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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다층 박막 도금을 이용한 빠른 동작 퓨즈 특성 설계
Design of Fast Acting Fuse Characteristics Using a Precision Multi-layer
Thin Film Plating
김 은 민*․강 창 룡†
(Eun-Min Kim․Chang-Yong Kang)
Abstract - General fuse elements of solution for fast acting operation characteristics made using silver or silver alloy, those
are not able to dominate cost competition to the advanced global leaders that have not only high technology but competitive
price. In this study, the method that compose the fuse elements manufactured solution of fast acting operation characteristics
by using precision multi-layer thin film plating and helical cutting process from low-priced copper metal. Furthermore, in
order to move rated current line of fuse due to the heat loses, the manufacture construction method of fixed resistor is
introduced, and then Ni-P plating layer and Sn plating layer are introduced multiply for controling fine opening time
characteristics. So this study can establish the high productive and low-priced production method.
Key Words : Fuse, Fast acting type, Multi-layer plating, Fixed resistor, Helical cutting, Fuse elements

1. 서 론

동작 특성 구현이 용이하고 화학적 내식성이 좋아 빠른 동작 퓨
즈 적용에 안정적인 금속이다[1]. 하지만 은(Ag)의 가격으로 인

국내의 전자 산업은 현재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전 세계를 대

하여 제품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해야하

상으로 고객의 요구 및 트렌드를 이끌어가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는 국내의 실정상 빠른 동작 특성의 퓨즈는 가격 경쟁이 불가능

하는 산업 군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전자 제품 산업에 비하여

하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가

전자 부품 산업은 우수한 뿌리 기술을 확보한 해외 선진 기업과

은(Ag)과 유사한 동(Cu)을 이용하여 퓨즈 가용 체의 형상과 표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및 동남아의 기업들 사이에서 세계적

처리 조건을 조정하며 퓨즈의 빠른 동작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의 브랜드가 없는 실정이고 때문에 국산화율

연구가 진행 중이다[2].

도 상당히 낮은 산업 영역이다. 특히 과전류 보호 소자(Over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퓨즈의 빠른 동작특성을 구현할 경우

Current Protector)인 퓨즈는 다른 전자 부품들 보다 국산화율이

목적이었던 제작 원가 하락은 가공비용과 부속품 적용 비용으로

낮은 부품으로, 여러 원인 중 고객이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신뢰

효과는 적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

성과 제품 원가에 직결되는 원소재의 가격이 핵심 요인으로 판단

래한다. 또한 퓨즈 동작에 핵심이 되는 가용 체에 기계적 가공을

된다.

적용해 일정 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졌으며, 때문에 퓨즈의 동작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류형 미니어처 퓨즈군의 5

안정성과 수명도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Cu),

가지 동작 특성인 매우 느린 동작(TT), 지연 동작(T), 일반 동작

주석(Sn)의 박막 적층 복합 도금과 도금 층에 나선형 커팅 방법

(S), 빠른 동작(F), 매우 빠른 동작(FF)은, 전류에 의해 퓨즈 가용

을 적용하여 퓨즈 가용체 동작의 안정성 수명 유지, 그리고 가격

체가 용단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때문에 각 동작에 따라 적

경쟁력까지 만족하는 빠른 동작 특성의 퓨즈를 구현하고자 한다.

용되는 가용체의 재료가 다르다. 이중 빠른 동작형 퓨즈와 매우
빠른 동작형 퓨즈의 경우 일반적으로 귀금속인 순 은(Ag) 혹은

2. 본 론

은(Ag) 합금을 적용한 퓨즈 가용체가 적용 되고 있으며, 은(Ag)
의 경우 퓨즈 가용 체의 길이가 짧아 지지 않는 범위에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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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ast acting 동작 설계
한류형 퓨즈의 동작 특성은 퓨즈에 인가되는 전류에 따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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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인가 시 퓨즈의 거동을 확인해야 한다. 퓨즈의 정격전류는

* Dept. of Metallurgic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인가 전류에 따른 용단 시간을 나타낸 I-T Curve의 해석을 통해
가능하고, 그림 1과 같이 정격전류가 결정되면 정격전류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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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해당하는 영역이 동작특성이 된다.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445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전기학회논문지 65권 3호 2016년 3월

퓨즈의 동작 특성이 나타나는 영역은 퓨즈 가용 체의 고유 에

식 (1)에서 가용 체의 재료가 결정된 이후라면, 상수로 고정되

너지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적용된 가용 체의 면적 및 재료의 종

는 값을 제거 할 수 있고, 남는 변수는 식 (2)와 같이 한계전류

류가 변하지 않으면 이동 시킬 수 없는 영역이다. 즉 퓨즈의 재

와 선경만 비례적으로 남게 된다. 즉 재료가 결정된 후 I-T

료가 선택된 후 동작특성의 설계는 정격전류 선을 이동 시키는

curve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퓨즈 가용 체의 선경을 원하는 정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동작특성을 조정하

격전류 방향으로 변화 시켜야 한다.

