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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ventional credit card number recognition system generally needs a card to be placed in a designated location

before its processing, which is not an ideal user experience especially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To improve the

user experience, this paper proposes a novel algorithm that can automatically detect the location of a credit card number

based on the fact that a group of sixteen digits has a fixed aspect ratio. The proposed algorithm first performs

morphological operations to obtain multiple candidates of the credit card number with >4:1 aspect ratio, then recognizes

the card number by testing each candidate via OCR and BIN matching techniques. Implemented with OpenCV and

Firebase ML, the proposed scheme achieves 77.75% accuracy in the credit card number recognition task.

요 약

일반적인 신용카드 번호 인식 시스템은 정해진 위치에 카드를 배치했을 때에만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논

문은, 저시력 장애인을 포함한 시력 취약 계층에게 보다 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 내 16자리 숫자의 종횡

비 특징을 이용한 자동 번호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형태학 연산을 통해 종횡비가 4:1 이상인 이미

지 후보군을 찾고, 각각의 후보에 OCR과 BIN 번호 매칭 기술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번호를 획득한다. OpenCV 및 Firebase

ML에 기반한 실험 결과, 카드를 정해진 위치에 두지 않아도 77.75% 정확도로 카드 번호를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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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기준 시각장애인의 90%를 차지하는 저시

력 장애인은 의학적 광학적 수단을 통한 시력 개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한다. 잔존시력에 의존하

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은 불편한 사용자 경험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인식 기능[1, 2, 3, 4, 13]의 경

우, 그림 1과 같이 카메라가 인식하는 이미지 내 특

정위치에 카드를 배치해야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논문은, 저시력 장애인을 포함한 시력 취약 계

층에게 보다 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위치에 카드를 두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는

형태학적 특징 기반 신용 카드 번호 자동 인식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신용 카드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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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rd number recognition algorithm flowchart.

그림 2. 카드 번호 인식 알고리즘 순서도

Fig. 1. Conventional card number recognition system, by

NAVER Corporation, requiring the card to be

placed within a designated location.

그림 1. 네이버 카드 번호 인식 시스템

(직사각형 창에 카드를 맞춰야 동작)

는 16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형태학

연산을 통해 하나의 그룹으로 형상화하면 종횡비

가 큰 특징을 갖는다. 이 특징을 이용하여, 본 논문

은 카메라 이미지 내 종횡비가 4:1 이상인 후보들

을 찾고, 각각의 후보에 16자리 숫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카드 번호를 추출한다. 구체적인 알고리

즘은 그림 2와 같다. 카메라 이미지에 대하여 잡음

제거와 경계 영역 강조를 위해 bilateral filter를 사용

하고 카드 번호 영역을 찾기 위해 Canny 알고리즘[1]

과 모폴로지[2] 연산을 통해서 카메라 이미지를 전처

리한다. 다음으로, 컨투어 연산과 boundingRect 연산

으로 카드 번호에 대한 후보군을 획득한다. 획득한

카드 번호 후보군에 대하여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광학 문자 인식)을 사용해 텍스트를

획득한다. 획득한 텍스트를 통해 카드 번호를 제대

로 인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자열 처리와 BIN

번호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텍스트와 BIN 번

호가 매칭되었을 시 이 카드가 어떤 회사의 카드인

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Ⅱ. 본론

1. 신용카드와 카드 번호의 형태적 특징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국내외의 ATM기기에 대해서 카드를 넣고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어야 하기에 카드 대부분은 국

제규격 ISO-7810의 ID-1 규격인 가로 85.60mm 세

로 53.98mm 두께 0.76mm를 따른다. 또한, 카드 번

호는 아멕스와 다이너스 카드를 제외하고는 카드

번호 16자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카드 번호는

대체로 4개씩 묶음으로 4개가 가로로 4, 4, 4, 4 형

태로 존재한다. 이와 유사하게 아멕스카드의 경우

15자리의 카드 번호가 4, 6, 5 형태로 존재하고 14

자리의 카드 번호를 가지고 있는 다이너스 카드의

경우엔 4, 6, 4 형태로 카드 번호가 존재한다. 아멕

스와 다이너스 카드의 경우 카드 번호는 가로로 긴

형태로 존재한다.

