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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Hough 변환 및 후처리기법을 이용한

동전 자동 계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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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 an automatic coin calculation system by using digital image processing.

Existing schemes have the problem that is not able to exclude non-circular shape from the calculation.

We propose a method to detect only coins which have circular form by applying the circular Hough

transform(CHT). However, the CHT has the drawback that detects multiple circles even for just one

coin because of shadow noise, the patterns on coins, and non-circular edge detection. We propose a

post processing algorithm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proposed system was implemented and

successfully calculated the coin amount in the case that non-circular objects are mixed with 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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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은 디지털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동전 종류

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총액을 계산하는 시스템 개발

에 관한 것이다. 계산해야 할 동전 개수가 많을 경우

에는 주화계수기[1,2]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량

의 동전일 경우 이러한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실용적

이지 않다. 일상생활의 거래인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소량의 동전을 지불금액이나 거스름돈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량의 동전계산을 위해 디지털 영상처리

를 이용한 방법이 [3,4]에서 제안되었다. 바닥에 서로

겹쳐지지 않게 놓인 동전들을 촬영한 후 일련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금액을 계산한다. 알고리

즘은 동전 에지를 검출한 후, 원의 지름 크기에 따라

동전을 구별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영상 안의 모든

물체가 동전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원 모양을

검출하는 단계가 없다. 이러한 가정 때문에 원 모양

이외의 물체도 동전 지름과 일치하는 길이나 폭을

가지고 있다면 동전으로 판별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 원 모양 이외의 물체를 배제할 수 있는 동전 자동

계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영상에서 원 모양의 에지만

을 대상으로 하여, 원 지름의 크기에 따라 동전을 분

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 모양을 검출하기 위해 Cir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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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HT results (a) before and (b) after post-

processing.

Fig. 2. Flowchart of the automatic coin calculation

system.

Hough Transform (CHT)[5]을 이용한다. Hough 변

환은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 범위는

크게 직선 검출[6] 및 원 검출인 Generalized Hough

Transform(GHT)[7]등으로 나뉠 수가 있다. 또한,

원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8-10]등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CHT를 적용하면 Fig. 1과 같이 하나의 동

전에 대해 중심점과 지름이 차이가 나는 복수 개의

원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조명 때문에 생

기는 음영, 노이즈와 동전 문양 때문이다. 이러한 복

수 개의 원들은 조명 변화와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논문에서는 복수의 원들로부터 하

나의 동전에 해당하는 원형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CHT

를 이용한 동전 검출 방식과 이를 이용한 동전 계산

시스템의 개발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과 그 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논문

을 결론짓는다.

2. CHT를 이용한 동전 자동 계산 시스템

제안하는 동전 계산 방법의 순서도는 Fig. 2와 같

다.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영상은 그레이스케일 변환

과 잡음제거를 위한 가우시안 필터링, 그리고 Canny

에지검출[11]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쳐 CHT 적용을

위한 준비를 마친다. 그 후 CHT 적용과 후처리를

통해 동전들의 종류와 위치를 검출하여 금액을 결정

한다. 우리는 카메라를 동전이 놓인 바닥으로부터 일

정거리 위에 고정시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영상

에서 동전은 그 종류에 따라 동일한 지름을 가지며,

그 값은 사전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CHT는 투표방식을 이용하여 영상 내의 특정 형

태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투표는 형태를 모델링하는

파라미터 공간에 대해 이뤄지는 데, 투표 결과는 파

라미터 공간을 나눈 축적셀에 저장된다. 예를 들어,

2차원 파라미터 공간의 좌표  가 파라미터 와

에 해당된다고 할 때, 축적셀  는 이들 파라미

터에 대한 투표결과를 저장한다. 따라서 검출은 임계

값 이상을 갖는 축적셀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을 찾

는 것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별다른 혼동이 없는 한

 와   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CHT를 이용한 원 검출은 동전의 유효 반지름 범

