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전자제품 산업에서 전기적⋅기계적 접합을 위해 유
연솔더(Sn-Pb계)를 사용해 왔다. 유연솔더는 다른 합
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높은 기계적 특성으로 비
교적 쉽게 접합이 가능했으며, 접합부의 신뢰성 또한 
우수한 장점이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유연솔더에 함유된 납(Pb)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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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
라,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규제가 발효되었고, 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1,2].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납이 
함유되지 않은 무연솔더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Sn-Ag-Cu계, Sn-Cu계, Sn-Ag계, Sn-Bi계 솔더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무연솔더는 납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유연솔더보다 높은 주석(Sn)의 비중을 가지
고 있으며 높은 주석의 비중으로 인해 구리(Cu) 전극과 
무연솔더 사이에서 Sn-Cu계 금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난다 [3,4]. 솔더 내부
에서 형성되는 금속간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취성의 성질
을 [5]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더 접합부의 인성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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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nding properties of epoxy-containing solder joints were investigated by a high temperature aging test. 

Specimens were prepared by bonding an R3216 standard chip resistor to an OSP-finished PCB by a reflow process with 

two basic types of solder (SAC305 & Sn58Bi) pastes and two epoxy-solder (SAC305+epoxy & Sn58Bi+epoxy) pastes. 

In all epoxy solder joints, an epoxy fillet was formed in the hardened epoxy, lying around the outer edge of the solder 

joint, between the chip and the Cu pad. In order to analyze the bonding characteristics of solder joints at high 

temperatures, a high-temperature aging test at 150℃ was carried out for 14 days (336 h). After aging, the intermetallic 

compound Cu6Sn5 was found to have formed in the solder joint on the Cu pad, and the shear stress on the conventional 

solder joint was reduced by a significant amount. The reason that the shear force did not decrease much, even though 

in epoxy solder, was thatbecause epoxy hardened at the outer edge of the supported solder joints. Using epoxy solder, 

strong bonding behavior can be ensured due to this resistance to shear force, even in metallurgical changes such as those 

where intermetallic compounds form at solde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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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외력에 의한 저항성을 감소시켜 솔더 접합부가 
쉽게 파손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금속간화합물의 성
장은 일반적으로 온도, 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6], 고온
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주석과 구리의 고체 확산 현
상에 의해 성장한다. 따라서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솔더 접합부에서 쉽게 금속간화합물이 성장
하며 외부충격에 의해 솔더 접합부가 손상되어 전체 전
자패키지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7-9]. 따라서 이러
한 금속간화합물을 억제하거나, 금속간화합물이 확산으
로 형성되어도 접합 특성을 유지하는 접합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 노출된 무연솔더 접합부 내에
서 성장한 금속간화합물의 영향으로 솔더 접합부의 접
합 특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epoxy 기반의 솔더 접합 
방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epoxy 솔더 접합부
의 전단력을 측정하여 접합 특성을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R3216 규격 
resistor chip을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R3216은 
일반적인 저항기능을 갖는 chip으로 내부에 저항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는 covering layer와 outside 
termination (Ag layer & Ni-barrier)이 도금된 형상을 
하고 있다. R3216을 OSP (organic solderability pre- 
servative) 마감 처리된 PCB 위에 접합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기존 상용화된 SAC305 (wt% 96.5Sn3.0Ag0.5Cu) 

솔더와 저온계 무연솔더 wt% 42Sn58Bi 솔더를 사용
하여 스크린프린팅 공정 및 리플로우(reflow) 공정을 통
해 접합하였다. 기존 SAC305 솔더 페이스트의 융점은 
220℃였으며, Sn58Bi 솔더 페이스트의 융점은 139℃로 
일반적인 리플로우 온도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접합하
였다.

