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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기역학적 확성기는 샤시(1), 다이어프램(5) 및, 작동기(7)를 포함한다. 다이어프램은 샤시안에 배치되
며 전방부(5a)와 후방부(5b)를 갖는다. 작동기는 다이어프램이 연결된 제 1 작동기 부분(7a)과 공기 갭
(7c)를 경유하여 제 1 작동기 부분과 협동되도록 연결된 제 2 작동기 부분(7b)을 포함한다. 다이어프램의 
큰 각폭을 얻기 위하여, 서브-샤시(3a)는 샤시와 다이어프램 사이에서 확장되며, 제 1 가요성 연결 요소
(13)는 다이어프램을 서브-샤시에 연결하고 그리고, 제 2 가요성 연결 요소(15)는 서브-샤시를 샤시에 연
결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샤시, 전방부와 후방부를 가지며 샤시안에 배치된 다이어프램, 샤시로부터 다이어프램을 이동
가능하게 지지하기 위한 버팀 수단, 다이어프램 후방부에 연결된 제 1 작동기 부분과 공기 갭을 경유하여 
제 1 작동기 부분과 협동하도록 샤시에 연결된 제 2 작동기 부분을 포함하는 전자기적 작동기를 포함하는 
전자기적 확성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상기와 같은 확성기는 DE-U 75 02 568 호에 개시된다. 공지된 확성기는 샤시와 개구된 전방부에서 상기 
샤시에 고정된 오메가 형태의 장착 테두리를 갖는 원뿔형 다이어프램을 포함한다. 전방부에 대향되게 비
치된 원형의 중앙 후방부에서, 다이어프램은 주름진 유연한 중앙 링을 경유하여 샤시에 고정된다. 공지된 
확성기는 추가적으로 축 방향 즉, 원뿔형 다이어프램의 중앙 축 방향으로 다이어프램을 구동시키기 위하
여 전자기적 구동륜을 포함한다. 구동륜은 공기 갭을 가지며 샤시에 고정된 마그넷 시스템 및 공기 갭 안
으로 확장되며 중앙 후방부에 고정된 코일을 포함한다. 특히 오메가 형태의 테두리를 갖는 다이어프램에 
사용되는 버팀 수단은 장착 테두리의 제한된 확장성으로 인하여 샤시에 대하여 다이어프램의 제한된 축 
방향 행정이 된다. 그 결과로 인하여, 특히 가로 방향으로 커다란 다이어프램이 만족스런 베이스 반응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만족스런 베이스 반응과 조합되는 콤펙트한 크기로 된 확성기를 얻고자 상술된 확성기
를 개량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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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전기역학적 확성기는 샤시와 다이어프램 사이로 확장되는 서브-샤시 
및 서브-샤시를 샤시와 다이어프램에 끼워넣어 연결시킬 수 있는 버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서브-샤시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샤시에 대한 다이어프램의 축 방향 행정은 서브-샤시에 대한 다이어
프램의 제 1 축 행정과 샤시에 대한 서브-샤시의 제 2 축 행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기에 대한 보다 상
세한 내용은, 축 행정이 다이어프램의 중앙 축을 따라 유도되는 행정이라는 것이며, 다이어프램의 축은 
다이어프램의 상기 부분의 일단으로부터 타단으로 확장된 것이다. 다이어프램의 최대 축 행정은 또한 다
이어프램의 폭 또는 행정으로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가 샤시와 다이어프램에 관하여 축 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서브-샤시를 포함하기 때
문에, 음을 재생하는데 있어서 일그러짐이 없이 기계적 및 청각적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버팀 수단
을 사용하여 다이어프램의 큰 행정을 얻을수 있다. 압력 변화 또는 기생 공명이 반작용됨에 의하여 발생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요동이 일어날 때 서브-샤시는 버팀 수단을 확실하게 지지해준다. 

