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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 부품 산업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빠르게 고집적화 

되어 가는 전자 부품 산업의 핵심 기술이 바로 패

키징인데 이것은 칩을 습기 등 주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부품들

과 전기적, 기계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기술을 포

함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재료들은 서로 다른 물성

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각 재료들의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하여 칩에 전력이 공급되어 온도 변화가 

생기면 각각의 재료는 서로 다른 비율로 변형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이 칩 모듈과 PCB(Printed Circuit 

Board)를 연결시켜 주는 솔더에 직접적으로 하중

을 전달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응력이 발생함으로

써 적층 분리 등의 파손으로 이어진다. 

솔더의 변형 거동 및 파손을 예측하기 위해 유

한요소 해석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전자 패키지

의 유한요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재료 모델의 선택과 그에 부합하는 정확한 물성치

의 입력이다. 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솔더는 

높은 온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주변 

재료들에 의한 기계적인 하중뿐만 아니라 열 하중

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솔더 재료는 융점이 낮

Key Words : Sn-Pb Eutectic Solder(Sn-Pb 공정 솔더), Creep(크리프), Viscoplasticity(점소성), Material Property 

Identification(재료 물성치 규명), Moiré Interferometry(모아레 간섭계) 

초록: 본 논문에서는 솔더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Sn37Pb 솔더에 대한 변형거동을 가장 정확히 나타

낼 수 있는 재료 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전자패키지와 유사한 변형 거동을 보

이는 시편을 제작하였고 상온에서 125°C 까지의 열 사이클 하에서 모아레 간섭계를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다. Sn37Pb 솔더에 대해 세 가지 서로 다른 구성방정식을 적용하여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였다. 실험 결과 나타난 시편의 굽힘 변형과 해석 결과나타난 굽힘 변형을 비교하였고, 세 가지 재료모델의 

계수를 미지수로 놓고 최적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유한요소 해석과 실험 결과가 최대한 일치하는 계수 값을 결정

하였다. 이를 통해 Anand에 의해 제안된 구성방정식이 솔더의 거동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결론을 낼 수 있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best material model that represents the deformation behavior 

of the Sn37Pb solder alloy accurately. First, a specimen is fabricated and subjected to a thermal cycle with temperatures 

ranging from the room temperature to 125°C. An experiment is conducted to examine deformation by Moiré 

interferometry. Three different constitutive equation models are used i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FEA) of the thermal 

cycle. In order to minim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EA results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material parameters 

of the solder alloy are considered to be unknown and are determined by conducting optimization .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nand model is found to represent the deformation behavior of the solder most accurately. 

† Corresponding Author, jhchoi@k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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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합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성치가 온도에 상당

히 의존적이고 특히 고온에서는 시간 의존적인 크

리프 거동까지 보인다. (1) 이러한 거동을 유한요소 

해석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다양한 크리프 모델이 

제안되었고(2~5) 각 모델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6~10) 하지만 수많은 크리프 모델 중 어

떤 모델이 어떤 조건에서 실제 거동을 가장 잘 표

현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같은 재료 모델에 대하여 같은 조성을 갖는 

솔더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 따라 재료 상수 값

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어 어떤 연구

자의 결과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더욱 

큰 문제는 솔더를 제외한 전자 패키지를 구성하는 

재료들, 예를 들어 언더필이나 PCB 등의 물성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자 패키지를 이용하

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한 결과로 솔더의 재료 

모델과 물성치가 정확한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

험과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구분 구성방정식 모델(partitioned constitutive 

equation model) 및 통합 구성방정식 모델(unified 

constitutive equation model)을 비교 분석하였다. 솔

더를 제외한 다른 재료의 물성치가 정확한 시편을 

제작하였고 모아레 간섭계 실험을 통해 변형을 측

정하였다. 또한 김진영 등(11,12)에 의해 적용된 바 

있는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각 재료 모델에 대

해 유한요소 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를 정확히 모

사해주는 재료 상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솔

더의 거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재료 모델이 무엇

인지 검증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시편 제작 

2.1 모아레 간섭계 실험 방법 

모아레 간섭법은 빛의 회절과 간섭이라는 두 가

지 성질을 주로 이용하여 평면 내에서 정해진 2

축에 대한 변위성분을 얻어내는 광학적인 실험방

법이다. (13)  Fig. 1은 열변형 측정을 위해 구성한 광

학장치 및 온도변화 장치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4) 모아레 간섭법을 위한 광학시스템은 크게 

