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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청각 사운드용 라우드 스피커는 지지 구조체에 장착된 사운드 방출요소와 힌지 섹션 주위에 사운드 방출요소를 회전

시키는데 채택되는 적어도 일 액추에이터를 구비하고, 액추에이터는 압전기 물질로 제조된다. 별도로, 액추에이터는 

힌지 섹션의 부분을 형성하고, 라우드 스피커는 지지 구조체를 통해서 진동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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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액추에이터, 프레임, 사운드 방출요소, 힌지, 엣지, 베이스 우퍼.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전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랩탑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용 라우드 스피커 시스

템에 관한 것이다. 특정적으로는, 본 발명은 저주파 또는 진동신호와 고음향 주파 또는 가청 신호를 발생하는 방법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압전물질(piezoelectric materials)에 기본한 액추에이터로 운영되는 상기 시

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 통신과 데이타 처리장비에서, 가청음, 버즈(buzz) 톤 또는 진동의 발생은 전기-자기 액추에이터에 의해 대부분 

구동되는 시스템에 의해 다루어진다.

사운드는 일반적으로 적을지라도 보이스-코일 작동 라우드 스피커에 의해 발생되며, 여기에는 많은 저렴하고 유효한

구조가 상기 기기의 필요한 톤 또는 진동을 발생하기 위한 신호 유닛을 제공하기 위해 포함되어져 있다. 이들은 민감

한 진동을 생성하는 비평형 회전자(rotor)를 가진 소형모터; 가청 주파수로 진동하여 톤 또는 비프(beep)('버즈') 노이

즈를 생성하는 소 압전 조립체; 및 전자기 보이스 코일을 가진 스피커, 또는 오디오 톤 이나 진동 버즈와 같은 사운드

를 생성하도록 다이어프램 또는 다른 사운드 방출요소를 구동시키는 마그네틱 솔레노이드 같은 다른 종래 기술 구성

물을 구비한다. 현재 다수의 이동전화는 진동 경보, 청각 경보, 및 음성 또는 음악 재생용의 분리 성분을 사용한다.

또한, 대다수의 휴대용 기기는 핸즈-프리 모드, 즉 예를 들면, 사용자가 그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기기를 통해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드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핸즈-프리 모드에서 이동전화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하이 파워 출력은 흔히 언

어 대역(speech band)으로 언급되는 300 내지 3400Hz의 주파수 범위의 오버가 요망된다. 현재, 상용할 수 있는 제

품의 핸즈-프리 모드는 공용 전기-다이나믹(common electro-dynamic) 또는 무빙 코일 라우드 스피커를 통해 전적

으로 이행된다.

2000년 2월 19일-22일, 파리에서 개최된 108회 AES(Audio Engineering Society) 대회의 AES 유인물에서, 에이. 

브라이트(A. Bright) 등이 발표한 유인물 제5160호는 진동 경보, 청각 경보 및 언어 또는 음악 재생을 이행하는데 단

일 성분을 사용하려는 시도에 따른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유인물 기술자는 공용 전기-다이나믹 라우드

스피커 또는 보이스 코일 시스템에 기본한 기기를 제안하였다.

많은 수의 압전 경보동작 기기가 진동 또는 비-청각 경보 또는 오디오 주파수 진동을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스피커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상기 기기의 예로는 미국 특허 5,514,927호; 5,368,456호, 및 6,169,206호에 기술된 

것이 있다.

상기 관점에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핸즈-프리 작동을 위한 충분한 소리를 제공하면서 귀에 밀착 유지하였을 때에 청취

자에게 사운드 해저드(sound hazard)를 주지 않는 콤팩트하고 경량으로 이루어진 이동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특히 

휴대용 전자기기용 라우드 스피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면은, 케이스의 섹션이 라우드 스피커의 사운드 발생요소로서 동작하며, 기기의 케이스의 면적-확장 섹

션(area-extensive section)에 차례로 결합되는 전기-활성 액추에이터가, 그 위에 장착되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용 라우드 스피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라우드 스피커는 다수의 잇점을 가진 것이다. 첫째, 라우드 스피커의 사운드 발생요소(예, 다이어프램)는 

사운드 방사를 위한 대형영역을 제공하는, 필요에 따라서는, 케이스의 섹션이 대형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 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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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Pressure Level)이 저주파로 생성되게 한다. 둘째, 사운드 발생요소의 영역이 외이도(外耳道)의 트인구멍의 

영역보다 상당히 더 큰, 즉, 라우드 스피커가 귀에 근접 유지될 때에 에너지 밀도가 청취자의 귀에 해를 끼치기에 충분

한 높이 이지 않도록 횡방향으로 약 1cm보다 큰 것이다. 셋째, 사운드 발생요소가 케이스의 섹션이므로, 분리 라우드 

스피커 다이어프램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기기의 부품수가 줄어들게 된다.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는 임의 종류의 케이스를 구비한다. 상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기기용의 얇은 경량의 튼튼한 커

버를 형성하는 플라스틱 성형물 이다. 본 발명의 스피커에서는, 케이스의 영역-확장 섹션이 스피커의 사운드 발생요

소로서 동작하도록, 케이스로부터 절결되는것 같이, 케이스의 받침부로부터 분리된다. 이러한 요소는 적절한 모양으

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상기 요소는 원형, 사각 형 또는 부정형 모양이지만 양호하게 기기의 케이스 외형에 부합하

는 모양이다. 사운드 발생요소는 연속면을 형성하거나, 그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키패드, 카메라 등과 같은 기기의 다

른 요소를 드러나게 하는 구멍 또는 공간을 구비한다. 사운드 발생요소는 납작한 평면이지만 양호하게 그 강도를 높

이도록 곡선지거나 돔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운드 발생요소는 실질적으로 성형 케이스에서 절단하여 제조되

지만, 양호하게 케이스에 적절한 트인구멍이 끼워지는 모양으로 분리적인 제조요소로 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

우에, 요소의 재료와 설계는 예를 들어 사운드 발생요소로서 동작하기에 최적한 중량과 강도(mass and stiffness)로 

이루어 진다.

