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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광학식 기법을 이용한 적외선 센서(IR Sensor)를 이용하여 지폐 계수기에서 지폐가 32채널 
IR Sensor를 지났을 때 빛에 대한 반사량과 투과량을 측정하여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진·위폐
를 감별하기 위하여 10bit gray scale의 지폐 IR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지폐이미지 정보는 0부터 4095까지이다. IR 

이미지의 특징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으로 나뉘며, 위폐는 이러한 IR 특징이 진폐와 다르게 나타난다. 적외선 센
서는 비교적 고가이었으나 최근 대량생산으로 가격이 저렴해져 이 분야에 적용이 적합하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IR 특
징을 정의한 SW의 Table과 입력된 IR 이미지의 특징을 비교하여 진폐 및 위폐를 감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적으로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은 유로화 진폐의 경우 권종에 따라 1-2%의 오인식 경우가 있으나, 여러 나라의 위폐의 
경우 100% 검출하여 구현 성능이 양호함을 보였다.

주제어 : IR 센서, 지폐 인식, 그레이 스케일, 위폐 감별, IR 이미지 

Abstract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a paper currency recognition system using IR(infrared) sensor. The 
system has 32 channel IR sensor to measure the reflection and penetration quantity of light. The IR image of 
paper currency of 10-bit gray scale is used to differentiate the real and counterfeit paper currency with image 
information from 0 to 4095. The characteristics of IR image are recognized by brightness and darkness and the 
positions of bright and dark portions are different between real and counterfeit paper currency. The price of IR 
sensors were relatively high, however, it is good price in these days due to mass production to apply to 
counterfeit detection area. We used a software table having the IR characteristics of real paper currency to 
compare with the IR images of the input paper currency. The performance of the implemented system shows 
1-2% error rates for Euro real paper currency and 0% error rates for various counterfeit paper currencies of 
several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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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 기술의 비약 인 발 에 힘입어 일반인들도 스

캐 와 컬러 린터를 이용하여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조지폐의 출 이 심각한 사회 인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이에 한 안으로 조 방지 요소를 추가한 신권의 발

행 주기가 잦아지고 있으며, 자동화 지폐 계수 장치 한 

기의 장수만 계수하는 기능에서 정확성과 속도를 만족

하는 권종 인식과 조 여부를 단하는 기능을 갖춘 기

기가 보편화 되고 있다[1]. 지폐에 용되어 있는 조 방

지 요소  고속 자동화 지폐 계수 장치에 보편 으로 

용되고 있는 조지폐 검출 수단은 학식 기법과 자기 

검출 기법이다[2]. 학식 기법은 다양한 장의 빛을 지

폐에 조사하여 각각의 빛에 한 반사량과 투과량을 측

정하여 진폐와 폐 단의 기 으로 삼는 기법이고, 자

기 검출 기법은 지폐를 인쇄하는 잉크나 조 방지 띠에 

내재한 자기량을 자기 센서의 의하여 검출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식 기법의 일종인 외선 센서(IR 

Sensor)를 이용하여 지폐 계수기에서 지폐가 32채  

외선 센서를 지났을 때 빛에 한 반사량과 투과량을 측

정하여 진폐와 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구 하 다. 구

을 하여 10bit gray scale의 지폐 IR 이미지를 사용하

으며, 지폐 이미지 정보는 0부터 4095까지이다. IR 이

미지의 특징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으로 나뉘며, 

폐 감식은 이러한 폐의 IR 특징이 진폐와 다른 을 이

용한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IR 특징을 정의한 SW의 

Table과 입력된 IR 이미지의 특징을 비교하여 진폐  

폐를 감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여러 나

라의 폐를 상으로 구 된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를 제시하 으며, 4장에서는 결론을 제안하 다.

2. 위폐감별 시스템의 구현

2.1 시스템 구성

크기와 색깔, 문자 등 지폐의 특징을 추출하는 연구가 

이미 제시된 바 있다[3]. 본 논문에서는 폐를 구별하기 

하여 지폐의 이미지를 사용하 다. [Fig. 1]은 Encoder 

동기신호에 의해 지폐 양면의 IR 반사·투과 이미지를 

Scan하는 시스템이다. Amp Board에서는 Offset을 찾고 

센서에서 출력되는 수 백㎷ 신호를 증폭하여 Processor

의 ADC에 달하고 CPU에서는 이미지 처리  폐

검출 알고리즘 수행을 한다. 

양면 IR 센서(940㎚)를 사용할 경우 지폐 투입 방향에 

계없이 지폐 특징 데이터를 취득 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양면 반사 이미지와 투과 이미지를 사용한다. 

[Fig. 1] System block diagram

[Fig. 2] IR sensor control signal

지폐의 스캔 과정은 [Fig. 2]와 같다. 여기서 Encoder 

주기는 120us로 1 pulse당 0.3mm길이를 가지며, 지폐의 

1 line을 스캔할 경우 이미지 1 pixel 해상도는 약 5 x 5 

mm 해상도를 가진다[4,5].

