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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h of lead from hazardous SnPb solder 

assembled electronics
5)

Banning Description
Due 

date

RoHS3)

(EU)

- Six hazardous substances Pb, 

Hg, Cd, Cr
6+

, PBB, PBDE

2006. 

07

WEEE
4)

(EU)

- Recycling and recovery targets 

for all types of electrical goods

- Standard of recycling  

(50%~75%)

2007. 

01

EuP
6)

(EU)

- Eco friendly design of 

  Energy-related products

- Merge with CE Mark

2005. 

08

(US)

California

Proposition
7)

- Proposition 65 List of Chemicals

- Lead : Cancer

1999. 

04

Table 1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each  

nation
3,4,6,7)

1. 서    론

  솔더링(soldering)1)은 자부품의 실장에 필수 인 

기술로써 95% 정도가 기 자 기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솔더링은 450℃ 미만의 융 (melting point)을 

가지는 솔더를 이용하여 합하고자 하는 피 합재를 

합시키는 기술로, 모재는 녹지 않고 솔더만 용 한 

후 응고시켜 합하는 기술이다. 솔더(solder)는 피

합재를 합시킬 때 사용하는 재료로 주석-납(Sn-Pb, 

이하 유연솔더)의 합 재료가 사용되어 왔다. 주석-납

의 비율을 조 하거나 Ag(Silver), Bi(Bismuth), Zn 

(Zinc), In(Indium), Pd(Palladium), Sb(Antimony) 

등의 미량 첨가원소를 첨가함으로써 솔더의 합특성 

  물리  특성을 다양화 하여 사용되고 있다. 

  유연솔더는 안정 인 솔더링 공정과 합 신뢰성이 

뛰어나 오랜 기간 안정 인 합수단으로 사용되어 왔

다. 그러나 Fig. 1과 같이 Pb의 유해성 문제로 인해 

유럽연합(EU)를 심으로 선진국에서 납의 사용이 

지 되었다. EU는 ‘06년 7월부터 자국 내에 사용되는 

모든 기 자 제품에 Pb, 수은(Hg), 카드뮴(Cd), 6

가 크롬(Cr6+)과 같은 속 4개 원소와 2종의 롬

계 난연제인 PBB(polybrominated-biphenyl)와  PBDE 

(polybrominated diphenyls ethers) 물질에 해 

사용을 지하는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을 발

효하 다2,3). Table 1은 선진국을 심으로 재 규제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 황을 나타내었다
4)
.

  이러한 Pb 련 환경규제에 따라 유연솔더 합 을 

용하는 솔더링의 경우 직 인 향을 받게 되었으

며, 유연솔더 합 을 체할 무연솔더 합 이 요구되었

다. Pb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솔더 재료를 무연(Pb- 

free or Lead-free, 無鉛) 솔더라고 한다. 순수 주석

(Sn) 100%만을 가지고 솔더를 제조 할 경우 솔더링 

공정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 유연

솔더 합 와 같은 공정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무연솔더 합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8). 재까지 개발된 온계 무연솔더 합   Sn- 

Ag-Cu 3원계 무연솔더 합 이 가장 많이 자제품에 

용되고 있다
9)
. 재 모든 기 자 부품․시스템 업

체는 RoHS 응에 기반한 무연솔더 용 기 자 부

품만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RoHS 외조상에 있는 

기술보고



정재성․오철민․구기 ․윤 호․황운희․홍원식

374                                                    Journal of KWJS, Vol. 29, No. 4, August, 2011

12

Solder alloy

Melting 

Temperature, 

Tm(℃) 

Advantages Disadvantages

Sn-37Pb 183 Good reliability
Deficiency of thermal fatigue 

and creep property

Sn-Cu system : Sn-0.7 Cu 

- Additional elements : Ag, Ni, 

P, Ga etc

227

Good mechanical(strength fatigue, 

creep) property

Low price

High Tm

Deficiency of wettability 

Sn-Ag system

- Sn-3.5Ag, Sn-3.0Ag-0.5Cu

- Sn-(2~4)Ag-(1~6)Bi

221

Good mechanical(strength fatigue, 

creep) property

Long term lifetime data

High Tm

Deficiency of wettability

Sn-Zn system 

- Sn-9Zn, Sn-8Zn-3Bi

  Sn-Ag-In system

- Sn-3.0Ag-(6-8)In

198
Tm is similar to Sn-Pb solder  

Good mechanical properties

Oxidation

Deficiency of wettability

Metallic bonded with Zn 

Sn-Bi system

- Sn-57Bi
139

Low Tm

Good wettability

Void formation

Low Tm

Low mechanical strength

Table 2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ead-free solder alloys11,12)

품목을 제외하고 Pb가 함유된 자부품은 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 외조항에 있는 품목에 해서는 

선진국 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가까운 기간 내에 RoHS II의 2단계 규제가 시행

될 것으로 상된다. 

