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길이방향 변위를 이용하는 원통형 압전 액(Longitudinal)

츄에이터는 다양한 기계장치의 초음파 가진기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수중 음파 탐지기나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등을

들 수 있고 산업용으로 초음파 와이어 본더를 들수 있다.

초음파 와이어 본더는 반도체 제조 후처리 공정 중 다이패

드와 리드 프레임 간을 금속 와이어로 연결하기 위한 기구

로서 적층된 원통 압전 액츄에이터가 와이어 본딩 헤드에

장착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트랜스듀서의 구조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방향 진동모드를 발생시키Fig. 1

는 압전 액츄에이터 모듈 변위 증폭 및 전달의 역할을 하,

는 혼 진동 모드의 절점 에 위치하여(Horn), (nodal point)

트랜스듀서를 헤드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마운팅 플랜

지 그리고 실제 와이어를 본딩하는 부(Mounting Flange),

분인 캐필러리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Capillary) .

용한 압전 구동기는 층의 액츄에이터로6 Ring-Type PZT

서 분극방향에 따라 가진주파수의 의 사136 kHz 20VP-P

인파 전압이 인가되면 액츄에이터 모듈에서 길이방향 진동

모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진동모드가 혼의 모양에 의하여.

변위가 증폭 및 캐필러리 끝단으로 전달되어 캐필러리의 초

음파 운동에 의해서 와이어를 본딩에 중요 역할을 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압전 액츄에이터 모듈은 에서Fig. 2

보는 바와 같이 장의 와 장의 전극 이 적6 PZT 7 (electrode)

층된 구조로 그림과 같이 Front Bolt, Front Tinut,

그리고 가 결합되어있다Aluminum Nut, Back Bolt .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적층형 구조를 갖는 원통형 압전

액츄에이터가 혼을 가진할 때 가진주파수는 액츄에이터의

길이방향 모드의 고유진동수를 이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층의 액츄에이터 모듈만의 고유진동수를 계산하여 사용하6

지만 본 액츄에이터 모듈 구조상 앞 뒤 볼트 및 부품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듈 전체가 혼을 가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유한요소 프로.

그램인 와 실험을 통하여 현재의 초음파 혼을 가진하Ansys

는 압전 액츄에이터 및 모듈의 고유진동수를 살펴보고 현재

의 초음파 와이어 본더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살펴보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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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본딩용 압전 액츄에이터의 진동 특성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a Wire-Bonding Piezoelectric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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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vibration modes and frequencies of a ring-type stacked piezoelectric actuator for a wire

bonding transducer system are analyzed using FEM simulations. We implement experiments using a

commercial product model of the actuator PZT module which consists of 6 layer ring-type PZT and 7

electrodes, combined bolts, nut and tinut. There are two main results: One is that FEM analysis should

consider the effect the harmonic voltage input in order to meet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other is

that the current wire bonder using exciting frequency of 136 kHz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improve

the actuator and bonding performance because the actuator module has the main longitudinal mode of

145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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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tructure of wire bonding transducer system

Fig. 2 Structure of PZT actuator module

유한요소해석2.

의 유한요소해석2.1 PZT Actuator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액츄에이터는 층의 링형으로써PZT 6

분극방향에 따라 20VP-P의 사인파 전압이 인가되면 종진동

모드가 발생하게 된다 동일한 전압으로 큰 효율을 얻기 위.

하여 액츄에이터의 공진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PZT

압을 인가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액츄에이터의 동특성 해석은 중요한 부분이다PZT . PZT

액츄에이터를 과 에 나타낸 값들과 상용 유한요소Table 1 2

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Ansys FEM

다.

Dimension PZT Ring(mm) Electrode(mm)

Outer Diameter 11.43 11.43

Inner Diameter 5.08 5.08

Thickness 1 0.05

Table 1 Dimension of PZT actuator

액츄에이터와 액츄에이터 모듈의 해석과 실험과PZT FEM

정 중 공진 주파수와 진동모드에 대한 흥미있는 현상을 발

견하였다 모드 해석 중 분극방향에 따라 의 정적 전압을. 7V

인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공진 주파수와 모드형상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의 정적 전압을 인가한 경우의 모. 7V

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 및 사인파 전압을 가진 할때의

해석과도 유사하게 나옴을 확인하였다FEM Dynamic .

Property PZT Steel Units

Young's modulus 74 205 GPa

Density 8200 7850 Kg/m3

d33 110E-12 C/N

Poisson ratio 0.25 0.33

Property Titanum Aluminum Units

Young's modulus 113 71.5 GPa

Density 4455 2810 Kg/m3

Poisson ratio 0.342 0.33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PZT actuator

과 은 정적인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자유Table 3 Fig. 3

단 상태에서 의 범위에서 모드 해석100kHz~160kHz FEM

을 수행하여 나온 주요한 공진주파수와 모드형상의 결과이

다 와 에서 길이방향 모드가 발생함을. 115.1 kHz 126.2kHz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에서의 해석결과. Fig. 6 Dynamic

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REQ (kHz) Mode FREQ (kHz) Mode

