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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투과원고를 판독하기 위한 화상판독장치에 있어서, 먼지나 긁힘이 제거된 고품질의 화상을 얻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과원고를 판독하기 위한 화상판독장치에 있어서, 투과원고용 조명유닛은 동일 측
부에 제 1 및 제 2면을 지니고, 상기 제 1면상에 적어도 가시영역에서 발광을 행하는 적어도 1개의 광원이 배치되고, 제 2
면상에는, 적외영역에서 발광을 행하도록 복수의 적외광원을 포함하는 적어도 1개의 광원이 직렬로 배치되어 있다. 상기
제 1 및 제 2면은, 유효발광영역과는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동일 측부로부터의 입사광을 전체면에 대략 균일하
게 발광시키기 위한 도광판과 반사시트를 지닌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형태예에 의한 화상판독장치의 구성을 표시한 블록도

  도 2는 실시형태예에 의한 화상판독장치의 개략 사시도

  도 3은 제 1실시형태예에 의한 투과조명유닛의 개략 사시도

  도 4는 제 1실시형태예에 의한 투과조명유닛의 개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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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제 1실시형태예에 의한 화상판독장치의 개략 단면도

  도 6은 제 1실시형태예에 의한 화상판독장치의 개략 단면도

  도 7은 제 1 및 제 2실시형태예에 의한 투과조명유닛의 개략 단면도

  도 8은 제 2실시형태예에 의한 화상판독장치의 개략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 3실시형태예에 의한 렌즈형상 홈부의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 3실시형태예에 의한 도광부재의 확대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실시형태예에 있어서의 투과원고용 광원유닛을 표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 3실시형태예에 있어서의 발광효율을 설명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 4실시형태예에 있어서의 렌즈형상 홈을 표시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제 5실시형태예에 있어서의 발광효율을 설명하는 도면

  도 15는 종래의 화상판독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16은 종래의 투과원고용 광원유닛의 구성을 표시한 도면

  도 17은 종래의 도광부재를 설명하는 도면

  도 18은 종래의 발광효율을 설명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화상판독장치 2: 투과조명유닛

  3: 면형상 광원 4: 차광시트

  4a: 셰이딩창 4b: 투과원고설치부

  5: 하부 유닛커버 6: 투과원고판독용 램프

  7: 먼지/긁힘검지용 램프 7a: 적외 LED칩

  7b: LED기판 7c: 발광개구부

  8: 캐리지안내축 9: 캐리지

  10: 반사시트부 11: 도광부

  12: 확산시트부 13: 플래튼유리

  16: 반사경 18: 힌지부

  19: 도광판 20: 반사원고용 조명램프

  21: 호스트컴퓨터 24: 광원점등회로

  25: 모터구동회로 26: 시스템제어기

  27A, 27B, 27C: 아날로그게인조정기 28: A/D변환기

  29: 화상처리기 30: 라인버퍼

  31: 인터페이스 32: 오프셋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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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감마RAM 34: 시스템버퍼

  105: 결상렌즈 106: CCD라인센서

  116: 전기기판 121: 도광패턴

  126: 펄스모터 304: 광원유닛

  327: 발광면

  328: CCFL(냉음극 형광램프)(제 2광원) 329: 적외 LED어레이(제 1광원)

  331: 도광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진필름 등의 원고의 화상정보를 판독하는 화상판독장치 및 이 화상판독장치에 사용되는 조명장치에 관한 것
이다.

  종래의 사진필름 등의 투과원고의 화상정보를 판독하는 화상판독장치에서는, 투과원고상에 분진 등의 먼지가 존재한 경
우나 사진필름의 표면이 손상(긁힘)되었을 경우, 그 먼지나 긁힘까지도 판독되어 버리므로, 먼지나 긁힘에 의한 화상의 열
화를 방지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광원에 의한 화상정보를 적외광원에 의한 화상정보로
부터 얻어진 먼지/긁힘 정보로 보정하는 화상판독장치가 제안되어 있다(일본국 공개특허 제 2001-298593호 공보). 이 화
상판독장치에서는, 형광등 등과 같이 면광원으로서 역할하는 가시광원과 적외 LED칩 등의 적외점광원이 도광판의 측면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화상판독장치의 구성에서는, 각각의 광원으로부터 광빔을 발광시킬 때 가시광원에 의해 발
광된 광을 도광부재에 의해서 균일하게 유효광원 면영역상에 도광시킨다 해도, 적외광원은 유효광원영역까지 지나치게 가
까우므로 해당 적외광원에 의해 방출된 광은, 충분히 확산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불균일하게 조사되어, 먼지/긁힘정보
가 정확하게 얻어질 수 없다.

