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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 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솔더링 공정은 모든 자 

제품 조립에 있어 가장 기본 인 합 기술로 자리 잡

고 있으며, 패키징 기술의 출 과 함께 솔더링의 용

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솔더링이란 융  450℃ 미만

의 용융된 솔더 (solder)를 모재 (피 합재)의 틈새에 

침투  퍼지게 하여 합하는 방법이다1). 솔더링은 

합기술의 일종이지만 비슷한 용융용 과 구별되는 

은 공정  모재는 용융되지 않고 솔더만 용융되어 

합이 이루어지며 솔더링된 모재와 솔더 사이에 속화

학  결합이 발생한다는 이다. 이러한 솔더링 기술은 

미래에도 자 부품 연결 분야에 있어서 필수 인 공정

으로 남을 것이다.

  솔더의 내구성과 신뢰성은 자 제품의 기능  수명

에 으로 요한 사항이므로, 견고한 합부를 얻

기 해서는 사용되는 솔더가 물리·화학  특성에서 최

화되어야 한다. 가정  산업용 자제품 분야와 마

찬가지로, 최근에는 자동차용 장품 분야에서도 무연

솔더 (Pb-free solder)의 용이 요구되고 있다2,3). 

자산업에서 Pb 함유 솔더의 사용 규제 이후, Pb가 함유

되지 않은 다양한 Sn계 무연 솔더가 개발되었는데, 를 

들면 Sn-Ag계 ( 표 솔더 Sn-3.5%Ag, 융  221℃), 

Sn-Cu계 (Sn-0.7%Cu, 융  227℃), Sn-Ni계 (Sn- 

0.1%Ni, 융  231℃), Sn-Zn계 (Sn-9%Zn, 융  198℃), 

Sn-Bi계 (Sn-58%Bi, 융  139℃), Sn-Ag-Cu계(Sn- 

3%Ag-0.5Cu, 융  217℃), Sn-In계 (Sn-52%In, 융

 118℃)등의 솔더들이 있다4-13). 한, 솔더의 성능

을 향상시키기 해 최근에는 강화재료, 미량의 첨가원

소, 고분자 등을 첨가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들

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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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품의 서블(flexible), 웨어러블(wearable)

화로 인하여 자 제품에 사용되는 연성 기 의 내열성 

하로 솔더링 후 열변형  열손상이 발생되기 쉬워지

고 있다. 한 자부품의 모듈화, 형화로 Si칩과 기

과의 열팽창 계수 차이로 인해 높은 온도로 가열될수

록 이로 인한 자부품의 열변형이 증가되고 합불량

이 빈발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Sn-58%Bi계나 Sn-52%In계와 같은 합온도가 낮은 

융  솔더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11). 

 따라서 본 에서는, 온 솔더 특히 Sn-58%Bi계 

솔더를 심으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2. Sn-Bi계 솔더의 융 과 젖음성

  융  솔더인 Sn-Bi계는 그 용도에 맞게 낮은 융

을 가져야 한다. 합 원소에 따라 다양한 융 과 솔더

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첨가 원소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 양호한 솔더링을 해서 솔더는 피 합재 

속 표면에 최 의 퍼짐성과 젖음특성을 보여야 한다. 

즉, 퍼짐성과 젖음성은 솔더링 시 작업성 확보를 한 

기본  요구 조건이다.

  Sn58Bi 공정 솔더의 융 에 미치는 Ag, RE 첨가 

원소의 향은 Table 1에 보인 바와 같다. 공정 조성

인 Sn58Bi의 융 은 평형상태도 등에서 통상 138.

5℃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융 은 Sn58Bi 합 의 

가열 속도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Table 

1에서 보듯이, Sn58Bi는 136.1℃ (고상온도) ~ 

139.1℃ (액상온도)의 용융 범 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

기도 한다. Sn58Bi 합 에 1% 이내의 Ag를 가하여 

솔더의 취성을 개선시키고, 융 을 하시키기도 한다. 