샤시에 대하여 다이어프램에 의하여 수행되는 큰 축 행정으로 인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는 제한된 
가로 치수를 갖게되기 때문에 콤펙트한 치수로 될 수 있다. 사용되는 다이어프램은 일반적으로 개구되는 
전방부와 원뿔형으로 된다. 원형 단면을 갖는 원뿔형 다이어프램의 경우에 본 발명에 따른 측정은 높은 
음압을 생성하는 확성기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작은 크기로 된 확성기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는 특히 자동차나 텔레비젼 세트 또는 모니터와 같이 제한된 장착 공간이지만, 비
교적 높은 출력 용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일 실시예는 다이어프램을 서브-샤시예 연결하는 제 1 가요성 연결 요소 및 서
브-샤시를 샤시에 연결하는 제 2 가요성 연결 요소를 포함하는 버팀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
람직하게는, 버팀 수단은 다이어프램 전방부 근방에 위치되어야 한다. 버팀 수단이 요구되는 기계적 청각
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때, 음의 재생시 일그러짐이 없이 다이어프램의 큰 행정이 얻어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는 링 형태의 연결 요소를 포함한다. 상기 연결 요소는 바람직하게
는 서로에 관하여 동축으로 위치된다. 바람직하게는, 연결 요소 각각은 주름지거나 파상의 구조로 된다. 
상기 구조는 그 자체가 공지이며 다이어프램을 샤시에 고정하기 위한 장착 테두리로서 공지의 확성기에 
사용되며,  상기  테두리는  그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결모양  또는  오메가  형태  또는  파상  구조를 
갖는다. 공지의 확성기에서 장착 테두리의 확장 정도가 다이어프램의 행정을 결정한다. 상기 테두리의 형
태와 크기는 다이어프램 행정중에 붕괴나 파손과 같은 좋지않은 징후없이 부드럽게 변화되는 능력과 작업
시 진행되는 변화를 억누르는데 필요한 저항력을 나타내는 것인 작은 제한을 받는다. 너무 유순하고 부드
럽게 변화되지 않는 장착 테두리는 파열을 가져오며, 특히 음의 재생시 제 2 의 보다 높은 파열을 가져오
게 되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음이 발생된다. 따라서, DE-U 75 02 568 호에 개시된 확성기에서 
방사 방향 또는 축 방향으로 장착 테두리를 크게 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창출해내지 못한다. 그리
고, 다이어프램 행정이 증대된다면, 이것은 나빠진 음의 재생에 의하여 발생되는뎨 그 이유는 장착 테두
리의 기계적 저항이 줄어들어 바람직하지 않은 테두리 공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에서, 연결 요소는 바람직하게는 서로 동축으로 위치된다. 졔 1 연결 요소와 제 2 
연결 요소는 그때 동일평면상에 있게된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예 사용되는 연결 요소는 다이어프램의 병진 축을 따라 다이어프램의 행정이 이루
어지게 하며 다른 운동을 방해하며, 병진 축은 다이어프램의 중앙 축과 일치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축 방향으로 보자면 연결 요소는 비교적 유순하며 다른 방향에서는 비교적 경직되기 때문에 다이어프램의 
행정을 우수하게 보장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일 실시예는 다이어프램의 전방부 근방에 배치된 버팀 수단 및, 서브-샤시를 후
방부에 연결하고 후방부 근방에 배치된 가요성 중앙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링 형태 또는 디스크 형태로 된 중앙 요소는 축 방향으로 서로에 관해 다이어프램과 서브-샤시의 이동을 
가져오며 서로에 관해 다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은 서브-샤시에 관해 다이어프램의 운동
이 경사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일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구멍이 없는 완곡한 표면을 갖는 서브-샤시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구멍이 없는 다이어프램, 주변에 구멍이 없는 서브-샤시 및, 중앙 요
소는 서브-샤시와 다이어프램이 서로 반대 위상에 있을 때 기생 공명을 줄일수 있는 공기 챔버를 형성한
다. 다이어프램과 서브-샤시의 비교 변위로서의 공기 챔버안의 작은 볼륨 변화로 인하여, 중앙 요소와 서
브-샤시를 위한 제한된 공기 통로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예를 들면 
중앙 요소는 스며들 수 있으며 주어진 범위에서 공기에 투과될 수 있는 직물 조직으로 제조될 수 있다. 

