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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장의 영향에 의해 형상이 변화되는 전기 기계(electro-mechanical) 재료를 포함하<1>
는 소형 모터 및 액추에이터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다른 본체에 대한 운동이 소 단계(small 
step)의 반복에 의해 생성되는 모터 및 액추에이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모터의 구동방
법 및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크기 범위가 수 mm 미만인 고성능 모터에 대한 많은 수요가 존재하지만, 이런 종류의 모터는 선<2>
형(線形)  및/또는 회전 운동을 생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모터는 고정밀도를 가지면서 대출력
(large forces)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종류의 모터에서 신뢰성이 있고 염가인 모
터는, 예컨대, 카메라, 하드 디스크, CD 플레이어 등을 구동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펌프 등의 의료 기구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모터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현행 기술에서는, 전기 기계 재료에 의한 여러 가지의 장치가 존재한다. 전기 기계 재료는, 전기<3>
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때 그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흥미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베이스 플
레이트(base plate)에 고정된 전기 기계 재료편(材料片)은, 그 재료에 전기장이 인가할 시에 그 재료의 
고정되지 않은 표면을 이동시킨다. 이러한 운동, 수축 또는 신장은 상이한 형태의 모터 또는 액추에이터
를 구성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1 센티미터 이상의 범위의 크기의 모터에 대해 때때로 이용되는 기술은 초음파 모터 기술로서 지<4>
칭된다. 동일한 종류의 장치에 대해 때때로 이용되는 기타의 용어는 공진, 진동, 진행파(進行派) 또는 충
격식(impact) 모터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터에서는, 전기 기계 재료는 그 자체, 및 보통 금속 
블록인 고체편 재료에 공진 진동을 인가한다. 예컨대, 진행파 모터에서는, 금속 블록의 돌출부는 타원형
의 운동을 하게 하고, 이 돌출부와 접촉해 있는 다른 물체는 이 운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소
형 모터로 진행하면, 이런 운동이 너무 작게 되어, 제어할 수 없는 표면 토포그래피(topography) 등에 의
하여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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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계 재료에 의한 소형 모터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접근 방법은, 고유 공진의 동작을 차단하<5>
는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터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고 전의를 갖는 하나의 특정 작동 원

리는 인치웜(Inchworm
ⓡ
) 형태의 모터(M. Bexell, A.-L. Tiensuu, J-A. Schweitz, J. S derkvist, and S. 

Johansson,  Sensors  and  Actuators  A,  43  (1994)  322∼329)가 있다. 그 운동은, 곤충의 자벌레(insect 
inchworm)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발생되므로  인치웜이라는  이름이  있다(The 
micromachining book. Fishers, NY: Burleigh Instruments, Inc.(1990)). 이 운동의 원리는, 본 출원의 
이하 부분에서, 상술한 초음파 기술과 구별되는 "비 공진 단계(non-resonance step)" 기술로서 지칭한다. 
전기 기계 재료의 부분도 또한 PZT(piezoelectric transducer; 압전 변환기)로서 지칭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원리는 단순하다. 이동하는 본체는 두 개의 갈고리(claw) 사이에 지지되고, 이동<6>
하는 본체의 각 측에는 상기 갈고리의 각각이 존재한다. 각 갈고리는 이동하는 본체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세로 방향의 PZT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부에는 가로 방향의 PZT가 존재한다. PZT는 금속의 본체 상
에 조립된다. 모든 가로 방향의 PZT는 개시 위치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어 신장되면, 이동하는 본체를 파지
(grip)하고, 대향하는 2 개의 전면 가로 방향의 PZT가 재수축되면, 이동하는 본체의 파지를 느슨하게 한
다. 전기장이 세로 방향의 PZT에 인가되면, 그의 길이를 신장하고, 그 후에 전면의 가로 방향의 PZT가 다
시 신장하게 되면, 이동하는 본체를 새로운 위치에서 파지한다. 후방의 가로 방향의 PZT는 이동하는 본체
의 파지를 느슨하게 하고, 세로 방향의 PZT는 다시 수축하도록 하며, 이후에 후방의 PZT는 다시 상기 본
체를 파지한다. 이러한 사이클의 결과, 이동하는 본체는 두 개의 갈고리에 대하여 이동한다는 것이다.

상기 액추에이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자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전자 장치는 상이한 <7>
PZT에 적절한 전압을 적절한 순서로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전압의 시퀀스(sequence)는 매우 고속으로 반
복될 수 있으므로, 단계의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고속의 운동을 획득할 수 있다.

비 공진 단계의 원리에 의한 기존 제품의 개발을 제한하는 어느 정도의 중대한 요인이 있다. 이<8>
러한 제한 중에는, 개별 작동 소자를 충분히 스트로크(stroke)시키기가 곤란하고, 시스템에서 상기 소자 
및 기타 부품을 고 정밀도로 조립하기 위한 경비가 고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해결
책이 요한슨(Johansson)에 의한 스웨덴 특허 출원 제9300305-1호에 제시되어 있다. 적어도 두 개의 축의 
운동 능력을 갖는 작동 소자를 이용함으로써, 소자의 수가 감소되었다. 동시에, 상기 소자 내의 내부 레
버(lever)(예컨대, 바이모르프(bimorph))에 의한 운동이 확대되어, 이것에 의해 설계 시의 자유도가 증대
한다. 이러한 착상에 따라, 소형 모터가 구축되었고, 예측한대로 원하는 고 토오크 및 운동 능력을 지닌 
것이 판명되었다(M. Bexell and S. Johansson, Transducers, Stockholm, Sweden (1995) 528 - News).

