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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골프 클럽 헤드와 골프 공 간의 임팩트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가 공개된다. 골프 클럽 헤드는 표면 모션에 영

향을 미치도록 기계적으로 연결된 액츄에이터 물질이나 소자와의 표면을 가진다. 표면 액츄에이션은 임팩트 매개변수, 임

팩트 성질, 또는 결과적인 공 매개변수들을 제어한다. 결과적인 공 매개변수는 클럽 표면과 골프 공 간의 임팩트 이벤트로

부터 발생하는 속도, 방향, 그리고 스핀 속도 등을 포함한다. 더우기, 이 장치는 표면의 액츄에이션을 결정하기 위한 제어

소자를 가진다. 공 속도 및 방향과 같은 매개변수들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가지 실시예들이 제시된다. 본 발명은 공 임팩트

로부터 도출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다시 제어되는 방식으로 재공급하여 표면의 태양에 영향을 미친다. 가

령, 위치, 속도, 변형, 강성, 진동, 모션, 온도, 또는 그외 다른 물리적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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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개선된 스포츠 장비 설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히, 클럽 헤드 및 골프 공 간의 임팩트를 제어하기 위한 골프 클

럽 헤드 시스템의 설계 및 동작에 관한 발명이다.

배경기술

본 발명은 클럽 설계에 제어 기술 및 액츄에이션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골프 클럽의 정확도 및 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을 지

향한다. 골퍼가 구현할 수 있는 정확도 및 거리에 대해 측정가능한 임팩트를 가진 개선점들이 그간 매우 많이 있었다. 이들

은 통상적으로 패시브 시스템의 설계에 집중되었다. 즉, 스윙 중, 특히, 골프 공을 이용한 임팩트 이벤트 중, 액티브한 제어

하에 그 물리적 매개변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 시스템의 설계에 집중되었다. 전형적인 패시브 성능

개선의 예들인, 헤드 형태 및 부피, 중량 분포 및 이너시아 텐서의 결과적 구성요소들, 표면 두께 및 두께 형태, 표면 곡률

및 CG 위치 등은 골프 클럽에 대한 최적의 일정한 물리적 및 물질 매개변수들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골프 클럽

및 헤드의 중요 매개변수들(가령, 표면 위치/형태/곡률, 또는 유효 마찰 계수, 표면 강도)이 물리적인 헤드-공 시스템의 실

제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하는 액티브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들의 예로는 헤드 속도, 임팩

트 힘, 강도, 임팩트 시간구간 및 타이밍, 헤드의 절대적 위치, 또는 표면위 공의 상대적 위치, 공에 대한 헤드의 방향, 스윙

경로나 스윙 매개변수, 표면의 물리적 변형, 또는 물리적 또는 전기적으로 측정가능한 그외 다른 조건 등이 있다.

본 발명은 제어 기술 분야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히, 구조적/탄성적 시스템 액츄에이션 기술 및 이러한 시스템용의 제어 알

고리즘에 관한 발명이다. Fuller, C.R. 외 공저의 "Active Control of Vibration", Academic Press, San Diego, CA 1996

을 참고할 수 있다. 한가지 제어 시스템의 특정 실시예는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마찰 제어에 의존한다. 한가지 제어 시스템

의 대안의 실시예는 공과의 임팩트 제어를 위해 표면의 유효 강도를 변경시키는 데 의존한다. 본 발명은 기계적 시스템의

액츄에이션으로부터 나타나는 동시적 에너지나 압전 에너지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압전 에너지 수거는 미국특허

4,504,761호, 4,442,372 호, 5,512,795 호, 4,595,856 호, 4,387,318 호, 4,091,302 호, 3,819,963 호, 4,467,236 호,

5,552,657 호, 그리고 5,703,474 호에 개시되어 있다.

공과 헤드 간의 임팩트는 두 탄성체 간의 이상화된 임팩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탄성체는 공간에서 병진

운동 및 회전운동에 관한 자유도를 가지며, 따라서 6개의 자유도를 가진다. 그리고 각각의 탄성체는 임팩트시 변형되는 기

능을 가진다. 이 이벤트의 전형적인 초기 조건은 한개의 고정 공과, 클럽 헤드 표면 상의, 또는 클럽 헤드 표면으로부터 이

격된 편심점에서 공에 임팩트하는 고속 헤드로 구성된다. 이러한 임팩트에 따라, 헤드와 공 간의 접촉 표면에 수직 및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발생한다. 이 힘들은 시간에 대해 적분되어 속도 및 방향을 결정하고, 표면을 떠난 후 공의 속도

벡터 및 스핀 벡터를 형성하며, 이를 임팩트 결과라 부른다. 이 계면 힘은 두 물체의 탄성율, 재료 성질 및 소실, 표면 마찰

계수, 물체 매스, 그리고 이너시아 텐서를 포함한 여러 성질들에 의해 결정된다.

표면의 이러한 성질 및 조건들 중 일부는 임팩트 중 액티브하게 제어될 수 있어서, 임팩트 결과에 대해 어떤 척도의 제어를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구체적 실시예에서, 표면이 어떤 지정 조건 하에서 초음파 방식으로 진동할 수 있어서, 공과

표면 사이에 비교적 작은 마찰계수를 생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트리거 조건이 존재할 때 공이 더 멀리 날아가고 스핀 속

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한가지 트리거 조건은 헤드 공 임팩트 힘이 높은 것(그리고 표면 변형이 큰 것)일 수 있고, 이는 고

속 임팩트에 의해 너무 큰 스핀이 생겨 과량의 공기역학적 리프트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비거리가 감소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표면의 위치 및 방향이 일부 지정 조건 하에서 클럽의 바디와 공에 대해 액티브하게 제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편심 임팩트 이벤트 중 클럽 헤드 회전을 반작용시킴으로서 측면 스핀을 감소시키거나, 보다 정확한 공 비행을

위해 공에 표면을 더 양호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한가지 트리거링 조건은 바디 내의 각도 가속 센서나 표면 상의 변

형 센서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고도의 편심 임팩트 이벤트들일 수 있다. 이러한 센서 신호들은 표면의 필요 움직임을 결정

하도록 처리될 수 있어서, 결과적인 공 비행을 보상하고 교정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임팩트 중 표면의 유효 강도가 제어되어 보다 바람직한 임팩트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벤트에 대한 임팩트 로드 하에서 표면 거동을 재단하도록, 강한 임팩트 중 표면을 강하게 만들고 덜 강한 임팩트 중

표면을 더 유연하게 만들도록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다. 이는 표면에 결합된 또는 표면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압전형 트랜

스듀서의 리드들을 쇼트시키거나 오픈시킴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압전 소자는 쇼트될 때 유연하며(모듈러스가 작음), 오

픈되었을 때 더 강하다(모듈러스가 큼). 표면에 부착된 센서는 임팩트 강도에 비례하는 양을 측정할 수 있다(가령, 표면 휨,

표면 응력변형, 헤드 감속도, 등). 강하게 때리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쇼트된 압전 소자가 오픈되어 표면을 강하게 만들고,

표면을 유연하게 때리는 경우에, 회로는 압전 소자에 의해 쇼트 조건을 구성하여 덜 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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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링 이벤트 이전에 트랜스듀서에서 구현되는 전류나 전압 레벨의 트리거 오프에 의해 표면 자체에 결속된 실제 압전

트랜스듀서에 의해, 또는 외부 센서에 의해 트리거가 제공될 수 있다. 한 예로서, 충전 센서로 압전 소자를 이용하는 회로

가 트랜스듀서 리드에 부착될 수 있다. 충전이 임계 레벨에 도달할 때, 이 회로는 트리거링되어, 회로로부터 리드들을 차단

하고, 결과적으로 오픈 회로 조건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공-헤드 임팩트를 제어하는 기능의 중요한 요소는 시스템을 이로운 방식으로 액츄에이팅하는 능력에 있다. 헤드와 공이

기계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는 일부 기계적 물리적 속성의 변화를 생성하도록 시스템에 어떤 힘이나 열 에너지를 적용하

게 한다. 본 발명은 기계적 액츄에이션 에너지에 대해 주로 관계한다.

Lazarus가 발명한 미국특허 6,102,426 호는 스키에 압전세라믹 시트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활주할 때나 불규칙한 표면에

서 불필요한 진동을 제한하도록 동적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러한 공개내용은 진동을 축이거나 샤프트 강성을 변경

시키거나 그 헤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골프 클럽에 대한 응용을 언급한다.

Spangler가 발명한 미국특허 6,196,935 호, 6,086,490 호, 6,485,380 호는 골프 클럽에 대한 압전세라믹 시트를 이용하

여 강성을 변경시키고 진동을 축이게 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도 9G는 골프 클럽 헤드에 압전 소자를 배치하여 응력변형 에

너지를 캡처하고 진동 흡수 효과를 위한 회로에서 이 응력변형 에너지가 소실되게 한다.

Vandergrift가 발명한 미국특허 6,048,276 호는 골프 클럽의 샤프트의 스윙 및 구부림으로부터 에너지를 캡처한 후 샤프

트를 강화하는 데 압전 소자를 이용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마찰 감소 사항은 Katoh의 논문, "Active Control of Friction Using Ultrasonic Vibration",

Japanese Journal of Tribology Vol.38 No.8(1993) pp 1019-1025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K.Adachi의 논문, "The

Micromechanism of Friction Drive with Ultrasonic Wave", Wear 194(1996) pp 137-142에 제시되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액츄에이션을 이용하여 공과 클럽 표면 간의 임팩트 이벤트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공과 표면 간의 임팩트

이벤트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도록 표면 위치나 성질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임팩트 이벤트의

기계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에너지 재활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재사용은 임팩트 이벤트를 바람직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압전 소자에 의해 임팩트로부터 변환된 에너지는 초음파 표면 변형/진동으로 변환

되며, 이는 볼과 표면 간 마찰 계수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기능을 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임팩트 시 압전-연결된 표면의

강성은 지정 임팩트 매개변수들의 발생에 따라 소정의 거동으로 제어된다. 예를 들어, 표면은 낮은 강도의 히트 하에서 부

드럽고 강한 히트 하에서 강하게 된다. 모든 이러한 케이스들은 퍼터, 드라이버, 아이언에 균등하게 적용되며, 클럽 헤드는

선입견없이 이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표면 액츄에이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임의의 액츄에이터일 수 있다. 이 액츄에이터는 솔레노

이드같은 전자기 타입과, 재료 크기 변화를 구현하도록 전자기 유도 장을 이용하는 액츄에이션 기술 종류, 정전, 압전, 자

전, 강자성 형상 기억 합금, 형상 기억 자기 물질 및 형상 기억 세라믹 물질, 또는 위 사항들간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한다.

결과적인 크기 변화나 응력을 유도하도기 위해 재료 내에 상태 변화를 유도하도록 공급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저항 열 또

는 형상 기억 합금을 이용하는 열 액츄에이터가 액츄에이션 기법 중에 포함된다. 전기 에너지를 제어가능한 방식으로 표면

변형이나 표면 위치설정으로 변환하는 데 이 모두가 사용될 수 있다.

순수 액츄에이터를 이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모션 또는 임팩트 에너지를 표면 액츄에이터에 의해 사용되는 전기 에너

지로 변환하는 전기 에너지 소스, 배터리, 또는 그외 다른 전기 발생기가 존재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헤드에 기계적으로 연

결된 전력 공급원, 전자 장치, 그리고 액츄에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적인 예에서, 표면에 트랜스듀서가 연결되는 종류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트랜스듀서는 기계적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

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 트랜스듀서 물질의 예로는 전자기 코일 시스템, 바이어스 전기장 하에서 동작

하는 압전 소자 및 정전 재료, 그리고 자기장 바이어스의 자기정전 재료, 그리고 강자성체 형상 기업 합금 재료, 또는 위의

복합 조성물들이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압전 물질로 불릴 것이며, 이 압전 물질의 이용은 제한적으로 예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트랜스듀서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헤드-공 임팩트의 태양들을 제어하기 위해 변환 액츄에이션 기능

을 통해 사용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클럽의 변형이나 모션이 발생시키도록, 트랜스듀서가 표면에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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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 액츄에이터들은 트랜스듀서 물질의 가장 흔한 종류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압전 액츄에이터들은 공급되는 전기장

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고, 역으로, 공급되는 하중 및 응력에 따라 압전 액츄에이터들이 전하를 발생시킨다. 이들은 전기 구

동 액츄에이터로, 그리고 전기 발생기로 사용될 수 있다.

임팩트 이벤트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성질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도록 임팩트 제어는 헤드나 표면에 힘을 가하는 과

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급되는 힘이 표면 가속도에 비례할 경우, 시스템의 매스나 이너시아를 명백하게 증가시키도

록 제어가 구현된다. 이는 특정 표면 모션 하에서 매스가 놓이게 되는 헤드에 동일한 힘을 부여함으로서 구현된다. 공급된

힘은 시스템의 이너시아 힘과 탄성력 및 소실력을 모방하는 힘들을 효과적으로 생성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면의 중심에 가해진 힘이 표면 중심의 속도에 비례하고 속도의 방향이 반대일 경우, 이는 표면 중심에서 대시포트로 기능

할 것이며, 표면 중심에서 점성의 제동기를 생성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표면 중심의 편향에 비례하면서 반대되는 힘을 가

할 경우, 표면의 중심에 제공되는 스프링처럼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힘이 편향 방향으로 비례할 경우, 표면 중심에

제공되는 네거티브 스프링으로 보일 것이다. 액티브 제어 시스템은 시스템의 여러가지 종류의 동적 효과들을 모방할 수 있

다. 시스템에 이러한 여러 종류의 힘들을 가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스템을 여러 제약하에서도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이

다.

이너시아나 매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힘들을 모방하는 일부 종류의 힘들을 적용하는 개념은 공급될 수 있는

힘들의 한가지 표현이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힘과 입력 간에 임의적인 위상 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관

계가 주파수에 의존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제어 시스템은 액츄에이터에 의해 공급되는 출력 힘과 일부 센서 간의 선형 또

는 비선형 동적 시스템일 수 있다. 고전적인 제어 시스템에서는, 일부 요망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센서 출력을 취하여 바디

에 힘을 가하는 제어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는 탄성 시스템을 위한 동적 시스템 제어, 특히 구조 제어의 일반 영역이며, 당

분야에서 잘 정립되어 있다.

초음파나 고주파수같은 접촉 표면의 발진은 두 표면 간의 유효 마찰 계수를 낮출 수 있다. 이러한 발진은 표면이 발진의 적

어도 한 부분 동안 간단하게 접촉을 상실하도록 충분한 진폭과 주파수의 발진일 수 있다. 이러한 접촉 차단은 유효 마찰 계

수를 낮춘다.

클럽 표면에 연결된 액츄에이터는 고주파수 전기 입력으로 구동될 때 표면의 고주파수 발진을 활성화시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활성화가 클럽/표면 바디의 공진 주파수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진폭이 최대화될 수 있다.

임팩트 시 힘이 비교적 큰 골프 공 임팩트같은 경우에, 핵심적 요건은 발진 모션 중 공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표면의 가속도

가 충분히 커서 공을 잡을 수 없고 표면 접촉이 떨어지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액츄에이션 시스템의 설계의 성능

지수로 고려될 수 있다. 동작 시스템에 대한 발진의 진폭이 시스템 이너시아 효과로 인해 구르려고 하기 때문에, 고주파수

에서의 구동과, 가장 높은 발진 진폭 달성 간에 절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능 지수는 마찰 제어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이

들간에 균형을 이루게 한다. 예를 들어,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액츄에이션 드라이버에 연결된 120,000 Hz에서 구현된 표

면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견되었다.

외부 전력 공급원이 가용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임팩트 에너지의 일부분이 저장되어 고차 표면 모드(high order face

mode)의 초음파 여기 형태로 표면에 되돌아올 수 있다. 이때, 이 표면의 고주파수 발진이 트랜스듀서에 연결된다. 이 에너

지는 트랜스듀서 물질 자체에 저장될 수 있고, 가령, 압전 물질의 커패시턴스에 저장되는 전하 형태로 트랜스듀서 물질 자

체에 저장될 수 있고, 또는, 트랜스듀서에 연결된 기억 커패시터나 인덕터나 탱크 회로같은 보조 회로 소자에 주로 저장될

수도 있다. 트리거링 이펙트가 에너지를 방출한 후, 트랜스듀서에 연결될 때, 임팩트 중 시간 상의 임계 포인트에서 공과

표면 간의 임팩트 마찰 계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고진폭 표면 발진을 포함하도록 전기 구동 회로가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시간 상의 임계 포인트는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다. 표면 발진 및 제어식 마찰에 의해, 소정 임팩트 조건

(가령, 높은 임팩트 힘 레벨) 하에서 선택적으로 트리거링될 수 있는 공 스핀을 제어할 수 있다.

