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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 

rective),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등 각종 유해물질 제한 지침이  세계

으로 확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나라와 기업

에서는 독성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과 같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1). 자  자동차 

장제품에 사용하는 유연솔더 역시 납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 무연솔더로 체되고 있으며, 무연솔

더에 한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용을 확

하고 있는 추세이다2-3).

  무연솔더는 솔더 와이어, 솔더 바, 솔더 볼, 솔더 페이스

트 등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통 솔더 페이스트는 

솔더와 럭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밖에는 

럭스가 함유된 솔더와 함유되지 않은 솔더로 나뉜다. 

럭스는 극의 주재료인 동(銅)에 솔더링을 할 때 동 

표면의 산화막 는 오염물을 제거하며, 솔더의 젖음성

을 향상시켜주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4). 그런데 이

러한 럭스가 잔사로 남아 공기  수분이나 각종 

해질과 만나게 되면 Fig. 1과 같이 각종의 부식생성물

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5-10) 럭스 개발 시 동  부

식시험을 진행하여 검증 차를 거치게 된다.

  동  부식시험 방법은 보통 솔더링 후 럭스 잔사에 

부식생성물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차로 진행된다. 

시험법은 ISO 9455-15 규격이 있으며, 시편 제작부터 

시험 방법까지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본 규격

에는 유연솔더용 럭스에 한 시험법만이 명시되어있

어 융 이 다른 무연솔더용 럭스를 시험하기에는 부

합하다. 한, 부식생성물 단 기 이 Fig. 2와 같

이, 부식시험 ·후의 시편을 미경(실체) 는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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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이용하여, 솔더부 체, 럭스 잔사부, 솔더/ 럭스 

잔사 경계부 등을 찰하여, Brownish-green, Olive- 

green 색은 부식 성장물이 아니라고 단하고, 럭스 

잔사/동 경계부의 blue spot만 부식생성물로 단한다11).

  한편, JIS 3197에서는 부식시험 후 각 시편을 꺼내

어 미경, 카메라 등으로 부식의 흔 을 찰하여 비

교시험편과 비교한다. 평가 장소는 동  상의 럭스 

잔사의 경계, 잔사 의 불연속 는 크랙 부분, 잔사

의  부분이다12). 부식은 솔더링 후의 부식시험에 의

해 생기는 동  솔더와 럭스 잔사와의 화학  반응

에 의한 결과이며, 고형상의 부식 생성물로 성장하여 

나타나며, 부식생성물의 색은 녹색, 청색, 백색 등으로 

단한다13). 하지만, 이들 모두 부식 여부를 럭스 잔

사의 색깔로 단하고 있어 찰자의 시각이나 미경

의 상태  조명에 따라 단 기 이 상이한 문제가 발

생하고, 부식물의 색상이 첩되는 경향이 있어, 단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SO 9455-15 규격의 시험법

을 무연솔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해 무연

솔더 페이스트를 이용한 동  부식시험법에 한 연구

를 진행하 다. 재 시 되고 있는 상용의 무연솔더 페

이스트를 이용하여 각 조성에 합한 피크온도를 설정

하여 솔더링을 진행하 고, 부식시험 후 실체 미경을 이

용한 외  찰과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에 지 분산형 X선 분 분석기(Energy 

Disperse X-ray Spectrometer, EDS)를 이용한 평

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부식생성물의 발생 여부를 단

하 다.

  

2. 실험 방법

2.1 솔더 페이스트 선정

  솔더 페이스트는 A~D사의 무연제품을 선정하 고,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페이스트는 용 기기에 따

라 자용과 장용으로 분류하 으며, 재 무연솔더 

 주류로 용되고 있는 Sn-Ag-Cu계를 심으로 선

정하 다.

2.2 시험조건 설정

  실험 샘  수는 기존 ISO 9455-15 규격에서 부식

시험 샘  2개, 비교용 기 샘  1개로 설정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부식

시험 샘  5개, 비교용 기 샘  1개로 진행하 다. 

솔더링 온도는 기존 규격에서 유연솔더용 럭스의 경

우 솔더 합 의 액상선보다 약 50℃ 높은 (233±5)℃

로 설정되어 있다.