상술한 해결책에 의하면, 다른 본체에 대한 운동은 하기의 방식으로 달성된다. 전기 기계 재료로 <9>
된 4 개의 능동 소자는 통상 실리콘으로 제조된 수동 베이스 플레이트 상에 장착되고, 이동하는 본체는 
돌출하는 능동 소자에 대하여 지지된다. 모든 소자는, 수직 방향으로 분할된 PZT의 2 개의 피제어부로 구
성되고, 상기 2 개의 피제어부는 양자 모두 베이스 플레이트와 이동하는 본체 사이에서 신장한다.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PZT의 제 1 부분에 대해서 수평 방향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평 방향이 아닌 방
향으로 전기장을 발생시키며, 한 부분은 수직 방향으로 수축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변하지 않
는다. 이런 2개의 부분이 기계적으로 하나의 편(piece)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능동 소자는 이 후에 
활동적인  부분의  측으로  구부러진다.  상기  부분의  모두가  에너지의  공급을  받으면,  소자  전체는 
수축하며, 제 2 PZT에만 전압이 인가되면, 소자는 다른 방향으로 구부러진다. 상이한 부분에서 전압을 변
경시킴으로써, 능동 소자의 상부의 접점은 사방형(斜方形)의 영역(rhombic area) 내에서 임의의 경로를 
따라  진행한다.  "접점"은  물론  수학적  의미에서의  점이  아니고,  실제적인  기하학  및  수직력(normal 
force)에  의존하는  작은  "접촉  영역"이며,  이러한  표현은  본  명세서에서  동의(同義)어의  형태로 
사용된다.

서로 잇따라 배열된 4 개의 능동 소자를 측방향으로의 운동 방향으로 이용함으로써, 본체 상의 <10>
운동 작용이 달성될 수 있다. 제 1 및 제 3 소자를 동상(同相)으로 이동시키고, 제 2 및 제 4 소자를 위
상을 다르게 이동시킴으로써, 상기와 유사한 비공진 단계 운동이 달성된다.

현재에, 이러한 모터는, 현재 공진된 모든 소형 모터(miniature motor) 중에서, 체적당 토오크가 <11>
가장 크다. 본 발명의 근원인 이러한 구성으로도 결점이 있다. 종래의 특허 출원에서, 모터는, 예컨대, 
기판 상에 탑재된 능동 소자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조립 방법으로서 납땜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서 값이 비싸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는 각 모터의 가격이 매
우 낮은 것을 요구한다.

상기의 특허 출원에서는, 바이모르프(bimorph) 또는 멀티바이모르프의 소자를 이용하여 2-축 운<12>
동 및, 그와 동시에 스트로크 확대 가능성을 획득하였다. 단일 클램프된(clamped) 바이모르프의 결점은, 
힘의 용량이 이상적인 레버와 비교해서 크게 감소되는 것이고, 이는, 상당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시에 
이러한 형태의 소자가 통상적으로 위치 지정에 사용되는 이유이다. 이중(二重) 클램프된 바이모르프, 곡
선형의 막(膜) 또는 아치형의 구조물은, 미국 특허 제5,589,725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어진 스
트로크 확대를 위한 더욱 양호한 힘 용량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레버리지(leverage) 구조에 대해 완
전히 만족시키는 어떠한 설계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제조(예컨대, 조립 작업) 경비가 너무 
비싸거나, 성능이 불충분하다.

소형 모터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응용 분야는, 카테테르(catheter)형의 기구 (의료용)이다. 문제<13>
는 길고 좁은 관(tube)의 형상을 어떻게 해서 제어하는 가에 있다. 관 자체를 기구로 하거나, 또는 기타
의 카테테르형의 기구의 보조 기구로 하는 가에 있다. 직경 5mm 미만의 크기의 관형 구조물의 운동을 제
어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또는 예만이 존재한다. 모든 제안은 명백한 결점을 갖고 있다. 운동이 
너무 늦고, 관이 너무 약하거나, 또는 과도한 열을 발생시킨다.

종래에는, 압전 재료의 다층 구조물은 하기의 방식으로 제조된다. 압전 분말 및 폴리머 결합제의 <14>
혼합물을 테이프 주조(tape casting)하여 그린 테이프(green tape; 미처리된 테이프)를 제작한다. 금속 
페이스트(paste)를 그린 테이프 상에 스크린 인쇄하여 전극 패턴을 형성한다. 이런 테이프를 적층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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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구조물을 형상한 후에, 이 구조물을 2 개의 단계, 즉, 폴리머를 번-아웃(burn-out)하는 제 1 단계 및, 
소결(燒結)시키는 제 2 단계로 열 처리하여, 모놀리식 유닛(monolithic unit)을 생성시킨다. 그의 외부 
형상은, 가장 일반적으로, 그린 상태(green state)에서 날카로운 쐐기(sharp wedge)로 절단되지만, 드릴
링, 절단 및 펀칭 등의 기타 성형 기술도 함께 이용될 수 있다. 소결 후에, 상이한 전극층에 대한 접점
(contacts)을, 이런 전극층에 직교하는 측면 상에 금속 페이스트를 인쇄하거나 페인팅하여 형성하고, 그 
후에 페이스트를 열처리하여 금속을 형성한다.