기존 공 속도는 표면 편향에 비례하는 표면에 대한 힘을 공급함으로서 또한 제어될 수 있다. 적절한 부호를 이용하여, 이

힘들은 임팩트 시간구간을 증가시킴으로서 표면을 효과적으로 연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임팩트 하중을 줄이고 결과적인

공 편향을 줄일 수 있다. 공 편향이 작으면, 공의 비탄성 변형에 의한 소실이 감소하고, 임팩트 이벤트로부터 복원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하여, 높은 복원 계수(COR)와 높은 볼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역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 임팩트 에너지가

소실되어, 선택된 임팩트 시나리오에서 유효 COR를 감소시킨다.

맞춤형 순응성의 효과를 전기적으로 모방하기 위해 힘을 선택적으로 공급함으로서, 공의 탈출 방향을 제어하도록 임팩트

이벤트 중 다른 것보다 크게 변형되도록 표면의 일부가 선택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탄성 임팩트에 의해 발생되는 힘들에

공개특허 10-2006-0037444

- 4 -



의해 최종 공 속도(속력 및 방향)가 결정되기 때문에 탈출 방향이 제어된다. 불균형한 표면 변형(불균형한 순응도에 기인

함)은 공의 정상 반응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따라서 공이 주행하는 최종 방향을 변경시킨다. 이러한 공 방향의 직접 제어에

추가하여, 사이드스핀을 포함하는 스핀을 감소시킴으로서, 그래서 크로스 범위 주행을 감소시킴으로서, 공 방향의 간접적

제어가 구현된다. (편심 임팩트에 의해 야기되는) 헤드의 각도 가속도나 임팩트의 위치같은 일부 측정가능한 임팩트 변수

에 따라, 임팩트 중 액츄에이션된 클럽 표면을 액티브하게 배치함으로서 이와 유사한 제어 특징들이 구현될 수 있다.

더 높은 모멘트의 이너시아 효과를 모방하기 위해 헤드에 힘이 또한 가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힘들은, 주어진 위치

에서 추가적인 매스가 임팩트 중 헤드에 가하는 힘과 유사할 것이다. 이러한 힘들은 미스 히트 시나리오에서 트리거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더 직선형의 샷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은 반응 매스와의 작용을 통해 헤드에 힘

을 생성하는 것이다. 액츄에이터는 헤드와 반응 매스 사이에서 반응한다. 힘팩트 시 헤드 회전을 최소화도록 액츄에이터가

반응한다. 액츄에이터는 바디의 이너시아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표면을 더 직선으로 유지

하고, 따라서, 임팩트 이벤트 중 공의 비행을 더 직선형으로 만들 수 있다. 임팩트 이벤트가 한정된 시간구간을 가지기 때

문에, 한정된 시간 구간 내에 바디에 이러한 종류의 힘을 가할 수 있다. 중앙 포스트와 환형 2개소 링(annular bimorph

ring)이 세그먼트화되어, 헤드가 반응 매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지를 실제 검출 및 감지할 수 있다. 상하좌우 방

향으로, 표면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하는 것은 컴펜세이터/컨트롤러에 대한 센서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공급

된 힘이 결과적인 표면 모션을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여러개의 압전 소자나, 한개의 압전 소자에 여러개의 전극들을 가진

구조는, 더 넓은 범위의 임팩트를 검출할 수 있게 한다. 공이 표면에 충돌하는 장소를 이제 실제로 결정할 수 있고, 편심 임

팩트 중 헤드 회전을 보상하기 위해 표면을 살짝 회전시킴으로서(일례임) 보상을 위해 제어 회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한개의 압전 소자로부터 한개의 전압이 도출되어, 가능한 다양한 임팩트 위치들로부터 임팩트 위치

를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본 발명의 제한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극들이 세그먼트화되어 임팩트

위치를 검출하도록 표면에 접합되는 균일한 압전 소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시나리오에서, 표면에 접합되는 여러

개의 압전 소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한개의 스퀘어 어레이에 여러개의 전극이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면의 후면에

3x3 스퀘어 어레이로 9개의 전극 패턴들이 실제 존재할 수 있다. 이 전압들은 제어 회로에 공급되고, 제어 회로는 공이 임

팩트된 위치와, 이 임팩트에 따른 결과적인 반응을 결정할 수 있다.

트랜스듀서에서의 일부 전극에 대한 스위칭은 임팩트 위치에 따라 반응을 맞춤화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5는 골프 클럽 헤드 표면에 압전 액츄에이터를 탄성 결합하는 여러가지 형태를 도시하는 발명의 실시예 도면.

도 6-8은 골프 클럽 헤드 표면에 압전 액츄에이터를 이너시아 결합하는 여러가지 형태를 도시하는 발명의 실시예 도면.

도 9는 클럽의 표면과 바디 사이에 압전 트랜스듀서를 배치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 도면.

도 10a와 10b는 제어 스위치, 인덕터, 그리고 제어 회로를 구비한 압전 액츄에이터의 블록도표.

도 11은 제어 회로를 상세하게 도시하는 도 10b의 회로의 개략적 도면.

도 12는 언-트리거 및 트리거 전압 시간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공 임팩트 시의 액츄에이터 출력 전압 신호의 그래프.

도 13은 A) 임팩트 법선힘, B) 임팩트 접신힘(마찰력), C) 트랜스듀서 전압 시간 히스토리, D) 트랜스듀서 전류 시간 히스

토리, 그리고 E) 결과적인 볼 스핀 시간 히스토리를 도시하는 클럽 임팩트에 대한 볼의 핵심 매개변수들의 시간 히스토리

의 그래프.

도 14-15는 헤드와 골프 클럽 간 마찰력을 감소시키도록 공 임팩트 에너지를 헤드 표면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서 골프 공

의 스핀 속도를 감소시키는, 도 2의 압전 연결 실시예를 이용한 골프 클럽 헤드의 단면도.

도 16a와 16b는 시스템 전자 장치를 갖춘 제거가능형 단독 플레이트를 상세히 제시하는 도 2으 압전 연결 실시예를 이용

한 골프 클럽 헤드의 개략도.

도 17-19는 도 2의 압전 연결 실시예에 대한 연결 하드웨어에 면하는 압전 트랜스듀서를 도시하는 표면 어셈블리의 상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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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은 표면과 공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마찰 모델의 그래프.

도 21은 클럽 표면에 주기적 하중이 나타날 때 오픈 회로 압전 트랜스듀서의 전압 반응을 도시하는 주파수 응답 함수의 그

래프.

도 22는 압전 트랜스듀서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압 활성화의 진폭의 함수로 표면 가속도를 도시하는 주파수 응답 함수

의 그래프.

도 23은 충분한 강도의 압전 소자의 기계적 활성화에 따라 강화되는 가변 강성을 구현하기 위한 전기 시스템의 회로 블록

도표.

실시예

다음의 내용은 압전 물질 및 그 동작, 모드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술된다. 이 기본사

항은 1971년 Academia Press, Jaffe, Cook and Jaffe의 "Piezoelectric Ceramics"에 실린 내용 및 이 문헌의 참고자료

에 기재되어 있다. 이 문헌의 내용은 본원에서 참고로 인용된다. 압전 물질 및 압전 기계학 분야에 관한 또다른 유용한 문

헌은 1993년 MASS, Academic Publishers에서 출판한 H.S. Tzou, Kluwer의 "Piezoelectric Shells"이다.

표면에 대한 액츄에이터 결합

클럽 표면에 액츄에이션 소자 및 트랜스듀서를 결합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 클럽 표면은 공과 헤드 간의 상

호작용 표면이다. 트랜스듀서는 1) 표면 관련 변형(탄성), 2)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절대 모션(이너시아), 또는 3) 표면과

헤드 바디 간의 상대적 모션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헤드의 이너시아 모션이나 표면의 탄성 변형에 액츄에이터나 트랜스

듀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8가지가 본원에서 기술된다. 액츄에이션 기능을 위해, 액츄에이션의 요망 주파수에서 표면 편

향에 대한 최대 제어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트랜스듀서의 경우, 공 임팩트에 의해 헤드와 표면에 유도되는 변형 패턴

에, 또는 헤드(또는 표면)의 절대 모션(감속)에 최대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두가지 기술은 임팩트 중 가용한 운동

에너지나 탄성 에너지의 풀에 연결된다. 이 에너지는 그후 트랜스듀서에 의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 전기 에너지는

표면 및 계면 액츄에이션에 사용된다. 트랜스듀서 소자를 골프 클럽 표면에 연결하기 위한 8가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

어진다.

액츄에이터 표면 결합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탄성 압전 표면 액츄에이션으로서, 트랜스듀서 크기가 변화하고,

변형들은 표면 위 두 구조적 포인트 간의 상대적 변형으로 직접 기계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종류의 탄성 액츄에이션은

구조적 제어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항으로서, 바람직한 구조적 변형을 구현하기 위해 구조물 내에 장착되거나 구조물 상에

압전 물질이 장착된다. 탄성 연결 액츄에이터의 네가지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컨셉 1: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벤딩을 액츄에이션하기 위해 표면에 직접 부착되는 압전 웨이

퍼.

컨셉 2: 도 2a, 2b, 3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하우징을 이용하여 표면에 장착되는 압전 스택이나 튜브.

컨셉 3: 도 4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표면 및 강성 배킹(stiff backing) 사이에 배치되는 압전 소자.

컨셉 4: 도 5a 및 5b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표면과 강성 제약층(stiff constraining layer) 간에 배치되는 셰어 모드로 동작

하는 압전 소자.

두번째 종류의 액츄에이터 표면 결합은 공과의 임팩트시, 표면 및 헤드 모션에 의해 발생되는 이너시아 힘에 의존하는 것

이나 표면의 절대 모션에 대한 액츄에이터 결합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반응 매스와, 반응 매스 및 표면 간에 작용하는 액

츄에이터나 트랜스듀서 소자를 수반한다. 이러한 종류의 표면 결합은 반응 매스 액츄에이터나 증거 매스에 관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범주의 컨셉들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컨셉 5: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과 이너시아 매스 사이에 연결되는 직접 압전 소자.

컨셉 6: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과 이너시아 매스 간의 모션 증폭 압전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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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7: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에 장착되어 팁 매스를 구비한 바이모프-형 압전 소자.

세번째 종류의 액츄에이터-표면 결합은 클럽의 표면과 바디 간의 액츄에이터 결합이다. 액츄에이터는 표면과 바디 간의

다수의 평행 하중 경로 중 한가지일 수 있다. 이는 컨셉 3과 유사하다. 그러나, 표면이 컨셉 3에서처럼 변형되는것보다는

배치될 수 있는 강체 바디처럼 처리된다. 표면과 바디 간에 위치하는 트랜스듀서는 표면과 바디 간의 하중의 대부분을 지

탱하며, 따라서, 임팩트 이벤트시 상당한 크기로 참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액츄에이션에 의해 유도된, 바디에 대한 표

면의 위치설정은 바디 자체를 큰 반응 매스로 이용하여 임팩트 중 표면의 방향이나 위치의 변화를 일으킨다.

컨셉 8: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과 바디 간에 위치하는 압전 트랜스듀서.

최대 가용 액츄에이션 파워와 최대 가용 결합(가령, 스핀 제어를 위한 고진폭 고주파수 표면 발진의 액츄에이션)을 생성하

기 위해, 1) 임팩트 변형 패턴과 2) 고주파수 모드에 대한 양호한 결합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면 위치설정 애플리

케이션의 경우(마찰 감소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1) 임팩트 로딩 패턴과, 2) 표면 및 바디 간의 임팩트-시간스케일 모션에

대한 양호한 결합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성 연결 컨셉(1-4)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표면 모션/로딩은 트랜스듀서 물질에 대한 로딩과, 이에 대응하는 전기 에너지

발생을 발생시킨다. 역으로, 트랜스듀서 상에 나타난 전기 에너지는 표면 모션을 제어한다. 표면 로딩/모션과 전압 및 전류

간에 높은 전기-기계적 결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합은 저장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임팩트로부터의

입력 기계적 에너지의 일부분에 대해 측정될 수 있다. 도는 역으로, 표면의 액츄에이션-유도 변경에서 응력변형 에너지로

변환되는 입력 전기 에너지의 일부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컨셉 1

본 표면 결합 실시예에서, 평면형의 크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액츄에이터(21)(3-1 액츄에이터라 불림)가 표면 자체 내

에 배치되는 표면(10)의 평면에 연결된다. 이 액츄에이터는 당 분야에 잘 알려진 기술을 이용하여 패키징될 수도 있다. 액

츄에이터가 중심선에 정확하게 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츄에이터는 표면의 휨 변형에 연결되고, 전기적으로 활성화

되었을 때, 표면에 휨 모멘트(105)를 가하는 기능을 한다. 구부러지는 것보다, 평면 내 변형으로 결합되는 중심선 근처의

평면 내 액츄에이터에 대한 대안으로, 매개변수 강제를 이용하여 대형 변형 시나리오에서 평면 외 모션의 결합이 도출될

수 있다. 액츄에이션 로딩은 도 1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액츄에이터의 경계부의 표면에 작용하는 평면 내 힘과 곡률 모멘

트 커플(105)의 조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임계 매개변수들은 액츄에이션 소자의 공간량(길이)와 두께에 해당한다.

x-y 크기는 주어진 요망 표면 변형 형태로의 결합을 최대화함으로서 결정된다. 액츄에이터의 도메인에 대해 가로 응력변

형 필드 곱하기 전기장 곱하기 압전 상수를 적분함으로서 우수한 결합과 같아질 수 있다. 일부 형태에 대한 이러한 결합 및

이에 따른 구조적 모드는 대응하는 액츄에이터 형태 및 크기에서 최대화된다.

예를 들어, 주어진 반경을 커버하는 원형 액츄에이션 패치를 가진 축방향 대칭 판의 경우에, 액츄에이션 디스크의 크기가

노드 반경까지 확장될 때, 제 2 축방향 대칭 판 모드(한개의 노드 원)로의 결합이 최대화된다. 디스크가 노드 원보다 큰 반

경을 가질 경우, 이 원 바깥의 물질은 원 내부의 물질과 반대 부호의 응력변형을 보일 것이며, 전체 디스크에 대해 적분되

었을 때 압전 반응의 부분 소거가 나타날 것이다.

트랜스듀서가 결합되고 임팩트로부터 에너지를 거둬들여 (마찰 제어를 위해) 고주파수 모드를 잠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액츄에이터의 크기 및 두께는, 1) 임팩트 공에 의해 생성되는 형태로 결합, 그리고 2) 고주파수 모

드에 관련된 변형 형태로 결합을 구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표면들이 비교적 두꺼운 구조적 소자들이기 때문에, 모델링은 2-3mm 표면의 주목할만한 액츄에이션을 생성하기 위해

1mm 수준의 비교적 두꺼운 압전 소자들을 요건으로 한다. 통상적인 표면 설계에 따르면, 직경이 수 센티미터에 달하는 압

전 소자(1-5)들이, 마찰 제어를 위해 활성화되어야할 고주파수 모드 및 첫번째 임팩트 형태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에 대해

모두 만족스런 이중 결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표면 결합에 관한 한가지 통상적인 구현은 두께를 따라 공

급되는 전기장을 이용한 3-1 모드 압전 디스크로서, 이때, 이 디스크는 표면(10)에 직접 결합된다(일반적으로 안쪽에).

압전 소자(21)가 폴리머 인캡슐레이션으로, 그리고 이러한 폴리머나 플렉스 회로(flex circuit) 상의 잠재적 전극 패턴으로

미리 패키징될 수 있다. 이 패턴들은 여러가지 책티브한 영역들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세그먼트화되거나 균일하거나, 또는

인터디지털 형태의 전극 패턴을 직/곡선 혼용 어레이 형태로 생성할 수 있다. 핵심적인 팩터는 압전 소자 및 표면 변형 간

에 (상술한 바와 같이) 전기기계적 결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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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2

표면에 액츄에이터나 트랜스듀서를 결합하기 위한 선호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이제부터 설명될 것이다. 본 방법에서, 액츄

에이션 소자(21)가 표면에 부착된 하우징(12)이나 지지 구조물을 이용하여 표면에 부착된다. 특정한 도해가 도 2a에도시

되며, 그 세부도면이 도 2b에 도시된다.

