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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체의 색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두 개의 투광 윈도우에 의해 둘러싸인 공동을 내부에 구비한 유체 분석 셀과, 그들 사이에 고정식으로 위치

되어 고정된 경로 길이의 유체 분석 챔버를 제공하는 스페이서 부재를 갖는 유체의 검사를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며, 

유체는 윈도우에 의해 유동하며 양호하게는 정확한 색상 특정을 제공하도록 층류로 그리고 균일한 전단력으로 유동

한다. 투광 및 수광 프로브가 관측 윈도우에 인접하여 위치되고, 각각의 프로브의 면은 관측 윈도우와 연속적이며 동

일 평면 상에 있지만 관측 윈도우에 의해 유동으로부터 분리되어 투과율 측정이 유동의 방향에 대해 직교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장치는 페인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분산액 및 착색제의 제조에 특히 유용하며, 만들어지는 재료의 색상은 

색상이 건조 상태에서 합치되는 신뢰성을 가지고 습윤 상태에서 표준 색상에 정확하게 합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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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체의 검사를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투과 및/또는 반사로 장치를 통해 유동하

는 페인트 분산액 및 착색제와 같은 유체의 색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선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안료 분산액 및 착색제는 오늘날 특히 자동차 및 트럭을 위한 외장 마감재를 위해 사용되는 고성능 코팅 혼합물을 배

합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그러한 분산액 및 착색제의 제조 시에, 한 가지 문제점은 재료가 만들어지는 동안 재료의 색상 및 강도를 측정하여 이

러한 재료를 인정할 수 있는 색상 공차값 내에 유지하는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색상 측정은

오늘날 재료의 일부를 취하고, 재료를 표준 백색 또는 흑색 페인트와 혼합하고, 혼합물을 패널 상에 코팅으로서 분사

하고, 패널을 소건(baking) 및 건조시키고, 그 다음 표준물에 대해 비색계 또는 분광 광도계를 사용하여 건조된 코팅

의 하나 이상의 색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다음 색상 파라미터들이 표준물의 색상 파라미터들과 합치될

때까지 배치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색상 측정은 샘플 준비 및 건조 시간 때문에 매우 시간 이 오래 걸린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원하

는 색상 특성이 달성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되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야기되는 다른 문제점은 테스트의

정확성이 표준 백색 또는 흑색 페인트의 색상 및 강도 안정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신중한 제어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표준물은 배치마다 변경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응집되거나 고착되는 경향이 있어서, 좋지 않은 

테스트 반복성으로 이어지며 배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 배치의 색상 및 강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매우 어렵

게 만든다.

업계의 목표는 일전에 습윤 상태의 이러한 유체의 색상 특성을 도포되고 건조되었을 때의 유체의 색상을 예측하는 방

식으로 측정하는 것이었다. 1차적인 이점은 주로 시간 절약과 관련되지만, 몇몇 이점은 자동화된 제조 공정의 증가된 

가능성과 관련되었다.

투과율 측정을 위하여, 큐벳형(cuvette-type) 샘플 챔버를 채용한 종래의 실험실용 분광 광도계는 습윤 투명 유체의 

투과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써 오프라인으로 그러한 습윤 측정을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분광 광도계

내의 셀 경로 길이는 통상 이러한 유체들이 광학적으로 너무 조밀하므로, 그러한 측정에 대해 너무 크다. 또한, 고착 

및 응집이 발생하여 샘플의 색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단순히 습윤 유체의 샘플을 취하여 이를 유리 셀 내에 

넣고 그의 색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통상 대부분 좋지 않은 반복성 및 작업자 변경으로 인해 불일치하는 결과로 이

어진다.

반사 모드 측정을 위하여, 안료 분산액 또는 착색제와 같은 유체의 습윤 코 팅의 자유 표면을 측정하기 위해 종래의 

비색계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코팅의 표면 불균일성과, 고착, 응집 및 차폐의 부족 역시 잘

못된 결과 및 허용할 수 없는 측정 변동으로 이어진다. 또한, 그러한 장치를 습윤 샘플에 결합시키는 것은 샘플 표면으

로부터 발산된 휘발성 가연 용제의 존재 하에서의 상기 장치의 작동을 포함하지만 그에 제한되지 않는 고유한 어려움

을 갖는다.

색상을 포함하는 유체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변 경로 길이 유체 측정 셀을 채용하는, 1998년 4월 23일에 공개된 

바티스타(Batista) 등의 WO 98/16822에 설명된 다른 기기가 그러한 측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

비는 유체 경로의 일부인 복수의 가동 부품을 지니고, 이는 세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유지하기

가 어렵다. 다른 단점은 설계가 적절한 판독을 하기 위해 다량의 유체 샘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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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결과를 생성하고, 백색 또는 흑색 표준물과의 혼합 및 분사와 복수의 건조 샘플의 

제작을 요구하지 않고, 측정의 사이클 시간이 공정 변화에 비해 매우 작도록 (1 또는 2분 내에) 신속하게 세척되고, 색

상 및 강도의 유체 측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샘플을 분석 셀로 송출하는 (자동화를 포함한) 간편한 수단을 제공

하고, 습윤 판독이 건조된 표준물과도 합치되는 것을 신뢰성 있게 예측하는 습윤 유체의 색상 측정을 위한 방법 및 장

치를 제공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

상기 특징 이외에도, 폭발성 분위기가 포함될 수 있는 환경 내의 공장 바닥 상에 위치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안전하

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 공할 필요도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유체의 검사를 위한 장치는,

내부에 공동을 갖는 유체 분석 셀과,

공동의 대향 단부들을 둘러싸는 상부 및 하부 투광 윈도우와,

상기 상부 및 하부 관측 윈도우들 사이에서 상기 공동 내에 고정식으로 위치되어 유체가 상기 윈도우들 사이로 유동

하는 유체 챔버를 제공하는 스페이서와,

유체가 상기 유체 챔버 내로 그리고 그로부터 유동하는 것을 가능케 하도록 상기 유체 챔버와 유체 연통하여 연결된 

유체 입구 및 출구 채널과,

유체 샘플이 위치되고 가압에 의해 샘플을 유체 분석 셀로 송출하는 선택적인 압력 용기와,

세척 용제가 위치되고 셀 및 유체 샘플 라인을 세척하기 위하여 가압에 의해 용제를 유체 분석 셀로 송출하는 선택적

인 제2 압력 용기와,

상부 및 하부 관측 윈도우의 위와 아래에서 임의의 순서로 위치된 투광 및 수광 프로브와,

투과에 의해 관측 윈도우를 통과하는 유체의 색상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위하여 광을 유체 분석 셀로 유도하여 그로부