기 위하여 fuse elements의 선경을 조정하여 전체 I-T curve를
이동 시키고 기울기를 움직이는 방법을 적용한다[3].

  ≃ 

(2)

퓨즈 가용 체의 재료와 선경이 결정되면, 퓨즈 element의 고
유 에너지를 확인 할 수 있는 I-T curve의 하단 부는 이동이 어
렵다. 해당 영역은 인가되는 전류에 의해 퓨즈가 용단하는 시간
이, 퓨즈 가용체가 인가 전류와 내부 저항에 의해 상승한 온도를
이동시키는 시간 보다 빠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림 3과 같이
전류가 상승함에 따라 퓨즈의 용단 시간은 빨라지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열 이동이 시작되기 이전 시간에 용단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퓨즈의 동작 특성
Fig. 1 Acting characteristics type of fuse
그림 2와 같이 퓨즈 가용 체의 선경이 감소하면 낮은 정격전
류 방향으로 I-T curve가 이동하고 선정이 증가하면 높은 정격
전류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체 I-T curve의 이동은 가용 체의
체적 혹은 직경 변화에 의해서만 이동 가능하며, 이는 퓨즈의 한
계전류에 영향을 주는 인자 검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림 3 열 이동에 의한 I-T curve 이동
Fig. 3 Change of I-T curve by heat transfer
그림 3과 같이 열 이동이 없는 이상적인 계는 전류와 용단 시
간이 비례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열 이동이 있는 계에서는 동일
한 전류에서 열 이동이 없는 계보다 용단 시간이 지연된다. 이는
퓨즈 가용 체에 인가되는 전류와 내부 저항에 의한 발열량과 전
도, 대류, 복사 등으로 손실되는 열량에 기인하며, 그림 3과 같이
열의 이동양이 증가하여 열 손실이 많아짐에 따라 퓨즈의 정격전
류 선은 높은 정격전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이 열 손실로
인한 I-T curve의 기울기가 증가하여 정격전류가 높은 정격 쪽
으로 이동하는 것은 정격전류의 1000%에 해당하는 전류 값도 높
그림 2 동작 특성 설계 방법

아지게 하고 이로 인해 동작특성은 빠른 동작 특성을 구현 할

Fig. 2 The method of design acting characteristics type

수 있다.
이런 퓨즈의 용단 시간 특성과 열 손실의 관계를 활용하여 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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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의해 발생한 가용 체의 열을 효과적으로 이동하게 하면, 귀
금속인 은(Ag) 재료의 적용 없이 빠른 동작 특성의 구현이 가능
하다. 퓨즈가 열을 최대한 가용 체에 집중시켜 상승하는 온도를
이용해 작동 시키는 부품이라면, 고정 저항기는 저항 element의
(1)

열을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온도의 상승을 최소화하여 저항 값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특히 금속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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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세라믹 rod 표면에 증착 혹은 도금하여 사용하는 film type
고정 저항기는 저항 element와 세라믹 rod의 접척 면적이 가장
넓은 구조로 전류에 의해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 시키는
고정 저항기 제조 방식이다[4]. 해당 제조 방식으로 퓨즈를 제작
할 시 많은 열 손실로 인하여 퓨즈의 용단 특성을 빠른 동작 특
성으로 만들 수 있다.
2.2 박막 적층 도금을 이용한 빠른 동작 퓨즈 설계
일반 적인 wire type 퓨즈를 포함한 많은 퓨즈들은 가용 체에
집중되는 열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 열 이동이 용이한 단자

그림 4 퓨즈와 저항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fuse and resistor

(terminal)와의 접촉 면적을 최소로 한다. 하지만 고정 저항기의
경우 열의 이동이 저항 값의 고정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단자와 내부 세라믹과의 접촉 면
적을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퓨즈는 열의 집중을 최대화하기 위한 구조로 제품 결합에 사
용된 접합 용가재를 통해 전도되는 열을 제외한 복사, 대류에 의
한 열손실은 적다[5, 6]. 때문에 해당 구조에서 열 이동속도를
상승시켜 빠른 동작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열전도도가 빠른
금속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fuse-link 거리 즉 단자와 단자 사
이의 거리를 줄이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하지만 고정 저항기의
구조는 퓨즈와 반대로 열의 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가 기본
이며 박막으로 구성된 저항 element의 발열을 단자와, 세라믹
body, 외부 도료 등으로 모든 표면적을 통해 전도되게 한다.
이와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표면처리 방법으로
박막 형성의 균일성이 가장 좋은 습식 도금의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사용된 세라믹 rod는 원기둥형의 길이 5.5mm 직경 1.7mm,