카드 번호 중 앞 6자리를 BIN 번호라 부르는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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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이미지 캐니 모폴로지 컨투어 연산 객체 후보군

Fig. 3. Card number detection algorithm.

그림 3. 카드 번호 검출 알고리즘

해당 카드가 어느 은행의 어떤 용도의 카드인지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BIN 번호가

920077이면 네이버페이 비씨체크카드이고, 205000

～205099인 경우에는 신한카드이다. 이처럼 카드

BIN 번호를 알고 있으면 해당 카드가 어느 회사의

카드인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오프라인

결제대행사인 한국정보통신(KICC)이나 KSNET에

서 카드 BIN 번호와 BIN 번호에 대응하는 카드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2. 카드 번호 검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카드 번호의 가로로 긴 형태적인

특징을 통해 촬영한 이미지에서 카드 번호 이미지

후보군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이

미지에 bilateral filter 연산을 사용해 잡음을 제거

하면서 경계(edge) 영역을 보존한다. 그리고 카드

번호와 카드 배경 간의 색 차이가 존재해 경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해 Canny 연산을 사용해 카

드 번호를 포함한 경계 영역에 대한 데이터들을 추

출한다. 추출한 경계 영역을 가지고 가로로 긴 형

태를 가진 카드 번호의 후보군을 검출하기 위해 세

로의 흰색 영역을 침식(erode) 연산을 통해 지우고,

가로의 흰색 영역을 팽창(dilation) 연산을 통해 늘

린다[4]. 그 후 openCV 에서 제공해주는 컨투어 연

산과 boundingRect 연산을 통해 흰색 영역으로 이

루어진 객체들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찾은 객체에

대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4:1 이상인 객체만을

추출한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객체를 추출하지 못

할 시 팽창 연산에 사용한 필터의 가로 길이를 키

워서 다시 객체를 찾는다. 그림 3에는 카드 번호 추

출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동안 이미지가 어떤 식으

로 변화하고 객체 후보군을 검출하는지에 대해 순

서대로 보여준다.

3. OCR을 통한 카드 번호 텍스트 추출

카드 번호 검출 알고리즘으로 얻은 카드 번호가

있으리라 예상되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OCR을 통

해 그 이미지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추출한다. 모든

추출된 이미지에 대해서 adaptive threshold를 사용

해 이진화하였고, 모폴로지 연산 중 열림(opening)

연산을 사용해 잡음을 제거하고[5] 마지막으로 샤

프닝(sharpening) 연산을 통해 경계 영역을 더 강

조해 텍스트를 강조하였다. OCR은 안드로이드에

서 사용이 가능한 Firebase ML Kit[6], Tesseract

3.05[7] 기반의 tess-two,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8, 9]을 각각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Firebase ML Kit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바일 개

발자들이 구글의 전반적인 기계학습을 쉽게 적용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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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이 중에서도 텍스트

인식의 경우 한글을 포함한 다국적 언어를 인식하

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텍스트 인식과 영어와 라틴

어, 숫자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별 텍스트 인식으

로 나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하는 OCR을

통해 숫자 텍스트만 인식하면 되기에 기기별 텍스

트 인식을 사용하였다.

Tess-two의 경우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오픈소스

OCR API인 Tesseract를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라

이브러리이다. 지원되는 Tesseract 버전의 경우 3.05

이고, 위와 마찬가지로 숫자만 인식하면 되기에 숫자

데이터로 학습이 된 Tesseract를 사용하였다.

CNN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 전체에 대

해 CNN을 적용한 것이 아닌 그림 4와 같이 각각의

숫자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영역분할을 수

행해 숫자 개별 객체를 추출한 후 각각의 숫자에

대해 CNN을 사용해 텍스트를 추출하였다. 사용한

CNN의 경우 표 1과 같이 단순화된 CNN을 사용하

였고, 학습 데이터는 카드에서 추출한 숫자 데이터

들과 0부터 9까지의 손글씨 숫자로 이루어진 MNIST

데이터를 합쳐서 학습한 후 텍스트를 추출하였다.

