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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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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소정의 방향으로 청과물을 반송하는 반송수단;
반송중인 상기 청과물을 향해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광을 투사하는 투광수단; 및
상기 청과물을 투과한,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상기 광을 수광하는 수광수단을 구비하는,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측정하
는 측정장치에 있어서,
수광된 상기 투과광을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신호를 강도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신호를 적산하고, 그리고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얻어진 상기 강도 데이터를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신호
들로 변환하는 신호처리회로;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얻어진 소정 개수의 강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 메모리 회로;
상기 강도 데이터가 평가용 신호로서 사용될 것인가를 판정하기 위해 상기 제 1 메모리 회로내에 저장된 상기 강도 데이터
를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판정회로; 및
상기 판정회로에 의해 평가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신호로서 판정된 상기 강도 데이터를, 상기 제 1 메모리 회로에 저장된
또 다른 강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정하는 보정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신호처리회로는, 상기 제 1 메모리 회로에 저장되고 상기 판정회로에 의해 평가용 신호로서 판정된 강도 데이터 및
상기 보정회로에 의해 보정된 강도 데이터를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신호로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과물의 내부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시간 간격은 1 msec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과물의 내부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청과물의 직경을 측정하는 직경측정수단; 및
상기 직경측정수단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상기 신호처리회로에서의 상기 투과광으로부터 상기 강도 데이터로의 변환의
회수를 변화시키는 변환회수 변화회로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과물의 내부품질 측정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상기 광은 평행광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수광수단 (2) 은, 상기
평행광과 동축이고 상기 수광수단 (2) 과 접촉하는 일 개방단 및 상기 청과물 (5) 에 가능한 한 가까운 다른 개방단을 갖는
원통형 차광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과물의 내부품질 측정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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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렌지, 멜론, 수박 등의 청과물 (과일과 채소) 의 내부 당도 등의 품질을 비파괴로 측정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
로, 보다 상세하게는 측정에 의해 얻어진 초기 데이터를 보다 고속으로 그리고 보다 정밀하게 처리하는 처리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하전에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평가는 숙련된 검사원의 육안 검사로 실시되고 있다. 특정한 청과물에서는, 완
숙상태로 수확 또는 출하되면, 판매시에 맛의 저하, 과육의 분질화 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청과물은 미숙상태에
서 수확된 후, 일정한 온도에서 방치되어 추후 완숙됨으로써 식용으로 적합한 상태로 된다. 종래, 이와 같은 추후 완숙의
완료에 대해서도, 상술과 같이 숙련된 검사원의 육안 검사에 의해 판단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평가
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한편, 근적외광이 청과물에 투사되면, 청과물내의 당분, 산 등의 성분이 특정 파장의 광을 흡수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청
과물을 투과한 투과광을 분석함으로써 청과물의 당도 등의 내부품질을 알 수 있고, 이 근적외광의 투과광을 이용하여 청과
물의 내부품질을 비파괴로 결정하는 방법이 주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도 13 은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측정하는 측정장치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일례이다. 도 13 에서,
청과물인 피검사물 (5) 은, 예를 들어 컨베이어 등의 컨베이어 시스템 (10) 상에서 반송되는 상태로, 피검사물 (5) 의 내부
품질이 연속적으로 측정된다. 먼저, 컨베이어 시스템상의 피검사물 (5) 의 존재가 위치센서 (11) 에 의해 확인된다. 그 다
음에, 컨베이어 시스템상의 소정의 위치 A 에 있는 피검사물 (5) 을 향해 광원 (1) 으로부터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광
(이하, 단순히 광으로 지칭) 이 조사된다. 조사된 광 중에서, 소정 파장의 광이 피검사물 (5) 내에 존재하는 당분 등에 의해
흡수된 다음, 피검사물 (5) 의 외부로 투과된다. 이 투과된 광이 수광소자 (2) 에 의해 측정되고, 이러한 측정에 의해 얻어
진 투과광이 신호처리장치 (12) 에서 분석됨으로써, 피검사물 (5) 의 내부품질이 알려진다.
그러나,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실제 평가에서, 청과물의 스펙트럼 분석에 사용되는 광은 넓은 주파수 영역을 가지며, 실제
로 신호처리에 의해 정확한 내부품질을 얻기 위하여, 주파수 영역을 복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 주파수 영역
각각에 대해 신호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주파수 영역을 분할하여 신호처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2 가지 방법이 있다.
1) 각각 소정의 주파수 영역내의 광만을 투과하는 간섭 필터가, 분할 측정 주파수 영역의 개수에 일치하는 상기 간섭필터
의 주파수 영역의 개수만큼 준비되고, 상기 필터들이 수광소자의 수광부에서 하나씩 연속적으로 변경되어, 분할 주파수 영
역의 투과광을 신호처리장치로 연속적으로 보내고, 신호처리장치는 그것으로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모든 필터가 수광부를
통과한 후 측정 주파수 영역에 대한 1 회의 측정 조작이 완료된다.
2) 예를 들어, 일본 특개평 7-22984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측정 파장을 분할하는 회절격자가 수광부에 설치되고, 분할
후의 투과광이, 분할 영역의 개수에 대응하는 개수만큼 축적형 센서를 갖는 어레이로 유도되고, 일 측정의 완료 후, 축적된
데이터가 (증폭기 등을 포함하는) 단일 신호처리회로에 의해 순차적으로 신호처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청과물의 선별과정에서의 품질평가에 허용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컨베이어 시스템상에서 반송 상태 그대로의 청
과물의 평가가 복수개의 청과물에 대해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과물의 내부품질은 청과물의 측정위치에
의존하여 크게 변하므로, 가능한 한 연속적이고 넓은 범위의 부분을 평가해야 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투과광에 대