  본 시험에서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업계

의 무연솔더 리 로 공정 온도를 반 하여 각 무연솔더 

Moisture in air
Chemical 

reactions
Solder

Flux residue

Flux residues

Solder

Copper
Copper

Chemical reactions
: Copper+Salt, Water, Oxygen…
→ Copper oxide, Corrosion product…

Fig. 1 Copper corrosion by flux residue

(a)

(b)

(a)

(b)

Fig. 2 Examples of varying degrees of corrosion result-
ing from the copper corrosion test. ((a) Brownish- 
green flux residue but no evidence of corrosion 
growth, (b) Corrosion product growth (blue spots) 
at the flux/copper boundary)11)

Maker Use Alloy

A

1 Automotive 
electronics Sn-3.0Ag-0.5Cu

2 Automotive 
electronics Sn-0.3Ag-0.7Cu

3 Electronics Sn-3.0Ag-0.5Cu

4 Electronics Sn-0.3Ag-0.7Cu

B 1 Automotive 
electronics Sn-3.0Ag-0.5Cu

C
1 Automotive 

electronics Sn-8.0Sb-3.0Ag 

2 Automotive 
electronics Sn-3.0Ag-0.5Cu

D 1 Electronics Sn-3.0Ag-0.5Cu

Table 1 Pb-free solder pastes for copper corro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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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액상선 온도 보다 (35±3)℃ 높게 설정하 다.

2.3 동  산세  세척

  동  부식시험을 해서는 기 산화막이나 오염물이 

없어야하므로 산세와 세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

한 동 은 ISO 9455-15 규격에 따라 솔더링 처리를 

진행하 다. 먼 , 두께 0.5mm, 크기 50mm×50mm의 

동 을 Fig. 3과 같은 컵핑장치를 이용하여 가압하

다. 커핑한 동 은 아세톤에 담가 탈지시킨 후, 증류수 

400ml에 황산 50ml를 넣어 교반시킨 후 증류수 1l로 

희석한 (65±5)℃의 황산 용액에 1분간 담가 오염막을 

제거하 고, 증류수 정량에 과산화황산암모늄 250g과 

황산 5ml를 넣어 교반한 후, 증류수 1l로 희석한 20~ 

25℃의 과산화황산암모늄 용액에서 1분간 에칭하 다. 

흐르는 물에 세척 후 25℃ 이하의 황산 용액에 1분간 넣

어 2차 오염막을 제거하 고, 다시 흐르는 물에 세척 후 

증류수로 헹군 샘 을 아세톤에 넣어 보 하며 솔더링 

직 에 꺼내어 건조하 다. 

2.4 부식시험용 샘  제작

  무연솔더 페이스트는 약 2시간 상온 방치 후 5분간 교

반하 고, 도포가 용이하도록 주사기에 주입하 다. 건조

한 동 의 홈 가운데에 솔더 페이스트를 (0.5±0.05)g을 

도포하 고, Table 2와 같이 각 솔더 조성에 따라 설

정한 온도의 솔더조 에 동 을 올려 5 간 솔더링을 

진행하 다(Fig. 4). 솔더조의 온도는 Fig. 4와 같이 

thermocouple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진행

하 다.

2.5 부식시험

  부식시험은 각 솔더 페이스트당 5개의 샘 을 Fig. 

5와 같이 수직으로 치시킨 후 ISO 9455-15 규격 

조건 로 40℃, 92%RH 환경에서 72시간 진행하

다. 한, 부식생성물 발생 경향을 명확히 악하기 

해 428시간 추가 부식시험을 진행하 다.

Alloy Melting 
point

Solder bath 
temperature

Sn-3.0Ag-0.5Cu 217℃ (255±3)℃

Sn-8.0Sb-3.0Ag 232℃ (267±3)℃

Sn-0.3Ag-0.7Cu 227℃ (262±3)℃

φ20

φ27

3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cupping device11)

Table 2 Solder bath temperature according to alloy

Alloy
Melting 

point

Solder bath 

temperature

Sn-3.0Ag-
0.5Cu

217℃ (255±3)℃

Alloy
Melting 

point

Solder bath 

temperature

Sn-3.0Ag-
0.5Cu

217℃ (255±3)℃

Fig. 4 Sample preparation for copper corrosion test

  

Fig. 5 Vertically aligned samples for copper corrosion test
in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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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식생성물 찰

  부식시험 후 샘 의 외 은 실체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고, 부식생성물 발생 여부를 단하기 해 

럭스 잔사와 동  사이 역의 EDS 성분 분석을 진행

하 다(Fig. 6). EDS의 특성 상, C, O, S, Cl, Ag 

등은 가속 압 5kV 이상에서 검출이 용이하고, Cu, Sn, 

Sb, Bi 등은 가속 압 10kV 이상에서 검출이 용이하

여, 부식생성물을 검출하기 해 가속 압을 5, 10, 

15kV로 각각 정량분석을 실시하 다. 단, EDS의 정

량분석은 검출한계가 약 0.1wt%이므로, 소수  이하 

수치는 유효하지 않으며, 한 신호발생 깊이  공간분

해능의 한계로, 시편 최표면의 성분은 분석이 어렵다.

