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4

G07D 7/00

(45) 공고일자   1989년06월07일

(11) 공고번호   89-002004

(21) 출원번호 특1984-0007874 (65) 공개번호 특1985-0005650
(22) 출원일자 1984년12월12일 (43) 공개일자 1985년08월28일

(30) 우선권주장 59-2047  1984년01월11일  일본(JP)  

59-2049  1984년01월11일  일본(JP)  

59-19333  1984년02월07일  일본(JP)  

59-19334  1984년02월07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끼 가이샤 도오시바    사바 쇼오이찌

일본국 가나가와껜 가나와사끼시 사이와이구 호리가와쬬오 72

(72) 발명자 가즈아끼 나루세

일본국 가나가와껜 가와사끼시 나까하라구 미야우찌 690 유끼하라빌딩 
402고

(74) 대리인 김윤배

심사관 :    조성욱 (책자공보 제1586호)

(54) 지폐류 판별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지폐류 판별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지폐류 판별장치의 제1실시예인 지폐 판별장치의 블록도.

제2도는 제1실시예에 있어서, 판별의 대상이 되는 지폐의 평면도.

제3도는 제1실시예에 있어서, 검출기 부근의 측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지폐 판별장치의 제2실시예의 블록도.

제5도는 제2실시예에 있어서, 검출기 부근의 평면도.

제6(a)-(g)도, 제7(a)-(h)도는 제2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챠아트.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지폐 판별장치의 제3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제9도는 제3실시예에 있어서, 판별의 대상이 되는 지폐의 평면도.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지폐 판별장치에 있어서, 제4실시예의 블록도.

제11도는 제4실시예를 변형시킨 변형례의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지폐나  지폐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폐류(또는  지엽류(紙葉類))의  더러운  정도를 
검출해내고,  더러운  정도에  따라서  지폐를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는  지폐류  판별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폐를  사용함에  따라서  지폐는  더러워지게  되는데,  그  더러워지는  정도는  타물건에 비
해서 심한 편이다.

이렇게  지폐가  더러워지면,  기계에  의한  자동처리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폐는 발행원
으로  회수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는  지폐  판별장치가  설치되는바,  이  기계는  은행에 모아지
는  지폐의  더러운  정도를  검출한다.   즉,  더러운  정도가  허용치  이하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정권(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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券  :  Clean  note)과,  더러운  정도가  허용치  이상이어서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회수해야  하는 손권(損
券 : damaged note)을 각각 분리한다.

종래의  지폐  판별장치는  공급된  지폐를  1장씩  운송하면서  지폐의  반사광량이나  투과광량을  구해서 
이것을 기초로하여 판별을 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폐의  일부분만을  판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광량을  검출하는  부분에  따라 
검출의  정밀도가  크게  변화한다.   예를들면,  지폐중  흰부분에서는  약간의  더러움이  광량을 좌우하지
만,  검은  부분에서는  약간의  더러움은  검출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더러운  정도를  검출함에 있어서
는 흰부분의 광량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장치에서는 반드시 흰부분이 검출의 대상부분으로 되어있지는 않다.

또한,  지폐에  구멍이  뚫려있는  경우에는,  구멍에  따른  반사광량이나  투과광량이  크게  변화해 버리므
로 오판별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다.

더구나  광량의  검출에는  조명광이  조사되는데,  광원의  경년변화나,  광원의  발광량이  하나하나 다름
에 기인하는광량의 변화에 의해서도 판별효과가 크게 차이난다.

한편,  정권과  손권을  구별해내는  상관관계는  시중에  나돌고  있는  지폐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
다.

즉,  시중에  나돌고  있는  지폐의  양이  많으면,  정권과  손권의  구별은  엄해져야  하고,  시중에  나돌고 
있는  지폐의  양이  적으면  그  구별은  완화되어야  한다.   이는  시중의  유통지폐량을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래의  장치에서는  이러한  구분척도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용에는  걸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

상기한  결점은  지폐의  판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폐와  유사한  지폐류(지엽류(紙葉類))를 판별하
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지폐류의  더러움을  정확히  검출하고,  소망하는  종별로  지폐류를  분류할  수  있는  지폐류 
판별장치를 제공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지폐류 판별장치에 의해서 실현된다.