  근년, 통신네트워크의 발달 및 컴퓨터의 고속화, 그리고, 기억매체의 대용량화에 따라, 컬러화상정보를 보다 고해상도로
처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스캐너 등에 의해 컬러화상정보를 판독할 경우, 보다 정확하게 고속, 고해상도로 화상을
판독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사진필름의 화상판독에 대해서도, 복수의 프레임을 지닌 슬리브형태의 사진필름의 화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고속
및 고해상도로 판독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다 고해상도로 필름을 판독하는 수단으로서, 필름상의 먼지나 긁
힘을 제거하는 수단을 지닌 화상판독장치가 제안되어 있다. 그 화상판독장치의 일례로서 상기 일본국 공개특허 제 2001-
298593호 공보를 들 수 있다. 이 제안에 의하면, 먼지/긁힘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적외 LED와 화상정보판독을 위한 광원
을 지닌 광원이 면광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므로, 먼지나 긁힘의 영향을 삭감한 화상을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
다.

  필름상의 먼지나 긁힘 제거기능을 지닌 화상판독장치의 형태를 도 15, 도 16 및 도 17을 참조하면서 간단히 설명한다.

  도 15는, 서류원고 등의 반사원고와 사진필름 등의 투과원고의 양쪽을 판독가능한 화상입력장치의 일례를 표시한 개략단
면도이고, 도 16은 상기 먼지나 긁힘제거기능을 지닌 화상입력장치에 이용되는 투과원고용 광원유닛의 일례를 표시한 도
면이다.

  화상판독장치(400)에는, 사진필름 등의 투과원고를 판독할 때 필요한 투과원고용 조명장치(500)가 설치되고, 화상판독
장치 제어기판(503)으로부터 제어가능하도록 투과원고용 광원점등인버터(507)와 I/F케이블(515)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투과원고용 조명장치(500)는 투과원고의 판독을 위한 투과원고 조명유닛(504)을 지닌다.

  또, 광학유닛(514)은, 투과원고를 CCD이미지센서(513)상에 광학적으로 결상하기 위해 필요한 제 1반사경(509), 제 2반
사경(510), 제 3반사경(511) 및 렌즈(512)와, 서류원고 등의 반사원고를 조사하기 위한 반사원고용 조명광원(508)을 지니
고, 화상입력장치 제어기판(503)과 모터(516)에 의해서 도 15에 표시된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부주사방향)으로 주
사하면서 화상을 판독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CCD이미지센서(513)와 화상입력장치 제어기판(503)은 신호케이블(517)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서로 접속되어 있고, 모
터(516)에 의해서 투과원고용 조명유닛(518)과 광학유닛(514)을 동기시키면서 주사함으로써, CCD이미지센서(513)에 의
해 광전변환된 전기신호를 화상데이터로서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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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원고용 조명유닛(504)과, 원고대 유리(506)상의 필름가이드(505)와의 사이에 개재된 투과판(519)에는, 투명유리
혹은 확산부재가 이용된다. 또, 투과원고용 조명유닛(504)에는, 도 16에 표시한 바와 같이, 필름 원고의 화상정보를 판독
하기 위한 냉음극 형광램프(이하 CCFL이라 약칭함)(528)와 적외 LED어레이(529)가 각 단면에 설치되어 있다. 또, 반사
시트(532)와 확산시트(530)는, 각 광원에 의해 조사된 발광면의 균일성을 얻는 데 유효한 부재이다.

