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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Tool 개발 과정 중 머신 러닝, 딥러닝에 필요한 이미

지 크롤링 및 전처리 기능을 이용한 가공된 데이터 셋 처리 과정을 기술한다. 개발된 RPA 툴에서 머신러닝 

및 딥러닝에 사용될 데이터 확보 기능을 제공하며, 세부적으로 이미지 전처리(ConvertGray , 

HistogramEqualization, Binary, Resize)등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개발된 툴을 통해 

RPA의 자동화 기능과 , 전처리 기능의 융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키워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데이터셋(Data set), 웹크롤링(Web Cra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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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머신러닝과 딥러닝 처리에서 이미지 관련 모델 구성시 데이터의 

확보 및 전처리 과정은 비슷한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1]. 하드 

코딩을 통한 데이터 크롤링 및 전처리를 하는 과정은 순서만 살짝 

달라져도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복되는 

과정을 새로 개발한 RPA툴을 이용하여 기존 업무에 대한 시간적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의 증가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가공된 데이터를 얻어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처리에 

대한 부담을 감소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개발된 RPA Tool의 알고리즘은 Fig 1.과 같다

모든 기능들의 기준을 삼기위한 리스트를 전역변수로 설정한다. 

기능추가시 , 기준을 삼은 리스트에 딕셔너리가 추가된다 . 메인화면 

항목 클릭시 오른쪽 속성창이 나타나며 , 속성창 인자값 추가 후 

시작 버튼을 통해 함수 호출 및 기능실행이 이루어진다.

Fig 2는, Fig 1.내용을 세부적으로 ,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프로그램 툴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전반적 과정을 기술한다.

Fig. 1. RPA_Tool_Alg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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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PA_Tool_Algorism

III. The Proposed Scheme

개발된 RPA Tool을 통해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결과는 

Fig 3.와 같다[2].

Fig. 3. RPA Tool Image Crawling result

(Naver_Image)

Fig 4.은 RPA 기본 기능들을 이용해 네이버 이미지 탭에서 크롤링

한 강아지 이미지 결과물을 저장하고 Gray_Scale 을 통해 Binary 

기능을 사용전 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이진화 연산을 

도와주는작업을 보여준다.

Fig. 4. RPA Tool Image Processing result 

(Gray_Scale)

Fig 5.는 Equlize Histogram을 통해 Gray_Scale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의 이미지 픽셀의 균등화를 처리하는 작업이다.

Fig 5. RPA Tool Image Processing result

(Equlize_histogram) 

그 후 Fig 6. Binary 기능을 사용해 영상처리와 이미지 인식의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처리를 한다.

Fig. 6. RPA Tool Image Processing result 

(Binary_Processing)

Fig 7.은 Resize를 통해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의 사이즈를 변경하여 

이미지 학습에 용이하게 데이터 전처리를 완료한다.

Fig 7. RPA Tool Image Processing result 

(Resize_Processing)

IV. Conclusions

개발한 툴은 RPA+데이터확보+데이터가공의 융합을 이루어 냈다. 

기존의 RPA 관련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과, 이미지 크롤링, 이미지 

전처리 등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이미지 크롤링 결과는 정확한 

강아지의 대한 이미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 강아지와 관련된 모든 

이미지를 가져온다. 향후에는 Yolo를 통한 객체인식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객체의 대한 이미지 크롤링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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