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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리인 김준수

전체 청구항 수 : 총 18 항

(54) 초음파 모터

(57) 요약

본 발명은, 초음파 모터에 있어서, 헬리컬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 혹은 평면내 나선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를 이용하여 스

테이터(1)를 구성하고, 그 코일에 근접하여 배치한 이동체(2)를 스테이터(1) 상의 굴곡파의 전달에 의해 회전, 주행이동 또

는 곡선운동시키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예압용 스프링과 흡수체를 불필요하게 하며, 구조를 간단, 소형화하고, 방수

없이 액체 중 동작, 중공원통의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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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스테이터를 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로 구성하고, 그 스테이터에 근접하여 배치한 이동체를 초음파의 굴곡파의 전달에 의

해 회전, 주행이동 또는 곡선운동시키도록 한 초음파 모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터가 헬리컬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 또는 평면내 나선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터가 카본나노코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가 원형 단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외부에 배치한 초음파 발생기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음향도파로를 통하여 상기 스테이터에 초음파

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두 개의 진동자로부터 위상차 혹은 주파수 차를 갖는 초음파를 전송하고, 상기 코일 상에 정재파를 발생

시켜서, 그 정재파가 이동함으로써 상기 로터를 회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음향도파로가, 금속, 지르코니아 등의 세라믹, 석영파이버 또는 사파이어로 이루어지는 사각형 단

면, 원형 단면 혹은 원형 단면의 일부에 평면을 갖는 파이버 또는 테이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터의 표면에 초음파의 진행방향과 소정 각도를 갖는 방향으로 홈을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로터와 연동하여 회전하는 절연부분과 도전부분을 이용한 엔코더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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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삼차원 구조를 갖는 음향 도파로를 스테이터로 하여, 이동체를 회전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

음파 모터.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터와 상기 이동체의 사이에 액체층을 마련하여 비접촉형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청구항 12.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로터가 원통으로 이루어지며, 그 원통 내부 또는 외부에 동심으로 헬리컬 형상 코일의 음향도파로

를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청구항 1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로터가 2장의 원판으로 이루어지며, 그 사이에 나선형상 코일을 개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

청구항 14.

제 1 항 내지 제 13 항 중의 어느 한 항의 초음파 모터와 어레이형 진동자 및 굴곡파의 위상제어부를 구비하는 초음파 모

터.

청구항 15.

제 1 항 내지 제 13 항 중의 어느 한 항의 초음파 모터를 직렬 또는 병렬 접속하고, 또한 위상제어부를 구비하는 초음파 모

터.

청구항 16.

제 1 항 내지 제 12 항 중의 어느 한 항의 초음파 모터를 이용한 초음파 내시경.

청구항 17.

제 9 항의 엔코더를 구비한 초음파 모터를 이용한 초음파 내시경.

청구항 18.

제 1 항 내지 제 12 항 중의 어느 한 항의 초음파 모터를 이용한 혈전부착방지장치 또는 혈전제거장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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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헬리컬 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 혹은 평면내 나선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를 스테이터로서 이용한 초음파 모터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초음파 모터는, 모터를 필요로 하는 로봇공학, 전기자동차 등의 기계공학분야, 의료용 진단, 치료 등의 의학분야, 전자계의

영향을 회피할 필요가 있는 계측, 생산공학분야 등 광범위한 기술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용 분야에 있어서의

혈관내 초음파 화상화법(IVUS: Intravascular Ultrasound의 약칭)과 혈전제거 및 혈전방지용 모터에는, 혈관 내에서 사용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 초소형이 가능할 것

(2) 액체중에서의 동작이 가능할 것

(3) 중공축을 가진 이동체의 회전이 가능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있다.

그래서, 상기 (1) 내지 (3)의 조건의 충족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종래 기술을 검토한다.