해서도 충분한 광에너지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술된 1) 의 방법에서는, 간섭 필터를 변경하는 동안 청과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의 변경에 따라 측정
위치도 시프트되고 분할 주파수 영역 중의 일 주파수 영역에 대한 데이터는 청과물상의 측정위치에 대해 불연속적이고 부
분적이다. 또한, 각각의 분할 주파수 영역에 대해 얻어지는 데이터는, 동일한 이유로, 상이한 측정위치에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부품질의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는 것이 곤란하다. 분할 주파수 영역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할 주파수 영역
각각에 대한 측정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이것은 충분한 광에너지의 투과광을 얻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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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2) 의 방법에서는, 비록 회절격자가 투과광을 동시에 분할하지만, 축적된 데이터가 어레이로부터 신호처리회로로
직렬로(serially) 보내져야 한다. 그러므로, 분할 주파수 영역 각각에 대한 데이터 축적 개시시간 및 축적 종료시간이 데이
터 전송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프트된다. 분할된 파장 각각에 대한 데이터 축적 타이밍의 시간적인 어긋남은 십수
msec 로 작기 때문에, 청과물상의 측정위치가 불연속으로 되는 문제점, 또는 분할 주파수 영역 각각에 대해 얻어진 데이터
의 측정위치가 상이한 문제점, 그리고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광에너지가 감소하는 문제점은 1) 의 방법에 비해 그렇게 심
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얻는다는 면에서 또는 품질측정에 허용되는 시간을 감소시킨다
는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방법은, 일 측정 완료 후 어레이상의 각각의 센서에 축적된 데이터를 제거하여 초기화
하는 단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측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상술된 2) 의 방법에서, 상술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주파수 영역 각각에 대한 축적시간을 수십 msec
로 길게 하는 접근법이 있다. 그러나, 축적시간 이내의 어떤 기간에, 예를 들어, 수광소자에 투과광 이외의 외부광의 수광
에 의한 또는 청과물에 부착된 먼지 등에 의한 비정상 강도 데이터가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축적시간내의
강도 데이터의 프로파일을 알아내는 것이 곤란하고, 비정상값을 포함하는 데이터가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투과광의 실제 강도는 주파수 영역에 따라 크게 변하므로, 축적된 데이터를 신호처리하는 경우에 적당한 증폭률을 선택하
고, 상기 증폭률에 따라 베이스 라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부품질을 산출하는 신호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축적시간의
단축에 따라, 신호처리조작의 회수 및 각각의 센서의 초기화 조작의 회수도 증가되며, 신호처리회로에 대한 부하의 증가에
의한 열의 발생에 기인하는 측정 에러의 증가 및 허용시간 이상으로 되는 측정시간의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실제 평가에서, 피검사물 (5) 을 투과하는 광의 강도는 매우 약하므로, 수광소자 (2) 근방에 존
재하는 투과광 이외의 외부광의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그 때문에, 측정 시스템은 장치 외부에서의 광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도시하지 않은 차광챔버내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소정 주기로 원주상에 컷아웃을 갖는 디스크 (8) 가 광원 (1) 과 피
검사물 (5) 사이에 위치되고, 상기 디스크 (8) 는 모터 (9) 에 의해 회전되어 광을 소정 주기를 갖는 펄스광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펄스광에 대해서만 신호처리가 실시됨으로써, 외부광의 영향이 제거된다.
피검사물 (5) 을 향해 조사된 광이 수광소자 (2) 에 의해 수광되는 경우에, 피검사물 (5) 의 내부를 통과하는 투과광 뿐만
아니라, 상기 피검사체 (5) 의 전후에서 반송되는 다른 피검사물로부터 반사되거나 또는 측정 시스템내에 부유하는 먼지와
피검사물 (5) 에 의해 측정시스템 내부로 유입되는 입자 등에 의한 산란, 반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상기 투과광 이외의 다
른 광(이하, 이러한 광은 미광(stray light) 으로 지칭)도 있다.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래의 대책은, 예를 들어,
구멍뚫린 차광 바스켓내에 피검사물 (5) 을 수납하고 상기 구멍을 통해 투과광을 수광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평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고속으로 반송을 실시하면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평
가에 필요한 시간이 감소되어야 한다. 상술된 방법에 의해 펄스광이 얻어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모터의 안정된 동작이
요구되지만, 회전수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 펄스광이 얻어져도, 수광소자 (2) 에 의해 수광되는 광에너지
는, 펄스광으로의 변환 때문에, 감소된다. 그러므로, 높은 정밀도의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광되는 광에너지를 증가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내부품질의 측정 내용에 따라서는, 비펄스광이 사용되지 않으면, 피검사물의 특성을 알기 위하여, 강도 데이터
를 얻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의 광을 수광하기 곤란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펄스광의 사용없이 외부광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광으로부터의 장치의 차폐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장치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실용
상 한계가 있다. 또한, 광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조사되는 광의 강도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광소자에 도달하는 미
광도 증가할 수 있다.
실제의 측정에서, 청과물의 내부품질은 측정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내부품질의 평가는 가능한 한 넓은 영역에서 실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과물의 크기는 단일 품종에서도 현저하게 다르다. 따라서, 실용상 각각의 피검사물에 따라 측정위
치를 변경하면서 내부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측정위치의 확대는 동시에 미광의 영향도 증가시킨다.
광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외부광으로부터 장치의 차광상태를 향상시키고 조사광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함
께, 예를 들어, 투과광을 회절격자 등에 의해 복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된 투과광을 수광소자로서 축
적형 라인 센서 등을 사용하여 수광하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결과를 얻는 방법이 있
다. 이 방법에 따르면, 적당한 측정회수마다 각 센서의 초기화를 실시함으로써 이미 약화되어 있는 외부광의 영향을 추가
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광소자가 상술한 바와 같은 입자 등에 의한 순간적인 미광을 수광할 때, 미광을
