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HA Vaculoy ® SAC300, SAC305, 400, 405
무연 웨이브 솔더 합금

일반특성
Sn96.5Ag3Cu0.5 및 Sn95.5Ag4Cu0.5는 Sn63 솔더 대체재로서 적합한 무연 솔더이다. Sn97Ag3 및 Sn96Ag4는
웨이브 솔더조 내부의 구리 함량의 안정화 또는 구리함량 감소시 사용되며, 사용조건은 공정 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알파메탈 바 솔더와 마찬가지로, 알파메탈의 독점적인 Vaculoy 합금 공정이 산화물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제품 특징
특성
- 수율 - 최상 등급의 수율, Sn/Cu 기반의 솔더 대비 높은 수율을 나타냄.
- 젖음 속도 - 높은 젖음성, 1초의 젖음 속도를 갖는 Sn/Cu 솔더와 비교시 0.65 초의 젖음 속도를 나타냄.
- 드로스 - Vaculoy 공정 처리를 통한 낮음 드로스 발생율.
장점
- 빠른 젖음 속도를 통한 우수한 솔더링 특성.
- 우수한 유동 특성, Sn/Cu 대비 낮은 브릿지 발생율을 나타냄.
- 다양한 플럭스 시스템에 대한 높은 적용 특성.
Vaculoy 공정은 솔더에 잔존하는 산화물 제거시 매우 효과적인 공정이다. 솔더 내부의 산화물은 솔더의 점도 및
드로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산화물 제거는 매우 중요하다. 솔더의 점도가 증가할 수록 브릿지와 같은 솔더링
결함이 증가한다.

적용
Sn96.5Ag3.0Cu0.5 및 Sn95.5Ag4Cu0.5는 무연 웨이브 솔더링 및 표면실장용 전자 제품 생산시 적용 가능하다.

솔더 포트의 추천 온도는 255 - 265℃(491 - 509℉)이다. 적절한 웨이브 솔더링 플럭스는 알파메탈
"Selector Guide"를 참조한다. 구체적인 무연 솔더링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영업부서에 문의한다.

가용성
Vaculoy 솔더는 1kg(2.2 lb) 바, 잉곳(Ingot) 및 와이어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

보건 & 안전
적절한 취급 및 안전 사항에 대해서는 MSDS를 참조한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본 자료의 정확성에 관하여 표현 및 추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본 정보 또는 자료의 허용치를 벗어나서 사용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술 규격
RoHS 모든 규제 사항(Article 4.1 of the European Directive 2002/95/EC)에 준한다. 납(Lead, Pb)의 최대 허용치

0.05%이다.
성분
Sn
Ag
Cu
Pb
Sb
Zn
Fe
As
Ni
Bi
Cd
Al
In

SAC 305
Balance
3.0 ± 0.2
0.5 ± 0.2
Max 0.05
Max 0.05
Max 0.003
Max 0.02
Max 0.03
Max 0.01
Max 0.10
Max 0.002
Max 0.003
Max 0.10

규격 %
SAC 405
SAC 300
Balance
Balance
4.0 ± 0.2 3.0 ± 0.2
0.5 ± 0.2 Max 0.05

SAC 400
Balance
4.0 ± 0.2
Max 0.05

재료 특성
특성
융점
밀도
열팽창계수
(20-100℃)
열용량
경도

특성 Data
SAC 305
SAC 405
217-219℃(423-426℉) 217-219℃(423-426℉)
7.37 g/cm3
7.44 g/cm3
21.9 ㎛/M/℃

21.4 ㎛/M/℃

0.242 J/g K
14.1 HV

0.236 J/g K
14.9 HV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본 자료의 정확성에 관하여 표현 및 추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본 정보 또는 자료의 허용치를 벗어나서 사용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솔더 포트 내 구리 함량 관리
솔더 포트 내 구리 함량의 관리는 솔더링 공정에서 결함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솔더링시 보드 및
부품과 접촉하는 솔더 웨이브의 Leaching 효과에 의하여 SAC305/SAC405의 구리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Leaching 효과는 PCB에 OSP 처리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크게 발생한다. 전형적인 구리 함량 증가는 하기의
도표와 같다.

이 도표로부터 Leaching rate가 1,000 보드당 0.01% Cu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공정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Data에 근거한 이 도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하다.
SAC305/405 솔더를 사용시 구리에 대한 권장 관리안은 0.5 - 0.95%이다. 구리 함량이 1%를 초과하게 되면
솔더의 액상선이 증가하게 되어 솔더 포트의 온도 또한 상승시켜야 된다.
솔더 포트 내 구리 함량은 SAC300(Sn97%Ag3.0%Cu0.0%)를 솔더 포트에 첨가시킴으로서 관리할 수 있다.
솔더 포트 내 구리 함량의 지속적인 관리/분석을 통하여 솔더링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분석 서비스는 해당 알파메탈 영업담당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본 자료의 정확성에 관하여 표현 및 추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본 정보 또는 자료의 허용치를 벗어나서 사용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솔더 포트내 불순물 관리 방안
알루미늄(Al) :

조인트 형성에 영향없이, 0.0005%의 적은 양으로도 드로스 발생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르세닉(As) :

0.03% 초과시 Dewetting을 야기시킬 수 있다.

비스무스(Bi) :

비스무수가 부품 또는 보드 도금층에 솔더링이 가능한 코팅제로서 존재하지 않는 한, 솔더
포트내에 있는 비스무스는 오염물이 아니다. 납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함량의
비스무스는 결함을 야기하지 않는다. 두 성분이 동시에 발견되면, 필렛 리프팅(Fillet Lift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카드뮴(Cd) :

0.002% 함유시, 조인트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0.005% 함유시에는, 조인트 강도가 저하
되며 Bridge 및 고드름(Icicle)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구리(Cu) :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리함량은 보드 표면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증가한다. 이러한 구리 함량의
증가는 솔더 포트내 솔더의 액상선을 미세하게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구리함량의 허용한계치는
1.0% 이며,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포트 온도를 몇 도 정도 올리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포트 내 솔더의 구성성분비를 정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금(Au) :

0.1% 이하의 적은 양에서도 솔더의 유동성이 저하되며 조인트의 외관형상이 무뎌지게 된다.

철(Fe) :

0.02%의 철이 함유될 경우 조인트가 모래형상(gritty)을 나타낸다.

납(Pb) :

보드 또는 적용 형태에 따라서 납 함유량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납 함유량은 또한 제품이 판매
되는 시장에서의 법적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면 보드에서 0.35%의 납 함유량은 결함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은(Ag) :

무연 솔더의 주요 구성성분으로서 은이 자주 사용된다. 은이 배제된 솔더에서 0.1%의 은이 허용
가능량이나 솔더 포트에서 다른 결함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

아연(Zn) :

아연은 무뎌짐(Dulling), Bridge 및 고드름을 야기시킨다. 0.005%의 아연은 접착불량 및 모래형상
(Grittiness)을 발생시킨다.

주의:

Al, Cd 및 Zn의 효과는 누적된다. 한 성분 이상이 존재시, 다음과 같이 최대 허용치를 감소시킨다.:
0.0005%, 0.002% 및 0.001%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본 자료의 정확성에 관하여 표현 및 추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본 정보 또는 자료의 허용치를 벗어나서 사용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