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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신재생 에 지의 용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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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최근 다양한 신재생 에 지 력원의 확산과 력 고효율화 추구로 인하여 력산업의 트 드뿐만 아니라 소모량, 

제어 방식과 동작 특성 등도 다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화 되고 있는 력 산업에서 안 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인 퓨즈는 고 동작 형태에서 크게 발 하지 못하 고,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논문에서는 고 퓨즈제작 방식인 카트리지 퓨즈에서 가용체에 융 속 도 고융 속도 이 퓨즈의

동작 특성과 I-T 커 의 이동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퓨즈의 동작 특성을 세분화하는 두께에 따른 도 의 향을 고찰하

여 퓨즈의 다양한 동작 특성을 구 하 다. 이와 함께 융 속의 도 이 퓨즈의 정격 류 선을 낮은 정격으로 이동시키

고 동작 특성을 지연 동작의 특성으로 움직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동작 특성 설계가 가능함을 제시하 다.

Abstract  In recent years, due to the spread of various renewable energy power sources and the pursuit of high 

efficiency and low-power consumption, not only trends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but also the consumption, 

control methods, and characteristics are diversified. However, in this diversified electric power industry, the fuse 

(which is the core part responsible for safety) has not developed significantly in classical operation mode, and thus, 

fires continue to occur.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low melting-point metal plating and high melting-point metal 

plating on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IT curve movement of the fuse are investigated in a cartridge fuse, which 

is a classic fuse manufacturing method. The effects of plating on the thickness of the fuse are investigated, and 

various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fuse are implemented.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plating of the low 

melting-point metal moves the rated current line of the fuse to a low rating, and moves operating characteristics to 

characteristics of delay operation. It is possible to design various operating characteristics using this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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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산업과 기존 제품의 력, 고효

율화를 추구하여 소비 효율 으로 근하는 산업이 동반

으로 발 하고 있다

이는 화석 에 지의 고갈과 원자력 발 의 험성이

두되면서, 속도로 사회 반에 인식되고 있다[1-2]. 

이 기존에 사용 인 제품의 력, 고효율화 방향은

력의 소모량뿐만 아니라 력의 형과 제어 방식 등

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제품에 유입

되는 류 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 용 부품

의 반 인 기능과 특성의 변화도 이끌게 되었다. 특히

기 자 기기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 상태에 따른

과 류 혹은 과 압 유입 시 1차 으로 동작하여 화재

폭발을 막는 보호 소자는 다변화하는 력에 따라 기

능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보호 소자 화재 방

과 직 으로 련이 있고 다양한 력 환경에 응하

는 동 특성이 필요한 퓨즈의 기능 , 특성 개선이 필

요하다.

하지만, 퓨즈의 동작 형태는 Fig. 1과 같이 크게 빠른

동작과 지연 동작의 2종류로 분류되고, 세분화 하여 매

우 빠른 동작, 빠른 동작, 일반 동작, 지연 동작, 매우 느

린 동작의 다섯 종류만으로 구분되고 사용 이다[3]. 

이와 같은 퓨즈의 동작 형태로 기존의 일정한 력 형태

에서는 안 용 사용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다변화

하는 력 환경에서 세 한 동작과 기 특성이 요구

된다. 그러나 기안 부품인 퓨즈는 안 최우선 목

을 하여 크기와 재료, 제작 방법과 형태 등이 IEC 규

격에 규정되어있어 설계의 자유도가 제한되어 있다[4]. 

Fig. 1.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fuse in I-T 

curve

때문에 규격에 제시된 두 종류의 동작 특성 외의 새로

운 력체계에서 필요한 보호 소자의 성능을 구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 인

다양한 력에서 안 을 확보하기 하여 퓨즈의 세 한

동작 조정을 복합 도 층을 통해 구 하 다. 특히 퓨즈

의 동작 특성을 나타내는 정격 류 선을 융 속

도 을 이용해 이동시켜 기울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다

양한 력에 응할 수 있는 퓨즈 가용체 설계 방법을

제시하 다.