포함하는 데이터도 축적되고, 따라서 정확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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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차광 바스켓을 사용해도, 청과물의 형상이 부정(不定)이기 때문에, 차광 바스켓의 구멍과 청과물 사이의 틈을 완
전히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고속 반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다 현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방법으로는 미광을 충
분히 제거할 수 없다.
또한,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실제 평가에서는, 피검사물 (5) 의 크기 또는 흡광도가, 특정한 종류의 청과물의 내부품질에서
도, 개개의 피검사물 (5) 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1 개의 청과물을 투과한 투과광에 대해, 그 투과광에 포함되는 내부품질
에 따른 특정 파장의 흡수 비율에 기초하여,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판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므로, 1 개의 피검사물
로부터의 투과광만으로 품질을 평가할 수 있고, 개별 피검사물의 크기 또는 투과율이 달라도 사실상 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청과물이 오렌지인 경우, 단일 품종일지라도, 개별 오렌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투과광의
강도는 그 강도비에서 2 자리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파장마다 정확한 강도 분석을 위해서는 S/N
비 (신호 대 노이즈의 비율) 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오렌지 마다 투과광의 강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에, 전체 오렌지, 즉 동일 품종의 청과물에 대해 정확한 내부품질 측정결과를 항상 얻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단일 청과물에 있어서도, 파장 마다 강도가 종종 상당히 다르다. 특정한 파장에서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도록 신호처
리장치에 신호증폭률이 설정되면,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파장과 상이한 파장에서 정확한 평가가 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
다.
게다가, 청과물의 선별과정에서의 상술된 평가는, 예를 들어 벨트 컨베이어와 같은 반송 시스템에 의해 반송되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피검사물 (5) 은 벨트 컨베이어상에 랜덤하게 위치되고 각각의 피검사물에 허용되
는 분석시간은 매우 짧게 된다. 그러한 측정 조건하에서는, 광원 (1) 으로부터의 근적외광이 연속적으로 투사되는 것이 측
정 시간의 단축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호처리와 관련된 상술된 문제점을 고려해도, 반송동안에 광원 (1) 과 수광소자 (2) 사이에 피검사
물 (5) 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고, 근적외광이 수광소자 (2) 에 의해 직접 수광된다. 결과적으로, 수광소자 (2) 에
접속되는 신호처리장치 (12) 의 측정값의 베이스 라인 (측정의 기준값) 이 변동되거나 또는 과도한 전압 발생에 의한 신호
처리장치 (12) 의 내부회로에서 의 온도의 상승 등에 의해 신호처리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발명의 구성
고속 및 고정밀도로 내부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내부품질 측정장치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
명에 따른 청과물의 내부품질 측정장치는, 소정의 방향으로 청과물을 반송하는 반송수단, 반송중인 청과물의 존재를 확인
하는 센서,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광을 청과물로 투사하는 투광수단, 상기 청과물을 투과한 광을 수광하는 수광수단,
상기 수광수단에 의해 수광된 투과광에 따라 강도 데이터를 산출하는 수광신호 처리회로, 및 상기 강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산출하는 내부품질 산출수단을 구비하는 측정장치로서, 상기 수광수단은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광을 소정 개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하는 주파수 영역 분할수단을 갖고, 수광신호 처리회로는 상기 소정의 개수에 따른
개수만큼 복수의 수광신호 처리회로를 갖는다.
상술된 바와 같이,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측정하는 측정장치는, 수광수단에 의해 수광된 투과광을, 예를 들어, 회절격자 등
에 의해 소정 개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하고, 추가로 소정 개수로 분할된 주파수 영역 각각에 따른 복수의 수광신호처
리회로에 의해 동시에 각각의 분할된 영역에 따른 강도 데이터를 산출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반송상태에
서도, 연속된 각 측정위치에 대해 모든 주파수 영역에 대한 측정이 실시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측정위치의 어긋남의 발생
에 기인한 측정위치의 불연속화없이, 그리고 측정마다의 수광부의 초기화없이 정확한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분석이 수행될
수 있다.
모든 분할된 영역의 투과광이 동시에 처리되기 때문에, 측정위치의 어긋남이 발생하지 않고, 단위시간당 데이터로서 사용
되는 광에너지가 종래기술에 기재된 축적형 센서가 사용되는 경우보다 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보
다 정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성에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 분할 주파수 영역의 개
수를 용이하게 증가시킬 수 있고 또는 낮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 분할 주파수 영역의 개수를 용이하게 감소시킬 수 있
다. 피검사물의 크기 또는 측정조건 등에 따라 장치를 가동한 채로 분할 영역의 개수를 변경하는 구성을 채용할 수도 있다.
축적형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측정시간의 지연 및 측정위치의 어긋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예
를 들어, 본 발명의 내부품질 측정장치가 비교적 긴 측정시간이 허용되는 연구개발 등에 적용되는 경우에, 상술된 축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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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어레이에서는 통상 주파수 영역이 매우 미세한 영역으로 분할될 수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측정법은 유용하다. 특히,
각각의 주파수 영역에 대한 축적시간을 수 msec 로 짧게 설정하고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미세하게 분할된 범위로 측정하는
접근법은 청과물의 품질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상술된 강도 데이터의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특히, 연구
개발 등에 적용하기에 유용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축적형 센서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측정장치는 병렬로 배열된 수광신호 처리회로를 갖기 때문에, 각각
의 주파수 영역에 대한 신호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축적데이터를 수광신호 처리회로로 보냄으로써 준병렬적으
로 신호처리 및 초기화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수광소자로 구성되는 축적형 센서 어레이를 사용함으로써 분할
주파수 영역의 개수가 크게 설정되고 각각의 주파수 영역이 수 msec 로 짧게 설정된 경우에도, 측정시간의 실제적인 증가