터 각각 광을 검출하기 위한 프로브들과 관련되어 연결된 광원 및 분광 광도계, 양호하게는 섬광 램프 및 이중 비임 

분광 광도계를 포함하고,

각각의 프로브의 면들은 관측 윈도우와 연속적이며 동일 평면 상에 있으며 유동의 방향에 대해 직교하지만 관측 윈도

우에 의해 유동으로부터 분리되어, 투과율 측정이 유동의 방향에 대해 직교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투과 프로브는 광섬유 다발로 교체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투과 프로브 또는 광섬유 다발은 분석 셀 윈도우들 중 하나와 연속적인 입구들 중 하나를 갖는 일체

형 구체에 접속되어, 확산 및 직접 투과율 측정이 분석되는 유체 샘플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추가적인 프로브가 유체 샘플에 대해 수직인 각도로 위치되어, 반사율 측정이 분석되는 유체 샘

플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유체 분석 셀 내의 관측 윈도우들 중 하나는 유체 샘플의 표면에 대해 평행하지 않은 각도로 하

나 이상의 면을 갖는 가시광에 대해 투과적인 재료의 실린더로 교체되고, 상기 면들은 분석되는 유체 샘플의 반사율 

측정을 위해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광학 프로브와 접속하기 위해 유체 샘플의 표면으로부터 먼 평행한 표면 내로 절

결된다.

검사 장치는 양호하게는,

기기를 위한 광원은 물론 모든 전기/전자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기 위한 퍼지된 폭발 방지 외피와,

유체 분석 챔버로 샘플을 송출하기 위한 자동 공압식 제어 샘플 시스템을 더 포함한다.

상기 장치를 사용하여 유체의 색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또한 본 발명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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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2는 광학 유닛 및 유체 분석 유닛만을 도시하는 도1의 장치의 부분적인 정면도이다.

도3은 도1의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유체 분석 셀의 정면도이다.

도4는 셀을 통한 유체 유동을 도시하는 도3의 유체 분석 셀의 부분도이다.

도5는 도1의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압력 용기 조립체의 정면도이다.

도6은 도1의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섬광 램프를 위한 출구를 포함하는 섬광 램프의 시라우드 및 셔터 조립체의 정면

도이다.

도7은 도6에 도시된 유닛의 측면도이다.

도8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유체 분석 셀의 정면도이다.

도9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유체 분석 셀의 정면도이다.

도10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유체 분석 셀의 정면도이다.

도11은 굴절 지수 불일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셀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조정을 도시하는, 유체 분석 셀

윈도우들의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12는 굴절 지수 불일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셀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조정을 도시하는, 유체 분석 셀

윈도우들의 다른 개략적인 정면도이다.

도13은 도11 및 도12의 상기 교정 인자를 고려하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유체 분석 셀의 정면도이다.

도14는 굴절 지수 불일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셀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을 수 있는 조정을 제거한, 유체 분석 셀 

윈도우의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15는 도14의 상기 교정 인자를 고려하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장치의 정면도이다.

실시예

통상, 본 발명의 장치는 광범위한 유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고성능 자동차 코팅의 제조에 사용되는 분산

액 및 착색제의 색상 특성을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장치는 정확한 기기 판독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가시 스

펙트럼에 걸쳐 습광 투과 및/또는 반사를 사용하여 장치를 통해 유동하는 유체의 색상 특성을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

계되었다.

이제 도1 및 도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유체 분석 유닛(14)에 가시광의 광원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발산

된 가시광을 검출하기 위한 광학 유닛(12)을 포함하는 하우징(10)을 포함한다. 광학 유닛(12)과 유체 분석 유닛(14)

은 데이터 획득, 분광 분석, 및 유닛(12, 14)의 기능 제어를 위하여, 시스템 제어 유닛(16), 양호하게는 컴퓨터에 연결

된다.

광학 유닛(12)은 양호하게는 표준 전원(19)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으며, 400 내지 700 nm, 양호하게는 10 nm의 증분

으로 가시 스펙트럼에 걸쳐 광을 수신하기 위한 두 개의 입력부(20, 22)와, 광 신호의 분산을 위한 (도시되지 않은) 회

절 격자와, (내부에 통합된) 광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24)를 포함하는 이중 비임 분광 광도계(18)를 포함한다. 하나

의 입력부(20)는 분석되는 유체 샘플로부터 광을 포집하고, 다른 입력부(22)는 광원(26)으로부터 광을 포집하고 기준

신호를 제공하 여, 광원 강도의 변동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광은 광원(26)으로부터 (이후에 설명되는) 시

라우드 및 셔터 조립체를 통하여 단일 섬유 광섬유 케이블(28, 30)을 거쳐 입력부(20, 22)로 제공된다. 광원(26) 자체

는 양호하게는 400 내지 700 nm 파장의 범위에 걸쳐 시준된 광을 발산하는 할로겐 섬광 램프, 예를 들어 크세논 섬광

램프를 포함한다. 램프는 양호하게는 표준 전원(31)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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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원(26)은 양호하게는 가시광을 발산하기 위한 두 개의 출력부(32, 34)를 포함한다. 제1 출

력부(32)는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단일 섬유 광섬유 케이블(36)을 거쳐 유체 분석 유닛(14)에 연결되어, 유체 

샘플로의 광의 투과가 테스트될 수 있게 한다. 투과된 광선은 유체 분석 유닛(14)을 통과한 후에, 분광 분석을 위해 단

일 섬유 광섬유 케이블(28)을 거쳐 이중 비임 분광 광도계(18)의 입력부(20)로 유도된다. 광원으로부터의 제2 출력부

(34)는 램프가 사양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1) 램프 강도 변동에 대한 측정 및 교정을 보정하고, 2) 섬광 램프(26)

의 성능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 채널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출력부(34)는 섬광 램프로부터 직접 광

을 수신하도록 단일 섬유 광섬유 케이블(30)을 거쳐 분광 광도계의 입력부(22)로 연결된다.