  도 17은, 도 16의 A부분의 확대도로, CCFL(528)과 적외 LED어레이(529)의 점등시의 면광원으로서의 균일성을 양립시
키기 위한 도광부재패턴의 개략도이고, 도 18은 CCFL(528)로부터 발광된 입사광을 반사시트(532)로 반사시키는 동시에
삼각형상의 홈을 지닌 도광부재(531)에 의해서 확산시켜, 원고를 조명하는 태양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광부재(531)의 삼
각형상 홈의 테이퍼각도 혹은 피치를 조정함으로써 확산효과를 지니게 하여, 균일한 면광원으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CFL(528)과 적외 LED어레이(529)를 선순차 혹은 면순차로 절환하면서 원고를 주사함으로써, 먼지나 긁힘의 영향을 제
거하여, 고화질의 화상을 판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투과원고용 광원유닛(504)과 같은 삼각형상의 홈구조에서는, 확산효과에 의한 균일성
을 얻을 수 있으나, 고휘도 및 고출력화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고려해서, 면광원을 지닌 화상판독장치에 있어서 먼지나 긁힘이 제거된 고화질의 판독화상을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 1양상에 의하면, 조명장치는, 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1
광원과, 불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2광원과,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된 조명광선을 2차원적으로 도광하는
도광판을 지니고, 상기 도광판의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와, 상기 유효광원영역으로부
터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를 다르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양상에 의하면, 조명장치는, 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1광원과, 불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2광원
과,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된 조명광선을 2차원적으로 도광하는 도광판을 지니고,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에
상기 제 2광원의 조사광을 상기 도광판의 내부를 향해서 반사하는 제 1반사면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3양상에 의하면, 조명장치는, 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1광원과, 불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2광원
과,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된 조명광선을 2차원적으로 도광하는 도광판을 지니고,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을 상
기 도광판의 한 변을 따라서 병렬로 배치함과 동시에,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와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와의 사이에 제 2
의 반사면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4양상에 의하면, 화상판독장치는, 원고를 조명하기 위한 원고판독용 광원을 지닌 화상판독장치에 있어서,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확산시키는 도광부재와, 상기 도광부재의 발광면의 측면에 대면하는 측면 근방에 배치된 광원과, 상
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도광부재를 향해서 반사시키기 위해, 상기 도광부재의 상부에 배치된 대략 평면형상의 반사
부재와,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으로 조명된 원고상을 판독하는 화상판독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도광부재에는, 대략 원기
둥형상의 복수의 홈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도광부재의 발광면에 광을 집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5양상에 의하면, 조명유닛은, 광을 확산시키는 도광부재와, 상기 도광부재속에 설치된, 발광면에 대략 수직
인 방향으로 연장된 모선을 지닌 원기둥형상의 복수의 홈부를 구비하고, 상기 도광부재의 발광면에 면한 측면에 배치된 서
로 다른 특성을 지닌 제 1 및 제 2광원을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 개시된 것이외의 기타 목적과 이점 등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예의 설명으로부터 당업자에게는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본 발명의 일부를 이루는 동시에 본 발명의 일례를 예시한 첨부도면을 참조해
서 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본 발명의 각종 실시형태예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발명의 범위를 결정하는 설명
을 수반하는 특허 청구범위를 참조하길 바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 1실시형태예)

  첨부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실시형태예에 있어서의 화상판독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제 1실시형태예에 의한 화상판독장치의 내부구성을 표시한 블록도이다. 화상판독장치(1)는, 신호케이블을 통
해 호스트컴퓨터(21)에 접속되어 있다. 화상판독장치(1)는, 호스트컴퓨터(21)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동작해서 화상을 판독
하여, 그 화상신호를 호스트컴퓨터(21)에 전송한다.

  (105)는 광원(3)에 의해 조사된 원고로부터의 광을 고체촬상소자인 CCD라인센서(106)상에 결상하기 위한 결상렌즈이
고; (24)는 광원(3)을 점등하기 위한 광원점등회로이다. 또, 촬상소자로서는 CCD라인센서이외에 CMOS센서 등을 사용해
도 된다. 다음에, (25)는 전기기판(116)에 배치되어, 펄스모터(126)를 구동하는 모터구동회로이며, 화상판독장치(이미지
스캐너)(1)의 시스템제어수단인 시스템제어기(26)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펄스모터(126)의 여자절환신호를 출력한다.
(27R), (27G) 및 (27B)는, CCD라인센서(106)로부터 출력된 아날로그화상신호를 가변증폭하는 아날로그게인조정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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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은 아날로그게인조정기(27R), (27G) 및 (27B)로부터 출력된 아날로그화상신호를 디지틀화상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기이고; (29)는 디지틀신호화된 화상신호에 대해서 오프셋보정, 셰이딩보정, 디지틀게인조정, 컬러밸런스조정, 마스
킹, 주주사·부주사방향의 해상도변환 및 먼지/긁힘보정처리(후술함) 등의 화상처리를 행하는 화상처리기이며; (30)은 화상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라인버퍼이며, 범용의 랜덤액세스메모리에 의해 실현하고 있다.

  (31)은, 호스트컴퓨터(21)와 통신하는 인터페이스이다. 본 제 1실시형태예에서는, 인터페이스(31)를 SCSI콘트롤러로 실
현하고 있으나, 센트로닉스나 USB인터페이스 등의 다른 인터페이스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2)는 화상처리를 행할
때의 워킹에어리어로서 사용되는 오프셋RAM이다. 이 오프셋RAM(32)은, CCD라인센서(106)가 R, G 및 B용 라인센서를
각각 소정의 오프셋을 가지고 평행하게 배치함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R, G 및 B라인간 오프셋의 보정용으로서 이
용된다. 또, 오프셋RAM(32)은, 셰이딩보정 등의 각종 데이터의 일시기억도 행한다. 본 제 1실시형태예에서는, 오프셋
RAM(32)은 범용의 랜덤액세스 메모리로 실현하고 있다.