본 경우에, 액츄에이션 소자(21)는 입력 전기 에너지(전압 또는 전류)에 따라 축방향으로 크기를 신장시키거나 변화시키도

록 구성된다. 한가지 압전 시스템에서,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특히, 공급 전압을 길이 변화에 결합시키기

위해 압전 스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3-3 결합으로 알려져 있으며, 압전 물질의 높은 응답 모드에 해당한다. 3-3 스택

은 층들 간에 전극들을 구비한 다층 피조 물질 배열로서, 전기장이 중앙축과 정렬되어 종방향의 압전 효과를 생성한다. 이

는 도 18에 서브어셉블리(15)로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액츄에이터는 축방향에 수직으로 전기장이 공급되는 3-1형 액

츄에이터나 횡방향 신장형 액츄에이터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는 길이를 따라 양쪽에 전극을 구비한 봉(rod)에 의해 구현

될 수 있고, 길이를 따라 하중이 공급되는 관형 액츄에이터에 의해 구현될 수도 있다. 이때, 전기장은 관의 내측벽 및 외측

벽 상의 전극에 의해 벽 두께를 통해 공급된다. 당 분야에는 축방향으로 신장되는 액츄에이터/트랜스듀서 구조가 수없이

많이 알려져있다.

두번째 소자는 표면에 액츄에이션 소자의 백 엔드(back end)를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하우징(12)이다. 하우징(12)은 표면

의 변형에 액츄에이션의 신장을 결합시키는 강성 하중 복귀 경로로 기능한다. 표면 변형은 액츄에이터가 접촉한 지점과,

하우징이 도 2a에 도시된 표면에 부착되는 지점 간의 상대적 모션(106)을 야기시킨다. 강성 하우징은 이러한 상대적 모션

을 액츄에이터의 두 단부 간의 상대적 모션으로 변환시킨다. 따라서 하우징(12)은 표면 차이 모션(변형)에 액츄에이터 길

이 변화를 결합시키는 기계적 부착물로 기능한다. 따라서, 표면 결합의 탄성 클래스에 해당한다.

하우징이 강성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액츄에이션 하중 하에서 하우징의 어떤 신장도 표면에 전이될 하중을 감소

시킬 것이고, 따라서 결과적인 표면 변형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요성이 큰 하우징의 제한된 경우를 고

려해보자. 그후, 액츄에이션 소자가 신장을 시작하면, 하우징은 약간의 하중으로도 신장될 것이고, 따라서 표면에 거의 변

형이 유도되지 않는다. 실제로, 하우징 신장보다는 표면 변형에 하중이 효과적으로 연결됨을 보장하기 위해, 하우징 부착

물과 액츄에이터 부착물에서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로딩 하에서 하우징이 표면보다 최소 1배 내지 20배 이상 강성

이어야 한다. 이러한 하우징은 대형 매스의 추가를 방지하도록 가능한 가벼워야 하고, 따라서, 헤드의 무게중심이나 이너

시아 텐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우징(12)은 액츄에이터와 접촉하는 백 플레이트(13)와, 링(56)에서 표면과 접촉하도록 구성되는 원형 단부를 구비한 원

추형 또는 원기둥형 벽(52)을 포함한다. 도 17-19를 살펴보면 컨셉 2의 선호되는 실시예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우

징(12)은 나사에 의해 연결(29)될 수도 있고, 표면에 용접될 수도 있으며, 도는 그외 다른 임의의 기술을 이용하여 부착될

수 있다. 단부 플레이트는 영구적으로 접합되거나, 벽에 한 피스로 기계가공되거나, 나사부(13)로 구성되어, 액츄에이터

시스템 조립을 용이하게 하고 수리를 위해 제거가능하게 구성될 수 있다. 하우징의 후면 휨 및 그외 다른 변형을 포함하는,

하우징의 모든 순응성들이 액츄에이션 하중 하에 그 강성을 고려할 때 참작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즉, 원추형 구조가 매우

효율적이고, 원추형 구조가 백 플레이트의 휨을 감소시키며, 표면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부하 경로를 제공하는 이유에 해

당한다. 전형적인 크기는 하우징 벽(52)의 경우 ~1mm, 하우징 백(13)의 경우 ~3mm 이다. 압전 층 액츄에이터(21)와 엔

드 피스(23)로 구성되는 트랜스듀서 어셈블리(15)는 도 18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16mm 길이이다. 그 중 10mm 는 액티

브 물질(21) 길이이다. 단면은 7mm x 7mm 정사각형 스택으로서, 9mm 직경의 원형 스택이 선호된다.

하우징, 액츄에이터, 그리고 표면 간의 접촉 지점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액츄에이터가 표면 중심과 접촉하도록

배열되면, 하우징은 중심으로부터 선택된 이격 거리만큼 이격되어(고정 반경의 연속 (원형) 링으로, 또는 여러 다른 지점으

로) 표면에 부착되도록 구성된다. 이 부착 반경의 선택은 주어진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요건을 최대화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엔드 피스(23)들은 강철이나 알루미나, 또는 그외 다른 매우 강성의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선호되

며, 표면(33)과 중심점 접촉을 제공하도록 곡면(26)을 가지며, 하우징(26)의 후면과의 거의 근사한 곡면(26)을 가진다.

마찰 제어를 위한 특정한 경우에, 그 목적은 상술한 고주파수 발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1)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도

록 임팩트 변형 형태에 대한 우수한 결합과, 2) 고주파수 모드에 대한 우수한 결합의 필요성들을 충족시키도록 직경이 선

택되어야 한다. 이는 관심있는 표면 모드의 앤티-노드의 반경에 대략 해당하는 부착 반경을 배치함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앤티-노드는 상대적 모션을 최대화하기 위해 중심에서 반대 변형 방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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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에서의 설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반경이 너무 작을 경우, 압전 중심 힘과 반응 힘은 표면에서 서로 매우 가

깝게 나타난다. 표면은 이격된 지점들 사이에서 강성이 강하며, 모션이 거의 나타날 수 없다. 역으로, 임팩트 변형 형태 하

의 이 접합 지점들 간 차이 변형은 매우 작다. 왜냐하면, 임팩트 로딩 중 차이 변형이 곡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며, 따라

서 임팩트 시 전압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경이 너무 클 경우, 임팩트에 대한 우수한 결합이 나타나지만, 강성

하우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며, 고주파수 모드에서 높은 진폭을 발생시키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참가를 시작할

하우징 모드들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하우징의 동적 강성이 효과적으로 저하된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공 임팩트 표면 변

형에 대한 결합 및 ~120kHz의 고주파수 표면 모드로의 결합의 이중 목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적인 값으로, 표면 링(56)

에 대해 35mm의 부착 직경이 선택된다.

특정 설계를 평가함에 있어, 임팩트 중 표면 및 하우징, 그리고 액츄에이터에서의 응력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우 높은

응력 레벨은 하우징의 낮은 피로 수명을 야기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 임팩트 중 액츄에이터에 가해지는 높은 압축 응력

들은 물질의 영구적 "분극파괴(depolarization)"와 같은 액츄에이터 성질의 영구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압전 소자의 응

력-유도 분극파괴나 하우징의 수명에 대한 이러한 임계 하중 레벨들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결정하기 위해 공 임팩트 이벤

트 중에 그 하중들에 대해 기계적 시스템을 분석하여야만 한다.

도 3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볼트로부터 반경방향으로 이격된 압전 실린더나 다중 압전 소자들을 이용하고, 표면 중심에 용

접된 볼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고주파수 모드 형태와 최저 임팩트 변형 형태에 대해 결합할 수 있다. 표면 법선

에 대한 축방향 배열때문에, 프리로드 볼트(206)와 배킹 플레이트(212)를 수용하기 위해 나사난 중앙 위치형 앵커(205)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트랜스듀서 소자(21)를 프리로딩시키는 것이 용이하며, 요망 표면 활성화 진폭을 설계하는 것이 용이

하다.

컨셉 3

세번째 실시예가 도 4에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압전 소자(21)는 표면(10) 중심과 강성 배킹/지지 구조물(207) 사이에

서 기능한다. 지지 구조물은 높은 반응력에 대해 강성이어야 한다. 이때, 높은 반응력에 대해 강성이란, 액츄에이션이 배킹

구조 대신에 표면의 변형을 유도하도록 표면 강성의 1-10배 수준의 강성을 의미한다. 압전 소자와 표면 간에 간헐적 접촉

을 이용할 수 있다. 높은 강성의 요건때문에, 배킹 구조가 역시 무거운 경향이 있다.

도 4에 도시되는 컨셉 3에서, 표면(10)과 배킹 구조(207) 사이에 압전 소자(21)가 구성되며, 배킹 구조(207)는 클럽 헤드

의 또다른 부분(즉, 뒷부분, 바디(11)나 표면 주위의 둘레)까지 표면 계면 하중을 전달한다. 표면이 공 임팩트 중 밀미미터

단위로 이동하여 압전 소자를 압축하면, 전하 및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고, 이는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가

령, 초음파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표면 및 배킹 구조 간의 하중 및 상대적 모션을 통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

기 때문에, 표면의 모션에 조항하고 높은 압전 소자 로딩을 제공할 수 있는 강성 배킹 구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배킹 구조

가 소프트할 경우, 낮은 하중 하의 표면으로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실제 압전 소자에 하중을 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임팩트에 대한 불량한 압전형 전기기계적 결합을 제시한다.

이 컨셉은 표면 변형의 축방향 모션에 결합된다. 이는 단일 스택 소자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고, 한 폴링 방향을 가진 단일

압전 모놀리식 소자에 의해 구현될 수도 있다. 로딩은 표면에 수직인 표면과 기본적으로 정렬된다. 이 구조에서, 액츄에이

터는 3-3 액츄에이션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액츄에이터가 1-3 모드 액츄에이터일 수도 있고, 컨셉 2에서 기술한 관의

내측벽이나 외측벽에 전극들을 구비한 관형 액츄에이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응력은 폴링 방향에 수직인 방향이다. 기본

반응힘은 표면의 모션을 저지하려 시도한다. 따라서 배킹 구조는 이 효과를 구현하도록 강성이어야 한다. 이 강성 요건은

비교적 무거운 구조적 소자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에 의해 CG에 비교적 가깝게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된

매스는 고정 매스 헤드에 대한 헤드의 이너시아의 모멘트를 감소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적은 매스가 주변부에서 가용하기

때문이다.

컨셉 3의 실시예에서, 압전 소자는 배킹 구조와 초기에 접촉하지 않는다. 공 임팩트 시, 변형된 표면은 압전 소자를 배킹 구

조와 접촉하게 하고, 압전 소자를 로딩시킨다. 압전 소자는 가령, 배킹 구조로부터 0.5 밀리미터 이격된 표면에 부착된다.

공을 때릴때까지 어떤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진폭 임팩트들만이 압전 소자를 로딩하고 제어 기능

을 트리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는 구조 시스템에서의 댐핑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 이

는 여러 다른 공 로딩 시나리오(따라서 여러 다른 헤드 속도)에서 유효 표면 반응과 유효 강성을 변화시키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가령, 표면과 배킹 구조 간에 작은 간격이 존재할 경우(트랜스듀서가 없을 지라도), 저강도 임팩트는 표면을 지지

없는 상태로 남길 것이며, 접촉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고강도 임팩트의 경우, 표면과 배킹 간 접촉이 임팩트 중 구축될

것이며, 배킹 구조는 표면을 지지하고 표면 편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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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4: 전단 모드 압전 소자(Shear Mode Piezo)

이전의 컨셉에서, 압전 소자에 대한 로딩은 공급된 수직 응력(normal stress) 형태였다. 컨셉 4에서, 압전 소자는 전단 방

식으로 로딩되어 압전 동작의 전단 모드를 이용하여 전기장에 연결된다. 전단 모드 및 압전 트랜스듀어의 동작의 주요 모

드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미국, 매샤츄세츠 Cambrige에 소재한 Piezo Systems, Inc. 사의 문헌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단 모드 압전 소자는 도 5a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물질의 분극축에 대해 전단 응력을 가한다. 예를 들어, 분극이 물

질의 x방향일 경우, 전단 응력은 도 5a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y축에 관해 x-z 평면에서 이루어진다. 이 모드의 압전 동작

에서, 전기장 E는 폴링축 x에 수직으로 제공된다. 이 모드의 압전 반응은 1-5 동작 모드라 불린다.

컨셉 4에서, 전단 모드 압전 소자를 이용하는 매커니즘은 휨 구조의 진동 응답 댐핑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제약층

댐핑 처리와 매우 비슷하게 동작한다. 전단 방식으로 로딩되고자 하는 압전 소자(21)는 제약층(208)이라 불리는 강성 배킹

층과 표면 간에 위치한다. 도 5b에 도시되는 임팩트 로딩하에서 표면이 휘어짐에 따라, 제약층은 중간 압전 소자들을 전단

방식으로 밀어넣는 휨 변형에 저항한다. 컨셉 4에서, 도 5b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배킹 구조(208)와 표면(10) 간에 한개나

다수개의 전단-모드 압전 소자들이 위치하여, 표면이 휨에 따라, 압전 소자에 전단응력을 유도하며, 이는 압전 트랜스듀서

에 의해 전기장으로 결합될 수 있다. 전형적인 구조에서, 전기장은 표면 법선과 정렬되며, 1-5 모드의 압전 소자들은 표면

평면에서 분극된다. 가령, 이 소자들 중 하나는 높은 곡률의 지점들에서 플레이트의 양쪽에 위치할 수 있고, 제약층으로 기

능하는 바나 플레이트가 이 압전 소자들 간에 결합될 수 있다. 표면이 변형되면, 바는 변형의 중단을 시도하고, 1-5 모드의

액츄에이션을 이용하여 압전 소자에 대한 큰 전단 부하를 부여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전단 모드 압전 소자는 반경방향 내향 또는 외향으로 분극된 링이다. 이 링은 표면 중심에 대해 결합된

다. 표면과 제약층 사이 링의 두께를 따라 전기장이 작용한다. 본 실시예에서, 제약층은 링의 원주에 대해 결합되는 링과

같은 외경을 가지는 디스크일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컨세블의 비대칭 버전이며, 압전 소자에 드럼헤드같은 표면 모션

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전단 모드의 동작은 압전 트랜스듀서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높은 결합 계수를 가진다. 3-3 액츄에이션 모드와 1-

5 액츄에이션 모드에 대한 결합 계수들은 매우 비슷하다. 결합 계수는 지정 로딩 사이클 하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기계적 에너지 입력의 비율로 개략적으로 규정된다.

컨셉 1, 2, 3, 4는 탄성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다. 압전 소자는 탄성체의 두 부분 간에 상대적 변형 때문에 나타난다. 표면

-압전 소자 시스템이 탄성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의 변형은 압전 소자의 변형을 제시한다. 컨셉 1의 경우, 표면이 변

형함에 따라, 표면이 압전 소자를 변형시킨다. 왜냐하면, 압전 소자가 표면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컨셉 2는 압전 소자

와는 다른 위치에서 표면에 연결되는 지지 구조물 하우징을 이용한다. 여러가지 접촉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

모션이 효과적으로 압전 소자를 압착한다. 이 방식으로, 압전 소자가 표면 모션에 결합된다. 컨셉 3에서, 표면의 변형 모션

은 표면과 배킹 구조 간에 부착된 압전 소자를 압착한다. 컨셉 4에서, 표면의 번형은 압전 소자의 전단 응력을 유도한다. 이

컨셉들 모두는 골프 클럽의 헤드를 나타내는 표면-바디 구조의 탄성 결합에 대한 연결에 의존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컨

셉들은 탄성 결합된 트랜스듀서를 가지는 것으로 언급될 수 있다.

컨셉 5, 6, 7 - 이너시아 결합 컨셉

컨셉 5, 6, 7에 대해 언급하는 다음의 클래스는 임팩트 중 이너시아 힘을 이용하여 트랜스듀서에 하중을 얻는 여러가지 방

식을 나타낸다. 이 컨셉들은 압전 소자의 로딩을 위해 매스를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하중을 이용한다. 압전 로딩은 표면의

상대적 변경보다는 가속도의 함수이다. 가장 간단한 실시예에서, 반응 매스(209)(증거 매스라고도 불림)가 존재하고, 압전

소자(21)가 도 6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표면(10)과 반응 매스 간에 부착된다. 이 시스템은 압전 소자를 구비한 매스-스프

링 시스템과 유사하다. 이때, 압전 소자는 로딩된 스프링이다. 움직이는 표면은 스프링-매스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베이스

와 유사하다. 표면이 공 임팩트 시에 움직임에 따라, 이너시아 힘은 반응 매스의 모션을 억제하고, 압전 "스프링"은 표면과

매스간 차이 변위에 의해 로딩된다. 압전 스프링이 로딩됨에 따라, 압전 스프링은 표면을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하

및 전압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컨셉에서, 임팩트 중 표면 모션과 잘 결합하도록 매스와 압전 스프링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프링-매스 시스

템의 제 1 기본 주파수의 주기에 비해 느리게 표면이 움직이는 시나리오에서, 표면과 매스 간에 상대적 모션이 거의 없으

며, 따라서 압전 로딩이 거의 없다. 이 시나리오에서, 매스는 표면을 잘 따른다. 왜냐하면, 스프링의 탄성력이 이너시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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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안의 시나리오에서, 표면이 매우 빨리 움직일 경우, 매스는 응답할 수 없고, 상기 벽이 움직

이는 크기만큼 압전 스프링이 압착된다. 따라서, 압전 소자가 나타내는 하중(따라서 표면 표면에 결합되는 크기)은 시스템

의 상대적 매스 및 스프링 상수와, 이러한 힘 분위기에서의 시간 스케일에 의존한다.