빛 입사장치, 모아레 간섭계, 기록장치의 3 부분으

로 나누어진다. 회절 격자가 접착된 시편에 온도 

변화를 주기 위하여 온도 챔버를 사용하였고 시편

을 챔버 안에 고정시킨 후 거울들을 정렬한 뒤 시

편과 간섭계의 방향을 광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

시키면 간섭무늬가 없어진 초기 변위장(null field)

을 얻게 된다. 이 초기 변위장을 기준으로 챔버의 

온도 변화에 의해 시편이 변형을 하게 되면 x 방

향 변위 U 와 y 방향 변위 V 에 대한 등변위 곡선

을 얻을 수 있고 이 때 각 방향 변위 및 변형률은 

식 (1)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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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x(x, y)와 Ny(x, y)는 위치에 따라 분포하는 간

섭무늬의 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fs = 1200 lines/mm

인 회절 격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접한 간섭무늬 

사이는 0.417µm의 변위 차이를 나타낸다. 

 

2.2 시편 제작 

실제 전자 패키지를 이용한 실험, 유한요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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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the moiré interferometry and 

environmental chamber 

 

 
(a) Hall’s specimen 

 

 
(b) Frear’s specimen 

 

 
(c) Pao’s specimen 

 

Fig. 2 The specimens used in the previou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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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솔더의 변형 거동을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편이 고안되

었다.  Fig. 2에 나타낸 시편들은 솔더가 복잡한 변

형을 띄지 않고 전단 변형이 지배적으로 발생하도

록 고안된 시편이다.(15~17)  

본 연구에서는 Pollack (18)에 의해 연구되었던  Fig. 

3과 같은 시편을 제작하였다. 구성 재료는 물성치

가 잘 알려져 있고 열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한 변

형이 충분히 발생하도록 STS630 과 구리로 선정하

였다. STS630 재료는 솔더링이 힘들기 때문에  Fig. 

3과 같은 형상의 시편을 제작하게 되었고 각 재료

의 탄성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3. 실험 결과 분석 

제작된 시편을 이용하여  Fig. 4와 같은 온도 조

건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Fig. 5와 같은 간섭무

늬를 얻을 수 있었고  Fig. 5(a)와 같이 초기 상온에

서 간섭 무늬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기준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75°C 변위 결과인  Fig. 5(b)를 

보면 U 변위 결과에서 구리가 STS630 에 비해 열

팽창계수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간섭무늬가 발생

한 것을 볼 수 있고 온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더 

많이 팽창을 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온도가 증

가하면 시편은 아래로 볼록한 형상으로 변형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상온으로 냉각하였을 

때 간섭무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솔더가 소

성 또는 크리프 변형을 일으켜 잔류 변형이 남았

다는 뜻이다. 

각 온도 별 STS630 과 구리 부분에서의 굽힘 변

위 분포 및 측정 위치, 최대 굽힘 변위를 각

각  Fig. 6 ~  Fig. 8에 나타내었다. 시편의 위 부분에

서는 STS630 과 구리의 경계선 까지의 변위를 계

산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당 부분에서 간섭무늬가 

Table 1 Elastic properties used for the steel, copper 

and solder 

 
Elastic 

Modulus(GPa) 

Poisson's 

ratio 

CTE 

(ppm/°C) 

STS630 275 0.22 5.3 

Copper 130 0.344 17.8 

Sn37Pb 32 0.38 24.7 

    

 

 

 
Fig. 3 The specimen used in this study 

 

 

 

 
Fig. 4 Temperature profile used in the experiment 

 

U displacement V displacement 

  
(a) Null field 

  
(b) 75°C heating 

  
(c) 100°C heating 

  
(d) 125°C heating 

  
(e) 25°C cooling 

Fig. 5 Representative fring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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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위 분포를 계산하는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결과를 살펴 

보면 75°C 에서 100°C 로 온도가 증가할 때에는 

굽힘 변위가 증가하였지만 125°C 로 증가할 때에

는 솔더의 항복에 의한 소성 또는 크리프 변형에 

의해 변위가 감소하거나 변화가 거의 없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유한요소 해석 결과 