여기서, 초음파 모터 중에서도,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는, 전자(電磁)모터에 비하여 소형, 대토크, 저속 고토크 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로봇공학 등 넓은 기술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종래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평판과 탄성봉 등의 음향도파로에 굴곡파(비대칭 램파 비대칭 모

드)와 표면파를 전달시키면 음향도파로 상의 일 점은 타원운동을 하므로, 스프링 등에 의해 예압을 부여함으로써 이동체를

평판에 밀어붙이면, 이동체는 진행파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동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에 있어서는, (A) 평판을 도파로로 하는 것, (B) 평면내에서 링형상의 도파로를 이

용하는 것 중의 어느 것이다. 이들 초음파 모터에 있어서, 초음파의 전달은 이차원 평면 내에 한정되어있다. 그 때문에, 초

음파가 전달하는 도파로와 이동체의 접촉부가 짧아진다. 그래서, 구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압용 스프링이 이용되고 있

었다. 그 때문에, 종래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에서는 이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1) 예압용 스프링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소형화 혹은 초소형화가 곤란하다.

(2) 액체 중에서의 동작은 가정되어있지 않다. 특히 상기 (B)의 경우에는, 진동자와 도파로가 일체로 전극을 갖기 때문에,

액체 중에서의 사용에는 방수가 필요하다.

(3) 상기 (B)의 모터는 중공축의 회전이 가능하지만 반경방향의 두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혈관 내에서의 사용

은 곤란하며, 또한 상기 (A)의 모터에서는 중공축의 회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래의 초음파 모터는, 상기 조건(1) 내지 (3)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시킬 수 없다(특개2000-102271호 공보,

J. L. Pons, H. Rodriguez, R. Ceres, and L. Calderon, "Novel Modeling Technique for the Stator of Traveling Wave

Ultrasonic Motors," IEEE Transactions of Ultrasonics, Ferroelectrics, and Frequency Control, Vol. 50, No. 11,

November 2003, pp. 1429-1435,

淺井勝彦, 黑澤 實, 탄성표면파 모터의 마찰구동모델, 전자통신학회 논문지, A Vol. J85-A, PP. 1428-1439, 2002년 12

월 참조).

또한,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 이외로는, 예압용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화 가능한 종래 기술이 있다. 예를 들

어, 음향도파로의 선단을 회전체에 접촉시켜서 구동하는 방식의 초음파 모터에서는, (1) 예압용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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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2) 음향도파로의 선단을 기계적으로 회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의 동작은 곤란

하며, (3) 음향도파로가 축상에 있기 때문에 중공축의 회전이 곤란한 것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R. Carotenuto, A. Lulaa,

and G. caliano, "Flexible piezoelectric motor based on acoustic fiber," Applied Physics Letters, Vol. 27, No. 12,

pp. 1905-1907 참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종래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에서는, (1) 예압용 스프링이 불가결하여 그 모터의 구

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형화가 곤란하며(2) 방수없이는 액체 중에서 동작이 불가능하며, (3) 혈관 내에서는 중공축을 갖

는 로터의 회전이 곤란하다는 것 등이다.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는,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동작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그 모터에서는, 음향도파로의 선단부를 코

일형상으로 한 것이 스테이터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체에 구동력을 부여하는 범위가 넓어지며, 단위 길이당의 구

동력이 작은 상태로 구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에 의해 예압용 스프링이 불필요하다. 게다가 그 스테이터에

근접하여 배치한 이동체를, 스테이터 내을 전파하는 굴곡파의 표면입자의 타원운동으로 구동함으로써, 그 이동체를 회전,

주행이동 또는 곡선운동시키도록 한다.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에서는, 예압용 스프링과 흡수체를 불필요하게 하여 구조가 간단화되었기 때문에, (1) 통상의 음향

도파로로 구성한 코일은 말할 것도 없이 카본나노코일의 사용도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초소형화가 가능하며, (2) 액체 중

에서의 동작이 가능하며, (3) 중공축의 이동체의 회전도 가능하며, 게다가 (4) 이동체를 회전하면서 축방향으로 직선운동

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5) 구, 타원, 원추 등 임의의 축대칭의 물체의 회전이 가능하며, (6) 원기둥 또는 원통인 이동체의

직선운동이 가능한 것 등의 이점이 있다.

