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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optimized Pb-free Sn/Ni plating thickness and conditions were optimized to

counterac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and ELV(End-of Life Vehicles). The B10 life

verification method was also suggested to have been successful when used with the accelerated life test(ALT)

for assessing Pb-free solder joint life of piezoelectric (PZT) ceramic resonator. In order to evaluate the solder

joint life, a modified Norris-Landzberg equation and a Coffin-Manson equation were utilized. Test vehicles that

were composed of 2520 PZT ceramic resonator on FR-4 PCB with Sn-3.0Ag-0.5Cu for ALT were manufactured

as well. Thermal shock test was conducted with 1,500 cycles from (-40 ± 2)oC  to (120 ± 2)oC, and 30 minutes

dwell time at each temperature, respectively. It was discovered that the thermal shock test is a very useful

method in introducing the CTE mismatch caused by thermo-mechanical stress at the solder joints. The

resonance frequency of test components was measured and observed the microsection views were also observed

to confirm the crack generation of the solde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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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전 세라믹 레조네이터(piezoelectric(PZT) ceramic reso-

nator)는 컴퓨터, 무선전화기, 휴대폰과 같은 정보통신기

기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전장제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는 전자부품이다. 일반적 의미의 압전재료는 특

정한 방향으로 기계적 힘을 가하면 한쪽은 양, 반대쪽은

음의 전기를 발생하는 재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반

대로 밖에서 전압을 인가하면 재료의 형태가 변화하는 반

대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압전역효과라 한다. 즉 기

계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가 상호변환이 가능한 재료를 의

미한다. 압전 세라믹 레조네이터는 전자제품의 반도체 칩

동작을 위해 기준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

품으로써 현재 대부분의 전자제품에서는 회로를 단순화

시키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널리 채용되고 있

다. 그러나 선진 경쟁사 및 완제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

나 자동차의 폐차처리지침(End-of Life Vehicles, ELV)과

같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소재 적용 요구가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2) 가혹환경 및 이동형 전자정보

제품에서 사용되는 압전 세라믹 레조네이터의 주요 고장

원인은 부품의 솔더 접합부 파괴에 의한 회로 단선이 유

발된다. 이에 따라 레조네이터 부품에도 납(Pb)이 포함

되지 않은 무연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부품 실장(surface

mounting)에도 무연솔더(Pb-free solder)가 적용되어야 한

다.2) 그러나 레조네이터 부품의 무연솔더 접합부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안은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전 세라믹 레조네이터의 환경규제관련 대

응을 위해 부품도금에 사용된 납(Pb)을 제거한 주석(Sn)/

니켈(Ni) 도금을 적용하여 최적의 솔더 젖음력을 갖는 도

금 조건 및 두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무연도금된

압전 레조네이터 부품의 정량적 솔더 접합수명 평가를 위

해 가속수명시험 모델을 선정하고, 제품에서 요구되는 B10

수명을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솔더 접합부 파괴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변형된 코핀-멘슨 식(modified

Coffin-Manson equation)을 이용한 Norris-Landzberg식을

활용하여 실험적 방법에 근거한 가속수명시험(accelerated

life test, ALT)을 실시하였다. 가속수명시험을 위한 시험

용 쿠폰은 FR-4 기판에 2520 레조네이터를 Sn-3.0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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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Cu(SAC 305) 무연솔더로 실장하여 제작하였다. 쿠폰

의 무연솔더 접합부의 열팽창계수의 차이를 유발하기 위

한 열충격시험을 (-40 ± 2)oC~(120 ± 2)oC, 각 온도에서

20분간 유지하며 총 1,500 cycles 동안 진행함으로써 솔더

접합부의 열팽창계수차(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 차에 의한 열-기계적 피로 스트레스를 (thermo-

mechanical fatigue stress) 인가하였다. 시험 전후 무연솔

더 접합부의 균열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진주파수

를 측정하였으며, 단면분석을 통한 솔더 접합부의 균열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압전 세라믹 레조네이터의 도금두께 최적화를 위해 Ni

