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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자동차에서 전자부품의 사용은 자동차의 편의장

치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동차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은 일반 가정용 전자부품

과 달리 자동차 운용 중 여러 가지 진동환경에 노

출되기 때문에 진동환경에 대한 전자부품 신뢰성 

확보는 자동차 전체 신뢰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자동차에서 전자부품은 대부분 폴리머 기반의 인

쇄회로기판 위에 솔더에 (Printed Circuit Board: PCB) 

의해서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되어 모듈 단위로 작/

동하는데 모듈 단위에서 진동환경에 가장 취약한 , 

부위는 일반적으로 솔더 연결부위이다.(1~5) 

진동환경에서 솔더 수명에 관한 기존 연구(1~5)

는 수명모델을 제시하거나 솔더에 발생하는 응력 

계산법을 제시하였지만 수명의 위치 의존성에 대

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모듈 단. 

위의 전자부품에 대해서 랜덤진동시험을 수행하

고 전자부품의 내구수명이 내 위치에 따라 PCB 

다름을 제시한다 이 위치에 따른 내구수명의 의. 

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랜덤진동시험에서 솔더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상태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위치에 따른 응력상태와 내구수명 간에 

직접적 연관 관계가 성립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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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쇄회로기판 위에 개의 패키지를 솔더로 실장하여 진동시: 9 PBGA (Plastic Ball Grid Array) SnPb 

편을 제작하고 랜덤진동시험을 수행하였다 진동에 대한 각 패키지 솔더의 내구수명을 분석한 결과 패. , 

키지의 인쇄회로기판 배치 위치에 따라 솔더의 내구수명이 결정됨을 보였다 이 위치에 따른 내구수명 . 

의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고 모델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응력응답함수로부터 , 

정의되는 등가응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랜덤진동시험에서 패키지를 연결하는 솔더 중 코너에 . 

위치한 솔더에서 최대 등가응력이 발생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각 패키지별 코너 솔더의 최대 등가응. , 

력값을 파괴등가응력으로 정의하고 파괴등가응력과 각 패키지의 내구수명간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

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vibration test coupon is prepared with nine plastic ball grid array packages on a printed circuit 

board using SnPb solders, and a random vibration test is conducted on the coupon. Life data from the test 

are analyzed, and it is shown that over the board, life data is location-dependent. For investigating this 

location dependency, a finite element model is developed and the equivalent stresses, which are defined based 

on the stress response functions at each node, are investigated. It is shown that one of the corner solder balls 

has the maximum equivalent stress at a package during the test. Finally, it is demonstrated that the maximum 

equivalent stress and durability life are inversely propor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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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진동 시험2. 

시험 설계 및 수행2.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자부품은 반도체 패IC 

키지 중 하나인 이PBGA(Plastic Ball Grid Array)

다 사용된 는 . PBGA 27×27mm2의 크기로 뒷면에 

행렬의 솔더볼이 20×20 Fig. 1 에서 보이는 바(a)

와 같은 패턴으로 부착된다 총 개의 편. 9 PBGA(

의상 으로 명기 를 위치를 고려하여P1~P9 ) , , Fig. 

1 와 같은 형태로 (b) 252×152mm2의 크기와 

의 두께를 갖는 위에 실장하였다1.57mm PCB . 

의 실장은 솔더를 사용하였다PBGA Sn37Pb . 진동

시험은 Fig. 2 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다 진동(a) . 

판 위에 Fig. 2 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네 개의 장(b)

착 기둥을 설치하고 여기에 를 볼트와 너트로 PCB

고정하였다 진동을 진동판을 통해 전달된다. .

진동실험 동안 솔더의 파괴 시점을 모니터링하

기 위하여 각 의 모든 솔더는 PBGA Daisy-chain 

형태로 전기적 직렬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 측정 

장치에 연결되어 있어서 각 에서 최초의 솔PBGA

더 파괴 시점을 측정할 수 있었다 파괴시점의 정. 