실시예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동작원리]

먼저 본 발명의 모터의 동작원리는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와 동일하므로, 그 동작원리를 서술한다. 여기서, 먼저 굴곡파가

평판속으로 전달될 때의 표면 각 점에서의 변위에 주목한다.

도 1 (a)는 탄성체속을 시간경과에 따라서 굴곡파가 우방향으로 진행해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t0 정도를 시간적인 기

준으로 하면, t1, t2, t3은 각각 π/2, π, 3π/2초 후의 탄성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탄성체의 중심선상의 각 점(예를 들어, 점 q)의 움직임을 t0으로부터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점 q는 상하진동만을 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면의 각 점(예를 들어, 점 p)에 주목한다. t0으로부터 t3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 p는 상하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변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 p의 궤적을 그린 것이 도 1 (b)이다. 이는 굴곡파가 진

행함에 따라서 탄성체 표면의 각 점의 진행방향에 대한 운동의 존재를 나타낸다.

여기서, 도 1 (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탄성체와 이동체를 접촉시키고, 탄성체를 통하여 굴곡파를 전파시킨다. 굴곡파의

진행방향에 따른 탄성체 표면의 입자의 운동은, 탄성체와 이동체의 마찰을 통하여 이동체로 전달되어 이동체를 구동한다.

이 때의 이동체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은 그 타원진동의 방향으로부터 굴곡파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역방향이 된다.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의 동작원리]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기본적 구성 및 동작 원리를 설명한다.

도 2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M)는, 원형 단면을 갖는 로터(2)에 나선형상으로 감겨진

헬리컬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 혹은 평면내 나선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로 이루어지는 스테이터(1)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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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에 있어서는, 로터 등의 이동체와 접하는 음향도파로의 질점을 타원 운동시킬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에 이용하는 음향도파로(1)는 두께를 갖기 때문에 이 음향도파로(1)를 통하여 초음파의 굴곡파를 이동

체에 전달시킨 경우에는, 굴곡파의 진행에 따라서 음향도파로(1)의 표면 근처의 임의의 질점(도 2 (a)의 P, Q, R, S 중의

어느 하나를 주목한다)은 타원운동을 하게 된다.

또한,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스테이터(1)를 통하여 전달되는 굴곡파의 주된 진동방향은 반경방향이다. 여기서, 굴곡

파의 전달이 없는 경우에는, 로터(2)와 음향도파로(1)는 접촉하지 않게 한다. 굴곡파의 전달에 따라서 도파로(1)의 표면의

질점은,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타원운동을 하고, 또한 굴곡파는 원주방향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질점은 시계방향

으로 회전한다. 굴곡파의 진폭이 작고, 음향도파로(1) 상의 질점과 로터(2)가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음향도파로(1) 상

의 질점은 가는 실선(l1)으로 나타내는 궤적을 그린다. 이에 대하여 굴곡파의 진폭이 증대하여 도파로(1)와 로터(2)가 접촉

하는 경우에는, 질점의 이동이 로터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굵은 실선(l2)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A로부터 B로의 궤적

을 그린다. 이 때문에, 로터(2)는 굴곡파의 전달방향과 역방향의 구동력을 받고, 이 구동력에 의해 로터(2)는 회전한다.

여기서,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스테이터(1)의 로터(2)측에서 30°간격 떨어진 점(도 2 (b) 참조)을 P, Q, R, S로 한다.

