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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가 유통에 적합한 지폐인지 정확하고 빠른 

시간내에 감별해 내는 것은 은행의 지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유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폐가 늘어나면 

처리 비용이 늘어나지만 부적합한데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위조권을 감별하는데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로화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지폐의 양을 줄이고 

부적절하게 유통되는 화폐를 판단하기 위한 유통 적합도를 

감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유럽 중앙 은행에서 지정한 유통 부적합 

결함 중에 하드웨어로 검출할 수 있는 결함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적인 영상 처리 기법으로 검출할 수 있는 기준 여덟가지 결함인 

Mutilation, Hole, Tear, Folded corner, Graffiti, Stain, Soil 그리고 

De-inked 에 대해 적합도를 감별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영상의 밝기 값만을 사용하고 있어 적은 센서 만으로도 감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영상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 모델을 

고안하여 이용하므로 촬영 오차나 지폐 고유 문양에 의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ARM Cortex A8 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 2700 장에 대하여 평균 5ms 의 

빠른 시간내에 정확하게 감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유로화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폐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주요어: 영상처리, 적합도 판별, 유로화 감별, 표준 모델 

학  번: 2010-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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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었지만 

여전히 결제수단의 기본이 되는 것은 현금이다. 하지만 현금은 

위조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위조권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해당 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훼손된 지폐는 화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조 화폐를 유통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 내에 유통되는 유로화의 품질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  ECB 에서는 12 가지 지폐 적합도 감별(Fitness 

check) 기준을 수립하여 모든 환류식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해당 기준에 맞춰 지폐 유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CB 에서 지정한 적합도 감별의 항목으로는 Soil, Stain, Graffiti, 

De-inked, Tear, Hole, Mutilation, Repair, Crumples, Limpness, 

Fold, Folded corner 가 있다. 각 항목은 ECB 가 제정한 기준치가 

있으며 이를 넘긴 결함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된다.(표 1) 

12 가지 결함 중 Crumples, Limpness, Fold 와 Repair 는 기계적 

검사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CIS (Contact Image Sensor)로 

촬영한 흑백 화폐 영상을 이용하여 입금된 지폐가 Crumples, 

Limpness, Fold 와 Repair 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에 대한 감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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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 Definition Minimum standard 

1 Soil 
지폐 표면 전반

(entire)에 걸친 얼
룩이나 오염 

Article 6의 세부 규정 

2 Stain 
일부(localized) 영
역의 얼룩이나 오염 

9x9mm2 (비인쇄영역) / 
15x15mm2 (인쇄영역) 

3 Graffiti 
그림이나 문자 (펜, 
도장 등을 이용) 

명문 규정 없음 

    

4 De-inked 
일부나 전체 영역 

잉크 탈색 (* 물, 화
학약품 등) 

명문 규정 없음 

5 Tear 
테두리 부분의 찢어
짐 (수직, 수평 및 

대각선 방향) 

수
직 

폭 4mm, 길이 8mm 
이상 

수
평 

폭 4mm, 길이 15mm 
이상 

대
각 

폭 4mm, 길이 18mm 
이상 

6 Hole 지폐 내부의 구멍 면적 10mm2 이상 

7 Mutilation 
지폐 절단 및 일부 

유실 
길이 6mm 이상 감소, 폭 

5mm 이상 감소 

8 Repair 
찢어진 지폐에 대하
여 테이프나 풀 등

으로 붙임 

테이프 길이 40mm, 폭 
10mm, 두께 50μm 이상 

11 Fold 접힘 
길이 6mm 이상, 폭 5mm 

이상 감소 

12 
Folded 
corner 

귀 접힘 
면적 130mm2 이상, 짧은 

변 길이 10mm 이상 

표 1.ECB 에서 지정한 각 결함별 기준목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ATM(automated teller 

machine)에 탑재되어 유럽에서 상용화될 예정에 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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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ARM Cortex A8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15ms 에 

모든 알고리즘이 수행되고 적합/부적합 감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목표 정확도는 부적합 데이터중 5% 이내로 잘못 판정하는 

경우가 허용되고 적합 데이터에서는 10% 이내로 잘못 판정하는 

경우가 허용된다. 따라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정확한 감별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최적화 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 관련 지폐 적함도 

감별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해 알아본 후,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폐 적합도 감별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성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지폐 적합도 감별 알고리즘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기계학습을 이용한 감별 

Soil 이나 De-inked 와 같이 특정 기준이 없는 결함에 대해서는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훼손 지폐를 검출해 내는 방법이 있다. 

[1,2,5,6] 기계 학습을 이용한 지폐 감별법은 Soil 결함을 가진 

지폐의 특징을 학습 데이터로 부터 자동으로 검출해 낸다. 따라서 

적합 지폐 데이터와 부적합 지폐 데이터를 신중하게 선별해서 학습 

시켜야 한다. 적합과 부적합 데이터는 하나의 특징에 대해 서로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에서 적합과 부적합 데이터를 구별하는 임계값은 

하나의 특징에 대해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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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과 부적합 데이터를 구별하는 약한 분류기를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면 분류를 좀 더 정확하게 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기계학습 

중에서 “AdaBoost” 방식이라 부른다.[2,6] 이를 이용하여 

오염지폐를 감별한다. 

지폐의 특정한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오염된 정도를 잘 나타낸다. 