케이스의 받침부와 사운드 발생요소의 엣지와의 사이에 틈은 종래 라우드 스피커에서와 같이 가요성 밀봉재 또는 현

수 요소로 밀봉된다. 상기 밀봉 요소는 후방-방사음이 전진방향 방사음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가적으로 이물

질의 침입을 방지하는 역활도 한다. 그런데,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그러한 밀봉이 제공되지 않는다. 상기 틈

은 기술적으로 모든 지점에서 2mm미만으로, 양호하게는 0,5mm보다 더 작은 매우 작은 틈으로 된다. 상기 소형 틈으

로, 소리 장애가 무시될 수 있으며 이물질의 침입을 최소로 할 수 있다. 밀봉부 없는 라우드 스피커는 그 자체가 새로

운 것이며 발명인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2면에 의거, 사운드 발생요소와 마운트와의 사이에 틈이 모든 지점에서 2mm보다 작으며, 상기 

틈에 밀봉 또는 현수 요소가 없는 마운트, 액추에이터 및 사운드 발생요소를 구비하는 라우드 스피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면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수직(또는 대략 수직) 립(lip)은 사운드 발생요소의 엣지를 따라서 그 둘레에 

설치되며, 상기 립은 사운드 발생요소의 엣지로부터 기기 내부를 향하는 방향으로 돌출형성 된다. 립의 길이는 현저한

음향 저항성을 제공하여 후방-방사음으로부터의 간섭을 더욱 줄이며, 사운드 배플로서 동작하도록 운영되는 중에 요

소의 최대 변위 정도로 또는 그보다 더 길게 이루어 진다. 부가적인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대응하는 인접 립이 지속적

으로 상당히 큰 음향 저항성(acoustic resistance)을 제공하며, 마운트를 둘러싸는 엣지 둘레에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1면에 따르는 사운드 발생요소는 케이스의 섹션, 즉 기기의 외부면에 있다. 선택적으로, 기기 내에 임의

적인 영역 확장요소는 라우드 스피커의 사운드 발생요소로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이동전화에서, 내부 영역 확장요소

는 PCB(printed circuit boards), 건전지, 건전지 하우징, 및 키 패드를 포함한다. 이들은 전기-활성 액추에이터에 접

속되어 라우드 스피커를 제공한다. 잇점은 분리 라우드 스피커 다이어프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공간 절감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사운드가 외부적으로 청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포트 또는 홀이, 통상적으로 종래 이동전화 라

우드 스피커와 같이 케이스에 설치된다. 사운드 방출요소로서 현재 내부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규하고 발

명인 것이다.

본 발명의 제3면에서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내부영역 확장 기능적 성분이 라우드 스피커의 사운드 발생요소인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용 라우드 스피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우드 스피커의 사운드 발생요소는 전기-활성 액추에이터에 결합된다. 전기-활성 물질은 전계에 대한 형상 변경(또

는 역으로 기구적 활성 시에 전계 발생)하는 것이다. 전기-활성 물질은 전기적으로 활성화 될 때에 확장 또는 수축되

는 압전기 물질과 전계에서 수축되는 전기 왜곡(electrostrictive) 물질을 구비한다. 예를 들면, PZT(lead zirconate t

itanate)와 같은 압전 세라믹, PVDF(polyvinylidene fluride)와 같은 압전기 폴리머, 및 PMNT와 같은 전기 왜곡 세

라믹이 있다. 기본적 전기-활성 효과는 매우 적으며, 일반적인 변위는 전기-활성 시에 전기-활성 물질의 센티미터 크

기의 블록용으로 수 미크론 보다도 크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의 라우드 스피커의 액추에이터는 전기-활성 물질의 단

순 블록이 아니면서 적어도 10미크론 이동할 수 있는 전기-활성 및 전극물질의 배열 인 것이다.

전기-활성 액추에이터는 압전기 액추에이터 스택 또는 1개 이상의 벤더(benders)와 같은 공지된 구조 이다. 그러나, 

양호하게, 액추에이터는 예를 들어 공개된 국제특허출원 WO 01/47041호(PCT/GB00/04949) 및 WO 01/47318호(

PCT/GB00/04953)에 기술된 바와 같은 '헬모프(Helimorph)'(TM) 액추에이터로서 공지된 타입의 것 또는 본원에 참

고로 기술된 영국특허출원 0114655.4호에 있는 라우드 스피커에 사용용으로 기술된 스택-역굴곡 타입(stacked-rec

urve-bender type)의 것이 있다. 상기 액추에이터는 20mm정도 또는 그 미만의 치수(일반적으로 적어도 일 치수는 

수 밀리미터)를 갖는 콤팩트한 기기로부터 100미크론 정도 또는 그 보다 큰 치수의 변위를 제공한다. 힌지 사운드 방

출요소에 대해 기 준을 하고 만들어지면, 다른 액추에이터를 이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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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활성 액추에이터의 일 단부는 사운드 발생요소에 결합되고 반면에 타 단부는 전기적 신호에 의한 활성 시에 액

추에이터의 2개 단부가 서로 상관하여 변위되도록 장착된다. 사운드 발생요소가 마운팅 보다 더 자유롭게 이동함으로

, 활성이 사운드 발생요소를 우선적으로 이동하게 한다. 특정적으로, 청각 신호를 갖는 활성은 사운드를 발생하며 사

운드 발생요소의 진동을 일으킨다.

액추에이터는 종래 라우드 스피커에서와 같이 사운드 발생요소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다. 종래 라우드 스피커에서는, 

액추에이터가 일반적으로 보이스-코일 전자기 액추에이터 이다. 그러한 액추에이터는 필수적으로 전기코일이 그를 

따라서 전후방향으로 이동하는 자기에 있는 틈이 충분한 자계세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형이어서 축선-밖(off-axis

)의 이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전기-활성 액추에이터는 액추에이터가 오프-센터에 위치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축선적으로 이동하게 구속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액추에이터가 정중앙에 만 있기 보다

는 임의적인 편리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게 하여서, 이동전화, 랩-탑 컴퓨터 및 PDA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용 케이

스에서 일반적인으로 있는, 라우드 스피커의 공간 구속력을 받는 기기에 사용될 때에 유익한 것이다. 오프-센터 액추

에이터가 사운드 발생요소가 표면 파 모드(또한 '배분 모드'스피커로서도 공지)에서 동작하는 라우드 스피커용으로 

공지되어 있는 반면에, 사운드 발생요소가 피스톤 모드(pistonic mode)에서 동작하는 라우드 스피커에 오프-센터 액

추에이터 의 사용은 그 자체가 신규하고 발명인 것이다.