  (33)은 감마커브를 기억하여 감마보정을 행하기 위한 감마RAM이다. 시스템제어기(26)는 스캐너 전체의 시퀀스를 프로
그램으로서 기억하여, 호스트컴퓨터(21)로부터의 명령에 따라서 각종 제어를 행한다. (34)는 시스템제어기(26)와 화상처
리기(29), 라인버퍼(30), 인터페이스(31), 오프셋RAM(32) 및 감마RAM(33)을 연결하는 시스템버퍼로, 어드레스버스와
데이퍼버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도 2는, 본 제 1실시형태예에 의한 화상판독장치를 표시한 개략 사시도이다. 도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화상판독
장치(1)에는, 현상된 사진필름 등의 투과원고를 판독할 경우에, 투과원고를 조명하기 위한 투과조명유닛(2)이 힌지부(18)
에 의해서 회동자유롭게 부착되어 있다. 투과조명유닛(2)에는, 면형상 광원(3)(후술함)이 하부 유닛커버(5)에 나사 등에
의해 고정됨으로써 부착되어 있다. 또, 면형상 광원(3)은, 광원보호용의 투명부재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다.

  화상판독장치(1)의 본체상에는, 판독원고를 설치하기 위한 플래튼유리(13)가 구비되어 있어, 사진 필름을 판독할 경우에
는, 차광시트(4)가 플래튼 유리(13)상에 설치된다. 차광시트(4)에 설치된 셰이딩창(4a)은, 셰이딩을 측정하기 위한 창이
며, 투과원고설치부(4b)는 투과원고를 놓는 장소이다.

  도 3은, 투과조명유닛에 의해 조명된 투과원고를 판독하는 태양을 표시한 개략사시도이고, 도 4는, 면형상 광원(3)의 평
면도이다. 면형상 광원(3)은, 도광판(19), 형광등이나 크세논램프 등의 주로 가시영역의 광으로 원고를 조사하는 투과원고
판독용 램프(6)와, 주로 적외영역에만 발광강도를 지닌 LED로 이루어진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각 투과원고판독용 램프(6)는, 면형상 광원(3)이 투과원고를 2차원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유효발광영역단부로부터
(L1)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단부면에 설치되고,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는, 상기 유효발광영역단부로부터 (L2)만큼 떨
어진 위치에 있는 단부면에 설치된다. 본 제 1실시형태에서는, 램프(6)가 배치되는 거리(L1)에 비해서 램프(7)가 배치되는
거리(L2)의 쪽이 길게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도광판(19)은, 조명광(L)을 내부반사에 의해 2차원의 길이방향으로 도광하는 도광부(11)와, 해당 도광부(11)에 의해서
도광된 광을 반사해서 원고방향으로 반사하기 위한 반사시트부(10)와, 해당 반사시트부(10)에 의해 반사된 광을 균일화하
기 위한 확산시트부(12)로 구성되어 있는 수지제의 확산패널이다. 도광부(11)에는, 입사광을 거의 2차원적으로 도광해서
발광시키도록 복수의 홈에 의해서 도광패턴(121)이 형성되어 있다.

  도 5에 표시한 바와 같이, 반사시트부(10)는, 도광부(11)의 외부면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고, 또, 도광부재의 발광면쪽을
덮는 반사시트부(10)의 단부를, 투과원고화상영역을 조사하는 유효발광영역근방까지 연신시킴으로써, 투과원고판독용 램
프(6) 및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로부터의 광이 화상판독영역을 직접 조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균일하게 도광판
(19)의 전체 면을 발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제 1실시형태예에서는, 반사시트(10)가 도광부(11)의 외부면뿐만 아니라, 상기 투과원고판독용 램프(6)의 배치부와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의 배치부와의 사이에도 설치되어 있어,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로부터 조사된 적외광을 효율좋
게 도광부(11)의 길이방향 내부에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반사시트를 배치하는 대신에, 반사도료를 도포 또는 인쇄
하도록 해도 된다. 그래서, 상기 투과원고판독용 램프(6) 및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로부터 조사된 광(L)은, 반사시트부
(10)와 확산시트부(12)와의 사이에서 반사하면서 도광부(11)를 2차원 길이방향으로 진행시킨다. 그래서, 확산시트부(12)
에 입사한 광의 일부가 확산되어, 도광판(19)의 전체 면이 균일하게 발광한다.