이 영역을 알아내기 위해서 미리 지폐를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 

영역으로 나눈다. 이 영역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며 크기와 비율이 

다양하다. 각 영역에 대해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밝기값 

뿐만 아니라 색깔 정보까지 사용할 수 있다. RGB 의 각 색 정보 뿐 

아니라 색대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이용 가능하다. 평균, 표준 

편차, 색, 색 대비 값들을 이용하여 오염도를 잘 나타내는 영역을 

계산한다.  

기계 학습 방식을 이용하면 부적합 데이터를 적합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지폐의 색 정보까지 이용할 경우 5%이내로 목표 

기준치를 만족 시킨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밝기값만을 측정하는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 즉 RGB 영상을 

이용하지 못하고 IR 영상을 이용해서 지폐의 적합도를 감별해야 

한다. 이 경우 기계학습 방식을 적용했을 때 부적합 데이터를 

적합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확률이 권종별로 11%에서 29%까지로 

증가한다. 이는 목표치인 5%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로 CIS 

영상만을 가지고 감별해야 하는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 학습 대신에 이미지 자체의 프로세싱을 

통해 적은 이미지 센서 만으로도 빠른 속도와 ECB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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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OI(Region of Interest) 검출 

입력 지폐의 영상은 크게 두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폐 영상 영역과 배경 영역이다. (그림 1) 지폐의 적합도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배경에서 지폐 영상이 있는 영역을 분리해 내야 

한다. 배경 영역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폐 영상을 

검사하는데 방해가 되며 불필요한 영역까지 검사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지폐 영상을 배경에서 분리해 내는 과정을 

ROI 검출 과정이라 한다.  

ROI 검출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 진다.[3,19,21] 처음에 

임계값을 이용하여 지폐 영상 영역을 분리해 낸다. (Bank-note 

area segmentation) 지폐를 미리 지정해 놓은 임계값을 통해 

배경과 지폐 부분을 분리해 낸다. 그 후 형태학적 

필터링(Morphological filtering)인 오프닝(Opening)과 

클로징(Closing) 연산으로 내부의 임계값에 못미쳐 지폐로 

분리되지 못한 영역을 채운다. 두번때 단계로 윤곽선 검출 필터와 

허프 변환을 통해 지폐 영상의 모서리를 알아낸다. (Maximum 

Hough lines in each dimension) 이때 기존의 허프 변환은 

실시간으로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룩업 

테이블(LookUp tables)을 이용하여 CIS 지폐 영상에 최적화된 

방식을 사용한다.[3,8] 마지막으로 기울어진 각도를 이용하여 

축정렬 과정을 진행하여 기울어진 입력 지폐를 축에 정렬된 상태로 

만든다.(그림 2) 마지막 과정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야 하므로 실수 

연산이 필요하다. 실수 연산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ARM 

프로세서에서는 부담스러운 연산이므로 되도록이면 실수 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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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도록 변환하여 처리했다. 또한 축정렬을 미리 해 놓으면 저장해 

놓을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필요할 때마다 정수 연산을 통해 계산하도록 처리 

했으므로 마지막 과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스템에 최적화 되어 

있다. 

 

3. 지폐 적합도 감별 기법 

3.1. 입력 지폐 영상의 특징 

알고리즘 설명에 압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유로화에 대해 설명을 

하면 유로화는 2002 년부터 사용된 화폐로 유로존에 속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ECB 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500, 200, 100, 50, 

20, 10, 5 유로의 7 가지 권종이 있다. 모든 권종은 크기와 색, 

인쇄된 모양이 다르다. CIS 센서로 촬영한 이미지는 색은 없는 흑백 

영상으로 밝기값만 사용가능하다. 입력 영상은 CIS 로 촬영했으며 

8 개의 영상이 한 데이터에 들어있다. 전반 4 개는 지폐가 들어온 

방향의 정면을, 후반 4 개 영상은 뒷면을 촬영한 것이다.(그림 1) 

8 개 영상을 촬영한 광원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Green 반사광, 

IR 880nm 반사광, IR 730nm 반사광, IR 880nm 투과광, Green 

반사광, IR 880nm 반사광, IR 730nm 반사광, IR 730nm 투과광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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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CIS 로 촬영한 입력 지폐 영상 (a) 전체 영상 (b) 전반 
4 장 (c) 후반 4 장 

 

입력된 지폐는 총 네가지 방향을 가질 수 있다. 앞면이 바르게 

들어올 경우(Front Top: FT), 앞면의 위아래가 뒤집혀 들어올 

경우(Front Bottom: FB), 뒷면이 바르게 들어올 경우(Back Top: 

BT), 뒷면의 위아래가 뒤집혀 들어올 경우(Back Bottom: BB)이다. 

그림 1 의 경우 앞면이 첫번째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아래가 

바르게 들어왔으므로 FT 방향의 영상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위에서 기술한 7 가지 권종과 4 가지 방향 모두에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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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한 CIS 영상은 두가지 광원을 이용해 촬영한 

3 가지 종류의 영상이다. Green 반사광을 이용해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한 영상 두장과 IR 880mm 투과광으로 입력 지폐를 

촬영한 영상 한장이다. 지폐가 EURO 지폐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제한 시간(ARM Cortex A8 에서 15ms)내에 

입력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검사해야 한다. 광원의 종류가 

2 가지 이기 때문에 적합도 검사 알고리즘 역시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IR 880mm 투과광을 이용하며 

적은 스캔만으로 결함을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Green 반사광을 이용해 검사 

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폐를 미리 제작한 후 입력된 지폐 내부에 

구역을 나누어 기준 지폐와 구간별로 비교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두번째 단계는 앞면과 뒷면에서 각각 한번씩 총 

두번 실시 된다. 

