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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한 기

술은 다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다 고장예지 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Prognostics)

을 통해 얻은 실제조건의 데이터로부터 제품의 잔존

수명을 미리 예보하는 기술로서 주어진 조건에서 제

품의 수명을 예측 하는 기술에서 진일보된(Prediction)

기술이다.
(1) 이런 고장예지 기술은 PHM (Prognostics

이라는 기술로도 불리어지고and Health Management)

최근 전자부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국과PHM

중국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2)

및 고장예지기술에서는 고장에 대한 메커PHM

니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를 기반으로 고장

에 대한 정의 및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제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

품 중 하나인 칩저항을 실장하는 솔더에 대해 온

도사이클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중 솔더의 파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실장된 칩저항 양단간의 저

항 변화를 데이터 측정기로 실시간 관찰하였다 관.

찰 데이터로부터 솔더의 고장패턴 및 메커니즘을

추정하고 추정 고장메커니즘은 유한요소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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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칩저항을 실장하는 솔더에 대한 온도사이클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고장: ,

예지 실현을 위한 열하중에서의 솔더실장의 고장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시험 중 솔더의 고장을 모니터.

링하기 위하여 실장된 칩저항 양단간의 저항 변화를 데이터 측정기로 실시간 관찰하였다 관찰 데이터.

로부터 솔더의 크랙 진전 중과 크랙 진전 완료 시점의 고장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고장 메커.

니즘을 유한요소법으로 검증하여 솔더의 크랙이 진전 중에는 저온조건에서 크랙이 열리고 저항이 증가

하며 크랙의 진전이 완료된 후에는 고온조건에서 크랙이 열리고 저항이 증가하는 조건으로 바뀜을 보,

였다 이런 결과에 기반하여 온도 사이클에서 저항측정을 통해 칩저항 실장 솔더의 고장예지가 가능함.

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thermal cycling test was conducted on a chip resistor solder joint with real-time failure monitoring. In

order to study the failure mechanism of the chip resistor solder joint during the test, the resistance between both

ends of the resistor was monitored until the occurrence of failure. It was observed that the monitored resistance

first fluctuated linearly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change. The initial variation in the resistance occurred at the

time during the cycle when there was a decrease in temperature. A more significant change in the resistance

followed after a certain number of cycles, during the time when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temperature. In order

to explain the failure patterns of the solder joint, a mechanism for the solder failure was suggested, and its validity

was proved through FE simulations. Based on the explained failure mechanism, it was shown that prognostics for

the solder failure can be implemented by monitoring the resistance change in a thermal cycl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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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에 의해 검증하였다 또한 이에 기반하. ,

여 온도 사이클 조건에서 저항측정을 통해 칩저항

실장 솔더의 고장예지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온도사이클 시험 및 결과분석2.

2.1 온도사이클 시험

솔더는 융점이 상대적으로 낮고 작업 프로세스

가 용이하여 전자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신뢰성에는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실장.

하는 부품간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온도변화에 대한 피로파괴가 솔더의 가장 취약한

고장모드이다.
(3,4) 이런 취약한 신뢰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으

로 온도사이클 시험은 대표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 제시된 것과 같은 가Fig. 1(a)

로길이 세로길이 의 저항치6.3 mm, 3.15 mm “0”

칩저항을 와 같은 가로길이 세로길이(b) 137 mm,

두께 의 인쇄회로기판 위에63 mm, 1.54 mm FR4

무연솔더 로 실장하여 시편을 제작하(Sn3.9Ag0.6Cu)

였다 한 개의 시편쿠폰에 총 개의 칩저항을 실. 32

장하였고 각 칩저항 양단은 데이터 측정기로 실시

간 모니터링 하였다 저항 측정은 모든 저항기에.

대해서 매 초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시험을 위한30 .

온도사이클은 최고온도 최저온도 유125 , -50 ,℃ ℃

지시간 분으로 와 같이 시간의 사이클 주16 Fig. 2 1

기를 갖는 온도 프로파일을 사용했다.