0.5wt% Ag의 첨가로 융 이 1℃ 이하로 감소되어, 

135.7℃ (고상온도) ~ 138.2℃ (액상온도)의 용융 범

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이 게 공정온도가 범 로서 표기되는 이유는 순수 

공정 조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Sn58Bi는 순수 공정 

조성이면 하나의 융  온도로 나타나야 하지만 실

으로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Sn58Bi는 순수 공정 조성

이 아니고 불순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상온도  액

상온도로 나 어진다. 한 Sn-Bi 공정 조성은 연구자

에 따라 다른 조성도 보고되어진다. 를 들어, 미국의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 

nology)에서는 Sn-56.97wt%Bi 조성을 공정 조성으

로 보고했고33), 어떤 연구자들은 Sn-57wt%Bi를 공

정 조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34).

  Sn58Bi 공정 솔더의 융 에 미치는 Ag, In, Ag-In 복

합 첨가의 향도 Table 1에 나타내었다. In은 통상 

Sn58Bi 공정 솔더의 연성 개선  융  하제로 첨가

된다. 3% In의 첨가로 119.9℃ (고상온도) ~ 140.5℃ 

Solder Solidus(˚C) Liquidus (˚C) Mushy zone Ref.

Sn-58%Bi 136.1 139.1 3 14

Sn-58%Bi 139.3 147.6 8.3 15

Sn-58%Bi 139.4 148.0 8.6 16

Sn-58%Bi-0.5Ag 135.7 138.2 2.5 14

Sn-58%Bi-0.1Ag 136.2 139.7 3.5 14

Sn-58%Bi-0.5Ag-0.1RE 136.6 139.1 2.5 14

Sn-58%Bi-3.0wt%In 119.9 140.5 20.6 15

Sn-58%Bi-4.0wt%Ag 138.1 145.5 7.4 15

Sn-58%Bi-3In4Ag 116.9 138.1 21.2 15

Sn-52Bi-1.8Sb 140.6 152.0 11.4 16

Sn-44Bi-1.8Sb 141.9 180.5 38.6 16

Sn-48Bi-1.0Sb 140.6 168.7 28.1 16

Sn-48Bi-1.4Sb 141.2 170.4 29.2 16

Sn-48Bi-1.8Sb 140.9 172.7 31.8 16

Sn-48Bi-2.0Sb 142.3 169.7 27.4 16

Sn-48Bi-2.4Sb 142.8 169.3 26.5 16

Sn-48Bi-2.8Sb 143.6 168.4 24.8 16

Table 1 Melting temperatures of Sn-Bi-X solders (all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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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온도)의 용융 범  (융  피크온도, 133.7℃)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Sn-58Bi+4%Ag의 융 은 1℃ 

이내로 강하됨을 알 수 있다. Sn58Bi+3%In-4%Ag 

복합 첨가는 116.9℃ (고상온도) ~ 134.1℃ (액상온도)의 

용융 범  (융  피크온도, 138.1℃)로 보고되었다15). 

  한편, Sn에 Sb를 첨가하면 융 이 증가하는데 이때 

포정 (peritectic, Sn-6.2wt%Sb) 온도는 243℃로서 

Sn의 융  232℃에 비해 약 11℃ 높다. Sn-Bi 솔더

에 Sb를 첨가하고 Bi가 감소되면 융 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6). 를 들어 Sn-52wt%Bi-1.8Sb의 

경우 Sn-58%Bi에 비해 고상온도가 약 4.6℃ 정도 증

가한다. 그러나 이는 Bi의 함량도 6%나 감소되었기에 

순수한 Sb의 향이라고 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Sn- 

48wt%Bi 솔더에 Sb를 1%에서 2.8%까지 첨가하면 

Table 1로부터 융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Xu 등17)은 Sn-50Bi-(1~5)wt%Cu solder에 해 

융   퍼짐(spreading) 특성에 하여 보고하 다. 

