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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목표물의 표면에 소정의 주파수의 초음파 파장 에너지를 발생 및 전송하는 초음파 송수파기로
서, 한 실시예에서, 공진기(12)가 머리부(11)와 압전 크리스탈(14)사이에 삽입되고, 상기 공진기는 상기 
목표물과 같거나 또는 더 큰 음향 속도를 갖는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적절하게는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 등의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며, 다른 실시 예에서, 상기 머리부(11) 및 꼬리부(16)도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2b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초음파 또는 초음파 범위의 에너지를 발생 및 전송하는 에너지 송수파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보다  특별하게는,  공진기  및/또는  그러한  송수신기내의  금속  물질로  적합하게  사용되는  탄화 실리콘
(silicon carbide) 또는 산화 알루미나 (alumina oxide)등의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에너지 송수파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저장용기내에 채워진 액체로 미리 결정된 주파수의 파동 에너지를 발생 및 전송하기 위해 초음파 송수파
기(ultrasonic  transducer)가  사용된다.   미국  특허  제3,575,383호인  'ULTRASONIC  CLEANING  SYSTEM, 
APPARATUS AND METHOD THEREFOR'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타입의 송수파기는, 예를 들면 초
음파 클리닝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송수파기는 보통 액체로 채워진 저장용기의 옆 또는 아래쪽에 
장착되거나 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만들어진 저장용기내의 액체에 잠겨있어 내부에 봉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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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상기 액체를 음파 에너지로 에너지화하기 위해 하나 또는 다수의 송수파기
가 사용된다.  일단 상기 음파 에너지로 에너지화 되고 나면, 상기 액체는 공동화(cavitation)가 있게된
다. 

이러한 송수파기 타입은 '샌드위치'타입 송수파기로도 불리는데, 머리부(또는 앞쪽 드라이버) 및 꼬리부
(또는 뒤쪽 드라이버)사이에 샌드위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크리스탈(crystal)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샌드위치-타입 송수파기는 플라스틱 용접, 와이어 접합, 수력 절동기(cataract) 및 의료 기기 등에 적용
되어 사용된다. 

종래의 송수파기가 도 1에 설명되어 있는데, 직각 베이스(1), 한 쌍의 전극(2a,2b), 압전 크리스탈(3), 
절연체(4), 반사기(5), 와셔(washer)(6) 및 볼트(7)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높은 주파수 전력원에 의
해 에너지가 주입되면, 종래의 송수파기는 20 내지 100㎑ 주파수 범위의 약한 진동을 만들어 낸다.  또한 
외부 인수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 3㎑ 주파수내의 시프트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프트는 상기 시프
트를 매치시키기 위해 송수파기를 에너지화하는 진동 회로(oscillatory circuit)의 주파수의 주기적 조정
을 필요로 한다.  

위상 진동에 관한 문제점은 그것이 압전 크리스탈의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압전 크리스탈은 이 
온도가 퀴리점(Curie point)에 도달할 때 기능을 멈추기 때문에, 크리스탈의 영구적인 저하의 가능성이 
있게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소정의 주파수에서 안정된 신호를 만들어 내는 우수한 음향 성능을 가진 향상
된 초음파 송수파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목표물 표면으로 소정의 주파수의 초음파 파장 에너지를 발생 및 전송하는 향상된 초음파 송수
파기이다.  한 실시 예에서, 머리부와 압연 크리스탈 사이에 공진기가 삽입된다.  이 공진기는 목표물의 
음향 속도(acoustic velocity) 이상의 음향 속도를 가진 물질로 만들어지며, 적절하게는 탄화 실리콘 또
는 산화 알루미나 등의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진다.  적절한 실시 예에서, 상기 머리부 및 꼬리부는 세라
믹 물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음에 기재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송수파기의 분해 투시도;

도 2a는 본 발명의 한 실시 예에 따른 송수파기의 분해 투시도;

도 2b는 본 발명의 한 실시 예에 따른 송수파기의 분해 투시도;

도 3a는 금속 성분을 갖고 있는 종래 송수파기에 의해 발생된 주파수 함수로서의 신호와 임피던스의 그래
픽 설명도;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송수파기에 의해 발생된 주파수 함수로서의 신호와 임피던스의 그래픽 설명도;