즉,  지폐류에  조명광을  조사하여서  지폐류의  반사광과  투과광을  검출하는  수단,  판별대상이  되는 지
폐류의  종류마다  인쇄부분과  은화부분의  영역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발생수단,  상기한  인쇄부분과 
은화부분의  신호에  따라서  검출수단의  출력을  연산하여  지폐류의  인쇄부분과  은화부분만의 반사광량
과  투과광량을  구하는  연산수단,  상기한  연산수단의  출력에  따라  지폐류의  인쇄부분과  은화부분만의 
반사광량과  투과광량을  각각의  기준신호와  비교하여서  지폐류의  훼손정도를  판별하는  수단,  등으로 
이루어진 지폐류 판별장치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하  본  발명을  예시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설명의  편의상,  판별대상이 되
는 지폐류는 지폐로 고정한다)

제1도는  지폐  판별장치  제1실시예의  블록도이다.   여기에서,  판별장치에는  동일  액면가의  지폐가 한
다발로  한꺼번에  셋트되고,  도시되지  않은  공급장치(Feeder)에  의해서  한장씩  장치내로  공급된다.   
또한  공급되는  지폐(2)의  앞뒤는  서로  가지런히  되어  소정의  면(통상적으로  표면)이  위로  항하도록 
셋트된다.

그리고,  거두어  들여진  지폐(2)는  반송로울어(10)에  상하로  끼워진  후  반송로울러(10)의  회전에 의
해 화살표 A방향으로 반송되면서 정/손(正/損)여부가 판별된다.

제2도는  이러한  장치에  끼워진  지폐(2)의  일반적인  평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폐(2)은 은화부분
(隱畵부분  :  평상시에는  그림이  보이지  않고,  지폐(2)를  광원에  비추었을때  그림이  보이는 부분)
(4)과  인쇄부분(6)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은화부분(4)은  인쇄부분(6)의  내부에  있는  것이다.   그외
에, 은화부분(4)은 인쇄부분(6)과 별도로 주위의 여백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지폐도 있다.

지폐(2)의  반송로에는  그  아래위에  제3도에  되시된  것과  같은  조명용  광원(12)(14)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반송방향에  있어서는  광원(12)이  광원(14)보다  가까운  쪽에  설치된다.   제3도는  이러한 부분
의  측면도이다.   광원(12)(14)은  반송로와  직교하는  한벌의  형광등이고,  지폐(2)를  똑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그  조명광  분포는  균일하게  되어있다.   광원(12)의  바로  윗쪽  반송로  상에는  렌즈(16)와 
라인센서(18  :  반송로와  직교하는  일렬상에  배치되어  있는  CCD  수광소자가  어레이로  구성된  것)가 
설치되며,  광원(12)으로부터  조사되어  지폐(2)를  투과한  빛은  렌즈(16)을  통하여  라인센서(18)로 입
사된다.   반송로상에  있는  광원(14)의  근처에는  렌즈(20)와  라인센서(22)가  설치되어  있는바, 광원
(14)으로부터  조사되어  반송지폐(2)의  상측면에  반사된  빛은  렌즈(20)를  통해서  라인센서(22)로 입
사된다.  여기에서의  광원(12)과  렌즈(16)  및  라인센서(18)는  제1검출회로(24)를  구성한다.   또한, 
광원(14)과 렌즈(20) 및 라인센서(22)는 제 2 검출회로(26)를 구성한다.

이와같이,  지폐(2)는  반송되면서  우선  제  1  검출회로(24)에서  투과량이  검출되고,  계속하여  제  2 검
출회로(26)에서  반송선로상  측면의  반사광이  검출된다.  라인센서(18)(22)에서는  일단의  수광소자 검
출신호로부터 다른단의 수광소자 검출신호가 직렬로 출력된다.

제1도에  있어서,  제1검출회로(24)(라인센서(18))의  출력이  타이밍신호  발생회로(28)에  공급되고, 제
2검출회로(26)(라인센서(22))의 출력이 게이트회로(30)(32)에 공급된다.

