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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는 모놀리스(monolith)로 제조된다. 다시 말해서, 소결 전에 스크린 프린팅(screen
printing)에 의해 내부 전극이 부가된 활성 재료(active material)가 소위 그린 필름(green film) 형태로 한 스택으로 적층
되고, 프레싱되어서, 그린 바디(green body)를 형성한 것이다. 상기 그린 바디의 프레싱은 통상적으로 적층 몰드
(laminating mould) 내에서 압력 및 온도의 작용하에 적층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도 1은 상기 방식으로 제조된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1)의 개략도를 확대한 것이다. 액추에이터는 압전 활성 재
료, 예컨대 납지르코늄티탄산화물(PZT)로 적층된 얇은 층들(2)로 이루어지고, 상기 층들 사이에 전도성 내부 전극들(3)이
배치되며, 상기 전도성 내부 전극들(3)은 번갈아 액추에이터 표면으로 이른다. 외부 전극들(4, 5)이 내부 전극들(3)을 연결
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부 전극들(3)이 전기적으로 병렬 접속되어, 두 개의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두 개의 외부 전극
(4, 5)은 액추에이터(1)의 연결 극(connecting pole)이다. 상기 외부 전극들은 단자들(6)에 의해서 전압원(도시되지 않음)
에 접속된다. 단자들(6)에 의해서 외부 전극(4, 5)에 전압이 인가되면, 이러한 전압이 모든 내부 전극들(3)로 병렬로 전달
되어 모든 활성 재료 층들(2) 내에서 전기장을 유발하며, 상기 전기장으로 인해 활성 재료 층들이 기계적으로 변형된다. 이
러한 모든 기계적 변형들은 다층 액추에이터(1)의 헤드 영역(7)의 단부면 및 푸트 영역(8)의 단부면에서 유용한 확장
(extension) 및/또는 힘(9)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도 2는 종래기술에 따른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1)의 외부 전극(4) 및 표면의 단면을 도시한다. 한 스택으로 프레
싱된 얇은 압전 활성 재료 층들(2) 위에서 다층 액추에이터(1)의 표면(10)으로 이끌어져 나온 내부 전극(3) 영역에, 예컨대
전기분해법(electrolytic method) 또는 금속 페이스트(metal paste)의 스크린 프린팅에 의해서, 동일한 극을 가진 내부 전
극들(3)을 연결시키기 위한 금속 모체 코팅(base metallic coating)(11)이 제공된다. 금속 모체 코팅(11)은 금속 재료로 이
루어진 추가의 층, 예컨대 EP 0 844 678 A1에 공지되어 있는 3차원 구조의 전극(12)으로 형성된 금속 시트(metal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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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와이어망(wire mesh)에 의해 강화된다. 3차원 구조의 전극(12)과 금속 모체 코팅(11)의 연결은 연결층(13), 통상적
으로 납땜 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전기 단자 와이어(6)가 납땜 비드(soldering bead)에 의해서 3차원 구조의 전극(12)
상의 콘택 포인트(18)에 납땜된다.

  액추에이터(1)의 표면(10)에 제공된 전술한 구조의 외부 전극의 경우에는, 동작시에 비활성 영역, 즉 금속 모체 코팅(11)
의 하부에 놓인 절연 영역(14)에 대해 강력한 인장응력(tensile stress)이 작용한다. 이러한 절연 영역(14)은 금속 모체 코
팅(11) 및 연결층(13)과 함께 동종의 유니트(homogeneous unit)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의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가 초과될 때 상기 유니트가 고장나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균열 형성은 대략 106의 공정 주기
(working cycle) 마다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해 균열(15)은 통상적으로 부서지기 쉽고 인장 강도가 약한 금
속 모체 코팅(11)으로부터 절연 영역(insulating region)(14)으로 진행되어서, 상기 절연 영역(14)에서 높은 인장응력을 가
진 영역에 의해 바람직하게는 금속 모체 코팅(11)에 접촉하지 않는 전극(3)의 끝(16)에서 흡수되거나, 상기 균열(15)은 전
극 끝(16)의 최대 인장응력 영역에서 시작되어서 금속 모체 코팅(11)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균열 진행이 액추에이
터의 기능을 손상시키지는 않으므로, 금속 모체 코팅(11)에 접촉하는 내부 전극(3)을 따라 나타나는 균열(17)의 확장은 비
임계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금속 모체 코팅(11)이 균열에 의해 쪼개지면, 3차원 구조의 탄성 전극(12)이 전기 브리지
(electrical bridge)로 작용하여, 이러한 균열이 액추에이터(1)의 특성 또는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절연
영역(14)을 통해 제어 불가능하게 진행되는 균열(15)은 매우 임계적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균열은 절연 간격(insulation
distance)을 줄여서, 아크 방전(arcing)에 의한 액추에이터 고장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전술한 방식의 구조로 형성된 전극은 전압을 전달하기 위한 전도성 접속부(conductive connection)가 부가될 때 문
제를 일으킨다.

