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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전동차의 전력 변환 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전압 대전류용(3,300 V/1200 A급)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IGBT) 모듈에 대하여 열 사이클 조건하에서의 열-기계적 응력해석 및 피로수명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최근 고전압 IGBT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구리(copper) 와이어, 리본(ribbon) 와이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응력 및 피

로수명을 기존의 알루미늄 와이어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알루미늄 와이어 보다는 구리 와이어에 응력이 3배 이상 많이

발생하였다. 리본 와이어의 경우 원형 와이어 보다 응력이 더 크게 발생하며, 구리 리본 와이어의 응력이 제일 높았다. 칩

과 direct bond copper(DBC)를 접합하고 있는 칩 솔더부의 피로해석을 수행한 결과, 솔더의 크랙은 주로 솔더의 모서리에

서 발생하였다. 원형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솔더의 크랙은 약 35,000 사이클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알루미늄 와이

어 보다는 구리 와이어에서의 크랙의 발생 면적이 더 컸다. 반면 리본 와이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크랙의 면적은 원형 와

이어를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DBC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존재하는 솔더의 경우 크랙의 성장 속

도는 와이어의 재질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칩 솔더에 비하여 크랙의 발생이 일찍 시작하며, 40,000 사

이클이 되면 전체 솔더의 반 이상이 파괴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칩 솔더 보다는 DBC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존

재하는 솔더의 신뢰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thermomechanical stress and fatigue analysis of a high voltage and high current (3,300 V/

1200 A)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IGBT) module used for electric locomotive applications were performed under

thermal cycling condition. Especially, the reliability of the copper wire and the ribbon wire were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aluminum wire. The copper wire showed three times higher stress than the aluminum wire. The ribbon type

wire showed a higher stress than the circular type wire, and the copper ribbon wire showed the highest stress. The fatigue

analysis results of the chip solder connecting the chip and the direct bond copper (DBC) indicated that the crack of the solder

mainly occurred at the outer edge of the solder. In case of the circular wire, cracking of the solder occurred at 35,000 thermal

cycles, and the crack area in the copper wire was larger than that of the aluminum wire. On the other hand, when the ribbon

wire was used, the crack area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circular wire. In case of the solder existing between DBC and

base plate, the crack growth rate was similar regardless of the material and shape of the wire. However, cracking occurred

earlier than chip solder, and more than half of the solder was failed at 40,000 cycl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liability of the solder between DBC and base plate would be worse than the chip solder.

Keywords: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IGBT), Numerical analysis, Thermo-mechanical stress, Solder fatigue,

Fatigue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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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파워 반도체 소자(power electronic device) 혹은 전력

반도체 소자인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IGBT)는 기

차, 항공기, 가전 제품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고전

류 응용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력 반도체는 전력

을 시스템에 맞게 배분하는 제어와 변환기능을 가진 소

자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제품을 축소하기 위한 반도

체로, 일반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고내

압 특성과 고신뢰성이 요구된다.1,2) 최근에 지하철 전동

차 혹은 철도 차량 및 풍력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는 고수명과 고전압 밀도에 대한 내구성을 요구하

고 있다. 

IGBT 소자는 고속 스위칭과 대전류로 인해 동작 시 매

우 큰 열이 발생한다. IGBT 소자는 turn-on, turn-off 스위

칭 시 발생하는 스위칭 손실로 인해 발열 문제가 존재한

다. IGBT 소자의 발열은 소자의 성능을 열화시키고, 패

키지의 각 부분의 열-기계적 변형에 의한 파괴를 초래한

다.3,4) 발열 외에 IGBT에서 주로 발생하는 파괴 메커니즘

은 모듈에 사용된 재료의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열-기계적 응

력(thermo-mechanical stress)의 발생이다.5) 이러한 열-기

계적 응력으로 인하여 솔더의 크랙, 와이어(wire)의 들뜸

(lifting-off) 및 재료 계면 사이의 delamination에 의한 파

괴가 발생할 수 있다.6,7) 특히 솔더 접합부의 피로 현상은

가장 중요한 파괴 메커니즘 중의 하나이다.8) 솔더는 실리

콘 칩과 direct bond copper(DBC)부 사이, 그리고 DBC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접합부로 존재하는데, 다른 층