(a) Chip resistor (b) PCB with chip resistor

Fig. 1 Test coupon for thermal cycling

Fig. 2 Temperature profile for thermal cycling

시험결과 분석2.2

총 시험기간 동안 저항변화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안정적인 저항, Fig. 3

값을 보이는 안정영역 을 보이다가(safe region)

어느 순간에 저항이 급격히 변화하는 영역인 부

분고장영역 으로 이동하고 조금(fluctuating region)

더 지나면 완전히 고장이 발생한 완전고장영역

이 형성된다 에서 측정(fully-failed region) . Fig. 3(a)

된 저항치의 최대값은 측정기의 최대 측정값이

다 일반적으로는 저항이 어느 정도 값에 도달하.

거나(5,6) 초기값 대비 변화량에 의해(7) 솔더의 고

장을 정의한다.

의 축을 오옴으로 제한하면Fig. 3(a) y 100 Fig.

와 같은 형태로 그려지는데 의 저항치에서3(b) , 0

어느 순간에 오옴 이상이 되는 점이 나타났100

다가 다시 으로 떨어지고 그 이후 오옴 이0 100

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패턴이 점점 더 많아지

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오옴 이상이 된다 만, 100 .

약 고장의 정의를 오옴 이상이 발생하는 사"100

이클 로 정의하면 사이클이 고장 발생 시간이" 610

된다.

저항 샘플링 속도를 어느 정도에 하느냐에 따

라 고장 사이클은 차이가 난다 초 간격으로 샘. 30

플링한 데이터로부터 샘플링 주기를 변경하면서

오옴 이상이 처음 발생하는 고장발생 사이클100

을 분석해보면 과 같다Table 1 .

(a) Monitored resistance

(b) After setting the maximum value to 100 ohm

Fig. 3 Monitored resistance during the thermal 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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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10

5 615

60 668

Table 1 Sampling rates vs. Failure cycles

(a) Resistance between 107 ~ 113 cycles

(b) Resistance between 587 ~ 593 cycles

(c) Resistance between 608 ~ 614 cycles

Fig. 4 Change of resistance during the thermal cycling

고장 메커니즘 추정3.

측정저항의 고장패턴 분석3.1

본 절에서는 온도사이클에서 솔더의 고장패턴

을 이해하기 위하여 측정한 저항 데이터를 미시

적으로 분석하였다 에서 보듯이. Fig. 4(a) 107 ~

(a) At room temperature

(b) At high temperature

(c) At low temperature

Fig. 5 Load distribution after crack initiated

(a) At room temperature

(b) At high temperature

(c) At low temperature

Fig. 6 Load distribution after crack propagated

사이클과 같은 안정영역 에서 저113 (Safe region)

항은 온도 사이클의 주기에 따라서 고온 영역에

서는 저항은 증가하고 저온 영역에서는 감소하는

주기성을 보인다 물론 이 때 저항의 변화는 매.

우 작은 양 이다(~ 0.2 ohm) .

이런 주기적인 저항변화의 패턴은 어느 순간에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Fig. 4(b)

보인다 즉 온도 사이클에 대한 주기적인 저항.

변화는 계속되면서 저항이 감소하는 영역 즉 온,

도가 감소하는 영역에서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상점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이 저항의 변화가.

크지 않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런 저항 변화만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의 영역에서는 시간이 지남. Fig. 4(b)

에 따라 이상 발생점에서의 저항변화량은 증가하

지만 저항의 변화가 온도 하강 국면에서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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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의 영역을 분석해 보면. Fig. 4(c) 608

사이클 이상에서부터는 온도 상승 국면에서 측정

저항 변화량이 매우 커짐을 알 수 있다.

솔더의 고장 메커니즘3.2

상기 절에서 분석한 측정저항의 고장패턴의 변

화 과정은 와 에 제시된 솔더의 파괴 메커Fig. 5 6

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온도사이클 중 솔더에서 가장 큰 변형에너지가 발

생하는 위치는 칩저항과 인쇄회로기판의 경계영역

중 칩저항 안쪽 영역이다.
(4) 따라서 에서와Fig. 5(a)

같이 칩저항과 인쇄회로기판의 사이의 솔더부위에서

초기 크랙이 발생한다 초기 크랙이 진전 중인 상태.