Sn-50Bi-5wt%Cu는 약 155℃의 융 을 나타내었으

며, 4~1%Cu로 Cu 함량이 감소됨에 따라 융 은 약 

1~2℃ 정도 감소되었다. Bi  Cu 함량을 모두 변화시

키는 경우, Sn-Bi-Cu계 솔더의 퍼진 면  (spreading 

area)은 Bi 함량 증가에 따라서 증가되고 최  Bi 함

량 이후에는 감소되는데 최  퍼진 면 을 보이는 최  

함량은 Sn-17%Bi-0.5%Cu라고 보고하 다. 

  Sn-38Bi-1.5Sb-0.7Ag 솔더는 Sn58Bi 솔더보다 

더 우수한 젖음성과 젖음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를 들어 수계 럭스를 사용한 경우 

160℃에서 Sn58Bi 솔더의 웨  시  시간 (to, zero 

cross time)은 약 1.2  내외이지만, Sn-38Bi-1.5Sb- 

0.7Ag 솔더는 약 0.8  내외로 Sn58Bi의 2/3에 불

과하다. 일반 으로 무연 솔더의 경우  시간은 1.2

 이내를 요구하지만 양호한 상업화 솔더는 많은 경우 

1.0  이내를 보이고 있다. 수계 럭스를 사용한 160℃

의 조건에서 최  젖음력은 Sn58Bi와 Sn-38Bi-1.5Sb- 

0.7Ag 솔더 모두 약 0.6mN으로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통 원활한 솔더링을 해서는 ① 

용융 솔더가 모재 속 표면을 시며 퍼져나가는 젖음

(wetting)성이 좋아야 하고, ② 마주보는 두 모재 

속 사이(부품과 리드의 틈새)에 용융 솔더가 빨려 들어

가는 모세  상이 잘 일어나야 하며 ③ 솔더와 모재 

속 표면의 상호 원자간 이동인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

야하는 것 등 여러 조건이 우수해야 한다19).

3. Sn-Bi 솔더의 미세 조직 

  Sn58Bi 공정 솔더는 Fig. 1에서 보는 것처럼 연성

을 갖는 어두운 색의 β-Sn상과 밝은 색의 취성을 갖는 

Bi상이 혼재하여 존재한다. 두 상은 형 인 층상형 

(lamellar) 공정 조직을 가지며 β-Sn상과 Bi상이 교

로 나타난다. 솔더의 합 원소들이 Sn58Bi 미세조

직에 많은 향을 미치는데, 1% Cu의 첨가는 Sn58Bi 

솔더의 결정립을 미세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Sakuyama 등21)에 의하면 0.5wt%의 Sb의 첨가는 

Sn-58%Bi 솔더의 결정립의 크기를 50% 정도로 미세

화시키며, 0.5wt% Zn 의 첨가는 Sn58Bi 솔더의 결

정립을 조 화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Mokhtari 

등22)은 0.5wt% In, 0.5wt% Ni을 Sn58Bi에 첨가하

여 미세조직  인장 강도를 조사하 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Sn58Bi에 0.5wt% In을 첨가한 경우, 

솔더 벌크 내의 과도한 취성의 Bi상의 성장을 억제하며 

0.5wt% Ni을 첨가한 Sn58Bi 솔더는 공정조직에 

Ni3Sn4 IMC를 나타내고, 일부 물고기  (fishbone) 

같은 형태의 규칙  공정 역을 보이기도 한다. Ni을 

첨가한 경우도 Sn58Bi에 비해서 Bi상의 크기가 감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Sn58Bi 솔더에 Sb, In, Ni, Ag

를 0.5wt% 첨가 혹은 Cu 0.5, 1.0wt%를 첨가함으로

서 결정립이 미세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0.5wt% 

Zn의 첨가는 오히려 Sn58Bi 솔더의 결정립을 조 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 원인은 아직

까지 명확히 밝 져 있지 않다.

