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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친환경 소재사용에 한 환경규제 법안에 의해 

자제품에서의 무연솔더 용은 이미 상용화 되었다1). 

자동차 장부품도 2016년부터 유해물질규제(RoHS)가 발

효되었고, 유럽의 폐차처리지침(End-of-Life Vehicle, 

ELV)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4  속(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을 포함하는 부품의 사용 지를 결

정하 다2-4). 이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 장부품에는 

납이 함유되지 않은 무연부품과 무연솔더를 용하여야

한다. 

  Sn계 무연솔더는 일반 인 작동환경에서 산화를 방

지하는 Sn 산화층이 표면에 형성되어 높은 내식성을 가

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솔더가 고온고습, halide 

이온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면 부식이 일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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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5,6). 이에 따른 부식생성물에 의해 솔더 합부는 

기  단락을 야기하고 기계  특성이 감소한다7-10). 

솔더 표면에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 부식생성물은 크랙

이 시작되는 주요 요인이 되지만, 가혹한 환경에서의 

산화 메커니즘과 기계  특성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

한 단계이다.

  일반 인 자제품과 달리 고온, 고습, 열 충격, 진동, 

오염 등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자동차 장부

품의 경우 신뢰성을 보증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인 자제품은 -30℃에서 +85℃의 온도범 를 

2-5년 수명을 요구하지만, 자동차 장부품은 -40℃에

서 +125℃의 온도범 에서 5-10년의 수명을 요구한

다. 그리고 자동차 장부품의 솔더 합부가 실외에서 

받는 스트 스 인자인 열, 습기, 진동 등에 의해 지속

 피로스트 스가 가해지면 솔더 합부에 열화가 진

행된다11-13). 따라서 본 연구는 고온고습시험(Highly 

Accelerated Temperature/Humidity Stress Test; 

HAST)에서 시험시간에 따라 에어백 충격센서 일체형 

차체부품 합에 용된 Sn-3.0Ag-0.5Cu (SAC305), 

Sn-0.7Cu 무연솔더 합부의 부식  굽힘 특성을 연

구하 다. 

2. 실험방법

2.1 시편 제작

  연성기 에 에어백 센서칩을 무연솔더로 실장했을 때

의 고온고습  굽힘 특성을 분석하기 해 시편은 Fig. 1

과 같이 제작하 다. Small Outline Integrated Circuit 

(SOIC) 칩과 연성회로기  사이의 합을 해 사용된 

솔더는 Ag 함량에 따라 Sn-0.7Cu와 SAC305를 사용

하 다. Sn-0.7Cu 솔더의 리 로우 공정 조건은 최고 

온도 256℃, 열시간 90 , 용융지속시간 50 , 총 

리 로우 시간 약 5분이고, SAC305 솔더는 최고 온도

만 245℃로 다른 조건을 사용하 다.

2.2 고온 고습  굽힘 시험

  차체와 센서모듈 간 합부에 한 환경내구신뢰성을 

평가하기 해 HAST 실험을 진행하 다. 시험조건은 

121℃, 100%RH(Relative Humidity), 2atm의 고온

고습환경에서 각각 0, 48, 72, 96시간 동안 시편을 노

출시켰다. HAST 시험을 마친 연성회로기  시편 뒤에 

1mm 두께의 얇은 알루미늄 을 탄성에폭시 착체로 

착하여 굽힘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 다. 

  Fig. 2는 3  굽힘시험의 모식도이다. Supporters 

사이의 간격을 22mm로 유지하고 Supporter에 알루

미늄 을 붙인 시편을 고정시킨 후 1mm/min의 굽힘

속도로 시편의 앙 지 에 일정 하 을 가하 다. 칩 

합부의 단 유무를 알기 해 Fig. 2와 같이 연성회

로기 과 SOIC 칩 사이에 기  도통 실험을 하 다. 

크랙여부 단은 디지털 멀티메타를 이용해서 단 로 

실시간 항을 측정하 으며, 단의 단은 항이 

격히 증가하여 무한 가 되는 시 으로 정하 다.

2.3 미세조직 분석

  합부의 단면분석을 해 콜드마운 한 시편은 2400

까지 연마하 고, 그 후 3㎛부터 0.05㎛의 Al2O3 우

더로 기계  폴리싱을 하 다. 폴리싱된 시편은 에칭 없

이 미세조직 찰을 해 후방산란 자를 이용한 Scan- 

ning electron microscopy (SEM)와 조성분석을 

해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를 수행

하 다. 솔더 내 분포한 석출물  산화물형태와 조성

분석을 해 Electron probe X-ray microanalysis 

(EPMA)를 사용하 다.