  국방분야의 경우 유연솔더 합  용에 해 외조

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방분야의 자

기기는 사용 환경과 목 상 특수성으로 인해 성능과 신

뢰성 이슈가 친환경 이슈보다 더 요한 부분으로 인식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 무기들의 첨단 자시스템

화  비용화를 해 민수부품 용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국방 자기기에 사용되던 Pb 함유 부품

의 경우 부품 단종으로 인해 민수용 무연 자부품이 

일부 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수부품에 용된 무연솔

더 합 에 한 국방분야의 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무연솔더 합 을 국방분야에 용하기 해 규

격 체방안 연구로써 신뢰성 확보방안에 한 연구가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무연솔더 합부의 신뢰성

은 제품의 안정성  기능 발휘를 해 기본 으로 확

보되어야 하는 요소 기술이다10). 특히 국방제품의 사용 

환경은 매우 가혹하면서도 장시간 사용하는 특성을 가

진다. 그러므로 무연화 국방 자기기에 한 신뢰성 

검증기 으로써 시험항목, 시험조건  시험 상제품

에 한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한 무연솔더 련 

국내․외 국방  민수분야의 표 화 동향  기술수  

등의 동향을 조사하여, 국방정책  제도에 반 되어야 

한다. 솔더 합부의 신뢰성평가 방법에는 솔더 합부

에 한 열 , 기계 , 기  스트 스를 특정 환경에

서 인가함으로써 실사용 환경에서 유발되는 여러 스트

스 요인에 한 솔더 합부의 신뢰성을 검증하게 된

다. 따라서 국내외 무연솔더 용 사례  신뢰성평가

를 한 시험항목  시험기  자료에 한 사례를 조

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분야 유도무기용 기 자부품․

시스템에 무연솔더 용을 해 잠재불량을 분석하고 

국방  민수환경을 비교하여 국방환경에 무연솔더 합

 용  상용화에 가장 요한 신뢰성 방안에 해 

제안하 다.

2. 무연솔더 개발 황

  Pb 제거로 무연솔더는 다양한 문제 을 가지게 되며 

이는 순수 Sn만 용하여 솔더링 할 경우 기존의 유연

솔더 합 에 비해 젖음성  퍼짐성 취약, 산화, 휘스

커 성장 등의 원류 인 문제 들을 가지게 된다
5)
. 이러

한 문제 은 신뢰성 취약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기 해 Table 2와 같이 무연솔더 재료  

조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Sn-Ag-Cu(SAC) 솔더합 은 기계 강도와 열피로·크

리  특성이 양호하고 타 무연솔더 합 에 비해 장기

인 실사용 검증으로 민수 기 자제품에 용되어 상

용화되고 있다. 국외 문 표  단체들에서도 Table 3

과 같이 SAC를 심으로 약간의 조성 차이를 두며 다

양한 3원계  4원계 무연솔더 합 이 개발되어 왔다. 

합 별 장단 은 민수 환경 기 에 평가· 용되었을 경

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군방 환경에 용될 경우 재

의 장단 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량 인 평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



국방분야 자기기의 무연솔더 용을 한 신뢰성 검증방안 

大韓熔接․接合學 誌 第29卷 第4號, 2011年 8月 375

13

Fig. 2 Dewetting failure of Lead-free solder ball19)

Fig. 3 Yellowing discoloration of Pb-free solder 

ball caused by solder surface oxidation
20)

Consortium Proposed solder alloy

iNEMI
13,14)

Sn-3.9Ag-0.6Cu

NEDO
15)

Sn-3.0Ag-0.5Cu

JEIDA
16)

Sn-3.5Ag-0.75Cu,

Sn-2.0Ag-0.75Cu-3.0Bi,  

Sn-2.0Ag-4.0Bi-0.5Cu-0.1Ge,

Sn-3.0Ag-3.0Bi,  Sn-3.5Ag, 

Sn-3.5Ag-2.5Bi-2.5In

IDEALS17)

