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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원소 첨가에 의한 Sn-40Bi-X 합금의 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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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ility Enhancement in Sn-40Bi-X Alloys by Minor Additions of Alloying Elements
Ju-Hyung Kim and Jong-Hyun Lee*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139-743, Korea
Abstract : To improve the low ductility and high strain-rate sensitivity in Sn-Bi based solder alloys, the
influences of the minor additions of alloying elements (Ag, Mn, In) were investigated. The strain-stress curves
of various Sn-40Bi(-X) alloys, including a pre-suggested Sn-40Bi-0.1Cu composition were measured using a
tensile testing machine. As a result, the elongation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values were compared.
The small addition (0.5 wt.%) of Ag significantly enhanced the ductility and high strain-rate sensitivity of the
alloys at strain rates of 10−4 to 10−2 s−1 mainly due to the increase and refinement of eutectic lamellar
structures. The microstructure change increased the area of grain boundaries, thus ameliorating the grain
boundary sliding mode. It was also found that Mn is an effective element in enhancing the ductility, especially
at the strain rates of 10−3 to 10−2 s−1. The enhancement is likely attributed to the fine and homogeneous
microstructure in the alloys containing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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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Sn-Bi solder, alloys, soldering, ductility, tensile test

1. 서

론

괴(brittle fracture)의 위험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11]. 이는 라멜라(lamellar) 형태의 공정 조직에서 비교

최근 전자제품들의 경박단소화 및 저가격화 동향은 고

적 취성이 강한 Bi 상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 따

분자 소재의 적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라서 Sn-58Bi 합금이 솔더 조인트로 사용될 경우 외부로부

제품 제조의 필수 제조 공정 중 하나인 솔더링(soldering)

터의 기계적인 충격(mechanical shock) 조건에서 갑작스런

공정의 온도를 200℃ 미만, 나아가서는 100℃ 중반까지

파단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 조성에서 연성의 향

낮추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데, 이는 유리전이온도(glass

상은 열싸이클링(temperature cycling) 환경에서 발생하는

transution temperature, Tg)가 낮은 주변 고분자 소재의

열피로(thermal fatigue) 조건으로부터도 접합부의 신뢰성을

열화를 최소화하고 솔더링 후 상온까지의 냉각동안 솔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제시된 바 있다 [6]. 이상과 같

접합부에 형성되는 응력 생성을 최소화시켜 제조 수율 및

은 기계적충격신뢰성(mechanical shock reliability) 및 열피

모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1-5].

로 신뢰성(thermal fatigue reliability)의 향상은 최근 급속

저온용 무연 솔더의 대표 조성으로 고려되고 있는 Sn-

도로 휴대(portable)화되고 있는 많은 전자 제품들에서 요

58Bi(융점: 138℃) 공정(eutectic) 조성은 우수한 강도에도

청되고 있는 솔더 접합부의 대표 개선 방향이다. 따라서

불구하고 연성(ductility)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n-Bi 계에 제 3의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보고되고 있다 [6-10]. 즉, Sn-58Bi 조성은 상온에서 변형

주조 합금을 제조한 후, 열처리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속도(strain rate)에 따른 연신율(elongation)의 민감도

최대의 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sensitivity)가 매우 심하여 빠른 변형 속도에서는 취성 파

즉, 합금원소의 미량 첨가법은 솔더 재료로서 요구되는 다
른 물성들은 거의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미세구조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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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한편 Sn-Bi계 합금 조성 중 Sn-40Bi 조성(융점:
138~170℃)은 Sn-Bi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연신율을 나타
내면서도 fillet-lifting과 같은 솔더링 시의 문제점이 최대
로 억제되는 조성임이 보고된 바 있다 [12,13,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40Bi 조성에 미량의 합금원소를 첨가함
으로써 인장 시험에서 최대의 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연성 특성이 변형속도에 민감하지 않는 조성을 실험을 통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tensile test specimen (unit:
mm).