타이밍신호  발생회로(28)에는  판병의  대상이되는  지폐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한 화폐단위신호(金種신
호)가  입력되어  있다.   타이밍신호  발생회로(28)은  제1검출회로(24)의  출력에  따라  지폐(2)의 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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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의  F)을  검출한다.   지폐(2)는  화폐단위마다  인쇄부분(6)의  범위와  은화부분(4)의  범위가 결
정되어  있으므로,  타이밍신호  발생회로(28)는  지폐(2)의  선단이  검출될때  지폐(2)가 제1검출회로
(24)의  검출위치로부터  제2검출회로(26)의  검출위치까지  반송되는데  요하는  시간과  지폐(2)의 반송
속도,  선단으로부터  인쇄부분(6)까지의  거리 L 1  및  선단으로부터  은화부분(4)까지의  거리 L2 등을 고

려하여  인쇄부분(6)과  은화부분(4)이  제2검출회로(26)의  검출위치로  오는  타이밍을  감지하게  된다.   
여기에서  인쇄부분(6)과  은화부분(4)은  지폐(2)의  전체폭(반송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에  걸쳐서 형
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에도  걸쳐있을  수  있으므로,  타이밍  신호발생기(28)는  인쇄부분(6)과 은
화부분(4)에  대응되는  수광소자의  출력기간에  대응하여  인쇄부분신호와  은화부분신호를  발생시킨다.   
구체적으로,  라인센서가  200개의  수광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이밍  신호발생기(28)는 인
쇄부분(6)이  제2검출회로(26)의  검출위치에  있고,  또한  라인센서(22)의  중앙부에는  190개의 수광소
자가  출력하고  있는  기간에는  인쇄부분신호  P를,  은화부분(4)이  제2검출회로(26)의  검출위치에 
있고,  라인센서(22)의  중앙부에  있는  50개의  수광소자가  출력하고  있는  기간에는  은화부분신호  W를 
발생시킨다.

인쇄부분신호(P)와  은화부분신호(W)는  각각  게이트회로(30)(32)에  공급되어  게이트회로(30)(32)를 
연다.   이때문에  제2검출회로(26)에서  검출된  지폐(2)의  인쇄부분(6)만의  반사광신호가 게이트회로
(30)를  통하여  적분기(34)에  공급되고,  제2검출회로(26)에서  검출된  지폐(2)의  은화부분(4)만의 반
사광신호가  게이트회로(32)를  통하여  적분기(36)에  공급된다.   이에따라  적분기(34)(36)는  각각 인
쇄부분(6)의  반사광량(여기에서  은화부분(4)도  포함된다)과  은화부분(4)의  반사광량을  구하게  된다.   
적분기(34)(36)의  출력은  감산기(38)에  공급된다.   감산기(38)는  적분기(34)출력에서  적분기(36)의 
출력을  뺀다.   즉,  은화부분(4)을  제외한  인쇄부분(6)만의  반사광량을  구하게  된다.   적분기(36)와 
감산기(38)의 출력은 판정회로(40)에 공급된다.  

그리고,  판정회로(40)는  양  입력신호를  각각  개개의  기준신호와  비교하는  동작에  따라  지폐(2)의 정
/손(正損)여부를  판별한다.   즉,  판정회로(40)는  적분기(36)로부터  공급된  은화부분(4)를  뺀 인쇄부
분(6)만의  반사광량에  대하여  비교적  느슨한(때에따라  높은)  기준신호와의  비교동작을  행한다.   그
리고 이들 2종류의 판별효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판별기능을 행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1실시예에  따르면,  인쇄부분(6)과  은화부분(4)의  광량을  각각 개별적으
로 구하여 개개의  기준신호와 비교함에 따라서,  각  부분에 대한 더러운 정도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에  따르면  오염도  검출의  종합적인  감도가  향상하게  된다.   이러한 은화부분
(4)와  인쇄부분(6)은  지폐(2)의  선단으로부터  소정의  거리에  있는  부분으로  검출되므로  정확하게 구
할 수가 있다.

또한,  은화부분(4)이  인쇄부분(6)내에  없고  인쇄부분(6)과  별도로  있는  경우에,  감산기(38)는 불필
요하게 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4도는  제2실시예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1
실시예에서는  지폐(2)의  투과광과  반사광을  검출하는  제1,  제2검출회로(24)(26)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2실시예에서는  재폐(2)의  반송로상의  상측면  반사광을  검출하는  검출회로(50)만이  설치되어져 있
다.   검출회로(50)는  지폐(2)의  반송로상에  설치되어  반송방향  A와  직교하는  1벌의  형광등만으로 이
루어진  광원(52)과  반송로의  아래에  설치된  높은  반사율의  반사판(예를들어  거울과  같은)(54), 반사
판(54)  및  지폐(2)로부터의  반사광이  렌즈(55)를  통해서  입사되는  라인센서(56)  및  라인센서(56)의 
출력에  접속되는  증폭기(58)로  구성된다.   라인센서(56)는  화살표  A방향으로  반송되는  각  지폐(2)의 
판별시,  우선  지폐(2)로부터의  반사광을  검출하고,  계속해서  반사판(54)으로부터의  반사광(기준 반
사광으로 이루어진)을 검출한다.

