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8

     H04R 19/04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1월23일

10-0544282

2006년01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4-0012309 (65) 공개번호 10-2005-0087092

(22) 출원일자 2004년02월24일 (43) 공개일자 2005년08월31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비에스이

인전 남동구 고잔동 626-3 (58블럭4롯트)

(72) 발명자 송청담

서울특별시강서구가양1동236-6

(74) 대리인 윤병삼

감동훈

심사관 : 김기영

(54)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요약

본 발명은 PCB면에 음향홀이 형성된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마이크로폰은, 일

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 사각통형의 케이스에 삽입될 수 있는 금속링; 음공이 형성된 원판형의

백플레이트; 링형의 얇은 스페이서; 상하가 개구된 원통형의 절연링; 진동판; 진동판을 회로기판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환형 도전링; 중앙부분에 전방음을 위한 음공이 형성되고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고 타면에 돌출단자가 형

성된 사각판형의 PCB로 구성되어 케이스안에 금속링, 백플레이트, 스페이서, 절연링, 진동판, 도전링, PCB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후 케이스의 끝단을 커링시킨 구조로 조립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마이크로폰은 표면실장(SMD) 공정에서 부

품의 방향을 확인하여 2개 이상의 접속단자를 용이하게 맞출 수 있으므로 메인 PCB의 접속단자와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접속단자의 접속면이 틀어지거나 접속단자의 연결 또는 방향(극성)이 바뀌는 접속불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콘덴서 마이크로폰, 표면실장(SMD), 부품의 방향, 평행육면체, 사각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도시한 개략도,

등록특허 10-0544282

- 1 -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도시한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1 실시예의 분해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2 실시예의 분해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3 실시예의 분해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실시예의 조립체 측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4 실시예의 분해 사시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5 실시예의 분해 사시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6 실시예의 분해 사시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4 내지 제6 실시예의 조립체 측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200,300,400,500,600: 콘덴서 마이크로폰

102,202,302,402,502,602: 케이스

412,512,612: 통합 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콘덴서 마이크로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PCB면에 음향홀이 형성된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

폰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전압 바이어스 요소(통상, 일렉트렛으로 이루어진다)와, 음압(sound pressure)에 대응하

여 변화하는 커패시터(C)를 형성하는 다이어프램/백플레이트 쌍, 그리고 출력신호를 버퍼링하기 위한 전계 효과 트랜지스

터(JFET)로 이루어진다.

도 1은 통상의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도시한 개략도이다.

통상의 콘덴서 마이크로폰(10)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통형 금속으로 된 케이스내에 폴라링, 다이어프램, 스페이서,

백플레이트, 절연체로 된 링 형태의 제1 베이스, 도체로 된 제2 베이스, 및 PCB 등이 실장되어 조립체의 외관이 원통형으

로 되어 있고, 2개의 접속단자가 PCB에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표면 실장시에 메인 PCB 단자와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접속단자를 정확하게 접속시켜야 하는데, 위와 같은 종래의

원통형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접속단자는 표면실장(SMD)에 부적합 구조이고, 단자면이 케이스의 커링면보다 안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어 표면실장시 솔더(solder) 부착 불량이 발생하며, 특히 다수의 접속단자를 구비할 경우 접속단자의 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워 표면실장 공정에서 접속단자의 극성이 바뀌어 접속되거나 접속단자의 접속면이 서로 틀어져 일부면 밖에

접속이 않되어 접속 불량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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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평행육면체형으로 되어 표면실장(SMD) 공정에서 부품

의 방향을 확인하기 용이하고, PCB면에 음향홀이 형성된 구조의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시예의 마이크로폰은,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

스; 상기 케이스에 삽입될 수 있는 금속링; 음공이 형성된 원판형의 백플레이트; 링형의 얇은 스페이서; 상,하가 개구된 원

통형의 절연링; 상기 절연링 내에 삽입되어 스페이서를 사이에 두고 백플레이트와 대향되는 진동판; 상기 진동판을 회로기

판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환형 도전링; 및 중앙부분에 음파의 유입을 위한 음공이 형성되고 일면에 부품이 실장되

며 타면에 돌출단자가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로 구성되어 상기 케이스안에 상기 금속링과 백플레이트, 스페이서, 절연링,