소형 모터에 대한 장래의 응용 분야의 주요 부분에서는, 제조 비용이 염가이어야 한다. 현재의 <15>
미세 제조 기술은 오히려 비싸고, 염가의 능동 부품을 제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주 필요성은, 전기 
활성 재료의 층간 전기 접속 및 전극의 패턴 형성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비 공진 단계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소수의 개별 소자를 포함<16>
하는 모터 또는 액추에이터를 제공하여, 장치의 운동의 정밀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러한 모터 또는 액추에이터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더욱 소형화될 수 있는 모터 또는 액추에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17>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광범위의 합성 운동을 달성할 수 있는 모터 또는 액추에이터를 제공하<18>
는 것이다.

상기의 목적들은 청구항 1에 의한 모터 또는 액추에이터에 의하여 달성된다. 액추에이터 또는 모<19>
터는, 소 단계를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운동이 생성되는 운동 작용을 부여하는 전기 기계 재료를 포함
한다. 액추에이터는, 전기 기계 재료에 집적된 전극을 갖는 하나 이상의 모놀리식 모듈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모놀리식" 이라는 용어는, 열처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집적되는 하나의 단일의 일체적인 
본체, 예컨대, 상이한 재료의 소결된 블록을 의미한다. 액추에이터는, 이동하는 본체와 함께 2 개 이상의 
접점을 갖고 있으며, 이런 접점은, 2 개 이상의 독립된 방향으로 상기 모놀리식 모듈 내의 수동부에 대하
여 서로 독립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 상기 모듈은, 단독으로 또는 기타의 모듈과 조합하여, 다른 본체를 
이동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제조방법은, 전기 기계 재료 등의 세라믹 본체 내의 복잡한 전극을 배치시키는 <20>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기하학적 형상을 전기 기계 재료의 입자를 지닌 폴리머 테이프에 복제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복제 단계에 의해, 상기 모듈의 3차원 패턴화가 달성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육각형의 모놀리식 구조물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21>

도 2는 제어 가능한 형상을 지닌 관 형태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22>

도 3은 연동( ; peristaltic)의 내부 운동을 하는 동심(同心)의 내부관을 포함하는 도 2의 <23>
실시예의 변형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회전 운동 및 선형 운동을 조합하도록 하는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24>

도 5는 주어진 스트로크 확대를 위한 힘 용량을 개선하는 아치형 구조물을 도시한 것이다.<25>

도 6은 전기 활성 테이프의 형상을 형성하기 위한 압연 공정을 도시한 것이다.<26>

도 7은 전극층을 코팅한 전기 활성 재료의 가소적(可塑的) 변형된 테이프의 최종적인 형상의 일<27>
부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28>

도 9는 개시 재료로서 이용되는 박막 내의 정렬(alignment) 형상을 도시한 것이다.<29>

실시예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도 1에 예시되고, 도 1에는 모든 능동 소자를 집적하는 모놀리식 모<30>
듈이 개시되어 있다. 모놀리식 모듈은, 보다 큰 육각형의 기계적 수동부(1) 및 능동 소자(2)에 관해서 설
명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모듈의 일체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들 부분이 모두 모놀리식 모듈을 형
성하기 때문에, 도 1에 도시된 어떤 부품도 해체할 수 없다. 능동 소자(2)는, 상기 모듈에 대하여 이동하
기로 되어 있는 본체의 표면과 접촉하거나 또는 적어도 표면의 부근에 있도록 배치된다(도면에 도시되지 
않음).

각 소자(2)는, 통상 다층 구조물인, 양호하게는 압전성의 전기 기계 재료로 구성된다. 전기 기계 <31>
재료는, 그것에 인가되는 어떤 전기장에 반응한다. 전압을 인가할 시에 큰 형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전
기장은 재료의 각 부분에서 높은 값이어야 한다. 다층화되지 않은(nonlayered) 재료의 경우, 단일 전압을 
구조물 전체에 인가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요구되는 전압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층화(layered) 
구조물의 이점 중 하나는 특정의 전기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압이 낮아진다는 것이며, 이것은, 예컨
대, 구동 전자 장치를 지닌 구조물의 정합을 바란다. 이것은, 전극층 및 접지층을 재료 내부에 도입합으
로써 달성된다. 각 전극에 비교적 저전압을 인가할 시에, 국부적인 전기장은 큰 형상 변화에 충분한 정도
로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다층화 구조물의 가능한 구성은 도 1의 상부에 도시되어 있고, 여기에, 소자 중 하나의 <32>
확대된 스케치가 도시된다. 전기적 접점(17Ⅰ 내지 17Ⅵ)은 전극(16Ⅰ 내지 16Ⅵ)에 접속되고, 접지 접점
(17 0)은, 도면에서 전기 기계층 간의 접지층(16 0)에 접속되어 있다. 도면에서, 전기 기계 재료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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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명하지는 않지만, 전기 기계층은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투명한 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전극, 접
점 등을 포함하는, 확대도에 도시된 전체의 부분은 전체의 모놀리식 모듈의 일체화된 부분이다.