시스템 거동을 설명하기 위해, 임팩트 모션과 유사한 1/2 사인파로 표면이 이동하고, 표면 중심은 공 로딩 중 내향으로 한

거리(약 1mm)를 이동하여 임팩트 구간으로 알려진 소정의 시간 주기 내에 정상 위치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임

팩트 이벤트가 1/2 밀리초 걸릴 경우, 이는 1 kHz 입력 사이클의 반에 해당하는 입력파 형태에 대응한다. 압전 소자(21),

매스(209), 그리고 스프링(표면(10))이 1kHz보다 훨씬 큰 기본 주파수를 가질 경우, 시스템은 베이스(표면) 모션 하에서

강체로 보일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압전 소자의 상대적 변형이 크기는 않다. 상대적 모션은 압전 소자가 보이는 응력변

형의 크기에 대응하며, 따라서 압전 소자가 오픈 회로에서 나타내는 전압에 해당한다. 이를 계측기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임팩트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오픈 회로 전압은 매우 낮은 주파수 입력(긴 구간 임팩트 및 강성 압전-매스 시스템)에서 0까

지 떨어진다. 이는 표면이 강체로 유지되는 경우에 스프링 매스 시스템의 시간 상수에 입력이 상응할 때 반응 피크까지 상

승한다. 스프링 매스 시스템의 첫번째 기본 모드가 강제 주파수 이하일 경우, 표면이 움직임에 따라, 압전 소자는 이동하는

표면과 이너시아 매스 간의 상대적 변형 크기만큼 압착된다. 이는 비교적 높은 주파수의 표면 모션에 응답할만큼 매스가

빠르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단부에 10그램 매스를 가진 전형적인 1cm x 1cm 큐브 압전 소자는 20-40 kHz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다. 이는 매우 큰 반

응 매스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1kHz 표면 모션으로 잘 결합되기에는 너무 강성이다. 이것이 제시하는 바는, 매스가 작도

록, 그리고, 매스를 지지하는 유효 압전 소자의 강성이 더 작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만들 경우,

매스-압전 기본 주파수는 균형이 잡히며, 공 임팩트에 잘 결합된다.

이러한 주파수 튜닝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자는 낮은 스프링 상수를 효과적으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 일부 매커니즘을 이용

하거나, 얇게 제작함으로서 압전 소자를 소프트하게 하여야 한다. 도 7과 도 8에 제시되는 컨셉 6과 컨셉 7은 기계적으로

증폭된 압전 트랜스듀서 구조를 이용하여 일부 예를 제시한다. 이 컨셉들은 스택 소자의 경우에 비해 압전 소자의 유효 스

프링 상수를 작게 함으로서 기능한다. 스택 소자들은 매우 강성이 클 수 있다. 기계적 증폭은 차단 힘을 저하시키면서 압전

트랜스듀서 스트로크를 증가시킨다. 즉, 트랜스듀서의 유효 강성을 저하시키고, 증거 매스나 반응 매스와 표면 벽 간의 스

프링 강성을 저하시킨다.

표면이 유효 압전 스프링 및 매스 시스템의 자연 진동에 비해 느리게 움직일 경우, 압전 소자의 변형은 거의 없으며, 전하

가 축적되지도 않는다. 시간 상수에 비해 빠르게 움직일 경우, 압전 소자는 표면의 편향에 관해 압착된다. 압전 트랜스듀서

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 스프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고 매스가 얼마카 커야할 지를 알아야 한다. 스프링과 매스가 표면 모

션의 시간 상수로 조정된 기본 주파수를 가질 경우, 1kHz에 가까운 스프링 매스 시스템의 기본 주파수를 원하게 될 것이

다. 그후 압전 소자의 로딩이 최대화된다. 고주파수에서, 매스는 이너시아 반응 매스처럼 보이게 된다. 압전 소자는 반응

매스로부터 밀려나게 된다. 이에 따라, 반응 매스(209)와 표면(10) 간의 힘에 의해 표면의 직접적인 표면 움직임이 활성화

된다.

컨셉 5는 강성이 큰 시스템으로 종료되는 매스에 직접 결합된 압전 소자의 명백한 문제점을 가진다. 이는 기본 주파수를

얻기 위한 대량 매스로부터, 공 임팩트 결합에 가장 적합한 범위까지를 요건으로 한다. 기계적 설계에 의해 압전 소자의 강

성을 저하시키기 위한 기술은 종류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매우 얇고 작은 직경의 기둥으로 구성되는 압전 봉(piezo rods)

들이 요휴 강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에폭시에 담겨지고, 압전 전하 계수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1-3 압전 소자 컴포지트

라 불린다. 에폭시 내 압전 미립자를 이용하여 미립자 컴포지트로 컴포지트가 잘 기능한다. 적절한 미립자 부피비를 선택

함으로서, 유효 물질 강성을 저하시키도록 트랜스듀서가 설계될 수 있다. 결합 계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유효 압전 스프

링 상수를 낮추는 그외 다른 방법들은 기계적으로 증폭된 압전 소자를 가지는 시스템처럼, 여러 다른 압전 시스템 구조가

있다. 도 7에 도시되는 컨셉 6은 증폭된 압전 소자의 유효 강성을 저하시키기 위한 기계적 증폭기(210)의 일반적 아이디어

를 제시한다. 매우 큰 힘 및 매우 작은 스트로크 압전 모션을 취하여, 이를 매우 큰 스트로크 및 낮은 힘 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계적 증폭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증폭된 압전 소자의 유효 결합 계수는 압전 소자

자의 유효 결합 계수보다 항상 낮다. 컨셉 6은 아플렉스-텐션 압전 소자(aflex-tensional piezo)라 불리는 컨셉을 이용하

는 접근법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모션 증폭기의 축방향 변형(표면에 수직닌 방향)은 압전 소자의 변형과 수평 모션을 생성

한다. 압전 소자가 크기를 변화함에 딸(즉, 압전 소자가 길어지거나 짧아짐에 따라), 압전 소자는 반응 매스와 표면 간을 밀

거나 당긴다. 증폭 비는 2~100 사이의 어떤 값일 수도 있다. 매우 작은 모션은 시스템의 매우 큰 모션을 생성한다. 기계적

으로 증폭된 압전 액츄에이터는 높은 스트로크와 낮은 힘 출력을 생성한다. 따라서, 기계적 증폭이 없는 압전 소자를 가질

경우 필요한 값보다 작은 필요 반응 매스를 저하시키기 위해 표면과 반응 매슥 간에 더 소프트한 스프링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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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제시되는 컨셉 7은 블렌더 구조이다. 바이모프 블렌더(bimorph blender)(211)의 한가지 가능한 표현은 한개의 중

앙 끼움새층과, 그 양쪽에 한개씩 압전 소자층을 가진 장방형 스트립이다. 끼움새층없이 두개의 압전 소자들만이 존재할

수도 있다. 압전 소자는 상부가 팽창하고 하부가 수축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된다. 이는 상부층 및 하부층의 서로 다른 열팽

창계수로 인한 바이메탈 스트립의 휨과 매우 유사한 소자의 휨을 야기한다. 이 소자(211)의 출력은 팁의 힘과 편향으로 나

타난다. 이는 바이모프의 평면 내 작은 압전 움직임을 평면 외의 큰 팁 편향으로 조율하게 하는 휨 모드 액츄에이터이다.

이는 기계적 증폭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일반적으로, 바이-모프는 축방향 스트로크 압전 소자에서보다 훨씬 큰

팁 편향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바이모프 블렌더를 나타내는 빔(즉, 가로보)의 팁 편향은 압전 소자에 대해 축방향 압축이

나 신장으로 변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1-3 모드 소자로서, 휨 소자의 평면에서 로딩되는 전극들을 가진 압전 웨이퍼가

존재한다. 바이모프 압전 층들을 위해 압전 섬유 컴포지트(PFC) 액츄에이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PFC들은 평면의

전기장 필드에 결합하기 위해 시스템 평면의 인터-디지털 전극 및 섬유들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평면에서 전기장을 배열하

도록 구성될 수 있다. 두개의 압전 섬유 컴포지트는 서로에게 부착될 수 있고, 바이모프 블렌더(bi-morph blender)로 구성

될 수 있다. 높은 결합 계수를 가지는 소자이면서도, 훨씬 우수한 힘 편향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 컨셉에서, 바이모프는 증

거 매스(209)와 표면 구조(10) 간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 8은 측면으로부터 이격된 증거 매스에 단일 바이모프를 구성한 실시예를 제시한다. 양쪽에 한개씩 두개를 가질 수도 있

다. 바이모프 트랜스듀서들은 전기기계적 트랜스듀서로 효율적인 성질들을 가진다. 빔(즉, 가로보)이 일정한 폭을 가지도

록 빔이 순수한 장방형 평면 형태를 가지는 대신에, 바이모프의 폭과 두께는 빔을 따른 길이의 함수로 변화할 수 있다. 베

이스에서는 넓다가 하중이 제공되는 지점에서 훨씬 좁은 플랫폼까지 감소되도록, 바이모프를 가늘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바이모프의 길이를 따른 위치의 함수로 빔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트에서 빔을 두껍게, 외

부에서는 빔을 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지정 수준의 에너지 결합을 얻는 데 필요한 소자의 매스를 최소화시키고 소

자의 응력을 최대화시킨다. 압전 소자의 크게 로딩된 섹션이나 매우 가볍게 로딩된 섹션을 가지지 않도록 압전 소자의 응

력 레벨을 맞출 수 있다. 비교적 균일한 로딩은 그 유효 결합 계수를 증가시킨다.

바이모프가 장방형 소자일 필요가 없다. 이들은 가늘어질 수도 있고 둥근 형태일 수도 있다. 이들은 가변적인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은 곡면 구조로 제작되기도 한다. 압전 바이-모프에는 여러가지 구조가 있다. 특히, 디스크 형태(둥근 형태)

의 바이모프 구조가 중요하다. 압전 바이모프 디스크가 스탠드오프를 가진 표면에 디스크 중심 위치에서 부착된다. 압전

바이모프의 외경 위치에 부착되는 링이 증거 매스(proof mass)이다. 바이모프 상의 전극들은 축대칭으로서 균일할 수 있

고, 또는, 원주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어서, 차이 틸트가 압전 소자에 의해 활성화되거나 반응될 수 있다.

컨셉 5의 실시예가 도 6에 제시된다. 압전 소자(21)는 압전 소자 측 매스의 제 1 기본 주파수가 임팩트 구간의 두배에 상응

하도록 표면 중심(10)과 반응 매스(209) 사이에서 기능한다. 이는 반응 매스가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경우 증폭되거나 강성

이 약한 압전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고주파수에서 큰 힘을 임팩트하기에 충분히 강성이 크면서도 높은 임팩트

에너지를 수용할만큼 충분히 소프트하게 압전 소자를 만들기 위한 한가지 도전사항이다. 무거운 반응 매스가 요건이 될 수

있다.

컨셉 6의 실시예가 도 7에 제시된다. 이는 기계적으로 증폭된(210) 압전 액츄에이터로 대체하는 점 외엔 컨셉 5와 유사하

다. 모션 증폭기(210)는 작은 압전 모션을, 표면 중심과 반응 매스 간의 큰 상대적 모션으로 변환한다. 임피던스 미스-매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나, 더 무겁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컨셉 7의 실시예가 도 8에 제시된다. 표면(10)의 중심과 매스(209) 간에 바이모프 블렌더(211)가 작용한다. 이는 컨셉 5

및 6과 유사하다. 단, 표면과 매스 간에 바이모프 압전 소자를 이용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는 비대칭 바이모프 디스크와

링 매스를 이용한다. 이는 여러개의 장방형 또는 삼각형 형태의 바이모프 및 매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임팩트 이벤트에 대

한 제 1 매스 기본 주파수를 조율하여야 하며, 그후 표면 위 공 임팩트의 위치 결정을 돕기 위해 전극을 분할하여야 한다.

중간 고주파수 힘 출력이 존재한다.

컨셉 8 - 표면과 바디 간 액츄에이터 결합

컨셉 8 실시예는 도 9에 제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리드(22)를 가진 액츄에이터나 트랜스듀서(21)가 클럽(11)의 바디

와 표면(10) 사이에 배치된다. 이 방식으로, 임팩트 시 표면과 바디 간의 하중은 임팩트 중 트랜스듀서에 의해 전기 에너지

로 변환될 수 있고, 표면은 트랜스듀서 소자의 선택적 제어 액츄에이션에 의해 임팩트 중 바디에 대해 배치될 수 있다. 이

액츄에이션들은 바디에 대한 표면의 회전처럼 위치를 변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서, 편심 임팩트에 의해 시스템에 유도되

는 회전에 반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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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이러한 구성으로 구현가능한 동작 모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콰지-스태틱 위치설정(quasi-static

positioning)이다. 이동작 모드에서, 표면은 초기 방향으로부터, 바디 및 공에 대한 대안의 위치로 재위치설정된다. 예를 들

어, 표면 각도가 중심을 벗어난 임팩트 이벤트에서 약간 조정된다. 각도 조정은 거리 오류의 감소를 구현하기 위해 미리 교

정될 수 있다. 가령, 표면의 재위치설정에 의해 훅이나 슬라이스를 보상하는 등과 같이 미리 교정될 수 있다. 이러한 구현

의 장점은 표면의 정적 위치설정을 변경시킴으로서 동반된다.

대안의 동작 모드에서 표면은, 유도된 모션 자체가 임팩트 출력에 대한 요망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임팩트 이벤트 중 재위

치설정된다. 가령, 표면이 접선방향으로 이동하여, 임팩트 중 표면 접선 속도가 공 및 접선방향 이동 중인 표면 간의 마찰

계면을 통해 공 스핀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 표면은 접선방향 속도를 가지도록 강제되며, 이에 따라, 임팩트 이벤트로

부터 발생하는 공 스핀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스핀 제어에 의해 공의 비행, 공이 땅에 닿은 후 공의 구름 거

동, 공의 튀김 등에 대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정한 예에서, 표면은 임팩트 이벤트 중 표면 법선축에 접선 방향 상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임팩트 이벤트에서

만 발생하도록 제어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팩트 중 너무 높은 스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너무 높은 스핀은 과도한

리프트 및 비거리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상향 모션 속도는 동일 좌표 프레임에서 공 접선방향 속도의 일부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공 표면과 표면 간에 상대적 모션이 적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임팩트 중 더 적은 스핀, 더 큰 비거리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선호되는 실시예(컨셉 2)

동작 원리

최종적인 설계 목표로서, 헤드는 임팩트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의 클럽 표면의 고진폭 진동으로 변환하도록 설계된다. 표면

의 고주파수 활성화는 당 분야에 잘 알려진 Katoh 및 Adachi의 문헌들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하여 표면/공 유효 마찰 계수

를 감소시킨다. 표면 발진 중 이러한 유효 공/표면 마찰 계수 감소는 임팩트 시 표면과 마찰 접촉에 의해 유도되는 공 스핀

을 감소시킨다. 공 비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임팩트로부터의 공 스핀 감소는 높은 유효 공 속도 시나리오에서 비거리

증가로 나타난다. 이 시나리오들은 높은 유효 공 속도와 연계되어 있다. 즉, 높은 헤드 속도 또는 높은 헤드윈드와 연계되

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에 대한 높은 스핀에 의해 야기되는 과도한 리프트는 풍선 궤적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비행

궤적의 감소가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 스핀을 25%만큼 감소시킴으로서, 일부 고속 시나리오에서 10-20 야드

의 비거리 증가를 도출할 수 있다.