검출회로(50)의  출력이  게이트  및  타이밍신호  발생회로(60)에  공급되어서,  지폐전체의  반사광 신호
로부터  소정부분만의  반사광신호가  출력된다.   게이트  및  타이밍신호  발생회로(60)의  출력이 적분회
로(62)에 공급되고, 적분회로(62)의 출력이 판정회로(64)에 공급된다.

게이트 및 타이밍신호 발생회로(60)는 수평카운터(70)와 수직카운터(72), 플립플롭
(74)(76)(78)(80),  노아게이트(82)  및  앤드게이트(84)(86)(88)(90)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수
평과 수직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5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5도는  제4도에  도시된  장치의  검출회로  부근에  해당되는  평면도이다.   여기서  도시된것과  같이, 
지폐(2)의  반송방향이  수직방향이고  그것과  직교하는  방향이  수평방향으로  정의되어  있다.   지폐
(2)는  인쇄부분과  은화부분이라는  개념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고,  판별대상이  되는  영역(I  : 통상적
으로 은화부분)과 그 이외의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분할되어 있다.

라인센서(56)의  출력으로부터  이러한  대상영역(I)만의  반사광  신호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는 라인센
서(56)의  출력신호에  제5도에  도시된  바와같은  게이트신호(Vg,  Hg(Hg1,  Hg2))를  첨부시키면  좋다.   
제1실시예에서는  장치측으로  거두어  들이는  지폐의  앞뒤를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은화부분의  위치는 
한곳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제2실시예에서는  앞뒤가  일치되지  않은  지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은화부분이  중앙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폐가  앞쪽인지  뒷쪽인지에  따라서  좌우대칭인  위치에 
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문에  제2실시예에서는  좌우대칭(수평방향에  있어서)인  두곳의 대
상영역(I1)(I2 )의  반사광신호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  수평방향으로  두개의  게이트신호(Hg2)(Hg2)를 사

용하고  있다.   물론,  은화가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신호(Hg2)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제2실시예
에서는  훼손여부의  판별을  지폐(2)로부터의  반사광과  반사판(52)으로부터의  반사광(기준반사광)의 
비율로  행하고  있다.   그때문에  지폐(2)의  선단을  검출한  후  검출회로(50)의  출력에서 판별대상영역
(I)과  반사판(54)과의  반사광신호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  수직방향에  있어서  게이트신호(Vg)와 게이
트신호(Vgo)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게이트신호(Hg)(Vg)를  발생시키기  위한  카운터는  수평카운터(70)와  수직카운터(72)이다.   그
때문에  수평카운터(70)에는  라인센서(56)에  공급되는  클록펄스와  동일한  클록펄스(CK)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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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카운터(70)의  캐리출력(CA  :  Carry  출력  또는  Over  flow  출력)은  앤드게이트(71)를  통해서 카운
터(72)에  공급된다.   이  앤드게이트(71)는  라인센서(56)가  지폐(2)의  선단을  검출하면 제어신호
(CTRL)에  따라  소정시간동안  열리게된다.   그  소정시간은  연속하여  반송되는  지폐간의 피치(Pitch)
에  따르는  것이고,  다음의  지폐가  검출회로(50)의  검출위치부근에  도달하기  전에  앤드게이트(71)가 
닫히는  것과  같은  시간에  선택되는  것이다.   수직카운터(72)는  앤드게이트(71)가  닫힐때에 클리어된
다.   수평카운터(70)는  라인센서(56)의  소자수와  같은  카운트값에  달하면  클리어됨과  함께 캐리출력
(CA)을 발생시킨다.