진동판, 도전링, PCB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후 케이스의 끝단을 커링시킨 구조로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100~600)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행육면체형 케이스내에 부품들이 삽입되어

PCB면에 형성된 돌출단자를 통해 메인 PCB에 접속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콘덴서 마이크로폰(100~600)

은 평행육면체형으로 되어 표면실장시 부품의 방향을 용이하게 맞출 수 있으므로 메인 PCB의 접속단자와 콘덴서 마이크

로폰의 접속단자의 접속면이 틀어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콘덴서 마이크로폰

(100~600)은 케이스에 음향홀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PCB면에 음향홀을 형성한 후, 음향홀이 형성된 메인 PCB에 접속함

으로써 실장이 용이한 잇점이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부품들로 구

현될 수 있는데, 이하 제1 내지 제6 실시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1 실시예]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콘덴서 마이크로폰(100)은,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102)와, 사각

통형의 케이스(102)에 삽입되어 백플레이트(104)와 케이스(102)를 도전시키기 위한 링형의 금속링(103), 음공(104a)이

형성된 원판형의 백플레이트(104), 링형의 얇은 스페이서(spacer:106), 상하가 개구된 원통형의 절연링(108), 진동판

(110), 진동판(110)을 회로기판(PCB: 114)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환형 도전링(112),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고 타면에 돌출단자(116)가 형성되며 음공(114a)이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114)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진동

판(110)은 도전링(112)과의 전기적인 접속을 위한 폴라링(110a)과 음압에 의해 진동되는 진동막(110b)으로 구성되고, 백

플레이트(104)는 금속판에 유기필름이 융착되어 있고 유기필름에 일렉트릿이 형성되어 있다.

[제2 실시예]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콘덴서 마이크로폰(200)은,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202)와, 사각

통형의 케이스(202)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형인 금속링(203), 음공(204a)이 형성된 사각판

형의 백플레이트(204),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형으로 된 스페이서(spacer: 206), 상하면이 개구된 사각통형의

절연링(208), 절연링(208) 내에 삽입되어 스페이서(206)를 사이에 두고 백플레이트(204)와 대면하는 진동판(210), 진동

판(210)을 회로기판(214)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형으로 된 도전링(212), 일면

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고 타면에 돌출단자(216)가 형성되며 음공(214a)이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214)로 구성되

어 있다. 여기서, 진동판(210)은 도전링(212)과의 전기적인 접속을 위한 폴라링(210a)과 음압에 의해 진동되는 진동막

(210b)으로 구성되고, 백플레이트(204)는 금속판에 유기필름이 융착되어 있고 유기필름에 일렉트릿이 형성되어 있다.

[제3 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3 실시예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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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콘덴서 마이크로폰(300)은,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302)와, 사각

통형의 케이스(302)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도 사각형인 금속링(303), 음공(304a)이 형성된 사각

판형의 백플레이트(304),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도 사각형으로 된 스페이서(spacer:306), 상하면이 개구된 사각통

형의 절연링(308), 절연링(308)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의 진동막 부분도 사각형인 진동판(310), 진

동판(310)을 회로기판(314)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도 사각형으로 된 도전링(312),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고 타면에 돌출단자(316)가 형성되며 음공(314a)이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314)로 구

성되어 있다. 여기서, 진동판(310)은 도전링(312)과의 전기적인 접속을 위한 폴라링(310a)과 음압에 의해 진동되는 진동

막(310b)으로 구성되고, 백플레이트(304)는 금속판에 유기필름이 융착되어 있고 유기필름에 일렉트릿이 형성되어 있다.

[제1-제3 실시예의 동작]

도 6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실시예의 조립체 측단면도로서, 부품의 참조번호는 제1 실시예의 참조번호를 대표번호로

사용한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제1 내지 제3 실시예의 콘덴서 마이크로폰(100~300)은 사각통 모양의 케이스(102)안에 금속링(103)과

백플레이트(104), 스페이서(106), 절연링(108), 진동판(110a,110b), 도전링(112), 및 음공(114a)이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114)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후 케이스(102)의 끝단을 커링시킨 구조로 조립되어 있다.

그리고 PCB(114)의 노출면은 케이스(102)의 커링면보다 돌출되게 돌출단자(116)가 형성되어 마이크로폰(100~300)이

음공이 형성된 메인 PCB 예컨대, 휴대폰의 PCB에 SMD방식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한 돌출단자(116)

는 Vdd 접속을 위한 단자와 접지단자, 및 부가적인 기능에 따라 요구되는 단자들이 될 수 있다.

