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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융 자동화 업무에서 지폐 분류기, 지폐 정사기, 지폐 인식기, 자동입출 기 

등이 자주 사용됨에 따라 많은 양의  거래가 무인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폐 인

식기는 지폐의 상을 획득하여 높은 신뢰도의 상 처리 기법으로 지폐를 식별하여 분류하는 시스템

이다. 지폐를 인식하고, 지폐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기 해서는 가장 기본 인 일련번호를 추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지폐 이미지를 바른 방향으로 뒤집고, 기울어진 각도를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지폐를 알아낸 다음 두 개의 일련번호를 추출한다.

1. 서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융 자동화 업무에서 지폐 분류

기, 지폐 정사기, 지폐 인식기, 자동입출 기 등이 자

주 사용됨에 따라 많은 양의  거래가 무인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폐 인식기는 지폐의 상

을 획득하여 높은 신뢰도의 상 처리 기법으로 지폐를 

식별하여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지폐를 인식하고, 지폐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기 해서는 가장 기본 인 일련번호

를 추출해야 한다. 

  국내 지폐에 한 연구에 비해 러시아 지폐에 한 연

구가 었고 러시아 시장이 망이 좋아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바른 방향, 상하가 뒤집힌 방

향, 좌우가 뒤집힌 방향, 상하좌우가 뒤집힌 방향, 이 게 

4가지 방향의 러시아 지폐 이미지를 바른 방향으로 잡

아주고, 기울어진 각도를 알아내서 회 을 하 다. 지폐 

종류마다의 특징을 이용해서 지폐의 종류를 알아낸 다음 

일련번호를 추출한다. 

  부분의 지폐 분류기, 지폐정사기, 지폐 인식기 등은 

한 종류의 지폐만 계수하여 불편함이 있지만 이를 이용해

서 일련번호를 추출하면 여러 종류의 지폐를 사용 할 수 

있고, 폐를 감별할 수 있는 등 많은 곳에 이용가능 할 

것이라 본다.

 

2.  일련번호 추출

      [ 그림 1 ] 지폐 일련번호 비교 과정

2.1 뒤집기

  러시아 지폐 이미지는 바른 방향, 상하가 뒤집힌 방

향, 좌우가 뒤집힌 방향, 상하좌우가 뒤집힌 방향, 이 게 

4가지 방향이 있다. 이를 제 로 된 방향으로 뒤집으려면 

특징을 알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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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지폐의 4방향

  우선 지폐를 이진화 한다. x좌표가 200인 지 에서 0부

터 Image_Height까지 검은 픽셀의 수를 세고 흰 픽셀을 

만나면 끝낸다. 그리하여 지폐 윗선의 y좌표를 알아내어 

지폐의 간 지 을 알아낸다. 간지 의 검은 픽셀 수를 

센 값이 50 이상이면 1번,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50 

이상이라고 지정한 이유는 노이즈로 인해 검은 픽셀 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히 50으로 지정해 두었다. 

[ 그림 3 ] 지폐의 마크

  모든 러시아 지폐에는 지폐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마크

가 있다. 1번, 4번이 해당되면 A에서 센 검은 픽셀 수가 

B에서 센 검은 픽셀 수 보다 크면 바로 된 1번 지폐이

다. 그 지 않으면 4번 지폐가 된다. 2번, 3번도 동일한 방

법으로 알아낸다. 상하로 뒤집을 경우에는 0번째의 배열을 

마지막 배열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Swap하는 

것이다. 좌우로 뒤집는 경우도 상하로 뒤집는 경우와 동일

하다. 

2.2 회

 뒤집은 지폐 이미지를 바로 회 을 해야 한다. 

[ 그림 4 ] 임의의 을 잡아 각도 구하기

  앞의 방법을 이용해서 임의의 을 여러 개를 지정한다. 

세 개의 이 있으면 이 식을 이용하면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의의
의의




[그림 4]에서 세 개의 각도를 구하여 평균 각도를 구한다. 

4방향을 이런 식으로 모두 구해서 두 선의 차가 90이 되

는 이 최 의 각도가 된다. 

  기존의 회 하는 방법은 기울어진 의 좌표를 바른 

의 좌표로 이동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의 

회 하는 방법은 처음 은 이동을 하고 나머지 은 그 

을 으로 Shift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삼각함수가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더 빠르다.

 

2.3 지폐종류 알아내기

 [그림 5]를 보다시피 지폐의 종류마다 특징이 있다. 10루

블에는 하나와 작 기 한 개, 50루블에는 하나와 작

기 두 개 등. 이 부분의 검은 픽셀 수를 세어 지폐의 종류

를 알아낸다.

[ 그림 5 ] 지폐종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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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련번호 자르기

 일련번호는 모두 동일한 치에 있다. 지폐의 첫 꼭짓

만 구하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히 잡는다. 이 

부분의 역을 BYTE형으로 배열을 잡아 지폐의 일련번

호를 추출하면 된다. 

3.  실험  평가

  ①뒤집기

② 회

③ 지폐 종류 알아내기

④ 일련번호 추출

  

4.  결과  추후과제

  본 논문은 높은 인식률로 실행이 된다. 기존의 방법이 

아닌 Shift하는 방법으로 실행시간을 이려고 노력하

다. 하지만 새로 발행된 n1000루블은 일련번호의 치가 

다른 종류의 지폐와 조  달라서 일련번호의 추출이 제

로 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일련번호 추출을 이용해서 지폐 인식기, 폐 

감별기 등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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