상기의 능동 소자(2)의 구성에서는, 각 능동 소자(2)를 3 개의 독립된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33>
다.  동일한  전압을  모든  전극(17Ⅰ  내지  17Ⅵ)에  인가함으로써,  능동  소자(2)  전체가  그  높이를 
연장하며, 즉, 이동되는 본체에 대한 접점이 상향으로 이동된다. 예컨대, 전압을 전극(17Ⅰ 및 17Ⅱ)에 
인가함으로써, 전기 기계의 대응하는 부분의 높이가 연장하도록 하는 반면에, 기타 부분은 변화되지 않는
다. 도면에서, 이러한 상황은, 능동 소자(2)를 내향(內向)으로 기울게 하여, 접점을 내향에서 약간 상향
으로 이동시킨다. 마찬가지로, 전압을 전극(17Ⅱ 내지 17Ⅳ)에 인가함으로써, 능동 소자(2)는 도 1에서 
좌측으로 구부러지게 된다. 이러한 운동을 조합함으로써, 능동 소자(2)의 접점을 어떠한 제한치 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도 1에 예시한 전극 구성을 이용함으로써, 소자의 상부 표면이 기판에 대해 공간 내에서 <34>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한다. 예컨대, 도 1의 A 및 B와 같이 배치된 2 개 이상의 독립된 세트의 능
동 소자가 있다면, 모듈은 비 공진 단계의 기술 타입의 모터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한 예는 회전 운동이다. 이동되는 본체가, 활동적이지 않을 때, 각 소자(2)에 대<35>
하여 하나의 접점을 갖도록 능동 소자(2)의 상부에 배치된다고 추정한다. 스테핑(stepping) 사이클은, A 
세트의 능동 소자를 연장시킴으로써 개시하여, A 세트의 소자에 대한 3 개의 접점만이 남는다. 그 후, A 
세트의 소자는, 그들 모두가 육각형의 수동부(1)의 가장 가까운 에지(edge)와 평행으로 구부려지도록 활
성화된다. 그 후, 이동하는 본체는, 모듈의 중심을 통과하는 축의 주위에 작은 각도만큼 회전한다. B 세
트의 소자는 이동하는 본체와 접촉되고, A 세트는 수축되어 똑바로 된다. 그 다음, 사이클은 B 세트를 구
부리는 등을 계속한다.

또한, 선형 운동은, 상기와 같이 하는 대신에 상기 소자의 세트를 어떤 방향으로 구부림으로써 <36>
달성될 수 있다. 능동 소자의 평면 내에서 어떠한 임의의 운동이 이러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상기의 예에서, 소자는, 정 전압 펄스에 의해 구동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37>
반적으로 모든 소자는 정현파 전압에 의해 구동되어, 기판에 대한 소자 접점의 타원 운동을 달성하도록 
한다. 그 후, 2 개의 세트 A 및 B는 통상적으로 약 180°위상을 상이하게 해서 회전한다. 각각의 소자에 
대하여, 적어도 2 개의 위상이 있고, 도 1에서의 간단한 구성은 하나의 정현파로 전극(Ⅰ 및 Ⅵ)을 구동
시키고, 다른 정현파로 전극(Ⅲ 및 Ⅳ)을 구동시킨다. 이들은 접점의 적절한 타원 운동을 실행시키기 위
해 위상을 약 90° 변이(shift)시켜야 한다. 물론, 비 공진 단계 기술에 의한 운동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능동 소자에 전극을 배치하고, 전압을 접점에 인가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

실제의 전자 장치는 종래의 방법에 따라 구성될 수 있으므로, 본 출원서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38>
않는다.

또한, 위상 변이된 전압을 발생시키는 제어 전자 장치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센서(예컨대, 힘 센서 <39>
및 위치 센서)의 피드백 및 통신 전자 장치를 집적된 모듈에 집적시키거나, 거기에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테일러된(taylored) 전기 기계 액추에이터 모듈을 하나의 모놀리식 부분으로
서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액추에이터는 이점으로 카테테르형의 의료 기구에 이용된다. 제어 및 <40>
통신 전자 장치가 모듈 내에 집적(또는 탑재)된다고 하면, 예컨대, 도 2에 나타낸 배열은 선행 기술의 문
제를 해결한다. 이런 구성은, 본 발명에 의한 다수의 모듈을 포함하며, 전체 모듈(1)은 통상적으로 배면
(背面)측이 기울어진 쐐기(wedge) 형상을 갖는다. 쐐기 형상은 모듈 자체, 또는 모듈에 고정되어 있지 않
거나 탑재된 별개의 유닛일 수 있다. 또한, 탄성 재료 또는 탄성 구조물(예컨대, 스프링 타입의 기하학적 
형상)을 쐐기형 유닛 사이 또는 쐐기형 유닛으로서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다수의 상이한 운동 모드가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다. 모듈이 서로에 대하여 <41>
회전된다면, 구성 전체가 기울어진다. 이것은, 모듈 중 하나가 회전 운동을 하면, 상기와 같이 배치된 모
듈이 원형 경로를 따라 운반되고, 회전하는 모듈까지의 거리에 대한 원형 경로의 반경이 쐐기의 각도에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확한 예로서는 회전하는 모듈 상의 구성이 선형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이 구성의 상부 부분은 원추형의 표면에 뒤따른다.