의는 IPC(6)의 기준에 따라 을 적용했다200 ohm .

(a)

(b)

Fig. 1 (a) PBGA package and (b) daisy-chained 
printed circuit board with package index

자동차의 진동 환경은 내부엔진으로부터 발생

하는 정현파 진동과 외부로부터 차체에 인가되는 

랜덤진동 및 충격파로 나누어지지만 여기서는 , 

랜던진동에 대해서만 연구를 수행하였다 랜덤진. 

동은 가속도의 프로PSD(Power Spectrum Density) 

파일로 정의된다 적용된 프로파일은 . PSD IEC 

기준(7)에 정의된 Fig. 3과 같은 일정 형태 프로파

일을 사용하였다 프로파일 주파수는 . 10 ~ 2,000 

이며 램프영역에서 감가속은 이다Hz , · 6 dB/octove . 

일정영역에서의 수치는 가속도 프로파일 아PSD 

래 영역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등가 가속도가 10 

grms이 되도록 0.068 g2 로 설정하였다/Hz .  

시험 결과 분석2.2 

랜덤진동시험의 결과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

다 개 부품의 평균 고장시간은 시간이고 표. 9 12.9

준분포가 시간이다 최소 고장시간은 시간이6.2 . 6.2

고 최장시간은 시간으로 고장시간의 분포가 24.8

커서 데이터만으로는 의미성을 찾기 힘드나 고장, 

시간을 Fig. 4 와 같이 위에 분포시켜보면 (a) PCB

고장시간에 위치적 의존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에서 에 해당하는 가운데 위치(a) P4, P5, P6

는 가장자리에 비해서 고장시간이 길고 가장자리 

위치 부품의 고장시간은 짧다. 

 

(a)                  (b)

Fig. 2 Conducted vibration test (a) and fixed test 
coupon on shaker plate (b)

Fig. 3 Applied acceleration PSD profiles for the 
random vibration test with equivalent 
acceleration of 10 g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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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칭성을 고려해서 같은 기학학적 위치PCB

예를 들어 은 기하학적으로 같은 ( P1, P3, P7, P9

위치 의 부품을 그룹화하여 ) PBGA Fig. 4 와 같(b)

이 분석해 보면 위치 의존성은 더욱 명확히 나타

난다. Fig. 4 에서 막대바는 그룹의 평균 내구수(b)

명이고 점 데이터는 각 부품의 내구수명을 나타, 

낸다 이로부터 가장 좋은 내구수명을 갖는 위치. 

는 에 해당하는 위치그룹 이고 가장 나쁜 P4, P6 3 , 

내구수명을 갖는 위치는 에 해당하는 위치P2, P8

그룹 임을 알 수 있다2 . 

Package Failure time (hour)

P1 6.2 

P2 6.4  

P3 9.4  

P4 19.4  

P5 16.5  

P6 24.8  

P7 13.1  

P8 10.3  

P9 10.3  

Mean / Standard 
Deviation

12.9 / 6.2

Table 1 Results of random vibration test

(a)

(b)

Fig. 4 Illustration of position-dependent failure 
times for each PBGA package (a) and for 
each location group (b)

응력 해석3. 

응력해석 방법3.1 

진동환경에서 와 전자부품을 연결하는 솔더PCB

의 파괴는 진동에 따라 와 부품에 발생하는 PCB

상대적 변위차이(Fig. 5 참조 에 의해서 유도되는  )

응력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2) 따라서 랜덤진동. 

환경에서 솔더에 발생하는 응력을 분석하면 내구

수명의 위치 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하중이 확률적 가속도 프로파일로 정의되PSD 

는 랜덤진동의 경우 응력도 확률적인 응력응답 , 

프로파일로 얻어진다 예를 들어 시편의 한 PSD . 

솔더영역에서 발생하는 응력응답은 Fig. 6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에서 응력응답의 피크가 발생하는 . 

부분은 시편의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림의 종축은 로그 스케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력응답에 기여하는 부분은 대부분 

차 고유진동수에 해당한다1 . 