다이어프램이 원뿔형이면, 원하는 진동의 감폭을 얻기 위해서 서브-샤시의 형태도 원뿔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일 실시예는 다이어프램의 후방부 위치에서 서브-샤시를 샤시에 연결하는 가요
성 연결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 축을 따라 샤시에 관해 서브-샤이의 운동을 허락하고 
다른 운동을 방해하는 가요성 연결 부재는 서브-샤시의 직선 안내부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연결 부
재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특히 제 2 연결 요소와 같은 기계적 특성을 갖는다. 실제 실시예에서, 연결 
부재와 제 2 연결 요소는 각각이 오메가 형태의 테두리로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2 개의 마주보는 주
름진 머리부는 대칭적으로 걸리게 하기 위하여 서로로부터 떨어지게 하거나 서로를 향하게 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일 실시예는 주름지거나 파상의 구조를 갖는 연결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일 실시예는 중앙 요소와 연결 부재 사이의 한쪽에는 작동기가 다른 한쪽에는 
음 아퍼처를 갖는 샤시부에 의하여 둘러싸여 확장된 공간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부분에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음 아퍼처의 존재는 다이어프램과 확성기와 협동하도록 채택된 엔클로저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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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청각적 교류를 보장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일 실시예는 개구가 있는 원주면, 다이어프램의 후방부 위치에서 서브-샤시를 
샤시예 연결하기 위하여 제공된 가요성 연결 부재 및, 중앙 요소, 연결 요소, 작동기 및, 하나 이상의 음 
구멍을 갖는 샤시부에 의하여 둘러싸여 제공된 공간을 갖는 서브-샤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 부재, 연결 요소, 작동기 및, 음 아퍼처를 갖는 샤시부에 의하여 둘러싸인 공간안에서의 볼륨 변동
은 음 아퍼처 또는 그것들 안에서 흐르는 공명에 의하여 감소된다. 바람직하게는, 직물 구조와 같은 저항 
요소가 음 아퍼처 또는 그것들 안에 적용된다. 

본 발명은 추가적으로 샤시, 전방부와 후방부를 가지며 샤시안에 배치된 다이어프램, 샤시로부터 다이어
프램을 유연하게 지지히기 위해 다이어프램의 전방부 근방에 배열된 버팀 수단, 다이어프램 후방부에 연
결된 제 1 작동기 부분과 공기 갭을 경유하여 제 1 작동기 부분과 협동시키기 위해 샤시에 연결된 제 2 
작동기 부분을 포함하는 전자기적 작동기를 포함하는 잔자기적 확성기에 관한 것으로, 상기 확성기는 샤
시와 다이어프램 사이에서 확장되는 서브-샤시 및 다이어프램을 서브-샤시에 연결하는 제 1 가요성 연결 
요소와 서브-샤시를 샤시에 연결하는 제 2 가요성 연결 요소를 포함하는 버팀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확상기는 상술된 바와 같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실시예들을 위하여 동일한 
양태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확성기용 엔클로저와 본 발명에 따른 전기역학적 확성기를 포함하는 확성기 시스템에 관
한 것이다. 원한다면, 상기 확성기 시스템은 수동 라디에이터 또는 베이스-리플렉스 파이프가 구비된 시
스템과 같은 다른 보다 높은 명령 리플렉스 시스템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 시스템을 수용하며 청각적 또는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장치는 예를 들면 전기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제 3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의 제 4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 

