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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composition

Melting point

(℃)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aon

(%)
Cost

Sn-37Pb 183 34 91 100

Sn-0.7Cu 227 29 52 142

Sn-3.5Ag 221 40 45 375

Sn-3.0Ag-

0.5Cu
216~221 40 40 351

Sn-9Zn 199 49 58 134

Table 1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representative lead and lead-free sold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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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n-Zn binary phase diagram

1. 서    론

대표적인 무연솔더인 Sn-Ag-Cu 합금의 융점(216～

225℃)은 기존 유연솔더인 Sn-Pb 공정합금의 융점

(183℃)에 비해서 약 30℃이상 높기 때문에, 각종 부

품 및 기판의 내열성 향상과 접합 프로세스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세스 변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Sn-Pb 공정솔더와 비슷한 저융점의 고신

뢰성 무연솔더재료 확보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Sn-Zn 공정합금은 융점(199℃)이 

기존의 Sn-Pb 공정합금과 유사하여 기존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Sn-Zn 합금계는 높은 강도와 크리프 특성 및 내열피로

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이다.

하지만, 산소와의 반응성(reactivity)이 뛰어나고 기

판과의 젖음성(wettability)이 불량하기 때문에 상용화하

는데 제한을 받아왔다. 현재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분위기 제어기술(vacuum, gas purging, partial

oxygen pressure, etc.) 및 플럭스(flux) 개발등의 대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Sn-Zn 공정합금 및 업계에 널

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무연솔더의 조성/특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한편, Sn-Zn 공정솔더의 젖음성 향상 및 계면 신뢰

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 3 원소(Ag, Al, Bi, In, Ga,

etc.)의 첨가등을 통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3-16). 특히, 젖음성 향상 및 저융점을 실현하기 위해 

Bi 첨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Sn-Zn 공

정합금에 Bi의 첨가는 합금의 액상선 온도(liquidus

temperature)를 점차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Sn-

8Zn-6Bi 합금의 액상선은 194 ℃까지 감소됨이 보고

되고 있다11). 그러나, Sn-Zn 공정합금에 Bi 첨가는 

젖음성 향상 및 저융점 실현은 가능하나 고온․고습하

에서 Sn-Zn 공정합금에 비해 산화가 가속화됨이 보고

되고 있다17,18). 본고에서는 Sn-Zn 공정합금의 특성 

및 Sn-Zn 공정합금에 제 3 원소(Bi, Ag, Cu) 첨가에 

따른 조직학적/열적/기계적/계면 특성에 대해 기술하

였다.

특히, Sn-Zn-Bi 합금의 고온․고습하에서의 산화거

동 및 Sn-Zn 합금의 내산화성 확보를 위한 Ag 및 Cu

등의 제 3 원소 첨가에 따른 내산화성 개선에 대한 연

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2.1 Sn-Zn 공정 합금

Fig. 1의 상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Sn-Zn 합금은 

기 술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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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lattice unit cell of (a) Zn and (b) ZnO

(Wurtzite-type)

Table 2 The crystallographic data of Zn and ZnO phases

Crystallographic data Zn ZnO

Density (g/cm3) 7.14 5.66

System hcp hcp

Space group P63/mmc (194) P63mc (186)

a axis (m) 2.67×10-10 3.25×10-10

c axis (m) 4.95×10
-10

5.21×10
-10

Latttice unit volume (m3) 3.04×10-29 4.77×10-29

JCPDS card No. 87-0713 80-0075

Sn-8.8wt%Zn (Sn-15at%Zn)의 공정조성(eutectic

composition)을 가지고 있으며, 합금의 금속 원소는 

서로 거의 고용되지 않는다. 이 합금은 199℃의 낮은 

융점을 가지고 있으며, 금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을 형성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 2는 Sn-Zn 공정합금의 미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합금계의 미세구조는 침상(needle-like shape)