공과 표면 간의 마찰 감소는 임팩트로부터 발생하는 공의 사이드스핀을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공 사이드스핀 감소는 크

로스 범위 산란을 감소시키고 드라이브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제어형 스핀 감소의 장점을 얻

을 수 있도록 클럽표면에서의 필수 표면 발진을 분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고속 임팩트만이

스핀 감소 발진을 트리거링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어된다. 추가적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골프 클럽 헤드와 공 간의 임팩

트시 가용한 에너지로부터 제어형 마찰 감소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터리같은 외부 전력 공급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20kHz 부근의 5-10 미크론 진폭으로 발진하는 고주파수 구동 클럽 표면이 공 스핀 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 12 및 도 13에 공-클럽 임팩트의 시뮬레이션이 도시된다. 도 12는 임팩트 중 표면에

결합된 압전 트랜스듀서의 전압 시간 히스토리를 제시한다. 전압은 임계 트리거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한다. 임계 트

리거 레벨에서, 발진이 활성화되어 관심 표면 모드(120kHz)로 조정된다. 이 고주파수 발진이 도 13에 제시되어 있다. 공과

표면 간의 접선방향 힘 및 마찰 계수를 감소시켜서 임팩트 시 스핀업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인 공 스핀을 감소시킨

다. 도 13의 곡선 C는 도 12에 도시되는 것과 유사한 전압 시간 히스토리를 제시한다. 도 13의 B는 C의 고주파수 발진에

의해 제공되는 감소를 표시하는, 공과 표면간 접선방향(마찰) 힘을 제시한다. 공 스핀 속도가 도 13의 E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 표면의 발진으로 접선 방향 힘이 감소하는 시간 동안 공 스핀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 효과는 발진 사이클 중 임

계 피크 가속도에 도달하는 타격 표면에서 단언된다. 마찰 감소에 대한 임계 매개변수는 타격 표면(클럽표면)이 임팩트 공

과의 접촉을 간헐적으로 파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공-표면 임팩트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공으로부터 멀

어지는 표면의 가속도는 이러한 접촉을 파괴할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실제로, 표면은 공 아래로부터 멀리 이동하여야 한

다. 이는 도 13에 제시된 바와 같은 공-표며 마찰을 구현하기 위해 임팩트 이벤트의 짧은 마찰을 위해서만 발생할 필요가

있다. 공 표면 임팩트 중 높은 프리로드(preload)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과 헤드 사이에는 높은 압축 하중이 존재한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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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 참조). 이 공-표면 법선 하중은 결과적인 공 비행 방향으로 공을 가속시킨다. 이 공은 초기에 휴지 상태에 있다가, 임

팩트 이벤트 후 피크 속도에 도달하도록 높은 가속도를 가져야 한다. 접촉을 파괴하기 위해, 표면은 사이클의 일부분 이상

에 대해 이 공 가속도 수준의 레벨로 가속되어야 한다.

표면은 접촉 파괴를 위해 공으로부터 멀리 충분한 가속도로 후방으로 도달하여야 한다. 표면의 발진 모션의 진폭 곱하기

상기 발진 모션의 주파수를 제곱하면 피크 표면 가속도에 비례한다. 50-120+ kHz 범위의 주파수에서 5-20 미크론 진폭

의 범위의 표면 발진 모션은 넓은 범위의 임팩트 조건 하에서 공과 표면 간 접촉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표면 가속도를 가진

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발진이 높은 주파수에서 발생할 경우 낮은 표면 모션 진폭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표면은 매우 짧은 시간 주기동안 매우 높은 가속도로 공으로부터 멀리 후방으로 이동한다. 그

동작 원리는 유도된 표면 모션이 충분히 큰 진폭 및 주파수를 가질 것이며, 표면 가속도는 공 임팩트로 인한 압축 로딩을

극복할만큼 충분히 커서 공과 표면 간 접촉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면은 공이 계면 힘의 저하에 응답하는 것보다 빠

르게 공 표면으로부터 멀리 이동한다. 이는 공 아래로부터 멀리 이동한다.

접촉의 파괴는 계면 마찰의 공통 모델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슬립을 재설정한다. 도 20에 제시되는 이 마찰 모델(Katoh)에

서, 마찰 힘이 쿨롱(슬라이딩) 마찰과 연계된 레벨까지 누적되기 전에, 바디 간에 하용되는 작은 크기의 상대적 접선방향

모션 u가 존재한다. 도 20은 바디 u 간의 상대적 변위의 함수로 유효 마찰 계수(접선방향 계수) φt의 그래프이다. 이와 같

이 마찰 계수를 감소시키는 영역은 계면에서의 접선방향 탄성에 기인한다. 표면들이 서로를 지나 미끄러짐에 따라, 마찰이

두 미끄럼 표면 간 쿨롱 마찰에 연계된 점근선 레벨까지 급속하게 성장한다. 이러한 마찰 모델은 게면들이 미끄러지기 시

작하기 전에 표면들 간의 상대적 모션을 수용하도록 발생하는 마이크로-변형을 나타낸다. 이 계면 모델이 Adachi 문헌에

제시되어 있다.

물체들이 점근선 영역에 위치할만큼 충분한 상대적 모션을 가지기 전에 공과 표면 간의 접촉을 반복적으로 파괴함으로서,

표면들 간 미끄럼은 훨씬 낮은 마찰 유효 계수를 가지는 마이크로-슬립 영역에서만 발생한다. 여러 사이클의 접촉 파괴를

거쳐, 미끄럼 모션은 공과 표면 간의 낮은 평균 마찰 계수로 통합된다.

공-표면 임팩트 중 발생하는 동적 상호작용은 수만가지가 있다. 그 힘들은 표면에 대해 법선방향 성분과 표면에 접선방향

성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선방향 힘은 공의 매스의 중심을 향해 작용하며, 공을 가속시키고 스핀을 직접 유도하지는 않

는다. 공과 표면 간의 마찰로부터 발생하는 접선방향 힘은 공 속도뿐 아니라 석도의 접선방향 성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팩트 이벤트 중 접선방향으로, 공이 구르기 시작함에 따라 공은 표면을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공이 표면을 떠날 때까지,

공은 일반적으로 미끄럼 성분없이 표면을 구를 것이다. 즉, 표면과 공의 계면에서의 접촉점이 표면 접촉점에 대해 움직이

지 않도록 공이 구른다(회전한다). 공과 표면 간의 유효 마찰 계수를 제어함으로서, 임팩트 중 공이 회전하는 정도가 도 13

의 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된다. 마찰이 충분히 감소할 경우, 접선방향 힘은 순수한 구름 지점까지 공을 회전시킬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접선방향 힘은 공 스핀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 힘들의 제어는 공 스핀 제어를 이

끌 수 있다.

시스템 구현

본 시스템은 공 클럽 헤드 충돌로부터 에너지를 캡처하여, 이를 이용하여 표면의 고주파수(초음파) 진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표면과 공 간의 마찰을 제어하도록 설계된다. 이는 표면 변형에 탄성적으로 결합된 압전 소자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임팩트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과, 이 추출된 에너지

를 이용하여 클럽 표면에 초음파 진동을 활성화시키는 것 모두에 동일한 압전 트랜스듀서가 사용된다. 동작 시에, 임팩트

는 압전 트랜스듀서가 탄성적으로 결합되는 클럽 표면을 변형시켜서, 표면 변형이 전기 에너지(압전 소자의 전하 및 전압)

로 변환된다. 가령, 도 10의 소자 P10 또는 P11을 참고할 수 있다. 압전 트랜스듀서에 연결되는 전자 장치들은 초기에 압

전 소자가 오픈 회로 조건에 있고 임팩트 중 충전되도록 구성된다. 어떤 지점에서, 압전 전압은 시스템에서 미리 규정된 임

계 레벨(트리거 레벨)에 도달한다. 이 임계 레벨에서 도 10의 스위치 Q10이나 Q11이 차단되어, 압전 전극들 간에 인덕터

L10이나 L11을 연결한다. 이 인덕터는 결과적인 LRC 회로(C는 압전 소자의 커패시턴스, L은 분로 인덕터)가 압전 전극들

간에 인덕터 회로의 연결에 따라 개시되는 발진(링 다운)에 응답하도록 구성된다. 링 다운의 주파수가 도 22의 주파수 응

답 함수에서 강조된 모드처럼 표면/압전 시스템의 고주파수 동적 구조 모드로 대략 조정되도록 성분 값들이 선택된다. 따

라서, 압전 전기-기계적 결합을 이용하여 고주파수 표면 모션/발진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상술한 바와 같이 공과

표면 간 마찰을 제어하기에 고주파수 표면 모션이 충분하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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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이제부터 설명될 다수의 설계 사항들을 가진다. 시스템은 링 다운/발진의 개시 이전에 압전 커패시턴스에 저장되

는 최대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 압전 소자를 최대한 충전하도록 설계된다. 이는 발진 진폭을 최대화시킨다. 추가적으로,

시스템은 아래 설명되는 바와 같이 고주파수 표면 모션에 대한 압전 소자의 결합을 최대화시키도로록 전기적 및 기계적으

로 설계된다.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압전 소자(21)는 고주파수 표면 모드에 탄성적으로 결합되어, 고주파수 진동을 활성화시킨다. 임

팩트 전기 에너지를 추출하여 이를 선택된 표면 모드 주파수로 조정한 발진기를 구동하도록 전기 회로가 설계된다. 이 전

자 장치는 임팩트 에너지의 조그만 부분을 클럽 표면의 고주파수 발진으로 변환한다. 압전 소자가 충전됨에 따라, 임계치

(트리거 레벨)에 도달하면, 제어 스위치(도 10의 Q10 및 Q11, 도 11의 Q3)가 턴-온되어, 앞서 오픈 회로 압전 소자 간에

인덕터를 분로시키고 도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덕터 및 압전 소자 커패시턴스에 의해 결정되는 주파수에서 고주파수 발

진을 개시한다.

이 주파수는 LC 시간 상수에 의해 결정된다. 인덕터는 고주파수 공진용의 크기를 가지며, 에너지 손실을 감소시킬만큼 매

우 작은 저항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기 히스테리시스 손실 및 자기장 포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정 자기 코어나 에어

코어를 가져야 한다. 스위치는 MOSFET 트랜지스터로 구현되는 것이 가장 용이할 수 있으나, 신속한 턴-온 시간 및 작은

저항을 가진다면 어떤 스위치도 가능하다. 스위치에는 여러가지 다른 요망 특성들이 있으며, 이는 나중에 설명될 것이다.

표면 및 압전 설계

압전 트랜스듀서는 표면 모션에 연결되어, 표면의 변형이 압전 전압 및 전하를 유도하도록 한다. 본 설계의 목적은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압전 트랜스듀서를 최대한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즉, 1) 표면의 중심에서의 공 임팩트와

표면 중심에서 이격된 공 임팩트 모두로부터 발생하는 표면 변형에 대한 최대 결합(그리고 결과적인 전압)과, 2) 결합된 압

전 소자-표면 구조 시스템의 고주파수 발진 모드에 대한 최대한의 연결을 구현하는 것이다. 표면 로딩으로부터 압전 오픈

회로(OC) 전압으로의 연결은 도 21에 제시되는 데, 이 도면은 공 임팩트를 표현하는 분산 로딩으로부터 압전 소자 오픈 회

로 전압으로의 트랜스퍼 함수를 나타낸다. 이 곡선은 중심 타격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고, 중심 위치로부터 0.5 인치 이격된

각각의 타격 위치에 대해 각각의 스퀘어 방향으로 서로 다른 곡선이 존재한다. 95 MPH 헤드 스윙에 비례하는 10,000 n 로

딩에 대한 콰지-스태틱 오픈 회로 전압(quasi-static open circuit voltage)이 도 21에 제시된 트랜스퍼 함수의 저주파수

점근선에 의해 표현된다. 이러한 성능 지수(Figure of Merit: FOM)는 중심 타격 및 중심 이격 타격에 의해 발생되는 압전

전압을 최대화시키려 시도하는 설계 FOM을 도출하도록 일련의 타격 위치들에 대해 평균될 수 있다.

고주파수 표면 기계적 발진에 대한 이러한 결합은 도 22의 트랜스퍼 함수에 의해 표현된다. 이 도면은 표면 중심에서 공급

된 사인파형 압전 전압으로부터 표면 계면 가속도로의 트랜스퍼 함수를 표현한다. 도 22에서 언급한 전압에 따른 트랜스퍼

함수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범위의 위치들에서의 모션/가속도가 설계용 성능 지수로 사용될 수 있다. 평균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 고주파수 가속 응답은 표면의 진동 모드에서 최대화되며 압전 시스템에 연결된다(도 22의 활성화 모드(Excited

mode)).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이 모드는 127kHz에서 발생한다. 이 주파수에서 표면을 구동함으로서 계면 가속도를 최대

화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가속도 반응에 연계된 주파수 범위에서 발진하는 압전 소자의 링 다운은 최대 계면 가속

도를 이끌 것이다.

이 설계의 목적은 중심 타격 및 중심 외 타격으로 인한 오픈 회로 전압을 최대화시키고, 회로가 트리거링된 후 이 전압으로

부터 차후 링 다운 응답 중 계면 가속도를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형태는 시스템 활성화로 인한 계면의 최대 고

주파수 응답을 야기하는 이 두 성능 지수를 최대화하도록 선택된다.

압전 소자, 클럽 표면, 그리고 원추형 하우징 소자들은 결과적 결합 시스템이 이 성질들을 보이도록 모두 구성된다. 임팩트

에 대한 계면 응답 및 결과적인 전압들이 하우징, 압전 트랜스듀서, 표면 형태, 그리고 재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는 결합

된 시스템 설계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고주파수 모드 형태 및 주파수들이 이 세가지 설계 요소의 함수이다. 다음의 문단

에서는 압전 트랜스듀서가 설명되고 이어서 하우징 및 표면 구조가 설명될 것이다.

스택 및 엔드캡 설계

압전 소자가 도 18에 표면 서브어셈블리의 전개도로, 그리고 도 19에 표면 어셈블리의 단면도로 도시된다. 압전 스택은 소

자(21)로 표시되며, 스택(21), 리드(22), 스택 엔드 캡(23), 그리고 응력변형 릴리프(strain relief)(25)로 구성되는 액츄에

이터 어셈블리는 도 18에서 서브어셈블리(15)로 취급된다. 압전 액츄에이터(21)는 다층 스택의 3-3형 액츄에이터로 구성

되는 것이 비람직하다. 액츄에이터(21)가 모놀리식 봉, 관, 또는 바 형태일 수 있어서, 전기적 입력이 축방향 액츄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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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및 응력변형)을 발생시키고 역으로 축방향 하중이 소자에 전압 및 전하를 발생시키도록 구성된다. 1-3 (가로방향)

연결 관이나 시스템 역시 이러한 효과를 가지지만, 3-3 스택을 이용하면, 전압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층들이 얇

게 만들어질 수 있고, 3-3 모드 다층 스택이 3-3 동작 모드에 연계된 높은 압전 연결 계수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중앙에

위치한 압전 스택은 미리 결정된 위치에서 표면에 구조적으로 결합되는 배킹 플레이트(캡(13))와 표면(10) 간에 위치한다.

압전 스택은 볼록한 엔드캡(23)을 가지며, 이 엔드 캡(23)들은 표면과의 점 접촉을 제공하여, 시스템에서의 편심 배치로 인

해 스택에 유도되는 휨 모멘트를 최소화시킨다. 이는 이와 같은 높은 응력 시스템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기기계적 결

합을 최대화시키면서 시스템 웨이트를 최소화시키도록 최대 허용 응력 근처에서 압전 소자를 동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볼록한 엔드캡(23)들은 이상적인 스택 동작을 도출하도록 스택을 따라 균일하게 응력을 분포시키

도록 설계되며, 임팩트 시 스택 고장을 유도하거나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스택의 응력 불균일성을 최소화시킨다. 엔드캡

두께는 충분한 균질성을 보장하도록 결정된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엔드캡은 둥근 단부에서 12.5mm의 곡률 반경을 가

지며, 팁으로부터 압전 스택과의 계면까지 3mm로 측정된다. 이들은 스택에 최소의 두께/매스 부분으로 응력을 효과적으

로 분포시키기 위해 알루미나나 강철같은 강성 물질로 형성된다. 대안으로, 제작의 용이성을 위해 이 물질들의 래미네이션

으로 구성될 수 있다.

스택(21)은 15~150+ 미크론 범위의 층 두께를 가진 코어-파이어(core-fired) 다층 압전 소자들로 구성된다. 얇은 층들

을 가진 시스템은 높은 커패시턴스를 가지며, 따라서 두꺼운 층들을 이용하는 시스템에 비해 주어진 주파수로의 튜닝을 위

해 낮은 필요 인덕턴스를 가진다. 예를 들어, 1cm 총 길이의 9mm 직경 원형 스택의 경우, 90 미크론 층으로부터 조립될

경우 스택 커패시턴스는 550 nF일 것이며, 35 미크론 층들로부터 조립될 경우 스택 커패시턴스는 3442 nF일 것이다.

얇은 층들을 가진 스택은 트리거링 중 높은 전류를 가진다. 높은 전류는 과도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얇은 층들은 전자

장치 설계를 단순화하고 경감할 수 있는 필적가능한 응력들 하에서 저전압 시스템을 이끌 수 있다. 선호되는 실시예는 90-

100 미크론 두께의 층들을 이용한다 압전 물질은 전형적인 PZT-4와 유사한 "딱딱한" 조성물이다. 임팩트 중 높은 축방향

응력에 대한 허용공차 및 스택 견고성을 최대화하고 압전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압전 물질이 선택된다. 리드

들은 압전 층 모두가 병렬로 동작하도록 부착된다. 리드들은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택의 측면에 부착된다. 압전 소자

는 길이가 ~1cm, 직경이 9mm이다. 전체 압전/엔드캡 어셈블리(15)의 길이가 ~16mm에 이르도록 압전 소자는 매우 얇은

층을 가진 곡면 엔드캡에 강한 에폭시를 이용하여 부착된다.

