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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휴대용 개인 단말기기(Personal digit이 assistants)의 높 日 日 || E 귀

은 보급률에 따라 초소형 스피커 (Micro-loudspeaker)의 수 

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초소형 스피커의 성능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스피커의 진동판 소재로 사용 

되는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PEN)와 폴리에테르 이미 

르(PEI)의 수지 계열 진동판과 니켈(Ni) 진동판의 방사 

효율을 비교 분석하여, 진동계의 관점에서 금속 진동판 

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서론

기 존 대구경 (Large diameter) 스피 커 는 재 생 주파수 대 

역 확장과 평탄한 주파수 응답(Frequency response) 특 

성, 낮은 왜곡 (Distortion) 을 갖기 위해 높은 영율 

(Young's modulus)과 낮은 밀도(Density)를 갖는 진동판 

소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초소형 

스피커는 작은 규격에 의한 진동계의 형성과 동작 조건 

의 제한으로 섬유 재료를 열경화성 수지로 성형한 伽의 

두께 단위를 갖는 섬유 강화 수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금속 가공 기술의 발달로 초소형 스피 

커의 진동판으로 사용가능한 두께의 가공이 가능해져, 

보다 폭넓은 진동판의 소재선택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 소재에 따른 방사 효율의 비교를 위해 동 

일한 두께(12如)와 직경(12.72瞄) 및 표면 구조를 갖뉸 10-

세 종류의 진동판 소재를 ［그림 1］과 같은 규격의 초소 

형 스피커를 제작하여 각각의 진동판에 대한 주파수 응

［그림 1］ 초소형 스피커 규격

2. 본론

［그림 2］와 ［그림 3］은 0.1m 거리에서 0.89v의 입력 

에 대한 Ni, PEI, PEN 소재의 주파수 응답 특성으로, 

［그림 2］는 높이 2.35mm 섀시(Chassis)로 제작된 초소형 

스피커이며, ［그림 3］은 높이 4.38mm 섀시로 제작된 초 

소형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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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2］ 진동판의 재질에 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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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

니켈 진동판의 높은 강성

대역을 갖는 반면, 고주파

[그림 3] 진동판의 재질에

주파수 응답 특성으로부터 

(Stiffness)에 의해 좁은 재생 

수 대역은 수지 계열 진동판에 비해 높은 음압 레벨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저주파수 대역은 

니 켈 진동판의 자성체 (Magnetism) 특성 에 의해 큰 변위 

에 의해 자기력(magnetic force)에 상응하는 복원력 

(Restoring force)의 약화로 낮은 음압 레벨의 결과로 나 

타남을 기대할 수 있다.

진동계의 질량과 역학적 컴플라이언스 (Mechanic 이

compliance)의 관계로부터 니켈 진동판은 높은 공진 주 

파수를 

다음과

갖지만, 높은 음압 레벨은 자성체의 관점에서 

같이 예측해 볼 수 있다.

F. — F 4- F,total coil ' diaphragm

진동판에 작용하는 힘은 보이스 코일(Voice coil)

(1)

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초소형 스피커의 진동판 소재에 따라 

물성에 의해 방사 효율은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니켈과 같은 자성체 소재의 진동판은 전자기 유도 

(Electromagnetic induction) 현상에 의해 부가적인 힘이 

작용함을 예상할 수 있었다.

비록 자성체 진동판의 높은 강성과 자기력에 상응하 

는 복원력의 약화로 저주파수 대역의 낮은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이지만, 보이스 코일에 의한 진동판의 자화 

현상과 박막(thin film)에 따른 짧은 분극(Polarization) 

현상을 활용한다면 보다 높은 음압을 얻을 수 있는 소재 

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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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에 의한 힘과 보이스 코일에 의해 자화된 진동판의 힘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즉, 아래의 식 ⑵와 같 

이 보이스 코일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자화력(Magnetic 

field strength)에 의해 니켈 진동판이 자화되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의 상호 작용을 일으킴을 예상할 수 있 

다.[3]

H= 牛—〒느=)
1 V砰斤

(2)

H : 자화력 [A/m]

N : 권선수

1 : 인가 전류 [A]

I : 보이스 코일의 길이 [m]

d : 보이스 코일의 직경 [m]

-504 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