위(≤  (pixel))에서 ≤ ≤에 대해, 에지 추

출된 픽셀좌표  를 이용하여 식 (1)을 만족시키

는 원의 중심 (, )와 반지름 를 구하는 과정이다.

    sin
   cos (1)

좌표  값, , 그리고 을 식 (1)에 대입하여 계

산된 와 에 해당하는   의 값을 1씩 증가시킨

다. 이 때 하나의 좌표   에 대해 와 을 변화시

켜가면서 와 값을 계산한다. 는 ≤≤까지 일

정량씩 증가시키고, 은 검출대상인 동전들의 반지

름 길이로 한다. 모든 좌표에 대해 계산이 종료되면

 > 에 대해서, 원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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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in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um-

ber of pixels on radius

Num. of Pixels on Radius, R Coin Type (won)

≤  500

≤  100

≤ 50

≤ 10

는 임계값으로, 값이 클수록 원 검출 확률이 낮아진

다.

동전에 해당하는 원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 ,

 , )라 하자. ( , )는 원의 중심점 좌표이고, 은

반지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동전에

대해 음영과 동전 문양 때문에 복수 개의 원 에지들

이 생기고, 이들은 CHT 적용과정을 통해 모두 다른

원으로 검출된다. 특히, 하나의 원 에지일지라도 원

방정식과 일치하지 않아, 복수 개의 원으로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하나의 동전에 대해 원

의 중심이나 반지름이 다른 개의 원들이 생기므로,

이들을 처리하여 하나의 원 방정식에 해당하는 파라

미터 값 ( ,  , )을 구하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CHT가 하나의 동전에 대해 검출한 개의 파라미

터들의 집합을 C라고 하자.

 = {( ,  ,  )| =1, 2, ... } (2)

이 때 개의 원들의 중심에 대해 식 (3)을 가정할

수 있다.

      <, for any  !=  (3)

여기에서 는 상수이다. 즉 이 가정은 하나의 동전

때문에 생기는 원들은 일정범위 내에 형성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제 이러한 가정 아래 후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후처리 과정의 1단계는 동전에 해당하는 원이 아

닌 것들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동전에 해당할 확률

이 가장 높은 원과 비교해서 중심점의 위치나 반지름

차이가 임계값 이상인 원들을 제거한다. 원이 동전에

해당할 확률은   에 비례하여 커진다. 따라서

가장 큰 축적셀 값을 갖는 파라미터   를

기준 원으로 삼는다. 이 때

  
arg


 (4)

기준 원  과 비교해서 중심점 위치나

반지름 크기가 각각 임계값 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원들을 집합 에서 제거한 새로운 집합 을

구성한다.

 =

             rm  ,


=1,2, ... , (5)

후처리 2단계는 직관적이다. 동전을 나타내는 원

들로 구성된 집합 을 산술평균 한다. 즉, 동전에

해당하는 원  을 식 (6)과 같이 결정한다.

  
  

 



 
,  

  

 




,  

  

 




(6)

이러한 2단계는 원을 나타내는 에지들의 픽셀들

이 원 방정식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양으로 배열되

지 않으며, 픽셀들의 좌표가 정수이기 때문에 실제

방정식 값과 차이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을 고려하여, 산술평균을 이용하였다.

Fig. 1은 두 단계로 구성된 CHT 후처리 과정 전과

후의 결과를 보여준다. 7개의 동전을 놓고 촬영한 영

상에 대해 Fig. 1(a)는 후처리 과정 전의 결과이다.

음영과 문양의 영향으로 하나의 동전에 대해 여러

개의 원들이 형성된다. 일부 원들은 중심점의 위치나

반지름의 차이가 현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작은

원이 큰 원 안에 포함된 것은 문양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심점의 위치만 다른 원들은

서로 간에 겹쳐져 나타난다. Fig. 1(b)는 후처리를 거

친 후의 결과이다. 일단 문양으로 인해 생겼던 작은

원들은 후처리 1단계를 통해 모두 제거 되었다. 2단

계에서는 겹쳐진 원들을 평균하여 최종적인 원 파라

미터를 도출해 냈다. 이러한 원들의 위치는 실제 동

전의 위치와 일치하였고, 이는 Ⅲ(3장)의 실험결과에

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지름 에 따라 동전을 분류

한다. 우리는 한국 동전 4종류, 500원, 100원, 50원,

10원을 사용하였다. 카메라와 동전간 거리가 고정되

어 있으므로, 동전 종류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픽셀

개수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1은 반지름에 해당하

는 픽셀 개수에 따른 동전 분류를 보여준다.