표면 및 원추 설계

이 목적은 임팩트 중 발생된 전압 및 전하를 최대화시키도록 임팩트 중 표면 변형에 연결하는 것이고, 액츄에이터의 고주

파수 발진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표면 시스템의 고주파수 모드에 또한 연결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임팩트 에너지를 표

면의 고주파수 발진으로 변환한다. 고주파수 표면 발진은 표면 진동에 의해 계면 마찰의 감소 컨셉을 이용하여 공과 표면

간의 마찰 계면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표면 구조는 압전 소자에 의해 쉽게 활성화되는 고주파수 모드를 가진 요망 모드 구조를 생성하도록 주의깊게 제어되는 두

께의 티타늄이다. 표면, 하우징, 압전 소자(총칭하여 표면 어셈블리(14))의 일반적 구조가 도 17에 조립도로, 도 18에 전개

도로, 도 19에 단면도로 제시된다. 이는 표면(10)에 부착된 엔드캡(23)을 가진 압전 소자(21)로 구성되며, 이 압전 소자

(21)는 원추형 하우징 구조(12)에 의해 로딩된다. 압전 소자는 임팩트를 위한 중심점(33)에서 표면과 계면을 형성한다. 표

면은 13mm 정도의 엔드캡보다 약간 큰 곡률 반경을 가진 작은 오목점(33)을 구비하도록 제작되어, 표면 위 스택의 긍정적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

나사난 독립형 엔드피스(13)(선택사항임)을 구비한 원추형 하우징(120은 압전/엔드캡 액츄에이터 어셈블리(15)의 말단부

와 계면을 이루도록 형성된다. 이 역시 압전 엔드캡의 양의 위치를 제공하도록 곡면 계면을 가진다. 원추형 엔드캡은 나사

난 베이스(29)를 가지는 데, 이 베이스는 클럽의 표면(10)에서 나사난 링(37)에 나사 형태로 결합된다. 표면 위 원추형 엔

드캡에 나사선을 제공함으로서, 압전 소자는 표면에 기계적으로 결합되며, 압전 축방향 크기 변화가 표면 휨에 결합된다.

링(56)의 반경, 그리 원추형 하우징의 두께 및 형태는 압전 소자의 말단부와 표면 간 변형 및 탄성 손실을 최소화시키도록

결정된다. 하우징의 축방향 강성은 표면 변형에 대한 압전 결합을 최대화시키도록 가능한 높아야 한다.

원추형 하우징은 도 18의 소자(32)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그 측부에 액세스 구멍들을 구비할 수 있다. 이 구멍들을 이용하

여 스택 위치설정이 가능하고, 클럽 헤드 내부의 그외 다른 장소에 위치하는 전자 장치로의 탈출을 이끌 수 있다. 반복되는

높은 임팩트 하중 하에서 구성요소들의 임계 응력 레벨을 피하기 위해 표면, 원추형 하우징, 압전 소자에 대한 구조적 설계

에 조심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은 표면에 고정되게 압전 스택을 압착하도록 하우징이 표면에 나사선 방식으로 결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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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압전 소자에 대한 충분히 큰 압축 프리로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 목

표는 압전 소자가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팩트 및 동작 중 액츄에이션 소자들을 압축 상태로 유지하

는 것이다.

표면 두께는 원추형 링(39) 내부에서 2.4mm이고, 스텝(35)의 링 외부에서 2.7mm이다. 점진적으로 가늘어져서(36) 링으

로부터 반경방향 외향으로 이동하면서 2.2 mm 최소 두께(34)를 가진다. 링 외부의 큰 두께는 강성 원추형 하우징으로 인

한 응력 증가로 인한 것이며, 이 영역에서 두꺼운 벽들을 필요로 한다. 나사난 링은 표면에 용접되거나 표면과 함게 형성될

수 있다. 나사난 링은 (38) 위치에서 2mm 두께이고 3.5 mm 높이이다. 원추형 하우징(12) 벽 두께는 대략 1mm이다.

임계 치수는 표면 부착 링(38)에서 하우징의 직경이다. 이 직경은 표면 구조에서 높은 가속도를 활성시킬 수 있도록 충분

히 높은 주파수에서 명료한 축대칭 진동 모드를 시스템으로 하여금 구현하게 하면서도 가능한 크게 선택된다. 선호되는 실

시예에서, 링(38)은 35mm 직경과 4mm 높이를 가진다. 링 내부(39)의 표면 두께는 2.4mm이고, 압전 소자의 제 1 축방향

확장 모드에 그 구성요소 모드 중 하나를 일치시키도록 선택된다. 이 표면-압전 모드 일치는 요망 주파수에서 높은 모드

진폭을 가지는 결합 시스템을 생성한다.

결합 하우징은 말단부에서 나사난 엔드캡(13)을 가질 수 있다. 하우징의 나사난 계면(30)은 엔트캡의 나사난 계면(27)과

접합된다. 하우징의 개방은 단순화된 어셈블리 공정을 허가한다. 제거가능한 엔드캡 설계를 이용하여, 원추형 하우징이 표

면에 먼저 부착된다. 그후 압전 소자가 삽입되고, 엔트캡이 표면에 대해 압전 소자를 프리로딩하는 원추형 하우징에 나사

선을 통해 결합된다. 엔드캡은 압전 볼록 엔드캡과 일치하도록 오목한 곡면을 가질 수 있다. 엔드캡(13)은 원추형 하우징

(12)에 대한 나사난 부착물(27)을 가질 수 있다.

전기 회로

일반적인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즉, 임팩트 중 로딩되는 탄성적으로 결합된 압전 소자에 의해 임

팩트 중 "콰지-스태틱 방식으로(quasi-statically) 발생된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응력/하중이 압전 소자에

공급되면, 전압 및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압전 소자에 구현된다. 도 10 및 도 11에 도시된 전자장치들은 압전 소자 상의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압전 소자의 고주파수 발진 모션으로 변환한다. 이 변환을 구현하기 위해, 지정 전압 임계치로 충전

된 압전 소자의 전극들 사이에서 도 11의 인덕터 L1과, 도 10의 L10이나 L11을 스위칭시키는 "스위칭-이벤트"가 존재한

다. 전압 레벨은 소정의 크기나 강도의 임팩트에 대응하도록 미리 결정될 수 있고, 따라서, 공의 스핀에 대한 교정 액션을

보증하도록 충분히 강한 임팩트 발생시에만 시스템을 트리거링한다.

스위치가 임계 전압 레벨과는 다른 이벤트에 의해 트리거링될 수도 있다. 가령, 압전 전압이 이전 값으로부터 물러나기 시

작할 때를 표시하는 피크 검출 회로를 이용함으로서 임팩트 중 로딩의 피크에서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다.

인덕터는 지정 주파수(가령, 120kHz)에서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발진하도록 설정된다. 압전 소자 커패시턴스는 스택 총 길

이 1cm, 직경 9mm, 두께100 미크론 층의 경우에 480-600 nF에 해당한다. 본 시스템에서, 최적 인덕터 L10, L11, L1 값

은 ~1-10 마이크로헨리이다.

요약하자면, 회로 설계는 압전 전극이 오픈 회로일 때 압전 소자에서 전압 레벨을 감지하고, 지정 전압 레벨에서 상기 회로

에 대해 인덕터를 연결하는 스위치를 클로즈하도록 구성된다. 이에 따라, 도 12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링잉(ringing)을 야

기하는 인덕터를 통해 압전 소자에서의 전압 및 전하가 방전함에 따라 고주파수에서 압전 소자가 발진하게 한다.

도 10 및 도 11에 도시된 회로는 이러한 간단한 기능의 트리거 스위치를 가진다. 트랜스듀서가 임팩트 중 응력을 받음에

따라, 전하 및 전압이 전극에 구축되고, 트랜스듀서에 의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 임팩트의 기계적 에너지를 저장한다. 특

정 회로는 전압이 임계치에 도달할 때, 용량성 압전 소자를 인덕터에 연결하도록 스위치가 닫히도록 동작한다. 이 인덕터

는 클로즈된 전기 회로의 LC 시간 상수가 구조 모드(본 경우에 표면 휨 모드)의 공진 주파수 매우 가까이에 있도록 구성된

다.

고주파수 링잉(ringing)은 압전 커패시터의 콰지-스태틱 에너지를 발진 에너지로 변환함에 있어 가능한 효율적이어야 한

다. 이는 매우 낮은 손실 발진을 요건으로 하며, 따라서, 링-다운은 매우 낮은 댐핑 비, 매우 높은 품질 팩터(통상적으로 임

계치의 10%보다 작음, 선호되는 것은 임계치의 5%보다 작음)을 가진다. 따라서, 이는 주 연결 경로에 저항없이, 그리고 낮

은 손실 인덕터같은 손실 소자없이 매우 낮은 "온" 저항 스위치를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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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높은 성능은 임의의 와류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시한다. 전형적인 와류 손실은 임팩트 시 통상적으

로 압전 소자가 발생시키고 있는 오픈 회로 전압을 감소시키도록 기능하는 커패시터같은 임의의 전기적 소자나 스위치 제

어 회로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하로 인한 것이다.

트리거링 이전에 압전 소자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전형적인 전압은 400V 수준이다(100~600V까지 가능). 이러한

많은 구성요소들이 고압 성분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높은 항복 전압을 가져야 할 것이며, 반면에 매우 작은 손실을 위한 매

우 낮은 온 저항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네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즉, 1) 커패시턴스를 가진 압전 트랜스듀서(21), 2) 제어 회로

에 의해 제어되면서 압전 전극들 사이에서 도 11의 인덕터 L1을 연결하는 도 11의 스위치 Q3, 3) 상기 제어 회로, 그리고

4) 상기 인덕터 L1으로 구성된다.

압전 소자 전극에서의 전압이 임계치에 도달할 때 메인 스위치가 매우 빠르게 턴-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치를 빠

르게 턴-온 시키는 것은 손실 감소를 위해 중요하다. 왜냐하면, 120kHz에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턴-온되면, 턴-온에 몇 마

이크로초가 걸릴 경우, 진실한 링다운이 발생하기 전에 압전 전압이 손실이 매우 실질적인 값이 될 것이다. 인덕터를 완전

히 연결하기 전에 압전 충전이 차단된다. 이는 초기 및 차후 발진 전압을 크게 제한한다. 이상적 회로는 원본 오프 회로 상

태로부터 압전 전압의 강하없이 압전 소자에 인덕터를 연결한다. 요약하자면, 동작시에 시스템은 트리거 한도 레벨에 도달

하고, 그후 고압 스위치를 신속하게 클로즈하여, 손실이 거의 없고 링다운이, 트리거 이벤트에 의해 결정되는 오픈 회로 전

압 레벨에서 개시되게 된다.

도 10a와 b에는 이 회로의 블록다이어그램이 도시되며, 압전 소자의 단자에 인덕터 소자를 연결하기 위해 스위치를 구동

하는 제어 회로를 도시한다. 도 10a는 압전 소자와 인덕터 간(high side)에 스위치가 존재하는 구성이며, 도 10b는 스위치

드레인이 접지(low side)된 구성이다. 도 10b에 제시된 이 구성의 상세한 회로가 도 11에 제시된다.

압전 소자(P1):

이 회로는 압전 소자 P1에 연결된다. 이때, 압전 소자의 하이 전극(스택 압축시 양전압)이 인덕터 L1에 연결된다. 도 11에

서, 압전 소자는 커패시턴스 C와 직렬인 전압 공급원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소자들은 회로의 일부분이 아니

며, 압전 소자를 표현하는 기능에 지날 뿐이다. 이 표현은 전기적 에너지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로의 연결을 무시하며, 압전

소자에 가해지는 기계적 힘의 효과만을 반영한다. 커패시터 C는 압전 소자의 오픈 회로 커패시턴스를 반영하도록 구성된

다. 전압 소스 입력은 오픈 회로 조건에서 기계적 힘 하에 압전 소자가 보일 수 있는 오픈 회로 전압 변화를 표현하도록 구

성된다. 압전 소자에 대한 좀더 완성형인 모델은 기계적 및 전기적 도메인을 연결하는 변압기와 압전 소자의 이너시아 및

강성같은 기계적 성질에 대한 전기적 유사성을 포함할 수 있다.

인덕터(L1):

인덕터 L1이 압전 소자 P1에 연결된다. 스위치 Q가 오픈 상태이고 어떤 정류도 흐르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덕터 L1이

부동 상태이다(접지부에 연결되지 않는다). 트리거링 이벤트 및 메인 스위치(Q3)의 차후 클로즈시, L1의 부동 측은 접지부

에 연결되고, 압전 소자 및 인덕터 사이에 폐회로가 형성된다. 이제 압전 커패시턴스와 병렬로 연결된다. 이는 닫힌 LRC회

로를 생성하며, 이때, 압전 소자는 커패시턴스로, L1은 인덕턴스로, L1의 직렬 저항 및 메인 스위치 Q3의 임의의 저항은 R

로 기능한다. 본 설계의 기본적 목표는 고도의 공진 전기 회로를 생성하여(낮은 R 및 낮은 댐핑), 전기적 발진으로부터 압

전 소자 및 표면의 기계적 발진으로의 연결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덕터는 LRC 회로의 발진 주파수에서 매

우 낮은 직렬 저항을 가져야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50-200 kHz 범위이다. 전력 공급원의 스위칭같이 고주파수 동작을 위

해 고품질, 저손실 인덕터를 이용하는 것이 본질적 부분이다. 우리의 시스템에서, 압전 소자 커패시턴스는 200-600 nF 수

준이며(400nF이 가장 일반적), 1-12 마이크로헨리 수준의 인덕턴스 값(6마이크로헨리가 가장 일반적)이 발진 주파수 설

정에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이때, 공식 1/sqrt(LC)를참고할 수 있고, 이때, f는 요망하는 전기적 공진 주파수이다. 우리의

시스템에서, Vishay IHLP5050FDRZ3R3M1의 3.3 마이크로헨리 전력 초크 코일이나 Panasonic PCC-F126F(N6)의 코

일이 사용되었다. 후자는 8.2 마임크로헨리의 경우 ~11 밀리오옴의 DC 저항을 가진다. 고려되어야할 절충사항은 낮은 저

항 대 패키지 크기이다. 이 둘 모두 각각 3그램씩 나간다. 인덕턴스 값이 주파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공진 회로의 주파수에

서 정확한 값을 가지는 인덕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위칭 시 포화 효과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전류가 클 수 있기 때문), 코어를 포화시키지 않는 인덕터를 선택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포화는 유효 튜닝 및 인덕턴스 값을 변화시키고, 튜닝 프로세스를 크게 분화시킨다. 높은 전류 레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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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의 자기장은 포화되고, 따라서 코일 인덕턴스를 효과적으로 낮춘다. 이는 (진폭에 의존하는) 공진을 조율하는 데 어려

움을 야기할 수 있고, 스위칭 시 과도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낮은 인덕턴스의 포화 인덕터는 스위칭 시 높은

전류를 제한하는 유효 초크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어의 히스테리시스 손실 및 포화같은, 비선형 효과 분화 튜닝

을 최소화시키는 인덕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인 스위치(Q3):

메인 스위치는 회로의 가장 중요한 소자 중 하나이다. 지정 임계 전압에 도달하면, 제어 회로는 N-채널 MOSFET의 게이

트 전압을 상승시킴으로서 MOSFET Q3를 턴-온한다. 임계 게이트 전압(~5-10Volt) 위에서, MOSFET의 "온" 저항은 크

게 강하된다. MOSFET은 오픈 회로로부터, 인덕터를 위한 접지부에 대한 낮은 온-저항 연결로 변화한다. 저항 R4는,

MOSFET Q2로부터 누설 충전 전류의 존재하에서도 접지부에 게이트가 연결되도록 구성된다. 제어 회로가 연결되면, Q3

의 게이트는 임계 전압까기 신속하게 충전되며, Q3의 "온" 저항은 급속하게 떨어져서 스위치를 닫는다. 스위치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충전은 압전 소자 자체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 충전은 완전히 와류적이며, 초기 압전 전압 레벨을 최

대화하기 위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 효과를 위해, 이 MOSFET의 주 요건은 낮은 게이트 구동 전하와 낮은 총 게이트 커

패시턴스이다. MOSFET은 높은 소스-드레인 전압에서 동작할 필요가 있다. 즉, 트리거 조건 및 연결에 도달하기 전에 항

복없이 압전 전압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높은 항복 전압은 따라서 중요하다. 0.1 오옴보다 작은 낮은 온-저항이 역시 중요

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기적 발진에서의 댐핑에 기여하며 시스템의 전기 에너지를 위한 핵심 손실 메커니즘이기 때문이

다. MOSFET이 소스로부터 드레인까지 인트린직 다이오드를 가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는 스위칭 후 전기적 발진에

서 업스윙 중 역전류 경로를 제공한다. 현재의 회로에서, 스위치 Q3는 다이오드 D3에 의해 전기적 발진 중 온으로 유지되

고, 상기 다이오드 D3는 발진 중 차후 전압 변화 중 게이트를 점화하지만 게이트에 흐르지는 않을 때 게이트에 전하가 흐

르게 한다. 점화 후 얼마동안 Q3가 머무르는 지에 관한 시간 상수는 게이트 커패시턴스와 저항 R4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

다. 점화 후, 전하는 전압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게이트의 누출을 서서히 시작하여, 드레인 소스 저항을 크게 증가시키고

스위치를 오픈시킨다.