의 α-Zn 이 β-Sn 상 매트릭스(matrix) 내에 미세하

게 분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합금의 미세

구조는 Sn-Ag계 합금에 비해 높은 초기 강도 및 연성

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합금계는 Zn 원소의 산소와의 고활성력에 

의한 산화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Fig. 3의 엘링감 도

표(Ellingham diagram)를 보면, 각 원소와 산소(O2)

1 mole과의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ZnO 가 다른 

산화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깁스 자유 에너지

(Gibbs free energy)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고온․고습(85℃/85%RH, 1000h) 하에

서의 Sn-9Zn 의 산화특성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산화

에 의한 열화가 두드러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Zn 원소의 특성은 Sn-Zn 합금의 내산화성을 

저하시키며, 산화물(ZnO) 형성에 의한 부피 팽창(volume

expansion)을 동반하여, Sn/Zn 계면에서 crack이 발

생하게 된다. 결정구조학적 측면에서 보면, Zn 과 ZnO

는 동일 육방최밀충진구조(HCP: Hexagonal Close-

Packed structure)를 가지지만, ZnO 는 Zn 격자 사

이에 O 가 위치하는 Wurtzite 구조를 가지므로, 상대

적으로 Zn 에 비해서 부피가 커지게 된다. 부피분율

(volume fraction)측면에서 ZnO 는 Zn 에 비해 약 50%

이상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 결정학적 특징을 Fig.

5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Sn-Zn 공정합금은 낮은 융점과 높은 강도등의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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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EBSD analysis of Sn-8Zn-1Bi alloy under 85℃

/85%RH for 1000h: (a) SEM image, (b) grain

map of Sn and (c) grain map of ZnO
18)

(a)

(b)

(c)

Fig. 7 Schematic diagrams of oxidation of Sn-Zn alloys.

(a) ZnO formed on the Sn grain boundaries

near free surface causes crack to occur, (b)

water vapor and oxygen come into alloys along

cracks and Zn diffuses to cracks forming ZnO,

(c) ZnO along cracks accumulates and causes

new cracks to occur18)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화문제로 

인해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2 Sn-Zn-Bi계 합금

한편, Sn-Zn 공정합금의 융점저하 및 젖음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Sn-Zn 공정

합금에 Bi 첨가를 통해 Cu pad와의 젖음성을 향상시

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Sn-Zn-Bi 합금은 Sn-8wt%Zn-3wt%Bi (Sn-

13.8at%Zn-1.6at%Bi)조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융점은 197℃로, 현행 Sn-37Pb 공정 솔더의 융점

(183℃)에 근접한다. Sn-Zn 공정합금에 Bi 첨가는 합

금의 고용강화(solid solution strengthening) 특성

에 의해 기계적 강도(mechanical strength)는 증가하

나 인성(toughness)은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적정이상의 Bi의 첨가는 Bi의 석출(precipi-

tation)을 야기하여 합금의 취성(brittleness)을 증가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합금특성으로 인해 업계에

서는 Sn-Zn 공정합금에 Bi 3wt%까지만 첨가해서 사

용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한다.

업계 사용실적으로는 일본의 NEC사가 1999년 10

월에 Sn-8Zn-3Bi 솔더합금을 이용하여 Au/Ni 플래

시 코팅(flash coating) 표면처리 위에 플럭스 개선 

및 분위기 제어(N2 gas)를 통해 무연화한 노트북을 출

시하였다. 발매 당초에는 한 기종에만 적용되었지만,

2005년 초에는 모든 노트북에 Sn-Zn-Bi 계 솔더를 

확대 적용하였다20)
. 그러나, Sn-Zn-Bi 계 솔더는 특

정 표면처리에서의 사용제약 및 고신뢰성 제품 적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최근 다수의 Sn-Zn-Bi 3원계 

합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고온․고습하에서의 신

뢰성 결과는 Sn-Zn 공정합금에 비해 산화문제가 심각

함이 보고되고 있다13,18)
.