해 결정하고자 한다.
력-변형 곡선과 비교하면서 관찰되었고, 조성별, 변형속도별

2. 실험 방법

로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및 연신율 결과들이 정리되었
다. 또한 그 결과로부터 변형속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실

2.1. 합금 설계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합금 조성

시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제시된 Sn-40Bi-0.25Ag, Sn40Bi-0.5Ag, Sn-40Bi-0.2Mn, Sn-40Bi-0.1In, Sn-40Bi-0.2In

은 3N 이상 순도의 Sn-40Bi 기반이며, 3N 이상 순도의

조성의 UTS 및 연신율 결과들은 Sn-40Bi 및 기존 문헌에

Ag, Mn, In, Cu를 합금원소로 선택, 첨가하여 3원계 합

서 가장 좋은 연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Sn-

금을 고주파 용해로에서 용융, 주조하였다. 융점 및 젖음

40Bi-0.1Cu 조성에서의 측정 결과와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성과 같은 솔더 재료로 요구되는 기본 물성을 거의 변화
시키지 않으면서 합금의 기계적 물성을 변화시키기 위하

2.3. 미세조직 관찰

여 합금원소는 0.1~0.5 wt% 정도로만 미량 첨가하였다.

각 합금 조성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인장시험 전

Sn-58Bi 조성의 경우에서 Sn-57Bi-1.0Ag 또는 Sn-

의 압출 시편을 마운팅(mounting)한 후, 연마지(sand

57.25Bi-0.75Ag가 나타내는 향상된 연신율 결과로부터 Ag

paper) 및 알루미나 슬러리(Al2O3 slurry)를 사용한 정밀 연

원소가 우선적으로 합금원소로 선택되었다 [11,14,15]. 또한

마(polishing)를 실시하였다. 연마가 완료된 시편은 광학현

Mn 첨가에 의한 Sn-3.0Ag-0.5Cu 솔더 합금과 비철금속에

미경,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서의 연신율 및 연성 향상 보고로부터 Mn 역시 합금원소

의 후방산란전자 이미지(back-scattered electron image,

로 선택되었다 [16-18]. In은 Sn-Ag-Cu계 솔더 합금에 첨가

BEI) 및 Electron Probe Micro-Analyzer(EPMA)를 사용하

시 얻어진 향상된 연신율 결과로부터 선택되었다 [19,20]. 이

여 합금 조성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아울

와 더불어 향상된 연신율 특성을 보고한 기존 연구 결과

러 인장시험이 끝난 시편에 대해서도 necking에 의한 파단

의 확인과 앞서 제조 조성과의 특성 비교를 위하여 Sn-

부 발생 영역을 중심으로 상기와 같은 시편의 단면 연마

40Bi-0.1Cu 조성 역시 제조되었다 [15]. 이러한 관련 연구

후 광학 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합금

에 근거해 Sn-40Bi, Sn-40Bi-0.1Cu, Sn-40Bi-0.25Ag,
Sn-40Bi-0.5Ag, Sn-40Bi-0.2Mn, Sn-40Bi-0.1In, Sn-

조성별 미세조직의 소성 변형 형상을 관찰하였다.

40Bi-0.2In의 7종 합금 조성이 제조되어 기계적 특성 평가

3. 결과 및 고찰

에 사용되었다.

3.1. 인장 특성 비교
2.2. 인장 시험

합금원소 첨가에 따른 Sn-Bi-X 합금의 상온 인장 특성

Bar 형태로 주조된 각 합금조성 시편들은 방전가공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에 상온에서의 변형속도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EDM)을 통하여 그림 1

변화에 따른 Sn-40Bi(-X) 합금의 인장강도의 변화를 나타

도면의 인장시편으로 제조되었다. 인장시험은 상온에서 실

내었는데, 변형속도가 증가할수록 강도 값이 증가하는 일

−2

−3

−4 −1

시되었는데, 10 , 10 , 10 s 의 3종류로 변형속도를 변형

반적인 결과가 평가된 모든 조성에서 확연히 관찰되었다.

시켜가며 응력-변형 곡선(stress-strain curve)을 측정하였다.

그림 3은 변형속도 변화에 따른 Sn-40Bi(-X) 합금의 연

인장실험 후 각 실험조건별로 늘어난 시편들의 외형이 응

신율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인장 시편은 열처리를 실시하

대한금속·재료학회지 제49권 제3호 (2011년 3월)

Fig. 2. Influence of strain rates on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SnBi(-X) alloy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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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fluence of strain rates on fracture energy of Sn-Bi(-X)
alloys at room temperature.