2 개의 모듈이 모두 동작함으로써, 기울어짐이 없는 회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은, 2 개의 <42>
쐐기를 반대 방향으로 배치하여, 쐐기 각도가 서로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획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
전 운동은 도 2의 구성에서 더욱 더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조립을 위한 한 가지 해결책은 쐐기를 포함하는 모듈을 벨로우(bellow) 형상의 <43>
관(4)내에 봉입하는 것이다. 이런 관은 많은 모듈간에 수직력을 생성시킨다. 동시에, 상기 관은 보호용 
엔벨로프(envelope) 및 전기적 접속부로서 역할을 한다.

모든 모듈은 직렬 통신 버스(bus)(예컨대, 2 내지 4 전선)에 접속되어, 모듈 간의 전기적 접속부<44>
의 수를 감축시킬 수 있다.

다른 양호한 카테테르 설계는, 도 3에 예시한 바와 같이, 구형(球形)의 접촉면을 지닌 모듈을 이<45>
용하는 것이다. 구형의 접촉면(5)에 의해, 어떠한 기울어짐도 없이 각 모듈을 다음 모듈에 대하여 회전시
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3 축의 능동 소자를 사용하면, 각 개별 모듈을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일 수 
있다. 이것은, 도 1에 관련하여 설명된 선형 운동에 해당한다. 상기 카테테르는 도 2의 종전의 설계와 비
교하면 더욱 유연하다. 그러나, 쐐기형의 설계는 제조하기가 훨씬 쉽고, 이것은 어떤 응용 분야에서 유리
할  수  있다.  또한,  예컨대,  액체를  상기  카테테르의  작업단(working  end)을  통하여  출입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모듈의 중심에 관(6)을 배치함으로써 달성된다. 어떤 거리 만큼 
떨어져  있는  2  개의  관  압축부(constriction)(7)가  모두  이동한다면,  액체가  연동적으로  이송될   수 
있다. 압축부는 관을 회전시키거나, 모듈을 이용하여 신장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어떤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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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모듈을 이동시킴으로써, 이러한 압축부를 구성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고, 압축부 양자 모두를 일제
히 이동시키면, 그 사이에 봉입된 체적은 상기 구성의 중심을 통하여 이동될 수 있다.

고성능의 응용 중에는, 예컨대, 고속의 고정밀도 장치에서 선형 운동이 있다. 이러한 설계 중의 <46>
하나는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이런 설계는 고정자(stator) 구조물(8)에 조립된 3 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고정자 구조물은, 스프링 타입의 소자(9)로써 회전자(rotor)(10)에 대하여 방사상의 힘을 생성하는 형상
을 갖는다. 모듈의 능동 소자가,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3 축 운동을 하도록 형성되어 있다면, 
회전자의 축 방향 운동 및 회전 운동의 양자 모두를 달성할 수 있다. 모듈의 확대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 개의 능동 소자가 2 개의 세트로 분할된다. 이것은 모터의 2 개의 기타의 모듈에 대해서도 행해
진다. 이러한 능동 소자 중 2 개의 세트는, 도 1에서의 설명과 유사하게, 비 공진 단계 원리의 운동과 유
사한 파지용 갈고리를 형성한다. 각각의 세트의 능동 소자가 작동 중에 접선 방향으로 구부려진다면, 결
과적인 회전자의 운동은 회전이 된다. 각각의 세트의 능동 소자가 동작 중에 축 방향으로 구부려진다면, 
결과적인 회전자의 운동은 축 방향의 이동이 된다. 물론, 이러한 2 개의 운동 모드는, 모듈의 능동 소자
를 2 개의 순수한 운동의 경우의 사이의 방향으로 구부려지게 함으로써, 동시에 조합될 수도 있다.

단순한 회전 모터는, 도 1의 구조물과 유사한 2 개의 스프링을 탑재한 구조물의 중심에 회전자를 <47>
배치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경우, 2 개의 모놀리식 모듈의 접점은, 클램핑 
스프링 구조물에 의해 평면형 회전자 디스크의 양 측에 프레스(press)된다. 예컨대, 모놀리식 모듈을 통
하여 구멍이 뚫리면, 회전자 디스크에 접속된 회전자 샤프트(shaft)는 중심에서 모듈에 직교한다.

모듈에 의하여 이동되는 본체는 실제로 마찰 타입의 힘에 의해 이동된다. 이러한 힘을 발생시키<48>
기 위해서는, 모듈에 대한 어떤 종류의 수직력이 필요하다.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 즉, 모듈, 및 모듈
에 대하여 이동되는 본체 사이에 운동을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한 수직력을 달성시키는 방법이 다수 존재
할 수 있다. 중력, 자력, 정전기력, 분자력, 원자력, 점성력 등의 모드 타입의 힘이 이용될 수 있다. 스
프링의 탄성력은 물론 많은 응용 분야에 매력적이지만, 영구 자석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가장 효율
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탄성 스프링에 의한다는 것은 모든 기계 장치가 이동하는 본체를 모듈에 대해
서 프레스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스프링"은 통상적으로 주위를 둘러싸는 재료를 포함한다. 그
러나, 스프링은 어느 정도의 탑재 노력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이러한 해결책을 비용적으로 덜 효율적이
게 할 수 있다.