  종래기술에 따르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와이어(6)가 콘택 포인트(18)에서 3차원 구조의 전극(12)에 납땜되거나 용
접된다. 그러나 이러한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해서 3차원 구조의 전극(12)이 보강되어서, 납땜 또는 용접 포인트(18) 상에서
탄성(elasticity)을 잃게 된다. 그리고 나서 동작시에 이러한 납땜 또는 용접 포인트(18)의 하부에서 기계적 전단 응력
(mechanical shear stress)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상기 납땜 또는 용접 포인트 위에 놓인 전극 영역은 더 이상 함께 팽창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몇 백만의 동작 주기(operating cycle) 후에 금속 모체 코팅과 함께 금속 전극의 분리가 일
어나서, 소자의 고장이 야기될 수 있다.

  DE 100 26 005 A1에는 3차원 구조의 전극이 액추에이터 밖으로 돌출하고 전기 콘택이 상기 전극에, 경우에 따라서는
폴딩되거나(folded) 롤링된(rolled) 전극에 납땜된다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다. 돌출한 단부들은 수축 튜브(shrink-fit
tubing)에 의해서 절연된다. 이러한 방식의 단자들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복잡한 외부 전극을 초래한다. 전극의 휘어
진 부분에서 노치 효과(notch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DE 199 09 452 C1에는 액추에이터의 한 면, 예컨대 푸트(foot)에 압전 비활성 영역이 제공되고 상기 영역에 전기 콘택
이 부착된다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다. 수동 푸트(passive foot)는 부품의 전체 길이가 동일할 때 강성도(stiffness) 및 팽창
도(expansion)를 크게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강성 스프링(stiff spring)과 같은 수동 푸트가 작용하여 활성 영역을 단축시
키기 때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전극의 형상에 의해서 전압 공급 리드(voltage supply lead)를 외부 전극에 연결하는 것을 개선시키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은 외부 전극이 전도성 재료 층들 및 비전도성 재료 층들이 교대로 적층된 구조로 형성되며, 외부에 놓인 상기
두 개의 전도성 층 중 하나는 액추에이터의 금속 모체 코팅과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전압 공급 리드와 연결되며, 상기 전
도성 재료 층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달성된다.

  전도성 재료 층과 비전도성 재료 층이 교대로 위아래로 적층됨으로써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이 기계적으로 서로 분리된
다. 전기적인 상호 접속부는 별도로 제조되거나, 전도성 재료로 형성된 연속 박막(continuous foil)의 폴딩(folding)에 의해
서 제조된다. 따라서 납땜 또는 접착에 의해 금속 모체 코팅과 연결되는 하부 전도층은 정해진 한계치 내에서 상부 층과 무
관하게 이동되므로, 이때 발생하는 응력은 보상될 수 있다.

  납땜된 또는 용접된 전기 콘택은 단지 최상부의 전도성 층과 연결된다. 이로 인해 층을 통한 납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
로 외부 전극의 외부 전도성 층에 단자 와이어(terminal wire)를 접촉시키더라도 더 이상 전극이 보강되지 않는다. 금속 모
체 코팅에 의해서 외부 전극에 작용하는 힘들은 층 구조에 의해 바람직한 방식으로 감쇠되어서, 연결 지점에 어떠한 작용
도 미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외부 전극을 갖는 액추에이터 상에서 외부 전극의 임의의 지점에 전기 콘택이 제공될 수 있는데, 이는 액
추에이터의 수명 또는 그 밖의 특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래기술에 공지된 바와 같이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보호 조치 없이 콤팩트한 액추에이터 모듈이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구조의 외부 전극은 두 개 이상의 전도성 재료 층 및 전도성 재료 층들 사이에 배치된 비전도성 재료 층으
로 구성된다.