위에서 언급한 시라우드 및 셔터 조립체(38)는 암전류 측정이 측광 보정 단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력부(32)로

부터 발산된 광을 차단하는 데 사용된다. (도8에 도시된) 섬광 램프 시라우드(102) 내에 포함된 (도시되지 않은) 광학

필터 세트는 1) 분광 광도계의 검출기가 고강도 광에 의한 포화 또는 저강도 광에 의한 해상도 부족이 없이 그의 최적

상태에서 색상 측정을 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2) 이중 비임 분광 광도계의 양 측면으로의 광학 신호들이 측광학적으

로 균형이 맞는 것을 보장하는, 섬광 램프로부터 발산된 광의 강도를 변경하는 데 사용된다. 투과된 광선은 유체 분석 

유닛(14)을 통과한 후에, 궁극적으로 이중 비임 분광 광도계(18) 내에 포함된 (상세하게 도시되지 않은) 검출기(24)로

유도된다. 입력부(20 또는 22)로부터의 광이 그의 진입 슬릿을 통하여 분광 광도계로 진입하면, 광은 먼저 오목한 반

사 회절 격자에 부딪히고, 이는 광을 그의 특성 파장으로 분산시켜서 광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로 반사시킨다. 그 다

음 하나의 입력부로부터의 광은 검출기 어레이의 하나의 반부로 진행하고, 다른 입력부로부터의 광은 어레이의 다른 

반부로 진행한다. 따라서, 분광 광도계 내의 회절 격자는 진입 슬릿과 함께 검출기가 단일 진동수 광선을 검출하여 분

광 광도계의 파장 해상도를 정의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검출기(24)는 양호하게는 저잡음 증폭기에 연결된 고감도 광 다이오드 어레이를 포함하는 표준 광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이다. 투과된 광은 분광 측정을 위해 검출기로 보내지고, 그 다음 검출기 신호는 양호하게는 분광 분석 및 L*, a

*, 및 b* 색상값 계산을 위해 (도시되지 않은) RS-232 케이블을 거쳐 색상 측정부를 구성하는 컴퓨터(16)로 공급된

다.

분광 분석, 이로부터 테스트되는 유체의 L*, a*, 및 b* 색상값의 계산, 및 표준물에 대한 색상 비교를 하기 위해 사용

되는 색상 기술은 공지되어 있으며 1983년 9월 13일 자로 팔코프(Falcoff)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403,866호

에 상세 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는 본원에서 전체적으로 참조되었다.

다시 도1을 참조하면, 유체 분석 유닛(14)은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검사되는 유체 또는 기준 유체의 연속적인 

유동을 유통식 유체 분석 셀(42)로 공급하는 유체 제어 유닛(40)을 포함한다.

이제 도3 및 도4를 참조하면, 유체 분석 셀(42)은 정확한 색상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균일한 색상의 유체 스트림을 제

공하도록 설계된다. 셀(42)은 용기의 중간점을 따라 상호 연결된 두 개의 반부(44, 46)로 구성된 원통형 용기를 포함

한다. 셀의 하반부(46)는 그의 상부 표면을 따라 중심 공동(48)을 포함한다. 공동의 대향 단부들을 둘러싸고 셀을 통

한 투광를 허용하는 상부 및 하부 원형 관측 윈도우(50, 52)들이 공동 내에 이격된 관계로 위치된다.

유체 분석 챔버(54)를 형성하는 공동이 이격된 관측 윈도우들 사이에 위치된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체 분석 

챔버(54)는 관측 윈도우(50, 52)들 사이에 황동 심(shim)과 같은 삽입체 또는 스페이서 부재(56)를 위치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스페이서(56)는 양호하게는 내부에 유체 유동 채널을 생성하는 타원형 형상을 갖는 환형 측벽을 갖는다. 스

페이서(56)의 두께는 셀 경로 길이를 결정하고, (측정되는 샘플의 흡수성에 의한) 실질적인 이유로 0.0254 ㎜와 0.25

4 ㎜(1과 10 mils) 사이의 두께가 통상 선택되지만 임의의 크기일 수 있다.

상부 및 하부 원형 탄성 가스켓(60, 62) 또한 각각 관측 윈도우(50, 52)의 위와 아래에 위치되어, 유체 분석 챔버(54) 

둘레에 유체 시일을 제공한다. 각각의 가스켓(60, 62)은 양호하게는 광이 관측 윈도우를 통과할 수 있게 하도록 그의 

중 심에 원형 광학 관측 포트(64)를 갖는다.

셀의 하반부의 중심 공동 내에 위치된 상기 요소들에 의하여, 셀의 두 개의 원통형 반부(44, 46)들은 양호하게는 250 

psig까지의 정수/동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셀에 대해 밀봉된 격실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조여지는 (도시되지 

않은) 볼트에 의해 상호 고정되어 제 위치에 유지된다.

셀은 각각 유체 입구 및 출구 채널(66, 68)을 더 포함하여, 유체 분석 챔버 내로 그리고 그부터의 유체 유동을 가능케 

한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구 및 출구 채널(66, 68)은 셀의 상반부를 따라 형성되고, 셀 내로 하방으로 그리고 

상부 시일(60) 및 상부 관측 윈도우(50) 내의 각각의 구멍을 통해 연장되어 유체 분석 챔버(54)와의 유체 유동 연통을

제공한다. 두 개의 유동 채널들은 양호하게는 스페이서 부재(56) 내의 타원형 구멍의 두 개의 초점과 정렬되어 분석 

챔버 내에서 일방향 유동을 제공한다. 나사산이 형성된 유동 피팅(70, 72)은 양호하게는 셀의 상부 표면을 따라 유동 

채널 내로 나사 결합되어 (도시되지 않은) 입구 및 출구 파이프를 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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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조립을 완료하기 위하여, 셀의 하반부 및 상반부(46, 44)는 각각의 반부 셀의 전체 종방향 축을 따라 연장되어 각

각 하부 및 상부 관측 윈도우에서 종료되는 중심 채널(74, 76)을 포함한다. 광이 유체 분석 셀로 진입하여 빠져나가는

경로를 제공하는 광섬유 케이블(36, 28)에 각각 연결된 투과 및 수신 광섬유 프로브(78, 80)가 각각 중심 채널 내에 

삽입된다. 프로브는 양호하게는 사파이어 또는 석영과 같은 내구성 광학 재료로 만들어진 광학적으로 평평한 윈도우

로 종료 되며 집광 렌즈를 포함한다. 윈도우는 양호하게는 (도시되지 않은) 시일에 의해 프로브들의 단부에 고정된다.