또한, 여기서는,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스테이터(1)의 한바퀴가 1파장이라고 한다. 어떤 시간에 점 P가 로터(2)와 접

촉하였다고 하면, 도 4 (a), (b), (c), (d)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Q, R, S가 차례차례 로터(2)와 접촉

하여, 로터(2)의 원주방향으로 구동력을 부여한다. 이 구동력의 방향은 항상 동일하다. 여기서 점 P와 로터(2)의 반대측의

점에서 스테이터(1)와 로터(2)가 접촉하는 조건에서 로터(2)와 스테이터(1)를 동작시킴으로써, 종래의 초음파 모터와 같

이 예압용 스프링을 이용하는 일 없이 구동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스테이터(1) 상의 전술한 질점은, 나선방향으로 타원

운동하므로 이동체, 예를 들어 로터(2)는 축방향으로도 구동된다.

또한, 스테이터(1)로서 코일을 다수 권취한 것을 이용한 경우에는, 굴곡파의 에너지가 로터(2)에 부여되기 때문에, 굴곡파

의 진폭이 점차로 작아진다. 그 때문에, 코일의 선단으로부터 반사파가 발생하는 일은 없고, 코일상에는 진행파만이 존재

한다. 그 때문에,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에서는, 종래의 초음파 모터처럼 반사파 억압용의 흡수체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와 같이 구성한 헬리컬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로 구성되는 스테이터를 이용하면, 예압용 스프링과 흡수체가 불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해지며, 소형의 견고한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터를 평면

내 나선코일 형상으로 한 경우, 가령 스테이터를 2장의 원판 사이에 개재하는 구조로 하면, 예압용 스프링은 필요하지 않

다.

또한, 이동체(로터)는, 축대칭이라면, 원기둥, 원판, 원통, 원추형, 테이퍼, 구 등의 임의의 형상의 것이라도 좋다. 원기둥

또는 원통의 표면에 나선형상의 돌기 또는 홈을 마련하면 회전에 의한 축방향의 직선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마모되

는 것을 문제로 하지 않으면 임의의 고체로 만들어져 있어도 좋다.

여기서 서술한 굴곡파는, 통상 램(Lamb)파라고 불리는 초음파를 가정하고 있다. 램파를 이용하는 경우,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향도파로의 판두께가 큰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코일과 로터의 접촉면이 넓은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형 단

면의 음향도파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형 단면의 일부를 연삭하여 평면형상으로 가공한 후, 코일화하면 된다. 또한 램

파 외에 표면탄성파 등 초음파의 전달과 함께 표면의 입자가 타원운동하는 초음파를 이용할 수 있다.

[실시예 1]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인 헬리컬 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를 스테이터로서 이용한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원리도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 1의 초음파 모터(M)는, 로터(2)와, 이 로터(2)에 권취된 헬리컬코일 형상의 스테이터(1a)와, 이 헬리

컬코일 형상의 스테이터(1a)의 양단에 음향도파로(5a, 5b)를 통하여 접속한 진동자(초음파 발생기)(3, 4)로 구성된다.

진동자(3)를 구동하면, 진동자(3)에서 발생한 초음파의 굴곡파는, 음향도파로(5a)를 통하여 헬리컬코일 형상의 스테이터

(1a)에 도달한다. 헬리컬코일 상에서는 초음파는 헬리컬코일을 따라서 전달됨과 동시에 이동체인 로터(2)에 초음파의 진

행방향과 역방향의 구동력을 부여한다. 여기서, 헬리컬코일의 모든 부분에서 구동력은 동일 방향이다. 초음파는 헬리컬코

일을 따라 전달됨에 따라서 감쇠된다. 헬리컬코일의 각 부분이 로터(2)에 부여하는 구동력은, 작지만 스테이터와 로터의

상호 작용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헬리컬코일에 초음파가 전달될 때의 전달손실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가 로터(2)의 구동

력으로 이용된다. 진동자(4)를 구동하면, 진동자(4)에서 발생한 초음파는 음향도파로(5b)를 통하여 스테이터(1b)에 도달

하고, 로터(2)를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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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에서는, 통상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처럼, 예압용 스프링이 불필요한 것이다. 여기

서, 도파로(5a)만을 이용하고, 도파로(5b)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터(2)의 회전방향은 일방향에 한정된다.