는 매우 적다. 게다가, 측정장치는 또한 측정위치의 어긋남을 감소시키고 단위시간당 수광되는 투과광 에너지를 증가시키
는 효과를 상술과 같이 제공한다.
광을 소정 개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하는 주파수 영역 분할수단은 분광기 및 포토센서 등의 수광수단과 조합하여 사용
될 수 있고, 상기 수광수단은 CCD 센서 등 일 수 있다. 즉, 수광수단과 주파수 영역 분할수단은 특히 용도에 따라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투과광을 소정 개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하는 기능 및 광학 에너지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에 의해
복수의 전기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구성이면 된다.
상술된 구성은 측정위치의 어긋남의 발생없이 충분한 에너지를 얻는데 효과적이지만, 예를 들어, 수광된 투과광 자체에 의
한 신호상의 특이점을 가리키는 강도 데이터, 신호처리 동작에서 발생되는 노이즈 등의 실제 내부품질에 관련되지 않는 강
도 데이터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특이점이 나타나는 경우, 최종적으로 얻어진 내부품질 데이터로부터 특이
점을 찾아 제거하는 등의 조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상이한 크기 및 상이한 흡광도를 갖는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분석하고 높은 정밀도로 단일 품종의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분
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내부품질의 측정장치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청과물의 내
부품질의 측정장치는, 소정 방향으로 청과물을 반송하는 반송수단, 반송중의 청과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센서, 청과물을 향
해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광을 투사하는 투광수단, 청과물을 투과한 광을 수광하는 수광수단, 수광수단에 의해 수광
된 투과광을 전압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압신호를 사용하여 강도 데이터를 산출하는 수광신호 처리회로, 및 강도 데이터
를 사용하여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산출하는 내부품질 산출회로를 구비하는 측정장치로서, 상기 수광신호 처리회로는 소정
의 시간 간격으로 강도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산출하고 내부품질 산출회로는 연속적으로 산출된 복수의 강도 데이터를 저
장하는 제 1 메모리 회로 및 제 1 메모리 회로에 저장된 복수의 강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강도 데이터가 내부품
질의 산출에 사용되는가를 판정하는 판정회로를 구비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측정장치는, 펄스광을 사용하여 외부광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장치의 구성을 개선하고, 투사광은 평행광이며 수광소자에 평행광과 동축이고 수광소자와 접촉되는 일
개방단 및 청과물에 가능한 한 가까운 타 개방방을 갖는 원통형 차광장치가 설치되는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차광상태가 개
선되고 미광의 수광이 감소된다. 동시에, 적당한 측정회수마다 각각의 센서에 대한 초기화가 실시됨으로써, 외부광의 영향
을 추가로 제거한다. 또한, 미광에 대해서, 판정회로는 얻어진 강도 데이터가 미광에 의한 이상치를 포함하는가를 판정하
고 데이터가 이상치를 포함하면 보정되어 미광의 영향이 제거된다.
일반적으로, 미광에 의한 영향은 종종 순간적이다. (미광이 연속적으로 수광소자에 수광되는 경우에는 센서 등의 초기화시
베이스 라인의 보정 등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도 데이터가 소정 파장의 투과광에 대해 수 msec 의 시간간
격으로 기록되는 경우,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강도 데이터가 기록된다. 이 강도 데이터는 단위시간당 제 1 메모리회로
에 저장되고, 판정회로는 순차적으로 선후(先後) 데이터와 비교를 수행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이상치로서 판정된 강도 데
이터에는 적당한 연산이 실시되어 전후 강도 데이터로부터 근사화될 수 있는 값이 얻어지고 그것은, 제 1 메모리에 저장된
정상적인 강도 데이터와 함께, 보정 후의 강도 데이터로서 제 2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상의 조작에 의해 미광의 영향이 현
저하게 제거된다.
또한, 제 2 메모리에 저장된 강도 데이터는, 이것을 적산하여 내부품질의 산출을 실시하는 경우에, 미리 측정된 청과물의
직경에 따라 강도 데이터의 적산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청과물 각각의 측정면적이 청과물의 크
기에 따라 항상 조정됨으로써, 내부품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즉, 청과물 크기의 비교 데이터를 사용한 재계산의 필
요성이 제거되고, 그럼으로써 내부품질의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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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시간은 상술과 같이 청과물의 크기로부터 또는 소정 주파수의 투과광의 강도비로부터 산출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측정장치는, 각각의 청과물을 투과한 투과광에 대해, 각각의 청과물의 크기에 기인하는 측정면적의 변화를, 투과광의 감쇄
량으로부터 판정하여, 적당한 감쇄량을 제공하는 부분만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도 된다.
강도 데이터의 산출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기 측정장치는, 투과광이 복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되고, 각각의 분할 주
파수 영역에 대응하는 복수의 수광신호 처리회로가 설치되고, 강도 데이터의 산출이 각각의 수광신호 처리회로에서 이렇
게 분할된 투과광으로부터 동시에 실시되도록 구성되어도 된다. 이 경우, 이상치의 판정, 보정 처리 등이 전후의 강도 데이
터 뿐만 아니라 주파수 영역간에도 실시되어도 된다. 분할 주파수 영역 모두에 대해 적산 시간의 변경 등이 실시될 필요는
없으며, 상기 측정장치에서는 측정될 내부품질에 관련된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만 적산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을 채용한다.
또한, 특정한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측정에서, 개별 청과물의 크기에 무관하게, 짧은 시간에 높은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내부품질 측정장치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비파괴 측정장치
는, 소정 방향으로 청과물을 반송하는 반송수단, 반송중의 청과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센서, 청과물을 향해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광을 투사하는 투광수단, 청과물을 투과한 광을 수광하는 수광수단, 수광수단에 의해 수광된 투과광에 따른
강도 데이터를 산출하는 수광신호 처리회로, 및 강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산출하는 내부품질 산출회
로를 구비하는 측정장치로서, 상기 수광신호 처리회로는 복수의 증폭된 강도 데이터의 산출을 위해 상이한 증폭률을 갖는
복수의 증폭회로를 구비하며, 내부품질 산출회로는 복수의 증폭된 강도 데이터 중에서 소정의 크기로 증폭된 강도 데이터
를 선택하는 선택회로를 구비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수광신호 처리회로에서는 증폭률이 상이한 복수의 강도 데이터가 동시에 산출된다. 또한, 내부품질 산
출회로에 설치되는 선택회로는 각각의 강도 데이터에서 기준으로 되는 파장의 강도 데이터의 강도를 판정하고, 상기 측정
장치에서 최상의 S/N 비가 얻어지는 강도로 되는 증폭률의 강도 데이터를 선택하고, 선택된 이 강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