4.1 유한요소 모델 및 재료 모델 

유한요소 모델을  Fig. 9에 나타내었고 상용코드

인 ANSYS 12.1을 이용하였다. 시편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실제 모델에 대하여 1/4 모델링을 하였고 

대칭 경계 조건을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SOLID185 이고 총 6390 개

의 요소로 모델링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솔더의 재료 모델은 총 세 

가지이다. 그 중 구분 구성방정식 모델은 식 (2)와 

같이 전체 변형률을 탄성 변형률 시간에 독립적인 

소성 변형률, 시간에 의존적인 소성 변형률(크리

프)의 합으로 나타낸다. 

 

 T E P Cε ε ε ε= + +  (2) 

 

여기서 Eε 는 탄성 변형률, Pε 는 시간에 독립적인 

소성 변형률, Cε 는 시간에 의존적인 크립 변형률

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크립 모델은 다

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는 Garofalo (2)에 의해 제

안된 크리프 모델로써 표현 식은 식 (3)과 같고 

각 상수에 해당하는 값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 ) 3 4

1 2sinh exp
C

c

C
C C

T
ε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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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두 번째는 Wiese(5,6)에 의해 제안된 모델로써 

double power creep model 이라고 불리는 모델이다. 

표현 식은 식 (4)와 같고 각 상수에 해당하는 값

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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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할 때에는 시간에 독립적인 소성 변형률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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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5°C heating

(b) 100°C heating

(c) 125°C heating

(d) 25°C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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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 displacement distributions at the STS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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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 displacement distributions at the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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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ximum V displacements 

 
Fig. 9 Finite element model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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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하여 항복강도를 입력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간에 독립적인 소성 물성치 (6)

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세 번째 모델은 통합 구성방정식 모델로써 소성 

변형률과 크리프 변형률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

는 Anand 모델 (3)이다. 이 모델은 시간에 독립적인 

소성 물성치 정보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편리함 때문에 유한요소 해석 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 모델이다. 이 모델의 표현 식과 진행 

방정식(evolution equation)을 식 (5)에 나타내었고 

각 상수에 해당하는 값 (10)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1/

0 * *

*

exp sinh

1 1

ˆ exp

m

p

a

p

n

p

Q
A

RT s

s s
s h sign

s s

Q
s s

A RT

σ
ε ξ

ε

ε

    = −    
    

   = − ⋅ − ⋅  
   

  =   
  

&

&&

&

 (5) 

 

4.2 실험, 해석 간 굽힘 변형 비교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

한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Fig. 10에 나타내

었다. 우선 STS630 에서의 최대 굽힘 변위의 경우 

값은 비슷했으나 경향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

었다. 특히 실험 결과에서는 100°C 까지 변위가 증

가하다가 125°C 에서는 변위가 거의 증가하지 않

는 경향을 보였는데 해석 결과에서는 변위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구리에서의 최대 굽힘 변

위의 경우 대체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가 경향

은 비슷했으나 값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고 냉각 

시 결과를 제외하면 세 모델을 이용한 해석 결과

가 모두 비슷한 경향과 값을 보였다. 

5. 물성치 규명 

5.1 문제 정의 및 설계 변수 선정 

실험결과를 정확히 모사하는 재료 상수를 찾기 

위하여 최적설계 기법을 이용하였다. 목적함수는 

실험, 해석 간 각 온도별 최대 굽힘 변위 차이의 

제곱 합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Table 2 Constants for Garofalo model 

Constant 218K 398K 

C1 1239.5 255.95 

C2 0.053523 0.14197 

C3 3.3 3.3 

C4 6359.5 6359.5 

 

Table 3 Constants for double power creep model 

Constant Value Constant Value 

C1 0.4 C4 21 

C2 2 C5 7 

C3 5400 C6 9500 

 

Table 4 Elastic-plastic properties of the solder 

 
1ε  2ε  3ε  1σ  2σ  3σ  

280K 7e-4 3e-3 1 21 41 600 

320K 7e-4 3e-3 1 19 31 200 

 