이와같이,  카운터(70)는  지폐(2)의  라인을  읽어냄에  있어서,  검출회로(50)로부터  해당되는  소자의 
검출신호가  출력되어  있는지를  계수하고  있다.   수평카운터(70)는  카운터값이 h1 , h2 , h3 , h4(h1＜

h2h3h4 )인때에  각각 H1 , H2 , H3 , H4 신호를  발생시키고, H1 , H2 , H3 , H4 신호는  각각  플립플롭(74)의 셋트

단자와  리셋트단자,  플립플롭(76)의  셋트단자와  리셋트단자에  공급된다. 플립플롭(74)(76)으로부터
는 게이트신호(Hg1)(Hg2 )가  출력된다.  수직카운터(72)는  카운트값이 V1 , V2 , V3 , V4 , V5(V1＜V2＜V3＜V4

＜V5 )인때에  각각 V1 , V2 , V3 , V4 , V5 신호를  발생시킨다.   여기에서 V1∼V4 의  신호를 플립플롭(78)(8

0)이  셋트단자와  리셋트단자에  공급된다.   플립프롭(78)(80)으로부터  게이트신호(Vg)(Vgo)가 출력된
다.   플립플롭(74)(76)의 출력신호(Hg1)(Hg2 )는  각각  엔드게이트(86)(84)의  제1입력단에  공급된다.   

플립플롭(78)(80)의  출력신호(Vg)(Vgo)는  노아게이트(82)를  매개하여  앤드게이트(84)(86)의 제2입력
단에  공급된다.   앤즈게이트(84)(86)의  출력은  각각  엔드게이트(8)(90)의  제1입력단에  공급된다.   
앤드게이트(88)(90)의 제2입력단에는 검출회로(50)의 출력신호가 공급된다.

적분회로(62)는  제1,  제2적분기(92)(94)로  구성되고,  앤드게이트(88)(90)의  출력은  각각  제1, 제2적
분기(92)(94)에  공급된다.   수직카운터(72)의 V 5  출력신호는  적분회로(62)에  리셋트  펄스로서 공급

된다.   또한  제1,  제2적분기(92)(94)의  출력은  판정회로(64)에  공급되고,  수직카운터(72)의 V5출력

신호가 판정회로(62)에 읽어내림용 펄스로서 공급된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된 제2실시예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지폐(2)가  반송될때  라인센서(56)와  수평카운터(70)에는  제6a도에  도시한것처럼  클록펄스(CK)가 공
급된다.   검출회로(50)의  라인센서  (56)로부터는  각  수광소자의  출력신호가  시간적으로  볼때  직렬로 
출력된다.

그리고,  라인센서(56)으로부터  신호가  출력되는  것과  동기하여  수평카운터(70)가  계수를  시작한다.   
수평카운터(70)의  카운트값이 h1 , h2 , h3 , h4 로  되면,  제6(b)도∼제6(e)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H1 , H2 , 

H3 , H 4 펄스신호가 발생된다.   이  카운트값 h1∼h4 는  지폐(2)의  일단에서 대상역역(I2 )의  선단과 후단, 

대상역역(I2 )의  선단과  후단까지의  거리와,  라인센서(56)의  클록주파수에  대응되는  것이다. 플립플

롭(74)은 H 1  펄스신호에  의해서  셋트되고 H 2  펄스신호에  의해서  리셋트된다   이때문에 플립플롭(74)

으로  부터는  제6(f)도에  도시된것과  같은 Hg1 의  펄스신호가  출력된다.   여기에서 Hg1 , Hg 2 펄스신호

는  지폐(2)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발생되므로  지폐(2)가  검출기(50)의  검출위치부근에  있는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수직카운터(72)의 출력에 따르게 된다.

그때문에  어느정도 Hg1 , Hg 2  펄스신호가  출력되어져  있어도  수직카운터(72)로부터  Vg,  Vgo 펄스신호

가  발생되어있지  않으면  앤드게이트(84)(86)는  닫혀지게  되머로 Hg1 , Hg 2  펄스신호는 앤드게이트

(84)(86)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라인센서(56)가  지폐(2)의  선단을  검출하면,  앤드게이트(71)가  닫혀져  수직카운터(72)가  동작을 개
시한다.   수직카운터(72)의  카운트값이 V1 , V2 , V3 , V4 로  되면,  제7(a)∼(e)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V1

∼V 4  펄스신호가  발생된다.   이  카운트값 V1 , V2 는  지폐(2)의  일단에서 대상영역(I1)(I2 )의  선단과 후

단까지의 거리와, 지폐(2)의 반송속도에 대응되는 것이다.