또한 SAC305와 Sn58Bi 솔더 조성에 epoxy를 교반
하여 제작된 두 종류의 epoxy 솔더((주) H사)를 사용
하여 실험 시편을 제작하였다. 상용 SAC305 솔더에 
epoxy를 교반하여, 점성 175,000±25,000cP, 에폭시 
경화 천이온도(Tg) 75℃의 특성을 갖으며, Sn58Bi 솔
더에 점성 200,000±5,000cP, 천이온도(Tg) 72℃의 특
성을 갖는 epoxy 솔더를 사용하였다. SAC305 epoxy 
솔더의 융점은 epoxy의 경화를 고려하여, 240℃의 온
도에서 100s 간 유지하는 온도프로파일에 따라 리플로
우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Sn58Bi epoxy 솔더는 180℃
의 온도에서 140s 동안 유지시키는 온도프로파일에 따
라 접합 공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2에 Sn58Bi 솔더와 
Sn58Bi epoxy 솔더를 사용하여 접합한 실험 시편을 
나타내었다. Epoxy 솔더는 기존의 솔더보다 고온에서 
리플로우 공정을 수행해야 하며, 솔더 접합부 외곽에 
epoxy가 경화되어 그림 2와 같은 epoxy 필렛을 형성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된 실험 시편은 JESD22-A103D 고온시효시험 

Fig. 1. Shape of R3216 chip.

Solder composition Melting point Reference

SAC305 220℃ TLF-401-11 TAMURA

Sn58Bi 139℃ TLF-204-141 TAMURA

SAC305+epoxy 240℃

Sn58Bi+epoxy 180℃

Table 1. Solder specification.

Fig. 2. Shape of specimens (a) pure Sn58Bi solder specimens 

and (b) epoxy solder specimens.

Fig. 3. Schematic diagram of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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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을 인용하여 150℃의 온도에서 14 day (336 h)를 
방치하였으며, 고온에서 솔더 접합부에 형성되는 금속
간화합물이 접합 특성 저하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솔더 접합부의 접합 특성은 전단시험을 통해 전단력을 
측정하여 시험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단력 측정은 
PTR-1000 (RHESCA사) 전단시험기를 사용하여 JIS Z 
3198-7의 시험규격에 따라 실험 시편의 1/4 높이 이
하(150 um)에서 10 mm/s의 속도에서 수행되었다. 전
단시험 모식도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전단력 측정 
후 발생한 솔더 접합부의 파면 및 단면 관찰을 수행하
여 기존의 솔더 접합부와 epoxy 솔더 접합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4는 전자주사현미경(SEM)을 통해 실험 시편의 
단면을 관찰한 형상이다. 그림 4(a), (c)는 epoxy가 없
는 기존의 솔더를 사용한 접합부로 솔더 필렛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b), (d)는 epoxy 솔더를 
사용한 솔더 접합부로 솔더 필렛 외곽 및 R3216 chip 
하단부와 PCB 사이에 epoxy 필렛이 추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솔더 접합부 외곽에 
경화된 epoxy가 솔더 접합부를 보호하며, 고온에서 조
직학적 변화에 따른 솔더 특성 저하에도, 접합 특성을 
보완 및 지지해주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10-12].

고온 시효 시험 후 실험 시편을 전자주사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그림 5, 6과 같이 솔더와 Cu pad 
사이에서 Cu6Sn5의 금속간화합물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하였다. 고온시효시험 진행에 따라 Cu6Sn5의 금속간화
합물의 성장을 측정한 결과 그림 7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기존의 SAC305 솔더를 사용한 시편
의 초기 금속간화합물층의 두께는 2.0 ㎛로 측정되었
으며, 고온시효시험 14 day 후 8.0 ㎛로 성장하였다. 
Sn58Bi 솔더 접합부는 2.3 ㎛에서 8.1 ㎛로 성장하였

Fig. 4. Cross-section images of primary specimens (a) SAC305 solder 

joint, (b) epoxy SAC305 solder joint, (c) Sn58Bi solder joint, and (d) 

epoxy Sn58Bi solder joint.

Fig. 5. Intermetallic compound (IMC) layer in SAC305 and SAC305 

epoxy solder joint (a) before the test in plain solder joint, (b) after 

thermal aging test in plain solder joint, (c) before the test in epoxy 

solder joint, and (d) after thermal aging test in epoxy solder joint.