  각각의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는, 복수개의 적외 LED칩(7a) 및 상기 적외 LED칩(7a)에 대응한 위치에 발광개구부
(7c)를 지닌 LED기판(7b)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LED기판(7b)에 있어서의 도광부재 대향면과 반대측으로부터
상기 적외 LED칩(7a)의 발광부가 상기 LED기판(7b)의 발광개구부(7c)의 안쪽에 끼워맞춤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또,
LED기판(7b)의 도광부재 대향면은, 평탄하고, 백색도료를 도포 혹은 인쇄함으로써 반사면을 형성하고, LED칩(7a)으로부
터 조사된 광을 도광부(11)의 내부를 향해서 효율좋게 반사시켜, 면형상 광원(3) 전체의 적외휘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
하다.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는, 반사시트부(10)로 덮이게 함으로써 도광부(11)의 단부면에 밀접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
어,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로부터 조사된 적외광을 효율좋게 도광부재의 내부에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과원고판독용 램프(6)는, 가시영역만의 광을 발광하는 것이어도 되나, 주로 가시영역의 광을 원고에 조사하는 한, 적외
영역과 같은 불가시영역의 광을 원고에 조사하는 것이어도 된다. 또,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는, 주로 적외영역의 광을 발
광하는 한, 적외영역의 광만을 발광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또한,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는, 형광등이나 크세논램프,
LED이외의 광원을 이용해도 된다. 또, 도 6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기 투과원고판독용 램프(6)와 먼지/긁힘검지용 광원(7)
의 LED기판(7b)사이에 반사시트부(10)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장치에 반사시트부(10)를 설치할 경우에 비해서
제조비가 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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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은, 본 실시형태예의 화상판독장치의 단면도이다. 화상판독장치(1)에 설치된 캐리지(9)에는, 반사원고용 조명램프
(20), CCD라인센서(106), 렌즈(105) 및 반사경(16)이 각각 탑재되어 있다. CCD라인센서(106)는, 화상을 전기적인 화상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며, 복수개의 촬상소자가 일직선상에 배열되어 있다. 캐리지(9)는, 캐리지안내축(8)과 끼워맞춤되어
있어, 부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하다.

  다음에, 투과원고의 판독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반사원고용 조명램프(20) 및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를 소등하
고, 투과원고판독용 램프(6)를 점등시킴으로써, 면형상 광원(3) 전체를 발광시키고, 캐리지(9)를 부주사방향으로 이동시
킴으로써, 반사경(16) 및 렌즈(105)를 개재해서 투과원고상의 화상정보가 CCD라인센서(106)에 투영된다.

  이어서, 반사원고용 조명램프(20) 및 투과원고용 조명램프(6)를 소등하고,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를 점등시킴으로써,
면형상 광원(3) 전체를 발광시키고, 캐리지(9)를 부주사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반사경(16)과 렌즈(105)를 개재해서 투
과원고상의 먼지, 긁힘 등이 CCD라인센서(106)에 투영된다. 여기에서는, 먼지/긁힘검지용 램프(7)로부터의 광은 적외성
분뿐이므로, 네가티브 혹은 포지티브 필름 등의 투과원고는 그 화상(감광상)에 관계없이 적외성분을 투과시켜, 물리적으로
광로를 차단하는 먼지나 긁힘 등의 상이 CCD라인센서(106)상에 그림자로서 투영되므로, 양호하게 먼지/긁힘검지를 행하
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먼지/긁힘검지화상과 상기 투과원고판독화상과의 양자를 화상처리기(29)에 있어서 화상처리(먼지/긁힘보정처리)
를 실시함으로써, 먼지/긁힘검지화상상에서 인식된 먼지나 긁힘에 의한 결함영역에 대해서, 그 주위의 원고판독화상으로
부터 보간함으로써 먼지나 긁힘의 영향이 배제된 양호한 투과원고화상을 판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 2실시형태예)

  도 8은, 본 발명의 제 2실시형태예에 있어서의 화상판독장치의 단면도이다. 도광부(11)의 측면높이를 지닌 LED기판(7b)
을 설치하고, 그 투과원고판독용 램프(6)쪽에 반사시트(10b)를 설치하고 있다. 이 구성에 의해, LED기판(7b)에 적외 LED
칩(7a)을 실장할 때의 작업성 향상, LED기판(7b)의 강도의 향상, 투과원고판독용 램프(6)에 의한 조사광의 휘도향상을 실
현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및 제 2실시형태예에 의하면, 면형상 광원을 이용한 화상판독장치에 있어서, 먼지
나 긁힘이 제거된 양호한 판독화상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제 3실시형태예)

  도 9는, 선단에 테이퍼각(θ)을 지니고, 집광효과를 지닌 깊이(d)의 대략 원주형상의 렌즈형상 홈부를 표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도광부재(331)(도 16에 있어서의 도광부재(531)에 상당함)상에 도 9에 표시한 렌즈형상의 홈부(B)가 형성된 상
태를 표시한 도면이다. 도 9에 표시한 바와 같이, 도광부재(331)는 모선을 발광면에 대략 수직으로 지닌 기둥형상의 홈부
를 다수개 지닌다.

  도 11은, 도 9에 표시한 렌즈형상 홈부(B)를 지닌 도광부재(331)를 구비한 먼지나 긁힘의 영향을 제거가능하게 하는 투
과원고용 광원유닛(304)(도 16에 있어서의 투과원고용 광원유닛에 상당함)의 일례를 표시한 도면이다.