본 발명의 제4면에서는, 액추에이터가 사운드 발생요소에 대해 중심적으로 위치되지 않은 피스톤 모드에서 동작하는

라우드 스피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면에 따르는 라우드 스피커는 단일 액추에이터를 구비한다. 이것이 본 발명의 일 양

호한 실시예를 형성하는 반면에, 다른 실시예는 대신에 2개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구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액

추에이터 사이에 부하를 배분하여 개별적으로 그렇게 강력할 필요가 없다는 잇점이 있는 것이다. 부가로, 사운드 발

생요소의 상대적인 대형 영역은, 일 장소를 보다 많이 운영하게 하여, 요소를 어느 정도 경성 디자인으로 또는 경성재

로 만들어지게 하여, 중량 절감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일 액추에이터 보다 많은 사용은 향상된 평형성과 안정성을 제

공한다. 액추에이터는 예를 들어 사운드 발생요소의 각 단부에 한개 또는 그 방향으로 한개가 있는 2개 액추에이터 또

는, 장방형 사운드 발생요소의 코너에 4개 액추에이터 또는 적절하게 있는 모든 수와 구역의 액추에이터 이다. 피스톤

식 동작 단일 사운드 방출요소를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규하고 발명성이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5면에서는 단일 사운드 방출요소가 복수의 액추에이터로 구동되는 라우드 스피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5면에 따르는 라우드 스피커는 상술한 바와 같은 전자기기에 사용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다

른 출원건에 다른 라우드 스피커용으로도 유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이러한 면의 일 실시예에서는, 우퍼, 

베 이스-우퍼 또는 서브-우퍼로서 통상적으로 공지된 저주파 라우드 스피커가 다수의 액추에이터로 구동되는 대형 

영역 패널을 포함하고 제공된다. 양호하게, 패널은 미터로 계량되고, 액추에이터는 헬모프타입의 전기-활성 액추에이

터 이며, 패널의 후방에 정렬 배치된다. 액추에이터는 패널의 후방에 그 단부의 하나에서 결합되고, 상대적 부동 마운

트에 그 타단부에 결합된다. 제공되는 액추에이터가 많을 수록, 고 SPL을 제공하는데 덜 강력한 각각의 액추에이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양호하게는 4개 액추에이터 이상이 필요하며, 10개 이상의 액추에이터 같이 많은 수가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실시예에서, 사운드 발생요소는 1개 이상의 지점에서 플렉서(flexures)에 의해 피봇 또는 힌지 

또는 장착(이하, 총체적으로 힌지로 언급함) 되어 1개 이상의 지점에서 작동된다. 다음, 사운드 방출요소의 이동은 완

전한 피스톤식이 아니다. 즉, 작동 시에 동일한 거리를 사운드 방출요소의 표면에 모든 지점이 이동하지 않는다. 힌지 

배열의 잇점은 액추에이터가 평형구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운드 방출요소의 바로 밑에 영역 너머에 위치 장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힌지는 구동방향으로 원하지 않는 경성 또는 내성이 없이 비축선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힌지 사운드 방출요소의 가장 단순한 실시예는 일 단부에서 힌지되고 타단부에서 작동되는 사운드 방출요소가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면에 의거, 사운드 방출요소에는 케이스의 영역 확장성 섹션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엘라스

토머재 또는 플렉서로 이루어진 비드(bead)와 같은 단순한 힌지가 일 단부에서 사운드 방 출요소에 케이스를 접속하

는 것이다. 사운드 방출요소의 타단부에는 전기-활성 액추에이터가 사운드 방출요소에 그 단부의 한곳에서 접속되고,

그 타단부에서는 케이스의 내부면이 있는 마운트에 접속된다. 작동 시에는, 액추에이터가 접속된 사운드 방출요소의 

단부를 동작하고, 반면에 힌지에 근접하여 있는 사운드 방출요소의 타단부는 전혀 이동하지 않는다. 상기 동작은 핸드

팬의(hand fan)의 동작보다 양호하고, 산개 볼륨(swept volume)은 실린더의 각도 세그먼트 이다. 이러한 동작은 사

운드 방출요소와 평행한 축선에 대하여 회전하는 요소를 구비한다. 부가적인 실시예에서, 2개 이상의 힌지는 향상된 

측면 안정성을 제공하며, 사운드 방출요소의 엣지의 라인을 따라서 서로로 부터 이격공간져 설치된다. 실질적으로, 사

운드 방출요소가 힌지 설치된 라우드 스피커 개념은 그 자체가 신규하고 발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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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6면에서는, 다이어프램이 힌지, 피봇 또는 플렉서에 의해 1개 이상의 지점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운드 방출요소가 주어진 두께의 플라스틱 시트인 곳에서는, 1개 이상의 얇은 구역이 힌지로서 동작하도록 설

치된다. 조립에서는, 사운드 방출요소가 힌지의 일측부에 장착되어 작동 시에 힌지의 타측부에 물질은 사운드 발생요

소로서 동작한다. 그러한 사운드 방출요소는 예를 들어 사출성형으로 용이하게 제조된다.