111.7 Bending 126.2 Longitudi

115.1 Longitudi 141.6

Table 3 FEM modes of actuator

Fig. 3 Actuator modes without external voltage

이번에는 같은 조건하에서 분극방향에 따라 의 정적 전7V

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와FEM . Table 4

에서 보듯이 주요한 공진주파수가 약 감소되Fig. 4 10kHz

어 와 에서 길이방향 모드가 발생함을106.4 kHz 112.1kHz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에서의 해석결과와. Fig. 6 Dynamic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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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kHz) Mode FREQ (kHz) Mode

100.9 Bending 112.1 Longitudi

106.4 Longitudi 129.2

Table 4 FEM modes of actuator under 7V voltage

Fig. 4 Actuator modes under 7V-voltage

Fig. 5 Longitudinal mode at 106.4kHz

Fig. 6 FEM dynamic analysis

의 유한요소해석2.2 PZT Actuator Module

이번에는 액츄에이터에PZT Front Bolt, Front Tinut,

가 부착된 액츄에이터 모듈을Aluminum Nut, Back Bolt

과 에 나타낸 값들과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Table 1 2

인 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액츄Ansys FEM . PZT

에이터에 분극방향에 따라 의 사인파 전압을 인가20V P-P

하였을 때 액츄에이터 모듈에서 길이방향 진동을 발생시켜

혼에 전달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동특성 해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선 양쪽 경계조건이 모두 자유단 상태에서 해석을FEM

수행하여 의 범위에서 진동 모드를 구하100kHz ~ 170kHz

였다 와 에서 보듯이. Table 5 Fig. 7 110.95kHz, 145kHz,

에서 길이방향 모드가 발생하고163.4kHz 104.2kHz,

에서 굽힘 모드가 발생함114.3kHz, 136.84kHz (Bending)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 트랜스듀서의 측면에서.

의 길이방향 모드가 주요 액츄에이터 모듈의 진동145kHz

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에서의 길이. Fig. 8 145kHz

방향 모드의 형상을 보여준다.

FREQ (kHz) Mode FREQ (kHz) Mode

104.2 Bending 136.43

105.8 136.84 Bending

110.95 Longitudi 145 Longitudi

114.3 Bending 152.7

115.9 154.7

136.2 163.4 Longitudi

Table 5 FEM mode analysis of actuator module with

free boundary conditions

Fig. 7 mode shapes of actuaotr module with free

boundary conditions

는 해석의 수행결과를 나타낸 그래프Fig. 9 Dynamic FRF

이다 관심 부분인 의 범위에서 분극방. 100kHz ~170 kHz

향에 따라 의 사인파 전압을 가한후 해20 VP-P Dynamic

석을 수행하였다 앞의 모드 해석에서 길이방향 모드가.

나타난 에서 피크공진점가 발111kHz, 145kHz, 163kHz ( )

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한 공진주파수인. 145kHz

에서 가장 큰 변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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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ngitudinal mode at 145kHz

Fig. 9 Dynamic analysis (free b.c.)

Fig. 10 Experiment results

실험 및 결과 비교3.

해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장치를 구성하FEM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액츄에이터는 협력회사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초음파 와이어 본더용 층 압전 액츄에이터를 사6

용하였다 입력신호는 사의 함수 발생기를 이용하여 사인. NF

파 전압을 인가하였고 액츄에이터 모듈의 부분PZT Tinut

과 혼이 접하는 부분의 점에 반사지를 붙여 비접촉 레이저4

변위 속도 센서인 를 사용하여 출력신호를 측/ Polytec LDV

정하였다.

은 자유단 조건의 액츄에이터 모듈에서 측정한 길Fig. 10

이방향 변위 데이터를 한 그래프를 나타낸다 실험결과FFT .

에서 보듯이 그리고 에서 길이109kHz, 144kHz, 164kHz

방향 모드가 발생하였다 이는 장에서 를 이용하여. 3 Ansys

해석한 결과와 오차 이내로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2%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와이어 본더는 현재 에서 액136kHz

츄에이터를 가진하고 있다 본 결과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현재 가진 주파수 근처에서 나타나는 길이방향 진동 주파수

는 로서 대략 의 차이를 보인다 액츄에이터144 kHz 8 kHz .

입장에서 볼때 현재의 액츄에이터 설계는 액츄에이터 자체

고유진동수 만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보다는 초음파 혼을

실제 가진하는 전체 시스템 즉 액츄에이터에 추가되는 부,

품을 합친 액츄에이터 모듈에서 고유진동수를 계산하여 가

진 주파수를 정한다면 와이어 본더의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론3.

본 논문에서는 상용화된 초음파 와이어 본더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적층 액츄에이터와 액츄에이터 모듈의 상ring PZT

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진동특성Ansys 을 밝

혀내고 이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드 해석 중 에 분극방향에 따라 정적 전압(1) FEM PZT

을 인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공진 주파수와 모드형

상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정적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의 모드 해석결과가 사인파 가진 전압의 주

파수 변화에 따른 해석과 실험결과와 일치함을 알Dynamic

수 있었다.

액츄에이터는 에서 주요 길이방향 진동(2) PZT 106.4 kHz

모드가 발생하였고 액츄에이터 모듈은 에서 가장 큰145kHz

변위를 주는 길이방향 진동 모드가 나타났다 현재 와이어.

본더의 가진 주파수는 이므로 액츄에이터 모듈 설계136kHz

를 에서 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45kHz 136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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