Table 1. Structure of CNN model for digit recognition.

표 1. 숫자 인식을 위한 CNN 모델의 구조

Input(C, H, W) Layer Type

(1, 28, 28) Conv2D(64, 1, 5, 5)

(64, 28, 28) MaxPooling2D(2, 2)

(64, 14, 14) Conv2D(64, 64, 3, 3)

(64, 14, 14) Conv2D(64, 64, 3, 3)

(64, 14, 14) MaxPooling2D(2, 2)

(64, 7, 7) Conv2D(128, 64, 3, 3)

(128, 7, 7) Flatten()

(6272) Linear(6272, 100)

(100) Linear(100, 10)

(10) Softmax()

모든 Layer의 활성화 함수는 ReLU 사용

Conv2D의 Stride = 1 Padding은 input shape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사용

Flatten 후의 Linear에 관해서는 Dropout 0.3 사용

Loss는 Cross Entropy, Optimizer는 SGD 사용

Train Acc：98.7% Test acc：95.6%

Fig. 4. Example of demonstration through eEyes camera

module.

그림 4. eEyes 카메라 모듈을 통한 시연 예시

4. 카드 정보 획득 알고리즘

OCR을 통해 획득한 텍스트들에 대해 세 조건에

대해 검증을 거쳐 카드 정보를 획득한다. 첫 번째

로 획득한 텍스트에 숫자가 아닌 다른 언어가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한다. 숫자가 아닌 다른 언어가 있

다는 것은 해당하는 텍스트가 카드 번호 영역이 아

니기에 카드 번호 후보군에 제외하였다. 두 번째는

획득한 텍스트의 길이가 14～16자리 인지를 확인한

다. 카드 번호의 경우 길이가 14자리 이상이기에 14

자리 이하의 텍스트가 반환되었다면 카드 번호 16

자리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거나 아예 엉

뚱한 이미지이기에 카드 번호 후보군에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획득한 14～16자리의 숫자 텍스트 중

앞의 6개의 번호를 KICC1) 혹은 KSNET2) 에서 제

공해주는 BIN 번호와 매칭시켜서 정보를 획득한

다. 매칭되는 BIN 번호가 있을 때 해당하는 카드의

정보를 획득하고 매칭되는 정보가 없을 때는 카드

번호 후보군에 제외한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해서 카드 정보를 얻었을 경우

해당하는 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카드 정보에 획득

에 실패했을 경우 그림 2의 알고리즘에 따라 팽창

연산을 다시 하거나 다시 촬영을 요청한다.

1) https://www.kicc.co.kr/

2) https://www.ksnet.co.k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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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버전

openCV 4.1.0

Tensorflow 2.1

Tensorflow-Lite 0.0.0-nightly

Firebase ML kit ml-vision 24.0.0

Android SDK 29.0.2

Tesseract tess-two 9.0.0(3.05 기반)

하드웨어

테스트 휴대폰 1
삼성 갤럭시 A80

(OS：안드로이드 10)

휴대폰1 카메라 사양 4800만 화소 (2268x4032)

테스트 휴대폰 2
삼성 갤럭시 S8+

(OS：안드로이드 8)

휴대폰2 카메라 사양 1200만 화소 (2268x4032)

테스트 외부 카메라 eEyes 카메라

외부 카메라 사양 500만 화소 (1920x1080)

Table 2. Software and hardware system specifications.

표 2. 실험에 사용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양

Ⅲ.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구현에 사용된 라이브러리와

안드로이드 하드웨어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또한,

카드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의 경우 휴대폰에서

제공해주는 카메라 외에도 시력 취약 계층용으로

개발된 eEyes 카메라 모듈(그림 4)[10]을 사용하였

다. 카드의 경우 삼성, 신한, 카카오체크, 우리, 하

나, 국민, 우체국, IBK 기업, 대구은행 총 9개의 카

드 회사에 대해 12종류의 서로 다른 카드에 대해

각각 200장씩 총 2400장을 테스트하였다. 모든 카

드의 카드 번호는 가로로 긴 형태이고, 프린팅된

카드를 기준으로 하였다. 카드를 찍을 때는 휴대폰

카메라나 eEyes 카메라에서 15～30cm 이내 카드

번호가 보이는 밝은 환경에서 촬영했다. 그림 5의

경우 촬영한 카드 이미지의 일부다.