서로 대면한 관측 윈도우를 구비한 프로브(78, 80)들은 그들 각각의 채널 내에 삽입되어, 각각의 프로브의 면이 셀 윈

도우와 연속적이며 동일 평면 상에 있도록 각각의 가스켓 내의 중심 광학 관측 포트(64)를 통해 연장되도록 배치된다.

프로브 자체가 가시광에 대해 투과적인 관측 윈도우로 종료되므로, 이는 프로브 윈도우 또는 면이 셀 윈도우와 연속

적이며 동일 평면 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브는 유동의 방향에 대해 직교하여 위치되지만, 관측 윈도

우에 의해 유동으로부터 분리된다. 프로브들의 축방향 정렬은 직접적인 투과율 측정을 가능케 한다. 적절한 정렬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브들은 양호하게는 그들의 축을 따라 다시 (도시되지 않은) 고정 스크루에 의해 제 위치에 유지

된다. 인덱스 정합 겔에 의하여 프로브 윈도우와 셀 윈도우 사이의 결합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투과 셀(42)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위에서 설명한 구성요소들은 장치를 통과하는 유체와 반응하지 않는 재료로 만

들어져야 한다. 보편적으로, 셀 반부, 스페이서, 피팅, 및 프로브와 같은 구조적인 구성요소들은 황동, 알루미늄, 하스

텔로이,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지고, 관측 윈도우 및 프로브 윈도우는 붕규산 유리, 석영, 또는 사파이어로 만

들어진다. 관측 윈도우는 셀 상에서 유체 축적을 방지하도록 불화탄소 중합체로 코팅될 수도 있다.

작동 시에,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체가 관측 윈도우들 사이를 가로질러 통과할 때, 유체는 대체로 층류 패턴으로 

확산되어, 광학 투과율 측정이 유동의 방 향에 대해 직교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투과 셀(42)은 제로 바이패스 셀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고, 이는 진입하는 모든 유체

가 관측 윈도우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로 바이패스는 샘플이 측정될 수 있는 일정한 경계면을 제공하도록 

균일한 전단력으로 그리고 셀 윈도우 상에서 축적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셀을 통해 유동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챔버는 또한 챔버를 통한 층류 유동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이는 유체 내에 현탁된 안료의 고착 또는 응집을 방지하

고 균일한 색상 측정을 보장하도록 관측 영역 내에서 균일한 색상의 샘플을 제공한다. 제로 바이패스 셀은 또한 모든 

유체가 유체의 실제 샘플을 제공하도록 광학 관측 경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장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셀의 다른 특징은 샘플을 통한 광의 경로 길이가 고정되지만 셀 내의 심 스페이서(56)의 변화

에 의해 수동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샘플을 통한 광의 경로 길이는 충분한 광 출력이 기기 검출기에 의해 정

확하게 측정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히 작지만 검출기의 포화를 회피하기에 충분히 크게 설정된다. 이는 투명 및 불투

명 유체의 측정을 가능케 한다. 위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경로 길이는 보편적으로 0.0254 ㎜와 0.254 ㎜(1과 10 mils

) 사이로 설정된다. 그러나, 몇몇의 광학적으로 조밀한 분산액 또는 착색제에 대하여, 희석액이 완전한 분광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할 수 있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확산 투과 또는 반사율 측정 또한 다량의 광 산란제를 갖는 몇몇의 샘플에

대해 의미 있는 분광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측정 셀 및 셀 내의 액체의 온도는 양호하게는 열팽창이 유효 경로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표준물 및 샘플 판독이 

비교될 수 있기에 충분히 좁은 범위(예를 들어, ±5℃)로 유지된다. 본 발명의 온도 제어는 양호하게는 셀을 통과하는

유체의 일정한 온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셀에 인접하여 배치된 (도시되지 않은) 열전식 또는 보텍스식 냉각기에 의해 

제공된다. 테스트 샘플 및 액체 표준물 또한 균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위 내의 동일한 온도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다시 도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장치는 유체 유동 제어 유닛(40)을 더 포함한다. 통상, 유체를 균일한 속도로 입구(7

0)를 통해 장치 내로 그리고 스페이서(56)에 의해 형성된 유체 챔버(54) 내로 그리고 프로브(78, 80)들의 관측 윈도

우를 가로질러 출구(72)를 통해 펌핑하는 임의의 유형의 제어 유닛이 제공될 수 있다. 색상 측정은 유체의 샘플 체적

이 셀을 통과할 때 투과에 의해 윈도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광은 분광 광도계/검출기(18)에 의해 기동되는 섬광 램프(26)에 의해 

발생되어, 셀(42)의 원통형 몸체 내에서 고정 스크루에 의해 셀에 대해 타이트하게 유지되는 프로브(78, 80)로 종료

되는 단일 섬유 광섬유 케이블(36)에 의해 샘플 영역으로 도입된다.

액체 착색제 또는 분산액과 같은 유체는 양호하게는 샘플 압력 용기(82)에 의해 달성되는 압력(대략 60 - 80 psig) 

하에서 셀 내로 이동된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력 용기(82) 자체는 공기 입구(86), 유체 샘플 출구(88), 및 압력

해제 밸브(90)를 덮어서 포함하도록 사용되는 뚜껑(84)과, 샘플을 담는 샘플 용기(92)로 구성된다. 공기 입구(86)는 

샘플 내에서 버블 또는 거품의 형성을 회피하기 위해 배플(94)에 의해 샘플로부터 차폐된다. 샘플 출구(88)는 저면 상

에서, 압력 용기의 두 부분(84, 92)들이 조립되면 용기의 바닥으로 연장되는 침지 튜브(96)에 연결된다.