커 10−4 s−1 속도에서는 Sn-40Bi-0.5Ag에 버금가는 연신율
값이 측정되었으나, 10−2 s−1 속도에서는 가장 나쁜 연신율
특성을 보여주었다. Sn-40Bi-0.2Mn 조성은 최고의 연신율
향상 특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In을 첨가한 경우보다
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연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4는 변형속도 변화에 따른 Sn-40Bi-X 합금의 파
괴에너지(fracture energy) 변화를 나타낸다. 앞서 결과들에
서 예측할 수 있듯이 Sn-40Bi-0.5Ag 조성의 경우가 모든
변형속도에서 가장 우수한 파괴에너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Mn 첨가 시에는 Sn-40Bi에 비해 모든 변형속도에서
Fig. 3. Influence of strain rates on elongation of Sn-Bi(-X) alloys at
room temperature.

인장강도 값의 감소 없이 연신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10−4 s−1의 느린 변형속도 영역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게 향상된 파괴에너지 값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기준

지 않았기 때문에 열처리를 실시했었던 다른 문헌상의 연

조성 Sn-40Bi 비하여 0.2 wt.%의 Mn 첨가 시 10−4 s−1의

신율 값보다는 대체적으로 눈에 띄게 작은 값들이 측정되

느린 변형속도 영역을 제외하고는 강도와 연성이 동시에

었다 [6,11,14,15]. 감소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로 변형속도가 증가할수록 연신율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

한편 Sn-40Bi-0.1Cu 조성의 경우 변형속도에 따른 파괴

향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합금원소를 첨가한 조성의 경우

에너지의 변화 정도, 즉, 변형속도에 따른 파괴에너지의 민

는 모든 시험 조건에서 Sn-40Bi보다 우수한 연신율을 나

감도가 매우 커 10−4 s−1 속도에서는 Sn-40Bi-0.5Ag에 버

타내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10−2 s−1의 빠른 변형속도에

금가는 파괴에너지 값을 나타내었으나, 10−2 s−1 속도에서

서는 그 향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

는 가장 나쁜 파괴에너지 값이 측정되었다. 기계적 충격

었다. 특히 Sn-40Bi-0.5Ag 조성의 경우 느린 변형속도에

신뢰성 및 열피로 신뢰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최근 솔더

서 특히 눈에 띄는 연신율 값을 나타내며, 모든 변형속도

접합부의 발전 동향을 고려할 때, 변형속도에 따른 민감도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연성을 나타내었다. Ag 첨가에 따

의 최소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H. Takao가 제시한

른 Sn-Bi계 합금의 연신율 향상 결과는 Sn-57Bi-2Ag 조

Cu의 미량 첨가법은 Sn-40Bi계의 신뢰성 향상법으로 바람

성을 사용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6,15].

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5]. In 첨가 조성의 경우

한편 Sn-40Bi-0.1Cu 조성의 경우 변형속도에 따른 연신율

파괴에너지 값의 향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결과를

의 변화 정도, 즉, 변형속도에 따른 연신율의 민감도가 매우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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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tical micrographs of a Sn-40Bi alloy before the tensile test: (a) low magnification and (b) high magnification

3.2. 미세조직 비교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각 조성별 솔더 합금의 전체적인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으며, 조성별 함유 원소의 분포 상태
를 관찰하기 위하여 EPMA를 통한 원소별 mapping 이미
지를 함께 측정하여 그림 5~9에 나타내었다. 기준 시편인
Sn-40Bi 조성의 경우 공정 조성(Bi 함량: 58 wt.%)의 경
우보다 많은 Sn 함량으로 인하여 그림 5와 같이 밝은색
영역의 초정 β-Sn 결정립들(primary crystallized β-Sn
grains)(Bi 고용량: 2.7 wt.%)과 β-Sn 주위에 존재하는 어
두운색 얼룩무늬의 공정 조직, 즉, Sn 상 및 순수 Bi 상
(Sn 고용량: 0.1 wt.% 미만)으로 구성된 라멜라(lamellar)
조직이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21,22]. Sn-Bi의 2원
계 상태도에서 지렛대 법칙(level rule)으로 계산할 경우,
초정 Sn의 양은 약 54%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23]. 또한
나머지 약 46%의 공정 조직 중 55%는 Sn 상으로 45%
는 Bi 상으로 생성되어야 하는데, Fig. 5(b)에서 검은색
영역(Bi 상) 내부에는 island 형상의 노란색 상(Sn 상)이
매우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반응으로
생성되는 Sn 상은 주로 초정 Sn상과 연결되는 형태로 생
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결국
초정 Sn 상과 공정 Sn 상(약 25.3%)의 분율을 합치면
최대 약 80%까지 Sn 상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그림 5의 미세조직에서 Sn 상의 분율은 약 80%에 이
르게 되나, 조대 Sn 상은 초정 β-Sn 상과 공정 Sn상이
결합된 것이며, 그 경계는 매우 모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상의 연속성 측면에서 볼 때, Sn 상은 서로
이어져 거의 연속적으로 분포하였으나, 라멜라 조직은 부
Fig. 6. Microstructures of a Sn-40Bi-0.1Cu alloy before the tensile
test: (a) a optical micrograph and EPMA mapping images for (b) the
added all elements (low magnification) and (c) Cu (high
magnification).