  산화물의 크기는 산화물의 을 지나는 지름선을 

2°간격으로 모두 측정한 값들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산화물의 분율은 배율로 찰된 솔더 합부 체의 

면  비 산화물이 차지하는 면 의 비율로 정의하

25mm

25mm

Fig. 1 SOIC16-package design mounted on flexible sub-
strate

Al
FPCB

11mm

22mm

25mm

Supporter

Digital Multimeter

1.5Ω

Fig. 2 Schematic diagram of 3-point be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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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부의 표면에서 찰되는 산화막은 산화물의 크

기와 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찰되는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같은 조건에서 제작된 2-3개의 

다른 시편 단면을 찰하 다.

3. 결과  고찰

3.1 Ag 함량에 따른 부식 거동

  Fig. 3은 HAST 후의 SAC305 솔더 단면이다. 

HAST 시험 에는 주로 표면 부근에서 산화물이 발견

되었고, 연성기 의 Cu 패드와 SOIC16 칩의 Cu 리

드와의 합부에서는 Sn계 산화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

았다.(Figs. 3a, 3b) HAST 시간이 48h로 진행되면

서 산화물 생성은 Cu 리드 부근에서 먼  생성되었으

며 (Fig. 3c), HAST가 72h로 증가할수록 Cu 리드 

부근과 연성기 의 Cu 패드와 솔더 사이까지 산화물이 

생성되었다.(Fig. 3d) HAST 시험 시간이 증가하면서 

내부 산화물의 분율은 증가하 다. 

  Fig. 4는 Ag가 함유되지 않은 Sn-0.7Cu 솔더의 HAST 

후 단면 사진이다. Fig. 4a에서 HAST 에는 표면

에만 산화물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 HAST 시험 

시간이 48h, 72h로 증가할수록 Cu리드와 연성회로기

 사이에 조 한 산화물이 발견되었다.(Figs. 4c, 4d) 

SAC305 솔더와 동일하게 Sn-0.7Cu 솔더 합부도 

Sn 산화물이 발견되었으며, 시험 시간이 증가할수록 

내부 산화물의 양이 증가하 다.  

  Fig. 5는 HAST 시험 시간 48h에서의 SAC305와 Sn- 

0.7Cu 산화물을 도시하 다. Ag가 함유된 SAC305 

솔더는 Fig. 5a처럼 Sn계 산화물 내부에 Ag3Sn 속

간 화합물이 발견되었다. Fig. 5b는 SAC305 솔더 내

부의 Sn계 산화물이 연마  빠져나간 자국이다. Ag가 

함유되지 않은 Sn-0.7Cu 솔더는 산화물 내부에 속

간화합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Ag가 함유된 SAC305 

솔더 내부의 산화물은 부분 Octahedral형태의 다각형 

모양이고14), 같은 시간 동안 HAST 진행시 Sn-0.7Cu 

솔더 내부의 산화물 표면은 부분 노출된 면이 많은 

다각형 형태를 띤다. Ag가 함유되지 않은 Sn-0.7Cu 

솔더 합부의 산화물은 Fig. 4에서와 같이 부분 표

면과 Cu 패드/리드와 인 한 부분에 산화물이 분포하

고, 이는 고온고습환경에서 솔더가 표면에 형성된 수

분막과 기화학  결합하여 상 으로 부식 가 높

은 Cu 주변부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 Sn계 산화물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Lahokallio15)는 탈이온수에 

담궈진 50㎛ 두께의 Polyimide(PI)가 48시간이 지난 

후 수분 흡수율이 2%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

b

c

a

Solder

d Element Wt% At%
OK 14.65 55.92

AgL 02.93 01.66
SnL 82.42 42.42

Matrix Correction ZAF

Sn oxides 

Cu 

Ag33Sn

Cu6Sn5

Cu 

Sn oxides 

200㎛ 20㎛

200㎛ 200㎛

Fig. 3 Cross-sections of SAC305 solder joints after ex-
posure at 121℃, 2atm, 100% RH during (a,b) 0h, 
(c) 48h, and (d) 72h