지폐 이미지는 배경과 함께 촬영되어 입력으로 들어온다.(그림 2) 

따라서 영상 중에서 지폐 부분만을 검출하여 분리해 해는 

ROI(Region of Interest)  검출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보통 

이미지는 회전된 상태로 촬영되어 입력되는데(그림 2) 결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폐가 회전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폐가 회전되지 않고 정면으로 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축정렬(De-skew)’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ROI 를 검출하면 

지폐의 회전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축정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때 float 연산을 최소화 하고 정수 연산을 위주로 

수행하여 실행시간을 감소시켰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서는 모든 



- 9 - 

 

입력에 대해 ROI 검출 과정과 축정렬 과정이 선행된 상태를 

가정한다. 

 

그림 2. Green 반사광으로 촬영한 영상. 

 

3.2. 표준 통계 모델(Atlas) 

Soil, Stain, Graffiti, De-inked 과 같은 결함의 경우는 

정상권종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지폐와 비교해서 

이상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 권종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폐마다 

고유번호와 문양이 있기 때문이다.[13-17] CIS 센서로 촬영한 

이미지에는 지폐의 인쇄 부분에서 물결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물결모양은 모든 지폐가 동일한 모양을 갖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3) 또한 권종에 따라서는 지폐의 

측면에 막대 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있다.(그림 4) 무늬가 지폐마다 

다른 것은 문양이 있는 부분이 튀어나오고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지폐를 여러장 겹쳐 놓았을 때 어느 한 부분만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유로화는 위폐방지나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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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마다 문양이 다르다. 따라서 A 급 지폐(은행에서 가져온 새 

지폐)끼리 비교해도 서로 동일하지 않다. 정상권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즉 

정상권이라고 해도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입력 지폐의 적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상의 기준을 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림 3. 50EURO 의 지폐별 고유 물결 문양. 

 

그림 4. 10EURO 의 지폐별 고유 문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A 급 지폐 데이터를 

평균낸 이미지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표준 통계 모델 라고 

부르기로 했다. A 급 지폐를 촬영한 이미지에서 ROI 를 검출하고 

ROI 내부에 있는 픽셀들의 밝기값을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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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들을 더하고 총 개수만큼 나누어 평균값을 계산했다. 그림 5 를 

보면 평균낸 영상에서는 물결 무늬도 줄어 들고 그림 4 에서 

나타났던 고유 문양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2 는 표준 통계 

모델 제작에 사용된 A 급 지폐의 개수를 나타낸다. 권종이 

높아질수록 데이터를 얻는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낮은 

권종의 데이터에 비해 그 수가 적다. 

 

 

그림 5. 10EURO 의 표준 통계 모델 

 

권종 
500 200 100 50 20 10 5 

방향 

BB 20 17 25 41 43 38 52 

BT 16 22 26 45 45 48 48 

FB 19 30 36 40 44 45 55 

FT 15 20 34 41 44 48 59 

total 70 89 121 167 176 179 214 

표 2. 표준 통계 모델 제작에 사용된 각 권종과 방향별 A 급 지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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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통계 모델을 제작하는데에 있어 ROI 검출과 축정렬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표준 통계 모델은 여러장의 A 급 

이미지를 같은 위치의 픽셀값의 평균으로 정의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전되어 들어온 영상을 회전되지 않은 상태로 

변환시키는 축정렬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촬영된 이미지가 

디지털화 되면서 같은 지폐라도 위치에 따라 몇 픽셀씩 달라지기도 

한다. 축정렬 과정을 거치면 지폐의 크기나 내부에 인쇄된 문양의 

위치가 픽셀 단위로 달라진다. 또한 ROI 검출 방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폐의 시작점(오른쪽 위 모서리)이 영상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영상에서 3~4 픽셀 크기의 문양의 경우는 

정확하게 해당 문양만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부의 

값까지 같이 계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표준 통계 

모델을 만들어 보면 문양의 가장자리 부분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이는 정상 권종과 표준 통계 모델을 

비교하더라도 ROI 검출과 축정렬 과정중 생긴 오차로 인해 결함이 

있다고 판별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상 권종과 표준 

통계 모델을 비교할 때 같은 위치의 픽셀단위 비교외에 그 

주변부의 값도 같이 검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폐를 

가로 9 픽셀, 세로 9 픽셀 크기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표준 통계 

모델과 입력 지폐의 하위영역의 대표값을 서로 비교한다면 ROI 

검출, 축정렬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상쇄할 수 있다. 하위영역의 

대표값은 81 개 픽셀의 평균값으로 설정했다.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이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결함 검출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A 급 지폐를 지폐의 원래 크기대로 평균낸 표준 통계 모델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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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세로 길이가 원 영상의 1/9 크기의 하위영역용 표준 통계 

모델을 제작하여 하위영역의 대표값을 가지고 있도록 했다. 