본 발명의 제6면의 양호한 부가적인 실시예는 힌지 사운드 방출요소가 투과하여 스크린 또는 그 둘레에 있는 케이스

의 스크린과 일부영역을 커버하는 이동전화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용 라우드 스피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배열의 잇점은 대형 영역 사운드 방출요소가 스크린을 방해하지 않고 저주파에서 고 SPL을 생성하여 제공된다. 힌지 

사운드 방출요소는 액추에이터가 스크린이 배치된 중앙에 있지 않고 사운드 방출요소의 둘레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

에서 특정한 잇점을 가지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6면의 부가적인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힌지 라우드 스피커 사운드 방출요소가 컴퓨터, 이동전화, 랩-탑 

또는 PDA와 같은 전자기기 내측에 설치된다. 사운드 방출요소는 영역 확장성이며, 기기의 케이스 바로 밑에 배치되

며, 케이스는 사운드 방출요소의 영역 위로 사운드를 방출하기 위한 포트를 구비한다. 선택적으로, 힌지 사운드 방출

요소는 특정한 방향으로 사운드가 향하도록 케이스의 선택된 영역에 포트를 가지는 상태로 기기의 내측부에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기에는 일 힌지 사운드 방출요소 보다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기기의 각각의 단부에 2개 분리 사운드를 

방출하도록 기기의 대응하는 각각의 단부에서 배플에 의해 분리되고 케이스에 포트를 갖춘 2개의 기기의 각 단부에 

하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생성할 수 있다. 부가로, 사이코 음향 서라운드 사운드를 발생하도록 

입력신호에 HRTF(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를 전기적으로 적용하여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를 들

어 랩-탑과 PDA 상에 뷰잉 필름용으로 특히 유용한 것이다.

유리하게, 힌지 섹션 근처에 액추에이터를 배치하거나 힌지 섹션을 대체하여, 오직 작은 액추에이터 변위가 사운드 

방출요소의 말단부에서 큰 변형을 일으킬 필요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액추에이터의 치수가 이전 기기와 대비되는

보다 작아진 디자인으로 초래되는 감소된 변위를 갖는 라인으로 감소된다.

발명의 제6면의 이러한 실시예용으로, 액추에이터는 제거되어진 실린더의 종축선을 따라서 연장되는 일 섹터가 있는

원통형모양으로 양호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액추에이터는 C-형상 단면을 가지고 그 일단부는 지지 구조에 장착되고 

타단부는 힌지에 최근접하여 있는 사운드 방출요소의 엣지에 힘을 발휘한다.

힌지 사운드 발생요소의 상기 실시예에서, 액추에이터는 그 인접 또는 말단부의 어느 하나에 가깝게 배치된다. 그리

고, 사운드 발생요소와 액추에이터 또는 레버 확장부와의 사이에 임의적인 접촉점이 사운드 발생요소의 길이와 폭을 

따라서 선택되며, 사운드 발생요소는 힘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경성을 가지어서 접촉지점으로부터 그 다른 부

분으로의 이동하도록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7면에서, 사운드 발생요소, 힌지 섹션 및 전기-활성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기기는 프레임 요소에 

장착된다. 프레임 요소는 차례로 지지부에 유연하게 장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지부는 케이스의 일부분 또는 휴

대 기기의 외부 셀 또는 그 내부 부분이 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면에 따라서, 유연하게 장착된 프레임과 라우드 스피커 기기는 함께 진동요소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실은 효율적인 2단계 자유도를 가진 진동 또는 동요 시스템으로 고려될 수 있는 시스템이게 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2개 기본 공진 주파수를 가진 2개 스프링과 2개 질량체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설계 된다. 이러한 예에서는 사운드 

방출요소가 일 질량체 이고 그리고 액추에이터와 음향 임피던스가 함께 상관 스프링을 형성한다. 사운드 방출요소, 

액추에이터 및 프레임으로 합성된 질량체는 제2진동 질량체 이다. 제2스프링은 프레임의 유연한 장 착 동작체 이다.

이러한 요소의 공진 주파수(들)은 당분야의 기술자에게 공지된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지부와

프레임 사이에 유연한 접속부를 제공하는 요소의 경성을 변화시키어 공진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다. 또는, 프레임에 

장착된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과 프레임의 합성 중량을 개조하여 공진 주파수를 전환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0Hz 밑

으로, 양호하게는 150Mz 밑으로, 그리고 보다 양호하게는 100Hz 밑으로 유연하게 장착된 프레임의 공진 주파수를 

선택하여, 유연하게 장착된 프레임이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으로부터 상당한 음향 출력을 발생하지 않는 주파수 범위

에서 진동 또는 공진하도록 외부 구동부를 통해 여진 된다. 기본적으로, 여진(excitation) 또는 구동력은 지지부와 프

레임 사이에 장착된 부가적인 액추에이터에 의해 제공되어지며,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힘이 사운드 요소를 구

동하는 전기-활성 액추에이터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시스템은 양호하게 프레임이 라우드 스피커가 주요한 오디오

출력을 발생하는 주파수 범위에서 현저하게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공진 주파수가 오디오 주파수, 예를 들면 200Hz를 넘는 주파수에서 시스템의 기구적 임피던스,

경성 또는 관성이 지지부에 대한 프레임의 이동을 방해하기에 충분히 크도록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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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기 특징과 그외 다른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첨부 도면을 참고로 이하에 설명하며, 이하에 기술되

는 설명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당분야의 기술인은 청구범위의 정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본 발명을 변경 및 개조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는 케이스의 부품으로 있는 라우드 스피커 다이어프램이 합체된 이동전화의 사시도 이다.

도1b는 도1a의 라우드 스피커를 횡방향으로 절단하여 나타낸 단면도 이다.

도2는 케이스의 부품으로 있는 라우드 스피커 다이어프램의 다른 배열을 나타낸 사시도 이다.

도3은 다이어프램 둘레에 립이 사운드 배플을 형성하는 라우드 스피커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4는 이동전화 내측부 다이어프램의 PCB가 있는 라우드 스피커를 단면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5a 내지 도5d는 라우드 스피커 액추에이터의 일부 변경 위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6은 다이어프램이 힌지 설치된 라우드 스피커를 횡단면으로 절단하여 나타낸 단면도 이다.

도7a 내지 도7c는 도6의 라우드 스피커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8a는 라우드 스피커가 힌지 설치된 이동기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8b는 도8a의 A-A'선을 따라 절취된 도8a의 횡단면도 이다.

도9a는 압전재를 구비하는 힌지섹션이 있는 힌지 사운드 발생요소의 예를 사시도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9b는 도9a의 기기의 횡단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10a는 본 발명에 따르는 제2예의 사시도 이다.

도10b는 도10a의 기기의 횡단면도 이다.

도11은 도10의 예의 RMS 주파수 응답 코스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12a는 본 발명에 따르는 부가적인 기기의 사시도 이다.

도12b는 도10a의 기기의 측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13a는 이동 프레임에 장착된 힌지 사운드 발생요소의 예의 사시도 이다.

