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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n-3.0Ag-0.5Cu lead free solder was generally utilized in electronics assemblies. But it is insufficient to 
research about activation energy(Q) that is applying to evaluate the solder joint reliability of environmental 
friendly electronics assembl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Q values which are needed to IMC formation
and growth of Sn-3.0Ag-0.5Cu/Cu and Sn-40Pb/Cu solder joints during aging treatment. We bonded 
Sn-3.0Ag-0.5Cu and Sn-40Pb solders on FR-4 PCB with Cu pad(t=80㎛). After reflow soldering, to observe 
the IMC formation and growth of the solder joints, test specimens were aged at 70, 150 and 170 ℃ for 1, 
2, 5, 20, 60, 240, 960, 15840, 28800 and 43200 min, respectively. SEM and EDS were utilized to 
analysis the IMCs. From these results, we measured the total IMC(Cu6Sn5+Cu3Sn) thickness of 
Sn-3.0Ag-0.5Cu/Cu and Sn-40Pb/Cu interface, and then obtained Q values for the IMC(Cu6Sn5, Cu3Sn) 
growth of the solde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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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제품의 경박단소화  고집 화에 한 기술개발 

요구는 지속 으로 두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지구 환

경보호에 한 심과 규제는 고조되고 있다. 자제품

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사용규제
1)
에 의해 친환경 자

제품은 실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

는 솔더에 납(Pb)을 사용하지 않는 무연솔더(Pb-    

free solder)는 이미 실용화되어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무연솔더 용시 고온의 솔더링 공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솔더 합부 신뢰성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솔더 합부 신뢰성 열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인쇄회로기 (Printed Circuit Board, 

PCB)과 솔더 합계면의 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 IMC) 형성과 성장이다. 재 국내 자   

제품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무연솔더는 Sn-3.0Ag-0.5Cu  

솔더이다. 그러나 이 조성의 무연솔더를 용한 자제

품의 수명평가에 용되고 있는 활성화에 지(activation 

energy, Q)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시효처리 조건에 따른 솔더 합부의 미

세조직 변화  IMC의 형성과 성장에 필요한 Q 값을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 다. 실험에 사용된 솔

더는 Sn-40Pb와 Sn-3.0Ag-0.5Cu 솔더를 사용하    

연 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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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s of Sn-40Pb/Cu solder joints with aging temperature and time

고, FR-4 기 에 80㎛ 두께의 Cu 패드를 형성한 후 유

무연 솔더에 해 각각 220, 245 ℃에서 2.5, 0.75 분간 

리 로우 솔더링 하 다. 솔더링 후 시효시간에 따른 솔

더 합계면의 IMC 성장을 찰하기 해 시효 온도와 

시간을 변화하여 시효처리한 후 주사 자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과 에 지분산스

펙트럼(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S)을 

이용하여 IMC를 분석하 다. 이 결과로부터 솔더 합

계면에서 고상간의 상호확산 반응으로 형성된 IMC 성

장두께를 측정한 후 아 니우스 방정식을 활용하여 

Cu-Sn계(Cu6Sn5+Cu3Sn) IMC 형성에 필요한 Q 값을 

구하 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유연솔더(Sn-40Pb)와 무연솔더

(Sn-3.0Ag-0.5Cu)를 사용하여 리 로우 솔더링 한 후 

시효처리 하 으며, 각각의 시효온도와 시효시간에 따라 

솔더 합계면에 형성된 속간화합물(IMC)의 종류와 

두께를 분석하 다. 솔더 합부에 형성된 IMC 성장에 

필요한 활성화에 지는 측정된 IMC 두께로부터 아 니

우스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2.1 리 로우 솔더링  시효처리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직경 3.0 mm의 Sn-   

40Pb, Sn-3.0Ag-0.5Cu 솔더 펠렛(pallet)을 사용하    

고, 두께 1.2 mm PCB에는 직경 0.8 mm Cu 패    

드를 형성한 후 FR-4 PCB 에 리 로우 솔더링

(reflow soldering) 방법으로 제작하 다. 솔더링 공정은 

4 Zone IR 리 로우 장비를 이용하여 질소가스 분 기 

하에서 실시하 다. IMC 성장을 찰하기 해 0, 70, 

150, 170 ℃의 시효온도에서 각각 1, 2, 5, 20, 60, 240, 

960, 15840, 28800, 43200 분간 시효처리 하 다.