하위영역용 표준 통계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입력 지폐와의 

비교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두가지 표준 통계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 지폐와 

비교한 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의심지역으로 설정한다. 그 후 각 결함을 검출해 낼 수 있도록 

해당 결함을 검출하기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3.3. 물리적 결함 

검출해야 하는 결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 

결함과 그 외의 결함이다. 물리적 결함의 종류에는 Crumples, 

Limpness, Fold, Folded Corner, Tear, Hole, Mutilation 가 있다. 

이중 Crumples 와 Limpness, Fold 의 경우는 하드웨어로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물리적 결함의 경우는 지폐에 물리적 손상이 가해진 형태로 

가장자리가 찢기거나 모서리가 접히거나 내무에 구멍이 나는 

훼손의 형태가 있다. 이런 물리적 결함의 경우 투과 영상촬영에서 

훼손된 부분이 배경색인 흰색으로 나타난다.(그림 6) 물리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네 모서리, 네 가장자리, 지폐 내부 

순으로 탐색해 나간다. 차례로, Folded corner, Tear, Hole 결함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면적을 탐색하지 않고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면적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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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투과광을 이용해 촬영한 Hole 결함 영상. 

 

3.3.1. Folded corner 

Folded Corner 는 네 모서리중 일부가 접혀있는 결함을 

말한다.(그림 7)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먼저 네 

모서리에서 수평, 수직 방향으로 배경색을 따라 이동한다. 

2)이동하면서 접힌 부분의 가로, 세로 길이를 알 수 있다. 3)접힌 

부분의 가로, 세로 길이가 기준을 넘는다면 대각선 방향으로도 일정 

수준 배경색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4)확인이 끝나면 가로, 세로 

길이를 이용하여 접힌 모서리의 면적을 계산하고 면적이 기준을 

넘는다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그림 7. Folded corner 결함을 가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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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Tear 

Tear 는 네 가장자리 중 일부가 지폐 내부 방향으로 찢어진 형태의 

결함이다.(그림 8) 네 가장자리를 따라가면 Tear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1)지폐의 가장자리를 수평 방향으로 따라가며 배경색을 

가진 픽셀이 나타나는지 찾는다. 배경색을 가진 픽셀이 발견되면 

배경색이 아닌 부분이 나타날때까지 이동하여 찢긴 부분의 너비를 

찾는다. 2)찢긴 부분의 너비의 중간 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배경색을 따라 이동하다 지폐 부분이 나타나면 멈춘다. 멈춘 

지점에서 다시 양 옆의 배경색 픽셀을 따라가며 너비를 측정하고 

중간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되풀이한다. 3)더 

이상 수직 방향으로 내려갈 곳이 없을 때 그 지점을 최종 깊이로 

정한다. 4)이때 깊이 부분이 도착한 곳이 최초의 너비의 바깥쪽에 

존재한다면 대각방향, 그렇지 않다면 세로방향 혹은 가로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방식으로 측정한 너비와 수직방향 깊이가 기준을 

넘는다면 부적합하다고 분류할 수 있다. 

 

 

그림 8. Tear 결함을 가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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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Hole 

Hole 은 지폐 내부에 구멍이 있는 결함이다. 지폐 내부 탐색의 

경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폐 내부의 모든 픽셀을 탐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격자형태로 스캔을 

한다.(그림 9) 구멍 결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 크기는 10mm2 

이고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최소 정사각형은 각 변이 3mm 인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스템은 50DPI(Dots per inch)로 

촬영했기 때문에 3mm 는 영상에서 6pixel 로 나타난다. 따라서 

격자 스캔은 6 픽셀 간격으로 진행된다. 격자 스캔을 활용함으로써 

성능은 유지하되 시간은 줄일 수 있다. Hole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격자스캔을 진행하다 배경색이 나타나면 

길이 측정을 시작하고 배경색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진행시켜 

가로 길이를 측정한다. 2) 가로길이의 중간지점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배경색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검사한다. 3) 가로, 세로 

길이 측정이 끝나면 이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한다. 측정한 가로, 

세로 길이가 마름모꼴의 두 대각선이라고 가정한다. 4) 측정한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부적합, 기준을 넘지 않으면 정밀 검사를 

한다. 5) 정밀 검사는 Hole 결함의 중간 지점에서부터 window 을 

만들어 배경색이 얼마나 존재하는 측정한다. 즉 배경색이 window 

가장자리에 존재하면 window 의 크기를 늘려가며 계속 검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밀검사를 중단한다.(그림 10) 일반검사와 

정밀검사에서 Hole 결함의 면적이 기준을 넘는다면 입력 지폐를 

부적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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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격자 형태 스캔 

 

그림 10. Window 방식 

 

3.4. Graffiti, Stain, Soil, De-inked 

지폐가 물리적으로 훼손된 경우가 아닌 Graffiti, Stain, Soil 혹은 

De-inked 와 같이 지폐가 오랫동안 유통되면서 변질되거나 

인위적으로 더럽혀진 경우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결함은 물리적 

결함을 검출하는 방식에 추가로 정상권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정상권과의 비교는 앞서 제시한 표준 통계 

모델을 이용하여 진행된다. 표준 통계 모델을 입력 지폐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방식은 지폐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 대표값을 

비교하는데 이를 하위영역 방법이라 칭한다. 하위영역 방법은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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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모든 픽셀을 탐색해서 그 결과를 얻는다. 그러다 보니 

시간적 부담이 있다. Graffiti, Stain, Soil 과 De-inked 에서 모두 

하위영역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검사하는 방식이 비슷하므로 전체 

시스템에서 하위영역 방식을 한번만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속도면에서 개선을 이루었다. 