실시예

도 1 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는 샤시(1), 서브-샤시(3), 다이어프램(5) 및, 전자기적 작동기
(7)를 포함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샤시(1)는 실질적으로 원뿔형태로 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원뿔형태인 
서브-샤시(3)는 샤시(1)와 마찬가지로 상기 실시예에서는 원뿔형태인 다이어프램(5) 사이에서 확장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먼지 캡(6)은 다이어프램(5)안에 위치된다. 서브-샤시(3)는 그 표면에 구멍이 없거나 개
구가 있는 샤시(1)안의 음 아퍼처(1a)에 대향되게 배치된 원주면을 갖는다. 서브-샤시(3)안에 부분적으로 
배치된 다이어프램(5)은 아퍼처(9)가 구비된 전방부(5a)인 제 1 부분과 원형의 중앙 요소(11)가 구비된 
후방부(5b)인 제 2 부분을 갖는다. 상기 요소(11)는 상기 실시예에서는 코일(7a1)로 형성된 작동기(7)의 
제 1 작동기 부분(7a)을 이송한다. 코일(7a1)은 그것의 터미널이 샤시에 고정되는 전기 컨덕터(8)를 경유
하여 접촉 터미널(1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작동기(7)는 또한 상기 실시예에선는 링 마그넷(7b1), 요
크 부분(7b2) 및, 샤시(1)의 샤시부(1b)에 고정된 요크 부분(7b3)을 포함하는 제 2 작동기 부분(7b)을 포
함한다. 요크 부분(7b2)과 요크 부분(7b3) 사이에는 그 안에서 코일(7a1)이 확징되는 공기 갭(7c)이 형성
된다. 작동기가 코일(7a1)에 동력을 전달하면 다이어프램(5)은 이중 화살표 x 로 표시된 하나 또는 다른 
축 방향으로 다이어프램 축(5c)을 따라 축 운동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에서,  다이어프램(5)은  서브-샤시(3)안에  걸리며,  서브-샤시(3)는  샤시안에 
걸린다. 상기 목적을 위해서, 확성기에는 다이어프램(5)의 전방부(5a)를 서브-샤시(3)예 연결하는 제 1 
가요성 연결 요소(13) 및 전방부(5a) 위치에서 서브-샤시(3)를 샤시(1)예 연결하는 제 2 가요성 연결 요
소(15)가 제공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연결 요소(13, 15)는 각각 오메가 형태의 단면으로 된 링 형태의 테
두로 형성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폴리우레탄으로 제조된 연결 요소(13, 15)는 부착 연결부에 의하여 다이
어프램(5)과 서브-샤시(3)에 그리고 서브-샤시(3)와 샤시(1)에 고정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서로동축
인 제 1 연결 요소(13)와 제 2 연결 요소(15)는 하나의 가요성 요소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는 또한 예를 들면 침투가능한 직물 구조로 제조되고 집중적인 물결모양 패턴으로 
된 중앙 디스크 형태를 가지며 서브-샤시(3)를 후방부(5b) 특히 중앙 요소(11)에 연결하는 가요성 중앙 
요소(17)를 포함한다. 중앙 요소(17) 및 연결 요소(13,15)는 화살표 x 로 표시된 축 방향으로 비교적 부
드럽고, 다른 방향으로는 비교적 경직된 버팀 수단을 형성하며, 그 결과 코일(7a1) 이 구비된 다이어프램
(5) 뿐 만 아니라 서브-샤시(3)가 샤시(1)에 대하여 우수한 축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 

작동시, 서브 샤시와 샤시 뿐 만 아니라 서브-샤시와 다이어프램은 텔레스코픽 버팀 장치를 형성한다. 

도 1 에서는 다이어프램(5)의 정지 위치가 도시된다. 최대 행정시 다이어프램(5)은 A1 및 A2 로 표시된 
위치들 중 하나에 있게된다. 행정 또는 진폭이 A 로 표시된다. 

도 2, 3 및 4 에 도시된 실시예들은 상술된 실시예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그리고 도 1 내지 4 에서 표
시된 참조번호의 의미도 동일하다. 

도 2 에 도시된 확성기는 음 아퍼처(1a)가 구비된 샤시(1)와 샤시(1)안에 배치되며 개구된 전방부(5a)와 
후방부(5b)를 가지며 전방부에 대향되게 배치된 원뿔형 다이어프램(5)을 포함한다. 확성기는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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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부(5b)에 연결된 제 1 작동기 부분(7a)과 샤시(1)에 연결된 제 2 작동기 부분을 갖는 전자기적 작동
기(7)를 포함하며, 상기 2 개의 작동기 부분(7a, 7b)은 작동중에 공기 갭(7c)을 경유하여 서로 자기적으
로 협동한다. 확성기는 또한 샤시(1)와 다이어프램(5) 사이에서 확장되는 서브-샤시(3), 다이어프램(5)을 
서브-샤시(3)에 연결하는 제 1 가요성 연결 요소 및, 전방부(5a) 위치에서 서브-샤시(3)를 샤시(1)에 연
결하는 제 2 가요성 연결 요소를 포함한다. 후방부(5b) 위치에서 가요성 중심 요소(17)는 다이어프램(5)
에 고정된 중심 요소(11)를 경유하여 다이어프램(5)을 서브-샤시(3)에 연결하며, 가요성 연결 요소(21)는 
서브-샤시를 샤시(1)에 연결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가요성 재료 특히 폴리우레탄으로 된 연결 요소(21) 
및 연결 요소(13, 15)는 각각 오메가 형태의 테두리를 가지며, 연결 요소(21) 및 마주보는 연결 요소(1
5)는 서로에 대하여 미러 인버터된 위치에 배치된다. 중심 요소(17), 연결 요소(21) 및, 연결 요소(13, 
15)는 화살표 x 방향으로 중앙 축(5c)을  따라 이동될 수 있는 다이어프램(5)을 위한 버팀대를 형성한다. 