분적 영역에서 고립된 형태로 관찰되었다.
Cu가 첨가된 Sn-40Bi-0.1Cu 조성에 대한 미세조직들은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a)의 광학현미경 조직을 통

대한금속·재료학회지 제49권 제3호 (2011년 3월)

215

Fig. 7. Microstructures of Sn-40Bi-xAg alloys before the tensile test: optical micrographs of (a) Sn-40Bi-0.25Ag and (b, c) Sn-40Bi-0.5Ag
EPMA mapping images of Sn-40Bi-0.5Ag for the added all elements.

해 Sn-40Bi에서는 확연히 연속적으로 이어진 분포를 보여

다. 그림 7(a) 및 (b)의 광학현미경 조직에서 가장 우선적

줬던 β-Sn이 다소 미세해지면서 끊어진 형태로 분포하는

으로 관찰된 특성은 Sn-40Bi에 비하여 β-Sn이 구형으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6의 (b)에서 알 수 있듯이

조대화되면서 갇힌 형태로 분포하여 β-Sn과 라멜라 조직

첨가된 Cu의 일부는 Bi 상에 고용되었고, 일부는 Sn과

영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Cu-Sn계 금속간 화합물 석출상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공정 라멜라 조직의 분율이 증가되었고, 생성된 공정 Sn

있었다. 또한 β-Sn 영역의 많은 면적이 Bi를 미량 고용하

상이 초정 β-Sn 상과 연결되는 형태가 아닌 고유의 라멜

고 있음이 관찰되어 초정 β-Sn 결정립들이 2.7 wt.%의

라 조직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Ag 첨가에 의한 Ag-Sn계

Bi를 고용한다는 기존의 보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21].

금속간 화합물 석출상의 생성은 앞서 Cu 첨가의 경우와

Cu-Sn계 석출상들은 EDS 및 EPMA 측정 결과로 볼 때

마찬가지로 Sn 상의 상대적인 분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

Cu6Sn5 상(η 상)으로 분석되는데 [15], 그 크기와 분포는

러한 원인으로 0.25 wt.%(그림 7(a))에 비해 0.5 wt.%의

그림 6(c)에서 알 수 있듯이 Ag 또는 Mn과 같은 이후의

Ag를 첨가한 조성(그림 7(b))에서 라멜라 조직의 분율이

다른 원소 첨가 경우에서의 석출물들과 비교해 매우 불규

더욱 확연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멜라

칙했다. Cu 첨가에 의한 Cu6Sn5 상의 형성은 Sn 원소의

간격(lamellar spacing)의 정도가 Sn-40Bi의 것에 비해 전

소모로 인한 β-Sn 상의 분율 감소와 라멜라 조직의 분율

체적으로 눈에 띄게 작아진 것으로 관찰되어 라멜라 조직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는 상기 언급된 β-Sn 상의

이 확연히 미세해짐을 알 수 있었다(그림 7(c)). 그러나

미세한 형태 변화와 더불어 라멜라 조직의 연속성을 다소

Ag 첨가 시 공정 Sn 상이 초정 β-Sn 상과 연결되는 형

향상시켰다 (그림 6(a)).