3. 실험 결과

3.1 부식시험 후 샘  외  찰

  부식시험 후 외 을 실체 미경으로 찰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동 과 럭스 잔사의 경계 역

(Point 2)을 보면 부분이 녹색이나 갈색을 띄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샘 의 경우 럭스 

잔사의 두께가 C, D사 샘 보다 얇고 체로 무색을 

띄는 반면, C-1 샘 은 갈색, C-2 샘 은 럭스 잔사

의 녹색 라인이 가장 두껍게 찰되었다. D 샘  역시 

녹갈색의 럭스 잔사가 찰되었다. ISO 9455-15 규격

의 부식생성물 단 기 은 Fig. 2와 같이 ‘blue spot’

으로 표기되어있다. 본 샘 을 ISO 9455-15의 기 으

  

Cu/Flux boundary area(①,②,③)

Cu area

Cu/Flux boundary area(①,②,③)

    

Cu area Cu/Flux boundary area 
①

Cu/Flux boundary area 
②

Cu/Flux boundary area 
③

CuFlux

CuFluxCuFlux

(a) (b)

Fig. 6 Example of EDS analysis area of sample after copper corrosion test. ((a) Optical microscope photograph, (b) SEM 
micrographs)

A-1 : Sn-3.0Ag-0.5Cu 
(for automotive)

A-2 : Sn-3.0Ag-0.5Cu
(for automotive)

A-3 : Sn-3.0Ag-0.5Cu
(for electronics)

A-4 : Sn-0.3Ag-0.7Cu
(for electronics)

B-1 : Sn-3.0Ag-0.5Cu
(for automotive)

C-1 : Sn-8.0Sb-3.0Ag
(for automotive)

C-2 : Sn-3.0Ag-0.5Cu
(for automotive)

D-1 : Sn-3.0Ag-0.5Cu
(for electronics)

Fig. 7 Optical photography after corrosion test for 7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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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했을 때, 모두 부식생성물이 없는 것으로 단

할 수 있었다.

  428시간 추가시험을 진행한 총 500시간 부식시험 

샘 들은 Fig. 8과 같이 동  부분(Point 1)의 변색이 

많이 일어난 것을 찰할 수 있었고, 럭스 잔사 역

(Point 3) 한 변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A 

샘 은 72시간 부식시험 샘 에서 럭스 잔사가 체

로 무색이었지만, 500시간 시험 후 변색이 일어난 것

을 찰할 수 있었고, A-4 샘 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

분이 찰되어 부식생성물로 의심되었다. 정확한 부식 

단을 해 EDS 성분 분석을 진행하 다.

3.2 부식시험 후 샘  EDS 성분 분석

  72시간  500시간 부식시험 샘 의 동  역과 동

/ 럭스 경계 역을 가속 압 5, 10, 15kV으로 분

석한 결과 모두 럭스의 C, O 성분과 Cu, Sn 성분만

이 검출되었다. 그밖에 샘 들 역시 럭스 잔사의 변

색이 있었지만 O 함량이 매우 낮고, 부식생성물로 추정

될만한 황화물이나 염화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표

인 로 A-1 샘 의 분석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

었다. 동  역에서는 72시간 샘 에서 가속 압 5kV

일 때 산소가 검출된 반면 500시간 샘 에서는 가속

압이 5, 10, 15kV일 때 모두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동 / 럭스 경계 역의 ②, ③에서 탄소 합

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럭스 잔사가 두껍게 분

포되어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동 부식을 분

석하기 해서는 동 / 럭스 경계 역의 ①(동  

역) 지 을 분석하는 것이 합하다고 단하 다.