 

3.4.1. 하위영역(Sub-region) 방법 

입력된 지폐와 표준 통계 모델을 비교하는 방법은 같은 위치의 

픽셀값을 비교하는 방식과 하위 영역의 대표값을 비교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 설명한다. 입력된 지폐를 작은 사각형 

단위로 쪼갠 후 각각의 대표값을 계산하고 그 대표값을 표준 통계 

모델과 비교한다. 여기서 대표값은 각 하위영역의 평균값으로 

정했다. 하위영역은 Graffiti, Stain, Soil 과 De-inked 에서 

공유하므로 이 중 유일하게 크기에 대한 기준값이 존재하는 Stain 

의 기준치에 맞추어 그 크기를 설정하게 되었다. Stain 은 두가지 

기준이 존재하는데 그 중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기준은 비인쇄 

영역에 대한 기준치로 9mmx9mm 이면 Stain 결함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는 디지털 영상에서 18pixel x 18pixel 이다. Stain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의 하위영역 블록 전체가 stain 을 포함할 수 있도록 

Stain 기준치의 1/4 크기인 9pixel x 9pixel 로 하위영역의 기본 

단위를 설정했다. 

Graffiti, Stain, Soil 과 De-inked 는 같은 하위영역 방식을 

사용하지만 결함에 따라서는 정상권종보다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하는 차이가 있다. 네가지 결함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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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전체 지폐의 모든 픽셀을 방문하며 하위영역의 대표값, 즉 

평균값을 계산하고 하위영역의 개수만큼 저장한다. 각 하위영역의 

평균값이 표준 통계 모델과 얼마나 혹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각 결함별로 다시 검사하게 된다. 

 

3.4.2. Graffiti 

Graffiti 는 지폐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결함이다. 하지만 지폐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Graffiti 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기는 힘들다. 지폐에 

인쇄 영역에 대해서는 글씨인지 원래 지폐가 가지고 있는 

문양인지에 대한 판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권종의 지폐라도 

지폐 고유의 문양이 있음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그림 3, 4) 

따라서 전 영역에 대해 검사하지 않고 특정 영역을 지정하여 

Graffiti 검사를 한다.(그림 11) 앞에서 표준 통계 모델의 하위영역 

별 평균값을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입력 지폐의 하위영역 

평균값과 표준 통계 모델의 하위영역 평균값이 일정값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의심지역으로 저장한다. 이 지역의 주변부에 대해 정밀 

검사가 실시된다. 의심지역으로 선정된 하위영역은 해당 하위영역과 

그 주변 8 개의 하위영역에 대해서 표준 통계 모델과 입력지폐의 

밝기값을 비교한다.(그림 12) 두 밝기값을 뺀 값의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Graffiti 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3) 

Graffiti 가 존재하는 부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적합이라고 

판단가능하다. 일정 수준이란 것은 얼마나 많은 Graffiti 를 

부적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기준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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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Graffiti 검사 영역 

 

 

그림 12. 빨간색이 의심지역, 노란색이 그 주변부 

 

 

그림 13. Graffiti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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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Stain 

(a) (b) 

그림 14. Stain 지폐와 정상 지폐 비교 (a)Stain 지폐 (b)정상 지폐 
 

Stain 은 지폐가 부분적으로 오염된 결함을 나타낸다.(그림 14) 

표준 통계 모델의 하위영역 평균값을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표준 통계 모델과 입력지폐의 하위영역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한다. 

그 차이가 특정 값보다 큰 하위영역을 의심지역으로 저장한다. 전체 

하위영역에 대해 검사한 후, 의심지역으로 저장된 하위영역들이 

연결되어 그 크기가 가장 큰 하위영역 군집을 알아낸다. 해당 군집 

내부에서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픽셀 수를 센다. 인쇄 

영역과 비인쇄 영역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기준을 초과할 때 입력지폐를 부적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하위영역 군집이 가장 큰지를 알아내기 위해 각 하위영역 

마다 군집 크기에 비례하는 값을 저장하는 map 을 만든다. 방법은 

그림 15 에 나타나있다. 그림 15 에 나타난 방식대로 차례로 

스캔하면서 map 의 값은 업데이트 한다. 그 중 가장 큰 map 값을 

가지고 있는 군집이 여러 개의 군집 중 가장 큰 Stain 군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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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5. 가장 큰 Stain 군집 찾는 방법 (a) 하위영역의 stain 상태 
(b)stain 군집을 알아내기 위한 map 

 

3.4.4. Soil 

Soil 은 지폐가 전체적으로 오염된 결함을 지칭한다. 정상권종과 

특정 영역 혹은 전체 영역의 밝기 값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한다. 먼저 전체 하위영역에 대해서 

표준 통계 모델과 비교해서 평균값의 차이가 큰 부분이 몇 개나 

있는지 센다. 그 개수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Soil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한다. 개수가 일정 값 이하면 미리 지정해 놓은 비인쇄 영역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한다. ECB 기준에서 Soil 검사는 비인쇄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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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경우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인쇄 영역에 대해서표준 

통계 모델과 입력지폐 밝기값 차이의 평균을 구한다. 이 값이 

특정값 이상이면 Soil 결함이라고 판단한다. 두가지로 판정하는 

이유는 표준 통계 모델보다 조금 어두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나타나거나 표준 통계 모델보다 확실히 어두운 영역이 특정 

영역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특정 영역은 사전에 

미리 지정해 둔 영역으로 지폐의 비인쇄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3.4.5. De-inked 

De-inked 는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탈색된 결함을 말한다.(그림 

16) 정상 권종과 입력 지폐의 밝기 값을 하위영역 끼리 비교한다. 