그림 5 도금 작업 과정

알루미나(Al2O3) 함량 85%의 고정 저항기 표준 세라믹 body를

Fig. 5 Plating procedure

사용 하였다. 습식 도금 간 세라믹 rod 전체에 균일한 박막을 도
금하기 위해 바랠(barrel)도금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라믹 rod 시

water를 이용하여 수세한 뒤 알칼리 탈지 처리를 하였다. 도금에

료의 전처리는 도금 금속의 충분한 결합 강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약품과 작업 조건은 표 1과 같고 도금의 진행 과정은 그

초음파 세척기 내에서 10% 불산 용액으로 2시간 에칭한 후 DI

림 5에 나타내었다[7].

표

1 도금 조건

Table 1 Plating conditions
Solution Composition - plating
1 layer plating (Ni-P)

2 layer plating(Cu)

3 layer plating(Sn)

Component

Contents

Component

Contents

Component

Contents

NiCl2·6H2O

450g/l

CuSO4·5H2O

220g/l

SnSO4

50g/l

NaH2PO2·H2O

230g/l

H2SO4

60g/l

H2SO4

180g/l

FeCl3

68g/l

H-Mu(additive)

4ml/l

Top-10(additive)

30ml/l

Na2SnO3·3H2O

280g/l

H-1(brightener)

2ml/l

T-AC(brightener)

30ml/l

Plating condition
Condition

Condition

Condition

Temperature

90℃

Temperature

35℃

Temperature

25℃

Current Density

-

Current Density

15A/dm2

Current Density

2.5A/dm2

pH

4.5~5.5

pH

4.5

pH

4

barrel speed

35rpm/min

barrel speed

25rpm/min

barrel speed

40rp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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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 표면에 니켈은 전해 도금을 위한 base 금속으로의
특성과 도금의 결합 강도, 퓨즈의 용단 특성 중 275%, 400% 용

겹치도록 제작 하였고 커팅 시 rod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부
하 영역의 넓이를 조정하였다.

단 시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였고, 20분 도금하여 저항이
0.6Ω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퓨즈가 용단할 때 온도를 낮추어 주

2.3 실험 결과 및 고찰

고 210% 이내의 용단 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최종 도금 층인
주석 또한 도금의 두께를 5μm으로 고정하였다. 즉 중간 도금 층

세라믹 Rod 표면에 박막 금속 퓨즈 가용체 형성 시, 박막의

인 동(Cu) 재료의 상부 하부 도금은 퓨즈의 용단 특성을 정밀히

균일성과 용단 시간의 일정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류와 도금

설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퓨즈의 주 설계는 동 도금 층의 두

시간을 조정하며 도금의 표면 상태를 확인하였고, 각각의 조건으

께를 조정하며 정격전류와 동작 특성을 결정하였다.

로 제작된 샘플을 용단 시험하여 최적의 도금 조건을 결정하였
다. 최적의 도금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fuse의 동작특성과 정
격전류 특성을 결정하는 동(Cu)박막 층의 도금 두께를 동일한
20μm로 고정하고 전류량을 변화시켜 목표 두께까지 이르는 시간
을 측정 하였다. 이후 각 제품의 정격 전류의 200% 10A에서의
전류-시간 특성을 측정하여 fuse 특성에 안정적인 도금 조건을
확인 하였다.
시험 결과 그림 8과 같이 전류와 도금 시간에 따른 용단 시간
은 15A 이하의 낮은 전류로 장시간 도금하였을 시 퓨즈의 용단
시간이 일정함을 확인 하였고, 도금의 속도를 높여 15A이상의 전
류로 빠른 시간 도금하면 그래프와 같이 용단 시간 산포가 높아
졌다. 이와 같이 편차 범위가 증가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

그림 6 제작 샘플 도금 적층 구조 및 시료 형상
Fig. 6 Structure of producing sample plating layer and

금 시간에 따른 박막 금속 표면의 상태를 주사전자 현미경을 사
용하여 관찰하였고, 그림 9와 같다.

sample shape

그림 8 도금 전류와 시간에 따른 용단 시간 산포
Fig. 8 Opening time dispersion for plating currents and time
인가 전류가 낮아지면 목표 두께인 20μm을 도금하기 위하여
그림 7 전류 부하 지점 제작