Sn-Zn-Bi 합금의 산화 메커니즘은 Jiang 등의 연구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다18)
. Fig. 6은 

산화 경로(oxidation channel)를 찾기 위해 85℃

/85%RH 조건에서 1000h 후의 Sn-8Zn-1Bi 합금 

단면을 전자후방산란회절(EBSD: Electron Back-

Scattering Diffraction)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많은 양의 Zn 이 Sn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로 

확산하여 합금 내부로 산화가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다.

Fig. 7은 Sn-Zn 공정합금의 고온고습하에서 산화과정

을 도식화한 것으로, 초기 합금 표면의 Zn 이 Sn 결정

립계를 통해서 산화가 발생한다. Zn 은 Sn 결정립계를 

따라서 O와 반응하여 합금 내부로 이동하게 되며,

ZnO 의 부피팽창에 의해 crack이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crack은 Zn 과 O와 반응을 용이하게 해 주고,

Sn grain내에 있는 Zn 상들이 O와 반응하기 위해 Sn

결정립계쪽으로 확산하여 Sn grain 내는 Zn 공핍 (Zn

depletion)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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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hematic diagrams of Zn oxidation contro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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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icrostructure of alloys: (a) Sn-9Zn-1Ag, (b)

Sn-9Zn-2Ag, (c) Sn-9Zn-4Ag, (d) Sn-

9Zn-1Cu, (e) Sn-9Zn-2Cu and (f) Sn-

9Zn-4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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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attice parameters of Sn matrix of Sn-Zn alloys

with different Bi content
18)

서 산화가 내부까지 침투하게 된다.

한편, Sn-Zn 공정합금에 Bi 첨가는 Sn 에 Bi 가 고

용됨으로써, Sn 결정격자의 변형을 유발한다. Fig. 8

과 같이, Bi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Sn 결정격자 변

형은 커지게 된다. 즉, Bi 첨가량의 증가는 Sn 의 변

형 에너지(strain energy) 를 증가시키고, 결국 Sn

결정립계 사이로 Zn 의 산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Sn-Zn-Bi 합금이 Sn-Zn 공정

합금에 비해 내산화 특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Sn-Zn-Bi계 솔더의 여러 가지 단점들은 

고신뢰성 저온용 무연솔더 재료로써의 사용을 제한시

킨다.

2.3 Sn-Zn-Ag계 및 Sn-Zn-Cu계 합금

Sn-Zn 공정합금의 실용화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개

념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1)
. Sn-Zn 공정합금내 산소

와의 반응성이 뛰어난 Zn 을 금속간화합물화(Inter-

metallization) 시킴으로써, 내산화성을 향상시키는 방

법이다. Zn 과 반응성이 뛰어난 최적의 Ag, Cu 를 첨

가하여 Ag-Zn 및 Cu-Zn 을 형성시켜 Zn 과 O 의 반

응을 억제시킨다. 새로운 합금개발의 개념을 Fig. 9에 

도식화 하였다.

2.3.1 조직학적 특성

Fig. 10은 Sn-9wt%Zn 에 Ag 및 Cu의 첨가량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g 와 Cu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금속간화합물 형성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α-Zn 상은 적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합금계에서 생성되는 금속간화합물은 Fig. 11의 전자

현미분석(EPMA: Electron Probe Micro Analysis)

을 통해 Ag-Zn 및 Cu-Zn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2에는 Ag 및 Cu 첨가량 증가에 따라 형성되

는 금속간화합물 상변화를 나타내었다. Sn-9Zn 합금에 

Ag 1~2wt% 첨가한 경우, ε-AgZn3 상과 γ-Ag5Zn8

상이 생성되었다. Ag 4wt% 첨가한 경우, ε-AgZn3, γ

- Ag5Zn8 상 이외에도 β-AgZn 상이 관찰되었다. 한

편, Sn-9Zn 합금에 Cu가 첨가된 경우, Cu 첨가량에 

상관없이 ε-CuZn5 상과 γ-Cu5Zn8 상이 생성되었다.