여러가지 고전압 MOSFET들이 소싱되고 평가되었으며, 현재 두개의 베이스라인이 존재한다. 즉, Advanced Power

Technologies 사의 APT30M75와, Vishay Siliconex 사의 SI4490 이 있다. 이들의 비교할만한 성질들이 아래에 제시된

다.

 장치  Vds 최대값  게이트소스 전하  Vg=10V에서 Ron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

 APT30M75  300V  57nC  0.075  1.3

 SI4490  200V  34nC  0.070 Ohm  0.75

이 값들은 고전압 기능을 여전히 가지면서도 낮은 게이트 전하와 낮은 "온" 저항을 바탕으로 선택되었다. 초고압 시스템의

경우, 선호되는 스위치는 500 볼트 및 60 암페아 정격의 ST Microelectronics 사의 STY60NM50이다.

제어 회로

제어 회로는 압전 소자에서 임계 전압 레벨에 도달할 때 Q3의 게이트에서 전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도록 설계된다. 온 상

태로의 전이 중 높은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급속한 턴-온(그리고 제어 회로의 높은 이득)이 필요하다. 전이가 너무

느리면 회로의 피크 음 전압 변화 및 차후 링잉을 제한한다.

제어 회로의 또다른 특징은 래칭에 있다. 즉, Q3가 턴-온되면, 압전 소자 전압 변화에 관계없이 온 상태로 머무른다. R4를

통한 Q 게이트 구동 전하의 누출에 의해 결정되는 주기에 대해 온 상태로 머무른다. R4는 일반적으로 3 메가오옴이다.

제어 회로 동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Q3는 초기에 오픈 상태이고, 따라서, Q3의 소스 단자(탑)에서의 전압은 압전

소자의 오픈 회로 전압이다. 정격 전압의 합에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제너 다이오드 D4, D5, D6에 의해 결정되는 임계

전압에서, 전류는 D4-D6를 통해 전도하기 시작하여, 커패시터 C3를 충전시키고 트랜지스터 Q1을 턴-온시킨다. D4-D6

의 누출이 작다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D4-D6를 통한 일부 누출이 커패시터 C3의 충전을 야기할 수 있고 Q1을 부분

적으로 턴-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R2는 제너 다이오드 D4-D6의 누설 전류에 연계된 전압 상승을 제한하도록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100kOhm), 커패시터 C3에 대한 방전 경로를 구현한다. 트랜지스터 Q1은 저전압용 정격만을 필요로한다. 왜

냐하면, 제너 다이오드 D2에 의해 28 이하의 전압에서 유지되는 제어 공급 커패시터 C4에 그 소스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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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공급 커패시터 C4는 압전 소자의 초기 높은 전압 변화 중 충전된다. 이는 저항 R3(통상적으로 5kOhm)에 의해 결정

되는 정격으로 충전된다. 본 시스템에서, 이는 약 5 kOhm으로 설정되어, 47nF의 범위에서 C4 값에 대해 100-200 마이크

로초의 충전 시간을 가능하게 한다. 설계시, 저항 R3는 커패시터 C4가 구성된 후 급속한 충전을 위해 구성된다. 커패시터

C4는 메인 스위치 Q3 게이트에 연결되었을 때(Q2가 온으로 스위칭될 때), 아직 충전되지 않은 Q3 게이트에 전하를 운반

하고, 따라서, C4에서의 전압을 낮추고, Q3의 게이트 전압을 풀 온 조건(full on condition)으로 상승시킨다. 따라서, C4는

필요한 ON 레벨까지 Q의 게이트 충전을 공급할만큼 충분히 크다. C4에서의 전하가 압전 충전에 대해 와류적이고 압전 전

압을 효과적으로 저하시키기 때문에, Q3의 필요 게이트 전압 상승을 구현하면서도 C4를가능한 작게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선택된 M1의 경우, 이 값은 3.3nF만큼 작을 수 있고, 하지만 더 큰 메인 MOSFET의 경우, 47 nF이 필요하였다. 실

제로, 제너 다이오드 D2에 의해 제한되는 커패시터 C4 피크 전압은 가능한 높게 설정되며, 제어 MOSFET 및 트랜지스터

를 저비용 저손실형으로 유지한다. 우리의 회로에서, 우리는 공급 커패시터 C4에 대해 28볼트를 선택하였다. 테스트에 따

르면, 이 성분 값들에서, 제어 회로는 전체 오픈 회로 압전 전압의 일부분만큼만 압전 전압을 감소시켰다.

임계 전압에 도달하여 스위치 Q1이 턴-온되면, 이는 P 채널 MOSFET Q1의 게이트를 풀다운한다. 그래서, 이를 급속하게

턴-온시키고, 충전된 커패시터 C4를 메인 MOSFET Q3 게이트에 연결한다. 이는 Q3 게이트를 충전시키고 Q3를 급속하

게 턴-온시킨다. Fairchild BSS110이 p-채널 MOSFET Q2용으로 사용되었다. 이 회로의 MOSFET 버전은 C4로부터 Q3

게이트까지 훨신 작은 누출을 가진다. 이 누출은 C4가 충전되나 스위치 Q2, Q3가 오픈 상태일 때 발생한다. Q3의 게이트

에 대한 전하의 이러한 누출은 Q의 부분 스위칭 온을 야기한다. Q2의 MOSFET을 이용하면, 이러한 누출을 제거할 수 있

고, 클린 스위칭을 이끌 수 있다. Q3의 게이트가 충전되면, 충전 상태로 유지된다. 왜냐하면, 이는 다이오드 D3를 통해 충

전되기 때문이며, 게이트 전하가 R4를 통해 드레인된 후에만 오픈 상태로 스위치백하기 때문이다.

전기적 결론 개관: 압전 소자는 초기에 오픈 회로이다. 압전 전압을 저하시키는 낮은 와류 손실이 제어가능한 일부 임계값

에 도달하면, 전기 스위치는 압전 소자 간에 인덕터를 연결하고, 매우 높은 주파수(VHF)에서 발진을 시작하게 한다. 이 스

위치는 오픈 회로로부터 클로즈 회로로의 전이 중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급속하게 스위칭되어야 한다. 이는 매우 낮은 온

저항을 가져야 할 것이며, 상기 스위치를 점화시켜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가 요구되며, 이 회로는 압전 소자에 대한 전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많은 용량성 드레인이 필요하지 않다. 스위치를 턴-온 시키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발진에 가용하지

않은 에너지다.

가변 튜닝 주파수를 제공하도록 인덕터를 튜닝하고 스위칭 아웃하며, 전기적 제어하에서 스위치 인하고 변화시키는 기능

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회로들은 자체-잠금 발진을 가진다. 이들은 회로의 피드백 이득이나 지연 이득에 의해 결정되는 발진 주파수로 자동

적으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압전 진동에 대한 잠금을 구현할 수 있다.

시스템이 일부 외부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동작 중 시스템의 신호 및 전압의 프로브

를 구현하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이 유용하다. 여러 리드/센서/프로브 포인트(보드로부터의 외부 계면)는 테스트

및 동작 전반을 통해 시스템 상태 및 조건들을 튜닝하고 검사하게 한다. 이 신호들은 시스템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외부

와이어 등에 의해 운반될 수 있고, 무선으로 송출될 수도 있다. 외부 전자 장치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은 시스템 성능이나 진

단 장치 그리고 데이터 다운로드의 리프로그래밍 및 모니터링/원격측정에 또한 유용하다.

(표면에 결합된 압전 소자의 외부에 배치되는) 이러한 전기 회로 소자들은 한쪽 또는 여러쪽으로 단일 보드 또는 여러개의

보드에 구성된다. 보드는 골프 클럽의 헤드 내부에 구성될 수도 있고, 골프 클럽의 외부에 구성될 수도 있다. 도 13 및 도

14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헤드로부터 보드에게로 이어지는 트랜스듀서 리드들에 의해 연결된다. 이 구성요소들 중 일부분

또는 전부가 외부 보드에 위치하여, 트리거 레벨을 변화시키기 위한 회로나 그외 다른 회로 튜닝에 용이하게 액세스할 수

있다. 대안으로, 보드(18)가 클럽 헤드로부터 떨어진 도 16a 및 15b에 도시되는, 그리고 헤드에 부착된 도 14 및 15에 도

시된 단일 플레이트 어셈블리(16)의 일부분으로 단일 플레이트(54) 상에 구성될 수 있다. 단일 플레이트 어셈블리(16)는

리드(22)나 플러그 커넥터(20)로 구성되어, 클럽의 메인 바디에 대한 탈착가능한 피스의 조립으로 전기적 연결이 구현된

다. 이러한 배열이 도 14 및 도 15에 단면도로, 도 16a 및 도 16b에 단일 플레이트 어셈블리가 떨어져 나온 상태로 도시된

다. 이 도면들은 스탠드오프(45)에 의해 탈착식 단일 플레이트(54) 상에 장착되는 전기 회로 보드(18)를 도시하며, 이에 따

라, 단일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패스너(47)에 의해 클럽 바디(11)에 연결될 때, 1차 보드(49) 상의 커넥터와 2차 커넥터 보

드(19) 상의 커넥터(20) 간에 전기적 연결이 구현된다. 2차 커넥터 보드(19)는 스탠드오프(44)에 의해 헤드(11)에 영구적

으로 장착되며 트랜스듀서(21) 및 표면 어셈블리(14)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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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열은 전기 회로 및 보드의 간단한 제거, 튜닝/유지관리/수리를 가능하게 한다. 헤드에 영구적으로 장착된 커넥터

및 커넥터 보드는 1차 보드의 간단한 제거를 가능하게 한다. 클럽 스윙 및 임팩트 중 외부 모니터링 및 진단을 가능하게 하

도록 1차 보드에 추가적인 커넥터들이 구성될 수 있다. 대안으로, 이러한 정보는 수신기에 무선으로 전송되어 차후 검사를

위해 저장된다. 대안으로, 임팩트 이벤트 중 얻은 데이터는 명령 프람프트에 따라 차후 덤핑/다운로드를 위해 온보드 메모

리의 보드에 저장될 수 있다. 유선 또는 무선 채널을 이용하여 원격측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장 및 모니터링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는 스윙 속도, 임팩트 힘, 공 표면 임팩트 위치 및 강도, 클럽 헤드 감속, 그리고 결

과적인 공 가속도를 포함하며, 클럽 스윙 및 임팩트의 조건들 및 동역학에 관련된 다수의 시스템 상태들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조립 과정

조립시, 일련의 이벤트들이 여러가지 순서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중 한 순서가 아래에 제시된다.

1) 적절하게 설정된 링을 이용하여 표면(10)을 형성한다. 링의 내경에서의 스레드(37)와 내경을 설정하도록 포스트 단조

기계가공 과정이 실행된다. 표면과 접촉할 때 스택이 인터페이싱할 위치에서 딤플(33)을 형성하고 폴리싱한다.

2) 형태를 유지하도록 표면 링 스레드에 견본 스레드 피스를 장착하고 표면을 바디(11)에 용접한다. 그후, 지지 견본 스레

드 피스를 제거한다.

3) 원추형 하우징(12)에 나사선을 이용하여 꽉 조인다.

4) 표면과 접촉하도록 압전 스택/압전 엔드캡 어셈블리(15)를 원추형 하우징에 삽입한다. 원추형 하우징의 엔드캡이 나사

선 형태로 결합되고 압전 소자가 프리로딩되어 표면에 대해 위치에 잠길 수 있을 때까지, 압전 소자를 제자리에 위치시키

도록 설계되는 플라스틱 또는 그외 다른 가요성 물질로 지지 소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압전 소자(22)의 리드들은 하우징

벽(32)의 구멍을 통해 이어져야 한다. 이들은 임팩트 유도 모션 중 마모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고리(grommet)나 응력변형

릴리프(strain relief)를 가져야 한다.

5) 엔드캡(13)은 그후 원추형 하우징에 나사선을 이용하여 결합되어, 압전 소자가 확실하게 들어앉게되고, 임팩트 중 압전

엔드캡과 표면 간의 접촉을 파괴할만큼 충분하게 표면에 대해 프리로딩된다(약 1000N 압축 프리로드). 자리배치를 돕기

위해 원추형 엔드캡과 표면, 그리고 압전 어셈블리의 엔드캡 사이에 기계 오일의 박막층이 사용될 수 있다.

6) 원추형 엔드캡(13)의 나사는 세트 스크루, 에폭시, 또는 그외 다른 고착 방법에 의해 잠긴다.

7) 1차 보드(18)와 인터페이싱하는 커넥터(20)를 고정하는 작은 커넥터 보드(19)에 압전 소자의 리드들이 납땜된다. 커넥

터 보드는 스탠드오프(44) 상에 에폭시나 스크루를 이용하여 헤드에 영구적으로 부착된다. 커넥터 보드는 간섭없이 1차

보드에 인터페이싱하도록 배치된다.

8) 클럽 헤드(43)의 크라운은 섭씨 160도의 에폭시 본딩 동작에서 헤드 바디(11)에 접착된다.

9) 1차 보드(18)와 커넥터(49)는 탈착식 단일 플레이트(54)에 부착된다. 전체 탈착식 어셈블리(17)가 클럽 헤드에 삽입되

어 나사선을 따라 결합된다. 시스템이 이제 동작한다.

대안의 실시예: 표면 강성 제어

앞서의 단락들에서,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표면-공 마찰 제어를 구현하기 위ㅎ나 방법 및 시스템이 제시되었다. 이 단락에

서는 강성 제어의 구현을 위해 골프 클럽의 표면에 연결되는 압전 트랜스듀서를 이용하는 대안의 실시예가 제공될 것이다.

유효 표면 강성을 변화시킴으로서, 공-표면 임팩트의 경로 및 결과가 나타나고 제어되며, 따라서, 이는 고상 트랜스듀서

물질을 이용하는 임팩트 제어 시스템의 한가지 예에 해당한다. 본 섹션에서 제시된 컨셉들은 표면에 연결된 압전 트랜스듀

서 형태로 기술되지만, 트랜스듀서가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그 역으로도 변환할 수 있는

한, 표면 모션에 결합된 임의의 트랜스듀서를 가진 시스템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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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컨셉은 규정된 조건 하에서 표면의 유효 강성을 변화시키도록 표면 연결된 트랜스듀서의 전기기계적 결합을 이용

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결과적인 공-표면 임팩트로부터 요망 효과를 생성하도록 표면의 강성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강성은, 전기기계적 결합을 구비한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전기측(포트)의 경계 조건 변화가 시스템의 기계측 유효 강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쇼트된 압전 소자의 강성이 오픈 전극을 가진 압전 소자의 해당 강성보다

작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 효과는 압전 물질 및 압전 소자의 유효 강성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압전 소자가

표면에 기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압전 소자 강성의 변화는 표면 강성의 변화로 나타난다.

상술한 트랜스듀서-표면 기계적 결합 실시예(컨셉 1-8)에서, 트랜스듀서의 강성 변화가 표면의 거동을 변화시키도록 트

랜스듀서가 표면에 기계적으로 연결된다. 탄성 연결 실시예의 경우에(컨셉 1-4), 트랜스듀서의 강성 변화는 공 임팩트에

대한 표면의 강성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임팩트 시 표면의 편향을 변화시킨다. 이너시아 연결 경우에(컨셉 5-

8), 트랜스듀서 강성의 변화는 표면 모션과 이너시아 매스 간의 결합에 대한 변화를 야기한다(컨셉 8의 경우 이는 클럽 헤

드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 콰지-스태틱 강성이 아닐 경우 표면의 동적 강성을 변화시킨다. 이는 이러한 이너시아 결합 컨

셉들이 DC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주파수에서 증거 매스로부터 이너시아 힘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

우 낮은 주파수에서 시스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들은 임팩트 시간스케일에서 시스템에 대한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되며, 따라서, 이 컨셉들에서 트랜스듀서 강성의 변화는 공 임팩트에 관련된 주파수 범위에서 시스템의 강성 변화를

야기한다(약 0.5밀리초 및 1kHz). 따라서, 트랜스듀서의 강성을 변화시킴으로서 임팩트 시 표면의 유효 강성을 변화시키

는 데 컨셉 1-8 중 임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트랜스듀서 구조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임팩트 제어 컨셉에 대한 근간으로 상술한 트랜스듀서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셉 2

에서와 같이 표면에 연결되는 압전 스택을 이용할 수 있다. 컨셉 2 및 도 2a 및 도 2b, 도 13-19에 제시된 기계적 설계에

서, 표면 DC 강성(표면에 법선 방향 중앙 공 힘)은 쇼트 회로 경우로부터 최종 오픈 회로 시나리오까지 25% 증가한다. 스

택 트랜스듀서를 이용할 때의 대안의 구조는 표면에 결합된 평면형 압전 트랜스듀서(또는 고상 트랜스듀서 물질)을 이용하

는 것이며, 따라서, 표면 팽창부 및 휨에 대한 연결을 통해 표면 모션에 연결된다. 표면 휨 강성, 따라서 공 힘에 대한 전체

강성은 전기 회로 경계 조건(오픈 회로, 쇼트 회로)을 변화시킴으로서 변경될 수 있다.