2.2 속간화합물 분석  활성화에 지(Q) 

  유무연 솔더의 시효처리 조건에 따른 솔더 합부 

IMC를 조사하기 해 에 지분산스펙트럼(EDS) 분석

을 이용하여 IMC 층의 성분분석을 실시하 고 주사

자 미경(SEM)을 사용하여 미세조직 찰  IMC 성

장두께를 측정하 다. 일반 으로 고상간의 확산반응에 

의한 IMC 성장은 단순 포물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난다2). 

따라서 Sn-40Pb와 Sn-3.0Ag-0.5Cu 솔더의 시효온도와 

시효시간에 따른 IMC 성장에 필요한 활성화에 지의 

계산은 단순 포물선 방정식을 이용하여 성장속도상수(k) 

값을 구하고 아 니우스 식(Arrhenius equation)을 이용하

여 활성화에 지 값을 계산하 다. 

3. 결과  고찰 

3.1 속간화합물 분석

  유무연 솔더의 시효처리 조건에 따라 형성된 솔더 

합부 IMC의 형성 결과를 다음 Fig. 1과 Fig. 2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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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Sn-3.0Ag-0.5Cu/Cu solder joints with aging temperature and time 

타내었다. 유무연 솔더 모두 시효 온도와 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IMC 층의 두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IMC 층의 두께는 시효시간이 짧은 경우 

Sn-3.0Ag-0.5Cu 솔더가 Sn-40Pb 솔더 보다 더 빠르

게 성장하 으나 시효시간이 증가할수록 IMC 층의 

두께는 Sn-40Pb 솔더가 더 빠르게 증가하 다. 

  솔더 합부에 형성된 속간 화합물을 분석한 결

과 PCB Cu 패드와 Sn-40Pb 솔더 합부에는 Cu-Sn

계 IMC인 η-상(Cu6Sn5)과 ε-상(Cu3Sn)의 IMC가 형

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IMC의 두께측정 결과 Sn- 

40Pb 솔더의 경우 70, 150, 170 ℃에서 각각 30일간 

시효처리 한 경우 최  2.6, 15.6, 24.6 ㎛ 정도 성장하

다. 무연솔더인 Sn-3.0Ag-0.5Cu 솔더의 경우 70, 

150, 170 ℃에서 각각 30일간 시효처리 한 경우 최  

4.8, 7.3, 9.8 ㎛ 정도 성장하 다. 이것으로 볼 때 무연

솔더가 기존의 유연솔더에 비해 동일한 시효조건에서 

IMC의 성장두께가 작게 형성, 성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성된 IMC의 종류를 분석해 본 결과, Fig. 3

과 같이 Sn-40Pb 솔더 합부에는 Cu6Sn5가 생성되

었으며, 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u pad와 Cu6Sn5

가 반응하여 Cu3Sn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u6Sn5상은 모든 온도에서 형성되며, 입자의 구조가 

상 으로 거친 형상을 가지고 있고, 60℃ 이상의 온

도에서 Cu-Cu6Sn5 계면으로부터 Cu3Sn이 형성되   

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3,4). 이것은 일반 으로 

Sn-Pb계 솔더/Cu 합계면에 발생되는 IMC 형태로

써 알려져 있으며, 외 모양은 6각형 침상(hexagonal 

needles) 형태를 가지고 있고 때론 내부가 비어있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IMC의 크기는 솔더링 후 냉각

시 서냉에 의해 입자크기가 조 화 되며 Cu6Sn5는 솔

더 합계면의 강도 측면에서 해롭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5). Steen6)은 하지 속과 용융솔더  코  층 사이

