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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가 갈 수록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냉장

고, 냉장고 관리 어플리케이션 등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들은 범용적이지 못하

고 번거롭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 한계를 해결하고자 영수증을 통한 효율적인 냉

장고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쓰레기 배출과 처리

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한사람이 하루에 배출하

는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의 비율이 약 40%로 압

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실제로, 환경부의 ‘전국 폐

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 년 

하루 약 1 만 4477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였으

며 이는 한 해로 따지면 약 528 만 4105 톤에 달하며 

이를 처리하는데 약 8000 천억원이라는 비용이 소비

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각종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2010 년부터 시

행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에 전자 태그를 부착해 

정보를 수집하고 계량화하여 수거료를 부과하는 음식

물 쓰레기 종량제의 한 종류인 RFID 시스템을 실시

한 공동주택에서는 실제로 10%에서 40%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소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

식물 쓰레기의 양은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음식

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말한다. 가정이나 1 인가구에서 냉장고 속 무심코 잊

혀지는 식재료는 예비 음식물 쓰레기 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효율적인 냉장고 속 식재료 관리를 통해 음

식물 쓰레기의 배출을 줄이고 환경문제와 경제적 문

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시중의 스마트 냉장고는 고가의 제품이며 비범용적

이다. 또한 상용화된 냉장고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경

우, 사용자가 상품 또는 상품의 바코드 촬영을 통해

식재료를 등록 및 관리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식재

료를 개별적으로 등록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영

수증에는 구매한 모든 상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은 영수증 촬영을 통해 구매한 식재료를 한 번에 인

식하고 식재료의 정보, 유통기한 확인 및 수정이 가

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2. 본론 

2.1 전체 시스템 구성도 

 

 

Figure 1. System Architecture 

제안하는 냉장고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구성도는 

Figure 1 과 같다. 핸드폰 내장 카메라로 촬영한 영수

증 이미지를 OpenCV 전처리 후 Google vision API 를 

통해 텍스트를 인식한다. 인식한 텍스트 중 식재료명

을 추출하고, 학습된 머신러닝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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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의 종류를 분류한다. 그 후 유통기한을 포함한 

식재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는 

어플을 통해 식재료의 정보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2.2 영수증 촬영 및 서버 전송  

영수증 이미지의 텍스트 인식 및 분류를 위해 사진

을 로컬 서버로 전송한다.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

서 사진은 bytearray 로 인코딩 되어 서버로 전송되

고,  서버는 해당 bytearray 를 다시 이미지로 디코

딩한다. 이때 통신을 위해 TCP/IP 소켓 통신을 사용

한다. 서버로 전송된 영수증 이미지는 OpenCV 에서의 

명암대비 스트레칭 함수를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영수증의 명암대비가 더 

극대화되어 이는 텍스트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

는데 기여한다. 

 

2.3 텍스트 인식 

Google Clould Vision API 를 사용하여 전처리된 이

미지의 텍스트를 추출한다. Google Clould Vision 

API 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 API 로 이미지파일에서 얼굴인식 , 텍스트인식, 

사물, 상품로고 등을 인식하며 사람인 경우 기쁨, 슬

픔, 분노 등 다양한 감정식별도 가능하다. 

 

2.4 상품명 추출 

 

 

Figure 2. Examples of Receipts from 

Different Market 

Figure 2 를 보면, 영수증의 형식은 구매처마다 다

르지만, 상품명은 공통적으로‘상품명 (단가) 수량 

금액’과 ‘합계’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추출된 

텍스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해당 부

분만 파싱하여 사용한다. 

파싱된 부분 중 식재료명의 인식을 위해 불용어 사

전을 정의한다. 불용어 사전은 ‘과세물품, 행사’ 

와 같이 영수증에는 주로 등장하지만 식재료로 분류

되지 않는 단어들을 정의하여 제거한다. 
 

2.5 식재료 분류 

인식된 상품명의 카테고리 분류를 위해 랜덤포레스

트 모델을 사용한다.  

분류 모델의 학습 데이터 셋으로 온라인 마켓의 식

재료명을 크롤링하여 해당 카테고리로 레이블링 한다. 

영수증의 경우 주로 오프라인 마켓에서 구입한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오프라인 마트가 있는‘이마트, 롯

데마트’등 과 같은 대형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수

집한다.  

 

3. 결론 

 

Figure 3 . Application results 

 

본 논문에서는 음식물의 낭비와 가정 내 식재료 관

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안된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선행연구들의 낮은 이식성

과 식재료 개별등록의 번거로움을 영수증 사진으로부

터의 텍스트 추출을 이용하여 개선하였다. Figure 3 은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였을 때의 예상 결과물

이다. 

기능은 크게 ‘식재료 등록’과 ‘식재료 관리’부

분으로 나뉜다. 식재료 등록은 한 번의 영수증 촬영

을 통해 인식된 식재료의 명과 분류된 카테고리를 표

시하며 사용자의 확인을 거쳐 저장된다. 저장된 식재

료들은 식재료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의 로컬 서버를 클라

우드 서버로 대체한다면 새로운 상품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분류 모델의 학습을 통해 정확도와 활용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시스템은 효율적인 냉장고 관리를 도

와주어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시스템은 일반 가정집에서의 냉장고 관

리에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의 식당이나 사내 식당 

등에서도 확대되어 효율적인 냉장고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영수증에서 상품명을 인식하고, 분류하

는 기술은 가계부 관리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방면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런 적용 방법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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