과물의 내부품질을 산출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부품질의 측정결과가 안정된 S/N 비에 기초하여 항상 얻어
질 수 있다.
동시에, 증폭률이 상이한 복수의 강도 데이터가 동시에 산출되고 산출후의 강도 데이터로부터 소정의 강도 데이터가 선택
되는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측정장치는, 증폭된 강도 데이터의 개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이 용이하고, 이 경우에도
증폭 및 선택에 요구되는 시간이 강도 데이터의 개수에 그 만큼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갖는다. 본 실시예에서, 광강도
범위는 저레벨과 고레벨의 2 가지 레벨로만 분할되지만, 분할되는 레벨의 개수는 피검사물의 특성 및 측정장치의 사용상
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과광의 광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측정부위의 시간적인 어긋남을 제거하기 위해, 측정장치는 또한, 투과광을 복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 주파수 영역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수광신호 처리회로를 구비하고, 각각의 수광신호 처
리회로에서 이렇게 분할된 투과광으로부터 동시에 강도 데이터를 산출하도록 구성되어도 된다. 본 발명은, 광이 주파수 영
역들로 분할되는 상술된 경우와 같이, 투과광을 수광한 후 내부품질의 산출에 필요한 시간의 단축이 요구되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다.
상술된 구성에서는, 단일 청과물을 투과한 투과광의 주파수 영역에서 파장들 간의 커다란 강도 차이에 대응하기 위해, 투
과광이 복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되고, 각각의 분할 영역마다 증폭률이 상이한 복수의 증폭회로를 갖는 구성을 채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상기 장치는, 비교적 강도가 큰 주파수 영역과 비교적 강도가 작은 주파수 영역
의 투과광을 최단의 처리시간내에 최적의 증폭률로 증폭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복수의 증폭회로가 모든 분할 주파수 영역에
대해 제공될 필요는 없지만, 상기 측정장치는, 측정될 내부품질에 연관되는 주파수 영역 모두에 대해서만 복수의 증폭회로
가 제공되는 구성이어도 된다.
또한, 피검사물 (5) 이 광원 (1) 과 수광소자 (2) 사이에 없는 상태에서 상술된 문제점의 관점에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피검사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호처리장치 (12) 의 초기설정의 어긋남, 과도한 전압의 발생 등에 의한 신호처리능력의 열
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검사물의 반송상태에서도 높은 정밀도로 내부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측
정하는 측정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측정하는 측정장치는, 소정 방향으로 청과물을 반송하
는 반송수단, 반송중의 청과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센서, 청과물을 향해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광을 투사하는 투광수
단, 청과물을 투과한 광을 수광하는 수광수단, 수광수단에 의해 수광된 투과광에 따라 강도 데이터를 산출하는 수광신호
처리회로, 및 강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산출하는 산출회로를 구비하는 청과물 내부품질 비파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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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서, 상기 수광신호 처리회로는, 투과광을 전압신호로 변환하는 신호변환회로, 전압신호가 소정의 전압치보다 큰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전압신호와 소정의 전압치를 비교하는 비교회로, 전압신호가 소정의 전압치보다 작은 경우 전압신
호를 증폭회로로 보내고 전압신호가 소정의 전압치보다 큰 경우 소정의 기준전압을 증폭회로로 보내는 전압신호 전환회
로, 전압신호를 증폭하는 증폭회로 및 증폭된 전압신호로부터 강도 데이터를 산출하는 산출회로를 구비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수광신호 처리회로에서, 투과광은 신호변환회로에 의해 전압신호로 변환되고 상기 전압신호는 증폭회
로에 의해 증폭되어 강도 데이터의 산출을 위해 사용된다. 청과물이 투광수단과 수광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비교회로
는 전압신호가 소정의 전압치보다 작다고 판정하고 상기 전압신호는 증폭회로로 보내져 그대로 강도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청과물이 투광수단과 수광수단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압신호는 소정의 전압치보다 크다고 판정되고 상기 소정의
전압치가 전압신호 전환회로에 의해 증폭회로로 보내진다. 이상에 의해 수광신호 처리회로에서 과도한 전압의 발생이 없
어지고, 그럼으로써 초기 설정치의 어긋남 및 신호처리능력의 저하가 방지된다.
또한, 상기 측정장치는, 투광수단과 수광수단 사이에 청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얻어지는 전압신호와 소정의 전압치
와의 비교에 기초하여, 측정마다 수광수단의 초기설정을 실시하거나 또는 투광수단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도 된
다. 청과물이 투광수단과 수광수단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증폭회로로 보내진 소정의 기준전압에 의해, 강도 데이터
산출시의 각 변수 또는 CPU 등에서 내부품질의 산출시의 각 변수의 초기설정이 실시되어도 된다.
보다 정밀한 내부품질의 측정결과를 얻기 위하여, 투과광을 소정 개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분할 주파수
영역에 대응하는 수광신호 처리회로가 설치되고, 복수의 수광신호 처리회로에 의해 동시에 강도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에, 각각의 수광신호 처리회로는 상술된 비교회로 등을 구비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주
파수 영역에 대응하는 수광신호 처리회로만이 상술된 비교회로 등을 갖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도 1 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관련된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는 컨베이어 시스템 (10), 위치센서
(11) 및 광원 (1) 에서 종래의 기술과 다르지 않으며,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광 (이하, 단순히 광으로 지칭) 이 광원
(1) 에서 피검사물 (5) 을 향해 출사되고 상기 광이 피검사물 (5) 을 투과하는 경로에서도 종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
을 생략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피검사물 (5) 을 투과한 광은 포토다이오드 (120) 바로 앞에서 회절격자 (103) 에 의해
24 개의 주파수 영역 (λ-1 내지 λ-24) 으로 분할된다. 게다가, 상기 포토다이오드 (120) 는 분할 주파수 영역의 개수에 대
응하도록 배열되어 있고 소정의 주파수 영역의 투과광이 소정의 포토다이오드 (120) 에 의해 이런 식으로 측정된다. 각각
의 포토다이오드 (120) 에 대하여, 전류전압 변환증폭기, 게인 증폭기, 로우패스 필터, 전압 주파수 변환기 및 카운터로 구
성되는 수광된 신호처리회로에서 신호처리 루틴이 수행되며, 상기 신호처리 루틴은 모든 수광소자에 공통적이다. 그러므
로, λ-1 의 경우에 대해 신호처리 루틴이 기재된다. 본 실시예에서, 분할된 영역의 개수는 24 이지만, 분할된 영역의 개수
는 검사될 대상물에 따라 적절한 개수로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된 후 투과광은 포토다이오드 (120) 에 의해 전류로 변환되고, 상기 전류는 전류전압 변환증폭기 (122-1) 에 의해 전
압신호로 더 변환된다. 얻어진상기 전압신호는 게인 증폭기 (123-1) 에 의해 증폭된 후 로우패스 필터 (124-1) 에 의해 노
이즈 성분이 제거된다. 게다가, 전압 주파수 변환기 (125-1) 는 상기 신호를 주파수로 변환한다. 그 후, 소정의 적산시간