도 4a는 금속 성분을 갖고 있는 종래 송수파기에 의해 발생된 주파수 함수로서의 신호와 임피던스의 그래
픽 설명도;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송수파기에 의해 발생된 주파수의 함수로서 신호와 임피던스의 그래픽 설명도;

도 5는 플라스틱 어셈블리용 초음파 용접에 사용되는 본 발명의 송수파기 어셈블리의 개략도이고,

도 6은 와이어 접착용 초음파 용접에 사용되는 본 발명의 송수파기 어셈블리의 개략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른 향상된 초음파 송수파기의 한 예가 도 2a에 나타나 있다.  이 송수파기에는 베이스 또는 
머리부(11), 공진 향상 디스크 또는 공진기(12), 전극(13a,13b), 압연 크리스탈(14), 절연 부재(15), 반
사기 또는 꼬리부(16), 와셔(17), 볼트(18), 및 페놀 삽입기(19)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 머리부(11)는 보통 원통형이며,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적절한 금속으로 만들어진다.  
이 머리부(11)는 클리닝 탱크 같은 액체를 담고 있는 저장고의 표면에 부착하기 적합하게 되어있다.  

상기 머리부(11)에 공진 향상 디스크 또는 공진기(12)가 결합되어 있다.  이 공진기(12)는 알루미늄, 세
라믹,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가연 스틸 등의 물질 -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공진기 물질은 초음파 에너지를 쉽게 전송할 수 있게 적합해야 한다.  더욱 특별하게는, 상기 
공진기 물질은 공진 향상의 장점을 얻기 위해 부근의 물질 또는 목표물의 음향 속도 이상의 음향 속도를 
갖는 전송 특성을 가져야 한다.  즉, 상기 공진기는 상기 압연 크리스탈과 목표물 표면 사이에 위치해서 
소리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하며,  상기 공진기는 목표물보다 같거나 더  빠른 음향 전송 속도를 가져야 
한다.  

상기 공진기(12)는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 등의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세
라믹, 금속 및 다른 물질들의 음향 특성들은 이미 당 기술분야에서는 알려져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어셈
블리의 사용에 맞는 물질의 적합한 선택은 본 명세서의 참고문헌으로 언급된 1985년 5월 ISEE 
Transactions  on  Sonics  and  Ultrasonics,  Vo.  SU-32,  No.3,  에  발표된  셀프리지(Selfridge)의 

Approximate Material Properties in Isotropic Material 를 통해 쉽게 만들 수 있다.

상기 전극(13a,13b)은 보통 알루미늄,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전도성 금속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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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연  크리스탈(14)은  보통  산화  지르코네이트 티타네이크로 만들어지며,  한  실시  예에는  지름이 
0.50 내지 4.00 인치, 두께가 0.10 - 0.50 인치이다.  

상기 절연체(15)는 공통 절연체이다. 

상기 금속 반사기 또는 꼬리부(16)는 보통 뾰족한 원통형이고 상기 머리부처럼 스틸 또는 가연 스틸로 만
들어진다. 

앞서 설명한 모든 성분들은 볼트(18)에 의해 상기 베이스부(11)와 단단히 조립 및 결합되어 낮은 전력 적
용용인 150 인치-파운트(inch-pound)에서부터 높은 전력 적용용인 500 풋-파운드(food-pound)까지의 토크 
압력 범위를 갖는다.  최적화를 위해, 이 토크 압력은 낮은 전력 적용용으로 200 에서 300 인치-파운드 
사이(5 내지 25와트), 높은 전력 적용용으로 300 에서 500 풋-파운드 사이(최대 3000 와트)가 된다.  

상기 베이스(11), 공진기(12) 및 반사기(16)의 두께는 그 매체내의 길이방향 소리 진동 파장의 1/4(λ/
4)의 정수 배로 선택된다.  

상기 송수파기의 압연 크리스탈(14)과 베이스(11) 사이의 공진기(12)의 삽입은 공진 주파수 신호를 30 내
지 40 퍼센트 증가시킨다.  더욱이, 주파수 내의 주기적 시프트가 없어지고, 압연 크리스탈의 온도가 안
정된다. 