Solder

Solder

Solder

ba

c d

Sn oxides 

Cu 

Sn oxides 

Sn oxides Sn oxides 

200㎛ 20㎛

200㎛ 200㎛

Fig. 4 Cross-sections of Sn-0.7Cu solder joints after ex-
posure at 121℃, 2atm, 100% RH during (a,b) 0h, 
(c) 48h, and (d) 72h

ba

Sn oxides 

Ag33Sn

Sn oxides Sn oxides 

c d

Cu6Sn5

Cu3Sn

20㎛ 20㎛

20㎛ 20㎛

Fig. 5 Morphology of corrosion byproducts after ex-
posure at 121℃, 2atm, 100% RH during 48h 
for(a,b) SAC305 and (c,d) Sn-0.7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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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온고습 분 기에서 흡습성이 좋은 PI기반의 연성

기 을 통해 흡수된 H2O 와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고(식1), 생성된 수산화이온이 솔더의 Sn과 반

응하여 수산화주석이 된다.(식2-4) 수산화주석은 탈수

되면서 최종 으로 Sn산화물이 생성된다.(식5-7) Ag

가 함유된 SAC305 솔더는 추가 으로 Ag3Sn에서도 

산화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Cu 패

드/리드 주  뿐만 아니라 솔더 내의 Sn보다 부식

가 높은 Ag3Sn 주변부에서도 Sn산화물이 생성됨을 의

미한다.(식8,9) Wang16,17)은 고온고습환경에서 SAC305 

솔더가 Ag3Sn 속간화합물에서 선택  산화가 일어나

는 것을 확인하 다. Wang의 연구는 솔더 합부 표면

에 형성된 산화막을 제거하고 찰되는 산화물을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Cu리드/부품과 솔더와의 계면을 심

으로 합부 단면에서 찰된 내부 산화물의 형성에 

한 내용이다. 즉 SAC305 솔더에 존재하는 Ag3Sn이 

산화물 형성에 미치는 메커니즘은 산화물의 찰 방법

은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용하 다. 

    
   → 

 (1)

      →  (2)

    
  →  (3)

   
  →  (4)

   →  (5)

   →    (6)

   →  (7)

  Fig. 6은 산화물의 조성이 Sn계 산화물임을 알 수 

있는 EPMA 결과이다. 산화물은 솔더와 Cu6Sn5 속

간화합물 사이에 치하고 있었다. SnO2, SnO, CuO, 

Ag2O 각 조성의 산화물이 생성되기 한 Gibbs free 

energy는 각각 -515.8, -251.9, -129.7, -11.2(KJ/mol)

이다. 즉, SAC305와 Sn-0.7Cu 조성의 솔더 내부에

는 SnO2 는 SnO와 같은 Sn계 산화물이 가장 생성

되기 쉽기 때문에, 두 솔더의 합부에서 HAST 시험 

후 찰된 산화물은 EDS 결과와 마찬가지로 Sn계 산

화물이다.

3.2 Ag 함량에 따른 산화물 분율

  Fig. 7은 HAST 시간에 따라 Ag가 3wt.% 함유된 

SAC305 솔더와 Ag가 없는 Sn-0.7Cu 솔더의 내부 

Sn O Cu

Ag SE BSE

Fig. 6  EPMA image of SAC305 solders after exposure at 121℃, 2atm, 100% RH, and 48h

0

1

2

3

4

5

6

7
V

o
lu

m
e
 f

ra
ct

io
n
(%

)

Before HAST Aging HAST 48hr HAST 72hr

SAC305 

Sn-0.7Cu

Fig. 7 Volume fraction of Sn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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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분율을 나타낸다. 습기가 없는 Ar 분 기에서도 

내부 부식물 생성이 발생하는 지 확인하기 해 121℃, 

72h thermal aging한 결과도 포함하 다. Thermal 

aging한 SAC305 합부는 Ag3Sn 속간 화합물 흔

과 함께 내부 산화물이 발견되었고, Sn-0.7Cu 합

부도 내부 산화물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내부 산화물의 

분율은 SAC305와 Sn-0.7Cu 솔더 모두 1 vol.% 미

만으로 HAST 과 비슷한 양을 보 다. 48시간 

HAST 시험한 시편은 SAC305와 Sn-0.7Cu 합부

에서 각각 2.4vol.%와 2.1vol.%의 내부 산화물 분율

을 보 다. 그리고 72시간 HAST 시험한 경우 내부 

산화물 분율은 각각 3.5vol.%와 2.9vol.% 다. 두 솔

더 모두 HAST 시험 후 산화물 분율이 증가하 고, 

HAST 실시 후 48시간까지 산화물 분율은 증가하 지

만 그 이후는 큰 차이가 없었다. HAST 시험 이 에는 

Ag를 함유한 SAC305 솔더 합부가 더 많은 내부 산

화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HAST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Ag함량이 내부 산화물 분율에 주는 향은 거의 없었

다. Thermal aging 실험결과를 통하여 121℃ 온도 

이외에도 2atm, 100% RH 분 기가 내부 산화물 생

성과 성장에 큰 향을 주었음을 확인하 다.