첨가된 Ag 와 Cu는 Zn 과 우선적으로 반응해서 금속

간화합물을 형성함을 확인 할 수 있다.

2.3.2 열적 특성

각 합금의 융점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Ag 및 Cu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각 합금의 융점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Sn-Zn-Ag 합금의 경우, 융점범위

가 206 ~ 219℃, Sn-Zn-Cu 합금의 경우, 211 ~

224℃임을 알 수 있다. Sn-Zn 공정합금에 비해 다소 

융점이 높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합금인 Sn-

Ag-Cu 융점과 비교하면 동등 또는 낮은 융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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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PMA element mapping analysis of alloy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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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X-ray diffraction of alloys: (a) Sn-9Zn-Ag and

(b) Sn-9Zn-Cu

Table 3 Melting point of each alloy

Solder type Alloy composition Melting point (℃)

SZA

Sn-9Zn-1Ag 206

Sn-9Zn-2Ag 212

Sn-9Zn-4Ag 219

SZC

Sn-9Zn-1Cu 211

Sn-9Zn-2Cu 214

Sn-9Zn-4Cu 224

므로, 범용적 융점을 가지는 합금계라고 할 수 있다.

2.3.3 기계적 특성

각 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Fig. 13에 표시하였다. 최

대인장강도 (UTS: Ultimate tensile strength)를 

Sn-Zn 공정합금과 비교해 보면, Sn-Zn-Ag 합금은 

Ag 1, 2wt% 첨가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최대인

장강도 값을 나타내지만, Ag 4wt% 첨가에서는 동등한 

값을 보여준다. Sn-Zn-Cu 합금은 Cu 1wt% 첨가에

서는 낮은 값을 보이다가, Cu 2wt% 첨가부터 Sn-Zn

공정합금과 동등한 값을 보여준다. 연성(elongation)

은 Ag, Cu 2wt% 첨가까지 동등한 값을 보이다가 Ag

4wt%에서는 오히려 높은 연성값을 나타내는 반면, Cu

4wt%에서는 연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 합금계에서 형성되는 금속간 

화합물의 특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사려된다. Ag 4w%

첨가는 유연한 β(beta), ε(upsilon) 상의 형성으로 인

해 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Cu 4wt%에서

의 연성저하는 상대적으로 경한 γ(gamma)상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Sn-9Zn-4Ag 합금조성이 솔더

합금으로써 가장 좋은 기계적 특성을 보여준다.

각 금속원소 및 금속간화합물의 비커스 경도(Vickers

hardness)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2.3.4 내산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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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nsile properties of alloys as a addition of Ag

and Cu: (a) ultimate tensile strength and (b)

elongation

Table 4 The theoretical density and Vickers hardness of

each phase
22-24)

Theoretical density

(g/cm3)

Hardness Hv

(MPa)

Zn 7.14 30

Ag 10.50 95

Cu 8.96 369

ζ-AgZn 9.09 102∼266

γ-Ag5Zn8 8.66 450

ε-AgZn3 8.26 132∼174

(a)

(b)

(c)

(d)

(e)

(f)

Sn-9Zn Sn-8Zn-3Bi

Fig. 14 Cross-section microstructure of alloys after 85℃

/85%RH for 1000h exposure: (a) Sn- 9Zn-1Ag,

(b) Sn-9Zn-2Ag, (c) Sn-9Zn-4Ag, (d)

Sn-9Zn-1Cu, (e) Sn-9Zn-2Cu and (f)

Sn-9Zn-4Cu

Table 5 Phase transformation after 85℃/85%RH for

1000h and each IMC lattice unit volume

Alloys Oxidation
IMCs

(As cast)

IMCs

(85℃/85%RH

for 1000h)

Latttice unit

volume (m3)