Sn-3.8Ag-0.7Cu,

Sn-3.8Ag-0.7Cu-0.5Sb,

Sn/Ag/Cu&Sn/Ag/Bi+additives 

NCMS
18)

Sn/58Bi, Sn-3.5Ag-4.8Bi, Sn-3.5Ag

Table 3 Pb-free solder alloy candidates recommended 

from variou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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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ess-strain curves for SnPb and  SAC305 

at different temperatures21)

3. 무연솔더 합  합부 고장 메카니즘 

  무연솔더 합  용시 고융 , Ag3Sn과 같은 속간

화합물(intermetallic, IMC)의 형성, 잔류응력, 표면

장력, 기계  강도 등이 유연솔더 합 과 다른 물리  

특성으로 다양한 공정  실사용 고장모드(failure 

mode)를 유발한다.

  가. 젖음성 불량 (De-wetting or non-wetting)

  무연솔더 용 BGA(ball grid array)의 경우 솔더

볼과 솔더 페이스트가 제 로 용융되지 못해 Fig. 2와 

같이 두 개의 볼이 솔더링된 형태의 고장모드가 발생된

다. 이것은 리 로우 열 단계시 산화가 진행되어 있

거나 솔더 페이스트의 활성이 부족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다19). 한 리 로우 온도가 높아져 패

키지 는 PCB의 휨에 의해서도 발생 될 수 있다. 이

러한 고장모드는 부품에 하 을 인가하면 동작을 하는 

기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Fig. 3은 Sn-Ag-Cu계 

무연솔더 볼이 산화되어 노란색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20).

  나. 솔더 합부 균열

  일반 으로 크랙은 열팽창 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 차이(mismatch)에 의해 발생되는 

열  피로 스트 스에 의한 균열과 기계 인 크립

(creep)과 진동 스트 스에 기인한 다양한 에 지를 통

해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SAC 무연솔더 합 의 경우 

높은 변형율(high strain rate)과 충격(shock) 조건

에서 유연솔더 합 에 비해 기계  특성이 취약하다. 

Fig. 4의 응력-변형률(stress-strain) 특성 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온에서는 무연솔더 합 과 유연솔더 합

의 기계  특성 차이는 미미하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 

할수록 유연솔더 합 의 경우 연성이 증가하는 것에 반

해 무연솔더 합 은 높은 탄성계수(elastic modulus)

와 항복강도(yield strength)를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볼 때 무연솔더 합 은 강도는 높으나 연신율과 충격 

항성이 기존의 유연솔더 합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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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ack mode in SAC alloys after 4-points 

bending fatigue testing
22)

 

Fig. 6 Solidification defect after soldering of 

Pb-free solder alloy
23)

 

Fig. 7 Lift-off defect between Cu pad and Pb-free 

solder24)

Fig. 8 Photographs of electrochemcial copper ion 

migration due to the dendritic growth27)

있다. 이러한 기계  특성은 4  굽힘 피로시험(4 

points bending fatigue test)의 경우 무연솔더 합

이 유연솔더 합 보다 빠르게 균열이 발생되는 것에서

도 잘 나타나고 있다
21)

. Fig. 5는 4  힘 피로시험 후 

SAC 솔더 합부의 계면에서 발생한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22)

. 

  Fig. 6은 SAC 솔더의 웨이  솔더링 후 발생되는 

솔더 필렛(fillet) 부 의 응고결함
23)

을 나타내었다. 

Fig. 7의 PTH(plated through hole) 패드부  들뜸

24)
도 Sn-Bi계 무연솔더의 용에 따라 발생되는 편석

발생에 의한 불량원인  하나이다. 이러한 다양한 원

인에 의해 무연솔더를 용할 경우, 합계면은 기존보

다 짧은 수명을 갖게된다. 따라서 합수명에 한 검

증과 응방안 마련은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다. 기화학  이온마이그 이션 

  극배선에서 가지처럼 뻗어나가 속 배선과 배선 

사이를 기 으로 연결시켜 오동작을 일으키는 상으

로 고장모드는 정의된다. 기  회로가 구성되어 수분

과  차가 존재할 경우, 양극에서는 속이 기화

학 으로 이온화하며, 이온화된 속이온은 양극과 음

극의 차로 인해 음극에서 환원되어 석출하게 된다. 

