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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shear strength of thermal aged Sn–3Ag–0.5Cu lead–free solder joints at impact 
speeds ranging from 0.5 m/s to 2.5 m/s. The specimens were thermal aged for 24, 100, 250 and 1000 hours at 100℃.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shear strength of the solder joint decreases with an increase in the load speed and aging time. The shear 
strength of the solder joint aged averagely decreased by 43% with an increase in the strain rate. For the as-reflowed specimens, the mode 
II stress intensity factor (KII) of interfacial IMC between Sn–3.0Ag–0.5Cu and a copper substrate also was found to decrease from 1.63 
MPa.m0.5 to 0.97 MPa.m0.5 in the speed range tested here. The degradations in the shear strength and fracture toughness of the aged solder 
joints are mainly caused by the growth of IMC layers at the solder/substrat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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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연 솔더 연결부의 경우 기존의 유연 솔더에 비하

여 강도가 높고 취성이므로 충격이나 낙하와 같은 높

은 변형률 속도 조건에서 취성 파괴가 발생하는 경향

이 증가한다1). 최근 휴대용 전자 제품이 가볍고 소형화

가 되면서 이들 전자제품의 갑작스러운 충격에서 제품 

내 솔더 연결부의 충격 내구성은 이들 휴대용 전자제

품의 신뢰성측면에서 중요한 설계인자가 되었다. 특히 

솔더 연결부 경계면에 발생하는 취성의 금속간 화합물

(IMC, intermetallic compound)이 장시간 사용시 열로 인

하여 두께가 증가하면서 솔더 연결부의 취성 파괴를 

더욱 유발한다.
지금까지 솔더 볼 연결부의 기계적 물성치에 대한 

열시효(thermal aging)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주로 중저

속에서 수행되어 왔다2,3). 예로, Hu 등은 하중 속도 5 x 
10-3 mm/s의 속도에서 Sn-37Pb와 구리간의 솔더 접합

부의 전단강도가 시효시간이 증가하면서 감소함을 보

고하였다2). Yoon 등은 속도 0.2 mm/s에서 시효온도가 

70℃에서 150℃로 증가하면서 Sn-9Zn와 구리 접합부의 

전단강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3). 
일반적으로 휴대용 전자제품이 실수에 의한 낙하시 

국부적인 변형률 속도는 1000 s-1 정도에 해당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100℃에서 열 시효 처리한 직경 

0.76 mm의 초소형 무연 단일 솔더 볼 접합부에 대하여 

열시효 시간을 24시간부터 1000시간까지 증가시키면

서 IMC의 두께를 변화시켜 1000 s-1의 고속에서 접합

부의 전단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무연 

솔더 연결부의 고속 전단강도에 있어서 열시효의 영향

을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시험기 구성은 Fig. 1과 같이 자유낙하에 의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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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impact testing machine: (a) 
side view of the Charpy hammer impact and (b) top view of 

the shear impact apparatus.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진자 햄머, 시험편에 직선방향으

로 하중을 전달하는 가격자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험

편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그립 및 스테이지, 작용 하중

을 측정하는 충격 센서, 고속하중속도를 측정하는 시

스템 등으로 구성하였다. 상세한 작동원리와 측정방법

은 이전의 솔더 연결부의 충격 강도에 관한 연구4)와 

동일하다.
전단시험에 사용한 시험편은 직경 760 μm의 Sn-3Ag 

-0.5 Cu 솔더 볼을 사용하였다. 시험편은 Fig. 2(a)와 같

이 직경 10 mm, 높이 7 mm의 2개의 모래시계(glass 
hour)형상의 구리홀더 사이에 솔더볼을 접합하여 시험

편을 사용하였다. 두개의 구리 홀더 중간에 솔더 볼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 전기로에서 온도 260℃로 가열하여 

리플로우(reflow)를 하였다. 시효처리를 위하여 솔더링

한 후에 시험편을 전기로에 100℃에서 24, 100, 250, 
1000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시효처리한 시험편의 단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구리/
솔더 경계면에 직각방향으로 절단된 시험편의 단면의 

(a)

(b)

Fig. 2. (a) Miniature single solder ball specimen prepared for 
reflowing and (b) shape and dimensions of the single solder 

ball joint (in micrometers). 