또한, 카운트값 V3와 V4의 차이는 반사판(54)의 반송방향폭과 지폐(2)의 반송속도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플립플롭(80)으로부터는  제7(g)도에  도시되어있듯이  Vgo  펄스신호가  출력된다.   
그 결과, 노아게이트(82)로부터는 제7(h)도에 도시한 바와같은 펄스신호가 출력된다.

이상의  동작에  의해서,  앤드게이트(84)(86)와  앤드게이트(88)(90)는  지폐(2)의 대상영역(I1)(I2 )이 

검출회로(50)의  검출위치에  있을때와  그후  소정시간에만  열리게된다.   적분기(92)(94)는  각각  좌우 
반쪽에  있는 대상영역(I1)(I2 )  및  지폐(2)의  반송방향과  직교하는  수평방향에  있어서  이들과 동일위

치에  있는  반사판(54)부분으로부터의  반사광량을  구한다.  여기에서  대상영역으로서  은화부분이 고려
되어  있을때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대상영역중  참된  대상영역으로부터의  반사광량쪽이  많으므로 
판정회로(64)는  양  적분결과중  많은쪽을  참된  대상영역의  반사광량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지
폐(2)의  대상영역(참된  쪽)으로부터의  반사광량과  그  후에  입력된  반사판(54)에  대응되는 영역으로
부터의 비율에 따라서 지폐(2)의 더러운 정도를 검출하고 지폐(2)의 훼손여부를 판별한다.

이상에서  설명한것처럼,  제2실시예에  따르면,  폭방향(운송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에  있어서 동일부분
의  지폐와  반사판으로부터  나오는  반사율을  비교하게되므로,  광원의  조명광분포가  같지  않거나 경년
변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조명광량이  저하하더라도  판별의  정밀도는  영향을  받지  않게된다.   또한, 
지폐가  반송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부터  빗나간  경우에도  기준반사판의  대상영역도  함께 빗나가게
되므로 오염의 정도를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8도는  제3실시예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제3실시예는  3개의  검출회로를  구비하고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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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방향을  따라서  반송로의  아래,  위에  광원(100)(102)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  광원(100)이 광원
(102)보다  반송방향에  있어서  가까이  설치된다.   공원(100)의  바로  윗쪽에  있는  반송로에는 렌즈
(104)와  라인센서(106)가  설치되며,  광원(100)으로  부터  조사되고  지폐(2)를  투과하는  빛이 렌즈
(104)를  매개하여  라인센서(106)에  입사된다.   반송로의  아랫쪽  광원(100)의  근처에는  렌즈(108)와 
라인센서(110)가  설치되어  있는  바,  광원(100)으로부터  조사되어  지폐(2)에  반사된  빛은 렌즈(108)
를  매개하여  라인센서(110)에  입사된다.   광원(100)과  렌즈(104)  및  라인센서(106)는 제1검출회로
(112)를 구성하고, 공원(100)과 렌즈(108) 및 라인센서(110)는 제2검출회로(114)를 구성한다.

광원(102)의  부근에  있는  반송로상에는  렌즈(116)와  라인센서(118)가  설치되고  있는바, 광원(102)으
로부터  조사되고  지폐(2)에  반사된  빛은  렌즈(116)를  매개하여  라인센서(118)에  입사된다.   광원
(102)과  렌즈(116)  및  라인센서(118)는  제3검출회로(120)를  구성한다.   반송로는  검고  흰  표준색 스
트라이프(stripe)가  교차배열된  배경판(122)(124)의  상하에  끼워져있다.   제1검출회로(112)의 출력
은 증폭기(126)를 매개하여 홀검출회로(128 : 구멍을 검출함)에 공급된다.