  전도성 재료는 적은 두께로 인해 쉽게 가공될 수 있는 금속 박막(metal foil)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박막의 두께는 대략
30㎛ 내지 200㎛이며,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100㎛이다. 박막은 예컨대 스탬핑(stamping)에 의해서 구조화될 수도 있
다. 이로 인해 박막의 전체 두께가 박막 두께의 3배로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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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성 재료 층들은 3차원으로 구조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기 전도성 재료 층은 고체 층이 아니라, 금속 거즈
(gauze)나 직물(fabric), 망(mesh) 또는 금속 포움(foam)으로 이루어진다.

  금속 와이어로 이루어진 거즈, 직물 또는 망은 대략 100㎛ 내지 200㎛의 두께를 갖는다. 직물 또는 망의 격자 폭(lattice
width)은 와이어 직경이 대략 50㎛ 내지 100㎛일 때 대략 100㎛ 내지 200㎛이다.

  비전도성 재료 층들은 탄성 플라스틱, 바람직하게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테플론) 또는 폴리이미드와 같은 열가소
성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층들은 대략 10㎛ 내지 대략 100㎛의 두께의 박막으로 형성된다.

  전도성 층 재료는 비전도성 층 재료에 의해 코팅될 수도 있다. 이는 예컨대 일면이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박막일 수 있다.
이러한 박막들은 예컨대 본 발명에 따른 외부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폴딩될 수 있다. 또한 전도성 재료 층과 비전도성 재료
층이 교대로 적층될 수 있다.

  각각의 전도성 재료 층은 상이한 금속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액추에이터 재료에 납땜되거나 접착되는 하나 이
상의 전도성 재료 층이 액추에이터의 세라믹 재료에 매칭된 열확장계수를 갖도록 선택될 수 있다.

  금속 재료로 이루어진 층들 간의 전기 접속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층들을 통해 또는 이러한 층들 주변에 콘택이 형
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상기 층들은 길이가 긴 측면에 의해, 예컨대 돌출한 측면들을 납땜함으로써 전기적으로 상호 접
속된다.

  또한 전도성 재료를 바람직하게는 박막 또는 거즈 형태로 곡류 형태로 또는 나사선 모양으로 폴딩하여, 비전도성 재료가
예컨대 폴드(fold) 사이에, 또는 턴(turn) 내부에 하나의 층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달성된
다: 박막 층 또는 거즈 층이 플라스틱 층에 의해 중단(interrupting)됨으로써, 납땜된 또는 용접된 전기 콘택은 단지 상부
전도층에만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층을 통한 납땜 및 층의 보강이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액추에이터의 제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E 198 40 488에 따른 낮은 소결점을 갖는 압전세라믹은
125㎛ 두께의 박막으로 제공된 유기 접착 시스템(organic binder system)에 의해 제조된다. 70/30의 중량비를 갖는 은-
팔라듐 분말 및 적합한 접착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내부 전극 페이스트가 스크린 프린팅에 의해 상기 박막에 부가된다. 상
기와 같은 다수의 박막은 적층되고 가압되어서, 라미네이트(laminate)를 형성한다. 상기 라미네이트는 로드(rod) 형태의
개별 액추에이터로 분할되며, 분할된 액추에이터는 대략 400℃에서 열분해되어 대략 1100℃에서 소결된다. 그리고 나서
액추에이터 예비 성형물이 전 측면에서 기계적으로 가공된다.

  예컨대 적합한 은-팔라듐 말단 페이스트(termination paste)로 이루어진 금속 모체 코팅은 스크린 프린팅/연소 공정에
의해서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구조의 폴딩된 외부 전극은 이러한 금속 모체 코팅에 납땜된다.

  그 뒤에 예컨대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해서 전기 접속부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은 액추에이터에 납땜되기 전에 예
컨대 폴딩된 전극 상에 콘택 핀(contact pin)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그 뒤에 액추에이터는 니스층(layer
of varnish)에 의해 보호된다. 또한 니스 칠 이후에야 비로소 콘택이 제조될 수 있으므로, 납땜 또는 용접 영역은 통상적으
로 니스 층 없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 결과 액추에이터가 분극화되고 전기적으로 측정된다.