가속 프로파일 하중을 그 면적의 제곱근으PSD 

로 등가의 가속도로 표기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

로 응력응답 프로파일의 면적을 제곱근하면 등가 

응력응답을 얻을 수 있다 응력응답 함수의 아래 . 

면적은 응력분포의 분산값에 해당하고 그 제곱근, 

은 응력응답의 표준편차 로 발생확률에 ( ) 68.3% σ

해당하는 등가응력 이다(1- stress) .σ (8) 본 연구에서 

는 이렇게 구한 등가응력을 이용하여 내구수명과

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Fig. 5 Schematic diagram for PCB bending model 
under vibration loading(2)

Fig. 6 Example of stress response PSD function at a 
solder interconnection for the vib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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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 모델3.2 

시험 시편에 대한 응력응답 를 해석하기 PSD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범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시편의 전체 유한ANSYS . 

요소모델은 Fig. 7 와 같고 모델에서 아(a) , PBGA 

래에 실장된 솔더 영역 부분을 Fig. 7 에서 자(b)

세히 보여주고 있다 행렬 형태로 배치된 . 20×20 

솔더를 모두 모델링 하였고 파괴가 가장 먼저 , 

발생하는 코너 부분의 솔더(9)에 대해서만 실제 

형상을 반영하여 원통형태의 모델링을 하였다. 

솔더의 모델링을 위해 사용되는 요소 수는 응력 

수렴성 테스트 후 결정되었다 모델에 사용된 요. 

소는 절점의 차원 요소 이고 총 사용8 3 (Solid 185)

요소 수는 개이다412,996 . 

모델에 사용된 재료는 솔더 패드와 PCB, , Cu 

를 위한 개의 재료로 총 개이다 각 재료PBGA 3 6 . 

의 물성치는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모델의 경. 

계조건으로는 시편의 구속홀에 해당하는 코너의 

절점의 방향 자유도를 모두 구속하였다 진동4 3 . 

해석을 위해 모델에 사용된 감쇄 계수는 유사한 

시편을 사용한 다른  연구(5)에서 측정된 결과인 

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0.05 . 60.35 

이고 첫 번째 고유 진동모드가 Hz , Fig. 8과 같다. 

까지 총 개의 진동모두가 존재하는 것2,000 Hz 34

으로 분석되었다.

(a)

(b)

Fig. 7 Developed FE model; (a) full model  and 
(b) part of PBGA and solder area shown in 
flipped direction 

응력해석 결과3.3 

Fig. 6과 같은 응력응답 함수는 유한요소모델의 

모든 절점에서 정의되며 는 응력응답의 , ANSYS

등가응력값을 각 절점에 대해서 Fig. 9과 같이 그

릴 수 있다. Fig. 9 으로부터 한 패키지내 솔더 (a)

중 최대 등가응력은 코너에 위치한 솔더에서 발

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실험에 대해 고장. 

분석을 수행하여 코너 솔더에서 크랙이 발생함을 

보인 Fig. 10 의 연구 결과(a) (9)와 일치하는 응력분

석결과이다.

최대 등가응력이 발생하는 코너 위치의 솔더에

서 등가응력분포와 방향 시편 수직Von-Mises Z- (

방향 등가응력분포의 예가 ) Fig. 9 와 에 비(b) (c)

교해서 나타나있다 방향과 응력분포. Z- Von-Mises 

와 응력크기가 유사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응력

의 주요소가 Fig. 5와 같은 변형에 따라 발생하는 

방향 응력분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서 Z- .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부위가 쪽 방향으로 PCB

나타났는데 이 또한 , Fig. 10 에서 크랙이 (b), (c)

방향 패드와 솔더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PCB Cu 

을 설명해 주는 해석 결과이다.