지금까지의 동작설명은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도 5에서, 진동자(3, 4)에 인가하는 주파수 혹은

위상에 차를 갖게 함으로써, 코일 상에 정재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한쪽의 주파수를 소인(sweeping)함으로써 코

일 상의 정재파는 이동하기 때문에, 로터를 구동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진행파 합성에 의한 정재파형 초음파 모터를 구성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도파로(5a, 5b)로서, 금속, 지르코니아 등의 세라믹, 석영파이버 또는 사파이어로 이루

어지는 사각형 단면, 원형 단면 혹은 원형 단면의 일부에 평면을 갖는 파이버 또는 테이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 5에 나타낸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헬리컬코일 형상의 스테이터를 이용하는 초음파 모터에서는, 초음파 진동부로

부터 40KHz의 초음파가 도파로(5a, 5b)(초음파용 도파로)에 전도된다. 도파로(5a, 5b)는 예를 들어 폭 1mm, 두께

0.05mm의 니켈박막으로 이루어진다. 도파로(5a, 5b)를 통해 전달된 초음파는 헬리컬코일 부분(1a)에서 로터(2)를 구동

한다. 로터(2)는 예를 들어 직경 2mm, 길이 20mm의 알루미늄봉으로 이루어지며, 로터(2)에는 회전확인용의 날개를 붙여

도 된다.

여기서, 초음파 발생부(진동자)(3)를 도파로(5a)에 접촉시키면 로터(2)는 초음파의 전송방향과 역방향으로 회전하며, 또

한 초음파발생부(진동자)(4)와 도파로(5b)를 접촉시키면 로터(2)는 이전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

실시예 1에 기초하여 시험제작한 초음파 모터와 얻어진 토크를 나타내면(단, 이 경우에는 음향도파로(5a)만이다. 선지름

0.2mm의 피아노선을 이용하여 내경 2.1mm, 권취수 10, 피치 0.4mm의 코일부분을 구성하고, 로터로서 직경 2.0mm, 축

길이 20mm의 초음파 모터를 구성하였다) 랑제방(Langevin)형 진동자에 28.8kHz, 80V의 전압을 인가하여 피아노선을

통하여 초음파 모터에 전송하고, 추의 권상(hoisting)에 의한 기동토크를 측정한 바, 0.1μN·m이 얻어졌다.

여기서, 도 6은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에 이용하는 도파로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념도로서, (a)는 둥그스름한

단면을 갖는 단면을 갖는 복합도파로를, 또한 (b)는 사각형 단면을 갖는 복합도파로를 이용한 예를 나타낸다.

[실시예 2]

도 7은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 2를 나타내며, 복합도파로(5a, 5b)를 이용하여 진동자(3)로부터의 초음

파 전송을 하며, 도 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스테이터(1a)가 로터(2)의 내부에 설치된 구성이 된다.

본 실시예 2는, 진동자(3)에서 발생한 초음파를 헬리컬코일 형상의 스테이터(1a)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도 7에 나타내

는 바와 같이, 진동자(3, 4)로부터 발생한 초음파는, 진동자(3, 4)에 접속된 도파로(5a,5b)를 통하여 헬리컬 형상 코일형

스테이터(1a)에 전달되며, 이 발생하는 구동력에 의해 로터(2)가 굴곡파의 전파방향과 역방향으로 회전된다. 여기서, 로터

(2)의 회전방향을 반전하는 경우에는, 진동자(3) 대신에 진동자(4)를 구동시킨다.

