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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

기존 계 공정합금은 융접 젖음성 피로저Sn-Pb , ,

항 등과 같은 측면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자 패키지 산업에서 널리 이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계 공정합금의 경우 환경과 인간에. Pb

대한 해로운 영향이 대두된에 따라 이를 대체할

합금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Pb-free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 솔더Sn37Pb Pb-free (Sn4Ag,

를 대상으로 인공시효처리를 선행 후Sn4Ag0.5Cu)

얻은 미소시험편을 이용하여 전단펀치 실험을 실-

시하였다 시효처리된 시험편은 솔더 접합부의.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대전단강도를 조

사하였으며 또한 에 의한 파단면을 관찰하였SEM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 솔더와. Sn-Pb

솔더 접합부의 시효특성을 비교하였다Pb-free .

실험재료및실험방법실험재료및실험방법실험재료및실험방법실험재료및실험방법2.

실험재료실험재료실험재료실험재료2.1

본 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의10×10×0.5mm

기판에 의 직경으로 홀을 뚫어Cu(99.99%) 3.2mm

솔더합금 을 초동(Sn37Pb, Sn4Ag, Sn4Ag0.5Cu) 30

안 시킨 후 폴리싱 하였다 폴리싱된 시편은Reflow .

시간 동안 인공시효100h, 200h, 400h, 600h, 1000h

처리를 실시하였다.

미소 전단펀치시험미소 전단펀치시험미소 전단펀치시험미소 전단펀치시험2.2 Micro SP Test( - )

본 연구에서는 시효처리된 시편의 솔더접합부

의 전단응력을 미소전단 펀치 시험장치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본 는 온도 에서. Sp Test 30℃

의 부가하중 속도로 실시되었다0.2mm/min .

실험결과및고찰실험결과및고찰실험결과및고찰실험결과및고찰3.

최대전단강도평가최대전단강도평가최대전단강도평가최대전단강도평가3.1

다양한 에서 솔더 접합부의 최대Aging time

전단 강도를 에 정리해 나타내었다 그림에서Fig.1 .

볼 수 있듯이 를 제외한 모든 시험에서100h Pb-free

솔더 접합부가 솔더 접합부보다 높은 최대Sn37Pb

응력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의 경우 의. 100h Sn37Pb

전단강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로 솔더와 구리계면

사이에 발생하는 금속간 화합물 층이 적정크기로

성장하여 강도가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될 수 있다 시효처리 전보다 큰폭으로 전단강도가.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에, Aging time

따른 결과는 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Sn4Ag0.5Cu

할 수 있다.

Fig. 1 The max. shear strength for Pb-free and Sn-Pb
solders by Shear-Punch test

파면관찰파면관찰파면관찰파면관찰3.2

솔더 및 솔더와 기판 접합부 미Pb-free Sn37Pb Cu

소시험편을 대상으로 에 따른 전단펀치Aging time -

시험을 수행한 후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파면을 관찰한 것을 에 나타내었다Fig 3 .

솔더접합부에대한인공시효처리특성평가솔더접합부에대한인공시효처리특성평가솔더접합부에대한인공시효처리특성평가솔더접합부에대한인공시효처리특성평가Pb-free
Evaluate the processing characteristics forartificial aging of Pb-free solde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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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fractographs of Sn37Pb and Pb-free
solders/Cu plate joint with aging time in
shear-punch test at 30 .

그림 의 경우 전형적인 딤플파면의 형상으로3(a)

연성파면이 나타나고 의 경우 전단방향으로, (b)

신연된 신장형 딤플파면과 국부적으로 취성파면

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연성파면을,

띄고 있으며 의 경우 박리 흔적이 관찰되는, (c) IMC

데 이는 전단방향으로 미시크랙이 진전되어, ,

Cu6Sn5가 일시적인 블런팅 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와 의 경우 연성과 취성 파면이.[4] (d) (i)

혼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의 경우, (e) (f) (h)

신장형 딤플이 증가하는 형상을 띄고 있다 의. (g)

경우 벽개면을 따라 파괴가 발생하는 취성파면의

흔적이 발생하였고 의 경우 벽개면의 확장된, (j)

취성파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은 취성파. (k) (l)

괴흔적이 커짐에 따라 취성성질이 증가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은 입내에 요철이 발생하고, (m)

있는 취성파괴 는 뜯긴 흔적을 포함한 취성, (n) (o)

파괴를 볼 수 있다 는 취성파괴의 모습이며. (p) ,

입내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이 나타나고 의, (q) (r)

경우 크게 뜯겨져 나간듯한 모습을 포함한 취성파

괴가 발생 하였다.

결론결론결론결론4.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용중인 솔더와Sn-37Pb

대체합금인 를 대상으로Sn-4Ag, Sn-4Ag-0.5Cu Cu

기판을 이용하여 미소시험편을 제작 시효처리 후,

미소 전단펀치시험을 진행하여 기계적 특성을 분-

석하였다 이 실험 결과로 최대 전단 강도를 분석하.

였고 솔더 접합부 파면을 관찰하여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를 제외한 모든 에서 최대전단1) 100h Aging time

강도는 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Sn4Ag0.5Cu ,

순으로 나타났다Sn4Ag, Sn37Pb .

이 증가함에 따라 의 경우2) Aging time Sn37Pb

최대전단강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솔더의 경우에는 초기 에만 큰Pb-free Aging (100h)

폭으로 감소 후 큰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솔더접합부의 파단면을 관찰한결과3) Aging

의 증가에 따라 연성파괴에서 취성파괴로 파time

괴거동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는, Sn37Pb

에서 취성의 성질로 이동하였고 솔더200h , Pb-free

의 경우에는 부터 취성의 성질로 변화함을400h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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