밝기값의 차이가 일정 값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그 지역은 De-

inked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9pixel x 9pixel 

크기의 영역이 De-inked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체 지폐를 

부적합하다고 분류한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지폐가 현저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지폐를 관리하는 비용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De-inked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하위영역들의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해당 입력 지폐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De-inked 된 하위영역이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지폐 영상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적정 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하되 너무 많은 지폐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분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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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6. De-inked 지폐와 정상 지폐 비교 (a)De-inked 지폐  

(b) 정상 지폐 

 

4.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은 Intel Core2 Quad CPU Q9550 2.83GHz CPU 와 8GB 의 

메모리를 장착한 PC 에서 이루어졌고, 운영체제는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이고, 컴파일러는 Microsoft Visual C++ 

2010 을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영상의 권종별, 방향별 개수는 표 3 과 같으며 

표 3 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한다. 사용된 

영상은 50DPI(Dots per inch)로 촬영되었으며 각 광원당 영상은 

가로 396pixel, 세로 224 pixel 이다. 8bit grayscale 이며 각 

이미지당 총 8 개의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전반 4 개 영상은 

지폐가 들어온 방향의 정면을, 후반 4 개 영상은 뒷면을 촬영한 

결과이다. (그림 1) 8 개 영상을 촬영한 광원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Green 반사광, IR 880nm 반사광, IR 730nm 반사광, IR 

880nm 투과광, Green 반사광, IR 880nm 반사광, IR 73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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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광, IR 730nm 투과광을 사용했다. ROI 검출은 효성㈜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 

 
 권종 

방
향 . 

500 200 100 50 20 10 5 

적합 

FT 15 20 37 41 44 48 59 

FB 19 30 35 40 44 45 55 

BT 16 22 26 45 45 48 48 

BB 21 17 26 41 43 38 52 

부적

합 

FT 62 60 61 61 59 61 60 

FB 61 61 61 61 59 62 61 

BT 60 61 61 61 59 61 62 

BB 61 60 61 61 59 61 61 

표 3.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의 권종별, 방향별 개수 

 

4.1. 실행시간 분석 

표 4 는 지폐 적합도 감별 수행 시간을 나타낸다. ARM 에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 PC 에서 실험을 수행한 시간이며 

단위는 µs 이다. ARM 과의 차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했을때 10 배 

이내이다. 결함별, 권종별로 시간을 측정했으며 표 3 에 나타낸 

데이터를 실행시킨 평균 시간이다. 단, MAX 는 실행 중 나타난 

상한 시간을 나타낸다. 부적합 데이터가 적합 데이터보다 

실행시간이 전반적으로 오래 걸리며 상한시간 또한 PC 에서 

1.643ms 로 부적합 데이터에서 더 오래 걸린다. 부적합 데이터 

에서의 상한 시간은 ARM 에서의 성능이 10 배 느리다고 하면 기준 



- 26 - 

 

시간인 15ms 를 약간 넘지만 ARM Cortex A8 은 최신 

프로세서이며 Q9550 과의 성능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행시간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SRC(sub-region 

calculation), Graffiti, Stain, Hole 이다. 나머지 결함에 대한 

시간은 모두 1% 미만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4 개의 과정에 

비해 무시할만하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위 4 개 과정중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SRC 이다. 이는 입력 지폐를 

9 픽셀 x9 픽셀 크기의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각 하위영역의 

평균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전체 지폐를 스캔한다. 적합 

데이터에서는 평균 83%의 시간은 SRC 과정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결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결함별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 수행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부적합 

데이터에서는 평균 70%의 시간은 SRC 과정에 사용하고 있다. 

Graffiti 와 Stain 의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 두가지 결함 

검사는 의심가는 하위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을시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Stain 

검사의 경우 평균 0.004ms 에서 평균 0.034ms 로 적합 데이터 

보다 부적합 데이터에서 8 배 이상 시간이 오래 걸렸다.  Hole 

검사는 적합 데이터와 부적합 데이터의 시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추가적인 검사의 오버헤드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Mutilation 검사는 ROI 검출 후 길이 비교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으며 시간을 측정했을 때 1µs 보다 작은 

시간이 걸리므로 전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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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Mutilation 검출의 정확도 면에서는 표 4 에 나타난 데이터롤 

실험한 결과 96%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지폐의 위치가 중앙 

부분이 아닌 밑면에 근접한 위치에 있으면 ROI 검출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ROI 검출을 실패하면 입력 지폐의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Mutilation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ROI 검출 라이브러리의 문제이므로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함 