도13b는 도13a의 기기의 중요 요소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14는 힌지 다이어프램을 가진 스테레오 라우드 스피커를 가진 이동전화의 사시도 이다.

도15는 힌지 다이어프램을 가진 베이스(bass) 라우드 스피커의 사시도 이다.

실시예

도1a는 이동전화 핸드셋(10)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동전화(10)는 공지된 특성의 케이스(11), 터치 반응 키패드(12), 

스크린(13) 및 안테나(14)를 구비하는 것이다.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은 그 밑에 압전 액추에이터(16)에 의해 구동되

는 사운드 발생요소 또는 다이어프램으로 동작하는 케이스의 영역 확장 섹션(15)을 포함한다.

액추에이터(16)는 양호하게 참고로서 상술된 특허출원건에 기술된 바와 같은 헬모프(TM) 액추에이터로서 알려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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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것이다.

도1b는 도1a의 AB선을 따라서 절취하여 이동전화(10)를 개략적으로 단면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사운드 발생요소(15

)는 그 사이에 작은 틈(17)이 있는 케이스(11)와 경계를 접하는 도면의 상부에 도시된 부분 이다. 헬모프 액추에이터(

16)는 다이어프램(15)의 하측부에 일단부에서 접속되고 이동전화(10)의 케이스(11)에 장착된 지지부(18)에 타단부

에서 접속된다. 액추에이터(16)는 오디오 주파수에서 전기적 진동을 제공하는 전기회로(도시 않음)에 접속된다. 헬모

프 기기(16)의 전극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계는, 사운드 발생 오디오에서 다이어프램(15)이 진동을 일으키도록 양방향

화살표(19) 방향으로 확장 또는 수축하게 한다.

도2는 이동전화(20)에 있는 본 발명의 라우드 스피커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사운

드 발생요소(25)(해치부)가 스크린(23)이 그를 통해 돌출 형성된 장방형 홀을 가진 대략 원형의 모양의 것이다. 사운

드 발생요소는 케이스(21)와 같은 높이로 있으며 스크린(23)의 일측에 다이어프램(25) 밑에 배치된 1쌍의 적층식 역

굴곡된 압전기(stacked recurve bender piezoelectric) 액추에이터(26)로 구동된다.

도3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절결하여 나타낸 도면으로, 다이어프램(35)의 엣지와 케이스(31)의 인접 엣지가 립(3

9)과 함께하여 부가적인 음향 저항부으로서 작용한다. 다이어프램(35)은 그 사이에 작은 틈(37)이 있는 케이스(31)에

홀 안에 배치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이어프램(35)은 일단부에서 마운팅(38)에 접속된 헬모프 액추에이터(36)에 

의해 구동된다. 수직 립(39)은 다이어프램(35)이 작동 시에 상하로 동작하여 케이스(31)와 다이어프램(35)과의 사이

에 틈(37)이 매우 작 게 유지되도록 케이스(31)의 인접 엣지와 다이어프램(35)의 외부 엣지 둘레로 연장 형성된다. 상

기 립은 다이어프램(35)의 상부측(352)으로부터의 전진방향 방사음을 방해하는 동작으로부터 다이어프램(35)의 하

측부(351)로부터의 사운드의 후방 방사를 저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활을 한다. 케이스(31) 위에 립(39)이 더 짧은 

길이로 있을 때라도(또는 있지 않음), 다이어프램(35) 위에 립(39)은 협폭 틈(37)을 유지하여, 고 음향 저항을 유지한

다.

도4는 라우드 스피커의 다이어프램으로서 PCB(45)가 동작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4에서 단면으로 나타낸 인

쇄회로기판(45)은 이동전화(40)의 내부 기능요소 이다. 보드는 케이스(41)의 하측부에 위치한 마운팅(48)위에 2개 

적층식 역절곡된 액추에이터(46)에 접속 된다. 액추에이터(46)는 전기 활성부에서 사운드를 발생하도록 PCB를 상하

로 동작하게, 확장 및 수축 한다. 다수의 포트(413)가 음의 방출이 이루어지도록 사운드 발생요소(45)에 인접하여 있

는 영역에 케이스(41)의 일 측부(411)에 제공된다. 후방 방사음의 방출이 최소이도록 케이스의 타측부(412)에는 포

트가 제공되지 않는다.

도5a 내지 도5d는 본 발명의 라우드 스피커에 있는 액추에이터(56)의 다수의 가능한 배치를 평면도로 나타낸 도면이

다. 여기서는 헬모프 액추에이터(56)를 설명하였지만 다른 압전 액추에이터도 사용될 수 있다. 도5a는 라우드 스피커

다이어프램(55)이 소형 틈(57)으로 케이스(51)(해치부)로부터 분리된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헬모프 액추에이터(56)

는 오프-센터 위치에서 다이어프램(55) 밑에 도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이어프램(55)의 데드-센터 밑에 다른 성

분이 있을 때에 유 익한 것이다. 도5b는 각각의 단부에 하나가 배치된 2개 헬모프 액추에이터(56)에 의해 다이어프램

(55)이 구동되는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5c는 다이어프램(55)의 각 코너에 하나가 있는 4개 헬모트 액

추에이터(56)를 합체하여 도시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5d는 본 발명의 라우드 스피커 기기가 원형 다이

어프램(55)을 구비한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다이어프램(55)은 실리콘 고무로 이루어진 작은 덩어리(blob)(59)를 가

진 일단부에서 힌지되고 타단부에서 헬모프 액추에이터(56)에 의해 구동된다. 액추에이터(56)는 케이스(51)와 다이

어프램(55) 밑에 위치하고, 케이스(51)의 내측부에 일단부(561)에서 접속되고 다이어프램(55)의 하측부에 타단부(56

2)에서 접속된다.