표 3은 카드 번호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각각의

카드에 대해 이미지 번호 검출 성공률을 보여준다.

카드 번호 옆에 어떠한 것도 없을 시에는 높은 성

공률을 보여주고 이와 반대로 카드 번호 근처에 다

른 텍스트가 존재할 경우 조건을 통과하지 못해 정

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의 경우 제대로 획득한 카드 번호 텍스트에

대해 OCR과 카드 정보 획득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제대로 된 카드 정보를 획득했는지에 대한 정확도이

다. tess-two의 경우 tesseract 3.05 기반이기에 OCR

성능이 뒤떨어져 정확도 또한 낮게 나왔다. CNN의

경우 카메라가 잘 찍혔고, 근처에 다른 텍스트가 없

을 때는 Firebase ML Kit과 정확도가 유사하게 나

왔지만, 근처에 다른 텍스트가 있을 때는 히스토그

램을 통한 숫자 영역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OCR

정확도가 낮게 나왔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

을 보이는 Firebase ML Kit을 선택하였다.

표 5의 경우 Firebase ML Kit을 사용해 그림 2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의 각 카드에 대한 정확도

를 보여준다.

Table 3. Accuracy of Card number detection algorithm.

표 3. 카드 번호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각 카드에 대해

번호 검출에 대한 정확도

카드 종류 정확도 카드 종류 정확도

IBK 기업 76% 하나 B 86%

신한 A 81.5% 국민 A 83.5%

신한 B 82% 국민 B 70.5%

우리 A 64.5% 삼성 73%

우리 B 74% 우체국 77%

하나 A 95% 카카오체크 88%

Table 4. Accuracy of card number obtained with OCR.

표 4. 카드 번호가 있는 이미지 객체에 대해 OCR을

사용했을 때의 실제 카드 번호와의 정확도

OCR 종류 정확도

Firebase ML 98.0%

tess-two 32.6%

CNN 76.5%

Table 5. Accuracy of card info acquired through the entire

algorithm (OCR：Firebase ML).

표 5. 전체 알고리즘을 통해 획득한 카드 정보의 정확도

(OCR：Firebase ML)

카드 종류 정확도 카드 종류 정확도

IBK 기업 71.5% 하나 B 82%

신한 A 81.5% 국민 A 82.5%

신한 B 82.5% 국민 B 68.5%

우리 A 60.5% 삼성 71%

우리 B 74% 우체국 76.5%

하나 A 95% 카카오체크 86.5%

총합 정확도 77.7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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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가계

지출 중 카드 결제가 70% 이상 일 정도로 카드 사

용량이 많아졌다. 하지만 시력 취약 계층의 경우

시각정보로 자신의 카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선호하는 카드는 촉각으로

카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자카드로 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카드 인식 알고

리즘 방식 중 일부를 영상 처리 기법으로 대체하였

고, 성능 상승을 위해 기존의 분류 알고리즘이 아

닌 인공지능 기반 OCR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으

로 시력 취약 계층이 카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시력 취약 계층의 카드 선

택의 폭을 늘릴 수 있게 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77.75%인 이유는 다

양한 카드에 대해 단순한 영상 처리로 카드 번호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나 카

드 번호 근처에 다른 텍스트가 존재할 경우 검출

알고리즘에서의 성능 저하가 나타났다. 추후 해당

하는 카드 영역을 단순 영상 처리를 사용해 추출하

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을 이용해 카드 번호를 찾는

객체 인식 알고리즘[11] 혹은 텍스트 인식 알고리

즘[12]을 사용하여 카드 번호 추출 알고리즘의 정

확도를 향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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