(integration time) 동안, 카운터 (126-1) 는 주파수를 카운트한다. 이렇게 카운트된 주파수는, 포토다이오드 (120) 로 투
사된 투과광 (λ-1) 의 강도 데이터 D-1 = f-1 ×t 로서 CPU (127) 내부에 입력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 블럭도가 도 2 에 도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는, 복수의 MOS 형 이미지 센
서(축적형 센서) 로 구성되는 센서 어레이 (207) 가 포토다이오드 (120) 대신 사용된다는 면에서 제 1 실시예와 상이하다.
본 실시예에서, 피검사물 (5) 을 투과한 광은 센서 어레이 (207) 직전에서 회절격자 (203) 에 의해 n 개의 주파수 영역 (λ1 내지 λ-n) 으로 분할된다. 상기 센서 어레이 (207) 는 연속적으로 각각의 분할 주파수 영역에 대응하는 전하 (축적된 데
이터) 를 대응하는 전류전압 변환증폭기로 보낸다. 그 후의 신호처리는 제 1 실시예에서와 동일하다.
본 실시예는 센서 어레이 (7) 로부터 직렬로(serially) 보내지는 축적 데이터를 준병렬적으로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각각의 축적 데이터에 대해 최적의 게인이 선택되어도 신호처리시간 또는 측정위치의 어긋남의 커다란 증가는 생기
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수 백개 이상의 분할 채널수를 갖는 MOS 형 이미지 센서 어레이를 사용하여
투과광을 미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센서 어레이 (207) 가, 축적된 전하를 병렬로 결합된 전류전압 변환회로
로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본 실시예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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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실시예는 분할 영역의 개수에 대응하는 개수의 수광신호 처리회로를 갖는 구성을 채용했지만, 게인증폭기 이하를 복
수 개 구비하는 것은, 수광신호 처리회로 전체의 제조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 제 3 실시예
는, 도 3 의 신호블럭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의 주파수 영역에 대응하는 전하가 전류전압 변환증폭기에 의해 전압신
호로 변환되고, 그 후 전압신호가 멀티플렉서 (328) 를 통해 단일 게인증폭기 (323) 로 전송되는 구성되어 있다. 이것에 의
해 제조비용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제 2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게다가, 센서 어레이 (307) 가 축적된 전하를 병렬로 결합된 전류전압 변환회로로 보낼 수 있도록 제 3 실시예가 구성되면,
멀티플렉서 (328) 를 배치하여 다중화처리를 행하는 타이밍은 전류전압 변환후로 한정되지 않고, 최장의 처리시간을 필요
로 하는 신호증폭후로 설정되어도 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제 1 실시예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PU (127, 227 또는 327) 내부로 입력되는 강도 데이터는 소정의 산술연산을 통해 내부품질 데이터로 변환되고, 이들은
CRT 등에 화상으로 표시된다. 화상표시는 소정의 당도를 기준으로 하여 피검사물 (5) 의 출하시기의 적부(適否)만을 표시
하는 형식이어도 된다. 게다가, 상기 장치는, 화상표시없이 적부 데이터만을 출력하고, 측정장치에 연속하는 반송시스템에
서 피검사물 (5) 의 선별을 수행해도 된다.
본 발명의 실행에 의하면, 청과물을 투과한 투과광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종래 기술의 처리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내
에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청과물의 내부품질 측정을 단시간에 그리고 고정밀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 제 2, 및 제 3 실시예의 구성은, 상술한 바와 같이, 측정위치의 어긋남없이 충분한 광에너지를 얻는다는 면에서 효과
적이다. 그러나, 실제 내부품질과 관련없는 강도 데이터, 예를 들어, 수광될 투과광 자체에 의한 신호상의 특이점(singular
point)을 나타내는 강도 데이터 등이 존재하면, 최종으로 얻어진 내부품질 데이터로부터 특이점을 찾아 제거하는 등의 처
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신호상에 나타나는 특이점을 제거하는 배열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제 4 및 제 5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와 관련된 청과물의 내부품질를 측정하는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은 도 13 에 도시된 종래예로부터 디
스크 (8) 및 모터 (9) 가 배제되고 원통형 차광장치가 대신 부가된 것이다. 위치센서 (11) 가 설치되어 피검사물 (5) 의 존
재를 확인하고 피검사물 (5) 의 직경을 측정한다. 게다가, 회절격자 (403) 가 수광소자 (2) 직전에 위치되어 있으며, 상기
수광소자 (2) 는 복수의 포토다이오드 (420) 로 구성되는 센서 어레이이다. 다른 구성요소, 즉, 컨베이어 시스템 (10), 광원
(1) 및 수광신호 처리회로와 내부품질 판정회로를 포함하는 신호처리장치 (12) 는 종래와 동일하다.
광원 (1) 은 피검사물 (5) 을 향해 평행광의 형태로 소정의 주파수를 갖는 광을 조사한다. A 의 위치를 통과하는 피검사물
(5) 과 수광소자 (2) 사이에는 평행광과 동축이고 수광소자 (2) 에 맞닿아 있는 원통형 차광장치가 존재한다. 이 원통형 차
광장치에 의해, 수광소자 (2) 는 광원 (1) 으로부터 상기 수광소자 (2) 로 피검사물 (5) 을 직선으로 투과하는 광만을 수광
할 수 있다. 결국, 외부광 및 미광의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
다음으로, 포토다이오드 (420) 가 투과광을 수광한 후의 신호처리에 대한 본 실시예에서의 신호처리의 블럭도가 도 4 에
도시되어 있다. 수광소자 (2) 에 의해 수광되는 투과광은 회절격자 (403) 에 의해 소정의 주파수 영역 (λ-1 내지 λ-n) 으
로 분할된다. 분할 후 상기 광은 센서 어레이상의 대응하는 포토다이오드 (420) 에서 전류신호로 변환된다. 분할 주파수 영
역에 대해 동일한 신호처리가 실시되므로, 이하, 하나의 신호처리회로만 설명된다. 포토다이오드 (420) 로부터의 전류신
호는 전류전압 변환증폭기 (422-1) 에 의해 전압신호로 변환된다.
얻어진 전압신호는 게인증폭기 (423-1) 에 의해 증폭된 다음 노이즈 성분이 로우패스필터 (424-1) 에 의해 제거된다. 또
한, 전압 주파수 변환기 (425-1) 는 상기 신호를 주파수로 변환하고 카운터 (426-1) 는 1 msec 마다 적산(integration) 을
수행한다. 그 후, 상기 신호는 투과광의 강도 데이터로서 연속적으로 CPU (427) 로 공급되며, 상기 CPU 는 내부품질 산출
회로이다. 카운터 (426-1) 의 적산 시간은, 미광에 의한 비정상치를 순간적으로 나타내는 강도 데이터를 판정한다는 면에
서 그리고 검사물 (5) 의 고속 반송을 실시한다는 면에서 1 msec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의 신호처리의 블럭도는 CPU (427) 에서의 신호처리에 대해 도 5 에 도시하고 있다. 카운터 (426-1) 로부
터 보내지는 강도 데이터는 제 1 메모리 (441-1) 내에 저장되고, 판정회로 (442-1) 에 의해, 도 7 에서 B 로 나타낸 바와
같은 측정이상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는가를 판정한다. 판정회로 (442-1) 에 의해 측정이상으로 판정된 강도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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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회로 (443-1) 에 의해 정상측정으로 판정된 강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적절한 산술적인 연산을 통해 보정된다. 본 실시
예는 시계열로(time series) 연속하는 강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판정 및 보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상기 장치는 각각의 분할
주파수 영역에 대해 그의 연속하는 부분에 기초한 판정 및 보정을 사용하거나 또는 부가하도록 구성되어도 된다.
제
도
적
라