및 Sn 도금조건(전류밀도, 도금시간)을 달리한 부품의 젖

음 특성을 리플로우 솔더링 공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

다. 가속수명시험(ALT)을 위해 Tg 130 oC, 두께 1.6 mm

의 FR-4 PCB 기판과 2520 칩 레조네이터 부품을 Sn-

3.0Ag-0.5Cu(SAC 305) 무연솔더를 사용하여 시험용 쿠

폰을 Fig. 1과 같이 제작하였다. PCB 기판의 표면처리는

OSP(organic solderability preservative) 처리하였다. 무연

솔더 접합부 ALT를 위한 시험용 쿠폰은 엘리베이터 방식

의 열충격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열충격시험(thermal shock

test, TS)을 (-40 ± 2)oC~(120 ± 2)oC의 온도범위에서 각각

20분간 유지하며, 각 온도에서 변화속도는 5분 이내로 하

여 총 1,500 사이클 동안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 전

후 레조네이터의 특성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공진주파수

를 측정하였으며, 무연솔더 접합부의 균열발생 여부를 분

석하기 위해 단면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도금조건 및 리플로우 공정 최적화

솔더 접합부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솔더링

공정의 최적화가 요구되며, 동시에 압전 세라믹 레조네

이터 전극의 도금상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Ni/Sn 최적 도금두께 설정을 위한 도금조건을 Table 1

과 같이 최적화 하였다. 최적조건에 따라 최종 도금된 두

께는 Ni이 평균 1.3 µm, Sn이 평균 4.9 µm 이었다. 도

금된 부품은 리플로우 솔더링 공정을 이용하여 PCB에

실장 하였으며, 솔더링 공정의 최적조건을 설정하기 위

해 5종의 도금조건을 달리한 압전 세라믹 레조네이터 부

품을 각각 Table 2의 3개 솔더링 조건을 이용하여 실장

한 후 불량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다. 부품의 도금조건에

따른 리플로우 솔더링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도금두께를

달리한 5종의 부품을 이용하여 실장하였다. 그 결과 솔

더링 조건으로는 condition 3이 압전 레조네이터의 최적

리플로우 솔더링 프로파일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도금조

건은 Table 3의 2번 조건이 가장 적합한 도금두께로 나

타났다. 이러한 도금두께 및 리플로우 온도 프로파일은

수명시험을 위한 쿠폰제작 조건으로 활용되었다. Fig. 2

는 최적의 도금두께를 설정하여 도금된 압전 레조네이터

Fig. 1. Photographs of test coupons for accelerated life test: (a) life test board and (b) magnified view of interesting region of (a).

Table 1. Optimized electroplating conditions for Sn and Ni plating.

Plating

 Conditions
Ni Plating Sn Plating

Optimized plating thickness(µm)

Sn Ni

min max mean min max mean

Current 

Density(A)
9 12

6.41 8.30 4.91 1.65 2.17 1.30
Plating 

Time(mins)
130 140



PZT 세라믹 레조네이터 무연솔더 접합부의 열-기계적 피로 가속수명 339

단자부에 대한 도금두께 측정을 위해 부품 단면을 SEM

으로 관찰하였으며, EDX 분석을 이용하여 도금층 두께

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 분석으로부터 Ag, Ni, Sn 도금

층이 모두 적절한 두께를 가지고 균일하게 도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3.2 가속수명시험 모델

압전세라믹 레조네이터의 주 고장메커니즘 및 고장모

드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전자제품에 조

립된 경우, PCB와 솔더 접합부의 균열로 인한 단선

(Short) 현상이 주로 발생되고 있다. 솔더 접합부에 인가

되는 스트레스에는 PCB와 솔더의 선팽창계수 차이에 의

한 소성변형과 크립변형(creep deformation)이 있다. 이

스트레스의 평가방법에는 온도사이클시험이 실시되는 경

우가 많다. 그 수명은 저주기 사이클 응력에 의한 저주

기 피로 수명(low cycle fatigue)으로서 코핀-맨슨(Coffin-

Manson)식1-5,10)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주기 피

로 조건은 열에 의한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반복 응

력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 Coffin-Manson 관계는 피

로 사이클 수 N과 소성변형율의 범위 ∆εp의 관계를 나

타낸 것으로 재료의 저주기 피로수명을 나타내는 유용한

관계식이다. 따라서 압전 세라믹 레조네이터의 솔더 접

합부에 대한 수명분포 또한 마모고장 형태를 나타내기 때

문에 실사용 중 고장이 발생되는 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의 고장분포는 와이블 분포(Weibull distribution)으로

가정할 수 있다. Weibull에 의해 제안된 Weibull 분포는

재료의 파괴강도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확률분포로, 금

속 및 복합재료의 강도, 전자 및 기계부품의 수명분포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확률분포로 알려져 있다.

