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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T특징치를 이용한 다국  지폐의 계층  인식 
알고리즘에 한 연구

이왕헌

A Study on Hierarchical Recognition Algorithm of Multinational Banknotes Using 
SIFT Features 

Wang-Heon L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물체 인식 분야에서 잘 알려진 회 , 스 일, 조명의 변화에 강인한 특징치인 SIFT를 이용

하여 지폐의 특징 벡터를 구하고 이를 ANN알고리즘에 의해 정합하여 다국  지폐를 인식하는 방법에 한 

것으로  계층  지폐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지폐마다 지니고 있는 특징치를 추출하여 국   권종을 인식하

기 하여 자외선, 외선,  백색 투과  조명을 개발하고 조명 변화에 따라 촬 된 상으로부터 SIFT특징

치를 구하고 다국  지폐의 국 과 권종을 인식하는 방법을 구 하 다. 한화, 달러화, 유로화에 하여 회  

 크기 변화가 있는 환경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하 고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not only take advantage of the SIFT features in banknote recognition, which has robustness to illumination changes, 

geometric rotation as well as scale changes, but also propose the hierarchical banknote recognition algorithm, which comprised of feature 

vector extraction from the frame grabbed image of the banknotes, and matching to the prepared data base of multinational banknotes by 

ANN algorithm. The images of banknote  under the developed UV, IR and white illumination are used so as to extract the SIFT features 

peculiar to each banknotes. These SIFT features are used in recognition of the nationality as well as face value. We confirmed successful 

func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by applying the proposed algorithm to the banknotes of Korean and USD as well as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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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폐 인식은 지폐를 출 하거나 입 하는  무인 자

동화 기기나 은행 창구등 다량의 지폐를 처리해야 하

는 경우 핵심 기술로써 국가별 지폐  권종의 다양

성과 사용자의 습  등에 따라 지폐를 인식하는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으며, 자동화기기의 품질을 결정

하는 가장 요한 기능이다. 지폐인식의 경우 폐를 

폐로 인식은 오차없이 100%인식하여야 하며, 진폐

를 폐로 인식률은 2% 이내이어야 하는 것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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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표 으로 되어있다. 한  부분의 지폐인식 장

치들은 지폐에 표시된 마그네틱 선이나 외선, 홀로

그램 등을 인식에 사용한다[1-4].

 지폐 내에 폐방지를 해 설치된 외선이나 자

외선과 마그네틱선등을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하는 종

래의 방법의 경우 이런 특징치들이 오염으로 인해 훼

손되는되는 경우 감지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2 에서는 지폐가 사람들 사이에 유통되면서 오염

되거나 는 지폐와 함께 세탁하는 경우등에 의해 변

형이 발생할 수 있는 조방지 특징 정보의 소실 등

에 의해 진폐임에도 불구하고 폐로 인식하는 경우

와 반 로 폐를 진폐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

다.

특히, 폐방지 특징치 자체를 센싱하는 종래의 방

법 신에  자외선, 외선, 백색 투과 등 조명을 변

화시켜 지폐에 투사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 하여 얻

은 상을 이용하여 지폐인식 알고리즘을 구  한다. 

2 에서는 본 연구의 지폐인식의 특징치 추출로 사용

한 조명과 회   스캐일 변화에 강인한 특징치인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ation)와 

매칭을 한 ANN(: Approximated Nearest 

Neighbor) 방법을 제안하며, 매칭된 결과를 검증하기 

한 RANSAC(: Ramdom Sample Consensus)방법에 

하여 설명한다[5].

3 에서는 다국  지폐의 자기 학습형 인식 알고리

즘에 한 것으로  한화, 미화 유로화등 입력된 상

에 2 의 SIFT 특징치 방법을 용하여 구축한  데

이터 베이스의 구축방법과 인식 방법에 하여 설명

한다.

4 에서는 2 과 3 에서 제안한 다국  지폐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폐인식의 결과를 설명한다.

