 건강, 문화, 

경조사, 기타)으로, y축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액별로 나

뉘어 그려진다. 그래 는 막 로 수치를 표 하며, 사용자

는 유형별로 자신의 소비, 수입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어 리 이션은 지

출내역의 경우,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기능이 존재한

다. 더치페이시스템이 활발해진 요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지출 액을 사람의 수로 나 어 1명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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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해야할 액을 계산하여 카카오톡으로 알려 다. 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스턴트 메신 는 카

카오톡으로, SNS 이용자  9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내역을 공유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지출내역

을 선택하면 하단에 사람 수를 입력할 수 있는 EditText

가 있다. EditText에 함께 소비한 사람의 수를 입력하고 

‘공유하기’버튼을 르면, 카카오톡의 친구 리스트가 보여

진다. 공유할 사람 는 채 방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문자

열 형태로 송한다. 

그림 6 수입  지출에 한 통계 그래

그림 7 지출내역의 공유 화면

3. 결론

  

   재 사용되는 가계부 어 리 이션들은 사용자가 직

 모든 정보를 입력한다. 따라서 입력해야할 정보가 많은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재 보유 액을 

계좌, 카드에 따로 구분지어 리하지 않고 일 으로 처

리한다. 따라서 한 계좌에 다수의 카드가 연결된 경우, 계

좌내역에서 액이 정상 으로 차감되지 않는 경우가 발

생했다. 본 연구에서는 OCR 기반의 지출 내역 자동 추출 

기능과 지출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데이터 공유 내역 기능

을 통해서 보다 쉽고 효율 으로 지출에 한 리가 가

능한 가계부 모바일 어 리 이션을 개발하 다. 구체 으

로, 수증 자입력을 통한 내역추가, 사용자의 자산내역

리, 계좌 & 체크카드 연동, 더치페이 시스템 등이 있다. 

수증을 카메라로 어 필요 정보를 구별해 인식하고 지

출 내역을 추가한다. 장된 내역들로 계좌와 체크카드의 

정보를 수정한다. , 지출 내역을 추가할 때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내역을 공유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더욱 쉽고 간편하게 입, 출 내역을 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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