또한 제1 내지 제3의 실시예에서 사각형 구성품들은 사각형의 각 변이 맞닿는 모서리가 각 부품의 제조 편리성 또는 조립

의 편리성에 따라 라운드(round) 형상을 가질 수도 있고, PCB에 실장되는 IC는 전계효과트랜지스터(JFET), 증폭기

(Amplifier),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 또는 증폭기(Amplifier)와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를 커스텀화(ASIC)

한 IC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제1 내지 제3 실시예의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돌출단자(116)는 메인 PCB의 접속단자에 접속되어 Vdd와 GND 전원이 인가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100~300)에서 진동막(110b)은 도전링(112)과 폴라링(110a)을 거쳐

PCB(114)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백플레이트(104)는 케이스(102)를 통해 PCB(114)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외부 음원으로부터의 음향은 PCB의 음공(114a)을 통해 마이크로폰의 내부로 유입되어 진동막(110b)

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진동막(110b)은 음압에 의해 진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진동막(110b)과 백플레이트(104)와의 간격이 변하게 되

며, 그 결과 진동막(110b)과 백 플레이트(104)에 의해 형성된 정전용량이 변화되어 음파에 따른 전기적인 신호(전압)의 변

화를 얻을 수 있고, 이 신호가 앞서의 전기적인 연결선로를 따라 PCB(114)에 실장된 IC로 전달되어 증폭된 후 돌출단자

(116)를 통해 외부 회로로 출력된다.

[제4 실시예]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4 실시예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콘덴서 마이크로폰(400)은,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402)와, 사각

통형의 케이스(402)에 삽입될 수 있는 링형의 금속링(403), 음공(404a)이 형성된 원판형의 백플레이트(404), 링형의 얇은

스페이서(spacer:406), 진동판(410)을 절연시키기 위한 환형의 실드링(408), 실드링(408)에 삽입되는 진동판(410), 상하

가 개구된 원통형의 절연몸체(412a)의 내주면에 진동판(410)과 PCB(414) 사이에 전기적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층

(412b)이 형성된 통합 베이스(412), 중앙부분에 전방음을 위한 음공(414a)이 형성되고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

며 타면에 돌출단자(416)가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414)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진동판(410)은 도전층(412b)과의 전

기적인 접속을 위한 폴라링(410a)과 음압에 의해 진동되는 진동막(410b)으로 구성되고, 백플레이트(404)는 금속판에 유

기필름이 융착되어 있고 유기필름에 일렉트릿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 베이스(412)는 PCB기술을 이용하여 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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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원통형의 절연 몸체(412a)를 PCB 기판으로 형성한 후 절연 몸체(412a)의 양면과 내주면에 원주 외경보다 작은 외경을

갖도록 금속 도금층으로 도전층(412b)을 형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통합 베이스(412)는 종래의 절연기능

을 하는 제1 베이스와 도전기능을 하는 제2 베이스가 하나의 통합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금속도금층의 외경은 절

연 몸체의 외경보다 작게 하여 케이스와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절연 몸체(412a)는 글래스 에폭

시(glass epoxy) 계열, 수지 계열, 혹은 PVC 계열의 절연체 인쇄기판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면에는 자세히 도시하지 않았으나 절연 몸체(412a)가 절연기능을 하고, 절연 몸체(412a)에서 진동판(410)과 접촉

되는 일면과 PCB(414)와 접촉되는 타면의 내측에 금속도금층을 형성한 후 상,하의 금속도금층을 쓰루홀(through hole)이

나 비아홀(via hole)로 연결하여 양면의 금속도금층이 도통되게 함으로써 도전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제5 실시예]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5 실시예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콘덴서 마이크로폰(500)은,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502)와, 사각

통형의 케이스(502)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의 진동막 부분도 사각형인 금속링(503), 음공(504a)이

형성된 사각판형의 백플레이트(504),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도 사각형으로 된 스페이서(spacer:506), 진동판(510)

을 절연시키기 위한 사각링형의 실드링(508), 실드링(508)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의 진동막 부분도