상기 공진기(12)의 삽입은 원래의 공진 주파수 대신 또는 그에 추가하여 새로운 공진 주파수를 나타나게 
하는 결과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송수파기 스택안에 0.20 인치 알루미나 세라믹 공진기를 삽입하면, 
46㎑, 122㎑ 및 168㎑ 대신 59㎑, 101㎑ 및 160㎑ 의 주파수가 나타난다.  상기 공진 상태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및 상자성 가연 스틸(paramagnetic leaded steel) 같은 물질 
등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세라믹 및 금속 모두로 만들어진 공진기는 새로운 공진 어셈블리내의 압전 임피던스(ohm)가 감
소로 측정되는 것처럼 약 30 내지 60 퍼센트의 원래의 모든 공진 주파수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이 향상
은 초음파 송수파기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소정의 주파수 신호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40㎑ 송수파기로부터 80㎑ 송수파기까지 만들 수 있는 종래의 방법을 사용하면, 수직 및 수평 차원은 반
감되고, 질량은 원래 크기의 1/4로 줄어든다.  이것은 소리 파장을 전송시키는 송수파기의 능력내의 감소
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발명을 사용하면, 크리스탈의 수직 및 수평 차원내의 어떠한 감소 없
이 40㎑ 송수파기를 196㎑ 송수파기로 수정할 수 있다.  한 테스트를 통해, 향상된 40㎑ 크리스탈이 40㎑
의 원래의 자연 주파수에서보다 높은 122㎑ 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발견했다.  

공진 향상 디스크를 중합체 물질(polymeric material), 특별하게는 높은 밀도의 테플론(teflon)으로 만들
어 져서 금속 및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디스크에서 나타나는 원래의 공진 주파수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기
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론을 도입할 필요 없이, 그러한 높은 밀도의 테플
론 같은 물질은 초음파 에너지를 전송시 보다 더 약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진 향상 디
스크 등으로 유용한 그러한 물질들은 그런 감쇄 물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공진 주파수의 세기
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웃하는 물질(즉, 송수파기 또는 내부로 소리를 전송시키는 다른 금속성 또는 석영 물질) 이상의 소리 
전송  특성을  갖도록  선택된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진  공진기를  사용함으로서,  다음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1) 소리의 명확성이 향상됨;  (2) 주파수가 높은 잔류 주파수로 높아질 수 있음(500% 이상까지);  
(3) 임피던스 레벨이 낮아짐으로서 소리의 전송이 향상됨;  (4) 압전 크리스탈에서 발생된 전력이 주파수
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함.

본 발명의 적절한 실시 예에, 세라믹 물질은 송수파기 스택내의 금속성 물질과 대체됨으로서 이후 자세히 
설명될 우수한 음향 성능을 가진 향상된 장치가 된다. 

도 2b를 참고하면, 본 실시 예에 따른 송수파기는 와셔(17)가 없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도 2a에 설명된 송
수파기와 유사하다.  머리부와 꼬리부는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적절하게는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로 만들어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택내에 공진기(12)가 있게되는 장점은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 등의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세라믹 물질은 송수파기 스택내의 금속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음향 성능의 우수한 향상이 얻어진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진기(12)를 포함
시키는 것은 비록 최대 이익을 위해 당연히 권고되는 것이긴 하지만 본 실시 예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떠한 세라믹 물질은 금속과 교체할 수 있게 되도록, 그러나 우수한 음향 특성을 갖고 있는 적합한 물리
적 특징을 갖고 있음이 알려져 왔다.  초음파 소리를 전송하기 위해 초음파 장치 또는 송수파기를 만듦으
로서, 베이스(11) 및 반사기(16)내의 금속(우수한 것으로는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및 티타늄)에 맞
게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 등의 세라믹 물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다음과 같은 우수한 
음향 특성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1) 현재 주파수의 능력을 향상 및 개선시킴;  (2) 더 높은 주파수를 더 
찾기 쉽게 함;  그리고 (3) 더 낮은 주파수 PZT의 사용으로 낮은 주파수와 동일한 전력을 갖는 높은 주파
수를 만들 수 있게되는데, 예전의 모든 금속 머리부 및 꼬리부(또는 머리부만) 디자인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 같은 세라믹은 아래 표 1에 열거된 물질의 상대적 음향 특성에 도시되어 
있듯이, 더 좋은 평판화(flatness)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속의 강도 및 내구력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초
과할 수 있고, 향상된 음향 특성을 유지한다.