  투과원고용 광원유닛(304)은, 필름 원고의 화상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제 2광원으로서의 CCFL(328)과 제 1광원으로서
의 적외 LED어레이(329)를 포함한다.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의 쌍은 각각의 단부면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다. 제 2광원은
각각 형광부재를 지니고, 또, 길이방향으로 발광한다. 한편, 제 1광원은, 각각 길이방향으로 복수의 발광면을 지닌다. 따라
서, 제 1광원은 제 2광원보다도 발광면(327)이 간헐적으로 설치되어, 그 발광면(327)의 면적도 작다. 따라서, 제 1광원과
제 2광원과는 그 길이방향에 대해서 다른 분광특성을 지닌다. 또, 반사시트(332)와 확산시트(330)는, 각 광원에 의한, 발
광면의 균일성을 얻기 위해 유효한 부재이다. 도 10에 표시한 바와 같이 구성된 투과원고용 광원유닛(304)이면,
CCFL(328) 및 적외 LED어레이(329)로부터의 입사광을, 어느 광원에 있어서도 고효율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본 실
시형태예에서는, 필름 원고를 판독하기 위한 광원에 CCFL을 이용하였으나, 그 밖의 LED 등으로 이루어진 백색광원이어
도 되고, 기타의 색의 가시광을 발하는 LED 등의 광원이어도 된다.

  도 12는 그의 고효율화의 태양을 표시한 개략도이다.

  도 12에서는, CCFL(328)로부터의 입사광은 반사시트(332)에 의해 반사되어, 도 9에 표시한 렌즈형상 홈부(B)에 의해서
집광되면서 면광원으로부터 발광되게 된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제 1광원(329)은 제 2광원(328)에 비해서 발광면(327)
이 간헐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도 1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제 1광원(329)은, 제 2광원(328)에 대해서 바깥쪽에 설
치되어 있으므로, 제 1광원과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는 광이 도광부재에 입사될 때에 길이방향으로의 배광분포가 서로
근사하게 된다. 또, 제 1 광원(329)은 제 2광원(328)에 대해서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 1광원(329)으로부터의
광이 누설되지 않도록 차광부재(335)를 지니고, 또, 제 2광원쪽에는 반사부재(336)를 지닌다.

  또, 광원의 위치나 도광부재의 크기 등에 따라서, 테이퍼각 θ나 심도 d, 혹은 테이퍼각의 방향이나 홈부의 위치를 자유롭
게 설정할 수 있다. 테이퍼각은, 광원(328), (329)으로부터의 입사광에 대해서 도광부재(331)의 발광면에 효율좋게 반사,
집광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 11에 표시한 바와 같이 각각 대면하도록 설치되는 광원(328), (329)은 각각의 입사
각에 따라서 테이퍼각 θ 및 심도 d가 설정된다. 이 때문에, 종래의 삼각형의 홈형상에 비해, 보다 최적의 패턴설계가 가능
해져, 적외 LED어레이(329)로부터의 입사광이어도 고효율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예에 있어서의
투과원고용 광원유닛을 지닌 화상판독장치에서는, 원고판독용 면광원으로서의 광량분포의 균질성과, 먼지/긁힘검출용 면
광원으로서의 광량분포의 균일성을 고효율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광면은 고휘도, 고출력으로 광을 발광하는 것이 가
능해져, 보다 고속으로 된다. 따라서, 제 1광원(329)의 발광에 대응한 제 1화상신호와 제 2광원(328)의 발광에 대응한 제
2화상신호로부터 고화질의 먼지/긁힘제거기능을 지닌 화상판독장치가 구성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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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혹은 긁힘 제거>

  다음에, 먼지나 긁힘의 제거를 위해 얻어진 고화질의 화상신호를 이용해서 먼지나 긁힘의 영향을 제거한 고화질의 화상
판독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 이하의 동작은 화상판독장치 제어기판(도 15의 장치제어기판(503)에 대응함)상에 CPU(도시
생략) 등의 정보처리수단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서 신호처리회로에서 행해진다.

  적외 LED어레이(329)로부터의 광을 필름에 조사해서 얻은 화상정보에는 필름의 먼지나 긁힘의 정보가 반영된다. 일반
적인 네가티브 혹은 포지티브필름의 시안색, 옐로색, 마젠타색 부분은 고투과율로 적외광을 투과한다. 따라서, 필름은 해
당 필름상의 화상에 관계없이 적외광LED어레이(329)로부터의 광을 대부분 투과시킨다. 한편, 먼지나 긁힘이 있으면, 필
름은 광을 투과시키지 않는다. 이 때문에, 먼지나 긁힘이 있는 경우에는 필름상의 화상에 관계없이, 이 먼지나 긁힘의 화상
이 반영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CCFL(328)로부터의 광을 필름에 조사해서 얻은 화상정보에는 필름의 먼지나 긁힘의 정보가 반영됨과 동시에 필
름상의 화상도 반영된 화상정보를 얻게 된다.

  여기서, 적외 LED어레이(329)와 CCFL(328)로부터의 광의 필름에의 조사에 의해서 얻어진 화상정보를 비교처리함으로
써 먼지나 긁힘의 영향을 제거한 고화질의 화상의 판독이 가능해진다.