에서 고온 조건이 되면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인

쇄회로기판이 상대적으로 더 팽창하고 칩저항은 적

게 팽창한다 이에 따라 와 같이 솔더에 발. Fig. 5(b)

생한 크랙을 닫게 되는 모멘트가 발생한다 반대로.

저온 조건에서는 와 같이 솔더에 발생한 크Fig. 5(c)

랙을 열게 되는 모멘트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고온.

에서 크랙이 닫혀져서 접점상태로 돼있던 솔더의 저

항이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크랙이 점점 열리게 되고

솔더의 저항도 점점 커지게 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온도사이클 하중에 의해 솔더의

크랙 진전이 완료되어 한 쪽 솔더가 완전히 인쇄회

로기판으로부터 분리되면 다른 현상이 발(Fig. 6(a)),

생한다 고온조건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분리된 솔.

더를 좀 더 크게 열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저온조

건에서는 그 반대로 분리된 솔더를 인쇄회로기판

영역과 만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

온에서는 분리된 크랙이 열려져서 측정저항을 증가

시키고 저온조건으로 이동하면서 크랙이 점점 닫히

게 되어 솔더의 측정저항도 떨어지게 된다.

고장 메커니즘 검증4.

유한요소해석 모델4.1

장에서 분석되고 추정된 솔더의 고장 메커니즘3

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은 구성된 유한요소모델을 보여준다 기하학적Fig. 7 .

인 대칭성이 있어서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크랙1/2 ,

진전 중 모델 과 크랙진전 완료 모델(Fig. 7(a)) (Fig.

개를 구성하였다 재료 물성치는 솔더의 경우7(b), 2 .

에는 점소성 물성 구현을 위해 모델을 사용Anand

하였고,
(4) 인쇄회로기판 등의 그 외 물성치는 선형

탄성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온도 조건은 실제 적용.

된 에서의 온도 조건을 적용하였다Fig. 2 .

유한요소해석 결과4.2

은 크랙진전 중 모델 에 대한 해석 결과Fig. 8 “ ”

이다 고온조건에서 인쇄회로기판이 절에서의. 3

예측과 동일한 굽힘 형태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크랙이 닫히는 형태로 변형이 나타난다(Fig. 8(a)).

저온조건에서는 인쇄회로기판이 고온과는 반대의

굽힘 형태를 보이고 이에 따라 크랙이 상대적으

(a) FE Model

(b) Crack-initiated model

(c) Fully-propagated-crack model

Fig. 7 FE model of chip resistor mounted solder
(half symmetry model)

(a) Deformation plot at high temperature

(b) Deformation plot at low temperature

Fig. 8 Deformation results for crack-initia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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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열려있는 상태를 보인다(Fig. 8(b)).

온도사이클이 주기 진행할 동안 크랙진전 중1 “

모델 에서 크랙 부위의 상하방(crack-initiated model)”

향 변위 거동과 상대적 변위 변화량을 에 나Fig. 9

타내었다 주기 동안 항상 크랙 아랫부분의 변위. 1

가 윗부분보다 크게 나와 상대적 변위 변화량은 항

상 음의 값을 갖는다 이는 항상 크랙은 닫히는 방.

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

온조건 구간에서 저온조건 구간보다 변위차가 상대

적 크게 나오므로 고온조건에서는 크랙이 닫혀 있

다가 저온조건으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크랙이 열릴

가능성이 증대하고 이에 의해서 와 같은 저Fig. 4(b)

항의 일시적 증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은 크랙진전 완료 모델Fig. 10 “ (fully-propagated-

에 대한 해석 결과이다 한쪽 솔더가crack model)” .