솔더 접합부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평가척도로는 B10

수명을 선정하였다. B 수명은 고장 메카니즘이 마모고장

(wear-out failure)일 경우 적용되는 평가척도로써, 특정 비

율의 제품이 고장 나는 시간으로 백분위 수를 달리 표

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10 수명은 누적고

장확률이 10%인 시간, 즉 전체 제품 중 10%의 고장 발

Table 3. Electroplating thickness of PZT ceramic resonator for

optimizing reflow process.

Components

Eletroplating thicknes(µm)

Sn Ni

mean max min mean max min

1 3.43 5.45 2.27 1.37 2.27 1.00

2 6.61 8.77 4.43 2.23 3.02 1.51

3 3.05 4.34 1.98 1.73 2.36 1.23

4 7.28 9.18 5.73 1.80 2.09 1.36

5 6.09 7.92 3.96 1.88 2.74 1.42

Fig. 2. (a) SEM Photograph and (b) EDS line profile result at electroplating layer of ceramic resonator termination.

Table 2. Reflow soldering conditions.

Conditions Condition 1 Condition 2 Condition 3

Peak Temp(oC) 245 245 245

Heating Zone 12 10 9

Reflow Time(sec) 300 200 240

Conveyer Speed(cm/min) 75 95 70

Preheating
Temp(oC) 155~185 150~180 150~180

Dewell Time(sec) 110 70 90

Heating

Time maintained 

above(oC)
 217 oC 217 oC 220 oC

Dewell Time(sec) 6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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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될 때 까지 시간을 의미한다. 

무연솔더 적용 전자제품의 장기 수명평가를 위한 방법

으로 솔더 접합부에 인위적으로 환경 스트레스 인자를 인

가함으로써 솔더 접합부에 응력을 부가하는 가속수명시

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충격시험을 ALT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이것은 솔더 접합부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

료가 가지는 CTE 차이에 의한 반복적인 응력을 유발함

으로써 솔더 접합부의 수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TS에

의한 솔더 접합부의 주요 손상 메커니즘은 크립(creep)

과 응력-이완-강화 피로이다. 그러나 실제 실험을 진행하

는 경우 솔더 접합부의 크립과 응력이완이 지배적 메커

니즘은 아니다. 0 oC보다 작은 온도에서 사용하거나 0.5 Hz

이상, 1초 보다 작은 유지시간을 가지는 경우의 높은 열

적, 기계적 주파수의 사용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장 메커니즘이 지배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Coffin-Manson

의 피로 모델이 우세하게 나타난다.1,7) 피로 손상은 부

품이 실사용 중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접합부의 솔

더 조직은 조대화 되고, 미세한 보이드나 공공이 형성되

며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피로 손상의 축적과 함께 계

속 성장하게 되어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열 사

이클에 의한 피로 손상 모델을 이용한 ALT 방법이 솔

더 접합부 수명평가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

반적으로 TS 시험에서는 각 온도에서 충분한 유지시간

이 요구되며, 온도 변화시 빠른 변화로 인해 솔더 접합

부의 CTE 차이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를 인가함으로

써 솔더 접합부의 열-기계적 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솔더 접합부의 피로수명은 Coffin-Manson의 저주

기 피로(low cycle fatigue)와 유사한 Power Law에 의

해 해석된다.1,3-7) 솔더 접합부는 실사용 조건에서 반복적

인 전원의 On/Off에 의해 접합부에 사용된 재료 간에 열

적 불일치(thermal mismatch)가 발생하게 된다. 적용된

재료의 CTE 차이는 솔더링 접합계면의 전체 변형에 기

여한 반복적 변형 에너지(cyclic strain energy)와 이를

해소하는 응력이완(stress relaxation)을 보장하는 시간과

온도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5-7) 다음 식 (2)은 솔더

접합부의 저주기 피로수명 N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Coffin-Manson 식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이때 C는 상

수, n은 솔더나 환경 등에 의해 정해지는 재료 정수이

며, εp 는 소성변형 폭을 나타낸다.1,5-7,11)

(2)