  한편, Sn58Bi 솔더에 나노 분말을 정량 첨가한 경우

에도 솔더 결정립이 미세화 된다23-24). 미세한 나노 분

말이 첨가된 솔더에서 나노 입자는 솔더 기지 내에서 

핵생성 사이트의 역할을 한다. 이는 솔더 응고 시 많은 

고체 핵생성이 일어나게 하여 종제로 작용함으로서 

솔더 조직의 상(phase)이 미세화가 되도록 한다. 

  나노입자가 솔더 기지의 상(phase) 미세화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조사하기 해 많은 연구자들이 

Fig. 1 Microstructure of Sn58Bi solder (photo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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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pro-eutectic) 조직의 상(phase)의 크기를 측정하

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A. Gain 등23)은 Sn-Bi-Ag 

솔더에 Ni 나노 입자를 첨가한 결과 나노입자로 강화

된 솔더에서 β-Sn 역  Ag3Sn이 미세화된 것을 

확인하 다. 미세화 된 이유로 유력한 것은 나노 Ni 

입자가 Sn과 반응하여 Sn-Ni IMC를 형성하고, 이러

한 IMC 입자가 응고 시 고체 핵생성 사이트로 작용하

여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불어 속입자의 첨가가 과냉도를 여서 IMC 성장 

억제  조직을 미세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 

Shen 등24)도 Sn-Bi에 Cu 나노 입자를 첨가하는 연

구를 진행하여 나노 입자들은 입계를 고정하거나 구속

하는 작용을 하며, 나노입자 첨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솔더의 상(phase)의 크기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

  이 게 상(phase)가 미세화되면 아래 (eq.1)의 Hall- 

Petch 식에 따라 솔더 기지의 강도가 증가한다25).

  ∆        (1)

    : constant according to the material

    : phase size of the solder matrix

4. 합계면의 속간 화합물
 

  솔더링  용융된 솔더는 기 의 속 패드나 비아홀

과 자부품의 리드, 속 극부 사이의 틈새에 침투

하여 합부의 계면에 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면서 

합을 이룬다. 모재 속의 표면에 솔더가 퍼지면서

(wetting) 모재와 솔더 사이 원자간 이동이 발생하고, 

이동한 원자간 결합으로 속간 화합물이 생성되며, 용

융 솔더의 응고가 진행되면서 합이 완료된다26). 이러

한 계면의 IMC는 솔더링부의 기계  강도와 수명에 

지 한 향을 미친다.

  한 로, Sn-58%Bi 솔더에 0.5wt% In을 첨가하

면 솔더와 기 의 Cu 계면에 과도한 Cu6Sn5 IMC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22). 0.5wt% Ni를 첨가하는 경우

에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23). A. Gain 등23)은 Cu 기

에 Sn-35%Bi-1%Ag-0.5%Ni를 솔더링한 후 200℃

에서 30min 유지시켰다. 그 결과 Sn-35%Bi-1%Ag- 

0.5%Ni과 Cu와의 계면에서 (Cu6Sn5 + Cu3Sn) IMC 

층의 두께는 약 3 ㎛, Sn-35%Bi-1%Ag는 약 4.8 ㎛로 

Sn-35%Bi-1%Ag-0.5%Ni 솔더가 Sn-35%Bi-1%Ag 

솔더보다 IMC 층 두께가 감소했다. 한, 동일조건에

서 IMC의 성장 속도는 Sn-35%Bi-1%Ag-0.5%Ni가 

Sn-35%Bi-1%Ag에 비해 약 36.4 % 감소했으며, 

200℃에서 5분 유지한 경우에는 약 17.9 % 감소했음

을 보고하 다. 아울러, 합 온도  합 온도에서의 

유지 시간 증가에 따라 Cu와의 계면에서 IMC의 두께

가 증가함을 보고하 다.