Sn-9Zn-1Ag ×
γ-Ag5Zn8
ε-AgZn3

γ-Ag5Zn8
ε-AgZn3

8.15×10-28

3.05×10-29

Sn-9Zn-2Ag O(10um)
γ-Ag5Zn8
ε-AgZn3

γ-Ag5Zn8
ε-AgZn3

-

-

Sn-9Zn-4Ag ×

γ-Ag5Zn8
ε-AgZn3
β'-AgZn

-

ε-AgZn3
-

-

-

3.14×10-29

Sn-9Zn-1Cu ×
γ-Cu5Zn8
ε-CuZn5

γ-Cu5Zn8
ε-CuZn5

7.00×10-28

2.78×10-29

Sn-9Zn-2Cu ×
γ-Cu5Zn8
ε-CuZn5

γ-Cu5Zn8
ε-CuZn5

-

-

Sn-9Zn-4Cu O(30um)
γ-Cu5Zn8
ε-CuZn5

γ-Cu5Zn8
-

-

-

다음은 각 합금의 고온․고습하 (85℃/85%RH,

1000h)에서의 내산화 특성을 Fig. 14에 나타내었다.

Sn-Zn-Ag 합금계에서는 Ag 를 2wt% 첨가한 경우,

표면에서 약 10㎛ 깊이까지 합금내부로 산화가 진행됨

을 보여준다. Sn-Zn-Cu 합금계에서는 Cu를 4wt%

첨가한 경우, 약 30㎛ 깊이까지 산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반면, Sn-Zn 공정합금은 70㎛, Sn-8Zn-3Bi

합금은 130㎛까지 산화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n-9Zn-2Ag 및 Sn-9Zn-4Cu 합금을 제외한 

합금조성에서는 산화된 영역이 거의 없어, 기존의 Sn-

Zn 공정합금에 비해 내산화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고온․고습하에서 산화가 발생한 Sn-

9Zn-2Ag 및 Sn-9Zn-4Cu 합금조성에서는 각각 γ상

의 상분율(phase fraction) 증가 및 ε → γ 상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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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ross-section microstructure of alloys on Cu

substrate: (a) Sn-9Zn-1Ag/Cu, (b) Sn-

9Zn-4Ag/Cu, (c) Sn-9Zn-1Cu/Cu and (d) Sn-

9Zn-4Cu/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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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New generation development lead-free solder

(phase transformation)가 관찰되었다. Table 5에 

고온․고습하에서 1000h 후의 각 합금의 금속간화합물 

상전이 및 단위격자부피(lattice unit volume)를 나타

내었다. 고온․고습하에서 각 합금에서 생성된 상전이

(ε → γ) 금속간화합물 단위격자부피 변화를 살펴보면,

10E-29(m
3
) → 10E-28(m

3
)로 증가된다. 따라서,

Sn-9Zn-2Ag 및 Sn-9Zn-4Cu 합금계에서는 금속간

화합물 상분율변화 (γ상 증가) 및 상전이(ε → γ)에 의

한 부피팽창이 산화영역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려된다.

2.3.5 계면 특성

각 합금과 Cu간의 접합계면을 Fig. 15에 표시하였

다 (IR reflow, peak temperature: 240℃). 각 합

금과 Cu 계면에서는 얇은 금속간 화합물 층이 형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g 를 1wt% 첨가한 경우, Cu

와의 계면에는 두 가지 금속간화합물 층이 형성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solder/Ag-Zn/Cu-Zn/Cu). Ag 를 

4wt% 첨가한 경우, 상대적으로 얇은 Ag-Zn 금속간화

합물 층만 확인되었다. Cu 첨가의 경우, 첨가량에 상관 

없이 한 가지 Cu-Zn 금속간화합물 층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계면에서 형성된 금속간화합물 두께는 

Ag, Cu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얇게 형성된다. 이러한 

현상은 Ag, Cu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Zn source가 

적어짐으로써, 계면에서 형성되는 금속간화합물 두께는 

얇아진다. 또한, 각 합금 계면에서 형성된 금속간화합

물은 전체적으로 평탄한 형태(flat type)의 양호한 접

합계면 조직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Sn-Zn 합금에 Zn 과 반응성이 뛰어난 