모듈에서 각각의 능동 소자의 운동 범위는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parameter)이다. 제조의 정밀도 <49>
및 정확도에 관하여는 충분히 큰 운동 범위를 필요로 한다. 도 1에 도시된 소자의 구성은 어떤 모터 크기
에 대해서는 충분할 수 있으나, 모터가 더욱 소형화될 때는 어떤 스트로크 확대 메커니즘을 이용하여야 
한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른 장치에서는, 어떤 스트로크 확대 노력이 있었으나, 매우 불충분하다. <50>
도 5에 개략적으로 나타낸 레버리지 구조물(11)은,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이런 구조물(11)은, 반
대 방향으로 지향된 2 개의 아치(12)가 베이스 유닛으로 배치된 아치형 구조물로 구성되는 모놀리식 본체
이다. 아치는, 통상적으로 전극층을 지닌 전기적 활성 재료로 구성되며, 임의의 전압이 인가되면, 하나의 
아치의 곡률(曲率)은 증가하고, 다른 아치의 곡률은 감소하는 식으로 접속된다. 이와 같이, 본체 전체가 
수직 방향으로 확장하고, 수평력(14)은 보상된다. 수평력은, 예컨대, 곡률을 변화시키는 수평 형상의 변
화로 발생한다. 하나의 아치의 곡률이 감소하고, 다른 아치의 곡률이 증가하므로, 그 결과로 생기는 힘은 
수평 방향으로 반대의 부호를 가져, 각 베이스 유닛 내에서 보상된다. 모듈에서 전극을 적절히 분배함으
로써, 3축 운동이 달성된다. 예를 들면, 각각의 아치 내의 전극 영역은, 모놀리식 모듈(1)의 능동 소자
(2)와 유사하게 분할되어, 힘의 전달 및 변위를 위해 이용되는 중심부는 또한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아치 사이의 용적은 비어 있거나 적적한 탄성 재료로 채워진다. 고무 등의 탄성 재료는, 예컨대,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손실시키지 않고 과부하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모놀리식 모듈의 제조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방법에서, 물론, 모놀리식 모듈<51>
을, 내부의 공극(void) 또는 유사물을 포함하는 최종의 형상으로 직접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
다. 도 6 내지 도 9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가능한 처리 기술이 기술되어 있다. 도 6
에서는, 기하학적 형상(19)을 지닌 롤러(18)를 이용하여, 이러한 형상을 전기 기계 재료(15)로 된 테이프
에 복제한다. 롤러에 대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소 저속의 스탬핑(stamping) 공정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런 방법은 공구(tool) 제작비가 더욱 염가인 이점이 있다. 복제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형상은, 주로 그
린(green) 상태, 즉, 열처리 전에 전극층의 형성 및 층 간의 접속을 위해 이용된다. 복제 기술의 다른 용
도는, 정렬(alignment)의 보조 수단으로서, 공극 체적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설명
된다. 실제의 적용에 따르면, 상술한 복제 이전에,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테이프는 전극층(16)으로 
피복될 수 있다. 테이프가 한 측면 또는 양 측면상에 전극층(16)으로 피복되면, 도 7에 도시된 압연 공정
에 의해 전극을 직접 패턴화할 수 있다. 전극층은 테이프의 가소성(可塑性) 변형에 의하여 분할되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별개의 전극 영역이 된다. 예컨대, 폴리머 테이프의 상부에 압전 입자로 전극을 
패턴화하는 것은, 보통 현재의 기술 수준에 의한 표준 리소그래픽(lithographic) 기술로서는 곤란하여,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양호한 방식으로 해결한다.

또한, 층 간의 전기적 접속은 테이프의 가소성 변형에 의해 구멍(20)을 형성함으로써 행해질 수 <52>
있다. 도 7에서, 구멍(20)의 벽은 계속 전극 재료로 피복되고, 두 층 간에는 전기적 접속이 형성된다. 선
택적으로, 상술한 방식으로 형성된 구멍은 전기 도전성 페이스트(paste)로 채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기적 접속부는 모듈을 통해 수평 방향으로 뿐만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전기적 접
속부를 형성하는 다른 방법은, 가소성 변형과 공동하여,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압연, 폴딩(folding), 
트위스팅(twisting)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전기적 접속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전기 기계 재료에 의한 액
추에이터의 제조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총체적으로 제한적인 처리 단계의 하나는 층 간의 전기적 접속
이다. 상이한 2 개의 평행한 층이 폴드(fold) 자체로 접속되는 단순한 폴딩 방식은 어떤 응용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이유는 상기 층 간에 접속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 활성 재료로 된 폴리
머 테이프를 압연하여 트위스팅하는 방식은, 구멍을 형성하지 않고 상이한 층 간에 전기적 접속을 형성하
는 기타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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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처리 단계는, 본래 공지된 방법에 의해, 이들 층을 적층하여 열처리에 의하여 모놀리식 <53>
유닛 또는 모듈을 제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는 본 명세서에서 추가로 설명하지 않는다.