온도변화시험으로 발생하는 선팽창계수 차이에 따른 열

적 피로에 의한 변형을 이 식에 적용시키는 경우, 소성

변형진폭 ∆εp에 균열 진전속도에 대한 주파수(frequency)

나 최고 온도의 효과를 고려하면 아래 식 (3)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이 식은 기본적인 솔더 접합부의 피로수

명을 나타내는 Coffin-Manson 식과 cyclic frequency

factor가 Power Law 형태로 추가된 변형된 식이다. 이

변형된 유도 식은 주파수, 온도변화 그리고 활성화에너

지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Norris-Landzberg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SnPb, SAC 솔더에서 지수 값을 구하여 가

속계수(acceleration factor, AF)를 도출하는 가속수명모델

(accelerated life model) 식을 제안하였다.4-7) Coffin-

Manson 모델의 변형된 모델을 제안한 Norris-Landzberg

의 수명모델은 다음 식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1,5)

여기서 α1, α2 (1/oC)는 프린트 배선 기판 및 실장 부

품의 선팽창 계수, L(m)은 전자부품의 리드 피치, Tmax(k)

는 최대 온도 , ∆Tk는 사용온도 범위 차, Ea (eV)는 활

성화 에너지, k 볼츠만 상수(8.6159 × 10-5 eV/k), c, m, n은

정수, f(Hz)는 환경조건의 온도 변화 주파수를 나타낸다. 

(3)

따라서 열충격시험을 이용한 솔더 접합부의 가속수명

시험을 검증하기 위한 AF는 식 (3)의 양변에 대수를 취

함으로써 다음의 식 (4)와 같이 유도될 수 있다.5)

(4)

이 식으로부터 열충격시험의 실사용 환경에 대한 AF

를 구하기 위해 실사용 환경을 ∆Tfield, ∆Tfield max로, 실험

환경을 ∆Ttest, ∆Ttest max로 대입한다. 그러나 식 (3)에서

주파수에 대한 정수 m, 재료 정수 n과 활성화에너지 Ea

를 Sn-40Pb와 SAC305 무연솔더에 대한 특정 정수 값

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솔더 접합부에 대한 주

파수 정수 m은 ⅓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며,1-4) n 값은

0.9~2.0 사이의 값을 가지며, Sn-Pb 솔더 접합부에 대해

1.93,4)를 적용한다. 실험적으로도 n은 Tfield max = ∆Ttest max

가 되는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또한 가속시험을

통해 통계적 접근방법을 이용해서 활성화 에너지 Ea는

∆Tfield = ∆Ttest가 되는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고, 이로

부터 AF를 도출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무연솔더의 AF

는 유연솔더 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7) Salmela5)는

Norris-Landzberg의 가속모델을 이용하여 열사이클시험의

주파수 특성에 대한 지수 값을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연

구결과에서 Sn-Ag-Cu 무연솔더 접합부에 대한 식 (4)의

지수 n 값은 1.662인 결과를 얻었다. 또한 온도에 따른

Ea 값은 0.1092eV를 제시하였다. 반면, Sn-Pb 유연솔더

의 경우, Ea와 n 값은 각각 0.122eV와 1.9를 제시하였

다. Ohno등1) 의 연구에서는 페이퍼 페놀 기판을 이용한

N C ∆εp( ) n–⋅=

N C f
m α1 α2–( )L

2
-------------------------- ∆T

n– Eα

k T
max

----------------⎝ ⎠
⎛ ⎞exp⋅ ⋅ ⋅=

AF
N

field

N
test

----------------=

f
fiel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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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m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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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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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305 솔더 접합부에 대한 Ea와 n 값을 각각 0.12eV

와 2.08을 제시하였으나, Ohno가 제안한 가속모델은 주

파수 특성에 대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열충격시

험을 이용한 ALT를 적용한 결과로써, 열사이클시험과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열사이클시험을 이용한 Pan6)

의 연구결과에서 Ea와 n 값은 각각 0.189eV와 1.36을

제시하였다. Hong2)의 연구결과에서 등온시효를 이용한 실

험으로부터 SAC305/Cu 계면의 IMC 형성을 위한 Ea는

56.52 kJ/mol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연구결과에서

이러한 지수 값의 차이는 기판의 표면처리 적용 재료 및

무연솔더의 합금조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

한 각 지수 값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방법에 있어서도 등

온시효나 열충격시험, 열사이클시험에 따라 도출된 Ea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 값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적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일한 시험방법에 대해 도출된 Ea, n 그리고 m 값을