압력 용기의 두 반부들은 양호하게는 두 반부들 사이에 포함된 (도시되지 않은) 테플론 코팅 네오프렌 가스켓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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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된다. 샘플 용기(92)를 가스켓과 함께 뚜껑(84) 아래에 위치시킨 후에, 두 반부들은 조여졌을 때 압력 용기 조립체

의 두 반부들을 밀착시키는 브라켓(98)에 의해 밀착되어 밀봉된다. 따라서, 공기가 상부로부터 압력 용기 조립체(82)

로 진입하면, 샘플은 침지 튜브(96)를 따라 위로 그리고 압력 용기 외부로, 장치의 샘플 시스템 내로 그 다음 셀(42)을

통해 이동된다.

도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유체 제어 유닛(40)은 공압식 또는 수동식 밸브(100, 102)를 구비한 샘플 시스템과, 셀 내

로의 샘플의 도입과 샘플 라인 세척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압력 용기(82, 83)를 포함한다. 유체 제어 유닛 자체는 

양호하게는 분광 측정을 수집하는 광학 유닛을 제어하는 동일한 컴퓨터(16)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이는 (도시되지 

않은) I/O(입력/출력) 랙을 통해 (도시되지 않은) RS-232 직렬 링크를 거쳐 달성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도시되지 않

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시켜서 샘플 시스템의 공압식 구성요소에 대해 공기를 해제한다. 추가적인 I/O 랙 모듈이 

양호하게는 펌프, 온도 및 압력 센서와, 캐비닛 퍼지(purge) 공기 공급원에 접속될 수 있다.

양호하게는, 시스템은 광원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 및 전자 구성요소들을 위 하여 폭발 방지 NEMA 4 외피(explosion

-proof NEMA 4 enclosure, 10)를 지닌다. 상기 외피는 또한 외피의 외부에 존재할 수 있는 폭발성 분위기의 외피 

내에서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에 대해 주위보다 높은 압력으로 (도시되지 않은) 공기 퍼지 시스템에 의

해 공기가 퍼지된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테스트되는 유체 샘플은 압력 용기(82)로부터 샘플 또는 세척 용제를 선택할 수 있는 3-방

향 밸브(100)를 통해 그 다음 세척을 위해 셀을 통한 역방향 유동을 허용하는 4-방향 밸브(102)를 통해 셀로 직접 진

행한다. 셀의 세척은 정확히 전술한 것과 같이 구성되어 세척 용제를 담는 제2 압력 용기 조립체(83)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사용된 용제, 테스트 유체, 및 계면 활성제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재순환된 용제는 까다로운 세척 상황에 대해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과 동일한 압력 용기를 통해 도입될 수 있다. 또는, (도시되지 않은) 용제 및 재순환된 용제 저

장소에 연결된 (도시되지 않은) 펌프가 용제 및 재순환된 용제를 각각 세척을 목적으로 유체 분석 셀로 송출하기 위하

여 압력 용기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도2를 참조하면, 전자 외피(10) 내의 섬광 램프(26)는 양호하게는 구동기 팩과 원통형으로 형성된 실제 램프로 

구성된다. 분광 광도계(18)가 샘플을 위한 것과 기준을 위한 것의 두 개의 채널(20, 22)을 가지므로, 두 개의 섬유(28,

30)는 하나는 샘플 셀(42)에 결합되고 다른 하나는 분광 광도계의 기준 채널(22)에 결합된 두 개의 본질적으로 동일

한 광 채널을 제공하는 몇몇 방식으로 섬광 램프(26)에 결합되어야 한다. 도6 및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통형 삽

입 중공 부를 구비한 사각형 블록 시라우드(108)를 유지하는 브라켓(106)과 중공부 내로 블록의 상부를 관통하는 두 

개의 각진 구멍(110, 112)을 포함하고 섬광 램프(26) 상에서 캡으로 작용하는 섬광 램프 시라우드/셔터 조립체(38)가

제공된다. 두 개의 구멍들은 블록의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나란히 배치된다. 또한, 구멍(110, 112)들은 블록의 

중심 수직축을 향해 각도를 이루며, 각도의 목표 정점은 램프 필라멘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섬유 케이블(30, 36)들

은 램프 필라멘트를 겨냥하여 시라우드(108)에 연결될 수 있다.

분광 광도계(18) 내의 다이오드 어레이의 열 편차를 교정하기 위하여, '어둠' 판독이 각각의 샘플 측정 이전은 물론 분

광 광도계의 측광 보정 중에 취해진다. 측광 보정 단계는 보통 세척 용제를 셀 내로 주입하여 100 퍼센트 투과 라인을

측정함으로써 투과율 측정에 대해 달성된다. 보편적인 샘플 측정 중에, 어레이의 샘플 채널 상의 광 강도는 기준 채널

상의 비교 가능한 위치에서 강도에 관한 비율을 형성함으로써 램프 강도 변동에 대해 교정된다. 그 다음, 투과를 계산

하기 위하여, 결과는 보정 단계 중에 취해진 100 퍼센트 라인 비율의 유사한 결과에 의해 나누어진다. 이제, 다이오드

어레이 분광 광도계(18) 내의 각각의 기준 및 샘플 채널(22, 20)은 실제로 동일한 물리적 어레이의 좌측과 우측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대부분의 이중 비임 분광 광도계에서, 기준 채널로부터 샘플 채널로의 산란광 누출은 어두운 샘

플이 종종 착색제 및 분산액을 측정하는 경우인 투과 모드에서 측정되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산란광 누출을 교정하기 위하여, 장치의 다른 특징은 브라켓(106)에 고정식 으로 장착되어 섬광 램프 시라우드(108)

에 부착된 스프링 부하식 셔터 조립체를 포함하고, 스프링 부하식 셔터(114)는 섬광 램프 시라우드 상에서 샘플 광 포

트(110)의 전방에 끼워질 수 있다. 따라서, 어레이의 기준 측면이 최고의 광 강도에 노출되더라도 '어둠(dark)' 판독이

어레이의 샘플 측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실제로 기준(22)으로부터 샘플(20) 채널로의 산란광 누출의 측정

이다. 샘플 채널이 차단된 상태에서의 어레이의 양 측면의 광 강도의 측정은 '섬광 어둠(flashing dark)' 측정을 형성

하도록 각각의 샘플 측정 이전에 취해진다. 각각의 측정이 샘플 및 기준 채널의 광 강도를 기록하므로, '섬광 어둠' 판

독의 기준 채널 강도는 비율 계수를 형성하도록 실제 샘플 측정에서의 기준 채널의 강도에 대해 비교될 수 있다. 비율

계수는 그 다음 '섬광 어둠' 샘플 측면 측정에 적용되고, 강도 결과는 그 다음 실제 샘플 측정의 샘플 측면으로부터 감

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램프 강도 변동에 대해 교정된 산란광 누출이 실제 샘플 측정으로부터 감산된다.