에 형성된 IMC의 성장과 모양은 용융솔더의 퍼짐상

태와 두께에  의존한다고 하 다. IMC의 표면은 Cu

에 비해 상 으로 거친 표면을 형성하며, 이후 액체

흐름 방향으로 돌출된 IMC 표면은 속히 분해되는 

반면 냉각하는 동안 솔더에 포함된 불순물이나 Pb와 

같은 다른 종류의 배출은 수지상정(dendrite)나 노듈

(nodular) 형상을 갖게 되고, 이것은 계면의 농도구배

(concentration gradient)를 최소화하기 한 냉각속도

와 냉각능력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고 하 다. 솔더 

합계면에 형성된 IMC의 결정구조는 칭성이 낮아 

소성변형이 제한 으로 구속되고 이에 따라 단단하고 

취성이 강한 특징을 갖게 된다. 한 계면에 발생되는 

IMC의 종류는 사용된 솔더의 조성과 PCB 패드 재료 

 UBM(under bump material) 재료에 따라 달라지

며, 이것이 합 신뢰성에 어떤 향을 미칠지는 사용

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장기 인 합 신뢰

성 측면에서 두꺼운 IMC의 형성은 합강도  피로

강도의 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단된다. Sn-40Pb 

솔더의 시효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을 찰한 결과 Fig. 

1  Fig. 3과 같고, Sn-Pb의 공정조직을 찰한 결과 

리 로우 직후 Pb- rich 조직이 형성되며 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 화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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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Sn-40Pb/Cu interface aged at 150℃, 43,200 min aging  : (a) overall s

hape of the joint, (b) EDS analysis results of IMCs, (c), (d) magnified images of the solder/Cu interface

  Sn-3.0Ag-0.5Cu/Cu 합계면에서는 η-상(Cu6Sn5)

과 ε-상(Cu3Sn)의 IMC가 형성되었다. 한 합계면 

부근과 솔더에는 Ag3Sn이 형성된 것을 Fig. 2와 Fig. 

4에서 찰할 수 있다. 시효온도와 시효시간에 따른 

IMC의 생성두께는 Fig. 5에 나타내었다. 기 계면에 

생성된 IMC는 Cu6Sn5 이었으며, 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Cu3Sn 층이 생성되었다. 이것은 Sn-40Pb/Cu 

합계면에서 생성되는 IMC의 발생 메카니즘과 동일하

다. 그러나 Sn-3.0Ag-0.5Cu 솔더 조성에 첨가된 Ag, 

Cu에 의해 합계면에서는 Ag3Sn과 Cu6Sn5의 IMC가 

생성되었다. Cu6Sn5는 계면의 Cu 패드와 솔더의 반응

에 의해 생성되는 것 외에 모재에서 석출하여 분산되

어 있었다.  그리고 Ag3Sn은 리 로우 직후 솔더의 

미세조직 내에서 조 한 상으로 형성되지 않고 미세

하게 분산되어 존재하며, 시효 온도와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성장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한 비교  

은 양의  2차상인 Ag3Sn은 조 한 미세조직의 형성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Sn-Ag-Cu계 공정상은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육방정계 단 정(hexagonal unit 

cell)으로도 표되는 사방정계(orthorhombic) 구조의 

Ag3Sn과 Cu6Sn5 이다
7)
. Fig. 4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과 같이 Cu6Sn5는 솔더/Cu 계면에서 형성되었고, 솔 

더에 형성된 Ag3Sn은 침상형태의 섬유상 조직을 형성

하 으며, 성분분석 결과 Cu6Sn5, Cu3Sn 그리고 

Ag3Sn IMC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면 미세조직으

로 찰할 경우 Ag3Sn은 Sn에 미세하게 분포되어 있

는 분산강화 조직으로 β-Sn 정을 둘러싼 공정조직

처럼 나타나며 한 모재와의 정합성도 우수한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11). 이 게 솔더에 형성된 Ag3Sn, 

Cu6Sn5는 미세입자로 보이지만 실제 입체 인 형상은 

상당한 길이의 섬유상 조직을 갖으며, Sn 모재에 Ag

의 고용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1). 

Ag3Sn이 안정 화합물이란 과 Sn 에 Ag의 고용

도가 매우 낮으므로 인해 Ag3Sn은 고온에서 장시간 

방치되어도 조 화 되기 어려우며 내열성도 다른 합

과 비교하여 양호한 편이다11). Ag 함량의 증가에 

따라 조직 미세화가 발생하여 강도가 증가하지만 동

시에 정 Ag3Sn이 생성되어 결함(defect)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8,11). 