도5d의 힌지 다이어프램 기기의 동작은 도6에서 부가로 설명된다. 다이어프램(65)은 힌지(69)에서 힌지되고, 힌지는

케이스(61)에 장착되어 다이어프램(65)의 원주부에 일 지점에서 다이어프램(65)과 케이스(61)와의 사이에 틈(67)을 

점유한다. 다이어프램(65)의 둘레에 반대측 지점에서, 다이어프램(65)은 그 일단부(661)에서 다이어프램(65)에 접속

되고 그 타단부(662)에서 케이스(61)에 접속되는 헬모프 액추에이터(66)에 의해 구동된다. 이러한 사실이 헬모프 기

기(66)가 매우 얇고, 일반적으로 2mm보다 두껍지 않은 두께이고 이동 기기의 실내 내로 약간 돌출하기 때문에 라우

드 스피커가 특정한 콤팩트한 형성물이게 하는 것이다.

도7a 내지 도7c는 활성 시에 다이어프램(75)의 동작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7a 내지 도7c에는 케이스(71)

, 힌지(79), 다이어프램(75), 액추에이터(76), 및 커플링(761,762)이 도6에서와 같이 나타내었다. 도7a에는 액 추에

이터(76)가 비활성 위치에 있으며 다이어프램(75)은 케이스(71)와 동일한 높이로 놓여 있다. 도7b에는, 액추에이터(

76)가 그 확장 위치에 있으며, 다이어프램(75)은 그 단부에서 힌지(79)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들어올려진다. 다이어프

램(75)의 비활성 위치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도7c에서, 액추에이터(76)는 그 수축위치에 있으며, 다이어프램(75)은

케이스(71)에 대해 그 단부에서 하강되어져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이어프램(75)의 비활성 위치는 점선으로 나타

내었다. 도7b와 도7c의 위치에서는 다이어프램이 힌지(79)를 통해 이어지는 페이퍼의 평면 밖의 축선에 대한 회전을 

이루고 비활성 위치에 대한 알파1과 알파2의 각도로 이동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상기 축선은 다이어프램(75

)의 평면에 대해 평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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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a와 그 A-A'선을 따라 절취된 횡단면을 나타낸 도8b는 이동전화(80)에 통합된 도5 내지 도7의 라우드 스피커를 

나타낸 도면이다. 다이어프램(85)(해치부)은 투명하며 스크린(83) 위에 놓여 있다. 도면에서는 2개 지점(89)에서 힌

지된 것으로 나타내었다. 일단부(861)에서 케이스(81)에 고정되고 타단부(862)에서 다이어프램(85)에 고정되는 헬

모프 액추에이터(86)에 의해 구동된다. 다이어프램(85)의 영역은 대략 40x50mm 이다. 2개 힌지(89)는 실리콘 고무 

이며 18mm 이격공간져 있다. 헬모프 액추에이터(86)는 원호의 약3/4으로 곡선진 다층 PZT 나선체 이다. 다층 PZT

는 2개 층(도시 않음) 사이와 외부면에 종래 전극을 가지고 각각 0.3mm 두께의 PZT의 2개 층이 있는 바이모르프(bi

morph) 절곡 구조를 가진다. 테이프 폭은 2mm이고 나선 직경은 5mm이다. 나선부는 18mm직경의 원호로 곡선진다.

따라서 라 우드 스피커는 오직 18mm직경과 5mm두께의 이동전화 내에 공간을 점유할 뿐이다. 액추에이터(86)의 질

량은 약2.5g이고, 다이어프램(85)의 질량은 약 0.3g 이다. 최대 활성 시에 팁 변위는 +/- 200미크론 이다. 오디오 신

호가 액추에이터(86)에 입력되면, 30cm의 거리에서 약 70dB의 SPL(Sound Pressure Level)이 주파수 범위 100Hz 

이상 내지 10kHz이상이 달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헬모프 액추에이터(86)는 기본적 전기-활성 효과가 전기적 활성 시에 전기-활성 물질의 센티미터 

크기의 블록용으로 미크론 크기 보다 크지 않은 일반적인 변위의 매우 작은 것으로 선택되어진다. 그리고,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른 타입의 전기-활성 액추에이터가 성공적으로 이용되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목적용으로, 본 발명에 따르는 다음의 예의 힌지 섹션은 전기-활성 물질을 함유하도록 개조된 것이다. 도9a를 

참고로 보면, 도8a의 것과 유사한 힌지 섹션의 기본적 사시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에서는 힌지 섹션의 근처에 다

이어프램(95)과 케이스(91)의 섹션을 나타내었다. 예에서, 힌지 섹션(99)은 전기-활성 물질의 관형요소(96)를 포함

한다. 그 메인 축선과 평행하게 있는 관형 요소(96)의 90도 섹션은 주어진 요소를 대략 C형상 단면으로 제거하여 이

루어진다. 요소(96)는 액추에이터로서 동작한다 케이스(91)는 관형 요소(96)의 제1엣지(961)에 고정되고, 반면에 사

운드 발생요소 또는 다이어프램(95)은 관형요소(96)의 제2엣지(962)에 부착된다.

전기-활성 관형요소(96)는 4.4mm의 외경과 0.4mm의 테이프 두께를 가진 25mm 길이의 것이다. 에너지 활성 시에, 

상기 요소는 3.2mNm의 블록킹 토오크로 ±0.33도의 메인 축선 주위로 각운동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9

b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0.26mm의 다이어프램(95)의 이동 말단부(951)의 변위로 병진운동 한다. 이러한 엣지에

서의 등가의 힘은 약 0.071N 이다. 이러한 사실은 0.068N의 블록킹 힘과 ±0.2mm의 변위를 가지는 상술된 헬모프 

구동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과 대비된다. 전기-활성 관형요소(96)와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한 다른 예의 전기-활성 회

전자는 본원에 참고로 기술된 WO 02/17408호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액추에이터(96)의 질량은 0.75g 이고, 다이어프램(95)의 현재 질량은 0.2g 이다. 그리고, 액추에이터(96)가 힌지 근

처에 있으므로, 액추에이터(96)의 관성은 166gmm 2 의 다이어프램(95)의 관성과 대비되는 1.5gmm 2 이다. 따라서,

액추에이터(96)의 기구적 성능이 상술된 헬모프 구동 라우드 스피커와 유사한 반면에, 관성은 무시해도 좋은 정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액추에이터(96)는 자신의 중량을 구동하는데 많은 량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이어프램(95)을 

구동하는데 사용된다. 도9의 힌지-구동 스피커의 기본 공진 주파수는 대략 280Hz이고 따라서 오디오 사운드를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도10a와 도10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변경 배열에서는 프레임 구조체(101)가 다이어프램 또는 사운드 방출요소(105)

를 지지 한다. 다이어프램(105)은 말단부(1051)와 인접단부(1052)를 가진다. 인접단부에서는 다이어프램(105)이 힌

지 섹션의 축선 주위로 다이어프램(105)의 회전동작을 허용하는 힌지 섹션(109)에 의해 지지 구조체(101)에 장착된

다.