  
권종 

SR
C 

Graffit
i 

Stai
n 

Soi
l 

Deinke
d 

Folde
d 

Corne
r 

Tea
r 

Hol
e 

Mutilat
ion 

합 

적
합 

5 
33
6 15 4 0 1 1 5 11 0 372 

10 
33
4 62 3 0 2 1 5 13 0 419 

20 
34
5 71 6 0 2 1 5 15 0 444 

50 
38
4 85 4 1 2 1 6 19 0 502 

100 
40
9 29 7 1 3 1 6 20 0 475 

200 
41
7 6 4 1 3 1 7 24 0 462 

500 
46
7 45 6 2 3 1 7 25 0 556 

MAX 
77
2 374 190 4 14 27 15 

12
3 0 1519 

부
적
합 

5 
34
0 61 27 1 1 0 4 8 0 441 

10 
35
1 120 34 2 1 0 4 10 0 521 

20 
36
8 121 35 1 2 1 4 12 0 543 

50 
36
6 179 27 1 1 0 4 11 0 589 

100 
38
5 75 46 2 2 0 4 13 0 526 

200 
38
7 61 39 2 1 0 4 14 0 507 

500 
41
1 103 32 2 2 0 4 15 0 570 

MAX 
68
2 612 226 6 12 4 15 86 0 1643 

표 4. 결함 별 실행시간 및 총 실행시간 (단위:µ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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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7. 실행시간 비교 (a)적합 데이터 실행시간(b) 부적합 
데이터 실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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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Hole 검사 결과 분석 

그림 6 처럼 투과 광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투과광으로 촬영한 영상은 배경이 흰색이다. 그림 18. (b), (c), 

(d)는 Hole 결함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전체 

지폐를 스캔하지 않고 일정간격씩 건너뛰면서 스캔하기 때문에 

그림 18. (b) 처럼 Hole 의 중앙의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는 그림 18. (c) 처럼 Hole 의 끝 부분의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8. (b)는 길이 

측정만으로도 Hole 기준을 만족시켜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지만 

그림 18. (c)는 길이 측정만으로는 Hole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그림 18. (d)처럼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한 지점에서 

window 방식을 적용한다. Window 방식은 그 주변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사각형 형태의 결함 뿐 아니라 삼각형 모양의 결함도 

제대로 검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의 데이터를 실험한 결과 

적합 데이터에서 100%, 부적합 데이터에서 98%의 정확도를 

갖는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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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18. Hole 결함 검출 과정 분석 (a)Hole 결함이 존재하는 영상 

(b)Hole 결함 검출 영상 (c)부족한 길이로 Hole 로 판정되지 못한 

영상 (d)window 방식을 적용한 영상 

 

4.3. Tear 검사 결과 분석 

그림 6 처럼 투과 광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그림 

19 는 Tear 결함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찢어져 들어간 부분을 검사한다. 

대각선으로 찢어진 경우는 계단처럼 꺾여 들어가며 검사한다. (그림 

19. (a)) 수직방향으로 찢어진 경우는 한번의 스캔으로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 19. (b) 처럼 한번만 스캔해서 그 길이를 

이용해 적합/부적합 판정을 한다. 대각방향과 수직 방향 모두 

정확히 깊이를 측정하고 있다. 표 4 의 데이터를 실험한 결과 적합 

데이터에서 100%, 부적합  데이터에서 98%의 정확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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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9. Tear 결함 검출 과정 분석 (a)대각선 Tear 검출 영상 
(b)수직 Tear 검출 영상 

 

4.4. Folded corner 검사 결과 분석 

그림 6 처럼 투과 광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네 

귀퉁이에 대해서 Folded corner 검사를 한다. 가로, 세로 길이와 

대각방향의 길이를 측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한다. (그림 20) 

길이 측정을 통해 Folded corner 결함을 제대로 판정할 수 있다. 

표 4 의 데이터를 실험한 결과 적합 데이터에서 100%, 부적합 

데이터에서 99%의 정확도를 갖는다. 

 

 

그림 20. Folded corner 결함 검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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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raffiti 검사 결과 분석 

Green 반사광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한다. 그림 21 은 Graffiti 를 

검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1. (a)는 100EURO 의 비인쇄 

영역에 얼룩이 있는 데이터이다. Stain 결함이기는 하지만 Graffiti 

검사 알고리즘으로도 검출이 가능하다. 그림 21. (b)는 하위영역 

계산을 통해 Graffiti 의심 영역을 찾아내고 의심 지역에 대해서 

표준 통계 모델 영상과 차이를 계산한 결과이다. 입력 지폐와 표준 

통계 모델 차이가 일정 값 이상인 경우 흰색으로, 이하인 경우 

검은색으로 표시했다. 즉 흰색인 부분이 Graffiti 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판단 된 부분을 나타낸다. Graffiti 가 존재하는 영역의 

주변부까지 같이 검사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상 부분을 

정확히 찾아 낼 수 있으며 표준 통계 모델과의 비교를 최소화 

함으로써 속도를 향상 시켰다. 표 4 의 데이터를 실험한 결과 적합 

데이터에서 100%, 부적합 데이터에서 100%의 정확도를 갖는다. 

 

(a) (b) 

그림 21. Graffiti 결함 검출 과정 분석 (a)Stain 또는 Graffiti 결함 

영상 (b)Graffiti 검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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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tain 검사 결과 분석 

Green 반사광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한다. 그림 22 는 Stain 을 

검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Stain 의심지역으로 판정된 부분을 

흰색으로 표시했다. 검사는 하위영역 단위로 하기 때문에 판정된 

부분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Stain 결함의 위치를 잘 

찾아내며 크기 역시 정확히 판단하여 기준 크기를 넘는지 검사할 

수 있다. 표 4 의 데이터를 실험한 결과 적합 데이터에서 100%, 

부적합 데이터에서 100%의 정확도를 갖는다. 