들에 비하여 강도가 약하고, 열팽창계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열-기계적 응력이 집중되어 IGBT 모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솔더 접합부에 주기적

인 열기계적 응력이 가해지면, 솔더 및 주변 재료는 수축

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솔더는 시간에 따라 손상이 누적

된다. 이렇게 누적된 응력 및 변형율은 궁극적으로 솔더

의 피로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솔더의 피로 파괴는 솔더

에 크랙을 발생시키거나 접합부의 delamination을 초래하

여, IGBT 칩의 저항을 증가시키며, IGBT 모듈의 열을 증

가시켜 솔더의 피로 파괴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특히

매우 높은 동작 온도 및 전동차 등의 가혹한 환경 조건은

신뢰성 확보가 핵심 이슈이다. IGBT 소자는 높은 온도에

서의 작동 및 장시간의 수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성

시험 조건도 매우 가혹하고 엄격하다. 솔더의 수명 혹은

피로 파괴 현상에 대한 관찰은 주로 신뢰성 가속 시험인

열 사이클 시험(thermal cycling test)을 통하여 수행된다. 열

사이클 시험 하에서의 솔더의 수명 예측 및 피로 파괴 현

상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다.9-11) 

한편 최근에 전동차 추진제어장치 등 전력 변환 장치

로 고전압 대전류(3,300 V / 1200 A급)용 IGBT가 개발되

고 있다. 고전압 대전류의 IGBT는 전류 밀도가 매우 높

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알루

미늄 와이어를 대신하여, 저항이 낮은 구리 와이어

(copper wire) 및 리본 접합(ribbon bonding) 기술이 제안

되고 있다.12,13) 리본 접합 기술은 리본의 단면적이 원형

와이어 보다 크기 때문에 전류밀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러

나 IGBT 모듈에 구리 와이어나 리본 접합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접합부의 응력이나 솔더의 피로 파괴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동차에서 추진제어장치 등 전력 변환

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전압 대전류(3,300 V / 1200

A급)용 IGBT 모듈에 대하여 열기계적 응력해석 및 피로

수명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최근 개발되고 있는 구리

와이어, 리본 와이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응력 및 피로

수명을 기존의 알루미늄 와이어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분

석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모델 및 조건

철도차량 추진제어용 3,300 V / 1200 A급 IGBT 모듈의

개략적인 구성도가 Fig. 1에 나타나 있다. IGBT 모듈 패

키지의 구조는 구리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구리와 세라

믹 기판(AlN)의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된 DBC가 위치하

고 있으며, DBC 위에는 IGBT 소자 및 FRD(fast recovery

diode) 소자가 DBC에 솔더로 접합되어 있다. FRD는 일

반 다이오드와 같은 구조지만, 고주파 정류에 사용되는

다이오드를 말한다. Fig. 2는 사용된 실제 철도차량 추진

제어용 IGBT 모듈의 실제 사진으로써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같은 패턴의 DBC 모듈이 6개 부착되어 있다. 또한,

한 개의 DBC 모듈에는 Fig. 2(b)와 같이 IGBT 소자 4개,

FRD 소자 2개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IGBT 모듈과 베이

스 플레이트의 크기는 각각 13.7 mm×13.7 mm, 그리고

79.0 mm×69.0 mm이다. 