  또, 상기 실시형태예에서는, 피사체로서의 원고를 고정해서 판독을 행하였으나, 피사체를 이동시킴으로써 주사시키도록
해도 된다.

  (제 4실시형태예)

  도 13은 선단에 테이퍼각 θ를 지니고, 집광효과를 지닌 심도 d의 대략 다각기둥형상의 렌즈형상 홈부를 표시한 도면이
다.

  도 13에 표시한 바와 같은 다각기둥형상의 렌즈형상 홈부로 구성한 도광부재라도, 도 12의 경우와 동등한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CCFL(328)로부터의 입사광은 반사시트(332)에 의해 반사되어, 도 13에 표시한 렌즈형상 홈부에서 집광
되면서 면광원으로서 발광되게 된다.

  또, 광원의 위치나 도광부재의 크기 등에 따라서, 테이퍼각 θ나 심도 d, 혹은 테이퍼각의 방향이나 홈부의 위치를 자유롭
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삼각형의 홈형상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패턴설계가 가능해져, 적외 LED어레이(329)로
부터의 입사광이어도 고효율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예와 같이 구성한 투과원고용 광원유닛을 지
닌 화상판독장치라면, 원고판독용 면광원으로서의 광량분포의 균질성과, 먼지/긁힘검출용 면광원으로서의 광량분포의 균
일성을 손상하지 않게 고효율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광면은, 고휘도, 고출력으로 광을 발광할 수 있어, 보다 고속, 고화
질의 먼지/긁힘제거기능을 지닌 화상판독장치가 구성가능해진다.

  (제 5실시형태예)

  도 14는, 전술한 도 12에 대응하는 도면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CCFL(328)의 바깥쪽에 LED(329)를 설치한다. 도 12에
서는, 투과원고용 광원유닛(304)에는, 필름원고의 화상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제 2광원으로서의 CCFL(328)과 제 1광원으
로서의 적외 LED어레이(329)의 쌍이 각 단면에 병렬 배치되어 있는 동시에, LED어레이(329)로부터의 광에 대해서는 확
산수단(332)을 설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확산수단(332)으로서는 불투명 유리를 사용하거나 점착테이프를 붙인다. 본 실
시예에서는, 제 2광원은 형광부재를 지니고, 또, 길이방향에 걸쳐서 발광한다. 한편, 제 1광원은, 길이방향에 걸쳐서 복수
의 발광면을 지닌다. 따라서, 제 1광원은 제 2광원보다도 발광면(327)이 간헐적으로 배치되고, 그 발광면의 면적도 제 2광
원의 것보다 작다. 따라서, 제 1광원과 제 2광원과는 그 길이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분광특성을 지닌다. 이어서, 이들 분광
특성을 보정한다. 또, 도 12에서는, 동일단면에 LED어레이(329)와 CCFL(328)의 쌍을 배치하였으나,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인접한 변에 각각 LED어레이(329)와 CCFL(328)을 배치하거나, 서로 인접한 변에 LED어레이(329)
또는 CCFL(328)을 나란히 배치해도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 3 내지 제 5실시형태예에 의하면, 제 1광원과 제 2광원의 어느 광원으로부터의 입사광에 있어
서도 고효율화할 수 있으므로, 고휘도, 고출력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균일한 면광원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져, 보다 고속, 고화질의 먼지/긁힘제거기능을 지닌 화상판독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및 제 2실시형태예에 의하면, 면형상 광원을 이용한 화상판독장치에 있어서, 먼지
나 긁힘이 제거된 양호한 판독화상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 본 발명의 제 3 내지 제 5실시형태예에 의하면, 제 1광원과 제 2광원의 어느 광원으로부터의 입사광에 있어서도 고효
율화할 수 있으므로, 고휘도, 고출력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균일한 면광원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져, 보다 고속, 고화질의 먼지/긁힘제거기능을 지닌 화상판독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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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로부터 일탈하는 일없이 본 발명의 명백하게 광범위한 각종의 다양한 실시형태예를 실시할 수 있
으므로, 본 발명은 이하의 청구범위에 정의된 것을 제외하고 특정 실시형태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1광원;

  불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2광원; 및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된 조명광선을 2차원적으로 도광하는 도광판을 지니고,

  상기 도광판의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와, 상기 유효광원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2광원
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를 다르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보다도, 상기 유효광원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를 길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에, 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의 조사광을 상기 도광판의 내부를 향해서 반사하는
제 1 반사면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을 상기 도광판의 한 변을 따라 병렬로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와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와의 사이에 제 2반사면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명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광원은, 적외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기재한 조명장치와, 상기 조명장치에 의해 발광된 광에 의해 조명된 원고로부터의 광을 촬상소자에 입사시켜서
화상신호로 변환하는 판독소자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되고, 상기 도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에 의해 조명된 상기 원고로부터의 광을
상기 촬상소자에 입사시킴으로써 얻어진 화상신호에 의거해서, 상기 도광판으로부터 상기 촬상소자까지 뻗은 광로상에 존
재하는 결함정보를 판독하는 결함정보판독소자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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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화상정보로부터 상기 결함정보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결함정보를 제거
하는 보정소자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정보는, 상기 원고 자체에 존재하는 먼지나 긁힘이, 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어 상기 도
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1.