내부 공극의 체적(또는 적절한 재료)은 전기 불활성 재료의 층을 포함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54>
이러한 층은 복제 단계 전후 뿐만 아니라 적층 단계 동안에도 도입될 수 있다. 이런 복제에 의하여, 상이
한 기하학적 형상의 폴리머 체적이 생성된다. 열 처리, 특히, 종래의 도입 번-아웃 열처리 동안에, 예컨
대, 폴리머 재료가 소멸한다. 따라서, 공극의 체적은, 패턴화된 폴리머 층을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도입
함으로써 생성할 수 있다.

모듈 등의 능동 소자의 상부에 적당한 외부의 마찰 층은 동일한 방식으로 포함될 수 있다. 능동 <55>
소자의 외측 부분은 이동하는 본체와 기계적으로 접속하는 모듈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마찰 효과
로 노출되는 모듈의 유일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동 동작이 어떤 마찰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어야 한다. 그 후, 내마모성 등을 개선하는 한 가지 방법은 능동 소자의 최외측 부분을 외부 마
찰층으로 피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층은, 또한 하나 이상의 내마모성 재료층을 최종적인 전기 기계 층의 
상부에 추가함으로써, 본 발명에 의한 제조 방법에 용이하게 도입된다. 이 후에, 마찰층은 소결 공정 동
안에 모듈 내에 집적된다.

제조 공정에서 한 가지 곤란한 단계는 열처리 전에 상이한 적층을 정렬시키는 것이다. 전체적인 <56>
정밀도는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밀도는 정렬 공정 중에 획득될 필요가 있
다. 적층 중의 정렬은, 특정의 정렬 형상(21), 예컨대, 구멍 내의 페그(peg)도 박막에 복제된다면, 매우 
단순화될 수 있다. 도 9로부터, 기하학적 구조물은 정렬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9에서, 
연속적인 3 개의 층에 존재하는 어떤 기하학적 에지(edge)는 21A 내지 21F로 표시되어 있다. 돌출 에지
(21A, 21B 및 21E)는 하부 층의 오목부(凹部) 에지(21C, 21D 및 21F)에 제각기 대응한다. 이러한 층을 소
로의 상부에 위치 설정할 때, 이러한 에지는 모두 맞추어져, 층이 정확하게 정렬되도록 안내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장의 영향에 의해 형상이 변화되는 전기 기계 재료를 포함하여, 본체(body)에 대한 운동이 
생성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에 있어서,

상기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는 상기 전기 기계 재료에 집적된 전극을 지닌 하나 이상의 모놀리식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하나 이상의 수동부(1) 및 2 개 이상의 능동 소자(2)를 가진 소결형 블록
(sintered block)이며,

상기 능동 소자(2)는 상기 집적된 전극에 의해 전기장에 반응하는 전기 기계 재료를 포함하며,

상기 수동부(1)는 상기 집적된 전극에 의해 인가된 임의의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포
함함으로써,

각 능동 소자(2)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접점은 상기 본체에 제공되고, 상기 접점은 상기 모놀리
식  모듈의  상기  수동부(1)에  대하여  2  개  이상의  독립된  방향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위치  설정이 
가능하며,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모듈과 조합하여 소 단계(small step)의 비공진 반복
에 의해 상기 본체에 대한 운동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점은, 3 개의 독립된 방향으로, 상기 모놀리식 모듈의 상기 수동부(1)에 대하여 서로 독
립적으로 위치 설정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모듈의 상기 접점은 상기 모놀리식 모듈 또는 부착된 유닛의 베이스 평면에 대하
여 경사진 평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구형 접점의 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5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모듈간의 수직력을 생성시키기 위해 벨로우 형상(bellow-shaped)의 관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14-6

1019980707656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상기 본체에 대해 프레스(press)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중력, 정전기력, 분자력, 원자력 또는 점성력에 의하여 상기 본체에 프레
스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자력에 의하여 상기 본체에 프레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
는 모터.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탄성 스프링력에 의하여 상기 본체에 프레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
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3차원의 공동(cavity)은 상기 모놀리식 모듈에 집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
터.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 소자의 적어도 한 부분은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구부려져 있는 구조물(12)로 구성되는 
베이스 유닛에 의해 구축(built-up)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 소자의 적어도 한 부분은 2 개 이상의 단부에서 서로 고정되는 아치형의 구조물(12)에 
의해 구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유닛은 구부려진 막(膜) 또는 판(板) 구조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은 고무 등의 재료로 채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15 

제 1 항 내지 제 4 항 또는 제 6 항 내지 제 1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또한 위상 변이된 전압을 발생시키는 제어 전자 장치 및, 센서의 여러 가
지 피드백 및 통신 전자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센서는 예컨대 힘 및 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청구항 16 

전기장의 영향에 의해 형상이 변화되는 전기 기계 재료 및 본체를 포함하여, 상기 본체에 대한 
운동이 생성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를 포함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는 상기 전기 기계 재료에 집적된 전극을 지닌 하나 이상의 모놀리식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하나 이상의 수동부(1) 및 2 개 이상의 능동 소자(2)를 가진 소결형 블록
이며,

상기 능동 소자(2)는 상기 집적된 전극에 의해 인가된 전기장에 반응하는 전기 기계 재료를 포함
하며,

상기 수동부(1)는 상기 집적된 전극에 의해 인가된 임의의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포
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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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능동 소자(2)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접점은 상기 본체에 제공되고, 상기 접점은 상기 모놀리
식  모듈의  상기  수동부(1)에  대하여  2  개  이상의  독립된  방향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위치  설정이 
가능하며,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모듈과 조합하여 소 단계(small step)의 비공진 반복
에 의해 상기 본체에 대한 운동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되며,

상기 본체는 쐐기 형상(wedge shape)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는 탄성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장치.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는 탄성 구조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장치.