표 1                           

      물    질 음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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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속

      알루미늄                           스테
인레스 스틸                    티타늄

6.42                   5.79                
6.10

      세 라 믹

      산화 알루미늄                      탄화 
실리콘

10.52              13.06

따라서, 예를 들어 탄화 실리콘은 오늘날 적용되는 가장 우수한 재료인 알루미늄에 비해 2.034의 우수한 
장점을 갖는다.  이 수치는 13.06(탄화 실리콘의 계수) ÷ 6.42(알루미늄 계수) = 2.034 의 계산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탄화 실리콘으로 0.2 인치 공진기를 만들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공
진기에 대체하여 스택내에 삽입한다면, 이 스택은 알루미늄 0.4068 인치 제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마찬
가지로, 만일 1인치 알루미늄 머리부를 탄화 실리콘으로 그 전체를 변환시킨다면, 상기 머리부의 높이는 
1 ÷ (13.06 ÷ 6.42) = 0.4916 인치가 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상기 꼬리부는 적절한 음향 계수를 사
용하여 변환된다.  

전체 송수파기 또는 전송 장치는 모든 부분들이 대체되는 금속보다 우수한 음향 특성을 갖고 있는 세라믹
으로 만들어진 다면 향상을 보일 것이다.  

탄화 실리콘은 초음파 소리를 전송시키기 위한 송수파기 또는 장치의 모든 부분을 만드는데 우수한 세라
믹이다.  탄화 실리콘은 알려진 다른 금속 또는 물질 또는 세라믹에 비해 평평하고, 단단하며(다이아몬드
는 제외), 더욱 내구성 있고 음향적으로 우수한 특징을 갖는다.  탄화 실리콘은 공진기, 머리부, 꼬리부 
또는 다음과 같은 전송 용기(transmission  vessel)  로 사용될 수 있다:   (1)  클리닝(cleaning), 린싱
(rinsing), 기름제거(degreasing), 코우팅(coating), 처리(processing) 등을 하는 음향적으로 자극을 받
게 되는 액체를 유지하는 공진 용기:  (2) 초음파 액체 처리기가 있는 전송 장치;  (3) 초음파 와이어 또
는 웨지(wedge) 접착 머신을 갖고 사용되는 모세관 또는 웨지;  (4) 플라스틱 어셈블리 또는 웰딩 머신 
송수파기 메카니즘으로부터 음향 신호를 수신하는 혼(horn);  (5) 미사일, 어뢰, 또는 초음파로 발화되는 
다른 폭발 장치를 폭발시키는 트리거 장치;  또는 (6) 초음파 용접 또는 접착용 소리 전송기.

탄화 실리콘은 초음파에서 에너지를 얻는 와이어-접착 및 웨지-접착에 사용되는 다른 세라믹보다 우수한 
음향 특성이 있는데: (1) 산화 알루미늄의 음향 계수(10.52)에 비해 13.06 음향 계수율에 기초한 모세관 
디자인에 우수하며;  그리고 (2) 웨지 접착에 사용되는 탄화 텅스텐(11.0)에 비해 우수하다. 

금속용 세라믹의 대체로 인한 성능의 향상을 도 3a 및 도 3b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도면은 하나의 송
수파기 그룹내의 3000 내지 5000 와트를 포함하는 초음파 세척 클리닝 송수파기를 설명하고 있다.  도 2a
는 금속 성분을 갖고 있는 68㎑ 쌓아올려진 송수파기에서 발생된 신호를 설명하고 있으며, 도 2b는 세라
믹 성분을 갖고 있는 68㎑ 쌓아올려진 송수파기에서 발생된 신호를 설명하고 있다.  세라믹 송수파기 스
택의 날카로운 피크 신호와 금속 스택을 비교해 보라.  또한, 세라믹이 금속에 대체된 경우 임피던스는 
84.613 에서 37.708 까지 떨어진다.  낮은 임피던스는 소리의 전송 향상 및 더 좋은 효율과 관계되어 있
다. 