Table 5 Constants for Anand model 

Constant Value Constant Value 

s0(MPa) 37.9 h0(MPa) 92,148 

Q/R(K-1) 5,797 ŝ (MPa) 83.12 

A(s-1) 26 n 0.043 

ξ  10 a 1.24 

m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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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btained values at the Cu 

Fig. 10 Maximum V displacement comparison of the 

experiment and the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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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Minimize
n

E F

i i

i

V V−∑  (6) 

 

여기서 Vi
E 와 Vi

F 는 각 온도별 실험과 유한요소 

해석에서의 최대 굽힘 변위를 나타내고 세가지 모

델에 대하여 설계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우선 식 (3)의 Garofalo 모델에서는 각 상수

를  Table 2와 같이 두 온도 구간으로 나누어 정의

하였다. 저온에서는 크리프의 영향이 적을 뿐만 

아니라 (19)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온도 구간이 상온

에서 398K(125°C)까지라는 것을 고려하여 213K(-

55°C)에 해당하는 값들은 설계변수에서 제외 시키

고 398K 에서의 상수 네 개를 설계변수로 선정하

였다. 

Wiese 에 의해 제안된 식 (4)에서 첫 번째 항은 

낮은 응력에서의 크리프 변형률을 나타내고 두 번

째 항은 높은 응력에서의 크리프 변형률을 나타낸

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온도 조건 상 고온에 의

한 높은 응력에서의 크리프 변형률이 지배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설계 변수는 두 번째 항에 해당

하는 상수들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Anand 에 의해 제안된 식 (5)에서 9

개의 상수를 모두 설계변수로 두고 물성치 규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험

계획법을 이용하여 해석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결정하였다. 9 개의 상수에 대해 2

수준 1/4 부분 요인 설계를 실시하였고 분산 분석 

결과를  Fig. 11에 정리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 s0, 

Q/R, ξ, m 을 제외한 나머지 상수들은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

도 주 효과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s0, Q/R, ξ, m 이 

포함된 효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수들의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5.2 물성치 규명 결과 

물성치 규명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고 각 모

델 별 상수를  Table 6 ~  Table 8에 정리하였다. 세 

모델 모두 초기값을 이용한 해석 결과에 비해 실

험 결과와 유사해졌으나 Anand 모델을 제외한 나

머지 두 모델은 여전히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험 결과의 경향 뿐만 아니라 값까지 정

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은 재료 모델 자체가 잘 

못 되었다면 정확한 물성치를 구하더라도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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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teraction charts 

Fig. 11 Main effect and interaction charts for the 

Anand mode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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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btained values at the Cu 

Fig. 12 Maximum V displacement comparison of the 

experiment and the optimum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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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한요소 해석 시 Garofalo의 모델이나 Wiese의 

모델과 같은 크리프 모델을 사용할 경우 또 한가

지의 문제점은 항복강도의 입력이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항복 강도는 온도와 변형률 속도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낸다. (20) 본 연구에서 다룬 솔더와 

같이 온도에 민감한 재료의 항복 강도는 고온에서 

변형률 속도에 더욱 민감하며 (21) 여러 연구자(22~24)

에 의해 발표된 Sn37Pb 솔더의 항복 강도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솔더 재료의 거동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모델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모아레 간섭계 실험과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물성

치 규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었다. 

(1)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물성치 규명 방법을 이

용하여 실험 결과를 보다 정확히 모사해 주는 재

료 상수를 결정할 수 있다. 

(2) 소성 변형률과 크리프 변형률을 나눠서 표

현하는 모델에 비해 두 변형률의 합으로 표현되는 

Anand 모델이 솔더 재료의 거동을 더 정확히 표

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인함수와 같은 거동을 

하는 재료를 지수함수로 가정할 경우 정확한 물성

치를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유한요소 해석 시 재료 

모델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Anand 모델은 유한요소 해석 시 연구자에 따

라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항복 강도를 입력할 필

요가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7. 고 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물성치 규명 방법은 적은 

시험 횟수로 정확한 재료 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료 모델을 검증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현재 상용 소프트

웨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분 구성방정식 모델, 

통합 구성방정식 모델 중 재료의 거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델을 결정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동일한 결과를 내는 여러 가

지 다른 조합의 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본 논문에서와 같이 한번의 실험 결과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몇 가지 다른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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