  Shin 등27) 은 Sn58Bi 솔더 페이스트와 ENIG 표

면 처리된 기  합부의 시효시간에 따른 계면의 IMC 

성장  합 강도에 하여 보고하 다. 이들은 Cu 층 

에 ENIG로 Ni-P 층을 5 ㎛, Au 층을 0.15 ㎛ 무

해 도 하여, 속간 화합물 층 두께를 125℃의 온도

에서 등온 시효 열처리 시간에 따라 측정하 다 (Fig. 2 

참조). 속간 화합물 (IMC) 층의 두께는 열처리 에

는 약 1.8 ㎛를 나타내었으며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차 증가하여, 1000 시간 등온 시효 처리 이후에

는 약 4 ㎛ 두께까지 성장하 다.

  계면에서의 IMC 두께 성장은 아래 그림과 같은 실

험식(eq. 2)으로 주어진다.

     (2)

단, X는 체 IMC 두께, X0는 기 IMC 두께, t는 시

간, D는 IMC 층의 확산 계수이다.

  Y.Kim 등28)은 Sn58Bi 솔더의 기 측 Cu 패드의 

표면처리에 따른 IMC 형상 변화에 해 보고하 다. 

Fig. 3은 85℃/85RH% 조건에서 1000시간까지 시효

처리 (aging)한 후, 솔더를 모두 에칭해 제거하고 Cu 

패드부측 합 계면을 에서 내려다본 형상이다. OSP 

(organic solder preservative) 표면처리의 경우 구상

의 미립자상의 Cu-Sn IMC (Cu6Sn5)가 형성되었으

며, 1000시간 시효 후에도 구상의 Cu6Sn5 미립자의 

크기는 큰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반면 ENEPIG 처

리의 경우 합 기에 조 한 막 상의 Ni3Sn4 IMC가 

형성되었으며, 1000시간 시효 후에는 (Ni,Pd)3(Sn,Bi)4 

IMC로 막 상이 약간 더 성장되고, 표면에 미세한 요철

이 찰되었다. ENIG 처리의 경우 다각형상의 Ni3Sn4 

IMC 가 형성되었으며, 85℃에서 1000시간 시효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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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u,Ni)(Sn,Bi)4 IMC가 약간 성장되었음을 보고

하 다. 

5. 기계  강도

  Mokhtari 등22)은 0.5wt% Ni  0.5wt% In 첨

가로 Sn-58%Bi 솔더 합부의 단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 다. 한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0.5wt% Ni을 첨가한 경우, Ni3Sn4 IMC의 솔더 내 

형성으로 인해 Sn-58%Bi 연신율이 감소하 다. 반면 

0.5wt% In을 첨가한 경우, 딤 이 찰되는 연성 

면을 나타냄을 보고하 다. 특히 In을 첨가한 경우 가

장 큰 연신율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시효된 Sn58Bi 솔더 합부의 괴는 IMC

를 따라 일어나는 것을 찰하 으며 0.5In  0.5Ni

을 첨가한 Sn58Bi 솔더 합부의 괴는 솔더/Cu 계

면 IMC의 성장 억제로 솔더 내부 괴를 일으킴을 확

인하 다. 한 Zn을 첨가하면 새로운 CuZn2상을 형

성하고 Ni 코  탄소 나노 튜 로 보강하면 인장강도와 

연성이 향상되는 등 미세한 나노입자가 상(phase)  

속화합물 미세화에 향을 주며, 이로 인해 솔더의 

열 ·기계  특성, 미세경도, 크리  항성 등이 향상

됨이 보고되었다30,31).

  Wang 등18)은 Sn-38%Bi-1.5Sb-0.7Ag 벌크 솔더

가 Sn58Bi 솔더에 비해 더 높은 강도를 가지며, 연신

율은 유사함을 보고하 다 한, 솔더 볼 단 시험을 

통해 Sn-38Bi-1.5Sb-0.7Ag 솔더가 Sn58Bi 솔더에 

비해 125℃에서 40일까지 등온 시효 후 더 높은 단 

강도를 가짐을 확인하 다.