또한,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스테이터(1a)의 내부에 로터(2)를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M)에서는, 그 회전수, 토크의 조정은, 로터의 직경, 도파로의 폭, 초음파 강도, 구동

초음파 등을 펄스동작시키는 등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동일 조건에서도 스테이터 표면에 초음파의 진행방

향과 소정 각도 예를 들어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적당한 홈을 마련함으로써, 초음파 모터의 회전수, 토크를 바꿀 수 있

다.

여기서, 도 8에 나타내는 구조의 시험제작예를 나타낸다. 단, 이 시험제작예에서는, 음향도파로는 5a 뿐이다. 직경 0.2mm

의 피아노선을 이용하여 외경 0.7mm, 권취수 15, 피치 0.1mm의 코일(스테이터), 티타늄을 이용하여 외경 1.0mm, 내경

0.8mm, 축길이 5.0mm의 로터를 제작하고, 로터를 스테이터의 외측에 배치하며, 1.2m의 도파로를 통하여 실시예 1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하여 구동하고 수중에서의 회전을 확인하였다. 이 구조의 모터는, 모터의 중공축 속에 용해제 수송용 세

경(細徑) 카테터(catheter)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전제거술에 있어서의 혈전용해제와 혈전(혈병(血餠))과의 교반

과 혈관내 모니터장치로의 혈전부착 방어에 이용할 수 있다.

[실시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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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구조, 예를 들어,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음향도파로(진동자 3a, 3b)를 이용하여 구 형상 혹은 테이퍼 형상으

로 스테이터(1)를 구성하고, 구상 혹은 테이퍼 형상의 이동체(2)를 스테이터(1) 내에 유지하여 회전시켜서 진행파형 초음

파 모터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도 10(a)).

또한, 원통상의 로터(2) 내에 동심으로 헬리컬코일 형상의 음향도파로로 이루어진 스테이터(1)를 내접시켜 원통상의 로터

(2)를 스테이터(1)의 축방향으로 이동시켜도 된다(도 10(b)).

[실시예 4]

도 11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M)에 엔코더를 설치한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11과 도 1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로터(2)와 일체가 되어 로터(2)의 일부로 이루어진 엔코더는 회전한다. 도면에서 굵

은 선으로 나타낸 부분은 도전부분(7)이며, 또한 가는 선으로 나타낸 부분은 절연부분(8)이다. 여기서는 도전부분(7)과, 정

지한 외부회로의 접속부는 나타내지 않는다. 도전부분(7)에 전기적 접촉부(9)를 접촉시킴으로써 전지-저항-엔코더로 전

기회로를 폐구성한다. 그 때문에 저항부의 전압을 계측함에 의해 로터(2)의 회전수를 검출할 수 있다.

여기서 도 12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2 (1)의 ON상태에서는, 전기적 접촉부(9a), 도전부분(7a), 도전부분(7b), 및 전기적 접촉부(9b)가 도통하기 때문에,

전지, 저항을 포함한 회로가 닫혀져 전류가 흐른다(ON).

도 12 (2) ON종료상태에서는, ON의 상태가 종료한다.

도 12 (3)의 OFF상태에서는, 전기적 접촉부(9a)와 도전부분(7a), 전기적 접촉부(9b)와 도전부분(7b)이 떨어지기 때문에

OFF상태로 된다.

도 12 (4)의 OFF종료상태에서는 OFF상태가 종료한다.

그리고,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엔코더로부터의 펄스 수를 카운트함으로써,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M)의 회전수를 설

정할 수 있다.

[실시예 5]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일 응용예로서, 초음파 내시경에 적용한 실시예 5를 설명한다. 종래의 기계회전식의 초

음파 내시경에서는, 카테터 내에 탐촉자를 배치하고, 탐촉자에 접속된 토크 와이어 전체를 회전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생

체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호튜브를 단단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단부분의 곡률을 작게 할 수 없으므로, 생체

내의 미세 부분의 관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발명의 소형화된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M)을 도 1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선단부분에 붙여 초음파 내시경을

구성하고, 미러(12)를 회전시키면, 초음파 진동자로부터 발생한 초음파의 전달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초음파

모터가 소형화되어있고, 회전부분은 선단부분뿐이므로, 곡률을 작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체내의 미세 부분의 관찰이 가

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를 생체의 혈관내에 삽입하여 이상부분을 검출하는 혈관 에코법에 적용할 수도 있

다.