2 메모리 (444-1) 는, 정상측정으로 판정된 강도 데이터 및 보정된 강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미광의 영향을 배제한 강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강도 데이터는 1 msec 마다 얻어져 제 2 메모리 (444-1) 에 저장되고, 최적 측정 범위, 즉 최
측정시간이 위치센서 (11) 에 의해 측정된 피검사물 (5) 의 직경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그 다음에, 상기 측정시간에 따
저장된 강도 데이터가 카운터 (445-1) 에 의해 적산되고, 이런 식으로 내부품질을 얻는 연산이 실시된다.

CPU (427) 내부로 입력되는 강도 데이터는 소정의 산술적인 조작을 통해 내부품질 데이터로 변환되고 이들은 CRT 등에
화상으로 표시된다. 화상표시는 소정의 당도를 기준으로 하여 피검사물 (5) 의 출하시기의 적부만을 표시하는 형식이어도
된다. 또한, 상기 장치는, 화상표시없이 적부 데이터만을 출력하고, 측정장치에 연속하는 반송시스템에서 피검사물 (5) 의
선별을 수행해도 된다.
*제 4 실시예는 신호상의 특이점을 제거하는 구성이 제 1 실시예에 부가된 실시예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러한 구성이 제 2
및 제 3 실시예에 부가되는 경우 제 4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이다. 신호상의 특이점을 제거하는 이러한 구
성은 종래의 기술에서도, 즉 근적외 투과광의 모든 분할 주파수 영역을 단일 수광신호 처리회로에 의해 연속적으로 처리하
는 방법에서도 정밀한 내부품질 프로파일을 얻는 효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신호상의 특이점을 제거하는 구성이 종래의 기술에 부가된 실시예가 제 5 실시예로서 설명된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는, 도 6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분할 주파수 영역에 대응하는 복수의 축적형 센서로 구성되는 센서 어레이
(507) 가 포토다이오드 (420) 로 구성되는 센서 어레이 대신 사용되고 신호처리회로가 단일 회로라는 면에서 제 4 실시예
와 상이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축적된 전하가 신호처리회로로 순차적으로 보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카운터 (526) 에서 적산하는 시
간은 십수 msec 이상이어야 하고, 고속반송에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미광에 의한 이상의 발생시간에 따라서는 정
확한 이상치의 검출 또는 보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의해 제 1 메모리의 데이터를 모니터할 필
요가 생긴다. 본 발명은, 그러나, 제 4 실시예에 비해 회로구성이 간단하게 되고, 축적형 센서 어레이는 채널수 (분할 주파
수 영역의 개수) 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따라서 연구개발 등의 응용예 간단한 디바이스로서 적용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행에 의하면, 상기 디바이스는, 청과물의 내부품질이 고속으로 측정되는 미광의 영향을 배제한 투과광의 데이
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측정이 고속 및 고정밀도로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관련된 신호처리의 블럭도가 도 8 에 도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는, 컨베이어 시스템 (10), 위치센
서 (11), 광원 (1) 및 수광소자 (2)(포토다이오드) 를 구비하고, 광원 (1) 으로부터 피검사물 (5) 에 조사된 광이 피검사물
(5) 을 투과하고, 투과광이 포토다이오드 (2) 에 의해 수광된다는 면에서 각 구성요소의 구성 및 기능이 종래기술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 본 실시예에서 포토다이오드 (2) 에 의해 수광된 투과광에 대한 신호처리 루
틴이 설명된다.
상기 투과광은 포토다이오드 (2) 에 의해 전류로 변환되고 상기 전류는 전류전압 변환증폭기 (622) 에 의해 전압신호로 변
환된다. 또한, 얻어진 전압신호는 상이한 증폭률을 갖는 2 종류의 게인증폭기 (623A, 623B) 로 각각 보내진다. 상기 전압
신호는 게인증폭기 (623A, 623B)에 의해 증폭되고, 그 후, 노이즈 성분이 로우패스필터 (624A, 624B) 에 의해 제거된다.
또한, 전압 주파수 변환기 (625A, 625B) 는 상기 신호를 주파수로 변환한다. 그 후, 카운터 (626A, 626B) 가 소정의 적산
시간 t 동안 주파수를 카운트한다.
이렇게 카운트된 주파수는 포토다이오드 (2) 에 의해 수광된 투과광의 강도 데이터 DA = fA × t 및 DB = fB × t 로서 독
립적으로 동시에 선택회로 (627A) 로 공급된다. 선택회로 (627A) 는, 각각의 강도 데이터 DA, DB 중에서 소정의 기준파
장에 대해서만 강도를 판정하고, 소정의 신호강도에 가장 가까운 강도 데이터를 선택하고, 상기 강도 데이터를 CPU
(627B) 로 보낸다. CPU (627B) 는 이렇게 보내진 강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피검사물 (5) 의 내부품질 데이터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피검사물 (5) 의 흡광도가 작거나 또는 피검사물 (5) 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투과광의 강도가 높아서, 변환 후
전압신호의 전압치가 큰 경우, 선택회로는 전압신호가 로우 게인증폭기 (623A) 에 의해 증폭될 때 얻어지는 강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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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를 선택한다. 피검사물 (5) 의 흡광도가 크거나 또는 피검사물 (5) 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투과광의 강도가 낮아서, 변
환 후 전압신호의 전압치가 낮은 경우, 선택회로는 전압신호가 하이 게인증폭기 (623B) 에 의해 증폭될 때 얻어지는 강도
데이터 DB 를 선택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소정의 강도를 갖는 강도 데이터가 항상 CPU (627B) 에서 신호처리되므로, 정확한 내부품질 데이터가
안정한 S/N 비에 기초하여 얻어진다. 보다 정확한 내부품질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2 종류 이상의 증폭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선택회로 (627A) 는 단일 파장에서의 강도만을 판정하기 때문에, 상술과 같이 게인증폭기의 개수
가 2 종류가 아니라 그 이상인 경우에도 신호처리에 요구되는 시간이 증가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와 관련된 구성은 이러한 구성을 종래의 기술에 부가함으로써 각각의 피검사물에 대해 안정한 S/N 비로
데이터를 항상 얻을 수 있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제 6 실시예로서 상술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성은
또한 근적외광의 분할에서 기인하는 복수의 수광신호가 병렬로 처리되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제 7 및 제 8 실시예는, 안정한 S/N 비를 얻도록 의도된 상술된 구성이 제 1 및 제 2 실시예에서 설명된 복수의 수광신호를
병렬로 또는 준병렬로 처리하는 구성에 부가되는 실시예들로서 설명되며, 제 7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처리의 블럭도는 도
9 에 도시되어 있다. 제 6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생략되고 상이한 부분만 설명
된다.
제 7 실시예에서, 피검사물 (5) 을 투과한 광은 회절격자 (703) 에 의해 복수의 주파수 영역으로 분할된다. 또한, 이렇게 분
할된 투과광은 분할된 영역의 개수에 일치하는 개수만큼 설치된 광전 변환소자 (702) 각각에 의해 전류로 변환되고, 이 전
류는 대응하는 전류전압 변환증폭기 (722-n) 에서 전압신호로 변환된다. 각각의 주파수 영역에 대한 구성은, 상이한 증폭
률을 갖는 2 종류의 게인증폭기, 즉 로우 게인증폭기와 하이 게인증폭기 (723A-n, 723B-n) 를 가지며, 각각의 전압신호
는 제 1 실시예에서와 유사한 처리에 따라 대응하는 강도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산출된다. 상기 장치는, 분할 후 투과광이,
예를 들어, MOS 형 이미지 센서 (축적형 센서) 로 이루어지는 센서 어레이에서 전하로서 축적되고, 각각의 센서가 상이한
증폭률을 갖는 2 종류의 로우 게인증폭기와 하이 게인증폭기 (723A-n, 723B-n) 에 결합되어 있는 구성으로 된다.
단일 종류의 청과물의 내부품질이 측정될 때, 그의 투과광의 프로파일은 비교적 유사하다. 그러나, 주파수 영역이 분할되
고 분할된 영역마다 증폭률이 변화되는 경우에, 변화율은 매우 크고, 처리시간 및 얻어지는 강도 데이터의 정밀도의 관점
에서 바람직한 효과는 얻어지지 않는다. 본 실시예에서, 장치는, 분할 주파수 영역 각각에 대해 복수의 증폭회로를 갖고 그
럼으로써 측정마다 증폭률의 커다란 변화없이 그리고 처리시간의 커다란 증가없이 최적의 증폭률이 항상 선택되고, 그럼
으로써 정밀도 높은 측정결과가 얻어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 7 실시예는 복수의 분할 주파수 영역 각각이 복수의 증폭회로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구성은, 다수의 게인
증폭기 및 결합되는 부분을 갖는 경우에, 수광신호 처리회로 전체의 제조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서, 도 10 의 신호처리의 블럭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치는, 각각의 주파수 영역에 대응하
는 전하를 전류전압 변환증폭기 (822-n) 에 의해 전압신호로 변환하고 그 후, 상기 전압신호를 멀티플렉서 (828) 를 통해
2 종류의 게인증폭기, 로우 게인증폭기와 하이 게인증폭기 (823A, 823B) 로 전송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제조비용의 대폭적인 증가없이 제 2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다중화 처리가 멀티플렉서 (828) 에 의해 실시