사각형인 진동판(510), 상하가 개구된 사각통형의 절연몸체(512a)의 내주면에 진동판(510)과 PCB(514) 사이에 전기적

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층(512b)이 형성된 통합 베이스(512), 중앙부분에 전방음을 위한 음공(514a)이 형성되고 일

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며 타면에 돌출단자(516)가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514)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진동판(510)은 도전층(512b)과의 전기적인 접속을 위한 폴라링(510a)과 음압에 의해 진동되는 진동막(510b)으

로 구성되고, 백플레이트(504)는 금속판에 유기필름이 융착되어 있고 유기필름에 일렉트릿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

베이스(512)는 PCB기술을 이용하여 내부가 빈 원통형의 절연 몸체(512a)를 PCB 기판으로 형성한 후 절연 몸체(512a)의

양면과 내주면에 원주 외경보다 작은 외경을 갖도록 금속 도금층으로 도전층(512b)을 형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통합 베이스(512)는 종래의 절연기능을 하는 제1 베이스와 도전기능을 하는 제2 베이스가 하나의 통합 베이스로 이

루어져 있다. 이때 금속도금층의 외경은 절연 몸체의 외경보다 작게 하여 케이스와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여기서, 절연 몸체(512a)는 글래스 에폭시(glass epoxy) 계열, 수지 계열, 혹은 PVC 계열의 절연체 인쇄기판으로 구

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면에는 자세히 도시하지 않았으나 절연 몸체(512a)가 절연기능을 하고, 절연 몸체(512a)에서 진동판(510)과 접촉

되는 일면과 PCB(514)와 접촉되는 타면의 내측에 금속도금층을 형성한 후 상,하의 금속도금층을 쓰루홀(through hole)이

나 비아홀(via hole)로 연결하여 양면의 금속도금층이 도통되게 함으로써 도전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제6 실시예]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6 실시예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콘덴서 마이크로폰(600)은,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602)와, 사각

통형의 케이스(602)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의 부분이 원형인 금속링(603), 음공(604a)이 형성된 원

판형의 백플레이트(604),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형으로 된 스페이서(spacer: 606), 진동판(610)을 절연시키기

위한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형인 실드링(608), 실드링(608)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의 진

동막 부분이 원형인 진동판(610), 상하가 개구되고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통형인 절연몸체(612a)의 내주면에

진동판(610)과 PCB(614) 사이에 전기적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층(612b)이 형성된 통합 베이스(612), 중앙부분에

음공(614a)이 형성되고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며 타면에 돌출단자(616)가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614)로 구

성되어 있다.

여기서, 진동판(610)은 도전층(612b)과의 전기적인 접속을 위한 폴라링(610a)과 음압에 의해 진동되는 진동막(610b)으

로 구성되고, 백플레이트(604)는 금속판에 유기필름이 융착되어 있고 유기필름에 일렉트릿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

베이스(612)는 PCB기술을 이용하여 내부가 빈 원통형의 절연 몸체(612a)를 PCB 기판으로 형성한 후 절연 몸체(612a)의

양면과 내주면에 원주 외경보다 작은 외경을 갖도록 금속 도금층으로 도전층(612b)을 형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통합 베이스(612)는 종래의 절연기능을 하는 제1 베이스와 도전기능을 하는 제2 베이스가 하나의 통합 베이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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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다. 이때 금속도금층의 외경은 절연 몸체의 외경보다 작게 하여 케이스와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여기서, 절연 몸체(612a)는 글래스 에폭시(glass epoxy) 계열, 수지 계열, 혹은 PVC 계열의 절연체 인쇄기판으로 구

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면에는 자세히 도시하지 않았으나 절연 몸체(612a)가 절연기능을 하고, 절연 몸체(612a)에서 진동판(610)과 접촉

되는 일면과 PCB(614)와 접촉되는 타면의 내측에 금속도금층을 형성한 후 상,하의 금속도금층을 쓰루홀(through hole)이

나 비아홀(via hole)로 연결하여 양면의 금속도금층이 도통되게 함으로써 도전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제 4-6 실시예의 동작]

도 10은 본 발명의 제4 내지 제6 실시예의 조립체 측단면로서, 부품의 참조번호는 제4 실시예의 참조번호를 대표번호로

사용한 것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제4 내지 제6 실시예의 콘덴서 마이크로폰(400~600)은 사각통 모양의 케이스(402)안에 금속링(403),

백플레이트(404), 스페이서(406), 실드링(408), 진동판(410), 통합베이스(412), 및 음공(414a)이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414)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후 케이스(402)의 끝단을 커링시킨 구조로 조립되어 있다.