[실시예 6]

소형 카메라의 렌즈이동용 모터로서는 도 1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중공의 로터(2)의 표면에 나선상의 홈(2a)을 마련해

두고, 이 홈(2a)에 적합한 나선상 코일로 이루어진 스테이터(1)에 진동자(3)로부터 굴곡파를 전송하면, 로터(2)를 회전시

키면서 축방향으로 직선운동시킬 수 있다. 위상제어부(14)를 설치함으로써 구동력을 높일 수 있다. 도 15 (a)는 로터(2)와

스테이터(1)의 부분의 정면도, 도 15 (b)는 측면도, 도 15 (c)는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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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6의 실험예로서 직경 6mm 길이 20mm의 표준 볼트에 직경 0.5mm의 철선을 5회 감고, 50kHz에서 출력 10W의

초음파 진동자에 철선을 접촉시킴으로써 약 10mm의 스트로크가 용이하게 얻어졌다.

[실시예 7]

코일의 권취수가 적은 상태에서 구동력을 높이는 방법을 도 16에 나타낸다. 도 16에서, 초음파 발생부(13)는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굴곡파를 발생하는 어레이형 진동자로 음향도파로(5a)를 통하여 스테이터(1)에 굴곡파를 전송한다. 스테이터(1)

에서 회전운동으로 변환되지 않은 굴곡파는 도파로(5b)를 통하여 초음파 발생부(13)로 돌아간다. 이 때, 위상제어부(14)

에서 굴곡파의 위상을 제어함으로써, 초음파 발생부(13)에서 발생하는 초음파와 동일 위상에서 가산되기 때문에, 굴곡파

로부터 이동체로 변환되는 에너지가 커진다.

초음파 발생부(13)에서는, A, B, C, ... 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진동자가 몇 개로 분할되어있다. 여기서, 도 1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 진동자(A, B, B, ...)에 인가하는 전압의 위상을 조정함으로써 일방향으로 진행하는 굴곡파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굴곡파의 위상은 코일의 직경과 음향도파로의 두께와 길이를 바꿈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일 예로서 도 18에 직경

0.1mm 내지 0.3mm의 스텐레스선을 코일화한 경우의 군속도의 크기와 코일의 반경의 관계를 나타낸다.

[실시예 8]

도 19는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를 직렬 접속하여 구동력을 크게 한 모터를 나타낸다. 초음파 발생부(13-1)에서 발생한 굴

곡파는 음향도파로(5a-1)를 통하여 스테이터로 전송되어 로터(2)를 구동한다. 초음파 발생부(13-2, 13-3)에서 발생한 굴

곡파도 마찬가지로 로터(2)를 동일 방향으로 구동하도록 배치한다. 14-1 ∼ 14-3은 위상조정기를 나타낸다.

[실시예 9]

도 20은 본 발명의 모터를 병렬 접속하여 몇 개의 모터를 동시에 구동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초음파 발생부(13)에서 발생

한 굴곡파는 음향도파로를 통하여 초음파 모터(15-1 ∼ 15-3)를 구동한다. 초음파 발생부(13)와 위상제어부(14)를 독립

킴으로써, 각 모터(15-1 ∼ 15-3)를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실시예 10]

나선상 스테이터를 이용한 모터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도 21 (a),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요요처럼 스테이터(1)의 양측

을 원반(로터)(2)으로 개재하는 구성으로 한다. 일 예로서, 직경 0.3mm의 황동선을 나선상으로 감고 직경 10mm의 원반

(2)으로 개재한 구조의 모터를 시험 제작하고, 40kHz에서 출력 10W의 초음파 진동자(3)에 황동선을 접촉시켜서 원반(2)