(a) (b) 

그림 22. Stain 결함 검출 과정 분석(a)Stain 결함 영상  

(b) Stain 검출 영상 

 

4.7. Soil  검사 결과 분석 

Green 반사광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한다. 그림 23 은 Soil 

결함을 검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3. (b)에서 Soil 로 판정된 

부분을 검은색으로 표시했다. 그림 23. (a)는 Soil 영상으로 

새지폐인 그림 23.(c)와 비교하면 오염도를 알 수 있다. 이 영상은 

전반적으로 얼룩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하위영역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Soil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다. 복잡한 무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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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쇄 영역에 대해서는 Soil 결함 정도 검사가 힘들지만 비인쇄 

영역이나 무늬가 비교적 단순한 영역에 대해서는 Soil 결함 정도 

판정이 가능하다. Soil 결함은 전체 영역이 오염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특정 영역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 4 의 데이터를 실험한 결과 적합 데이터에서 100%, 

부적합 데이터에서 98%의 정확도를 갖는다. 

(a) (b) 

 

(c) 

그림 23. Soil 결함 검출 과정 분석 (a)Soil 결함 영상 (b) Soil 
검출 영상 (c) 비교용 정상 지폐 

 

4.8. De-inked 검사 결과 분석 

Green 반사광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한다. 그림 24 는 De-

inked 를 검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4. (a)는 새지폐인 그림 

24. (c)와 비교해 보면 부분적으로 De-inked 가 존재하는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 De-inked 지역으로 판정된 하위영역을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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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서 검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했다. De-inked 영역으로 판정된 

부분이 많아지면 De-inked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부분적으로 De-inked 된 영상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De-inked 된 영상에서 부적합 판정 역시 가능하다. 검출 결과를 

보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De-inked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검출이 가능하다. 검출된 영역이 얼마나 많을 때 부적합 판정을 

할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실험 후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그림 24. (a) 정도의 결함 영상은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표 4 의 데이터를 실험한 결과 100%의 정확도를 갖는다. 

(a) (b) 

 

(c) 

그림 24. De-inked 결함 검출 과정 분석 (a)De-inked 결함 영상  

(b) De-inked 검출 영상 (c)비교용 정상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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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지폐 영상의 유통 적합도를 ECB 기준에 부합하도록 

빠른 시간내에 정확하게 판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용될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ARM Cortex A8 환경에 

맞게 최적화 하였다. 시간 측정은 PC 상에서만 이루어 졌지만  

평균 0.5ms, 최대 1.6ms 로 ARM Cortex A8 에서 15ms 인 목표 

시간을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정확한 속도 측정이 필요하다. 정확도 면에서는 

PC 상에서의 실험과 ARM Cortex A8 에서의 실험 결과가 동일하다. 

적합 데이터를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정확도가 100%이고 부적합 

데이터를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하는 정확도는 Mutilation 96%, 

Hole 98%, Tear 98%, Folded corner 99%, Graffiti 100%, Stain 

100%, Soil 98%, De-inked 100% 이다. 이는 목표 정확도인 

부적합 데이터에서 95% 이상, 적합 데이터에서 90%이상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Soil 이나 De-inked 같은 경우 육안으로 판정하여 어느 정도 

이상을 부적합 데이터로 판정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험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결함의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질 경우 임계값만 변경하면 알고리즘을 수정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다. 

영상을 촬영하는 센서가 시간이 지나거나 온도 변화에 의해 

촬영하는 이미지 전체의 밝기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Soil 이나 

De-inked 결함을 판정하는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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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하드웨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보정하는 과정을 추가된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기적으로 

파라미터 등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센서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체 영역 검사와 특정 

영역 검사를 같이 진행한 후 각 판단 값에 가중치를 주어 판단하는 

방식이 고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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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check of banknote is a significant issue to bank for 

efficient managements of banknotes. Fast and accurate fitness 

check is required to decide whether used banknotes are 

suitable for circulation or not. Huge amount of banknotes which 

are determined as unfit for circulation causes cost burden to 

handle it. However when unfit banknotes are falsely determined 

into appropriate one for circulation, it is a problem in checking 

counterfeits. This work proposes a fitness check method using 

CIS banknote image in order to reduce the amou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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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ecessarily discarded banknotes and to monitor inappropriate 

banknotes for circulation. European central bank (ECB) 

announced an article about standards to classify defects and to 

manage status of banknotes. This work detects 8 kinds of 

defects using image processing among ECB standards excluding 

defects that hard-ware can detect: Mutilation, Hole, Tear, 

Folded corner, Graffiti, Stain, Soil, and De-inked. The strong 

points of this method are as follows. First, this method works 

only with small number of sensor to achieve the goal. Second, it 

suggests atlas which is made by average of many new 

banknotes, which reduces error from unique pattern each 

banknote has and avoids sensor noise. In terms of efficiency, 

the computational time to determine fitness is within 5ms in 

ARM Cortex A8. It is evaluated with 2700 real EURO banknotes. 

This method can be applied to not only EURO banknotes, but 

also to other bank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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