Ⅱ. SIFT특징치를 이용한 지폐특징치의 추출

2.1 크기 불변 특징  검출

SIFT는 크기 불변 공간에서 가우시안 차분(DoG: 

Difference of Gaussian)을 계산한 후, 이웃한 8개의 

픽셀들과 이웃한 두 크기(scale)에서 극 와 극소가 

되는 픽셀을 찾는다. 이러한 극 , 는 극소가 되는 

픽셀들이 바로 크기 불변 특징 이 되며 크기 공간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크기공간의 형성[6]

Fig. 1 Scale space configuration

극 와 극소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이웃한 8개의 

픽셀들과 이웃한 두 개의 크기에서 DOG 값이 가장 

크거나 DOG 값이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

림 3에서 화살표의 시작 이 검출된 크기 불변 특징

이며 에지 근처에서 DOG 상의 극 , 극소가 발

생하므로 결과 으로 에지 근처에서 크기 불변 특징

이 잘 검출되는 것을 찰 알 수 있다.

그림 2. 극 , 극소의 검출[7]

Fig. 2 Extraction of max and min points

2.2 특징 벡터의 생성

추출된 특징 의 주변 역에서 각 픽셀들의 상

의 기울어진 방향을 계산하고, 이후 이들 기울어진 방

향을 36개의 각도로 양자화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각도를 특징 의 기 방향으로 결정한다. 주변 역 

픽셀들의 방향에서 기  방향을 뺀 새로운 방향은 

상의 회  변환에 불변인 기 방향이 된다. 



SIFT특징치를 이용한 다국  지폐의 계층  인식 알고리즘에 한 연구

 687

그림 3. 크기 불변 특징  검출

Fig. 3 Extraction of magnitude invariant features

얻어진 기  방향을 8개의 각도로 양자화 하여 그

림 4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2x2의 역에 해 총 

2x2개의 방향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여기서 얻게 되

는 8개의 각도로 양자화된 2x2개의 히스토그램이 키

포인터의 특징 벡터가 된다. 

 그림 4와 같은 경우 각각의 특징 마다 32 차원의 

특징 벡터를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4x4 역에 

해 8개의 각도로 양자화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각각의 특징 마다 128 차원의 특징 벡터를 얻었다.

그림 4. 크기 불변 특징  기술[8]

Fig. 4 Description of magnitude invariant feature points 

그림5. 지폐 인식 알고리즘

Fig. 5 Banknote recognition algorithm

본 연구의 지폐인식  국   권종 인식 알고리즘

의  로우 차트는  그림7과 같다.

2.3 호모그래피를 이용한 알고리즘

그림 7의 알고리즘에 의해 입력 지폐 상과 지폐 

DB사이의 정합을 마친 후, 정합이 된 입력 상의 특

징 들과 모델 상의 특징 들 사이에 어 인 변환

(:Affine transformation)이 존재하는지를 단한다. 과

반수 이상이 응하는 특징 들에 해 동일한 어

인 변환이 존재할 경우 모델이 검증되었다고 단하

고, 지폐 인식을 완료한다. 어 인 변환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1)

응하는 특징 들의 어 인 변환을 구하기 해서 

그림 6과 같은 RANSAC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N:=Predefined iteration number
{P}:=The set of corresponding points
E(p):=Error measure given homography and point p
 i=0
 prev_count=0
 homography H

While i<=N
 Pick random four corresponding points in {P}.
 Calculate the affine transformation Htemp using the four  
points.
   inlier_count=0
   For all p in {P}
     If E(p)<Emax
       inlier_count=inlier_count+1

end
If inlier_count>prev_count
prev_count=inlier_count
H=Htemp
end

end

그림 6. RANSAC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Fig. 6 Pseudo code of RANSAC algorithm  

2.3 ANN을 이용한 인식 알고리즘의 구

본 연구에서 매칭(Voting)의 방법으로는 ANN방법

을 사용하 다. 이후  k-d tree의 다차원 공간상에서 

특징치간 두  사이  유클리드 거리를 식(2)를 이용

하여 구하고  가장 작은 값을 지니는 데이터에 해당

하는 상을 인식결과로 출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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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NN 알고리즘[9] 

Fig. 7 ANN algorithm[9]

III. 자기학습형 다국  지폐인식 알고리즘

3.1 지폐인식을 한 조명 시스템의 개발

지폐 특징치 추출을 한 조명시스템을 아래의그림 

8과 같이 개발하 다.