이러한 상은 기화학  분해반응과 석출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상이다. 즉 차가 존재하는 극 사이에 

압을 인가하 을 때 이온화된 속이 불순물 등에 의해 

속으로 석출되어 Fig. 8과 같이 수지상정(dendrite)

을 성장하여 기  단락을 유발하는 상이다. 일반

인 발생 조건은 두 배선 간에 기가 흐르고 수분이 존

재하는 경우 발생되며, 가속인자로는 온도, 습도, 압, 

pH 등이 이온화를 진시킨다. 이온 마이그 이션이 

발생되는 기화학  반응 메카니즘은 다음의 3가지 단

계로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25-28). 

(1) 1st Step : Anodic reaction (metal dissolution)  

(“M”stands for metal)

    M → Mn+ + ne-

    H2O → ½O2 + 2H+ + 2e-

    M + H2O → MO + 2H+ + 2e-

(2) 2nd Step : Cathodic reaction (metal or 

metal-oxide deposits)

    Mn+ + ne- → M

    O2 + 2H2O + 4e- → 4OH-

    2H2O + 2e- → H2 + 2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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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Various types of Sn whiskers30): (a), (b) 

needle or filament and (c) kinked shape

Items Military Electronics (Missile) Commercial Electronics

Stress factors

Complex combined high stresses  

(high temperature, high humidity, high vibration, 

high impact)

Simple combined low stresses

(temperature, humidity, vibration, dropping)

Use Temperature -55 ~ (125 ~ 150) ℃ -20 ~ 85 ℃

Lifetime 10 ~ 20 years (over 10 years warranty) 5 ~ 10 years (1 year warranty)

Use Environment
Outdoors (mountains, seashore, in the water, a 

high altitude)
Indoors, office

Failure rate near Zero < 10%

Table 4 Comparison of use environment of electronic devices for military missile weapon and commercial 

parts31) 

(3) 3rd Step : Inter-electrode reaction (migrate 

metal ion & metal-oxide deposits)

    2M
+
 + 2OH

- 
→ M2O + H2O

  라. 휘스커

  무연솔더 합 에서 매우 요한 문제로 Fig. 9와 같

이 Sn 속 표면에서 원기둥 모양의 단결정이 자발

으로 성장한 수염 형상의 휘스커 문제가 있다. Sn 휘

스커가 인 한 부품의 리드나 단자까지 성장하여 

되면 기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한 진동, 충

격에 의해 끊어진 휘스커가 자보드의 표면을 이동하

며 원치 않는 기  신호 달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은 필드 사용  문제를 유발하여 고장 상

을 나타내지만, 원인규명을 한 처리  취   충격

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어 NFF(no fault found)로 

분류될 수 있다
29)

.

4. 국방분야 무연솔더 용을 한 고려사항

  국방환경에 가장 합한 무연솔더 합 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제시 될 수 있다. 첫번째는 기존의 

제시된 주요 무연솔더 합 을 국방 환경에 합한 신뢰

성 시험을 통해 가장 강건한 무연솔더를 선정하는 것이

고, 두번째는 신뢰성 시험을 통해 스트 스를 가속화하

여 문제 을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하고 원하는 신뢰성 

수 으로 물리 ․기계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제안된 두가지 방법에는 신뢰성 평가라는 공통 인 항

목이 용되고 있다.

  국방분야 무연솔더 용을 한 신뢰성평가를 해서 

우선 환경 스트 스에 해 정의되어야 한다. 일반 민

수용 자제품에 비해 국방분야의 장장비 사용 환경

은 Table 4와 같이 극한환경 조건으로 고열충격, 고온/ 

고습, 고진동 등 여러 스트 스 조건이 복합된 복합 환

경의 가혹 조건이다. 국방 기 자부품의 경우 동작 

시 합온도(junction temperature)가 125℃까지 구

동된다. 따라서 열확산에 의해 솔더는 100℃ 이상의 

고온스트 스를 겪게 된다. 여름철 해안가와 같은 환경

에선 85% 이상의 상 습도 조건에 노출될 수 있다. 진

동과 충격의 경우 용되는 장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휴 용 유도무기, 통신장비, 항공용 장, 차무

기 등 그 종류와 사용목 에 따라 실제 국방환경 사용 

시 발생되는 진동과 충격을 실측하여 신뢰성 시험 조건

에 반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분야의 제품 사용기간은 

최  20년까지도 요구되며, 보증기간도 10년으로 민수 

자제품 1년에 비해 장시간 신뢰성 보장 가능해야 한

다. 사용  불량은 사람의 생명과 쟁의 승패에 직

인 계로 불량률 0%가 요구된다. 따라서 솔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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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iability assessment procedure of Pb-free electronics41) 

TEMPERATURE PROFILE

Time

T
e
m

p
e
ra

tu
re

Fig. 10 Temperature profile example of thermal 

cycling test33) 

신뢰성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한 기  확립이 요구 된다.