본 연구에서는 IGBT 모듈 패키지의 열-기계적 응력 및

솔더의 피로 수명을 예측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였다. 수치해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효율적인 해석을 위해 한 개의 DBC 모

듈에 대하여 대칭 1/4 모델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 모

델 모두 8 절점 3 차원 요소인 SOILD186을 사용하였으

Fig. 1. Schematic configuration of the IGB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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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절점의 수는 약 140,000 개, 요소의 수는 약 110,000

개로 구성되어있다. Fig. 3은 IGBT 모듈 패키지의 유한요

소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며, IGBT 모듈 패키지 각 구성

층의 치수는 Table 1에 나타나있다. 해석에 사용된 IGBT

모듈의 종류는 와이어의 형태에 따라 라운드 (round)와

리본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와이어는 알루미늄과 구리

로 재료를 변경해가며 진행하였다. 라운드 와이어 단면

의 지름은 500 μm이며, 리본 와이어의 두께는 2,000 μm

이다. 

열 사이클 신뢰성 시험 간 IGBT 모듈 패키지의 열기계

적 응력 및 솔더의 피로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고온

(150oC)에서 저온 (- 55oC)의 경계 조건을 부여하였다. 열

하중 조건은 JEDEC 표준의 JESD22-A104D 중 시험 조

건 H를 사용하였으며, 온도 구배는 Fig. 4와 같이 150oC

~ - 55oC 이다. 또한 모델의 강체 운동을 배제하기 위해

모델 정중앙 점의 x, y, z 축 변위를 0으로 구속하였다. 해

석에 사용된 각 재료의 물성은 Table 2에 나타나있다. 솔

더로는 SAC305(Sn-3.0 wt%Ag-0.5 wt%Cu) lead-free 솔더

Fig. 2. (a), (b) Images of IGBT module used in this study, (c)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IGBT chips and module.

Fig. 3. FEM modeling of the IGBT power module.

Table 1. Dimensions of various materials in IGBT module

Item
Dimension (mm)

Width Length Thickness

IGBT 13.7 13.7 0.4

Solder 13.7 13.7 0.15

Copper 54 45 0.3

AlN 59 49 1

Copper 56 48 0.3

Solder 56 48 0.2

Base plate 79 69 5

Fig. 4. Schematic of the thermal cycling test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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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었다. 모든 재료의 물성은 등방성으로 가정하

였으며, 재료와 재료 사이는 완벽하게 붙어있다고 가정

하였다. 실리콘 칩과 AlN은 탄성 재료(elastic), 알루미늄

과 구리는 탄소성 재료(elasto-plastic)로 가정하였다. 알루

미늄의 항복 강도와 접선 계수는 각각 30 MPa, 216 MPa

이고 구리의 항복 강도와 접선 계수는 각각 85 MPa, 1GPa

이다.14) SAC305 솔더의 경우 점소성(visco-plasticity) 거

동을 고려하여 Anand 모델을 사용하였다. Anand 모델은

9가지의 상수로 점소성 특성을 나타내는데, 해석에 사용

된 SAC305의 상수와 단위는 Table 3에 나타나있다.15)

3. 해석 결과

IGBT 모듈의 각 재료에 대한 파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열-기계적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는 알루

미늄과 구리 원형 와이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와이어에

서 발생된 von-Mises 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 응

력은 대부분 와이어와 칩과의 계면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알루미늄 와이어에서 발생된 최대 응력은 30 MPa이

며, 구리 와이어에서 발생된 최대응력은 98 MPa이었다. 알

루미늄과 구리의 항복응력이 각각 30 MPa, 85 MPa인 점

을 감안하면, 모두 항복응력 이상으로 열-기계적 응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와이어 보다

는 구리 와이어에 응력이 3배 이상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온도 조건하에서 동일한 변형이 발생

하였을 경우, Young’s modulus가 더 큰 구리가 더 큰 응

력을 받기 때문이다. Fig. 6는 알루미늄과 구리의 리본 와

이어를 사용했을 경우의 von-Mises 응력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리본 와이어의 경우 원형 와이어 보다 응력이 더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리 리본 와이어의 경