  실시예를 참고로 본 발명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모놀리식(monolithic) 다층 액추에이터의 개략도이고,

  도 2는 대략 106 공정 주기(working cycle) 마다 발생하는 전형적인 균열을 갖는, 도 1에 따른 액추에이터의 세부도이
며,

  도 3은 종래기술에 따른 폴딩된 금속망 전극을 갖는 액추에이터를 도시한 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일회 폴딩된 금속망 전극 및 플라스틱 충전물(inlay)을 갖는 액추에이터를 도시한 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나사선형으로 폴딩된 금속망 전극 및 두 개의 플라스틱 충전물을 가진 액추에이터를 도시한 도이
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일회 폴딩된 금속망 전극 및 플라스틱 충전물, 그리고 용접된 단자 핀(terminal pin)을 갖는 액추
에이터를 도시한 도이다.

  4개의 실시예를 참고로 본 발명에 따른 외부 전극의 제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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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바와 같이, 10mm x 10mm(기본면)의 치수 및 30mm의 길이를 가진 액추에이터 예비 성형물(1)이 제조된다. 개
별 세라믹 층(2)의 두께는 소결 후에 100㎛이고, 내부 금속 코팅의 두께는 2㎛이다. 금속 모체 코팅(3)은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단말 페이스트를 이용한 스크린 프린팅에 의해서 제조되고, 공기 중의 750℃에서 30분 동안 연소된다. 연소 후에
금속 코팅의 두께는 10㎛ 내지 12㎛이다. 이러한 액추에이터 예비 성형물의 추가 공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 1: 도 3에 따르면, 0.1mm 와이어 직경 및 0.2mm 격자 폭을 가진 구리-주석 합금(CuSn6)으로 이루어진 와이어 거즈

(wire gauze)(19)가 전기분해에 의해서 20㎛ 두께의 땜납(SnPb10)으로 코팅되어서 전도성 재료가 형성된다. 이러한 와이

어 거즈로부터 날실(warp wire) 방향으로 45°각도로 8mm 폭 및 29mm 길이의 스트립(strip)이 절단된다. 이러한 스트립
은 두 개의 에지가 중앙에 놓이도록 세로로 폴딩된다.

  이러한 방식의 외부 전극(20, 21)은 맞은편에 놓인 단자 표면에서 리플로우 납땜(reflow soldering) 공정에 의해서 액추
에이터 예비 성형물의 금속 모체 코팅(11) 상에 납땜된다. 액추에이터 단부면 주변에서 맞은편에 놓인 외부 전극(20, 21)
상에 단자 와이어(6)를 위한 납땜 포인트(18)가 각각 제공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종래기술에 따른 것이다. 납땜 시간은
240℃에서 10분이다.

  예 2: 도 4에 따르면, 0.1mm 와이어 직경 및 0.2mm 격자 폭을 갖는 구리-주석 합금(CuSn6)으로 이루어진 와이어 거즈

(19)가 전기분해에 의해서 20㎛ 두께의 땜납(SnPb10)으로 코팅된다. 이러한 와이어 거즈로부터 날실 방향으로 45°각도로

8mm 폭 및 29mm 길이의 스트립이 절단된다. 이러한 스트립의 중심에 PTFE 중합체로 이루어진 3.5mm x 29mm 치수의
스트립(22)이 제공된다. 이러한 스트립 주변에서 거즈 스트립(19)은 두 개의 에지가 중앙에 놓이도록 세로로 폴딩된다.

  이러한 방식의 외부 전극들은 예컨대 리플로우 납땜 공정에 의해서 액추에이터 예비 성형물의 금속 모체 코팅 상에 납땜
된다. 액추에이터 단부면 주변에서 맞은편에 놓인 외부 전극(23, 24) 상에 단자 와이어(6)를 위한 납땜 포인트(18)가 각각
제공된다. 납땜 시간은 240℃에서 10분이다.

  예 3: 도 5에 따르면, 0.1mm 와이어 직경 및 0.2mm 격자 폭을 갖는 구리-주석 합금(CuSn6)으로 이루어진 와이어 거즈

(19)가 전기분해에 의해서 20㎛ 두께의 땜납(SnPb10)으로 코팅된다. 이러한 와이어 거즈로부터 날실 방향으로 45°각도로

16mm 폭 및 29mm 길이의 스트립이 절단된다. 이러한 스트립의 중심을 벗어난 지점에 PTFE 중합체로 이루어진 3.5mm
x 29mm 치수의 스트립(22)이 놓인다. 이러한 스트립 주변에서 거즈 스트립(19)이 세로로 폴딩된다. 또한 PTFE 스트립
(25)이 부가되고 거즈 스트립이 나사선형으로 그 주변을 폴딩한다.