상기 예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C형상 액추에이터인 액추에이터(106)는 지지 구조체(101)의 배면에 장착되고, 다이

어프램(105)의 인접단부로 상기 구조체 내의 슬릿을 통해 연장 형성된다. 다이어프램(105)의 평면방향으로 우세하게

힘을 발휘하도록 채택되어, 힌지(109)의 축선 주위로 다이어프램(105)을 회전시킨다. 다이어프램(105)의 일부분과 

그로부터 연장된 부재(1053)는 소형 부가 레버를 제공하여 액추에이터(106)로부터 다이어프램(105)으로의 힘의 전

달을 더욱 향상시킨다.

다이어프램(105)은 폴리카보나이트를 주름진 모양으로 고온 압축하여 만들어져 저중량을 유지하면서 경성을 향상하

였다. 동일하게, 파이버-보강 플라스틱과 같이 고경성이 합성된 저중량의 다른 재료가 본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에 적합하다. 다이어프램(105)은 예를 들어 경량재로 이루어진 2개층 사이에 샌드위치된 벌집 강화부를 구비하는 보

다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다.

다이어프램(105)은 다이어프램(105)의 밑이나 뒤에 반공간(half-space)을 밀봉하도록 매우 유순한 엣지 섹션(1054)

을 구비한다. 현재 예에서는 밀봉부가 얇은 폴리카보나이트의 립에 의해 형성되어 다이어프램(105)의 통합 부분을 형

성한다.

도11은 라우드 스피커 기기의 주파수 반응을 나타낸 도면이다. 사운드 압력도(SLP:sound pressure level)는 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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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 척도(logarithmic scale)에서 100Hz 내지 20kHz의 범위에 주파수에 대한 다이어프램(105)으로부터 1m거리로 

측정된 데시빌(dB:decibel)로 주어진 것이다.

도12a와 도12b는 참고로 오디오 사운드와 진동을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또한, 상술된 바

와 같은 타입의 전기-활성 액추에이터(126)와 다이어프램(125) 또는 사운드 발생요소를 포함하는 라우드 스피커 시

스템과 케이스(121)를 가진 휴대 전화의 부분을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는, 힌지 섹션(129)이 프레임 구조체(128)에

장착되어 이동기기의 케이스 또는 셀(121)에 장착되지 않은 사실이 상술된 기기와 다르게 나타낸 것이다. 차례로, 프

레임 구조체는 탄성요소(1281)에 의해 유연하게 장착된다. 도시된 예에서는 탄성요소가 스틸 스프링 이다. 그 말단부

에는 프레임 구조체가 상술된 바와 유사하게 힌지-섹션(1282)에 의해 케이스(121)에 고정된다.

스프링과 힌지를 구비하는 전체 프레임 구조체는 이상적으로 자유로운 단일 각도로 이루어진 진동 시스템을 형성한

다. 이러한 시스템은 그의 중량과 스프링(1281)의 경성에 의해 정해지는 공진 주파수를 가지며, 액추에이터(126) 구

동에 의한 공진으로 여기 된다. 상기 공진은 오디오 주파수(예, 200Hz이상)에서, 시스템의 임피던스가 기부(基部)에 

대한 패널의 운동을 방해하기에 충분히 크게 맞추어 진다.

제1스프링(1281)은 1mm직경 와이어인 25㎛ 스프링 스틸로 이루어진 피스를 절곡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기기의 공

진 주파수는 LDM(laser displacement meter)으로 수동변위에 대한 자유 진동을 측정하여 찾아낸다. 측정 주파수는 

60Hz 이었다. 스프링의 힘/변위 특성을 측정하여, 스프링의 경성이 216Nm -1 인 것을 찾아 내었다. 오리지널 스프

링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길이 = 5mm

너비 = 4mm

높이 = 3mm

각도 = 대략 31°

스프링 경성과 시스템의 공진 주파수(60Hz)를 알면, 다음과 같이 피상 중량을 찾을 수 있다.

[1] 

시스템의 실재 중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액추에이터(126)의 중량 = 0.552g

프레임/다이어프램(125)의 중량 = 1.541g

총 중량 = 2.093g

피상 중량 = 1.520g

중량비 = 0.726

중량비는 조립체의 중량 중심이 단부로부터 다이어프램(125)의 길이의 대략 1/4인 지점에 배치되고 액추에이터(126

)가 그에 부착되는 것을 나타낸다.

기기의 주파수 범위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상용 이동전화에서 취해진 진동성분의 반응을 LDM과 가속도계를 사용하

여 측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회전 시에 힘을 생성하는 비평형 중량 회전자를 가진 소형 전기모터로 구성된다. 반응은 

75-80Hz의 기기용 타겟 주파수 범위에서 초래하는 다른 전압용으로 측정되고 따라서, 오리지널 기기의 공진 주파수

보다 약간 더 높다.

오리지널 스프링의 치수와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약 80Hz의 공진을 달성하는데 요망되는 치수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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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 6mm

너비 = 8mm

높이 = 3mm

스프링은 대략적인 치수로 제조되어 기기에 조립된다. 89Hz의 측정된 공진 주파수는 타겟 범위 보다 약간 더 높다. 