활용하는 것이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판 재질, ALT 방법 및

SAC305 무연솔더 재료 등을 고려하여 ALT에 대한 가

속모델의 지수 값으로 Salmela5)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

된 Ea, n 및 m 값을 적용하였다. Table 5의 사용조건

및 실험조건에 따른 각 항목을 식 (4)에 대입하면 레조

네이터 솔더 접합부의 가속수명시험을 위한 AF를 도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AF = 2.5를 도출하였다. Table 4

는 식 (4)의 가속모델에 대한 지수 값 및 상수에 관한

다른 연구결과들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이다. 

3.3 시료 수 및 시험시간

압전 세라믹 레조네이터의 수명시험 기준은 부품의 보

증기간을 바탕으로 온도변화 스트레스에 의한 ALT 모

델로써, 시험시간은 산업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B10 수명

88,000 시간 at 25 oC(실제 연속 사용시간으로 추정할 경

우 10년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B10 수명을 검

증하기 위한 시험시간과 시료수를 결정할 때, 시험대상

에 대한 수명수준과 시험시간을 동일하게 결정하였기 때

문에 형상모수(shape parameter, β)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뢰수준은 p%, 허용 고장 수는 0으로 결정할 수 있다.9)

(5)

여기서, n은 시료 수, τ*는 보증하고자 하는 B10수명,

는 T시험시간, β는 와이블 분포의 형상모 수이다. 본 연

구의 실험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시험대상 시료

중 고장이 전형 발생하지 않는 경우, B10수명 88,000시

간(실사용 조건 10년)을 보증할 수 있도록 시료수를 22

개로 결정하였다. 

3.4 ALT를 이용한 B 수명시험 결과

ALT을 위한 시험시간은 식 (3)에서 언급한 모델을 적

용하여 다음 Table 5의 환경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시험시

간이 결정된다. 이동형 전자정보 제품에 대한 실사용 환

경을 고려한 AF가 2.5이므로, 22개 시료로 열충격시험

을 1,500 cycles 실시하여 솔더 접합부에 파괴가 발생되

n ι∗ T⁄( )
β

χ0.1
2 2( ) 2 1 1 0.1–( )ln⁄×⁄×

1–
≥

Table 4. Various activation energy, m and n values of modified Norris-Landzberg accelerated life test model with various solder

materials.

Items
Sn-40Pb Sn-Ag-Cu

Salmela5) Hong2) Pan6) Salmela5) Ohno1) Hong2)

Ea 0.122 eV 1.631eV 0.189 eV 0.1092 eV 0.12eV 0.5859eV

m ⅓ - 0.136 ⅓ - -

n 1.9 - 2.65 1.662 2.08 -

Table 5. Solder joint life of PZT ceramic resonator in field and accelerated life test conditions.

Items

Fields Condition ALT Condition

ffield
(Cycle/day)

Tmin

(oC)

Tmax

(oC)

Field Life

(Years)

ftest
(Cycles/day)

Tmin

(oC)

Tmax

(oC)

Test Life

(Cycles)

Conditions 1 -40 40 10.3 24 -40 120 1,500

Table 6. Statistical analysis of resonance frequency of PZT ceramic resonator before and after ALT test.

Mean Values of 

Resonance Frequency(MHz)
T-value df p

Valid No. Std.Dev.

Before ALT After ALT
Before 

ALT
After ALT

Before 

ALT
After ALT

47.288 47.304 -2.1453 21 0.04377 22 22 0.1227 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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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 실제 사용조건에서 B10수명 10년을 신뢰

수준 90%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험방법으

로 압전 세라믹 레조네이터의 ALT 결과 22개의 모든 샘

플에 대해 솔더 접합부의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

라서 B10 수명으로 10년을 검증할 수 있었다. 