  EDS 가속 압에 따른 샘 들의 평균 산소 함량 변

화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상 로 부식시험 72시간

보다 500시간 샘 에서 산소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지

만, 동 / 럭스 경계 역의 ①(동  역)에서 가속

압 5kV로 분석했을 때 500시간 부식시험 샘 의 산소 

함량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동 / 럭스 경계

이기 때문에 미량의 럭스들이 동  표면에 분포되어

있어서 럭스의 탄소와 산소 함량이 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동  표면의 부식생성물을 분석하기 

해서는 이러한 향을 배제하기 해 10kV로 분석하

는 것이 합하다고 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SO 9455-15 동  부식시험 규격을 

무연솔더에 용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변경하여 부식시

험 후 실체 미경을 이용한 외  찰  SEM, EDS 

분석을 통해 본 시험법의 합성을 단하 다. 

  72시간 부식시험 후의 실체 미경 찰에서는 모든 

샘 에서 기존의 ISO 9455-15 규격 상 부식생성물로 

단하는 색이 아닌 갈색 혹은 녹색 계열의 변색이 발

견되었다. 한, 부식생성물로 상되었던 A-4 500시

간 부식시험 샘 을 포함한 모든 샘 의 EDS 성분 분

석 결과, 부식생성물과 련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럭스 잔사의 색으로 부식생성물을 단하는 

기존 시험 규격 기 은 부 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동

 산화물 등을 검출하기 한 분석 방법으로는 EDS 

성분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하다고 단되며, 동

/ 럭스 경계 역의 동 역을 가속 압 10kV로 분

A-1 : Sn-3.0Ag-0.5Cu 
(for automotive)

A-2 : Sn-3.0Ag-0.5Cu
(for automotive)

A-3 : Sn-3.0Ag-0.5Cu
(for electronics)

A-4 : Sn-0.3Ag-0.7Cu
(for electronics)

B-1 : Sn-3.0Ag-0.5Cu
(for automotive)

C-1 : Sn-8.0Sb-3.0Ag
(for automotive)

C-2 : Sn-3.0Ag-0.5Cu
(for automotive)

D-1 : Sn-3.0Ag-0.5Cu
(for electronics)

Fig. 8 Optical photography after corrosion test for 5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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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이 가장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솔더로 국한된 기존

의 동 부식 시험법의 규격을 무연솔더를 포함한 규격

으로 변경하기 해, 무연솔더의 솔더링 온도는 Sn- 

3.0Ag-0.5Cu 솔더의 경우 (255±3)℃, 그밖에 무연솔

더의 경우 액상선 온도 보다 (35±3)℃ 높은 온도로 설

정하며, 럭스 잔사의 색으로 구분하는 부식생성물 

단 기 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ISO TC 44/SC12에 제

안하 으며, 모든 승인 차가 완료되어 2017년 하반

기에 수정된 규격이 출 될 정이다.

(a) (b)

Cu area

(wt%) C O Cu (wt%) C O Cu

5kV 7.7 0.5 91.8 5kV 17.5 3.0 79.5

10kV 7.7 - 92.3 10kV 14.6 1.9 83.5

15kV 6.8 - 93.2 15kV 15.0 1.9 83.1

Cu/flux boundary area ①

(wt%) C O Cu (wt%) C O Cu

5kV 7.0 0.6 92.4 5kV 10.0 - 90.1

10kV 7.2 - 92.8 10kV 8.8 - 91.2

15kV 6.8 - 93.2 15kV 11.4 - 88.6

Cu/flux boundary area ②

(wt%) C O Sn (wt%) C O Sn

5kV 97.5 2.5 - 5kV 97.3 2.7 -

10kV 93.7 6.3 - 10kV 95.2 4.8 -

15kV 90.9 7.7 1.4 15kV 94.9 5.1 -

Cu/flux boundary area ③

(wt%) C O Sn (wt%) C O Sn

5kV 95.8 4.2 - 5kV 95.7 4.4 -

10kV 90.0 8.7 1.4 10kV 92.7 3.3 4.0

15kV 82.0 16.4 1.6 15kV 91.6 5.5 2.9

1.1

0.5

0.3

1.3

0.6
0.5

0

0.4

0.8

1.2

1.6

5 kV 10 kV 15 kV

Acceleration voltage

Cu area

72 h 500 h 1.5

0.7

0.5

1.3

0.8

0.6

0

0.4

0.8

1.2

1.6

5 kV 10 kV 15 kV

Acceleration voltage

Cu/Flux boundary area ①

72 h 500 h

O
x
y
g
e
n
 c

o
n
te

n
t(

w
t%

)

O
x
y
g
e
n
 c

o
n
te

n
t(

w
t%

)

Fig. 9 Oxygen content with acceleration voltage

Table 3 Component of A-1 after corrosion test for (a) 72 hours and (b) 500 hours by ED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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