제 3 금속원소(Ag, Cu) 첨가를 통해 범용적 리플로 융

점/ 기계적 강도/ 뛰어난 내산화 특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추가적인 계면 신뢰성 연구를 통해 실용화 여부

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3. 결    론

전자업계의 대표적인 무연솔더 합금으로 자리잡은 

Sn-Ag-Cu합금계는 많은 업계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기술진보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Sn-Ag-Cu 합

금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패키지 재료간 열팽창계수 차이

(CTE mismatch)에 의한 접속신뢰성 불량 등을 회피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한 이유로는 향후 고밀도화

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경우, 유전손실을 낮

추고 입출력 밀도(I/O density)를 높이기 위해 Si 칩

이 다공성 구조(low K die를 채택할 경우)로 제작되기 

때문에, 열응력 (thermal stress)에 취약한 구조를 가

지게 된다. 또한, 반도체 기판의 범프 피치(bump

pitch)가145um(2011년) → 130um(2012년)로 미

세화됨에 따라 솔더 볼륨이 작아지게 되고,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계면 금속간화합물이 차지하는 볼륨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더욱이 기판의 박형화, 다층

화, 부품내장화 등, 점점 더 열의 영향을 받기 쉬운 패

키지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UTC: Ultra Thin Core:

under 100um).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고신뢰성의 패

키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셈블리시 발생하는 열응력을 

최소화 또는 회피 할 필요가 있고, 보다 유연한 패키지 

재료의 선택으로 열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을 완화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Fig. 16과 같이, 고신뢰

성 저온무연솔더 개발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무연솔더의 융점만 낮추는 의미에서

의 저온재료 개발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나노

금속 또는 마이크로 입자, 박막, 고상/고상 접합 등을 

이용한 150℃이하에서 상온까지의 온도영역에서 접합

할 수 있는 저온 패키징 기술들의 보급도 가속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내산화성 개선 Sn-Zn계 저온용 무연솔더 개발 

大韓熔接․接合學會誌 第29卷 第5號, 2011年 10月 521

23

참 고 문 헌 

1. 菅沼克昭: 鉛フリーはんだ技術材料ハンドブック, 工業調査会

(in Japanese)

2. 須賀唯知: 鉛フリーはんだ技術, 工業調査会 (in Japanese)

3. J.M. Song and K.L. Lin: Double peritectic behavior of Ag-Zn

intermetallics in Sn-Zn-Ag solder alloys,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19(9) (2004), 2719-2724

4. J.M. Song and K.L. Lin: Behavior of intermetallics in liquid

Sn-Zn-Ag solder alloy,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18(9)

(2003), 2060-2067

5. J.M. Song, G.F. Lan, T.S. Lui and L.H. Chen: Microstructure

and tensile properties of Sn-9Zn-xAg lead-free solder alloys,

Scripta Materialia 48(8) (2003), 1047-1051

6. J.M. Song, T.S. Lui, G.F. Lan and L.H. Chen: Resonant

vibration behavior of Sn-Zn-Ag solder alloys, Journal of

Alloys Compounds, 379 (2004), 233-239

7. K.L. Lin and C.L. Shih: Microstructure and thermal behavior

of Sn-Zn-Ag solders, Journal of Electronic Materials, 32(12)

(2003), 1496-1500

8. K.L. Lin and H.M. Hsu: Sn-Zn-Al Pb-free solder an

inherent barrier solder for Cu contact, Journal of Electronic

Materials, 30(9) (2001), 1068-1072

9. S.P. Yu, M.C. Wang and M.H. Hon: Formation of

intermetallic compounds at eutectic Sn-Zn-Al solder/Cu

interface,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16(1) (2001), 76-82