5. 국방분야 유도무기용 자기기 무연 솔
더용 신뢰성평가 방안 

  국방분야 유도무기용 자기기 내 솔더 합부에 

용하고자 무연솔더 합 의 열 , 기계  신뢰성을 확보

하기 해 신뢰성 항목과 기 이 4장에서 논의된 환경 

스트 스 인자를 반 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신뢰성평

가는 Table 5와 같이 최 화된 무연 솔더링 공정 후 

제작된 시제품에 해 평가 한다. 무연솔더 용 제품

의 신뢰성평가는 제품 체가 아닌 PCB 는 Ass'y 

수 에서 수행되어 진다.

  가. 열충격시험

  국방환경 사용온도 구간 조건이 민수환경보다 Δ180℃

로 두 배이고 이것으로 인해 열팽창 계수는 더욱더 커지

게 된다. 열충격 시험은 PCB와 솔더의 열팽창계수 차이

로 인해 열-기계  피로 스트 스(thermo-mechanical 

fatigue stress)를 인가하여 솔더 균열을 야기하기 

해 용되는 시험이다. 한 휘스커를 재 하는 평가로

도 활용가능하다. 열충격 시험에 한 국제규격은 

JEDEC 22-A106B 규격을 참조 할 수 있다32). 민수

용 기 자 부품은 -40 ~ 85 ℃ 조건에 기본 200 

사이클을 일반 으로 용하고 있으나 국방환경은 

JEDEC22-A106B의 평가 C조건을 용하여 -55 ℃

/15분 ~ 125 ℃/15분, >1000사이클, 승온(감온)율 

≥20°C/분을 용가능 하다. 시험 ·후 무연솔더 합

부의 균열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해 공진주 수를 측

정하며, 단면분석을 통한 솔더 합부의 균열 발생 여

부를 찰할 수 있다. 열충격 평가 로 일은 Fig. 10

과 같다.

  나. 기화학  이온 마이그 이션 시험

  이온 마이그 이션의 발생 메카니즘은 3장에서 언  

되었다. 무연솔더 용으로 PCB 구리 패드의 산화를 

방지하기 해 새로운 PCB 표면처리 재료  방식이 필요

로 한다. OSP(organic solderability preservative)34), 

Sn-HASL(hot Air solder levelling)35)이 무연솔더

용 표면처리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표면처리에 따른 

기화학 인 반응으로 비정상 인 단락 상에 한 신뢰

성 한 검토해야 한다. 련 국제규격은 IPC-TM 

650 Method 2.6.13(Water drop methods)
36)

, 

IPC-TM 650 Method 2.6.14(Resistance to elec- 

trochemical migration, Polymer solder mask)37), 

JIS Z 3197(Insulation resistance test)
38)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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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Photograph of PCB coupon for elec- 

trochemical ion migration test: (a) is 

Comb pattern design and (b) is real 

test coupon

 

Fig. 12 Photograph of pressure cooker test 

equipment

Frequency range(Hz) PSD(g2/Hz)*

20 to 117.4 0.021

117.4 ~ 500 3dB/Oct

500 ~ 600 0.089

* Power Spectral Density(PSD): random vibration

Table 6 Vibration test condition for avionics 

electronics

130℃, 85%RH, bias 조건의 Biasd-HAST(high 

accelerated stress test)39) 환경을 용하는 경우와 

60℃, 95%RH, 바이어스 / 85 ℃, 85%RH, 바이어

스 같이 고온고습바이어스를 용하는 경우가 있다. 고

장 정은 1×106 Ω이하 이다. 이온마이그 인션 시험용 

샘 은 Fig. 11(a)와 같이 IPC  JIS에 규정된 콤 

패턴(comb pattern) 형상으로 설계되며 Fig. 11(b)

와 같이 제작된다.