랜덤진동 하에서 모든 패키지의 코너 솔더에 

발생하는 등가응력을 분석해보면 Fig. 1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차 고유모드의 . 1

Material
Young's 

Modulus(GPa)

Poisson's 

Ratio

Density

(kg/m3)

PCB(5) 25 0.28 3,400

Solder(10,11) 30 0.40 8,400

Cu Pad(12) 130 0.34 8,960

P
B
G
A 

Substrate(5) 22 0.28 2,000

Mold(5) 20 0.30 1,890

Si chip(12) 112.4 0.28 2,330

Table 2 Material properties used in FE model

Fig. 8 First natural mode with natural frequency of 
60.3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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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Equivalent stress response plot at the solders 
of package 5 (a) and the maximum corner 
solder ball in Von-Mises (b) and z-dir. 
normal (c) stresses

(a)

(b)                     (c)

Fig. 10 Cross-sectioned failed PBGA assembly with 20 
solder balls, serially numbered left to right (a) 
and cracked outside balls 1 and 2 (b)(9) 

Fig. 11 Plot of maximum equivalent stresses at the 
corner solder balls   

Location
Group

Package
Failure 

equivalent 
stress (MPa)

Mean 
failure 
time (h)

1 P1,3,7,9 27.5 9.8

2 P2,8 38.1 8.4

3 P4,6 19.8 22.1

4 P5 27.6 16.5

Table 3 Failure equivalent stresses for each location 
group and its mean failure time

Fig. 12 Relation between failure equivalent stress 
and failure time for random vibration test

대칭성에 의해서 기학학적 대칭 위치의 코너 솔

더볼 등가응력은 동일하다. 

한 패키지의 네 코너에서 발생하는 등가응력 중 

최대 등가응력을 그 패키지의 파괴를 일으키는 파

괴등가응력이라 하면 위치그룹 P1, P3, P7, P9 ( 1)

의 파괴등가응력은 에 해당하고27.5MPa , P2, P8 

위치그룹 의 파괴등가응력은 이다( 2) 38.1MPa . P4, 

위치그룹 의 파괴등가응력은 이고P6 ( 3) 19.8MPa , 

마지막 위치그룹 의 파괴등가응력은 P5 ( 4) 27.6MPa

이다 이 중 최대 파괴등가응력은 위치그룹 이고. 2 , 

최소 파괴등가응력은 위치그룹 에 해당한다3 . 

Table 3에는 이렇게 해석된 각 위치그룹 별 파괴

등가응력을 해당 패키지의 평균 내구수명과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 Fig. 12에 파괴등가응력과 해당 내

구수명을 표시하고 그로부터 응력 수명 관계식을 추-

출하였다 표와 그림으로부터 위치그룹 별 파괴등가. 

응력과 내구수명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랜덤진동환경 하에서 파괴등가, 

응력의 계산을 통해서 위의 위치에 따른 내구PCB

수명의 예측 및 최적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252×152mm2 크기의 인쇄회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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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위에 반도체 패키지 중 하나인 모듈IC PBGA 

을 개 위치에 배치하고 솔더로 실장하여 9 SnPb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시편에 대해서 . 10grms

에 해당하는 등가 가속도를 갖는 일정형태 PSD 

프로파일로 랜덤진동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에 설계된 데이지 체인으로부터 얻은 랜덤

진동에 대한 각 패키지의 내구수명을 분석한 결

과 패키지의 인쇄회로기판 배치 위치에 따라 패, 

키지의 내구수명이 결정됨을 보였다.

이 위치에 따른 내구수명의 의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편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고, 

모델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응력 응답함수 PSD

로부터 정의되는 등가응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랜덤진동시험에서 패키지와 인

쇄회로기판를 연결하는 솔더 중 코너에 위치한 

솔더 중에서 최대 등가응력이 발생함을 보였다. 

각 패키지별 코너 솔더의 최대 등가응력값을 파

괴등가응력으로 정의하고 파괴등가응력과 각 패

키지의 내구수명간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음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랜덤진동 하에서 모듈 단위

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모

듈 내에서 부품의 위치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가

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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