우 최대 응력이 108 MPa로서 4 종류의 와이어 중 응력이

제일 높다. 리본 와이어가 원형 와이어에 비하여 응력이

많은 것은 단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력은 칩과

와이어 사이의 delamination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와이

어의 변형 및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Fig. 7는 각 재료에

대한 von-Mises 응력을 그래프로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

다. Fig. 8는 와이어와 접합되어 있는 실리콘 칩에 걸리는

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 응력은 와이어와 접합

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Fig. 8 (c), (d)에서 보는 봐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Material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TE

(ppm/K)

Silicon 186 0.22 2.6

SAC305 40 0.3 23.5

Copper 117 0.34 18

AlN 330 0.24 4.5

Aluminum 71 0.33 23

Table 3. Anand model of SAC305

Parameter SAC305

Initial deformation resistance (S0) 21.0 MPa

Activation energy/Universal gas constant (Q/R) 9320 K-1

Pre-exponential (A) 3501

Multiplier of stress (ξ) 4.0

Strain rate sensitivity of stress (m) 0.25

Hardening/Softening constant (h0) 180,000 MPa

Coefficient for deformation resistance 

saturation ( )
30.2 MPa

Strain rate sensitivity of saturation (n) 0.01

Strain rate sensitivity of hardening or softening (a) 1.78

Ŝ

Fig. 5.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map in case of round wire.

(a) Aluminum wire. (b) Copper wire.

Fig. 6.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map in case of ribbon wire.

(a) Aluminum ribbon. (b) Copper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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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리본 와이어의 경우 리본이 접합된 영역에서 최

대 응력이 발생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와이어 재질에 따

른 응력의 크기의 차이는 크기 않으며, 특히 실리콘 칩에

서 발생된 응력은 약 120~140 MPa로서 실리콘의 파괴 응

력인 1 GPa에 비하여 매우 적기 때문에 실리콘 칩의 파

괴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하겠다. Fig. 9는 칩

솔더 영역에서 발생한 von-Mises 응력분포이다. 솔더에

서 발생하는 응력은 재료 및 와이어의 형태에 상관없이

약 33~34 MPa로서 비교적 적다. 그러나 SAC305 솔더의

항복응력이 36.4 MPa인 것을 감안하면 열사이클 시험을

통하여 솔더에 약간의 변형이 일어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DBC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존재하는 솔더의

응력을 관찰한 결과 칩 솔더의 응력과 거의 유사하였다. 

다음으로 솔더 접합부의 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IGBT

모듈에서 솔더가 사용되고 있는 접합부는 칩과 DBC를

접합하고 있는 접합부와 DBC와 베이스 플레이트를 접합

하는 접합부이다. 따라서 이 두 부분에 대한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피로 수명예측은 주로 변형율(strain) vs. 파

괴 사이클(number of cycles to failure)의 관계식으로 주어

진다. 특히 솔더에 대한 피로수명 계산은 솔더의 파괴가

저 사이클피로(low cycle fatigue) 파괴영역에 있을 경우,

주로 Coffin-Manson 방정식이 사용된다.16) Coffin-Manson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에서 Δεp/2는 소성변형율 크기(plastic strain

amplitude), 는 피로 연성 계수(fatigue ductility coefficient)

이며, c는 피로 연성 지수(fatigue ductility exponent), N은

피로 수명 즉 cycle to failure 값이다. 열기계적 응력해석

을 통하여 소성변형율의 크기를 구한 후, 피로파괴수명

(N)은 Coffin-Manson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솔더

의 피로수명을 계산한 후, 솔더에서 발생하는 크랙의 성

장을 누적 손상 법칙(accumulative damage rule)을 이용하

여 해석하였다. 누적 손상 법칙 중에서 Miner 법칙은 피

로에 의한 파괴 수명을 예측하는 식으로 폭 넓게 사용되

고 있다.17) Miner 법칙은 다양한 크기의 응력에서 사이클

반복수와 그때의 피로수명의 비의 합이 1 이거나 1보다

클 때 피로파괴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Miner 법칙은 식

(2)과 같이 나타낸다.