시스템 회로 동작

제어를 위해, 트랜스듀서 전기 경계 조건들은 시스템의 거동이나 응답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트랜스듀서 자체

에 기반하여 결정될 수도 있고(로딩 하의 전압이나 전하), 표면 응력변형이나 표면 편향 센서같은 독립형 센서에 의해 결정

될 수도 있다. 임팩트 시 클럽 헤드 감속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이에 따라 트리거링하는 데 가속계가 사용될 수도 있다.

동작 시에, 센서에 따라 오픈 회로나 쇼트 회로 조건에 트랜스듀서가 놓인다. 예를 들어, 임팩트 강도를 바탕으로 하여 전

기적 연결이 제어될 수 있다. 더 강한 공 임팩트 시 시스템을 강성으로 만들고, 소프트한 공 임팩트 시 시스템을 덜 강성으

로 만든다. 이는 느낌 개선, 긴 공 주행 시간, 그리고 탑스핀이나 출발 각도(launch angle)의 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조건에

서 특히 중요할 수 있다.

퍼팅시에, 퍼터 표면을 떠나기 전에 가능한 많은 탑스핀을 공에 부여하는 것이 미끄럼 감소의 핵심이다. 구르기 시작하기

전에 공이 미끄러지는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퍼터의 임팩트는 순간적으로 몸통둘레를 넓히면서 전후로 골프 공을 압축한다. 공은 그후 초기 형태로 되돌아가, 클럽 표

면으로부터 전방으로 밀어냄을 시작한다. 완벽한 시나리오는 퍼터가 진행하는 방향에 의해서만, 그리고 상기 방향에 대한

퍼터 표면의 각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골프 공을 가지는 것이다. 골프 공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 불완전성은 압축 편향이라 불리는 복원 방향의 편위를 야기시킬 수 있다. 임팩트 시 공이 압축되

는 크기의 감소는 압축 편향을 감소시킨다. 소프트한 표면은 인터페이스 로딩을 감소시키고 공 압축을 줄인다. 따라서, 적

절하게 튜닝될 때, 시스템의 요망 효과는 공 압축 편향을 감소시키고 진행(launch) 및 구름 조건을 최적화시킨다. 퍼터의

예에서, 높은 복원 탄성과, 비교적 소프트한 클럽 표면과의 조합은 거리 및 방향 측면에서 제어를 향상시킨다.

공과 표면 물질의 탄성 변형은 골프 공이 밀어내거나 진행하거나 임팩트 이벤트 중 압축된 후 클럽 표면으로부터 튀어오르

는 방향, 속도, 방식 등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공을 타격하는 클럽 표면의 유효 탄성은 공과 클럽표면의 탄성의 조

합이다. 제어를 최대화하기 위해, 퍼터 및 웨지에서, 유효 탄성의 실질적 부분이 공의 압축으로부터가 아니라 클럽 표면으

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더 우수하다. 그래서 압축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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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개선을 위해 표면에서의 큰 순응성을 가지고자 하는 바램과는 대조적으로, 퍼팅 및 짧은 골프 샷에서, 임팩트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충돌 지점에 대한 스트로크의 힘과 임팩트의 강도로 인해 보다 순응성의 표면과 함께 제어 크기가 감소할

수 있다. 임팩트에 의해 유도된 변형은 공 궤적 오차 및 일관되지 않은 스트로크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높은 강도에서의

이상적이지 않은 임팩트 시에 기여할 수 있다. 순응도 증가는 높은 강도의 임팩트 시나리오에서 제어 손실을 일으킬 수 있

다.

샷의 제어를 개선시키고 산발을 감소시키기 위해, 높은 임팩트 강도 이벤트에서 높은 강성을 가지며 낮은 임팩트 강도 이

벤트에서 낮은 강성을 가지는 클럽 표면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공이 클럽 표면과 접촉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압전 소자가 쇼트 조건에 있을 때, 높은 마찰 계수를 가

진 클럽 표면에 "주행 시간"이 연결된다. 이때, 공 진행 조건의 최적화 및 제어의 개선이 나타난다.

주행 시간 증가는 탑스핀 부여 목적으로 공을 고정시키도록 클럽 표면에게 확장된 기회를 제공한다. 주행 시간이 길수록

느낌이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퍼터를 이용한 저속 임팩트에서, 쇼트된 압전 소자는 접촉 중 클럽 표면이 공을 안게 한다. 이에 따라 주행 시간

이 증가하고, 잔디에서의 미끄럼이 감소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성능 특성은 정확도, 일관성, 신뢰도 개선을 위해 당 분

야에 잘 알려진 제어 및 느낌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와는 달리, 고속 임팩트 시 표면의 강성 증가는 탄성 변형에 의해 유도된 오차를 감소시킴으로서 정확도 및 일관성을 또

한 증가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변 강성 효과는 간단한 전기 회로 변형만을 이용하여 한개의 골프 클럽으로부터 상당

범위의 성능 특성을 제시한다. 반면에, 패시브 골프 클럽 설계에서 동일 범위의 성능 특성들은 이 범위에서 실행될 클럽 표

면 물질 경계 조건들을 변화시킴으로서 동일하게 설계된 여러 골프 클럽들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전기적으로 튜닝가능

하거나 맞춤화될 수 있는 클럽 시스템의 개념이 가능하다. 저항이나 트리거 레벨을 변화시키는 것은 특정 골퍼나 플레이

조건과 부합하도록 클럽 거동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임팩트 경로 중 소정의 조건 하에서 시스템을 강성으로 구현함으로서, 임팩트 결과가 제어된다. 대안으로, 샷 이전에 사용

자에 의해 강성 변화가 구성되고 고정되어, 클럽을 사용자에게 맞춤화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가장 바람직한 강성 설정을

선택할 수 있고, 공장에서 또는 사용자 제어 시스템에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강성은 플레이 이전에 사용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가령, 사용자의 요망 사항이나 경기 조건(날씨, 바람 등등)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 스위치나 그외 다른 전

기적 설정 장치는 그립 말단부와 같은 위치에 용이한 사용자 액세스를 구현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임팩트 센서로 압전 소자 자체를 이용하는 선호되는 실시예의 도면이 도 23에 도시된다.

동작시, 회로는 하드한 임팩트 시나리오에서 압전 전극들을 오픈시키고, 소프트한 임팩트 시나리오에서 압전 전극들을 쇼

트 상태로 남겨둔다. 트랜스듀서(표면에 연결됨)는 전하 또는 전압 감지 회로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실질적으로 이는 센

서로 구성된다. 감지 회로는 압전 하이 리드를 접지부에 유지시켜서, 압전 소자를 쇼트시킨다. 이 조건에서, 압전 트랜스듀

서는 쇼트 회로의 기계적 성질들을 나ㅏ낸다 센서 출력 전압이 임계 레벨에 도달하면, 회로는 트리거링되고, 압전 소자를

회로에 연결하는 스위치(보통 클로즈 상태)가 오픈되며, 특히, 압전 트랜스듀서의 전극들을 오픈시킨다. 전자 장치를 트리

거링하면, 압전 트랜스듀서는 오픈-회로 강성을 가질 것이며, 압전 트랜스듀서가 기계적으로 연결된 표면은 임팩트 나머

지에 대해 더 높은 강성을 가질 것이다.

이를 구현하는 회로는 마찰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앞서 설명한 회로와 매우 유사하다. 이 회로는 인덕터 L1을 저항 R2

(도 23)로 바꿈으로서 수정된다. 마찰 제어 회로에서 n-채널 개선 모드 MOSFET인 스위치 M1은 n-채널 공핍 모드

MOSFET Q12인 새로운 MOSFET으로 바뀐다. 공핍 모드 n 채널 MOSFET Q12를 이용하여, 회로는 최초에 쇼트 회로 조

건으로 설정된다. 즉, 스위치 Q12가 닫힌다. MOSFET 게이트에서 전압을 낮추면, 공핍 모드 MOSFET은 회로를 오픈시키

고, 저항을 분리하여 압전 전극을 분리한다. 회로는 이제 오픈 회로가 된다. 제어 회로는 마찰 제어회로에서처럼 게이트 전

압을 상승시키는 것보다는 하강시키도록 동작한다. 이러한 전압 구동 MOSFET 구동 회로는 당 분야에 잘 알려져 있고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압전 소자의 전압이 제너 다이오드에 의해 전달된 임계 전압에 도달할 때 트리거 이벤트가 설정된다. 압전 소자가 저항

R12를 통해 방전되도록 강제되며 따라서 완전하게 쇼트되지 않기 때문에, 전압이 상승한다. 이는 압전 소자가 힘을 받을

때 발생하는 전압 상승을 트리거 오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압전 소자가 진실로 쇼트되면, 전압은 상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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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압전 소자가 저항 R12에 의해 초기에 분로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RC 시간 상수와 동

등하거나 이보다 큰 등급으로 힘이 공급되는 한 전압은 상승할 것이다. RC 시간 상수에 관련된 값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힘

이 공급될 경우, 저항이 쇼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압이 그만큼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 상수보다 큰 경우에(비

교적 급속한 힘 공급), 저항은 오픈 회로로 나타나고 전압이 상승한다. 압전 소자는 이벤트 경로 중 저항을 통해 방전할만

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회로는 저항-분로 압전 소자의 전압을 상승시키는 충분한 속도나 강도의 임팩트가 회로를 트리거링하고 공핍 모드

MOSFET을 오픈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라 회로가 효과적으로 오픈되고, 압전 소자를 오픈 회로 전기적 상황에 배

열한다. 시스템은 적정 분로 저항을 선택함으로서, 또는 적절한 트리거링 제너 항복 전압을 선택함으로서 튜닝될 수 있다.

상술한 시스템은 외부 소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표면 연결된 트랜스듀서 자체의 충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는 자체 감지 및 자체 전력공급형 시스템이다. 트리거링 신호가 대안의 센서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피드백 로

직은 좀 더 분화될 수 있고, 심지어 프로그래머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임팩

트 이벤트로부터 회로에 의해 추출되는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개별 골퍼 특성 및 능

력에 특정한 지정 조건들 하에서 피팅 시스템(fitting system)의 응답 결과로 외부적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이는 골퍼

의 스윙으로부터 도출되는 임팩트로부터의 장점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래머블 스마트 클럽의 컨셉이다. 프로그램

에 의해, 클럽 거동이 개별 골퍼 및 그의 특성 및 능력에 따라 조정되고 맞춤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크나 슬라이스를 교

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골프 공을 임팩트하기 위한 타격 표면을 가진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상기 헤드는,

- 골프 공을 임팩트시키는 상기 표면으로부터의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트랜스듀서,

- 상기 전기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조향 및 공급하는 회로, 그리고

- 상기 타격 표면에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액츄에이터로서, 상기 전기 에너지에 따라 상기 타격 표면에 영향을 미치고 상기

전기 에너지에 따라 골프 공 임팩트를 변경시키는 바의 상기 액츄에이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듀서가 압전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가 압전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듀서와 상기 액츄에이터가 공통 압전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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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 소자가 상기 타격 표면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 소자가 상기 타격 표면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 소자가 중간 부재에 의해 상기 타격 표면에 상호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 소자가 상기 타격 표면에 대해 떠받쳐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는,

- 상기 헤드 내에 구조적 부재

를 추가로 포함하고, 이때, 상기 구조적 부재는 상기 타격 표면과 상기 액츄에이터 간에 견고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1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는,

- 상기 헤드 내에 구조적 부재

를 추가로 포함하고, 이때, 상기 구조적 부재는 상기 타격 표면과 상기 압전 소자 간에 견고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적 부재가 원추형 하우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적 부재는 원추형 하우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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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골프 공이 상기 타격 표면에 의해 임팩트될 때 선택된 주파수에서 상기 타격 표면을 진동시키도록

상기 액츄에이터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초음파 주파수에서 상기 타격 표면을 진동시키도록 상기 액츄에이터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

프 클럽 헤드.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격 표면과 상기 골프 공 간의 접촉을 차단하기에 충분한 진폭 및 주파수에서 상기 타격 표면을 진

동시키도록 상기 액츄에이터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가 상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반응성 임피던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가 상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리액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가 상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인덕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가 상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

럽 헤드.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는 상기 골프 공을 임팩트시키는 상기 타격 표면의 임계 매개변수에 따라 상기 전기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매개변수는 상기 임팩트에 따라 상기 트랜스듀서에 의해 생성되는 전압의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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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골프 공을 타격하기 위한 공 임팩트 표면을 가진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상기 헤드는,

- 골프 공 임팩트의 제 1 기계적 에너지를 입력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출력 전기 에너지를 제 2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

는 트랜스듀서, 그리고

- 상기 입력 전기 에너지를 수신하여 상기 출력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로

를 포함하며, 이때, 상기 입력 전기 에너지는 상기 제 1 기계적 에너지에 따른 펄스 신호이고, 상기 출력 전기 에너지는 발

진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기계적 에너지는 상기 발진 신호의 주파수를 가진 진동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

드.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듀서는 압전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 소자가 상기 표면에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는,

- 상기 헤드 내에 하우징

을 추가로 포함하고, 이때, 상기 하우징은 상기 표면 내부에 고정되고 상기 압전 소자를 둘러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과 상기 골프 공 간의 접촉을 간헐적으로 차단하도록 상기 진동이 상기 표면에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28.

골프 클럽 헤드의 표면과 골프 공 간의 유효 마찰 계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 임팩트 중 상기 표면과 상기 공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상기 표면과의 공 임팩트 에너지를 상기 표면의 초음파

진동으로 변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효 마찰 계수 감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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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단계는,

- 상기 공 임팩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단계, 그리고

- 상기 전기 에너지를 상기 초음파 진동으로 변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효 마찰 계수 감소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단계들은, 상기 표면에 기계적으로 결합된 압전 소자를 이용하여 각각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유효 마찰 계수 감소 방법.

청구항 31.

골프 클럽 헤드 타격 표면과, 상기 타격 표면에 의해 임팩트되는 골프 공 간의 상호작용을 변경시키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

법은,

- 상기 타격 표면이 상기 골프 공을 임팩트함에 따라 제 1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타격 표면에 압전 소자를 결합하

는 단계,

- 상기 제 1 전기 신호를 선택된 제 2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그리고

- 상기 골프 공의 거동을 변경시키기 위해 상기 타격 표면에 대한 기계적 효과를 생성하도록 상기 압전 소자에 상기 제 2

전기 신호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작용 변경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적 효과는 선택된 주파수의 진동이고, 상기 거동은 상기 골프 공의 유도된 스핀 속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작용 변경 방법.

청구항 33.

타격 표면을 가지는 골프 클럽 헤드에 있어서, 상기 헤드는,

- 상기 타격 표면과 골프 공 간의 임팩트 힘이 선택된 임계치를 넘을 때, 상기 타격 표면과 골프 공 간의 임팩트에 따라 상

기 타격 표면을 강성으로 만드는 소자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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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상기 임팩트 힘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와, 상기 타격 표면과 접촉하는 트랜스듀서를 포함하

며, 상기 트랜스듀서는 상기 임팩트 힘이 상기 임계치보다 높은 지 낮은 지에 따라 좌우되는 두개 이상의 강성 레벨을 가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가 압전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듀서가 압전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와 상기 트랜스듀서가 각각 한개씩 압전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

드.

청구항 38.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와 상기 트랜스듀서가 한개의 공통 압전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

드.

청구항 39.

골프 클럽 헤드의 타격 표면의 강성을 선택적으로 증가 및 감소시키는 가변 강성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

프 클럽 헤드.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강성 소자는 쇼트 회로 구조에서 제 1 강성 레벨을, 오픈 회로 구조에서 제 2 강성 레벨을 가

지는 압전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 소자의 구조가 스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는 골프 공과 상기 골프 클럽 헤드의 임팩트 레벨에 따라 센서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골프 클럽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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