지폐 1 라인을 스캔할 시 총 16개 Encoder신호가 필요

하며 Encoder 8개마다 지폐를 스캔하는 센서가 바 게 

된다. 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스캔된 IR 이미지는 다음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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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R scan image 

[Fig. 3]에서 a는 IR 반사 이미지이며, b는 IR 투과 이

미지이다. 투과 이미지는 주로 지폐의 Double인식, 즉 한 

번에 두 장이 투입되었을 경우 투과도를 확인하여 검출

하는데 사용하게 되며, 투과도의 기 은 새 지폐 2장을 

한 번에 투입하 을 때 투과도의 벨 값을 기 으로 검

출 한다. 낡은 지폐의 경우  투과량이 떨어져 다양한 

지폐에 해서 이미지 벨 편차가 심하다. 폐 별에

는 주로 편차가 덜한 반사이미지를 활용한다.

2.2 이미지 처리

지폐가 투입되었을 경우 이미지를 정렬하기 해 각

도 정보가 필요하며, 각도 계산을 해 픽셀 치 정보를 

사용할 경우 1라인 간 Encoder가 최소 8개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카운터 센서 정보를 이용할 때보다 오차가 

커지고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므로 여기서는 카운터 

센서 정보를 활용한다.

    ˍ


 

여기서 cnt_distance는 이미 고정된 두 개의 Counter 

sensor 간의 거리로 연산을 하기 해 Encoder 길이로 

환산을 하고, x는 지폐가 Counter sensor를 지나고 나서

의 Encoder 길이이다. 

[Fig. 4] IR scan image angle

[Fig. 5a]와 같이 투입구에서 지폐가 투입될 때마다  

스캔된 IR 이미지는 틀어진 만큼 회 변환 시킨 후 지폐 

방향에 따라 반사변환 시킨다[6,7].

′    

′    

한편, 여기서의 y는 다음을 의미한다. 

지폐 데이터 y = 체 Encoder 갯수 / 16 EA (1 Iine당 

Encoder 개수)

[Fig. 5] IR image transformation 

이미지를 정렬하는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폐 특

징에 하여 작성한 테이블에 용하기 함이다. 이 테

이블은 해당 픽셀의 치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렬이 

필요하다.

2.3 위폐 감별 방법

[Fig. 6]의 이미지는 진· 폐의 뒷면 반사이미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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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것이다. 폐의 경우 좌우 박리 폐로 좌측은 진폐, 

우측은 폐를 붙여놓은 것이다. 진· 폐 이미지를 비교

하 을 때 서로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8-10].

[Fig. 6] IR image comparison between genuine 
and counterfeit currency 

[Fig. 6]의 a, c IR 이미지와 b, d IR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1번은 진폐 부분이므로 동일하고, 2, 3번은 분포도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부분은 폐가 진폐

보다 확연히 차이가 나나 역이 소하며, 3번의 경우 진

폐 보다 폐가 분포면 이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IR image comparison between genuine 
and counterfeit currency of several 
countries

[Fig. 7] 에서 50 Euro를 비교해 보면 진폐는 왼쪽 하

단 부분에 IR 특성이 있지만 폐는 앙에 띠 형식으로 

IR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 국과 터키 

폐를 살펴보면, IR 특성이 체 으로 넓은 면 으로 

분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폐의 특징을 테이블로 작성하여 진·

폐의 반사 이미지 특징에 한 차이를 가지고 폐 별

에 용하고자 한다.

[Fig. 8] Information table of genuine currency 
characteristics

테이블 역 설정은 진폐의 특징을 참고로 하여 치 

정보에 맞게 작성하되 각 역은 다음 <Table 1>과 같

은 의미를 갖는다.

F 1 Fill area

E 2 Empty area

D 3 Deep area

S 4 Secret area

H 5 Hidden area

<Table 1> Kinds of table area

F, D 역은 지폐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며, 넓게 분포

되어 있는 E 역은 이와 반 로 가장 밝은 여백 부분, S, 

H 역은 진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역을 의미한다. 이

는 단지 약속일뿐 임의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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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에서는 5개의 역  F, S, E 역 3개만 사

용한다. 여기서는 사용가능한 역을 최  5개로 제한을 

하 으나 SW 처리시간이 충분하다면 역을 추가하여

도 무방하다. [Fig. 9]의 경우 특정 국가의 진폐와 폐 

IR 이미지를 비교한 것으로 같은 권 종의 폐라고 하더

라도 폐의 IR 이미지 특징이 다양하므로 에서의 IR

역을 다수 설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Fig. 9] Comparison of IR table absolute area 
and image between a genuine and a 
counterfeit note (a) a genuine note IR 
image (b) a counterfeit note IR image

[Fig. 9]에서 각 역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역 비교

를 하는 경우 지폐의 투입상태나 센서 등의 오차로 인해 

값 변화 폭이 커 경우에 따라 폐와 값의 비율 차가 크

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IR 특징의 차이가 확연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역에서 최솟값 3픽셀을 찾은 후 

역 비교를 통해 폐 감별을 한다. 