  이러한 방식의 외부 전극은 리플로우 납땜 공정에 의해 액추에이터 예비 성형물의 금속 모체 코팅(11) 상에 납땜됨으로
써, 이중으로 포개어진 금속망 층이 액추에이터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 액추에이터 단부면 주변에서 맞은편에 놓인 외
부 전극(26, 27) 상에 단자 와이어(6)를 위한 납땜 포인트(18)가 제공된다. 납땜 시간은 240℃에서 10분이다.

  예 4: 도 4에 따른 실시예 2에 상응하는 도 6에 따르면, 0.08mm 와이어 직경 및 0.18mm 격자 폭을 가진 철-니켈 합금
(FeNi42)으로 이루어진 와이어 거즈(19)가 전기분해에 의해서 6㎛ 두께의 구리 및 20㎛ 두께의 땜납(SnPb10)으로 코팅된

다. 이러한 와이어 거즈로부터 날실 방향으로 45°각도로 8mm 폭 및 29m 길이의 스트립이 절단된다. 이러한 스트립의 중
심에 폴리이미드 중합체로 이루어진 3.5mm x 29mm 치수의 스트립(22)이 놓인다. 거즈 스트립은 두 개의 에지가 중앙에
놓이도록 상기 스트립 주변을 세로로 폴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외부 전극(23, 24) 상에 0.8mm 직경의 금속 핀
(28)이 저항 용접(resistance welding)을 이용하여 대략 5mm로 중첩(overlapping)되는 방식으로 용접되어서, 상기 금속
핀(28)이 와이어망(19)의 한 측면 밖으로 돌출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망 재료 및 미리 성형된 단자 핀의 열확장계수가 매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방식의 외부 전극들은 리플로우 납땜 공정에 의해서 액추에이터 예비 성형물의 금속 모체 코팅 상에 납땜된다. 납
땜 시간은 240℃일 때 10분이다.

  4개의 변형예는 예컨대 함침(immersion) 또는 분무(spraying)와 같은 적합한 방법에 의해 실리콘 니스(silicone
varnish)로 코팅된다.

  니스의 건조 및 경화 후에, 변형예 1 내지 3의 납땜 포인트로부터 상기 니스가 제거되고, 상기 납땜 포인트 상에 단자 와
이어가 납땜된다.

  액추에이터는 테스트 프레임(test frame) 내에서 2000N으로 예비 응축되고 사다리꼴 신호에 의해서 구동된다. 이 경우
에 구동 전압은 100㎲일 때 0V에서 200V로 상승하고, 1㎲일 때 200V로 유지되며, 100㎲일 때 0V로 하강한다. 반복 주
파수는 200Hz이다. 이 경우에 액추에이터는 150℃ 내지 160℃의 동작 온도를 달성한다.

  예 1은 107 주기에서 납땜 포인트 영역에 있는 세라믹으로부터 망 전극(mesh electrode)의 확실한 분리를 보여준다. 2

107 주기마다 액추에이터가 납땜 포인트에서 형성되는 아크 방전(arcing)에 의해서 파손된다.