Fig. 6. Intermetallic compound (IMC) layer in Sn58Bi and Sn58Bi 

epoxy solder joint (a) before the test in plain solder joint, (b) after 

thermal aging test in plain solder joint, (c) before the test in epoxy 

solder joint, and (d) after thermal aging test in epoxy solder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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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C305 epoxy 솔더 접합부의 금속간화합물층은 
2.1 ㎛에서 고온시효시험 후 10 ㎛로 성장하였으며, 
Sn58Bi epoxy 솔더 접합부의 금속간화합물 두께는 
2.2 ㎛에서 고온시효시험 후 11 ㎛으로 측정되었다. 
SAC305, Sn58Bi 솔더 접합부에서 측정된 금속간화합
물의 두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epoxy 솔더 접합부 
또한 솔더 조성에 따라 금속간화합물의 두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솔더 접합부에서 형성된 Cu6Sn5 금속간화합물이 솔
더 접합 특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솔더 접합
부에 전단력을 가해 접합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값
은 그림 8에 나타내었다. SAC305 솔더를 사용한 시편
의 초기 전단력이 64.0 N이였으며, 고온시효시험 후 
49.5 N로 초기 대비 22.65% 낮아졌다. Sn58Bi 솔더
를 사용한 시편의 초기 전단력은 76.5 N으로 측정되었
으며 고온시효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58.0 N으로 
24.18%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솔더 내부에 
성장하는 Cu6Sn5 금속간화합물은 취성을 갖기 때문에 
외력이 작용할 경우 균열 및 파손의 원인이 된다 
[13-15]. 따라서 기존의 SAC305, Sn58Bi 솔더를 사용
한 솔더 접합부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으로 전단력
이 크게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AC305 epoxy 솔더를 사용한 시편은 125.9 N에서 
115.2 N으로 8.49%의 전단력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Sn58Bi 솔더와 epoxy를 사용한 시편은 154.7 N에서 
고온시효시험 후 148.8 N으로 3.81%의 전단력 저하가 
발생하였다.

Epoxy를 첨가하여 접합 성능을 보강한 솔더 접합부
의 초기 전단강도가 약 2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솔더 필렛 외곽에 epoxy가 경
화되면서 PCB와 강한 접착을 통해 외력에 대한 저항
성을 확보한 것이며 [16,17], 경화된 epoxy가 솔더의 
접합 특성을 매우 안정되게 하여 고온시효시험이 진행
되어도, 전단력의 저하를 완화시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단력의 저하를 분석하기 위해 전단시험 후 형성된 
파면을 SEM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9,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9의 SAC305, SAC305 epoxy 
솔더 접합부의 파면 형상을 보면, 고온시효시험 전 시편
인 그림 9(a), (c)는 전단시험으로 발생한 파면이 Ni3Sn4 

계면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온시효
시험 14 day를 수행한 결과, 그림 9(b), (d)와 같이 전단
시험에 따른 파면이 Cu6Sn5 계면에서 시작되어 Ni3Sn4 

계면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10의 Sn58Bi, Sn58Bi epoxy 솔더 실험 시편에서
도 같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a), (c)의 초기 시편의 
전단력에 의한 파면에서 Ni3Sn4 계면이 확인되었고, 고
온시효시험 후 그림 10(b), (d)와 같이 Cu6Sn5 계면에
서 파면이 시작되어 Ni3Sn4 계면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온 시효 시험 전 전단력에 의한 파면에서 Ni3Sn4 

계면이 형성되었으며 솔더의 파면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초기 상태 솔더 접합부에서 Ni3Sn4 계면이 전단
력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전단력이 가해질 경우 계면에
서 파면이 시작되어 솔더 접합부가 파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i3Sn4 금속간화합물은 일반적으로 R3216 
chip의 외부전극(outside termination)의 Ni-barrier
와 솔더의 Sn이 접합 공정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고온

Fig. 8. Graph of shear force drop.Fig. 7. Schematic diagram of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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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acture surface of SAC305 and SAC305 epoxy solder joint 

(a) before the ageing test in plain solder joint, (b) after the ageing 

test in plain solder joint, (c) before the ageing test in epoxy solder 

joint, and (d) after the ageing test in epoxy solder joint.