태가 아닌 고유의 라멜라 조직을 잘 형성하는 이유에 대

그림 7에는 Ag 첨가 시 관찰된 미세조직들을 나타내었

해서는 추후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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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첨가로 생성되는 석출상은 EDS 및 EPMA 분석 결
과 Ag3Sn 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8]. 문헌에 의하면
Sn-58Bi에 1.0 wt.%에 이르는 Ag를 첨가하는 경우 초정
의 Ag3Sn 석출상이 생성되면서 10 µm를 초과하는 크기의
조대 석출상이 빈번히 관찰되는 경향이 있으나, 0.5 wt.%
의 Ag 첨가 시에는 대부분의 Ag3Sn 상이 5 µm를 미만
으로 관찰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8]. 따라서 이상의
1.0 wt.% 이상의 Ag 첨가는 오히려 낮은 강도 등의 기계
적 물성의 저하를 야기시켜 솔더 접합부의 신뢰성에 악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Sn-40Bi에 0.5 wt.%까지 Ag
를 첨가시킨 본 연구의 조성에서는 그림 7(d)와 같이 대
부분 수 ㎛ 크기의 초미세 Ag3Sn 상이 관찰되었으며, 그
분포 역시 비교적 균일하였다.
그림 8은 Mn 첨가에 의한 Sn-40Bi-0.2Mn 조성의 미
세조직들을 보여준다. 그림 8(a)의 광학현미경 이미지는
Sn-40Bi와 가장 유사한 조직 형태로 관찰되었으나, 확연히
보다 미세한 조직이었고, 라멜라 영역도 다소 축소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 조성에서 첨가된 Mn은 그림 8(b)와
같이 Bi 검출 영역에서 검출되어 Bi와 금속간 화합물 석
Fig. 8. Microstructures of a Sn-40Bi-0.2Mn alloy before the tensile
test: (a) a optical micrograph and (b) EPMA mapping images for the
all elements.

출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DS 및 EPMA를
통한 조성 분석에서 석출상의 조성은 Bi와 Mn간의 유일
한 금속간 화합물인 BiMn(α 상)으로 파악되었고 [23], 그

Fig. 9. Microstructures of a Sn-40Bi-0.2In alloy before the tensile test: (a) a optical micrograph and (b) EPMA mapping images for al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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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micrographs of Sn-40Bi(-X) alloys showing the degree of lamellar spacing in β-Sn phases before the tensile test: (a) Sn-40Bi,
(b) Sn-40Bi-0.2Mn, and (c) Sn-40Bi-0.2In.

Fig. 11. Optical micrographs in the fractured regions of Sn-40Bi specimens after the tensile test of (a) 10−4, (b) 10−3, and (c) 10−2 s−1.

크기와 분포는 매우 균일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그림

necking에 의한 파단부 영역의 단면 소성 변형 조직을 보

8(b)의 mapping 결과는 조직이 전체적으로 그물 형상을

여준다. 10−4 ~ 10−3 s−1의 변형속도 조건에서 파단이 일어난

이루면서 Sn과 Bi 영역이 매우 균일하고 균형적으로 분포

시편의 경우 파단부 근처의 일부 영역에서 불규칙한 결정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립의 미세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조직은 인장시험

그림 9는 In 첨가에 의한 Sn-40Bi-0.2In 조성의 미세조직

후에만 관찰되었고, 특히 파단면 부근의 necking 영역에서

들을 보여준다. 그림 9(a)의 광학현미경 이미지로부터 β-Sn

만 관찰되었기 때문에, 상온 조건이 Sn-Bi계 솔더의 공정

상이 다소 조대해지고 부분적으로 구형화되면서 끊어지는 조

온도(13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고온임을 고려할

직이 관찰되어 라멜라 조직의 연속성은 미소하게 개선되었

때 이는 동적 재결정(dynamic recrystallization) 현상이

으나, 그 외에는 Sn-40Bi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미세조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4].

관찰되었다. 0.2 wt.%까지 미량 첨가된 In은 그림 9(b)와 같

J. W. Morris, Jr. 등은 Bi-Sn계 합금의 재결정 현상에

이 Sn의 검출 영역에서만 검출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궁극적

대한 연구에서 재결정 현상을 야기시키기 위해서는 가해

으로 Sn 상에 고용(solid solution)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는 응력이나 변형속도에는 관계없이 최소 변형량이 요

그림 10은 Sn-40Bi 및 이에 Mn 또는 In을 합금원소를

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4]. 본 연구의 10−2 s−1의 변형

첨가했을 경우 미세조직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

속도 조건에서는 이러한 재결정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기

과이다. Mn 또는 In을 첨가할 경우 β-Sn에 고용된 Bi는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변형속도 조건에서는 국부적인