3.2 활성화에 지

  Fig. 5는 Sn-40Pb/Cu와 Sn-3.0Ag-0.5Cu/Cu의 합

계면에 형성된 IMC의 생성두께를 시효온도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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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Sn-3.0Ag-0.5Cu/Cu interface aged at 150℃, 960 min : (a), (c) overall s

hape of the joint, (b), (d) magnified image of the solder/Cu interface, (e) EDS analysis results of IMCs b

etween the solder and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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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tal IMC thickness with temperature and time: (a) Sn-40Pb solder joint, (b) Sn-3.0Ag-0.5Cu solder joints

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Sn-40Pb인 경우 시효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IMC의 생성두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효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IMC의 성장 

두께는 속히 증가하 다. 한 기 시효처리 20분경

과 후부터 IMC의 생성두께가 선형 으로 격히 증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Sn-40Pb/Cu의 경우 7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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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er Temp.(℃) k (㎛/sec½) R2 Q (kJ/㏖) n

Sn-40Pb

70 0.00155 0.7887

157.34

0.5955

150 0.00805 0.9345 0.5637

170 0.01399 0.9159 0.5420

Sn-3.0Ag-0.5Cu

70 0.00206 0.7180

56.52

0.6415

150 0.00351 0.9731 0.5758

170 0.00469 0.9904 0.5936

Table 1 Activation energy and its R2, n values for total Cu-Sn IMC(Cu6Sn5+Cu3Sn) formation in the 

Sn-40Pb/Cu and Sn-3.0Ag-0.5Cu/Cu solder joints 

Activation Energy of Cu-Sn IMC

SnPb : y = -18.863x - 9.9823

SnAgCu : y = -6.7765x - 29.0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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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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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5

1.3 1.4 1.5 1.6 1.7

1000/T(1/K)

ln
k

2

Sn-40Pb/Cu Pad

Sn-3.0Ag-0.5Cu/Cu Pad

Fig. 6 Activation energy of total Cu-Sn IMC 

(Cu6Sn5+Cu3Sn) for Sn-40Pb/Cu and 

Sn-3.0Ag-0.5Cu/Cu solder joints

170 ℃ 시효온도에서 선형  직선의 기울기가 각각 

0.0015, 0.008, 0.014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러한 기울기로 볼 때 70℃에 비해 170℃ 시효온도가 약 

93배 정도 빠르게 생성됨을 알 수 있다. 

Sn-3.0Ag-0.5Cu/Cu 계면에 형성된 IMC의 성장두께에 

한 기울기는 각각 0.0021, 0.0035, 0.0046으로 나타나 

70℃에 비해 170℃ 시효온도가 약 2배 정도 빠른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70℃와 같은 온에서는 

Sn-3.0Ag-0.5Cu가 Sn-40Pb보다 IMC의 생성속도가 약

간 빠른 것으로 보이며, 150, 170 ℃에서는 

Sn-3.0Ag-0.5Cu 보다 Sn-40Pb 솔더 합계면의 IMC

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 

IMC의 성장은 Sn-3.0Ag-0.5Cu가 약간 빠르며, 시효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속도는 Sn-40Pb 솔더가 빠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로부터 구한 직선의 기울

기로부터 다음 식(1)을 이용하여 Q 값을 구할 수 있다.

  
  


                         (1)

  IMC의 생성에 필요한 Q 값을 구하기 해서는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온도와 시간에 따른 형성두께를 측

정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IMC에서 고상상태의 성장은 

선형  는 포물선  성장 속도론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2). 선형  성장(linear growth)은 성장속도가 증가

하는 자리(site)에서 반응속도에 의해 제한 으로 반응

을 지배하며, 포물선  성장(parabolic growth)은 성장이 

반응계면에서 원자들의 체확산(volume diffusion)에 의해 

제한되며 확산지배(diffusion controlled) 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실험에 사용된 시효온도 70, 150, 170 ℃에 한 성장

속도상수(k) 값을 산출하여 ln(k2)을 구하 다. 이로부터 

ln(k2)과 1000/T(1/K)에 하여 구한 직선의 기울기가 

 

 값이 된다. 이 값을 얻기 한 그래 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래 로부터 Sn-40Pb 솔더의 경우 기울기

가 -18.865 이고, Sn-3.0Ag-0.5Cu는 -6.7765 임을 알 

수 있었고, 이 기울기 값으로부터 Q 값을 구하 다. 이

때 n 값에 한 가정이 요구된다. 일반 으로 고상상태 

하에서 솔더 합부의 IMC 성장은 속 간의 체확산 

반응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식(2)와 같이 되고,  이때 

n 값은 ½ 이 되는 단순 포물선의 방정식을 따르게 된다. 