그리고 PCB(414)의 노출면은 케이스(402)의 커링면보다 돌출되게 돌출단자(416)가 형성되어 마이크로폰(400~600)이

메인 PCB 예컨대, 휴대폰의 PCB에 SMD방식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한 돌출단자(416)는 Vdd 접속을

위한 단자와 접지단자, 및 부가적인 기능에 따라 요구되는 단자들이 될 수 있다.

또한 제4 내지 제6의 실시예에서 사각형 구성품들은 사각형의 각 변이 맞닿는 모서리가 각 부품의 제조 편리성 또는 조립

의 편리성에 따라 라운드(round) 형상을 가질 수도 있고, PCB에 실장되는 IC는 전계효과트랜지스터(JFET), 증폭기

(Amplifier),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 또는 증폭기(Amplifier)와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를 커스텀화(ASIC)

한 IC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제4 내지 제6 실시예의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돌출단자(416)는 메인 PCB의 접속단자에 접속되어 Vdd와 GND 전원이 인가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콘덴서 마이크로폰(400~600)에서 백플레이트(404)는 케이스(402)와 금속링(403)을 거쳐

PCB(414)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진동판(410)은 통합 베이스(412)의 도전층(412b)을 통해 PCB(414)와 전기적으로 연

결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외부 음원으로부터의 음향은 PCB(414)의 음공(414a)을 통해 마이크로폰의 내부로 유입되어 진동막

(410b)으로 전달되고, 백챔버의 음향은 백플레이트(404)의 음공(404a)을 지나 진동막(410b)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진동막(410b)은 음압에 의해 진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진동막(410b)과 백플레이트(404)와의 간격이 변하게 되

며, 그 결과 진동막(410b)과 백 플레이트(404)에 의해 형성된 정전용량이 변화되어 음파에 따른 전기적인 신호(전압)의 변

화를 얻을 수 있고, 이 신호가 앞서의 전기적인 연결선로를 따라 PCB(414)에 실장된 IC로 전달되어 증폭된 후 돌출단자

(416)를 통해 외부 회로로 출력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표면실장(SMD) 공정에서 부품의 방향을

확인하여 접속단자를 용이하게 맞출 수 있으므로 메인 PCB의 접속단자와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접속단자의 접속면이 틀어

지거나 방향(극성)이 바뀌는 접속불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케이스면이 아닌 PCB면에 음향홀을 형

성하여 메인 PCB에 실장하기 용이한 잇점이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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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102);

상기 케이스(102)에 삽입될 수 있는 금속링(103);

음공(104a)이 형성된 원판형의 백플레이트(104);

링형의 얇은 스페이서(106);

상,하가 개구된 원통형의 절연링(108);

상기 절연링(108) 내에 삽입되어 스페이서(106)를 사이에 두고 백플레이트(104)와 대향되는 진동판(110);

상기 진동판(110)을 회로기판(PCB: 114)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환형 도전링(112); 및

중앙부분에 전방음을 위한 음공(114a)이 형성되고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고 타면에 돌출단자(116)가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114)로 구성되어

상기 케이스안에 상기 금속링(103)과 백플레이트(104), 스페이서(106), 절연링(108), 진동판(110), 도전링(112),

PCB(114)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후 케이스의 끝단을 커링시킨 구조로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실장을 위한 평행육

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청구항 2.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202);

상기 케이스(202)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형인 금속링(203);

음공(204a)이 형성된 사각판형의 백플레이트(204);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형으로 된 스페이서(206);

상하면이 개구된 사각통형의 절연링(208);

상기 절연링(208)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의 진동막 부분이 원형인 진동판(210)

상기 진동판(210)을 회로기판(214)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형으로 된 도전링

(212); 및

중앙부분에 전방음을 위한 음공(214a)이 형성되고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고 타면에 돌출단자(216)가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214)로 구성되어

상기 케이스안에 상기 금속링(203), 백플레이트(204), 스페이서(206), 절연링(208), 진동판(210), 도전링(212),

PCB(214)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후 케이스의 끝단을 커링시킨 구조로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실장을 위한 평행육