상온 상태에서 β-Sn 내부에 유사 라멜라 조직을 형성하게

소성 변형량이 최소화되면서 파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분

되는데, 이 라멜라 조직은 Mn 또는 In을 첨가한 경우에

석되었다. 즉, 변형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단부 주위로의

보다 미세하고 기다란 형상으로 보다 균일하게 생성되는

소성 변형장 영역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 [26]. 따라서 10−2 s−1의 상대적으로 빠른 변형속도에서
는 파단부 주위의 소성 변형장 영역이 감소하고 이에 따

3.3. 인장시험 후 파단부의 미세조직 비교

라 최소 변형량 기준을 넘어서는 변형 영역이 확보되지

그림 11은 Sn-40Bi 조성의 인장시험 후 관찰된

않음으로써 동적 재결정 현상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

김주형·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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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Optical micrographs in the fractured regions of Sn-40Bi-0.1Cu specimens after the tensile test of (a) 10−4 and (b) 10−2 s−1.

단되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취성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

결론적으로 인장시험 시 얻어지는 Sn-40Bi-X계 합금들

Bi 상들을 따라서 거의 소성 변형 없이 파단이 발생한 것

의 연신율 특성은 결정립계 미끄러짐 및 결정립 연신의

으로 관찰되었는데, 이상의 관찰들은 그림 3의 연신율 결

소성 변형 기구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중 일차적인

−4

과와도 잘 일치한다. 즉, 10 ~10 s 의 변형속도에서 관

변형 기구로 고려되는 결정립계의 미끄러짐 모드의 정도

찰된 동적 재결정 현상은 국부적 영역에서 순간적으로 합

는 라멜라 조직의 연속성 및 분율 증가로 크게 향상될 수

금의 연성을 향상시켜 연신율 값의 증가에 다소간 이바지

있다. 즉, 10−4 s−1의 느린 변형속도에서 관찰된 Sn-40Bi-

할 것으로 판단된다.

0.1Cu 조성의 매우 우수한 연신율 특성은 Cu 첨가에 의

−3 −1

그림 12는 Sn-40Bi-0.1Cu 합금의 인장시험 후 파단부의
−4 −1

한 다소간의 라멜라 조직의 연속성 및 분율 향상에 기인

단면 소성 변형 조직을 보여준다. 10 s 의 상대적으로 느

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정립계 슬라이딩의 발생 정

린 변형속도 조건에서는 결정립계 미끄러짐(sliding)(상들이

도는 변형속도 및 조직을 구성하는 상의 취성에 크게 의

인장 방향으로 재배열됨)과 약간의 결정립 연신(β-Sn 결정

존하게 되는데, 10−2 s−1의 빠른 변형속도에서 Cu가 고용된

입들이 인장 방향으로 다소 연신됨)이 동시에 관찰되었

Bi 상은 결정립계 미끄러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림 3과

다 [15]. Sn-40Bi-X 조성에서 공정 라멜라 조직의 인장

같이 변형속도에 따른 조직의 연신 거동이 매우 급격히

강도값은 소량의 Bi를 고용하는 β-Sn 초정 조성의 인장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취성이 강한 Bi 상에서

강도값보다 작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결정립계의 미끄러짐

파면이 생성되기 때문에 고용에 의한 Bi 상의 취성 강화

모드가 β-Sn 결정립의 연신 모드보다 우선적인 변형 기구

는 합금의 연신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5]. 미끄러짐 모드에 의한 변

한 빠른 변형속도는 소성 변형장 영역을 작게 만들면서

형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그림 12(a)와 같이

소성 변형을 국부적으로 집중시키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공동(void) 결함부들(검은 반점 영역)이 라멜라 조직 내에서

조대한 Cu6Sn5 석출물이 이러한 영역에 존재한다면 응력

−2 −1

다수 관찰되는 결과로부터 재확인할 수 있다. 반면 10 s

집중부로 작용하면서 그 계면이 우선적인 균열의 생성부

의 상대적으로 빠른 변형속도 조건에서는 소성 변형부가

가 될 수 있고, 균열이 취성이 강한 주변의 Cu 고용 Bi

거의 관찰되지 않고 Bi 상들을 따라서 형성된 취성 파면

상으로 전파되면서 그림 12(b)와 같은 취성 파면을 형성

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Cu가 고용된 Bi 상의 경우 더욱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는 그림 3의 결과에서와 같