상기한  실시예는  제9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지폐(2)에  구멍(96  :  홀)이나  접혀진부분(98  :  do ear)
이  있는  경우에,  이들에  대한  반사광량이  크게  변화하는  오판별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문에  홀검출회로(128)는  지폐(2)의  투과광에  기인하는  구멍(96)과  접혀진  부분(98)의 
유무를  판별하고  있다.   홀검출신호는  게이트회로(130)와  지연회로(132)에  공급된다.   게이트회로
(130)에는  증폭기(126)의  출력도  공급되어  있고,  게이트회로(130)는  홀  검출회로(128)의  검출신호에 
의해서  닫혀지게  된다.   게이트회로(130)의  출력은  판정회로(134)에  공급된다.   지연회로(132)는 지
폐(2)가  제1검출회로(112)의  검출위치로부터  제2검출회로(114)의  검출위치까지  반송되는  시간을 지
연시켜서  홀검출신호를  게이트회로(136)에  공급하고,  지폐(2)가  제1검출회로(112)의  검출회로부터 
제3검출회로(120)의  검출위치까지  반송되는  시간을  역시  지연시켜서  게이트회로(138)에  홀 검출신호
를  공급하는데,  이  시간  동안  게이트회로(136)(138)는  닫히게  된다.   게이트회로(136)(138)에는 제2
검출회로(114)와  제3검출회로(120)의  출력신호가  증폭기(140)(142)를  매개하여  공급된다.   또한, 게
이트 회로(136)(138)의 출력신호는 판정회로(134)에 공급된다.

상기한  제3실시예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폐(2)에  구멍(96)이  없는 경우
에는,  게이트회로(130)(136)(138)의  어느쪽도  닫혀있지  않고  제1,  제2, 제3검출회로(112)(114)(12
0)의  출력(즉,  투과신호,  지폐의반송에  있어서  아래쪽의  반사신호  및  윗쪽의  반사신호)이 판정회로
(134)에  공급된다.   판정회로(134)는  이들의  신호를  독립적으로  각각  기준신호와  비교하여서  각 비
교결과를  종합하고  지폐의  훼손여부를  판별한다.   한편,  지폐에  구멍(96)이  있는  경우에는 제1검출
회로(112)의  출력이  보통과  달리  높게되므로,  이것을  검출하면  홀  검출회로(128)는  홀  검출신호를 
발생시킨다.   이에따라  게이트회로(130)는  곧  닫혀지고,  게이트회로(136)는  지폐가  제2검출위치까지 
반송될때  닫혀진다.   이  게이트회로가  닫혀지는  시간은  홀  검출신호의  발생시간이다.   그  결과 판정
회로(134)에는  제1,   제2,   제3  검출회로(112)(114)(120)의  출력중  구멍(96)에  행당되는  신호는 검
출되지  않는다.   즉,  극단으로  반사율이  높은  부분의  신호를  제외한  지폐의  반사광신호에  의해서 지
폐의  더러운  정도가  검출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3실시예에  따르면  구멍부분(96)에 대해
서  더러움이  검출되는  때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지폐에  구멍(96)이  뚫려있어도,  또는  접혀있어도 
정확히 훼손요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폐판별장치가 제공된다.

다음에는  제10도를  참고하여  본  발명의  제4실시예를  설명한다.   제4실시예는  제3실시와  같이 반송로
상에  반송방향을  따라  배열된  제1,  제2,  제3  검출회로(122)(114)(120)를  구비하고  있다.   제1∼제3
검출회로(112)114)(120)의 출력은 각각 증폭기(166)(168)(170)를 매개하여 신호처리회로
(172)(174)(176)에  공급된다.   신호처리회로(172)(174)(176)의  출력은  오염도  판정회로(178)에 공급
되고,  신호처리회로(172)(174)(176)의  출력은  오염도  판정회로(178)에  공급되고, 신호처리회로