Fig. 9 Vertical displacement between upper and lower
parts of crack during a thermal cycle at
crack-initiated model

(a) Deformation plot at high temperature

(b) Deformation plot at low temperature

Fig. 10 Deformation results for fully-propagated-crack
model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온조건과 저온조

건 모두 크랙이 진전 중인 상태와는 다르게 인쇄회

로기판의 굽힘 변형은 없다 또한 예측과 동일하게. ,

고온조건에서는 크랙이 열리는 패턴을 보여주고(Fig.

저온조건에서는 반대로 크랙이 닫히는 상태10(a)).

를 보이는데 크랙이 발생하지 않은 솔더(Fig. 10(b)),

에 대해서 전단변형률을 검토하면 이런 패턴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은 크랙진전 완료모델 에 대해서 크랙Fig. 11 “ ”

미발생 솔더 부위의 가장 주요한 변형률인 방XY

(a) Shear strain plot of solder at high temperature

(b) Shear strain plot of solder at low temperature

Fig. 11 Shear strain (xy) distribution at fully-propagated-
crack model

Fig. 12 Vertical displacement between upper and lower
parts of crack during a thermal cycle at
fully-propagated-crack model



804

( )

589

610

21

Table 2 Failure modes vs. failure cycles

향 전단변형률 분포를 보여준다 고온조건에서는.

솔더 부위의 전단변형률이 크랙이 열리는 방향으

로 작용하고 저온조건에서는 크랙이 닫히는 방향

으로 전단변형률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온도사이클이 주기 진행할 동안 크랙진전 완1 “

료 모델 에서 크랙 부위의 상하방향 변위 거동과”

상대적 변위 변화량을 에 나타내었다Fig. 12 . 1

주기 동안 고온조건에서는 크랙 윗부분 변위가

아랫부분 변위보다 크게 나와 크랙이 열리는 방

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저온조건에서는 반대로,

크랙 아랫부분 변위가 윗부분 변위보다 크게 나

와 크랙이 닫히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에.

의해서 와 같이 저온구간에서 고온구간Fig. 4(c)

으로 가면서 크랙이 열리면서 저항이 크게 측정

됨을 설명할 수 있다.

고장예지를 위한 저항측정5.

윗 절에서 분석되고 검증된 고장메커니즘에 기

반하면 에서 사이클에 처음 발생하, Fig. 4(c) 610

는 온도상승구간에서의 오옴 이상 저항치는100

칩저항의 한 쪽 솔더의 크랙이 완전히 진전했음

을 의미하는 데이터로 이를 칩저항 고장 정의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크랙이 최초 발생하는 시

점은 에서 사이클 정도라 할 수 있Fig. 4(b) 589

다 이런 고장패턴을 이용하면 사이클에서 발. 610

생하는 파국적인 고장은 사이클 사이에 발생589

하는 저항의 변화에 의해서 미리 예상이 가능하

며, 이는 사이클 정도 앞서서 고장예지20 (Prognostics)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이를 다른 말.(Table 2 )

로 표현하면 하루에 한 번씩 온도사이클이 발생하고

일 약 년이 전체 수명이라 할 때 일 정도 미610 , 2 20

리 고장을 예지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이런 고. ,

장예지를 위한 저항의 측정은 저항 변화가 크지 않

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보상을 수행하고 적절한 측

정 주기를 만족해야 한다.

결 론6.

본 논문에서는 칩저항을 실장하는 솔더에 대한

온도사이클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고,

장예지 실현을 위한 열하중에서의 솔더실장의 고

장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시험 중 솔더의 고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실장된 칩저항 양단간의 저항 변화를 데이터 측

정기로 실시간 관찰하였다 관찰 데이터로부터.

솔더의 크랙 진전 중과 크랙 진전 완료 시점의

고장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고장 메커.

니즘을 유한요소법으로 검증하여 솔더의 크랙이

진전 중에는 저온조건에서 크랙이 열리고 저항이

증가하며 크랙의 진전이 완료된 후에는 고온조,

건에서 크랙이 열리고 저항이 증가하는 조건으로

바뀜을 보였다 이런 결과에 기반하여 온도 사이.

클에서 저항측정을 통해 칩저항 실장 솔더의 고

장예지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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