작동기(7)의 제 1 작동기 부분(7a)은 요소(11)에 고정되고 전기 컨덕터(8)을 경유하여 터미널(10)에 연결
된 코일(7a1)을 포함하며, 제 2 작동기 부분(7b)은 영구 자석(7b1)과 소프트-마그넷 요크 부분(7b2, 7b
3)을 포함한다. 제 2 작동기 부분(7b)은 샤시(1)의 베이스(1b)에 고정된다. 원한다면, 제 1 작동기 부분
(7a)은 코일 대신에 마그넷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 2 작동기 부분(7b)은 마그넷 대신에 코일을 포함할 
수 있다. 작동기의 마그넷은 선택적으로 코일로 대체될 수 있다. 

일측에서 중심 요소(17)와 연결 요소(21) 사이에 제공된 공간(23)과 다른측에 있는 작동기(7)는 샤시 부
분(1c) 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음 아퍼처(25)를 경유하여 둘러싸인 공간과 교류한다. 

도 3 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는 샤시(1), 다이어프램(5), 서브-샤시(3) 및, 전자기적 작동기
(7)을 포함한다. 샤시(1)는 베이스를 형성하는 샤시 부분(1b)과 음 아퍼처(1a, 25)를 갖는다. 샤시 부분
(1b)은 작동기(7)의 졔 2 작동기 부분(7b)을 형성하는 마그넷 시스템을 이송한다. 작동기(7)의 제 1 작동
기 부분(7a)을 형성하는 구동 코일은 다이어프램(5) 후방부(5b)의 원통형 요소(11)에 고정된다. 코일(7
a)에 전류가 통하면 다이어프램(5)은 화살표 x 로 표시된 축 방향으로 자동 운동을 수행한다. 다이어프램
(5)은 후방부(5b)에 대향된 개구된 전방부(5a)를 갖는다. 서브-샤시(3)는 다이어프램(5)과 샤시(1) 사이
에 삽입되며, 다이어프램(5)은 주로 축 방향 x 에서 변동가능한 졔 1 연결 요소 수단에 의하여 서브-샤시
(3)예 고정되며, 서브-샤시(3)는 가요성 연결 부재(21)와 제 2 가요성 연결 요소(15) 수단에 의하여 샤시
(1)에 고정된다. 제 1 및 졔 2 연결 요소(13,1 5)는 전방부(5a) 위치에 위치되며, 연결 요소(21)는 다이
어프램(5) 후방부(5b) 위치에 위치된다. 