  

(a) 조립된 BLU   (b) 원 On 된 BLU   (c) 지폐 

입력된 BLU 

(a) Assembled BLU   (b) BLU in Power   (c) BLU 

at Image On State Capture

  

(d) 설치된 상태 BLU   (e) 상이 입력사진   

(f)자동 조명시스템 체

 (d) Assembled   (e) Captured Image   (f) 

Automated Imaging BLU at BLU & Illumination 

System

그림 8. 지폐인식을 한 조명시스템 [10]

Fig. 8 Automated illumination and imagr capturing 

system

3.2 자기학습형 지폐인식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2 에서 지폐로부터 추출된 SIFT특

징치를 이용하여 지폐의 특징 벡터를 구하고 이를 정

합(Matching) 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이를 이용하여 

다국 지폐의 국  별은 물론 권종의 인식  인식

된 권종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분리하는 연구를 그

림 9와 같은 계층  지폐인식 알고리즘을 구축 하

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자기 학습형 지폐인식 시스

템의 체 구성은 다음의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계층  지폐인식 알고리즘

Fig. 9 Hierarchical banknotes recognition algorithm

3.3 자기 학습형 지폐인식을 한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그림 10. 다국  지폐인식을 한 데이터베이스  

Fig. 10 Multinational database for banknot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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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 에서 추출된 SIFT특징치를 이용

하여 지폐의 특징 벡터를 구하고 이를 정합

(Matching) 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이를 이용하여 

다국 지폐의 국  별은 물론 권종의 인식  인식

된 권종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분리하는 연구를 그

림 9에 따라 수행한다.

  입력된 지폐 상으로부터 추출된 SIFT특징치를 

이용하여 국 을 별하고 이후 권종을 별하게 되

며, 인식된 권종에 해 패와 진폐를 별하게 되며 

이때 사용한 다국  지폐의 데이터 베이스는  그림 10

과 같다.

IV. 실험 결과

다국  지폐를 구분해내는 방법으로  회 과 스캐일  

조명변화에 강인한 특징치인 SIFT특징치를 이용하여 국

과 권종을 인식하는 방법을 수행한다.

그림 11에는  한화5 만원권과 100달러 미화  500유로

화를 그림9의 계층 인 다국  지폐를 그림 10의 사  구

축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인식 한 결과를 보여 다.

(a)한화5만원( 면)   (b)한화5만원(후면)  

(a) Korean 50,000Won (Front)  (b)  Korean 

50,000Won(Rear)

(a) 달러화 100＄( 면)    (b)달러화 100＄(후면) 

(a) USD 100＄(Front)   (b)USD 100＄(Rear) 

(a)유로500( 면)      (b)유로500(뒷면)

(a) 500EURO(Front)     (b)500EURO(Rear) 

그림 11. 한화, USD, EURO화 지폐인식 결과

Fig. 11 Banknote recognition results on Korean ,USD 

and EURO

아래의 그림 12는 회 되어 입력되는 한화 5만원권과 

미화 100달러지폐와 500유로화  인도 루피화에 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

는 그림이다.

(a)한화 5만원        (b) 100달러 

(a) Korean 50,000Won   (b) USD  100＄

(c) 500유로         (b) 인도 루피화

(c) EURO 500     (b) INDO  Rupee 

그림 12. 회 이 있는 경우의 지폐인식 결과

Fig. 12 Recognition results in case of the rotation

표 1은 한화,유로화  100달러 지폐에 해 상의 입

력에서 인식까지 걸리는 시간에 한 것으로 평균3.3 가 

소요되었다. 연구 개발환경은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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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IFT 매칭 결과표

Table 1. SIFT matching results

Kinds ofBanknotes 구분 Execution(sec) Avg. Speed  (Sec)
50,000Won

Front 2.52
2.48

Rear 2.45

EURO 500
Front 3.67

3.47
Rear 3.29

USD 100
Front 4.12

4.08
Rear 4.04

Average Execution Speed 3.35

표 2.  연구개발 환경

Table 2. Experimental environment 

CPU Intel I5

RAM 4G

OS Windows7 32bit

Software Visual Studio 2010 

Vision Tool OpenCV 2.4.5

Camera 
BC-XD104C Rev.1.00
Size : 640 X 480
Frame Rate : 30 fps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명과 회   크기변화에 강인한 

SIFT특징치를 지폐인식 알고리즘에 용하여 다국  지

폐의 인식을 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 다. 매칭의 

방법으로는 ANN방법을 사용하 고, 매칭된 결과는 

RANSAC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한 자기 학습형 지폐인식 알고리즘을 용하여 입력

된 지폐의 앞뒤구분 없이 국 과 권종을 인식 하도록 구

하 고, 제안한 알고리즘이 회 과 크기 변화에 강인하

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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