  Fig. 8은 각 솔더의 내부 산화물 크기를 나타낸다. 

HAST 시험  SAC305 솔더의 산화물 지름은 7.1㎛ 

이 으며, 48h HAST 시험 후 9.6㎛로 증가하 고, 

72h HAST 시험까지는 9.5㎛의 산화물 지름을 가지고 

있었다. Sn-0.7Cu 솔더 합부는 HAST 시험  지

름 9.3㎛의 내부 산화물을 가지고 있었고, 48h와 72h 

HAST 시험에서는 각각 11.4㎛와 14.3㎛의 크기를 나

타내었다. SAC305솔더는 HAST 시험 후 산화물의 크

기가 증가하 으나, 48시간 이후 부터는 큰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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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istogram of Sn-oxide diameter tested at 121℃, 2atm, and 100% RH : (a,b,c) 0, 48, 72h respetively for SAC305 
and (d,e,f) 0, 48, 72h respectively for Sn-0.7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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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Sn-0.7Cu 솔더는 HAST 시험 시간이 증가할수

록 내부 산화물의 크기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HAST 시험  결과와 thermal aging한 솔더 합부

에서의 내부 산화물 크기는 실험  표 편차를 고려하

면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Ag를 함유하지 않은 Sn- 

0.7Cu 솔더 합부와 Ag를 함유한 SAC305 솔더 

합부는 HAST 과 48hr 시간까지 거의 비슷한 내부 

산화물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HAST 72hr 에서

는 SAC305 솔더 합부가 더 작은 크기의 내부 산화

물을 가지고 있었다. Figs. 7과 8을 통해 Ag가 함유된 

SAC305 솔더 보다 Ag가 없는 Sn-0.7Cu 솔더가 HAST

시간이 증가할수록 산화물의 양은 큰 차이가 없고 산화

물의 크기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 다.

  Fig. 9는 각 솔더의 Sn계 산화물 크기 분포의 히스토

그램을 나타낸다. Ag가 함유된 SAC305 솔더는 HAST 

시간이 증가 할수록 내부 산화물의 크기는 증가하지만 

평균값과 유사한 크기의 산화물이 증가하여 체 인 

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g가 함유되지 않은 

Sn-0.7Cu 솔더는 HAST 시간이 증가할수록 15㎛가 

넘는 조 한 크기의 산화물이 발견되어 체 인 분율

이 증가하 다. Sn-0.7Cu 솔더의 HAST 이후 시편에

서 산화물 크기의 편차가 큰 이유는 SAC305 솔더보다 

조 한 크기의 산화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Fig. 8). 

  Fig. 10은 솔더에서의 Ag 함량에 따른 Sn계 산화물 

생성의 메커니즘을 도식화 하 다. Figs. 3-5에서 Ag

가 함유되지 않은 솔더 합부에서 산화물 핵생성의 

치는 Sn 보다 부식 가 높은 Cu 패드/리드 주변부

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반면 Ag가 함유된 솔

더의 합부는 Cu 패드/리드 이외 Ag3Sn이 추가 인 

핵생성 치가 되므로 동일한 환경에서 HAST를 진행

하 을 때 Figs. 7-9의 결과와 같이 핵생성 경로가 많

아 균일한 크기의 산화물이 많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Sn-0.7Cu 솔더는 비교  핵생성 치가 어 특정 크

기의 산화물이 계속 성장하여 조 한 산화물이 발견된 

것으로 단된다.

3.3 Ag 함량에 따른 굽힘 특성

  Fig. 11은 SAC305시편의 HAST 72h 이후 굽힘 시

험 시 측정한 항 곡선이다. 굽힘 시험 후 400s가 지

나면서 항값은 미세하게 증가하 고, 600s가 지나면

서 항이 격히 증가하면서 단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단 시 으로 항이 격히 증가하여 

무한 가 되는 시간으로 정하 다. Fig. 12는 연성회

로기 에 실장된 SOIC 칩 합부의 3  굽힘 시험 결

과이다. SAC305와 Sn-0.7Cu 솔더 모두 HAST 시간

에 상 없이 굽힘 특성이 오차범  내에서 변함이 없었

다. 즉, Ag 함량의 유무와 HAST 시간과는 상 없이 

Ag33Sn

(a)