청구항 19 

전기장의 영향에 의해 형상이 변화되는 전기 기계 재료를 포함하여, 본체에 대한 운동이 생성되
는 다수의 모듈을 포함하는 액추에이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상기 전기 기계 재료에 집적된 전극을 지닌 모놀리식 모듈이고,

상기 모놀리식 모듈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수동부(1) 및 2 개 이상의 능동 소자(2)를 가진 소결
형 블록이며,

상기 능동 소자(2)는 상기 집적된 전극에 의해 인가된 전기장에 반응하는 전기 기계 재료를 포함
하며,

상기 수동부(1)는 상기 집적된 전극에 의해 인가된 임의의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포
함함으로써,

각 능동 소자(2)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접점은 상기 본체에 제공되고, 상기 접점은 상기 모놀리
식  모듈의  상기  수동부(1)에  대하여  2  개  이상의  독립된  방향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위치  설정이 
가능하며,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소 단계의 비공진 반복에 의해 상기 본체에 대한 운동을 생성하기 위해 이
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모듈은 다른 모듈의 상부에 적층되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시스
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모듈간의 수직력을 생성시키기 위해 벨로우 형상의 관(4)을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추에이터 시스템.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된 모놀리식 모듈의 중심에 중심 관(6)을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시
스템.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모듈의 능동 소자는 상기 본체(10)의 2 개 이상의 축 운동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시스템.

청구항 24 

전기장의 영향에 의해 형상이 변화되는 전기 기계 재료를 포함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를 구동
시키는 방법으로서, 소 단계를 반복하여 상기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추
에이터 또는 모터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계는 하나 이상의 모놀리식 모듈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모놀리식 모듈과 조합하여 
구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상기 전기 기계 재료에 집적된 전극을 가진 소결형 블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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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동 단계는 상기 모놀리식 모듈의 상기 수동부에 대하여 2 개 이상의 독립된 방향으로 2 
개 이상의 접점을 서로 독립적으로 상기 모놀리식 모듈의 각각에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구동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놀리식 모듈 중의 적어도 하나를, 쐐기 형상을 갖는 다른 모듈에 대해, 또는 쐐기 형상을 
갖는 별개의 유닛에 대해 회전시켜, 회전 운동을 경사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구동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단계는 중심 관의 압축부(7)를 생성 및 이동시켜, 상기 중심 관 내의 액체의 연동 운
동을 일으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구동 방법.

청구항 27 

전기장의 영향에 의해 형상이 변화되는 전기 기계 재료를 포함하여, 본체에 대한 운동이 소단계
의 비공진 반복에 의해 생성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는 
상기 전기 기계 재료에 집적된 전극을 지닌 하나 이상의 모놀리식 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모놀리식 모듈
은 하나 이상의 수동부(1) 및 2 개 이상의 능동 소자(2)를 가진 소결형 블록이며, 상기 능동 소자(2)는 
상기 집적된 전극에 의해 인가된 전기장에 반응하는 전기 기계 재료를 포함하며, 상기 수동부(1)는 상기 
집적된 전극에 의해 인가된 임의의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전기 
기계 재료에 복잡한 전극 배치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엑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기하학적 형상을 상기 전기 기계 재료의 그린 본체(green body)에 복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단계 전에 상기 전기 기계 재료를 전극 층으로 피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기하학적 형상을 상기 그린 본체에 복제하는 상기 단계에 의해 생성된 상기 기하학적 형상을 이
용하여 하나의 그린 본체를 다른 그린 본체와 정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단계는 층 간의 전극 접속을 위해 상기 그린 본체에 구멍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전극층을 가소성 변형 공정에 의해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
는 모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32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단계는 전기 불활성 재료로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
에이터 또는 모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33 

제 27 항에 있어서,

외부  마찰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단계는 공극 체적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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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전기장의 영향에 의해 형상이 변화되는 전기 기계 재료를 포함하여, 본체에 대한 운동
이 소 단계의 비공진 반복에 의해 생성되는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액추에이터 또
는 모터는 상기 전기 기계 재료에 집적된 전극을 지닌 하나 이상의 모놀리식 모듈을 포함한다. 상기 모놀
리식 모듈은 하나 이상의 수동부(1) 및 2 개 이상의 능동 소자(2)를 가짐으로써, 능동 소자(2)에 있는 2
개 이상의 독립된 접점은 이동하는 본체에 제공된다. 상기 접점은 상기 모놀리식 모듈의 상기 수동부(1)
에 대하여 2 개 이상의 독립된 방향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위치 설정이 가능하다. 상기 모놀리식 모듈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모듈과 조합하여 상기 본체에 대한 운동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된다.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의 제조 방법은 기하학적 형상을 상기 전기 기계 재료의 그린 본체에 복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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