따라서, 0.1g 내지 0.2g 범위에 소 중량체(1283)가 액추에이터(126)에 가까운 구역에서 프레임에 더해진다.(도12b 

참고)

결과는 타겟 범위 내에서 기기에 전달되는 공진 주파수로 상승 된다. 병합 기기가 동일한 크기 내에 있더라도, 오리지

널 진동기와 병합 기기에 의해 달성되는 진동 크기의 질적인 대비는 오리지널 기기가 더 많은 진동을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병합 기기의 성능은 전환 주파수에서 공진 모드를 나타내는 기부 평판에 결합시키어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도13은 일체형 힌지를 가진 라우드 스피커 다이어프램(135)의 개략 평면도(도13a)와 단면(도13b)을 나타낸다. 다이

어프램(135)은 힌지로 동작하는 2개 얇은 영역(139)을 가진다. 힌지의 일측에 도시된 2개 장착 지점(1391)은, 힌지의

타측에 사운드 발생영역(135)을 가진다. 헬모프 액추에이터(136)는 힌지(139)로부터 가장 원거리에 있는 그 단부에

서 사운드 발생요소(135)를 구동한다. 부가적 장착 핀(1392)이 장착 지점(1391)을 통해 배치되며, 도13b에 나타내었

다. 양쪽 장착 핀(1392)과 액추에이터(136)는 케이스(131)의 실내 안에 장착된다. 케이스(131)에 있는 홀은 외부로

의 그 실내 사이에 사운드를 위한 통로를 제공한다.

도14는 힌지 다이어프램(145)이 합체된 스테레오 라우드 스피커를 가진 이동전화(140)를 나타낸 도면이다. 설명을 

목적으로 전방면은 도시하지 아니하였다. 2개 스피커는 유사한 것이며, 하나가 이동전화(140)의 각각의 반부에 위치

한다. 각각의 스피커는 다이어프램(145)과 헬모프 액추에이터(146)와 통합되어 있다. 각각의 다이어프램(145)은 힌

지로서 동작하는 2개의 얇은 영역(149)과, 2개 장착 지점(1491)과 사운드 발생영역(145)을 구비한다. 액추에이터(14

6)의 활성 시에, 사운드 발생요소(145)는 플랩을 업/다운 하여 사운드를 발생한다. 포트(1413)는 기기의 각 단부(141

1,1412)에 제공되어, 중공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운드랙 방출을 허용한다. 배플(147)은 기기의 길이를 따라서

절반부 통로에 설치되어 스피커가 놓여있는 2개 구획실의 음향 격리를 제공한다. 스테레오 사운드의 2개 채널이 각각

의 액추에이터(146)에 입력되는 일 채널이면, 사운드의 2개 채널은 기기의 각각의 단부(1411,1412)로부터 일 채널을

생성한다. 도14에서 설명되는 기기는 이동전화 이지만 동등하게 PDA, 랩-탑 컴퓨터 또는 그러한 기기의 스크린 구획

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15는 복합 전기-활성 액추에이터를 가진 베이스 라우드 스피커를 나타낸 도면이다. 라우드 스피커(150)는 액추에

이터가 사운드 발생요소로서 동작하는 경량 패널(155)에 그 타(자유)단부에서 결합되는 헬모프 타입의 20개의 전기-

활성 액추에이터(156)(실선 도시)가 장착된 프레임(151)(해치부)을 포함한다. 라우드 스 피커용으로 유용하게, 케이

스(도시 않음)는 후방-방사음을 흡수하도록 사운드 발생요소 뒤에 제공된다. 다르게는, 사운드 흡수체(도시 않음)가 

후방-방사음을 흡수하도록 패널 뒤에 장착될 수 있다. 패널(155)의 높이는 44cm이고 너비는 77cm 이다. 각각의 액

추에이터(156)는 원형으로 곡선진 나선형 굽힘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나선 직경은 5mm이고 그리고 원 직경은 50

mm 이다. 패널은 약200g 이하의 중량과 수 밀리미터의 두께로 스킨 폴리머성 폼과 같은 경량재의 영역 확장성 패널 

이다. 병렬로 활성이 되면, 액추에이터는 패널이 +/-2mm의 최대변위를 가지고 피스톤 방식으로 전후방향으로 이동

하게 한다. 상기 스피커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SPL은 20Hz까지 다운되는 저주파수에서 패널로부터 1m의 거리에서 

100dB 이다. 따라서, 설명된 라우드 스피커는 종래 무빙 코일 우퍼와 대비하여 매우 콤팩트하고 경량인 강력한 베이

스 우퍼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본원의 우선권으로 참고로서 본원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명칭이 '라우드 스피커'인 2001년 6월21일 출원된 

영국특허출원 0115244.6호에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다양한 기기와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청각 사운드용 라우드 스피커에 있어서, 라우드 스피커는, 지지 구조체에 장착된 사운드 방출요소와 힌지 섹션 주위에

사운드 방출요소를 회전시키는 적어도 일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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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운드 방출요소는 힌지 섹션을 형성하도록 인접 엣지에서 지지 구조체와 연결되고 타 엣지에

서 지지 구조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힌지 섹션은 사운드 방출요소의 원주의 총 길이의 1/4보다 작게 연장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4.
제4항에 있어서, 지지 구조체와 사운드 방출요소의 엣지 사이에 틈은 1개 이상의 유순한 밀봉부재에 의해 가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액추에이터는 세라믹 액추에이터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액추에이터는 압전기 물질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액추에이터는 활성 시에 회전운동을 일으키도록 채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액추에이터는 힌지 섹션의 적어도 일부분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액추에이터는 제거되는 섹터를 가진 관형 모양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액추에이터는 활성 시에 선형적으로 연장하도록 채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액추에이터는 2코일 형성체(twice-coiled shape)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운드 방출요소는 프레임에 장착되고, 상기 프레임은 지지부에 유연하게 장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라우드 스피커.

청구항 13.
제1항에 따르는 적어도 일 라우드 스피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기기(portable device).

청구항 14.
스테레오 사운드를 재생하는데 채택되는 제1항에 따르는 적어도 2개 라우드 스피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젼 시스템.

청구항 15.
액추에이터와 기기의 부분으로 있는 지지 구조체에 힌지를 통해서 접속된 사운드 방출요소를 구비하는 기기에 청각 

사운드를 발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사운드 방출요소에 상기 액추에이터의 단부를 부착하는 단계와,

상기 힌지 섹션 주위에 사운드 방출요소의 회전동작을 일으키도록 사운드를 재생하는 신호로 액추에이터를 에너지 

활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지지 구조체 내에 유연하게 장착된 프레임에 사운드 방출요소를 장착하는 단계와 기기의 진동 동작

을 일으키도록 저주파수 신호로 액추에이터를 에너지 활성시키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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