41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7권 제4호(2014. 4)

Fig. 3. Experiment environment.

Fig. 4. Sequence of coin detection. (a) The original image is converted to gray image, (b) gaussian filtering

for noise reduction, (c) canny edge detection, and (d) circular shape detection.

3. 동전 자동 계산 시스템 실험

본 장에서는 제안한 동전 자동 계산 시스템을 구

현하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 우

선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으로 웹캠과 PC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양은 Fig. 3에 보여 진다. PC에서 동작하는

자동 계산 소프트웨어는 OpenCV 2.4.6[12]를 이용하

여 구현하였으며, C++ 언어를 사용하였다.

Fig. 3은 실험을 위한 환경을 보여준다. 동전들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일정 거리를 두고 카메라를 설

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동전들은 지름이 모두 다른

4종류, 대한민국 500원, 100원, 50원, 10원 주화들이

다. 동전의 앞뒷면을 구분 없이 배치하였고, 서로 겹

쳐지지 않게 배열하였다.

Fig. 4는 Ⅱ(2장)에서 설명한 동전 계산 과정 수행

에 따른 중간결과들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Fig. 5는 최종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동전을 분

류한 결과이다. 최초 영상 위에 분류에 따른 표식을

표시하였다. 500원 동전은 원 모양, 100원은 사각형,

50원은 일자 직선, 10원은 십자가 모양이다.

제안 방식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전들의 배치

와 조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

은 동전들의 개수, 위치, 동전사이의 간격 등 배치를

다양하게 하면서 실험한 결과로, 간격이 없을 때만

인식율이 95%에서 80%로 감소하였다. 이는 인접 원

들간의 중복으로 인해 적절한 원 검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Fig. 7은 조도변화가 에지 감지에 미

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인식율 변화를 보여준다. 동

전 윤곽만이 검출되는 경우인 D의 동전 인식율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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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The coin recognition results. (a) Original image, (b) coin classification.

Fig. 6. Recognition results according to various coin placement.

Fig. 7. The recognition rate changes according to detected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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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on-coin objects mixed with coins.

(a) (b)

Fig. 9. The recognition results of (a) the existing edge-based system and (b) the proposed system.

장 높은 반면, 에지 검출이 미흡하거나 과다한 경우

는 인식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은 동전 이외 물체를 포함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삼각형, 사각형 및 원 검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크기의 원형을 이용하였으며, 실험한 결과 동전

이외 물체가 포함된 경우에도 인식률이 95%로 변화

가 없었다.

에지만 검출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하기 위해 동전

이외 물체가 포함된 동일한 환경에서 동전 인식을

수행하였다. Fig. 9는 동전 인식 수행 결과로, 기존

방식에서만 1690원으로 잘못된 합계를 표시하였다.

이는 크기를 만족하는 동전 이외 물체도 동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과의 비교 결과, 제안

방식은 CHT의 사용으로 10배 이상 느린 처리속도를

보였지만 동전 인식률에서 70%이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처리를 이용한 동전 자동 계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 방식은 원 모양을 구별하

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동전 이외의 것들도 계산에

포함했다. 논문에서는 CHT를 이용하여 다른 모양의

도형들과 동전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 음영과 동전

문양 때문에 생기는 복수의 원들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소량의 동전 계

산 업무 뿐만 아니라 관련 학습 컨텐츠 제작에도 응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

전의 문양을 인식하지 않고 반지름의 길이만으로 판

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개선에 대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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