도 4 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는 베이스를 형성하는 샤시 부분(1b)을 갖는 샤시(1)와 주변에 벽
을 형성하며 음 아퍼처(1a, 25)를 갖는 샤시 부분(1c)을 포함한다. 확성기는 또한 전방부를 형성하는 제 
1 부분(5a)과 후방부를 형성하는 제 2 부분(5b)을 가지며 제 1 부분(5a)으로부터 제 2 부분(5b)까지 테이
퍼진 다이어프램(5)을 포함한다. 전방부(5a)는 개구되며 중앙 슬리브 형태 또는 원통형 부분(11)과 함께 
제공된다. 확성기는 또한 다이어프램(5)과 샤시(1) 사이에서 확장되는 서브-샤시(3)를 포함한다. 전방부
(5a) 근방에서 다이어프램(5)은 제 1 가요성 연결 요소(13)에 의해 서브-샤시(3)에 걸리며, 전방부(5a) 
위치에서, 서브-샤시(3)는 졔 2 강요성 연결 요소(15)에 의해 샤시(1)에 걸린다. 추가적으로는, 다이어프
램(5)의 후방부(5b) 위치에서, 서브-샤시(3)는 가요성 버팀 부재(21)를 경유하여 샤시(1)에 고정된다. 가
요성 중심 요소(17)는 서브-샤시(3)와 후방부(5b) 시이로 확장된다. 서브-샤시(3), 요소(13,15, 17) 및, 
부재(21)들의 조합은 x 방향에서 샤시(1)에 대하여 큰 다이어프램(5) 행정이 일어나게 한다. 전자기적 작
동기(7)는 다이어프램(5)을 구동하기 이해 졔공되며 후방부(5b)의 중앙 요소(11)에의 연결을 경유하여 다
이어프램(5)에 연결된 제 1 작동기 부분(7a)을 가지며, 샤시(1)의 베이스(1b)에의 연결을 경유하여 샤시
(1)에 연결된 제 2 작동기 부분(7b)을 갖는다. 제 1 작동기 부분(7a)은 제 2 작동기 부분(7b)의 마그넷 
요크의 공기 갭(7c) 안에서 확장된 코일(7a1)을 포함하며, 상기 요크는 소프트 마그네틱 부분(7b2, 7b3)
을 포함한다. 제 2 작동기 부분(7b)은 링 형태의 영구 자석(7b1)을 포함한다. 다이어프램(5)의 후방부
(5b)에는 먼지를 밀봉시키는 먼지 캡(6)이 제공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확성기는 보호 그릴(14)을 추가적
으로 포함한다.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200)에 사용되며 도 5 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도 2 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를 수용하는 하우징 또는 엔클로저(100)를 포함한다. 하우빙(100)
은 그 안으로 확성기가 확장되는 개구(102)를 가지며, 상기 샤시(1)는 개구(102) 주위에서 하우빙의 엣지 
부분(110a)에 고정된다. 본 발명에 따른 확성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도 2 를 참조로 하여 이하 기
술된다. 

일 예로서 베이스-리플렉스 확성기 시스템으로서 도 5 에 도시된 시스템은 수동 라디에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위해서, 하우징은 그 안으로 수동 라디에이터(104)의 샤시(101)가 확장되는 추가적인 개구
(106)를 갖는다. 샤시(101)는 개구(106) 주위에서 하우징(100)의 엣지 부분(100b)에 고정된다. 수동라디
에이터(104)는 추가적으로 서브-샤시(103)와 매스 요소(105)를 포함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샤시(101)는 
아퍼처(101a)를 가지며, 서브-샤시(103)는 개구와 상관없는 고체로 형성된다. 매스 요소(105)는 플레이트 
형태 또는 디스크 형태 부분(107), 원통형 중앙 부분(109) 및, 원뿔형 부분(111)을 포함한다. 중앙 부분
(109)은 조정된 헴홀쯔(Helmholtz) 공명 시스템 수단에 의하여 동조 매스(113)을 이송한다. 전방부(105a) 
및 후방부(105b)는 매스 요소(105)에 배정될 수 있다. 조기 공개되지 않은 특허 출원번호 제 96201519.4 
호(PHN 15.840: 참조물로서 본 명세서에 통합됨)에서 보다 상세히 개시된 수동 라디에이터(104)는 매스 
요소을 유연하게 서브-샤시(103)에 연결하는 제 1 가요성 연결 요소(115) 및 서브-샤시(103)를 유연하게 
샤시(101)에 연결하는 제 2 연결 요소(117)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제 1 연결 요소(115)는 매스 요소
(105)의  전방부(105a)  및  후방부(105b)를  서브-샤시(103)에  연결하며,  제  2  연결  요소(117)는 전방부
(105a)  위치와 후방부(105b)  위치에서 서브-샤시(103)를 샤시(101)에 연결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연결 
요소는 오메가 형태의 단면을 갖는 링 형태의 테두리 형태로 되며, 제 1 연결 요소(115) 뿐 만 아니라 제 
2 연결 요소(117)는 서로에 관하여 미러 인버트된 위치에 배치된다. 상기 테두리는 폴리우레탄으로 제조
된다. 그러나, 고무와 같은 다른 적절한 재료로도 제조될 수 있다. 확성기에 의하여 방출되는 압력 변화
의 영향하에, 매스 요소(105)는 그것의 중앙 축(105c)을 따라 축 운동 x' 를 수행하며, 진폭은 서브-샤시
(103)에 대한 매스 요소(105)의 최대 행정과 샤시(101)에 대한 서브-샤시(103)의 최대 행정의 합이된다. 
도시된 수동 라디에이터 대신에 다른 형태의 수동 라디에이터와 베이스-리플렉스 파이프가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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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발명은 상술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오메가 형태의 연결 요소 또는 부재 대신에, 다
른 적절한 형태의 연결 요소 또는 부재가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 확성기 및 
수동 라디에이터는 서로 대향되게 배열하는 대신에 옆으로 나란히 배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샤시, 샤시안에 배치되며 전방부와 후방부를 갖는 다이어프램, 다이어프램을 샤시에 이동가능하게 걸기위
한 버팀 수단, 다이어프램의 후방부에 연결된 제 1 작동기 부분과 공기 갭을 경유하여 제 1 작동기 부분
과 협동되도록 샤시에 연결된 제 2 작동기 부분을 포함하는 전자기적 작동기를 포함하는 전기역학적 확성
기에 있어서, 샤시와 다이어프램 사이에서 확장되는 서브-샤시 및 서브-샤시를 다이어프램과 샤시에 끼워
넣을수 있도록 연결하는 버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버팀 수단은 다이어프램을 서브-샤시에 연결하는 제 1 가요성 연결 요소 및 서브
-샤시를 샤시에 연결하는 제 2 가요성 연결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요소는 링 형태이며 서로에 관해 동축으로 위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요소는 다른 운동을 방해하고 다이어프램의 이동 축을 따라 
주로 다이어프램이 이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5 