미세조직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주사형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을 이용하여 파단된 파면을 관찰하였다. 한편, 전단 시

험은 온도 23℃에서 실시하였다. Fig. 2(b)는 솔더 시험

편의 실제 단면의 치수이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100℃에서 다양한 시간 동안 가열하여 시효처리된 

시험편의 솔더와 구리 경계면 미세조직은 Fig. 3과 같

다. 기둥 모양의 금속간화합물상이 솔더와 구리 경계

면에서 형상되었으며 평균 두께는 24, 100, 250, 1000
시간의 경우 각각 3.1, 3.6, 4.1, 4.8 μm로 관찰되었다. 

IMC 성장은 고체상태에서의 원자 확산에 의하여 주

도되므로 일정한 온도에서 IMC의 두께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성립된다5).

    (1)

여기서 d는 IMC층의 두께, do는 초기두께, D는 IMC 
성장속도 계수, t는 시효시간이다. 측정된 IMC 평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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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 - sectional micrographs of the solder joint interface 
after aging for (a) 24h, (b) 100h, (c) 250h and (d) 1000h.

께 ( )를 시효시간의 1/2승으로 Fig. 4와 같이 도

시할 경우 기울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IMC 성장속

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or   (2)

Fig. 4를 통하여 시효온도 100℃에서 Sn-3Ag- 0.5Cu와 

Cu의 접합부의 IMC 성장속도 계수는 × 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값은 Mookam 등6)에 의하여 보고

된 동일한 온도에서 Sn-0.3 Ag-0.7Cu와 Cu 간의 접합부의 

IMC 성장속도계수와 유사하다.

Fig. 4. IMC thickness as a function of the square root of time.

Fig. 5. Maximum shear strength as a function of the strain 
rate of the Sn-3.0Ah-0.5Cu solder ball joints.

단일 솔더 볼에 대하여 고속전단 시험을 실시하였

다. 변위 속도 v를 변화시키며 변위 속도에 따른 전단 

강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5는 v = 0.5 ∼ 2.5 m/s
에서 수행한 전단 시험의 전단강도와 변형률 속도와의 

관계이다. 동일한 시험편에 대하여 열시효 처리를 하

지 않은 (as-reflowed) 솔더 연결부의 고속에서의 전단 

강도에 대한 결과7)를 비교를 위하여 그래프에 추가하

였다. 그래프를 통하여 하중 속도가 증가하면서 전단

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시효 시간이 증가

하면서 전단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유는 솔더 연결부에 형상된 취성의 IMC의 두께가 증

가하면서 전단강도를 감소시킨다.
열시효 처리를 안한 Sn-3Ag-0.5Cu/Cu 솔더 연결부의 

전단강도는 변형률 속도가 1.1 x 103/s∼5.5 x 103/s구간

에서 246∼139 MPa이다7). 한편, Fig. 5에서 24 시간, 
100 시간, 250 시간, 1000시간 동안 열시효 처리한 시

험편의 전단강도는 1.1 x 103/s∼5.5 x 103/s 구간에서 

각각 225∼124 MPa, 189∼107 MPa, 180∼105 MPa이
다. 즉 솔더 연결부의 전단강도는 시효처리를 하지 않

은 시험편에 비하여 각각 10%, 16%, 23%, 26% 감소하

였다. 시험구간에서 변형률이 증가하면서 전단강도가 

평균적으로 약 43% 감소하였다. 
변형률 속도가 증가하면서 전단강도가 증가하는 경

향은 직경 200 μm의 솔더볼로 접합된 Sn-3.0Ag-0.5Cu/
Cu 연결부의 전단강도를 보고한 Tian 등의 결과8)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에 대한 연구

도 있다. Yoon 등은 Sn-9Zn와 금도금 Cu 솔더연결부

의 열시효 처리된 시험편의 전단강도 시험을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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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matching fracture surface pair of a solder joint 
specimen aged for 24 h at v = 0.5 m/s: (a) the side with more 

solder remaining and (b) the opposite side. 