되는 타이밍은 본 실시예에서는 제한되지 않지만, 처리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호처리블럭에서 적절한 위치에 위치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광소자로서 포토다이오드 또는 MOS 형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지만, 광의 강도를 전하 축적량, 전류신
호 또는 전압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한 본 발명에는 어떠한 광전 변환소자도 적용될 수 있다. 제 7 및 제 8 실시예에서는 소
정의 주파수 영역의 광을 분할하는데 회절격자를 사용하지만, 광을 특정 파장으로 분할할 수 있으면 어떤 광학소자도 적용
될 수 있다.
CPU (827B) 내부에 입력되는 강도 데이터는 소정의 산술적인 조작을 통해 내부품질 데이터로 변환되고 이들은 CRT 등
에 화상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화상표시는 소정의 당도를 기준으로 하여 피검사물 (5) 의 출하시기의 적부만을 표시하는
형식이어도 된다. 또한, 상기 장치는, 화상표시없이 적부 데이터만을 출력하고, 측정장치에 연속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피검사물 (5) 의 선별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도 된다.
본 발명의 실행에 의하면, 상이한 크기 또는 상이한 흡광도를 갖는 청과물의 내부품질 분석이, 단일 장치를 사용하여 안정
된 S/N 비에 기초하여, 고정밀도와 단시간에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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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구성에 의하면, 상술된 바와 같이, 얻어진 수광신호가 고속과 고정밀도로 처리될 수 있다. 연속적인 반송하
에서의 실제 측정에서는, 그러나, 반송 동안 광원 (1) 과 수광소자 (2) 사이에 피검사물 (5) 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
하고, 그 결과 근적외광이 수광소자 (2) 에 의해 직접 수광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제 9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른 상술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측정장치에 부가되는 구성에
관한 것이다. 제 9 실시예의 신호처리의 블럭도는 도 11 에 도시되어 있고, 비교회로를 포함하는 블럭도는 도 12 에 도시되
어 있다. 본 실시예는, 컨베이어 시스템 (10), 위치센서 (11), 광원 (1), 포토다이오드 (2) 및 신호처리장치 (12), 그리고 피
검사물 (5) 을 향해 광원 (1) 으로부터 조사되는 근적외광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광) 이 피검사물 (5) 을 투과하고 투
과광이 포토다이오드 (2) 에 의해 수광된다는 면에서 종래예와 상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다. 이하, 본
실시예에서 포토다이오드 (2) 에 투과광이 수광된 후 신호처리 루틴이 설명된다.
분할된 후 근적외광은 포토다이오드 (2) 에 의해 전류로 변환되고 상기 전류는 전류전압 변환증폭기 (922) 에 의해 전압치
V1 을 갖는 전압신호로 더 변환된다. 도 1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교회로 (931) 는 이러한 전압치 V1 과 비교전압 발생
회로 (932) 로부터 인가되는 전압치 V2 를 비교한다.
포토다이오드 (2) 와 광원 (1) 사이에 어떤 피검사물 (5) 도 없이 근적외광이 포토다이오드 (2) 에 의해 직접 수광되는 경
우, 매우 큰 전류가 포토다이오드 (2) 에 생기고 전류전압 변환증폭기 (922) 에 의해 매우 큰 전압치 V1 를 갖는 전압신호
로 변환된다. 비교회로 (931) 는, 전압치 V1 과 전압치 V2 를 비교하여 V1 ≥ V2 를 판정하고, 전압신호 전환회로 (933)
가 게인증폭기 (923) 에 인가되는 전압신호를 초기상태에서 기준전압 발생회로 (934) 에 의해 발생되는 전압에 일치하는
전압 Vd 로 전환하도록 한다.
피검사물 (5) 이 포토다이오드 (2) 와 광원 (1)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로 근적외광이 상기 포토다이오드 (2) 에 의해 투과광
으로서 수광될 때, 비교회로 (931) 는, V1 < V2 를 판정하고, 변환회로 (933) 가 V1 의 전압치를 갖는 전압신호를 그대로
게인증폭기 (923) 로 인가하도록 한다. 이상의 조작은 피검사물 (5) 의 반송시에 실시되고, 그럼으로써 과도한 전압의 발
생이 게인증폭기 (923) 에서 회피될 수 있고, 따라서 강도 데이터의 산출시에 초기설정치의 어긋남 및 평가 시스템의 평가
능력의 열화를 방지한다.
상기 전압은 게인증폭기 (923) 에 의해 증폭된 후 노이즈 성분이 로우패스필터에 의해 제거된다. 또한, 전압주파수 변환기
(925) 는 상기 신호를 주파수로 변환한다. 그 후, 카운터 (926) 가 소정의 적산 시간 t 동안 주파수를 카운트한다. 이렇게
카운트된 주파수는 포토다이오드 (2) 에 의해 수광된 투과광의 강도 데이터 D = f × t 로서 CPU (27) 내부로 입력된다.
CPU (927) 내부로 입력되는 강도 데이터는 소정의 산술적인 조작을 통해 내부품질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변환되고 이들은
CRT 등에 의해 화상으로 표시된다. 화상표시는 소정의 당도를 기준으로 하여 피검사물 (5) 의 출하시기의 적부만을 표시
하는 형식이어도 된다. 또한, 상기 장치는, 화상표시없이 적부 데이터만을 출력하고, 측정장치에 연속하는 컨베이어 시스
템에서 피검사물 (5) 의 선별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도 된다.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면, 투광수단과 수광수단 사이에 청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전압신호 전환회로는 광의 차단시
와 동일한 레벨의 소정의 기준전압을 증폭회로로 보내도록 구성된다. 이것에 의해, 근적외광이 연속적으로 투사되고 또한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평가가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도 평가 시스템에서 과도한 전압의 발생을 없앨 수 있다. 그러므
로, 상술된 실시예는 측정치에서의 베이스 라인의 변동 및 평가능력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술된 구성은, 제 1
내지 제 9 실시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현저한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은 자명하며, 청과물
의 종류, 측정허용시간 등, 또는 허용가능한 비용 등에 따라, 품질평가를 위해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적용되어도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된 구성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청과물의 내부품질의 측정장치는 다양한 청과물에 대해 고속 및 고정밀 품질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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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3 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4 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5 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와 관련된 CPU (427) 에서의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6 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7 은 내부품질의 측정시 미광의 영향을 포함하는 광에너지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도 8 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9 는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10 은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11 은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와 관련된 신호처리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12 는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와 관련된 비교회로에 대한 블럭도; 및
도 13 은 소정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광을 사용하여 청과물의 내부품질을 측정하는 종래의 측정장치의 개략적인 구조를 나
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광원 5 : 피검사물
103 : 회절격자 120 : 포토다이오드
122-1 : 전류전압 변환증폭기 123-1 : 게인증폭기
124-1 : 로우패스필터 125-1 : 전압 주파수 변환기
126-1 : 카운터 127 : CPU
도면

- 13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1

- 14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2

- 15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3

- 16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4

- 17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5

- 18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6

- 19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7

- 20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8

- 21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9

- 22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10

- 23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11

도면12

- 24 -

공개특허 10-2006-0132535
도면13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