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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능을 가진 강력초음파용 BLT 해석
Analysis of a Self-cooling type BLT for High-power Ultrasonic

*임의수 1,  이양래 ,  김현세

*E. S. Lim1(eslim@kimm.re.kr) ,  Y. L. Lee,  H. S. KIM
1한국기계연구원 극한기계부품연구본부

Key words : BLT, Langevin, High-power transducer, Piezoelectric ceramic

1. 서론

강력초음파는 주로 음향화학반응, 산업용 세

정, 기계부품의 가공, 플라스틱 용접 등에 주로 

이용되어 있으며, 최근 정밀세정, 정밀가공 및 

에너지절약 등의 추세에 따라 강력초음파의 사용

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강력초음

파용 진동자의 설계기술 미비로 외국의 선진사에

서 수입하거나 모방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1000 W급의 강력초음파 진동자를 개발하

는 일환으로서, BLT(Bolt-clamped langevin type 

transducer)의 발열에 의한 압전소자(piezo- 

electric ceramic)의 특성저하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공형 냉각구조로 설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BLT에 대한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를 수행하여 정밀설계치를 도

출하였다.

2. BLT의 설계

산업용 강력초음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BLT는 자체 발열에 의해서 압전소자가 쉽게 열화되

어 특성이 변화거나 손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압전

소자의 특성변화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길이 방향으로 BLT의 중앙에 홀을 내어 

압전소자에서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중공형 냉각

구조로 개념설계를 하였다.(1)(2) 

1000 W의 고출력 초음파를 내기 위하여 압전소자

는 외경 50mm, 내경 20 mm인 DELPIEZO사의 PZT 

47(그림 2)를 선정하여 6개를 적층하였으며((3), 

이에 대한 임피던스 특성은 그림 3과 같다.  또한 

front mass, tail mass 및 조임 볼트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선정하였다.

Fig 1 Concept of BLT
 

Fig 2 Piezoelectric ceramic

Fig 3  Impedance Characteristic of Piezoelectric
      ceramic

3. BLT의 유한요소해석

25 kHz급 BLT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표 

1의 압전소자 물성치를 이용하여 탄성계수, 압전

상수, 유전율의 행열 값을 계산하였고, front 

mass, tail mass 재질의 영율, 밀도 및 포아송비를 

계산하여 대입하였다. 그리고 BLT를 그림 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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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축대칭으로 모델링하였다.

Table 1 Properties of piezoelectric Materials

Unit Value

Coupling factors
 0.69

 0.48

Frequency constants ⋅  2130

Dielectric constants

 1700


 1650

Piezoelectric charge

constants
  

 -135

 320

 460

  

Fig 4 Modeling of BLT

모델링 후, 25 kHz 부근에서 거동(mode shape)

이 좋은 natural frequecy를 찾기 위해 BLT의 

front mass와 tail mass의 길이를 변화시키며 반복

적으로 modal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1st 

mode 0.12 kHz, 2nd mode 24.3 kHz, 3rd mode 38.1 

kHz, 4th mode 40.14 kHz로 나왔으며,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2nd mode에서 원하는 거동이 나타

났다.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 (4) 4th mod
Fig 5 mode shape of modal analysis result

modal 해석에서 얻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harmonic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6 (a)의 

임피던스 특성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진주파수는 

modal 해석과 동일한 24.3 kHz가 나왔으며, (b)의 

거동해석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변위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으

며, 변위는 BLT의 양단에서 높게 형성된 바, 원하는 

설계치를 얻을 수 있었다.  

 

(a) impedance characteristic  (b) mode shape
Fig 6 Harmonic analysis result

Fig 7 Displacement analysis result

4. 결론

본 연구결과로 25 kHz 1000 W 급의 강력초음파용 

BLT에 대한 정밀설계치가 도출되었으며, 향후 본 

설계치를 이용하여 BLT를 제작한 후 공진특성과 

초음파 출력을 평가함으로써 해석결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후기

본 논문은 2012년도 중소기업청 재원의 출연연․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수

행한 연구과제 결과중 일부이다.

참고문헌

1. Miodra Prokic,“Piezoelectric transducers modeling 
and characterization“, MP Interconsulting, 2004

2. Milan D. Radmanovic, Dragan D. Mancic, “ Design 
and Modeling of the Power Ultrasonic Transducers”, 
MP Interconsulting, 2004

3. J. F. NYE, F. R. S, “Physical Properties of 
Cristals“,OXFORD SCIENCE PUBLICATIONS, 
1984.

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