낮은 전력 송수파기 적용(10 내지 15 와트)에서 금속을 대신하여 세라믹을 사용할 때 얻어지는 더 다른 
향상의 예가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되어 있다.  도 4a는 금속 성분을 갖고 있는 송수파기 스택에서 발생
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 4b는 세라믹 성분을 갖고 있는 송수파기 스택에서 발생된 신호를 보여주
고 있다.  도 3b에 도시된 세라믹 스택은 주로 두 개의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만들어 내는데, 193ohm 의 
임피던스에서 80㎑를, 그리고 127ohm 의 임피던스에서 164㎑ 의 두 주파수이다.  

장래를 생각해 볼 때, 송수파기 및 초음파와 유사한 이러한 특징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 그러나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본 발명은 많은 영역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겠는데, 이 분야로는, 초음파 클리닝 
또는 정밀 클리닝, 초음파 플라스틱 어셈블리 또는 플라스틱 용접, 초음파 마찰 용접, 초음파 와이어 접
합(예를 들어 금 또는 알루미늄 와이어), 초음파 웨지 접착, 초음파 열 접착(볼 접착), 비파괴 초음파 테
스트 장비, 초음파 셀 분쇄기(액체 프로세서로도 알려져 있음), 초음파 유화제, 200-1200㎑ 주파수용 거
대 초음파, 의료 초음파 및 분무기 등이다.

다른 적용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군사용 : 수중 청음기, 측심기, 퓨즈장치, 레벨 표시기, 핑거(pingers), 미사일 발사기, 미사일, 자동 전
파발신 부표(sonobuoyers), 목표물, 전신, 표면 바닥 작성(subsurface bottom profiling), 링 레이저 자
이로스, 어뢰 발사기, 어뢰.

자동차용 : 노크 감지기, 무선 필터, 포장길 표시기(tread wear indicators), 연료 분무, 스파크 점화, 
열쇠 없는 입구(keyless door entry), 휠 밸런서, 좌석 벨트, 부저, 공기 흐름 및 타이어 압력 표시기, 
오디오 경보.

상업용 : 초음파 수양액(ultrasonic aqueous), 클리너, 초음파 반-수양액 클리너, 초음파 와이어 접착, 
초음파 웨지 접착, 두께 게이지, 레벨 표시기, 지오폰(geophones), TV 및 라디오 공진기, 점화 시스템, 
릴레이, 비파괴 물질 테스트, 액체 처리기, 초음파 플라스틱 웰더, 초음파 재봉 기계, 초음파 기름제거, 
결함 검출, 흐름 측정기, 초음파 드릴링, 지연선, 비행기 비콘 위치기, 팬(fans), 잉크 프린트, 경보 시
스템. 

의료용 : 마이크로 뇌 수술, 초음파 백내장, 제거, 인슐린 펌프, 흐름 측정기, 초음파 오닉 이미지, 흡입
기, 액체 처리기, 초음파 메스, 초음파 치료, 태아 심장 확인, 분무기, 환자 감시, 초음파 치과 장치, 셀 
분쇄기.

소비자용 : 가습기, 전화 장치, 전자 렌지, 축음기 카트리지, 담배 라이터, 악기, 낚시의 찌, 가스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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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기, 연기 검출기, 보석 세척기, 스피커, 보안등, 초음파 재봉. 

지금부터 도 5 및 도 6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더 다른 실시 예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도 5는 초음파 용접에 사용되는 송수파기 스택(30)을 포함하는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스택에서, 세
라믹 꼬리부 또는 뒤쪽 드라이버(31), 압전 크리스탈(32a,32b), 이 크리스탈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알루미
늄 전극(33), 세라믹 공진기(34) 및 세라믹 머리부 또는 앞쪽 드라이버(35)가 있다.  사용에 있어서, 상
기 송수파기(30)는 볼트(37)에 의해 용접 혼(36)에 연결되어 있어서 상기 머리부(35)가 상기 용접 혼과 
접하게 된다.  상기 용접 혼(36)은 초음파적으로 접착되는 부분들과 마추치는 곳이다.  이 장치는 컨버터
로도 알려져 있는데, 3000 와트까지 요구되는 고전력 플라스틱 용접을 다룰 수 있다. 