(172)(174)의  출력은  화폐단우  판정회로(180)와  형상판정회로(182)에  접속된다.   복수의  기준신호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신호를  발생시키는  셀렉터(186)(188)는  오염도  판정회로(178)와 형상판정회로
(182)에  각각  접속된다.   오염도  판정회로(178)와  화폐단위  판정회로(180)  및  형상  판정회로(182)의 
출력은  종합판정회로(190)에  공급된다.   상기한  구조의  제4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폐(2)는  반송되는  도중에  제1∼제3검출회로  (112)(114)(120)에  의해서  반송로  하측으로부터 상측
으로의  투과광과  하측면의  반사광  및  상측의  반소광이  검출된다.   이들 검출회로(112)(114)(120)부
터의  출력신호는  증폭기(166)(168)(170)에  공급된  후,  신호처리회로(172)(174)(176)의  출력은 오염
도  판정회로(178)와  화폐단위  판정회로(180)  및  형상판정회로(182)에서  소정의  기준으로  판단, 처리
된다.   여기에서,  오염도에는  단순한  더러움이외에  퇴색도  포함된다.   또한,  형상의  판정에는  끝이 
접혀진  것이라든지  구멍(96)의  유무를  검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2개의  판단기준은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때문에  제4실시예에서는  오염도  판정회로(178)와 형상판정회로
(182)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판단기준은  그  당시  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상
태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고, 소망하는 정도에 따라 훼손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제4실시예에서는  기준신호발생기(184)를  매개하여  판정회로(178)(182)에  셀렉터(186)(188)를 
접속하여서(제11도), 선택된 하나의 신호가 판정회로(178)(180)(182)에 공급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제1실시예에서
는  장치에  공급되는  지폐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방향을  간추려서  맞추었다고  하지만, 제2실시예에
서는  지폐를  간추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반사광검출회로의  투과광  검출회로는  반드시  상기 설명
대로  하지  않고  그  위치가  바뀌어져도  좋으며,  전술한  여러  실시예를  복수로  짜맞추어도  된다.   한
편, 전술한 설명에서는 지폐류로서 지폐를 예로 들었지만 꼭 지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지폐류가  더럽혀진  정도를  정확하게  검출하고  지폐의 유통정도
에 따라서 검출의 기준을 용이하게 변경시키는 지폐류 검출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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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지폐류에  조명광을  조사하여서  지폐류의  반사광이나  투과광량을  검출하는  수단과  검출수단의  출력을 
연산한  후  지폐류의  반사광량이나  투과광량을  구하여  기준신호와  비교하므로써  지폐류의  훼손여부를 
판별하는  연산/판별수단등을  구비하여서  된  지폐류  판별장치에  있어서,  상기한  연산/판별수단은 판
별대상이  되는  지폐류의  인쇄부분과  은화부분의  영역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발생수단과,  인쇄부분 
및  은화부분의  영역신호에  따라  상기  검출수단의  출력을  연산하여서  지폐류의  인쇄부분과 은화부분
만이  반사광량이나  투과광량을  구하게되는  연산수단,  상기한  연산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인쇄부분과 
은화부분만의  반사광량이나  투과광량을  각각의  기준신호와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지폐류의 훼손여부
를 판별하는 판별수단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류 판별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신호발생수단은  상기한  판별  대상  지폐류의  종류에  따라  화폐의  종류마다  미리 기
억되어 있는 인쇄부분과 은화부분의 영역신호를 발생시키게 되어 있는 지폐류 판별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신호발생수단은  상기한  검출수단의  출력으로부터  인쇄부분과  은화부분을  판별하여 
각각의 영역신호를 발생시키도록되어 있는 지폐류 판별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신호발생수단은  상기한  검출수단으로  부터의  출력신호에  동기하여  영역신호를 발생
시키고,  연산수단은  상기한  검출수단의  출력이  공급되는  한편  신호발생수단의  출력에  따라  개폐되는 
게이트  수단과  게이트  수단의  출력을  적분하는  수단등을  구비하여서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류 
판별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검출수단은  지폐류의  한쪽변에  평행한  선상의  광원과,  상기  광원에  대하여 판별대
상지폐와  동일위치에  설치되는  광원으로부터의  조명광을  반사하는  반사판,  지폐류  및 반사판으로부
터의  반사광을  수광하는  수광소자  어레이  등으로  구성되고,  상기  판별수단은  지폐류의 판별대상영역
과  광원의  방향에  있어서  대상영역에  동일한  부분의  반사판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광의  비율에  따라 
훼손여부를 판별하게 되어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류 판별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신호발생수단은  상기  검출수단의  출력으로부터  지폐류의  구멍을  검출하고,  상기 연
산수단은  검출수단의  출력이  공급되어  신호발생수단의  출력에  따라서  개폐되는  한편  검출수단의 출
력중  구멍에  대응되는  출력신호를  통과시키지  않는  게이트  수단과  게이트  수단의  출력을  적분하는 
수단등을 구비하여서 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류 판별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판별수단은  복수의  기준신호를  구비하고  있고,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기준신호와 
연산 수단의 출력을 비교하게 되어 있는 지폐류 판별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판별대사의 지폐류는 지폐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류 판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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