  다. 증기압시험

  무연솔더 합 의 경우 산화(oxidation)가 잘 일어난

다. 따라서 고온고습환경에서 산화  부식(corrosion) 

반응을 진시켜 고장 유무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85 ℃, 85%RH, 1,000시간 이상이라는 매우 

장시간 시험이 필요로 하여 이와 유사한 고장 메카니즘

을 평가하는데 용할 수 있는 시험이 Fig. 12의 증기

압시험(autoclave or pressure cook Test, PCT)이

다. 국제 규격은 JESD22-A102-C이며, 조건은 121 

± 2 ℃, 100 %RH, 2기압이다. 민수환경에서 일반

으로 C 조건인 96시간을 시험하며, 국방환경에서는 D

와 E 조건인 168시간과 240시간이 한 것으로 사

료된다.

  라. 진동  충격시험

  유도무기는 가동  비가동  끊임없는 진동과 충격 

스트 스를 받게 된다. 3장에서 검토되었듯이 무연솔더 

합 의 경우 유연솔더 합 에 비해 젖음성  기계  

특성이 좋지 않아 유연성 취약으로 이어져 진동과 충격

에 합부가 취약하다. 따라서 국방환경에 무연솔더 합

 용시 진동시험과 충격시험은 내구 신뢰성을 검증

을 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다. 일반 으로 

진동시험과 충격시험은 MIL-STD 810G Method
40)

 

514.6과 516.6 기 을 따르거나 국내 실정에 맞게 개

정하며 어떠한 제품인지에 따라 시험 조건이 달리 수행

된다. Table 6은 유도무기  항공용 자 장비에 

용되는 국내 국방 진동시험 평가 이다. 

  민수용 자제품의 경우 운송 시 받을 수 있는 손상

으로 20 ~ 200 Hz, 복합진동이다. 하지만 국방환경

은 사용 에 지속 으로 진동스트 스를 받으며 10 

~ 2000 Hz 까지 범 한 진동주 수를 겪고 있으므

로 민수규격과는 차이가 있다. 진동시험 장비는 Fig. 

13(a)와 같고 시험하기 한 진동 로 일 조건은 

Fig. 13(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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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3 Photographs of (a) vibration test equipment  

and (b) profile

Table 7 Shock test condition for Avionics electronics

Peak acceleration

(g)
Te (ms)

* Cross over 

frequency (Hz)

20 15~23 45

*Te : effective shock duration 

         (a)                               (b) 

Fig. 14 Shock test (a) equipment and (b) test   

condition

  항공용 자 장비의 충격시험 조건은 Table 7과 같이 

MIL-STD-810F 516.5 Shock : SRS(shock response 

spectra)에 의존 한다. 충격시험 장비는 Fig. 14(a)와 

같고 시험하기 한 충격 로 일 셋 은 Fig. 14(b)

와 같다. 민수에서는 부품이나 보드 벨로 충격시험을 

하지 않으며 사용  충격을 재 하는 평가법도 재로

써는 개발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휴 폰을 2m 

높이에서 낙하시험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충격량을 측

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환경에 의한 고장을 사  검

사하는 수 의 시험방법이다.

  진동  충격시험의 경우 지속 인 실환경 측정 연구

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사용 환경

이 반 된 시험 조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요하다.

6. 결    론

  국방분야 유도무기용 자기기에 효과 인 무연솔더 

용을 해 합 신뢰성 검증항목 선정  용기 에 

한 비교, 분석하 다. 민수환경과 국방환경을 비교하

여 어떠한 인자들이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 다. 이

를 통해 민수용 기 자부품에 용되어 사용되고 있

는 신뢰성시험 용이 가능함을 단 할 수 있었다. 열

충격시험, 증기압시험, 기화학  이온 마이그 이션

시험, 충격/진동 시험 등이다. 그러나 상제품의 사용 

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신뢰성시험 항목 내 시험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며 JEDEC과 MIL-STD를 활용하여 국

방분야 유도무기용 자기기의 무연솔더 합신뢰성 검

증을 한 시험조건을 제시하 다. 제시된 신뢰성 시험 

 조건은 시험 후 합계면 분석을 통해 솔더 합부

의 속간화합물, 합특성 해석을 통해 물리 인 고장

상이 타당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환경이 다른 무기들

의 자기기에 해서도 무연솔더 용을 한 신뢰성 

검증 항목과 조건의 재검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부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일환으로 수

행되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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