취성이 강화되어 변형속도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표출이

이 가장 나쁜 연신율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Cu6Sn5 조

그림 13은 Sn-40Bi-xAg 조성의 인장시험 후 파단부의

성의 상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 분포가 불규칙한 것도 변

단면 소성 변형 조직을 보여준다. 이 조성 역시 라멜라

형속도 증가에 따른 연신율의 급감, 즉, 그림 12(b)와 같

조직을 중심으로 한 결정립계 미끄러짐이 주요 소성변형

은 소성 변형이 배제된 취성 파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 관찰되었는데, Ag 첨가에 의한 라멜라 조직의 분

것으로 판단된다.

율 향상과 라멜라층의 간격 감소는 결정립계 면적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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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ptical micrographs in the fractured regions of Sn-40Bi-xAg specimens after the tensile test of 10−3 s−1: (a) x = 0.25 and (b) x = 0.5.

Fig. 14. Optical micrographs in the fractured regions of Sn-40Bi-X specimens after the tensile test of 10−3 s−1: (a) X = 0.2Mn and (b)
X = 0.2In.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미끄러짐 변형량, 즉, 연성을 크게 향

게 작용하여 기준 조성에 비해 연신율을 향상시키는 것으

상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11]. 더구나 첨가된 Ag는 Bi

로 분석되었다. 한편 In 첨가 합금에서 관찰된 β-Sn 상의

상에 고용되지 않기 때문에 Bi 상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

국부적 구형화 및 불연속성과 이에 따른 라멜라 조직의

지 않고, Sn과 반응하여 5㎛ 미만의 미세한 석출상을 비

연속성 개선은 기준 조성에 비해 합금의 연성을 다소 향

교적 균일하게 석출시키기 때문에 Cu 첨가의 경우에서와

상시킨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첨가된 In은 β-Sn 상에

같은 변형속도 증가에 따른 소성 변형의 급격한 억제 현

고용되어 β-Sn 상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림

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Ag 첨가 합금에서 변형속

14(b)에서와 같이 파면부 근처에서 β-Sn 결정입들의 연신

도 증가에 따른 연신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소성 변형장

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성 변형이 라멜라 조직을

의 감소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심으로 한 계면 미끄러짐 모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In의

그림 14는 Sn-40Bi-0.2Mn 및 Sn-40Bi-0.2In 조성의
인장시험 후 파단부의 단면 소성 변형 조직을 보여준다.

고용 현상은 눈에 띄는 연신율 감소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림 14(a)에서와 같이 Sn-40Bi-0.2Mn 조성의 파단부는
잘 발달된 입계 미끄러짐 조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Mn

4. 결

론

첨가 시 관찰된 조직의 미세화 및 균일화 현상과 BiMn
석출상의 균일 분포는 결정입계 미끄러짐 형상에 유리하

본 연구에서는 Sn-40Bi 솔더 조성에 Ag, Mn, In,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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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량 첨가하여 주조한 후, 10−4 ~ 10−2 s−1의 속도로 인
장시험을 실시하여 이들 간의 인장강도 및 연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미세조직 분석 및 파단면 관찰 결과로부
터 강도 및 연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부 문헌에서는 Cu를 첨가한 것이 Ag를 첨가한 경
우에서보다 연신율 향상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나, 본 실험 결과로는 모든 strain rate에서 Ag
첨가 시 가장 우수한 연성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0.5 wt % Ag 첨가 시 가장 우수한 연신율 결과가 관찰되
었는데, 이는 라멜라 조직의 분율 향상과 라멜라 간격의
감소로 결정립계 면적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미끄러짐 변
형량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2. 0.1 wt %의 Cu 첨가 시 합금의 연신율 변화는 변형
속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이는 첨가된 Cu가
취성이 강한 Bi 상에 고용되는 한편, 조대한 Cu6Sn5 상을
불규칙하게 생성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3. Mn 첨가 시 관찰된 조직의 미세화 및 균일화 현상과
미세 BiMn 석출상의 균일 분포는 결정입계 미끄러짐 현
상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연신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4. 라멜라 조직의 연속성 개선 및 적절한 분율의 증가,
조직의 미세화, 미세 석출상의 균일 분포 등이 Sn-40Bi-X
계 솔더 조성의 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미세 구조적 특
징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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