   




                               (2)

 
  시간지수 함수 값을 나타내는 n은 속간의 고상확산 

반응일 경우 정상상태성장(state-steady growth)을 하기 

때문에 경험  실험에 의해 ½ 로 나타낼 수 있다. 단순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성장속도상수(k) 값을 구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이로부터 얻은 k를 식(1)의 

아 니우스 식에 입하여 최종 인 IMC 성장에 필요

한 활성화에 지 값을 구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

한 활성화에 지, Q 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Sn-40Pb/Cu 계면에 형성된 IMC 성장에 필요한 Q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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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57.34 kJ/mol로 산출되었고, Sn-3.0Ag- 0.5Cu/Cu 

계면의 IMC 생성에 필요한 Q 값은  56.52 kJ/mol 로 

나타났다. 그러나 Table 1에서 보듯이 70℃ 시효온도에

서는 n 값이 일부 높게 검산되었으며, 선형 계 계수값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 R2)이 유무연 솔더 모두에

서 0.8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회귀분석 추정 

값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150, 170 

℃ 에서는 n 값이 약 0.5, R2가 0.9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시효시간에 따른 IMC 성장이 고상간의 체

확산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단순포

물선 방정식과 선형  회귀분석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 값이 0.5 일 때 parabolic growth 

kinetics는 반응계면에서의 체확산에 의해 IMC 층의 성

장이 제한될 때 용된다. IMC 층이 성장함에 따라 이

미 형성된 IMC 층의 구성원소가 다른 반응 치에 도달

하기 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IMC 층을 통과하여야 함

으로 성장은 차 어려워진다. 150, 170 ℃에 비해 상

으로 70℃에서 R2 값이 작고, n 값이 0.5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시효처리  이미 형성된 IMC 층

의 두께에 한 측정오차와 리 로우 솔더링 직후 형성

된 Cu-Sn계 IMC 계면 면 과도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보이며, 한 IMC 형성에 있어 입계확산(grain 

boundary diffusion)의 향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체확

산과 일부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2). 유무연 

솔더 합계면의 Cu-Sn IMC 성장속도상수(k) 값은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고, 70℃를 제외한 150, 

170 ℃ 에서는 Sn-40Pb가 Sn-3.0Ag-0.5Cu 보다 각각 

2.3, 3.0 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는 Sn-40Pb/Cu와 Sn-3.0Ag-0.5Cu/Cu 솔더 

합부에 형성되는 IMC의 종류와 성장에 해 연구하

으며 시효조건에 따른 IMC 성장에 필요한 활성화에

지에 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n-40Pb/Cu와 Sn-3.0Ag-0.5Cu/Cu 합계면에서

는 Cu6Sn5의 IMC가 형성되었고, 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Cu6Sn5/Cu 계면에서 Cu3Sn이 형성되었다. 한 

Sn-3.0Ag-0.5Cu/Cu 합계면에 Cu6Sn5, Cu3Sn IMC 외에 

무연솔더 내부 미세조직에 침상 형태의 Ag3Sn이 형성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Sn-40Pb 유연솔더와 Sn-3.0Ag-0.5Cu 무연솔더 

합계면의 Cu-Sn계 IMC 형성에 필요한  활성화에

지는 각각 157.34, 56.52 kJ/mol로 계산되었으며, 이때 

성장속도상수(k) 값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고, 70℃를 제외한 150, 170℃ 에서는 Sn- 40Pb가 

Sn-3.0Ag-0.5Cu 보다 각각 2.3, 3.0 배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시간지수함수(n) 값의 검증으로부터 솔더 

합부에 형성되는 IMC의 성장이 체 으로 체확산 반응

에 의해 제어되는 것으로 단된다.

  3) Sn-40Pb/Cu와 Sn-3.0Ag-0.5Cu/Cu 합계면의 

IMC 형성  성장에 필요한 활성화에 지를 실험  방

법을 이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솔더 합부 수명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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