2. 본론 

2.1 실험

2.1.1 퓨  가용체 

실험은 퓨즈의 방열에 용이한 가용체 구조로 인한 열

이동의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환선 형태의 퓨즈

속 가용체를 구성하 다. 재료의 향과 융 속 도

두께의 향을 확인하기 하여 상용 퓨즈에 많이

용되는 구리에 니 함량을 조정하여 합 을 제작하 고

이 순동과 합 함량이 가장 많은 Cu-45Ni은 도 두

께에 따라 세분화 시험을 실시하 다. 제작 방법은 기

속인 Cu 100wt%에 니 을 각각 5, 10, 20, 45, 65, 

85wt%의 합 을 진공 용융로에서 용융하여 잉곳 형태

로 제조하 고 조성은 Table 1 합 조성과 같다.

Alloy
Composition (wt%)

Cu Ni

Cu100% 100 -

Cu-5Ni 95 5

Cu-10Ni 90 10

Cu-20Ni 80 20

Cu-45Ni 55 45

Cu-65Ni 35 65

Cu-85Ni 15 85

Table 1. Composition of the metal alloys

이후에 분산화 열처리와 상하부 편석제거를 통해 농

도를 조정하고 인발 신선 공정으로 거쳐 와이어로 제작

하 다. 제작된 합 의 조성을 확인하기 해 EDX 

(Energy Dispersive X-ray)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후

Fig. 2와 같이 건욕 된 주석 도 액에 와이어 랙(rack)도

방식으로 주석 도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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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Fine wire plating procedure, (a) wire raking, 

(b) wire etching, (s) electrolytic tin plating, 

(d) pilot plating equipment 

황산 주석을 이용한 도 건욕 조성과 도 조건은

Table 2와 같으며, 도 의 두께는 와이어 선경 체 의

10%, 20%, 30%와 같이 체 에 비례한 두께 변화로 실

험을 실시하 다.

2.1.2 실험 샘  

Solution

Composition

1 Layer Plating

Component Contents

SnSO4 50g/l

H2SO4 180g/l

Top-10(additive) 30ml/l

T-AC(brightener) 30ml/l

Plating Condition

Condition

Temperature 25℃

Current Density 2.5A/dm2

pH 4

barrel speed 40rpm/min

Table 2. Fine wire plating condition

일반 인 환선 와이어 형태의 퓨즈를 포함한 많은 퓨

즈는 가용체에 집 되는 열의 분산을 막기 해서 열 이

동이 용이한 단자(terminal) 연 이스와의 면

을 최소로 한다[6]. 이와 같은 퓨즈 구조는 재료 특

성만을 실험하기 합한 구조로 모든 퓨즈 형태 열

이동이 가장 어 퓨즈 가용체의 고유 동작 특성 확인이

용이한 IEC 60127-2 카트리지 퓨즈 Fig. 3과 같은 유

리 퓨즈의 형태로 샘 을 제작하 다.

Fig. 3. IEC 60127-2 Cartridge fuse sheet3 glass type 

Low-breaking

Fig. 4. IEC 60127-2 Cartridge fuse Test PCB

그리고 정확한 측정을 하여 Fig. 4에 나타낸 IEC 

60127-2 카트리지 퓨즈 표 기 에 지정된 용가재를

사용한 합 방법으로 퓨즈를 실장 후 특성 시험을 실시

하 다. 퓨즈 가용체의 형상은 원통형 환선 와이어로 고

정하 고 선경은 정격 류에 따라 변경하며 조군을

두었다. 퓨즈 가용체의 길이는 유리 연 이스의

각 방향에 가용체를 삽입하여 모든 가용체가 19.7±0.3mm 

이내의 길이를 가지도록 시료를 제작하 다.