스프링 부하식 셔터(114)는 양호하게는 AC/DC 솔레노이드(116)에 의해 병진 이동되고, (도2에 도시된) AC/DC I/O 

모듈(118)에 의해 작동되고, 표준 전원(120)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고, 분광 광도계(18)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기동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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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로부터 수신된 투과 데이터는 그 다음 제어 유닛(16), 양호하게는 컴퓨터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L*, a*, 및 b* 측색 

계산이 된다. 분광 데이터 및 색상 측정값은 그 다음 이후의 사용을 위해 저장되고, 최종 L*, a*, 및 b* 측정값이 컴퓨

터 스크린 상에서 작업자에게 보고된다. 전자/광학 외피의 내부는 샘플 셀에 대한 광섬유 커플링과 함께 도2에 도시

되어 있다.

장치는 최종 제품의 색상이 측정되는 다양한 화학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양호하게는 페인트, 분산액, 잉크젯

잉크, 인쇄 잉크, 또는 착색제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다. 본 발명의 장치는 현장 또는 오프라인 테스팅을 위해 제조 공

정으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위치될 수 있거나, 또는 습윤 유체가 만들어지는 동안 그의 온라인 색상 테스팅을 위해 제

작 유닛에 연결될 수 있다. 유체가 처리 유닛으로부터 직접 셀을 통해 유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온라인 또는 연속 테

스팅을 허용하고, 유체의 완전히 자동화된 일괄 또는 연속 제조를 가능케 한다. 도1에 도시된 장치의 전체 사이클 시

간은 종래의 공정을 사용하는 수 시간에 대비되는 수 분이다. 또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색상 측정을 하면 습윤 유

체와 대응하는 건조 코팅의 색상 특성들 사이에 양호한 상관 관계가 있고, 이는 시각적으로 정확한 색상 정합이 달성

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 발명의 변형은 분광 광도계 대신에 비색계를 사용한다.

본 발명의 장치의 다른 실시예에서,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도3의 것과 동일하지만 단일 

섬유 광섬유가 동일한 길이의 광섬유 다발(202, 204) 및 6.54 ㎜(¼ 인치)의 페룰형 커넥터로 교체된 다른 유체 분석 

셀(200)이 제공된다. 광원(26)으로부터의 광섬유 다발(202)은 양호하게는 광을 유체 분석 챔버(54) 내의 샘플 상으로

유도한다. 이는 섬광 램프 시라우드(108)의 설계에 있어서 약간의 변경과, 이러한 유형의 커넥터를 수용하기 위하여 

이중 비임 분광 광도계(18) 상의 커넥터의 교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예(200)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반사식 및 확산식으로 샘플을 조사하기 위한 샘플 셀 내 의 일체형 구체(206)의 도입이다. 이는 샘플이 광 산란 안료

를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투과하고 부분적으로 산란될 때 특히 중요하다. 임의의 종래의 일체형 구체가 사용될 수 있

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일체형 구체(206)는 양호하게는 직경이 25.4 ㎜(1 인치)이고, 내부 상에서 황화바륨 또는 이산화

티타늄과 같은 고반사성 백색 재료로 코팅된다. 구체는 네 개의 입구를 갖고, 이중 셋은 양호하게는 6.54 ㎜(¼ 인치) 

개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호하게는 직경이 12.7 ㎜(½ 인치)이다. 12.7 ㎜(½ 인치) 구멍은 셀 내부의 하부 윈도우(5

2)에 대해 위치된다. 구체는 또한 12.7 ㎜(½ 인치) 구멍 및 6.54 ㎜(¼ 인치) 구멍들 중 하나에 바로 인접한 내부 배플

(210)을 포함한다. 조사 섬유 다발(202)은 이러한 6.54 ㎜(¼ 인치) 구멍에 결합되어 구체와 샘플을 조사한다. 배플은

섬유 다발에 의한 샘플의 직접 또는 간접 조사를 차단한다. 조사 입구 맞은편의 6.54 ㎜(¼ 인치) 구멍은 동일한 백색 

반사 재료로 코팅된 (도시되지 않은) 포트 플러그로 씌워지고, 따라서 구체의 내부 둘레에서 직접 조사를 반사시킨다.

샘플 개구 맞은편의 6.54 ㎜(¼ 인치) 구멍은 전체 광(확산 + 반사)의 검출을 위하여 (도시되지 않은) 백색 코팅 포트 

플러그로 씌워질 수도 있거나, 또는 샘플을 통한 확산 광의 측정을 위하여 '흑색 트랩(208)'(카본 블랙과 같은 흑색 흡

수 재료로 모두 코팅된, 개구에 정점이 있는 내부 콘을 구비한 원통형 컵)으로 씌워질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의 샘플 

셀의 도면이 도8에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실 시예는 샘플 셀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설명

한 실시예(200)와 동일하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샘플 셀(300)은 그의 유체를 담지 않는 반부(302)에 대하여, 섬유 다

발(306)을 위해 그의 축을 따라 아래로 프로브 채널(304)을 갖지만, 축에 대해 각도를 이루는 추가적인 프로브(310)

를 구비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프로브 채널(308)도 갖고, 각도의 정점은 실린더의 축 상에 그리고 셀 내의 두 윈도

우들 사이에서 샘플 자체 내에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은 샘플에 대한 수직선으로부터 0°로 또는 각도를 이루어 

조사하는 투과 셀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각도는 임의적이지만, 양호하게는 표준 45-0 조사/검출에 대하여 45°이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셀은 샘플에 대해 각도를 이루어 조사하고 샘플의 동일 측면 상에서 샘플에 대해 수직으로 검출

함으로써 반사 모드 측정으로 쉽게 변환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치는 위에서 설명한 실시예(200)와 동일하고, 셀(400) 설

계는 유체를 담지 않는 반부(402) 내에 일체형 구체(402)를 포함하여, 투과율 측정은 일체형 구체를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실시예(200)에서와 같이, 구체(404)의 12.7 ㎜(½ 인치) 포트는 셀의 하부 윈도우(52)에 대해 위치되고, (도