  예 2 내지 예 4는 예 1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동일한 특성을 나타낸다. 109 주기일 경우에도 망 분리 또는 방전 아크 형성
은 어떠한 예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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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른 외부 전극을 제조할 경우에는 당업자에 의해서 상이한 방법들이 선택될 수 있다. 외부 전극은 예컨대 플
라스틱으로 코팅된 얇은 시트 금속으로 폴딩되거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금속망으로서 플라스틱 스트립 주변을 폴딩할 수 있
다. 인쇄회로기판과 유사하게, 플라스틱 층 및 금속 코팅이 서로 적층되고 상기 층들을 통해 전기적인 접촉이 달성되는 방
식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쇄회로기판은 예컨대 예비 성형된 플렉스보드(flexboard)로서 전체 액추에이터를 둘
러싸고 보호할 수 있다. 외부 전극을 액추에이터 상에 납땜하는 대신에, 전도성 접착제가 사용될 수도 있다. 사용될 재료들
은 소정의 작동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좌우된다. 높은 온도 및 신속한 온도 변화를 위해서 PTFE 재료 및 폴리이미드 재
료, 그리고 FeNi42와 같은 팽창 합금(expansion alloy)이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으로서, 상기 외부 전극들(23, 24; 26, 27)은 전도성 재료 층들(19)
및 비전도성 재료 층들(22, 25)이 교대로 적층된 구조로 이루어지고, 외부에 놓인 상기 두 개의 전도성 재료 층들(19) 중
하나는 상기 액추에이터(1)의 금속 모체 코팅(base metallic coating)(11)과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전압 공급 리드
(voltage supply lead)(6)와 연결되며,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은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극은 상기 두 개 이상의 전도성 재료 층들(19) 및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 사이에 배치된 비
전도성 재료 층(22, 25)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이 각각 금속 박막(metal foil)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박막(19)은 대략 30㎛ 내지 대략 200㎛의 두께,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100㎛의 두께를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5.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박막(19)은 공간적 구조를 가지므로, 상기 금속 박막층이 상기 박막 두께의 3배
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6.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은 3차원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
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은 금속 거즈(gauze) 또는 직물(fabric), 망(mesh) 또는 금속 포움(metal
foam)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의 거즈, 직물 또는 망이 대략 100㎛ 내지 200㎛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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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7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의 직물 또는 망의 격자 폭(lattice width)이 대략 10㎛ 내지
200㎛이며, 와이어 직경은 대략 50㎛ 내지 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10.

  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전도성 재료 층(22, 25)은 탄성 플라스틱, 바람직하게는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PTFE) 또는 폴리이미드와 같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
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비전도성 재료 층(22, 25)은 대략 10㎛ 내지 대략 100㎛의 두께를 갖는 박막 형태의 플라스틱으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12.

  제 1항 내지 제 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19)은 상기 비전도성 재료 층(22, 25)으로 코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13.

  제 1항 내지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전도성 재료 층(19)은 상이한 금속 재료들로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14.

  제 1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 중 적어도 액추에이터 재료 상에 납땜된 층이 상
기 액추에이터(1)의 세라믹 재료에 매칭된 열확장계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
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15.

  제 1항 내지 제 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극이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 및 상기 비전도성 재료 층들
(22, 25)이 적층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16.

  제 1항 내지 제 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 간의 전기 접속부가 상기 층들을 통한 접촉 또는
상기 층들 주변과의 접촉에 의해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 각각의 길이가 긴 측면이 상호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
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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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 내지 제 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19)이 곡류 형태로 또는 나사선 모양으로 폴딩
(folding)되고, 상기 비전도성 재료 층(22, 25)은 서로 포개어진 두 개의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 사이에 각각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19.

  제 1항 내지 제 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19)은 C 형태로 휘어지고 상기 비전도성 재료 층(22)
을 둘러싸며, 상기 휘어진 측면은 상기 액추에이터(1)의 상기 금속 모체 코팅(11)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20.

  제 1항 내지 제 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19)은 구리 합금 또는 은 합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21.

  제 1항 내지 제 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 층(19)은 철-니켈 합금 또는 철-니켈-코발트 합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청구항 22.

  제 1항 내지 제 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극은 전도성 접착제에 의한 납땜 또는 접착에 의해서 상기 액
추에이터(1)의 상기 금속 모체 코팅(11)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

요약

  본 발명은 다층의 압전세라믹 액추에이터 상에 제공된 외부 전극에 관한 것이다. 상기 외부 전극에서는 동작시 금속 모
체 코팅 하부의 절연 영역에 대해 강력한 인장응력이 작용한다.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제공되는 외부 전극에 전기 접속부
를 연결시키면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 외부 전극은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해서 보강되고, 납땜 또는 용접 포인트에서 탄성을
잃게 된다. 그 뒤에 동작시 이러한 납땜 또는 용접 포인트 하부에 기계적 전단 응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상기 납땜 또는
용접 포인트 위에 놓인 전극 영역은 더 이상 함께 팽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백만의 동작 주기 후에 금속 모체
코팅을 포함한 외부 전극이 분리되어서, 부품이 고장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외부 전극들(23, 24; 26,
27)이 전도성 재료 층들(19) 및 비전도성 재료 층들(22, 25)이 교대로 적층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외부에 놓인 상기 두
개의 전도성 재료 층들(19) 중 하나는 상기 액추에이터(1)의 금속 모체 코팅(11)과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전압 공급 리드
(6)와 연결되며, 상기 전도성 재료 층들(19)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된다.

대표도

도 4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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