10. M. Kitajima, T. Shono, T. Ogino, T. Kobayashi, K.

Yamazaki and M. Noguchi: A study on the solderability

and joint reliability of lead-free Sn-Zn-Al solder, Journal of

Japan Institute of Electronics Packaging, 6(5) (2003),

433-438

11. Y.S. Kim, K.S. Kim, C.W. Hwang and K. Suganuma: Effect

of composition and cooling rate on microstructure and

tensile properties of Sn-Zn-Bi alloys, Journal of Alloys

Compounds, 352 (2003), 237-245

∙이재언

∙1976년생

∙삼성전기 FCB개발G

∙반도체 패키지용 플립칩 기판기술

∙e-mail : jaeean.lee@samsung.com

∙김근수

∙1970년생

∙호서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

∙무연 패키징, 인쇄전자

∙e-mail : keunsookim@hoseo.edu

12. J.H. Lee, N.H. Kang, C.W. Lee and J.H. Kim: Necessity of

low melting temperature Pb-free solder alloy and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alloys, Journal of KWS,

24(2) (2006), 125-136

13. J.M. Song, T.S. Lui, Y.L. Chang and L.H. Chen:

Compositional effects on the microstructure and vibration

fracture properties of Sn-Zn-Bi alloys, Journal of Alloys

Compounds, 403 (2005), 191-196

14. S.Y. Cho, Y.W. Lee, K.S. Kim, Y.J. Moon, J.W. Lee, H.J.

Han, M.J. Kim and J.P. Jung: Reliability of

Sn-8mass%Zn-3mass%Bi lead-free solder and Zn behavior,

Materials Transactions, 46(11) (2005), 2322-2328

15. M. McCormack, G.W. Kammoltt, H.S. Chen and S. Jin:

Significantly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in Pb-free,

Sn-Zn-In solder alloy by Ag doping, Applied Physics

Letters, 65(9) (1994), 1100-1102

16. J.M. Song, N.S. Liu and K.L. Lin: Microstructure, thermal

and tensile properties of Sn-Zn-Ga alloys, Materials

Transactions, 45(3) (2004), 776-782

17. K.S. Kim, Y.S. Kim, K. Suganuma and H. Nakajima:

Microstructure changes in Sn-Zn/Cu joints during

heat-exposure, Journal of Japan Institute of Electronics

Packaging, 5(7) (2002), 666-671

18. J.X. Jiang, J.E. Lee, K.S. Kim and K. Suganuma: Oxidation

behavior of Sn-Zn solders under high-temperature and

high-humidity conditions, Journal of Alloys Compounds, 462

(2008), 244-251

19. T.B. Massalski: Binary Alloy Phase Diagrams 2nd ed.,

ASM International (1992)

20. 菅沼克昭: 鉛フリーはんだ付け技術, 工業調査会 (in Japanese)

21. J.E. Lee, K.S. Kim, M. Inoue, J. Jiang, K. Suganuma: Effect

of Ag and Cu addition on microstructural properties and

oxidation resistance of Sn-Zn eutectic alloy, Journal of

Alloys Compounds, 454 (2008), 310-320

22. E.A. Brandes and G.B. Brook: Smithells Metals Reference

Book, 7th ed. (Butterworth Heinemann, 1992)

23. http://www.webelements.com/

24. G.P. Vassilev, E.S Dobrev, S.K. Evtimova and J.C.

Tedenac: Studies of the phase equilibria in the Ag-Sn-Zn

system, Journal of Alloys Compounds, 327 (2001), 285-291.

∙허석환 Corresponding author

∙1971년생

∙삼성전기 FCB기술G

∙반도체 패키지용 플립칩 기판기술

∙e-mail : shhuh12@gmail.com


	내산화성 개선 Sn-Zn계 저온용 무연솔더 개발
	1. 서론
	2.1 Sn-Zn 공정 합금
	2.2 Sn-Zn-Bi계 합금
	2.3 Sn-Zn-Ag계 및 Sn-Zn-Cu계 합금
	3.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