시되지 않은) 백색 반사기 또는 흑색 트랩(406)을 포함하도록 12.7 ㎜(½ 인치) 포트에 대향하여 6.54 ㎜(¼ 인치) 포

트를 지닌다. 광원으로부터의 섬유 다발(408)은 위에서와 같이 구체의 조사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그의 유체

를 담는 반부(410)에 대하여, 섬유 다발(414)을 위해 그의 축을 따라 아래로 프로브 채널(412)도 갖지만, 축에 대해 

각도를 이루는 추가적인 프로브(418)를 구비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프로브 채널(416)도 갖고, 각도의 정 점은 실린

더의 축 상에 그리고 셀의 두 윈도우들 사이에서 샘플 자체 내에 있다. 따라서, 반사율 측정은 실린더 축에 대해 각도

를 이루는 추가적인 프로브(418)를 사용하고 프로브(414)에 의해 샘플에 대해 수직으로 검출하여 달성된다. 이와 같

이, 각도는 임의적이다. 위와 같이, 기기의 나머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본 발명의 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실시예(300)와 동일하지만 반사 모드를 사용하는 다른 유체 분석 셀이 제

공된다. 공기 경계면이 광섬유 조사 다발(310)과 (사파이어, 석영, BK7, 붕규산, 또는 용융 실리카 등의) 광학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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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이에 놓인다는 사실로 인해, 윈도우 후방에서 샘플의 조사의 (윈도우에 대한 수직선에 대한) 각도는 실린더 축

에 대한 프로브의 각도와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는 윈도우 재료의 굴절 지수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1.76

의 굴절 지수를 갖는 사파이어 윈도우 재료의 경우에, 습윤 샘플 상의 조사 입사의 (윈도우 재료 내부의) 실제 각도는 

스넬(Snell)의 법칙 또는 n a sinθ a = n s sinθ s 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고, 윈도우의 제1 표면 상의 (공기 내의) 가

정된 각도로부터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도면을 도11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굴절 지수 효과를 교정하고 윈도우의 표면 (즉, 공기/윈도우 경계면)에 대해 기울어진 특징을 갖는 광학 프로

브를 유지하는 한 가지 수단은 진정한 45° 조사/검출 각도가 윈도우 재료 내에서 달성되도록 조사 및 검출의 기하학

적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러한 조건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공기 내의 조사 및 검출의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사파이어 윈도우에 대 한 이러한 예가 도12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조사 광섬유 다

발(310)은 실린더 축에 대해 60° 각도로 경사지고, 검출 광섬유 다발(306)은 사파이어 윈도우 내부에서 45° 오프

셋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다발로부터 축의 대향 측면 상에서 실린더 축에 대해 15.5°로 경사진다.

따라서, 반사 모드에서의 표준 비색 측정에 대한 경우에서와 같이, 45/0 조사/검출의 기하학적 형상을 달성하기 위해 

도12에 도시된 개념을 이용하면, 이러한 실시예에 대한 습윤 셀 설계(500)는 도13에 도시되어 있으며, 도12에서와 

같은 프로브 각도를 갖는 광학 프로브와 동일한 광섬유 다발을 역시 이용한다. 그러므로, 실시예(500)는 셀(500)이 

그의 유체를 담지 않는 반부(502)에 대하여 검출 섬유 다발(506)을 위해 실린더 축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의 프로브 

채널(504)과, 검출 프로브에 대해 축의 대향 측면 상에서 축에 대해 각도를 이루는 추가적인 프로브(510)를 구비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프로브 채널(508)을 갖고, 각도의 정점은 실린더의 축 상에 그리고 셀 내의 두 윈도우들 사이에

서 샘플 자체 내부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300)와 동일하다. 프로브들의 각도는 윈도우 재료에 의해 변경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셀 설계에 대해 45/0의 기하학적 형상을 실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실제로, 모든 공기/윈도우 경

계면 굴절 지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행하기 위해, 섬유 다발 프로브들이 윈도우 재료의 표면에 대

해 수직으로 윈도우 재료에 결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직이 아닌 모든 샘플 표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출 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윈도우는 프로브가 접촉하는 윈도우의 측면 상에서 샘플에 대해 적절한 각도를 이룰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적절한 각도로 하나 이상의 면을 윈도우에 도입하는 것은 두 조건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45/0의 기하

학적 형상의 경우에, 광섬유 다발 프로브와 접촉하는 윈도우는 도14에 도시된 설계를 취한다. 이러한 실시예에 대한 

습윤 셀 설계(600)는 도14에서와 같이 프로브/윈도우 배치로, 광학 프로브로서 광섬유 다발을 이용하는 도15에 도시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조사 광섬유 다발(610)은 실린더 축에 대해 45°의 각도로 경사지지만 윈도우(612)의 표

면 수직선에 대해 0°이며, 검출 광섬유 다발(606)은 실린더 축에 대해 평행하고 윈도우에 대해 수직이고, 따라서 윈

도우 내부에서 진정한 45/0의 기하학적 형상을 달성한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석영과 같은 1.51의 굴절 지수를 갖는 윈도우 재료가 도시되어 있지만 임의의 재료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내부 반사와 같은 굴절 지수 효과를 감소시키고 외래의 산란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윈도우의 

굴절 지수를 검사되는 샘플의 것에 근접하게 합치시키는 것이 양호하다. 그러므로, 실시예(600)는 실시예(300)와 동

일하고, 셀(600)은 유체를 담지 않는 반부(602)에 대하여 검출 섬유 다발(606)을 위해 그의 축을 따라 아래로 프로브 

채널(604)과, 축에 대해 각도를 이루는 추가적인 프로브(610)를 구비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프로브 채널(608)을 갖

고, 각도의 정점은 실린더의 축 상에 그리고 셀 내의 두 윈도우들 사이에서 샘플 자체 내에 있다. 이러한 실시예와 실

시예(300)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샘플에 대해 프로브 경계면을 제공하는 윈도우(612)가 광섬유 다발 또는 프로브

와 접속하는 단부 내로 절결된 하나 이상의 면(614)을 구비한 원통형이어서, 다발 또는 프로브가 항상 윈도우 표면에 

대해 수직이라는 것이다.

