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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 the CFD analysis for predicting the heat transfer at the Ultrasonic horn. 
Approximately Ultrasonic horn separates two part. One is preheating part and the other is cooling part. 
Temperature of preheating part rise up by 260℃ that make it possible to attach a chip to a 
semiconductor. Also there is a piezo material in the cooling part. When piezo work, it generates heat 
of 100℃. It can stand by 150℃. But the high temperature conducted from the preheating part has a 
bad affect on the piezo. These situation make it necessary cooling at piezo. Previously except of the 
piezo, all of them are composed of the SUS440c that has good thermal conductivity. This study shows 
way that not only cooling the piezo but also cutting off the conduction between preheating part and 
cooling part by using the Ti and Duralumin that have low thermal conductivity compare with the 
SUS440c. Conclusion of CFD analysis that the heat coming from the piezo can`t be transferred the 
horn cause of the Ti and Duralumin. 

기호설명

ρ : 밀도(kg/m3)
cp : 비열(J/kg-k)
K : 열전도도(W/m-k)
T : 온도(K)
ν : 동적점성계수

α : 열확산률

β : 체적열팽창계수

Re : 레이놀즈수

Nu : 누셀수

Pr : 프랜틀수

1. 서 론

기술의 발달로 칩이 집적화 소형화 되어감에 따

라 칩을 모듈에 결합하는 방법도 점점 발달하게 

되었다. 과거 연결선을 이용하여 납땜을 하던 방

법(Wire bonding)을 비롯하여 연결선 대신 볼 모

양의 전도성 솔더로 대체한 BGA, 전도성 테입

을 이용한  TAB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최근에

는 플립 칩 결합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1, 

2] 플립 칩 결합은 열과 압축력에 의해 결합시키

는 서머컴프에션 결합, 초음파 에너지에 의해 결

합시키는 울트라소닉 결합 , 열과 초음파 에너지

에 의해 결합시키는 서머소닉 결합이 있다. 열과 

압축력만을 사용하는 서머컴프레션 결합보다는 초

음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울트라소닉 결합과 서머

소닉 결합이 칩에 가해지는 힘이 적기 때문에 입

출력을 가진 칩의 결합에 적합하다. 초음파 연화 

효과에 의하여 결합물질이 더 작은 응력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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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rn and Air box  
  

접합이 되기 때문이다.[1] 서머소닉 결합은 초음파 

에너지를 혼을 통해 범프에 전달하여 모듈과 칩

을 결합시킨다. 따라서 혼은 서머소닉 결합 시스

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혼은 진동을 해서 초음파 에너지를 증폭하여 

전달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유 진동수에

서 진동을 하도록 설계한다.[3] 하지만 초음파 에

너지만으로 칩을 모듈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높은 온도를 이용하여 더욱 잘 결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초음파 혼으로 붙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서머소닉 결합은 열을 이용한 부분과 

초음파를 이용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칩을 모듈에 붙이기 

위해서는 250℃ 정도의 온도를 필요로 하며 따라

서 더 높은 온도를 가하여 예열하게 된다. 하지

만 초음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피에조물질은 

150℃ 정도에서 분자구조의 변형을 일으켜 제 역

할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열을 가해주는 혼에는 

냉각을 하지 않지만 초음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피에조에는 공기를 불어 넣어줘 열을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한 물체 내에 가열과 냉각과 같은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열팽창의 불균형으로 인

하여 변형이나 균열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혼에서 예열되는 열이 피에조 

물질로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혼과 같은 

SUS440C 물질로 이뤄져있던 연결부위를 열전도

도가 낮은 Ti 과 열전도도가 높은 Duralumin으로 

바꿔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또한 냉각되는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공기의 유량을 바꿔가며 연구

를 진행하였다.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초음파 물

질로는 BaTiO3이다.