Table 6은 22개의 ALT 샘플에 대한 시험전후 공진주

파수 측정한 평균값이며, 또한 수명시험 전후의 압전 레

조네이터의 전기적 특성 측정 값인 전기기계 결합계수(공

진주파수)에 대해 T-test11)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T-test는 시험종류가 많은 경우 또는

동일한 시편에 대해 시료 군이 많은 경우, 시험 전후 시

험품의 특성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의 유효성을 판정하

는데 유용한 분석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STATISTIC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11) 분석결과 ALT 후 측정된 동

일 시편에 대한 공진 주파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고

장판정 기준범위 내에 존재하였으며, 유의수준을 나타내

는 P-value는 0.043으로서 유의수준 0.05 이하를 만족함

으로써 시험 후 데이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ALT 시험 전후의 공진주파수 측정결과에 대한 산

점도 분석 결과로써, 시험 후 측정값이 일부 높은 것으

로 보이나, 그 변화율은 최대 0.1% 이내로 나타나 모든

샘플의 측정기준인 변화율 0.5% 이내를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ALT 1,500 cycles 시험 후 솔더 접합부에 대

한 단면 SEM 사진이다. 단면분석 결과 솔더 접합부의

Fig. 3. Comparison of resonance frequency after ALT with

before ALT.

Fig. 4. SEM micrographs of resonator solder joints with Sn-3.0Ag-0.5Cu solder under -40 oC~120 oC, 1,500 cycles after accelerated

life test : (a) left side and (b) right side solder joints of PZT ceramic resonator and (c), (d) magnified view of interest region

of (a) and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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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솔더 접합부의 접합 및 필렛

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CB Cu 패드와 솔

더 사이에는 금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s, IMC)

이 형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IMC는 접합된 계

면에서 상호확산에 의해 형성되며, Cu6Sn5와 같은 IMC

는 솔더 접합부의 계면접합 특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Cu3Sn과 같은 IMC는 취성이 강하여 진동, 충격

에 취약하게 되며, 열-기계적 피로에 의해 발생된 스트

레스에 의해 솔더 접합부의 파괴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

서 솔더 접합계면에는 Cu3Sn이 최소두께로 형성되는 것

이 우수한 신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이

IMC를 분석한 결과 Cu/SAC305 접합계면에서는 Cu6Sn5

가 형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Cu/

Cu6Sn5 계면에서는 Cu3Sn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 그러나 Fig. 3의 사진에서는 명확한 Cu3Sn의 형성

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Cu6Sn5 + Cu3Sn) IMC의 총 생

성두께를 측정한 결과, 대략 7~15 µm 정도로 나타났으

며, 평균 생성두께는 약 11.3 µm 생성되었다. 또한 솔더

모재내부에는 흰색으로 보이는 입자들이 미세하게 분산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성분분석 결과 Ag3Sn이

미세 분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무연 도금된 압전 레조네이터 부품의 정량적인 솔더 접

합부 수명 검증을 위해 가속수명 모델을 결정하고, B10

수명을 이용하여 솔더 접합수명을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레조네이터 단자의 Sn, Ni 도금공정 설정을 위한 최

적의 전류밀도 및 도금시간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금된 도금 층의 두께는 Ni이 평균 1.3 µm, Sn 평균

4.9 µm의 도금 층을 얻었다. 또한 부품 솔더링을 위한 리

플로우 솔더링 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도프로파일의 최적

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2. 열충격시험 1,500 cycles 시험 후 SAC305/Cu 솔더 접

합계면에 Cu-Sn계 IMC가 형성되었으며, (Cu6Sn5 + Cu3Sn)

IMC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약 11.3µm 생성되었고, SAC305

솔더 모재에는 Ag3Sn이 미세 분산된 것이 확인되었다.

3. 압전 레조네이터의 솔더 접합부 수명은 접합계면의

CTE mismatch에 의한 Coffin-Manson의 저주기 피로가

주요 고장모드임을 알 수 있었다. ALT 모델을 결정하

기 위해 변형된 Coffin-Manson 모델을 제안한 Norris-

Landzberg의 가속모델을 이용하여 ALT 모델을 선정하였

다. 또한 ALT 모델의 Ea, n 및 m 값은 Salmela5)의 연

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레조네이터의 실사

용 조건 10년을 보증하기 위한 가속계수 2.5를 최종 도

출하였다. 솔더 접합부의 열-기계적 피로수명에 대한 가

속수명 검증을 위해 실사용 조건 B10 10년과 동일한 열

충격시험 1,500 cycle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레조네이터

의 전기적 특성 및 솔더 접합부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함

으로써 실사용 환경에서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고장물리 기반의 가속수명모델 적용 및 검증방안은

전자부품의 솔더 접합부에 대한 실험적 수명평가 방안으

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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