실험은 일곱 종류의 합 을 선경과 도 두께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여 모든 시료의 불량 단선 여부 등을 확인

하 다. 각 시료 군은 최소 50개 이상의 비 시료를 확

보하고 기 실장 후 모든 시료의 기 항을 측정하고

주기하 다. 이후 모든 워 서 라이를 사용하여 기

특성 실험을 실시하 고, 류에 따라 용단되는 시간

을 분석하여 시험 결과를 도출하 다. 용단 실험간 워

서 라이 류는 ICE 60127-1에 정의된 DC 정 류에

서 변동 압이 30V 이내 있도록 유지하 다. 실험은

워 서 라이 Sorensen社 SGI 330/150 , 오실로스코

Tektronix社 DPO 3022, 항계측기 Hiyoki社 3227 mΩ 

Hitester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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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DX analysis for metal alloy fuse elements;

        (a)99.95wt%Cu (b)Cu-5wt%Ni alloy 

(c)Cu-10wt%Ni alloy (d)Cu-20wt%Ni 

alloy (e)Cu-45wt%Ni alloy 

(f)Cu-65wt%Ni alloy (g)Cu-85wt%Ni 

alloy

2.2 실험 결과

2.2.1 기  특  변

Fig. 5에 제작된 합 항의 조성을 확인하기 해

측정한 EDX 결과를 나타낸다. Fig. 5(a)로부터 퓨즈 가

용체에 용된 공업용 순동 99.95% 이상의 Cu와 기타

합 의 측정 결과로부터 설계한 합 의 함량 조성이 양

호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6. Change in resistance according to the wire 

diameter and the composition of Ni-Cu alloy

그리고 동일 유리 연 이스에서 각 방향으로

연결된 일정한 길이에 따른 합 와이어의 항 변화 확

인을 통해 합 의 발열 특성을 단할 수 있다. 퓨즈의

항 증가는 류 통 시 발열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퓨

즈의 정격과 한 련이 있다[7]. 즉 퓨즈의 항이

증가할수록 동일한 류에서 퓨즈가 용단 되는 시간이

빨라지고 정격은 하락한다. 실험 결과 Fig. 6과 같이 순

속(순동)일 때 가장 기 도도가 우수했으며, 합 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항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Fig. 7. Change in rated current according to the wire 

diameter and the composition of Cu-Ni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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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치의 상승에 따라 Fig. 7과 같이 니 함량이 증

가할수록 열 이동 속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정격 류의

선이 낮은 정격 류 방향으로 이동한다. 즉

Cu-45wt%Ni의 기 도도와 열 도도가 가장 낮기 때

문에 상 으로 가용체 심에 열 집 이 우수하고 이

로 인해 낮은 온도에서도 용단이 가능하게 된다. Fig. 7

의 결과로부터 가용체 합 Cu-45wt%Ni는 일반 동작

특성(slow-blow type), Cu 100는 매우 느린 동작 특성, 

그리고 나머지 합 은 지연 동작 특성(Time-lag type)임

을 확인할 수 있다.

2.2.2 기  특  변

확인된 합 의 동작 특성에서 융 속에 의한 동

작 특성의 변화는 Fig. 8에 나타낸 Cu 100 속 와이어

선경 0.22mm 가용체로 제작한 7A 퓨즈로 도 에 의한

동작 특성 변화를 확인하는 표 실험을 실시하 다.

Fig. 8. Sample test of rated current test 7 amperes

실험은 표 정격 7A 특성 퓨즈에 융 속인 주

석을 선경의 10%, 20%, 30% 도 하는 방식으로 샘 을

제작하 고 표 정격 7A 퓨즈와 특성을 비교하기 하

여 용단시험을 실시하 다. 그리고 특성의 조를 해

기 도성이 높고 융 이 상 으로 높은 은(Ag)의

도 을 각 10%, 20% 추가하여 동작 특성을 비교하 다.

Fig. 9의 결과로부터 주석 도 으로 인하여 퓨즈의 고

유 동작 특성이 나타나는 정격 류의 10배 인가 역은

거의 변화 없이 정격 류 선만 낮은 정격 류 선으로

이동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경의 30% 

이상 높은 도 두께에는 I-T 커 체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 고, 이는 퓨즈 가용체의 선경을 증 시킨 것과 같

은 거동으로 단할 수 있다.

Fig. 9. Movement of rated current lines by tin plating

Fig. 10. Change of rated current of fuse by heat 

transfer

Fig. 11. Melting process of copper plated tin for fus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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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퓨즈 가용체의 융 도 향 해석은

Fig. 10과 같이 열 이동이 없는 이상 인 계에서 류와

용단 시간이 비례 인 계를 보이지만, 열 이동이 있는

계에서는 동일한 류에서 열 이동이 없는 계보다 용단

시간이 지연된다.