  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1광원;

  불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2광원; 및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된 조명광선을 2차원적으로 도광하는 도광판을 지니고,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에 상기 제 2광원의 조사광을 상기 도광판의 내부를 향해서 반사하는 제 1반사면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을 상기 도광판의 한 변을 따라서 병렬로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와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와의 사이에 제 2반사면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광원은, 적외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15.

  제 11항에 기재한 조명장치와, 상기 조명장치에 의해 발광된 광에 의해 조명된 원고로부터의 광을 촬상소자에 입사시켜
서 화상신호로 변환하는 판독소자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어 상기 도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에 의해 조명된 상기 원고로부터의 광
을 상기 촬상소자에 입사시킴으로써 얻어진 화상신호에 의거해서, 상기 도광판으로부터 상기 촬상소자까지 뻗은 광로상에
존재하는 결함정보를 판독하는 결함정보판독소자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화상정보로부터 상기 결함정보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결함정보를 제거
하는 보정소자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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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정보는, 상기 원고 자체에 존재하는 먼지나 긁힘이 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어 상기 도
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9.

  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1광원;

  불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2광원; 및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된 조명광선을 2차원적으로 도광하는 도광판을 지니고,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을 상기 도광판의 한 변을 따라서 병렬로 배치함과 동시에,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와 상기 제 2광
원의 배치부와의 사이에 반사면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광원은, 적외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21.

  제 19항에 기재한 조명장치와, 상기 조명장치에 의해 발광된 광에 의해 조명된 원고로부터의 광을 촬상소자에 입사시켜
서 화상신호로 변환하는 판독소자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어 상기 도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에 의해 조명된 상기 원고로부터의 광
을 상기 촬상소자에 입사시킴으로써 얻어진 화상신호에 의거해서, 상기 도광판으로부터 상기 촬상소자까지 뻗은 광로상에
존재하는 결함정보를 판독하는 결함정보판독소자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화상정보로부터 상기 결함정보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결함정보를 제거
하는 보정소자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정보는, 상기 원고 자체에 존재하는 먼지나 긁힘이 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어 상기 도
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5.

  원고를 조명하기 위한 원고판독용 광원을 지닌 화상판독장치에 있어서,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확산시키는 도광부재;

  상기 도광부재의 발광면의 측면에 대면하는 측면 근방에 배치된 광원; 및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도광부재를 향해서 반사시키기 위해, 상기 도광부재의 상부에 배치된 대략 평면형상의
반사부재와,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에 조명된 원고상을 판독하는 화상판독소자를 구비하고,

  상기 도광부재에는, 대략 원기둥형상의 복수의 홈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도광부재의 발광면에 광을 집광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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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제 1파장의 광과 해당 제 1파장의 광과는 다른 제 2파장의 광을 발광하고, 상기 화상판독
소자는 상기 제 1파장의 광 및 제 2파장의 광의 조명에 각각 대응한 제 1 및 제 2화상을 판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판독장치.

청구항 27.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홈의 깊이 또는 테이퍼각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화상으로부터 먼지 또는 긁힘을 제거하는 신호처리소자를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9.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중 적어도 1개가 적외 LED, 백색LED 및 가시광LED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
상판독장치.

청구항 30.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중 적어도 1개가 상기 광투과성 원고상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광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31.

  광을 확산시키는 도광부재; 및

  상기 도광부재속에 설치된, 발광면에 대략 수직인 방향으로 연장된 모선을 지닌 원기둥형상의 복수의 홈부를 구비하고,

  상기 도광부재의 발광면에 면한 측면에 배치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제 1 및 제 2광원을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유닛.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은 길이방향으로의 분광특성이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닛.

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중의 한쪽으로부터의 광축상에 확산소자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
닛.

청구항 34.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홈의 깊이 또는 테이퍼각의 적어도 한쪽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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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광원은, 복수의 발광부를 지니고, 상기 제 2광원보다도 바깥쪽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명유닛.

청구항 36.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부재는 대략 평면형상이고, 단부에 돌출부를 지니는 동시에 해당 돌출부에 의해 형성된 오목
부에 상기 제 2광원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닛.

청구항 37.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은, 상기 도광부재의 대향하는 면에 각각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닛.

청구항 38.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광원의 발광면적보다도 상기 제 2광원의 발광면적이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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