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청구항 3.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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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케이스(302)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 부분도 사각형인 금속링(303);

음공(304a)이 형성된 사각판형의 백플레이트(304);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도 사각형으로 된 스페이서(306);

상하면이 개구된 사각통형의 절연링(308);

상기 절연링(308)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의 진동막 부분도 사각형인 진동판(310);

상기 진동판(310)을 회로기판(314)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도 사각형으로 된 도전링

(312); 및

중앙부분에 전방음을 위한 음공(314a)이 형성되고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고 타면에 돌출단자(316)가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314)로 구성되어

상기 케이스안에 상기 금속링과 백플레이트, 스페이서, 절연링, 진동판, 도전링, PCB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후 케이스의 끝

단을 커링시킨 구조로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실장을 위한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청구항 4.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402);

상기 케이스(402)에 삽입될 수 있는 링형의 금속링(403);

음공(404a)이 형성된 원판형의 백플레이트(404);

링형의 얇은 스페이서(406);

진동판(410)을 절연시키기 위한 환형의 실드링(408);

상기 실드링(408)에 삽입될 수 있는 원형의 진동판(410);

상하가 개구된 원통형의 절연몸체(412a)의 내주면에 진동판(410)과 PCB(414) 사이에 전기적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도

전층(412b)이 형성된 통합 베이스(412); 및

중앙부분에 전방음을 위한 음공(414a)이 형성되고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며 타면에 돌출단자(416)가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414)로 구성되어

상기 케이스안에 상기 진동판과 스페이서, 실드링, 백플레이트, 통합베이스, PCB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후 케이스의 끝단

을 커링시킨 구조로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실장을 위한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청구항 5.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에 음을 유입하기 위한 음공(502a)이 형성된 사각통형의 케이스(502);

상기 케이스(502)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 부분도 사각형인 금속링(503);

음공(504a)이 형성된 사각판형의 백플레이트(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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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도 사각형으로 된 스페이서(506);

진동판(510)을 절연시키기 위한 사각링형의 실드링(508);

상기 실드링(508)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의 진동막 부분도 사각형인 진동판(510);

상하가 개구된 사각통형의 절연몸체(512a)의 내주면에 백플레이트(510)와 PCB(514) 사이에 전기적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층(512b)이 형성된 통합 베이스(512); 및

중앙부분에 전방음을 위한 음공(514a)이 형성되고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며 타면에 돌출단자(516)가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514)로 구성되어

상기 케이스안에 상기 금속링과 백플레이트, 스페이서, 실드링, 진동판, 통합베이스, PCB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후 케이스

의 끝단을 커링시킨 구조로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실장을 위한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청구항 6.

일면이 개구되고 바닥면이 막힌 사각통형의 케이스(602);

상기 케이스(602)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 부분이 원형인 금속링(603);

음공(604a)이 형성된 원판형의 백플레이트(604);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형으로 된 스페이서(606);

진동판(610)을 절연시키기 위한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형인 실드링(608);

상기 실드링(608)에 삽입될 수 있는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의 진동막 부분이 원형인 진동판(610);

상하가 개구되고 외주면이 사각형이고 내주면이 원통형인 절연몸체(612a)의 내주면에 백플레이트(610)와 PCB(614) 사

이에 전기적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층(612b)이 형성된 통합 베이스(612); 및

중앙부분에 전방음을 위한 음공(514a)이 형성되고 일면에 부품(IC, MLCC)이 실장되며 타면에 돌출단자(616)가 형성된

사각판형의 PCB(614)로 구성되어

상기 케이스안에 상기 진동판과 스페이서, 실드링, 백플레이트, 통합베이스, PCB가 순차적으로 배치된 후 케이스의 끝단

을 커링시킨 구조로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실장을 위한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청구항 7.

제4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베이스는,

상기 절연몸체 상하면에 도금 형성된 도전패턴이 절연몸체 내부에 형성된 쓰루홀이나 비아홀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표면실장을 위한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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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각형 구성품들은 상기 사각형의 각 변이 맞닿는 모서리가 각 부품의 제

조 편리성 또는 조립의 편리성에 따라 라운드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실장을 위한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

크로폰.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구성부품들은 부품의 제조편리성 또는 조립의 편리성에 따라 각 해당부

품을 바꾸어 교환 조립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실장을 위한 평행육면체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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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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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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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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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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