이는 퓨즈 가용체에 인가되는 류와 내부 항에 의

한 발열량과 도, 류, 복사 등으로 손실되는 열량에

기인하며, 열의 이동량이 증가하여 열 손실이 커짐에 따

라 퓨즈의 정격 류 선은 높은 정격 류 방향으로 이동

한다[8]. 이와 같은 방법이 빠른 동작 특성 퓨즈를 제작

하는 방법으로 열 도도가 높은 속의 도 , 필름, 

이트 구조의 가용체, 단자의 열 이동량 상승 등이다. 반

로 퓨즈의 용단이 용이하도록 가용체 심부 온도를

상승시키고, 열의 이동을 최소화하며, 재료의 융 을 낮

추는 가용체 설계는 퓨즈의 동작 특성을 지연 동작 특성

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용한 융 속의 도 은

Fig. 11과 같이 융 속의 확산을 통해 가용체의 용

단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9]. 

Fig. 12. Movement of rated current lines by silver 

plating

  

동일한 조건에서 은(Ag)으로 도 한 Cu 가용체는

Fig. 12의 결과와 같이 열의 이동량이 증가하여 열 손실

이 많아짐에 따라 퓨즈의 정격 류 선은 높은 정격 류

방향으로 이동한다. 때문에 퓨즈는 빠른 동작 특성을 나

타내고 은(Ag) 도 을 20% 실시한 와이어의 경우 매우

빠른 동작 특성을 나타내어 Cu 속에 도 공정만을

활용하여 매우 느린 동작 특성부터 매우 빠른 동작 특성

까지 모든 특성을 설계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Fig. 13. Movement of rated current lines by silver 

plating

Fig. 7에서 설계 실험한 Cu-Ni 합 과 선경에 따른

정격 류를 용하여 재 상용화되는 모든 카트리지 퓨

즈의 5가지 동작 특성을 모두 구 할 수 있고, Fig. 13의

결과와 같이 특성의 반 에 해당하는 Cu-45Ni 합 과

Cu 100% 속만을 이용하여 카트리즈 퓨즈의 모든 정

격 류와 5가지 동작 특성을 구 할 수 있었다. 

결과로부터 Cu-45Ni 합 의 직경 0.11mm 와이어를

사용하여 1A를 제작하 고 선경을 상승시키며, 1.25A, 

1.6A, 2A, 2.5A, 3.15A 퓨즈를 제작하 다. 그리고 Cu 

100% 속을 사용하여 4A 이상 정격 류를 제작하 다. 

3. 결론

본 연구에서 Cu-Ni, 합 혹은 구리(Cu)에 은, 주석의

순차 층 도 을 이용하여, 퓨즈의 정격 류 선을 이

동, 5가지 동작 특성의 퓨즈 가용체를 설계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빠른 동작 특성의 퓨즈 가용체는 발생하는 열의

손실을 이용하여 퓨즈의 정격 류 선을 높은 정격 류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재료 으로는 열 이동이 가

장 빠른 은(Ag)의 도 용이 특성에 부합하고 구조

으로는 재, 필름 구조의 설계 조건이 특성을 만족한다

[10].

둘째, 반 로 지연 동작 특성의 퓨즈 가용체는 열의

집 이 용이해야 하며, 열 집 이 용이한 구조에서 주석

도 은 원자 확산에 의한 재료의 융 을 낮추는 방법으

로 퓨즈 가용체의 정격 류 선을 낮은 정격 류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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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켜 지연 동작을 구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제작된 퓨즈 가용체는 고

인 카트리지 퓨즈에 사용하는 두 가지 동작 특성과 함

께 매우 빠른 동작, 일반 동작, 매우 느린 동작까지 복합

도 층에 의해 구 됨을 확인하 다. 한 일반 으로

용하는 퓨즈 가용체에 비하여 제작비용이 60% 감소

하여 경쟁력 있는 제조 공법을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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