  Shimokawa 등29)은 Sn-57wt%Bi-1wt%Ag 솔더

의 고온 강도를 평가하 는데, 100℃ 이하의 온도에서 

Sn57Bi1Ag는 Sn37Pb에 비해 매우 우수한 크립 강

도를 나타내었다. 한 0~90℃ 범 에서 1000 열사

이클 특성 시험 결과, Sn37Pb에 비하여 발생한 균열 

길이가 더 짧았다.

  L. Shen 등24)은 Cu  Ni 나노 입자를 첨가하여 나

노 입자 증가에 따라 Sn58Bi 의 크립 항성이 증가

함을 확인하 으며, 실험 결과 3wt% Cu와 1wt% Ni

이 Sn58Bi 솔더의 크립 항성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편, K.Kim 등32)은 SAC305, Sn58Bi, Sn58Bi 

epoxy solder 3종류의 솔더에 따른 단력을 보고하

다 (Fig. 4 참조).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SAC305, 

Sn58%Bi 그리고 에폭시 Sn58Bi솔더의 단력은 각

각 2.15N, 2.73N  4.88N의 값을 가졌다. 이때 에

폭시 Sn58Bi 솔더의 단력이 매우 높은 것은 솔더 

주 에 형성된 에폭시 필렛이 솔더 볼을 지지해주기 때

문이라고 보고하 다. 이들은 SAC305, Sn58Bi, 에

폭시 Sn58Bi 솔더에 해 낙하 시험을 실시하 는데 

그 결과 SAC305, Sn58Bi, 에폭시 Sn58Bi의 낙하충

격횟수는 각각 95회, 3회, 185회의 값을 가졌다. 따라

서 낙하충격횟수는 단 괴에 지 경향과 일치함을 

밝혔다. 에폭시 강화 솔더를 사용한 OSP 처리 기 이 

ENIG와 ENEPIG 처리 기 에 비해 괴 시까지 가

장 많은 낙하 횟수를 기록하 다. 한, Y.Kim 등28)은 

SAC305, Sn58Bi, 에폭시 Sn58Bi 솔더에 해 기

의 Cu 패드 표면처리  85℃에서 시효시간에 따른 단

시험을 실시하 다 (Fig. 5 참조). 이들에 의하면 Sn58Bi, 

에폭시 Sn58Bi 솔더 모두 단강도는 OSP > ENIG 

≒ ENEPIG 순서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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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최근 자부품의 서블 기 의 증가  형화로 

인한 열변형 방지를 하여 온 솔더에 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온 솔더의 표격인 Sn58Bi계의 강도, 

융 , 연성 개선 등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재는 Sn58Bi에 In  Ag 

첨가를 통하여 Sn58Bi의 융  강하 효과를 거두고 있

다. 기존 Sn58Bi 무연 솔더에서 조 한 Bi로 인해 발

생하는 단 인 취성을 개선하고 연성  인성을 향상시

켜 취성 괴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Cu, 

Ni 등 다양한 원소를 소량 첨가하여 Bi  β-Sn 상을 

미세화하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한 이

들 첨가 원소들은 합 계면의 속간 화합물 (IMC) 

성장을 억제하여 취성인 IMC를 따라 괴되는 정도를 

이고, 연성인 솔더를 통해 괴되는 경향을 증가시키

는 바람직한 상을 유도한다. 아울러, 기  표면의 표면

처리에 따른 IMC 형상 변화도 연구되고 있는데 OSP 

 ENIG가 ENEPIG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한 에폭시 강화 Sn58Bi 솔더를 사용함으로써 

단강도  낙하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도 있다. 이처럼 Sn58Bi 솔더에 한 다양한 개선 노

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큰 연성과 인성, 낙하, 휨 

특성 등이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도 Sn-Bi 온 솔더

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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