상기 설계의 확장은 금속성 박편 또는 펄 박편 등과 같은 간섭 재료를 포함하는 페인트, 착색제, 또는 분산액의 측정을

위하여 ASTM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다중 검출기 프로브들을 평평하며 높고 거의 반사성인 각도로 위치될 수 있

게 하기 위하여 샘플 표면에 대해 그러한 각도로 두꺼운 윈도우 상에서 다중 면을 포함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체의 검사를 위한 장치이며,

내부에 공동을 갖는 유체 분석 셀과,

공동의 대향 단부들을 둘러싸는 상부 및 하부 투광 윈도우와,

상기 상부 및 하부 관측 윈도우들 사이에서 상기 공동 내에 고정식으로 위치되어 유체가 상기 윈도우들 사이로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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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체 챔버를 제공하는 스페이서와,

유체가 상기 유체 챔버 내로 그리고 그로부터 유동하는 것을 가능케 하도록 상기 유체 챔버와 유체 연통하여 연결된 

유체 입구 및 출구 채널과,

상부 및 하부 관측 윈도우의 위와 아래에서 임의의 순서로 위치된 투광 및 수광 프로브를 포함하고,

각각의 프로브의 면들은 서로 축방향으로 정렬되고, 관측 윈도우와 연속적이며 동일 평면 상에 있으며 유동의 방향에

대해 직교하지만 관측 윈도우에 의해 유동으로부터 분리되어, 투과율 측정이 유동의 방향에 대해 직교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광원 및 분광 광도계는 투과에 의해 관측 윈도우를 통과하는 유체의 색상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위하

여 광을 유체 분석 셀로 유도하여 그로부터 각각 광을 검출하기 위한 프로브들과 관련되고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분광 광도계는 이중 비임 분광 광도계이고, 광원은 섬광 램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광은 유체 분석 셀로 투과되고, 그로부터 유체 분석 셀 관측 윈도우와 연결된 광섬유 프로브로 접속

되는 단일 섬유 광섬유 케이블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유체 샘플이 위치되고 가압에 의해 샘플을 유체 분석 셀로 송출하는 압력 용기와,

기기용 광원은 물론 모든 전기/전자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기 위한 퍼지 폭발 방지 외피와,

유체 분석 챔버로 샘플을 송출하기 위한 자동 공압식 제어 샘플 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관측 윈도우와 프로브 면은 사파이어 유리로 되어 있고, 스페이서 부재는 황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유체 분석 셀은 원통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광은 유체 분석 셀로 투과되고, 그로부터 유체 분석 셀 관측 윈도우와 접속하는 광섬유 다발들에 의

해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투과 광섬유 다발들 중 하나는 분석 셀 윈도우들 중 하나와 연속적인 입구들 중 하나를 갖는 일체형 

구체에 연결되어, 확산 및 직접 투과율 측정이 분석되는 유체 샘플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추가적인 광섬유 다발 또는 프로브는 반사율 측정이 분석되는 유체 샘플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체 샘플 표면에 대해 수직이 아닌 각도로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유체 샘플과 접속하는 분석 셀 윈도우들 중 하나는 사파이어 또는 석영 등과 같이 가시광에 대해 투

과적인 유사한 재료의 실린더로 교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유체 챔버로부터 먼 평행한 실린더의 표면은 샘플의 표면에 대해 수직이 아닌 각도로 샘플을 조사

하고 그리고/또는 그로부터 광을 수신하기 위하여 광섬유 다발들 또는 프로브들이 각각의 면에 대해 수직이 되도록 

광섬유 다발들 또는 프로브들에 연결되기 위해 유체 샘플 표면에 대해 각도를 이루는 하나 이상의 면을 가져서,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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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측정이 분석되는 유체 샘플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분광 광도계는 실린더 면과 접속하는 섬유 다발들 또는 프로브들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광을 수신

하고, 면들의 각도는 측정이 금속성 박편 또는 펄 박편 등과 같은 간섭 재료를 포함하는 페인트 또는 안료 분산액과 

같은 유체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표준과 일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2항에 있어서, 유체 분석 챔버를 통한 유체의 유동은 균일한 전단력에서 일방향이며 층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15.
제3항에 있어서, 섬광 램프는 광을 분광 광도계 및 유체 분석 셀로 유도하는 광섬유 케이블 또는 다발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도록 시라우드에 의해 덮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시라우드는 어두운 유체 샘플의 분석 중에 분광 광도계의 기준 측면으로부터 샘플 측면으로의 산란

광 누출을 교정하기 위하여 이중 비임 분광 광도계의 측광 보정 중에 유체 분석 셀로의 광을 차단하기 위해 시라우드

에 부착된 셔터 조립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습윤 유체의 색상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액체의 샘플 체적을 투과 셀로 공급하는 단계와, 유체를 고정된 경로 길이의 셀을 통과시켜서 셀의 각각의 단부를 둘

러싸는 두 개의 관측 윈도우를 통한 제로 바이패스를 가능케 하고, 관측 윈도우와 관련된 두 개의 프로브를 통한 투광

에 의해 샘플 체적의 색상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샘플은 셀을 통해 유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샘플의 유동은 일방향이며 층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이중 비임 분광 광도계의 기준으로부터 유체 샘플 채널로의 산란광 누출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이며,

섬광 램프 시라우드 상의 샘플 광 포트의 전방에 셔터를 끼움으로써 각각의 샘플 측정 이전에 샘플 채널이 차단되어 '

섬광 어둠' 판독을 하며, 분광 광도계의 샘플 측면은 기준 측면으로부터 산란광 누출이 없다면 어둡고 어레이의 기준 

측면은 최고의 광 강도에 노출되는 분광 광도계의 양 채널의 광 강도를 측정하는 단계와,

비율 계수를 형성하기 위하여 실제 샘플 측정에서의 기준 채널의 강도에 대해 '섬광 어둠' 판독의 기준 채널 강도를 비

율로 산정하는 단계와,

비율 계수를 '섬광 어둠' 샘플 채널 강도에 적용하는 단계와,

'섬광 어둠' 샘플 채널 강도를 실제 샘플 측정의 샘플 측면으로부터 감산하여, 램프 강도 변경에 대해 교정된 산란광 

누출을 실제 샘플 측정으로부터 감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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