(2)

εpΔ

2
-------- εf

′

2N( )
c

=

εf
′

D Σi 1=

k ni

ni

---- 1≥=

Fig. 7. Summary of von-Mises stress of wire materials and wire

types.

Fig. 8. Stress distribution map subjected on the IGBT chip. (a) Aluminum wire. (b) Copper wire. (d) Aluminum ribbon. (d) Copper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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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t는 특정한 변형률에서 피로수명, ni는 특정한

변형률에서의 반복 수, k 는 변형률의 개수 그리고 D 는

손상률이다. 따라서 어떠한 하중 1 cycle 에 대한 손상률

D 는 1/N 이고, 이는 하중 1 cycle 의 작용으로 솔더의 피

로수명의 1/N을 소모한다는 의미이다. 즉 손상이 시간에

따라 누적될 때 D 값은 증가하며, D가 1에 도달하면 솔

더에 피로파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솔더의 면적

을 작은 영역으로 잘게 쪼갠 후 손상 즉, 크랙이 진행되

는 것을 관찰하였다. 우선 열반복 시험 간 솔더의 소성 변

형율을 예측하였다. Fig. 10, 11은 1800초와 3600초 후에

칩과 DBC를 접합하고 있는 칩 솔더의 소성 변형 분포도

이다. 와이어의 재료에 따른 소성 변형율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와이어의 형태에 따른 소성 변형율의 차이는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는 원형 와이어를 사용

한 모델의 외곽 모서리 부분의 소성 변형율이 1800초 후

에 약 3%에 도달한 것을 보여준다. 1800초와 3600초의

소성 변형율 차이는 약 1.8%이다. Fig. 11은 리본 와이어

를 사용한 모델이며, 리본의 경우 1800초와 3600초의 소

성 변형율 차이는 1.1%이다. 이는 와이어 재료에 관계없

이 리본 위치한 솔더에서 변형율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리본 와이어가 원형 와이어보다 낮은 소성 변형율

을 보임을 나타내준다. 

각 솔더 영역의 소성 변형율을 이용하여 피로 수명을

계산한 후, 솔더에서 발생하는 크랙의 성장을 Miner 법칙

에 의하여 나타내었다. Fig. 12는 원형 와이어를 사용하

였을 경우에 칩 솔더에서 발생한 크랙의 성장을 나타낸

Fig. 9. Stress distribution map subjected on the IGBT chip solder. (a) Aluminum wire. (b) Copper wire. (d) Aluminum ribbon. (d) Copper

ribbon.

Fig. 10. Plastic strain contour map of the IGBT chip solder layer

at 1800 s and 3600 s for round wire.

Fig. 11. Plastic strain contour map of the IGBT chip solder layer

at 1800 s and 3600 s for ribbon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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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다. 크랙은 약 35,000 사이클에서 솔더의 외곽 모

서리에서 발생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사이클에 증가

함에 따라서 크랙 면적은 점점 증가한다. 알루미늄 와이

어 보다는 구리 와이어에서의 크랙의 면적이 더 큼을 알

수 있으며, 55,000 사이클에서 솔더가 모두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13는 리본 와이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칩 솔더에서 발생한 크랙을 나타낸 것이다. 리본 와이어

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크랙의 발생은 약 35,000 사이

클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크랙의 면적은 원형 와이어를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리본 와이

어가 피로 파괴에 대한 저항성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한

다. Fig. 14는 와이어 및 리본에 대한 칩 솔더의 크랙이 진

행된 면적을 요약한 그래프이다.