도 6은 와이어 접착에 사용되는 송수파기 스택(40)을 보여주고 있다.  이 스택에는, 세라믹 꼬리부 또는 
뒤쪽 드라이버(41), 압전 크리스탈(42a,42b), 내부 잠금 황동 전극(43a,43b), 세라믹 공진기(44) 및 세라
믹 머리부 또는 앞쪽 드라이버(45)가 있다.  사용에 있어서, 상기 송수파기(40)는 앞의 실시 예와 같은 
방법으로 나사 또는 볼트(47)에 의해 혼(48)과 연결되어 있어서 상기 머리부(45)가 상기 혼과 접하게 된
다.  이 장치는 와이어 접착용 모터로도 알려져 있으며, 약 10 내지 15 와트를 요구하는 저전력 접착을 
다룰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세라믹 공진기 및 조정 세라믹부가 단일 세라믹부보다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머리부 모두를 제거할 수 있을 수 도 있으며 상기 크리스탈 또는 상기 공진기의 어느 하나와 
관심을 끄는 표면 사이에 직접 접착되게 할 수 도 있다. 

요약하면, 본 발명은 소정의 주파수의 초음파 파동 에너지를 발생 및 전송하는 향상된 초음파 송수파기에 
관한 것이다.  송수파기 및/또는 송수파기 스택의 금속 성분으로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의 세라
믹 물질의 대체를 사용하여 향상이 나타난다. 

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명세서에 개시된 금속의 대체 세라믹 물질들의 장점을 이해한
다면, 송수파기 스택내의 성분에 맞는 필요한 두께를 쉽게 인식하여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적
용을 위해 요구되는 특정 결합구조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기 설명한 실시 예들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첨부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한
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압전 물질의 양쪽에 위치한 제1 및 제2 전극을 구비하고, 

상기 압전 물질과 목표물 사이에 전극이 위치하도록 송수파기를 상기 전극의 하나 부근에 위치시키는 단
계를 구비하고, 

상기 송수파기는 상기 목표물의 음향 속도와 같거나 더 큰 음향속도를 가진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목표물에 초음파 에너지를 발생 및 전송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파기는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물질은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물은 상기 송수파기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압전 크리스탈;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고 상기 압전 크리스탈과 대상 표면사이에 결합되는 머리부;  및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고 상기 머리부와 반대쪽으로 상기 압전 크리스탈과 결합되는 꼬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상의 표면에 음파 에너지를 발생 및 전송하는 초음파 송수파기 스택.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고 상기 머리부와 상기 압전 크리스탈 사이에 위치하는 공진기를 더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송수파기.

청구항 7 

13-5

1019980700225



제 5 항에 있어서,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고 상기 꼬리부와 상기 압전 크리스탈 사이에 위치하는 절연체를 더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송수파기.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물질은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파기 스택.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물질은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파기 스택.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물질은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파기 스택.

청구항 11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머리부 및 상기 압전 크리스탈 사이에 위치하는 제1 전극 및 상기 꼬리부와 상기 압전 크리스탈 사
이에 위치하는 제2 전극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파기 스택.

청구항 12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고 대상의 표면과 결합하는 머리부;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진 꼬리부;

상기 머리부와 상기 꼬리부 사이에 위치하는 적어도 두 개의 압전 크리스탈;  및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압전 크리스탈사이에 위치하는 전극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상의 표면으
로 음파 에너지를 발생 및 전송하는 초음파 송수파기 스택.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고 상기 머리부와 상기 압전 크리스탈의 하나 사이에 위치하는 공진기를 더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송수파기.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물질은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파기 스택.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물질은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파기 스택.

청구항 16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고 대상의 표면과 결합되는 머리부;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는 꼬리부;

상기 머리부와 상기 꼬리부 사이에 위치하는 다수의 압전 크리스탈;  및

상기 압전 크리스탈의 적어도 두 개 사이에 위치하는 전극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의 표면으
로 음파 에너지를 발생 및 전송하는 초음파 송수파기 스택.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지고 상기 머리부와 상기 압전 크리스탈 사이에 위치하는 공진기를 더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초음파 송수파기.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물질은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파기 스택.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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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물질은 탄화 실리콘 또는 산화 알루미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파기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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