Fig. 10. Fracture surface of Sn58Bi and Sn58Bi epoxy solder joint 

(a) before the ageing test in plain solder joint, (b) after the ageing 

test in plain solder joint, (c) before the ageing test in epoxy solder 

joint, and (d) after the ageing test in epoxy solder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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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서로 확산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chip의 
외부전극 주변에 형성하게 되며 본 실험에서 발생한 
Ni3Sn4 파면은 그림 11의 ①과 같이 chip 하단부와 
솔더가 접합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온시효시험 후 전단시험에 의한 파면은 Cu6Sn5 

계면이 먼저 형성되었으며, 고온시효시험 후 Cu, Sn의 
확산에 의해 형성된 Cu6Sn5 금속간화합물층이 솔더 
접합부에 가해지는 전단력에 가장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u6Sn5 계면은 앞서 그림 5, 6과 같이 Cu 
pad와 솔더 접합부 사이의 확산에 의해 형성되며, 그
림 11의 ②와 같이 전단시험의 파면 시작점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솔더 조성 및 epoxy의 함유와 관계없이 솔
더 내부에서는 고온에 의해 Cu pad의 Cu와 솔더 내
부의 Sn이 확산되어 Cu6Sn5 금속간화합물을 형성하며 
전단력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지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poxy를 이용하여 접합 특
성을 보강한 솔더 접합부의 경우 Cu6Sn5 금속간화합
물에 의해 접합 특성이 저하되지만 외부에 경화된 
epoxy에 의해 솔더 접합부가 지지되며 전단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 노출된 SAC305, Sn58Bi 솔
더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금속간화합물에 의한 접합 특
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epoxy가 함유된 솔더를 이
용하여 실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150℃의 고온시효
시험과 전단력 측정을 통해 접합 특성 저하를 비교 분
석하였다. 

1) Epoxy를 함유한 솔더를 사용하여 접합 공정을 
수행한 결과, 솔더 접합부 외곽 및 chip과 Cu 
pad 사이에 epoxy 경화가 발생하여 솔더 필렛과 
함께 epoxy 필렛이 추가적으로 형성되었다.

2) SAC305, Sn58Bi 솔더와 Cu pad 사이에서 
Cu6Sn5의 금속간화합물이 형성되었으며, SAC305 
솔더 접합부의 초기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는 2.0 
㎛이었고 고온시효시험 14 day (336 h) 후 8.0 ㎛
으로 성장하였으며, Sn58Bi 솔더 접합부는 2.3 ㎛에
서 8.1 ㎛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SAC305 epoxy 솔
더 접합부는 2.1 ㎛에서 10 ㎛으로, Sn58Bi epoxy 
솔더 접합부는 2.2 ㎛에서 11 ㎛로 성장하였다.

3) SAC305 솔더 접합부의 초기 전단력이 64.0 N, 고
온시효시험 후 49.5 N로 초기 대비 22.65% 낮아
졌으며, Sn58Bi 솔더 접합부의 전단력은 76.5 N에
서 58.0 N으로 24.18% 낮아졌다. SAC305 epoxy 
솔더 접합부의 전단력은 125.9 N에서 115.2 N으로 
8.49%의 저하가, Sn58Bi epoxy 솔더 접합부는 
154.7 N에서 148.8 N으로 3.81%의 전단력 저하
가 발생하였다.

4) 전단시험에 의해 형성된 파면은 솔더 조성 및 epoxy
의 함유에 상관없이, 고온시효시험 전 Ni3Sn4 계면
에서 형성되었으나, 고온시효시험 후 Cu6Sn5 계면
에서 파면이 형성되었다. 

5) 기존의 SAC305, Sn58Bi 솔더 접합부는 고온에서 
Sn-Cu 확산에 의해 Cu6Sn5 금속간화합물이 성장
하며 접합 특성이 저하되지만, epoxy를 함유한 솔
더 접합부는 외곽에 epoxy 필렛을 형성하며 솔더 
접합부의 접합 특성을 보완하였다.

향후, epoxy를 적용한 무연솔더 접합부에 대한 다양
한 환경에서의 복합적 신뢰성 평가에 관한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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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raph of shear forc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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