역의 최댓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치 변

환을 하 을 때 이미지가 1 는 2픽셀 리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Fig. 9]를 로 들면 SW에서의 테이블 F

역은 고정이므로 이미지가 좌측으로 1픽셀 이동하 다

고 가정하면 밝은 부분의 픽셀이 선택될 것이고 얻고자

하는 어두운 부분과는  계없는 픽셀 정보를 가져 

오는 것이므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진폐와 폐의 IR 인식율  반사율을 

실험하기 하여 지폐 이미지 추출은 분당 900매로 이송

되는 지폐 계수기에서 취득되었고, 실험 상은 에서 

언 하 던 유로, 국, 터키, 폴란드 지폐를 기 으로 하

다. 로그램 시료 진폐는 각 권 종별 20매, 권 종 테스

트 시료 진폐는 각 권 종별 500매, 폐는 보유하고 있는 

유로 폐 36매, 국 폐 38매, 터키 폐 32매, 폴란드 

폐 33매로 제한 인 시료로 인한 정 결과의 신뢰도

를 확보하고자 총 10회씩 투입하 다. 권 종 인식 성능의 

평가는 IR 지폐 이미지를 추출한 분당 900매의 속도로 

이송되는 지폐 계수기에서 이루어 졌으며, 에서 언

한 각 국가별 진폐 테스트 결과가 다양하고 다량의 폐

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표 권 종인 유로만 진폐  

폐 테스트 결과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지폐 IR 이미지 특성으로 분류 가능한  

항목에 하여 제안한 진폐  폐 이미지의 분류가 가

능하 다.

<Table 2>의 유로 진폐 테스트 결과에서 미 인식율이 

1%∼ 2% 정도 보이는 것은 유로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여 폐 한 종류가 다양하고 진폐와 다소 유사

한 특징을 가진 폐를 별하기 해 진폐가 폐로 오

인식된 결과이다. <Table 3>에서 <Table 6>까지는 각 

국가별 IR 특성이 서로 다른 폐지만, 진폐와 비교 하

을 때 IR 특성이 진폐와 확연히 구분되므로 구 된 시스

템으로부터 모두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nds 

of 

notes

amount 

of test 

notes

number of 

counts/ 

number of 

test trials

ratio(%)

success 

rates

failure 

rates

5 20 500  / 10 99 1

10 20 500  / 10 98 2

20 20 500  / 10 100 0

50 20 500  / 10 99 1

100 20 500  / 10 98 2

200 20 500  / 10 100 0

500 20 500  / 10 100 0

<Talble 2> Test results of Euro genuine currency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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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 of 

notes

number of test notes/  

number of test trials

ratio(%)

success 

rates

failure 

rates

5  2 / 10 100 0

10  4 / 10 100 0

20  6 / 10 100 0

50  2 / 10 100 0

100  8 / 10 100 0

200 10 / 10 100 0

500  4 / 10 100 0

<Table 3> Test results of Euro counterfeit count

kinds of 

notes

number of test notes/  

number of test trials

ratio(%)

success 

rates

failure 

rates

5  2 / 10 100 0

10  4 / 10 100 0

20  6 / 10 100 0

50  2 / 10 100 0

100  8 / 10 100 0

200 10 / 10 100 0

<Table 4> Test results of Turkish counterfeit count

kinds of 

notes

number of test notes/  

number of test trials

ratio(%)

success 

rates

failure 

rates

5 10 / 10 100 0

10 14 / 10 100 0

20  6 / 10 100 0

50  8 / 10 100 0

<Table 5> Test results of English counterfeit count

kinds of 

notes

number of test notes/  

number of test trials

ratio(%)

success 

rates

failure 

rates

10  8 / 10 100 0

20  6 / 10 100 0

50  4 / 10 100 0

100  8 / 10 100 0

200  7 / 10 100 0

<Table 6> Test results of Polish counterfeit count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계수기에서 IR 센서를 이용

하여 폐를 검출하는 방법에 하여 논하고 폐 감별 

시스템을 구 하 다. 감별 성능을 높이기 해 32채  

양면 IR센서를 사용하 고, IR 특징을 테이블로 정의하

여 지폐 내의 역 비교를 통해서 폐 별을 하도록 구

하 다. 

폐 감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는 이미지의 정

한 해상도 데이터 취득이 필요하며, Full Line IR 

Sensor가 필요하다. 하지만 Full Line Scan에 따른 IR 이

미지 데이터가 커지게 되고 IR특징을 테이블에 정의하려

면 메모리가 커져야하는 문제와 알고리즘 처리 시간 부

족 문제가 생기므로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IR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기법이 용되

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기구 으로 지폐이송  

지폐의 구김, 훼손 등 형상이 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R 특성만을 가지고 폐를 검출하는 

방법에 해서만 논하 으나, 진폐와 폐의 IR 특성이 

같은 폐를 진폐로 오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

그네틱 센서(MG Sensor)  자외선 센서(UV Sensor)와 

함께 폐를 감별 한다면 보다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용량의 이미지를 처리해야하는 폐 감별기의 

특성상 자  하드웨어의 의존도가 높은 을 감안하여 

보다 간단하고 고속의 알고리즘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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