다9). 초기 100 시간 동안 시효처리한 시험편의 경우 

저하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일정하게 강도를 유지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Cu5Zn8 
IMC와 접촉면에 AuZn3 IMC가 생성되어 이들이 경계

면에서의 취성의 금속간화합물의 생성하는 확산반응

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하여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파괴인성치는 균열이 내재시 취성 파단에 대한 저항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주요 물성치이다. 파단 시험

을 통하여 Fig. 6과 같이 파단면에 기공이 내재됨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기공을 균열로 가정하여 기공이 내

재된 금속간화합물의 모드II에서의 파괴인성치를 평가

하였다. 파괴인성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3)

여기서 τ는 순수전단응력, a는 기공을 균열로 가정

하고 전단파괴가 발생한 면에서 관찰한 가장 큰 기공

의 직경으로 결정하였다.

Fig. 7. The mode II fracture toughness of the Sn-3.0Ag-0.5Cu 
solder ball joint as a function of the shear speed. 

(a) For 24h (b) For 100h

(c) For 250h (d) For 1000h

Fig. 8. SEM micrographs of the brittle failure surfaces of 
solder joints aged at 100℃.

Fig. 7은 하중 속도와 시효 처리된 시험편의 IMC 경
계면에서의 파괴인성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7은 Fig. 6과 마찬가지로 하중 속도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시효처리 시간이 증가하면서 파괴인성치가 점

차 감소하였다. 나노압입시험기로 측정한 Sn-25Cu 솔
더에서 Cu6Sn5 IMC의 파괴인성치는 0.54 MPa.m0.5로 

보고10)된 바 있다. 이 값은 본 연구에서의 파괴인성치 

값보다는 작은 값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

는 기공이 파단되는 주변 일부에 존재하는 연성의 솔

더 금속으로 인하여 파괴인성치의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시효처리된 모든 시험편은 취성파단 양

상을 나타내었다. Fig. 8은 SEM으로 관찰한 시험편의 

파단면 형상이다. 시효처리된 시험편의 경우 파단은 

bulk재인 솔더와 IMC층의 경계면에서 발생하였다. 특
히 IMC 결정립은 시효처리 시간이 증가하면서 조대해

짐을 알 수 있다. 사진을 통하여 벽개파단(cleavage 
fracture)면에서 적은 양의 잔류 솔더를 확인하였으며 

시효 시간이 길어지면서 잔류 솔더의 양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속하중에서 시효처리된 솔더 접합

부의 전단강도는 IMC에 의하여 주도됨을 암시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00℃에서 24, 100, 250 1000 시간동

안 열시효 처리한 Sn-3.0Ag-0.5Cu 솔더와 구리로 접합

된 단일 솔더 볼 접합부의 고속전단 강도를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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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중속도는 0.5 m/s에서 2.5m/s로 실험하였다. 실험

하중 속도 구간에서는 하중 속도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시효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단강도가 감소하였다. 시험 

하중 속도 구간에서 강도는 평균적으로 약 43%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경계면에서의 IMC의 모드 II에서의 

파괴인성치는 변형률 속도가 증가하면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열시효 처리된 시험편의 전단강도와 파괴인

성치가 감소하는 이유는 주로 솔더와 구리 경계면에 

생성된 취성의 IMC의 성장과 연관성이 있다. 빠른 하

중 속도로 인하여 구리와 솔더 연결부인 경계면에서 

취성 파단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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