제 2 항 내지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요소 각각은 주름진 물결모양이거나 파상의 구조
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버팀 수단은 다이어프램의 전방부 근방에 배치되며, 
서브-샤시를 후방부에 연결하는 가요성 중앙 요소는 후방부 근방에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
적 확성기.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졔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샤시는 구멍이 없는 완곡한 표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어프램은 원뿔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
학적 확성기.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샤시는 원뿔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다이어프램의 후방부 위치에서 서브-샤시를 샤시에 연결
하는 가요성 연결 부재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부재는 물결모양으로 주름지거나 파상 구조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12 

제 6 항 내지 제 10 항에 있어서, 일측에서의 중심 요소와 연결 부재, 타측에서의 작동기 사이에, 음 아
퍼처를 갖는 샤시 부분에 의해 둘러싸인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13 

제 6 항 내지 제 10 항에 있어서, 서브-샤시는 개구가 있는 원주면, 다이어프램의 후방 위치에서 서브-샤
시를 샤시에 연결하도록 제공된 가요성 연결 부재 및, 중심 요소, 연결 요소, 작동기 및, 하나 이상의 아
퍼처를 갖는 샤시 부분에 의하여 둘러싸인 공간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14 

샤시, 샤시안에 배치되며 전방부와 후방부를 갖는 다이어프램, 다이어프램을 샤시에 유연하게 걸기 위하

9-5

1019980700595



여 다이어프램 전방부 근방에 배열된 버팀 수단 및, 다이어프램의 후방부에 연결된 제 1 작동기 부분과 
공기 갭을 경유하여 제 1 작동기와 협동되도록 샤시에 연결된 제 2 작동기 부분을 포함하는 전자기적 작
동기를 포함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에 있어서, 샤시와 다이어프램 사이에서 확장되는 서브-샤시 및, 다이
어프램을 서브-샤시에 연결하는 제 1 가요성 연결 요소와 서브-샤시를 샤시에 연결하는 제 2 가요성 연결 
요소를 갖는 버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역학적 확성기. 

청구항 15 

확성기 시스템은 상기 청구항들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전기역학적 확성기 및 확성기를 수용하기 위한 
엔클로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성기 시스템.

청구항 16 

장치는 청각적 또는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며, 제 15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확성기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도면

    도면1

9-6

1019980700595



    도면2

    도면3

9-7

1019980700595



    도면4

9-8

1019980700595



    도면5

9-9

1019980700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