Sn oxides 

(b)

Fig. 10 Mechanism of Sn-oxide growth : (a) solder with 
Ag (SAC305) and (b) solder without Ag (Sn-0.7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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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더 합부에서의 굽힘 특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Fig. 13은 SAC305와 Sn-0.7Cu 솔더 합부의 굽

힘 시험 후 단면을 나타내었다. HAST 시험의 후  시

간에 상 없이 기 균열은 Fig. 13a에 표시한 칩 부

품과 솔더의 리드 임 코  부 에서 시작되었다. 이

게 시작된 기 균열은 Fig. 13b와 같이 부품과 기

 사이의 경계면을 따라 되었다.

  Fig. 14는 균열의 경로를 나타낸다. SAC305 솔

더 합부는 Sn-0.7Cu 솔더 합부와 마찬가지로 Cu6Sn5

와 솔더의 경계에서 균열이 지만,  경로에 내

부 산화물이 있는 경우 내부 산화물을 따라 균열이 

된다. Ag3Sn의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Sn-0.7Cu 솔

더 합부는 균열의 경로가 Cu6Sn5와 솔더의 경계

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 하 다. 균열이 지나간 경로에

는 연성회로기 의 특성상 굽힘 시험 과정에서 기 이 휘

어지기 때문에 scallop형태로 자라는 Cu6Sn5 경계에 횡

균열이 나타났다. 그러나 굽힘 크랙이 시작하는 Cu 패드

/리본과 솔더의 리드 임 코  부 가 Sn계 산화물의 

치와 련이 없기 때문에, 솔더 조성과 HAST 시간에 

상 없이 거의 일정한 굽힘강도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고온고습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자

동차 장부품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해, 차체부품 합

에 용된 연성회로 기 과 SAC305와 Sn-0.7Cu 무

연솔더 합부의 HAST 굽힘 특성  부식거동에 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1) HAST 시험  솔더 합부 표면에만 존재하던 Sn계 

산화물은 121℃, 2atm, 100% RH 조건의 HAST 시

험 이후 솔더 내부에서도 발견되었다. HAST 시험 후 

SAC305와 Sn-0.7Cu 솔더 합부는 Cu 패드/리드와 

인 한 부분에 산화물이 분포하 다. 이는 고온고습환

경에서 솔더와 PI 주 에 형성된 수분막의 산화반응 때

문으로, Ag가 함유된 SAC305 솔더 합부는 이외에

도 Ag3Sn과 Sn의 기 력 차이로 인해 Ag3Sn이 음극

으로 작용해 Sn 산화물이 핵생성 되었다. 

  2) HAST 시험  SAC305와 Sn-0.7Cu 솔더의 내

부 산화물 분율은 모두 1 vol.% 미만이었다. 내부 산화

물 분율은 48h HAST 시험 후 SAC305와 Sn-0.7Cu 

솔더 합부에서 각각 2.4 vol.%와 2.1 vol.%로 증가

하 고, 72h에서는 각각 3.5 vol.%와 2.9 vol.%로 

증가하 지만 편차를 고려하면 48h와 비슷한 값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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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rack initiation site of (a) SAC305 tested for 48h 
and (b) Sn-0.7Cu tested for 48h

S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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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rack propagation for (a) SAC305 and (b) Sn- 
0.7Cu solde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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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AST 후 내부 산화물의 분율은 증가하 지만, 

Ag 유무에 따른 산화물 분율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3) HAST 시험  SAC305 솔더의 산화물 지름은 7.1㎛

이다. 48h와 72h HAST 시험을 마치면 각각 9.6㎛와 

9.5㎛ 로 증가하 지만 48h과 72h에서는 크기의 차이

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HAST 시험  Sn-0.7Cu 솔

더 합부의 내부 산화물 지름은 9.3㎛ 이었고, 48h와 

72h HAST 시험에서는 각각 11.4㎛와 14.3㎛로 증가

하 다. Ag가 없는 Sn-0.7Cu 솔더 합부의 내부 산

화물 크기는 Ag가 함유된 SAC305 보다 큰 값을 가지

고 있었다.

  4) Ag 함량에 따른 솔더 합부의 굽힘 특성 변화는 크

랙의 시작 치가 모두 부품과 솔더의 리드 임 코  

부 에서 시작하 다. 크랙의 시작은 내부 산화물의 주

요 치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HAST 시간과 솔

더의 종류에 따른 굽힘 특성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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