의 회전을 확인하였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는, 모터를 필요로 하는 로봇공학, 전기자동차 등의 기계공학분야, 의료용 진단, 치료

등의 의학분야, 전자계의 영향을 회피할 필요가 있는 계측, 생산공학분야 등 광범위한 기술분야에서 이용된다. 특히, 초소

형, 수중동작, 및 중공축의 이동체의 회전이 가능한 의료용 분야에서의 혈관내 초음파화상화법(IVUS)과 혈전제거 및 혈전

방지용 모터 등, 혈관내에서 사용하는 모터에 이용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동작원리를 나타내는데, (a)는 굴곡파의 시간변화, (b)는 탄성체 하면상의 점 P의 시간궤

적을, 또한 (c)는 구동원리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기본구성을 나타내는 개념도로서, 원형단면의 로터에 헬리컬 형상으로 감겨진

음향도파로(스테이터)의 배치와 그 도파로 표면의 질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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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스테이터에 전달되는 초음파의 굴곡파의 진동에 의해 탄성체 표면의 입자가 그

리는 시간궤적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동작원리를 나타내는 개념도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음향도파로 표면의 질

점 P, Q, R, S가 차례로 로터와 접촉하고, 로터의 원주방향으로 구동력을 부여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 1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헬리컬코일 형상의 스테이터를 이용한

것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에 이용하는 도파로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념도로서, (a)는 둥근 형상을 갖는 단

면을 갖는 복합도파로를, 또한 (b)는 사각형 단면을 갖는 복합도파로를 이용한 예를 나타낸다.

도 7은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 2의 개념도로서, 초음파 전달에 복합도파로를 이용하고, 스테이터를 로

터의 외부에 배치한 예를 나타낸다.

도 8은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다른 실시예의 개념도로서, 스테이터에 헬리컬 형상 코일형 스테이터를 이용하

고, 그 스테이터를 로터의 내부에 배치한 예를 나타낸다.

도 9는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다른 실시예의 개념도로서, 초음파 전달에 복합도파로를 이용하고, 스테이터를

헬리컬 형상 코일형 스테이터로 구성하고, 그 스테이터를 로터 외부에 배치한 예를 나타낸다.

도 10은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 3의 개념도로서, (a)는 구형으로 스테이터를 구성한 예를, (b)는 원통형상 로터내

에 스테이터를 마련한 예를 나타낸다.

도 11은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 4의 개념도로서, 로터와 일체로 회전하는 엔코더를 배치한 예를 나타낸

다.

도 12는 도 11에 나타낸 엔코더가 펄스를 카운트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13은 도 11에 나타낸 엔코더의 출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진행파형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 5의 개념도로서, 초음파 내시경에 응용한 예를 나타낸다.

도 15는 이동체를 회전하면서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 6을 나타내는데, (a)는 그 정면도, (b)는 우측면

도, (c)는 종단면도를 나타낸다.

도 16은 어레이형 초음파 진동자로 이루어지는 초음파 발생부로 음향도파로중에 초음파의 진행파를 발생시키고, 음향도

파로를 통하여 스테이터에 전달하고, 게다가 스테이터에서 변환되지 않는 초음파를 위상제어부와 음향도파로를 통하여 초

음파 발생부에 동일 위상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를 7을 나타낸다.

도 17은 어레이형 초음파 진동자에 위상차를 부여한 전압을 인가하여,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굴곡파를 발생하는 방법을 나

타낸다.

도 18은 코일의 내경과 코일상을 전달하는 굴곡파의 군속도와 코일 내경의 관계를 나타낸다.

도 19는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 8에서 초음파 모터를 직렬 접속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 20는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 9에서 초음파 모터를 병렬 접속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 21은 본 발명의 초음파 모터의 실시예 10의 개념도로서, (a)는 그 정면도, (b)는 그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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