2. 모델링 및 지배방정식

 2.1 수치해석을 위한 초음파 혼의 모델

 이 연구에서는 혼과 혼을 연결하는 생크, 그
리고 초음파를 발생하는 피에조, 피에조를 냉각

하는 에어박스로 Fig.1과 같이 이루어져 있으며 

Fig.2는 매쉬를 형성한 모습이다. 혼과 생크는 볼

트 연결되어 있으며 볼트는 스테인리스스틸로 구

성되어 있다. 혼과 맞닿은 물질은 Ti 그리고 Ti은 

Duralumin(A2017)과 맞닿았으며 그 Duralumin은 

피에조 물질 BaTiO3와 닿아있다. 다시 BaTiO3는 

SUS440C와 닿아있다. 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에어박스에 들어가 있어 공기에 의한 냉각효

과를 갖는다. BaTiO3는 45kHz로 진동시켰을 때

200W의 열량을 발생하며 혼을 예열하기 위해 가

해주는 온도는 543k이다. 공기의 주입 속도는 0, 
3, 6m/s 로 시행하였다. 각각의 물성치는 Table.1
에 나와 있다.

2.2 방정식

혼의 각 면은 주변 공기와 자연대류를 하고 있

으며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중력의 영향을 받을 

Fig. 2 Modeling of the Ultrasonic horn 

Fig. 3 Mesh generating of the model



Table.1 Property of the material

Density

(kg/m3)

Specific 

heat 

(J/kg-k)

Thermer 

conductivity

(W/m-k)

SUS440C 7805 460 24.2

Duralrumin

(A2017)
2270 880 193

Ti 4508 528 17

 경우 각각의 면에 작용하는 대류계수가 달라

지며 식 (1)~(6)에 의해 윗면과 옆면 그리고 아랫

면에서의 대류계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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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 표면온도 543K와 주위 공기의 온도 293K일 

때의 공기 물성치를 위 식에 대입하면 옆면 hs는 

13.13 w/m
2
-k 이며  윗면 ht는 15.15 w/m2-k, 아

랫면 hb는 10.16 w/m2-k 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수치해석을 위한 수식을 정리할 수 있

다. 이산화방법(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하

였으며 

질량보존방정식

∇·                                (7)

운동량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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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보존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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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upwind 

scheme을 사용하였으며 압력보정을 위해 Simple 

Algorithm을 사용하였고 상대오차의 최대값이 

10-4이하를 수렴판정 조건으로 수치해석을 실시하

였다. 

3. 결 과

3.1 물질에 따른 온도분포

공기에 의한 냉각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SUS440C만 사용했을 경우와 Ti과 duralumin
을 SUS440C 대신 넣었을 때 각각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았다. 혼과 Ti이 만나는 지점에

서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으나 기존에는 보

이지 않던 작은 굴곡이 보였지만 기존보다 큰 변

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초음파 물질인 

BaTiO3 주변 온도분포를 보면 duralumin을 사용함

으로써 혼 방향으로는 열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열전도도가 높은 duralumin이
지만 비열이 높고 밀도가 낮아 열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이라 생각

되어진다.

3.2 공기 유량에 따른 온도분포

Fig.5는 피에조 물질인 BaTiO3에서 나오는 열량 

(a) Distribution of the temperature at the SUS440C 

(b) Distribution of the temperature putting the Ti and 
Duralumin instead of the SUS440C

Fig. 4 Distribution of the temperature compare with 
using the SUS440C and using the Ti and duralumin 



(a) 0m/s 

      

(b) 3m/s

      

(c) 6m/s 

  

Fig. 5 Distribution of the BaTiO3 depend on the 
velocity of air

Fig. 6 Tendency of the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velocity

200W가 주입하는 공기에 의해 냉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냉각 속도는 각각 0, 3, 6 m/s이
며 속도가 빠를수록 더 좋은 냉각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Fig.6에서 보이는 것

처럼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온도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기의 속도를 높

이려면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하며 경제

적인 측면에서도 한없이 속도를 높이는 것은 현

명하지 못하다. 위 연구에 따르면 6 m/s 일 때 

가장 효율이 좋다고 볼 수 있겠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전도율, 비열, 밀도가 다른 물

질이 열전도에 미치는 영향과 공기유량에 따른 

냉각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혼에서 가열되는 열은 BaTiO3이 견디기에는 

매우 높은 온도이기는 하나 SUS440C인 물질로 

이뤄져있을 때에도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BaTiO3

까지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 SUS440C를 Ti와 duralumin으로 바꿨을 경우

BaTiO3에서 발생하는 열이 duralumin에 막혀 전혀 

혼 쪽으로 전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공기의 유량에 따라 냉각되는 BaTiO3는 속

도가 빨라짐에 따라 냉각되는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속도가 계속 빨라짐에 따라 

냉각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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