Fig. 15는 DBC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존재하는 솔

더에 대한 크랙의 성장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경우 솔더

의 크랙은 20,000 사이클에서 솔더의 모서리 부분에서 발

생하기 시작하였다. Fig. 16은 리본 와이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DBC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존재하는 솔더의

크랙 성장 그림이다. DBC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존

재하는 솔더의 경우, 크랙의 성장 속도는 와이어의 재질

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비슷하다. 그러나 칩 솔더에 비하

여 크랙이 일찍 시작하며, 40,000 사이클이 되면 전체 솔

더의 반 이상이 파괴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열사이클

시험에서 칩 솔더 보다는 DBC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에 존재하는 솔더의 신뢰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칩 솔더보다 DBC 밑의 솔더가 더 일찍 파괴되는

이유는 DBC의 구리층은 AlN의 영향으로 베이스 플레이

트에 비해 변형이 구속되기 때문에 DBC와 베이스 플레

이트 사이의 솔더가 칩 솔더에 비해 많은 응력을 받기 때

문이다. 또한 동일한 온도 조건하에서 면적이 커지면 응

Fig. 12. Crack propagation on the chip solder layer for different round wire materials.

Fig. 13. Crack propagation on the chip solder layer for different ribbon materials.

Fig. 14. Fatigue life cycle with respect to crack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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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커지는데 칩 솔더보다 DBC 솔더의 면적이 더 크고

이에 따라 DBC 솔더가 받는 응력도 더 크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Fig. 17은 각 와이어의 재질 및 리본 와이

어에 대해서 크랙의 성장을 요약한 그래프이다. 한편 중

요한 사실은 실제 열 사이클 신뢰성 시험의 사이클 수는

1,000 사이클이다. 따라서 본 수치해석 결과 1,000 사이클

의 시험에서는 파괴가 되지 않는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

여 실제 제작된 IGBT 모듈을 수치해석의 열하중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JEDEC 표준의 JESD22-A104D의 시험

조건인 150oC ~ - 55oC의 온도 조건으로 신뢰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총 6 개의 IGBT 모듈을 시험한 결과 모두 파

괴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실제 열사이클 신뢰성

시험에 비하여 본 수치해석의 사이클 수가 매우 많지만,

전동차의 경우 사용기간이 매우 길고, IGBT의 사용환경

이 가혹한 조건이기 때문에, 본 연구가 향후 IGBT의 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동차용 고전압 대전류 IGBT 모듈에 대

하여 열기계적 응력해석 및 피로수명해석을 수행하였다.

열기계적 응력은 대부분 와이어와 칩과의 계면에서 발생

함을 알 수 있었으며, 모두 와이어의 항복응력 이상으로

응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알루미늄 와이어 보다는 구

리 와이어의 응력이 3배 이상 많았으며, 리본 와이어의 발

생된 응력은 원형 와이어의 응력 보다 컸다. 실리콘 칩에

서 발생된 응력은 실리콘의 파괴 응력에 비하여 매우 적

기 때문에 실리콘 칩의 파괴 발생 가능성은 미약하였다.

칩과 DBC를 접합하고 있는 칩 솔더부의 피로해석을 수행

한 결과, 솔더의 크랙은 대부분 솔더의 외곽 모서리에서

발생하였다. 원형 와이어의 경우 솔더의 크랙은 약 35,000

Fig. 15. Crack propagation on the DBC solder layer for different round wire materials.

Fig. 16. Crack propagation on the DBC solder layer for different ribbon wire materials.

Fig. 17. Fatigue life cycle with respect to crack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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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에서 발생하였으며, 알루미늄 와이어 보다는 구리

와이어에서의 크랙의 발생 면적이 더 컸다. 반면 리본 와

이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크랙의 면적은 원형 와이어를 사

용하였을 경우보다 적었다. DBC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에 존재하는 솔더의 경우, 칩 솔더에 비하여 크랙이 일찍

시작하며, 40,000 사이클이 되면 전체 솔더의 반 이상이

파괴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칩 솔더 보다는 DBC와 베

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존재하는 솔더가 신뢰성에 더 취약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제작된 IGBT 모듈에 대해

서 1,000 사이클의 열사이클 시험을 수행한 결과 모든 샘

플이 파괴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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