긴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시간당 적층되는 금속의 량이 적어 박막

Fig. 7 Electrical load point

의 표면 조도가 좋아 낮아졌다. 실험 결과 그림 9와 같이 약
10A의 전류로 도금한 샘플의 표면이 20A의 전류로 도금한 샘플

그림 6과 같은 구조로 퓨즈 가용 체를 구성한 후 단자를 조립

의 표면보다 원자가 조밀하게 채워져 있으며, step coverage도

하고, 일정한 동작 특성 구현을 위하여 나선형 커팅(helical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8]. 때문에 동일한 도금 두께일지라

cutting)을 실시하였다. 본 공정은 film type 퓨즈의 용단 동작

도 전류와 도금 속도에 의해 나타나는 용단 시간 불일정성은 박

시 가용 체의 넓은 범위로 인하여 용단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막 표면의 상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15A이하의 도금은 유의

용단 시간이 불일정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으로 그림 7과

차 없이 일정한 용단 시간을 가짐으로 속도가 가장 빠른 15A를

같이 특정 지점에 전류 부하 지점을 만들어 동일한 용단 시간을

도금의 기준으로 하였다.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적용한 나선형의 커팅은 약 1mm 이상

448

제작된 퓨즈의 전류-시간 특성 test 전 샘플의 저항온도계수

Trans. KIEE. Vol. 65, No. 3, MAR, 2016

그림 9 인가 전류와 도금 시간에 따른 도금 표면 상태
Fig. 9 Plated surface roughness for current and plating tim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이하 T.C.R)를 확인하

하부의 Ni-P 도금 층과 상부 주석(Sn) 도금을 일정하게 유지

여 퓨즈 가용체의 성능을 확인 하였다. T. C. R은 온도가 변함에

하고 동작 특성 및 정격 전류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동(Cu)

따라 재료의 저항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정저항기

도금 층의 두께를 조정하여 fuse를 제작 하였다. 제작 목표 퓨즈

의 경우 저항의 고정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보통

series의 중심 정격 전류인 3.15A를 대상으로 동작 특성과 정격

±400ppm/℃ 이하의 T. C. R을 요구한다. 반대로 퓨즈 가용체

전류를 설계하고 3.15A의 퓨즈 동작 특성 확인 후 기타 정격전

재료는 온도가 상승할 시 저항 값도 함께 상승하여 상승한 저항

류의 제품을 동(Cu)도금 두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I-T curve를

값으로 인해 통전 전류에 의한 발열량이 다시 상승하는 프로세스

이동 시켰다. 실험 결과 동(Cu) 도금 두께 17-18μm에서 정격

를 기대하며, 때문에 T. C. R 이 높은 재료를 적용한다. 현재 상

전류 3.15A의 Fast acting 동작 특성이 구현 되었고, 제작된

용 퓨즈의 T. C. R은 ±1000ppm/℃~±4000ppm/℃에 형성되어있

3.15A의 I-T curve는 그림 11과 같다.

다. 제작한 제품의 도금 층에 따른 T. C. R은 그림 10과 같이 형
성 되었다.

그림 11 동(Cu) 도금형 빠른 동작 퓨즈 I-T curve
Fig. 11 Fast acting fuse I-T curve of Cu plating type
그림 10 도금 적층에 따른 T. C. R 변화
Fig. 10 T. C. R change for plating layer

정격 전류의 200%인 6.3A에서 용단 시간 평균 3.55초로 IEC
60127-3 sheet1 규격 상 5초 이내에 용단 되어야 하는 빠른 동

시험 결과 Ni-P 도금만을 적용하였을 때 평균 T. C. R은

작 특성을 만족하였고 275%에서 0.3초 이내, 400%에서 0.03초

340.66ppm/℃로 온도에 안정적인 고정 저항기와 같은 특성을 보

이내, 1000%에서 0.004초 이내에 용단되어야하는 나머지 동작

였지만 순 금속인 동(Cu)과 주석을 순차적으로 적층 도금하며 퓨

특성들도 만족하였다[9, 10]. 제작된 fuse의 실용 가능성을 확인

즈의 일반적인 T. C, R을 만족하였다. 그림 10과 같이 재료 고유

하기 위하여 3.15A 빠른 동작 특성 퓨즈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T. C. R이 4400ppm/℃인 동(Cu)을 하였을 때 T. C. R이 가장

상용 적용되고 있는 L社의 251 series Pico type 3.15A 빠른 동

높았고 주석을 추가 도금하면 T. C. R이 일부 하락하는 현상이

작형 퓨즈와 471series Pico type 3.15A 지연 동작형 퓨즈를 함

나타났다. 하지만 3층의 적층 도금은 퓨즈 가용체가 일반적으로

께 비교 분석하였고 그림 12와 같았다[11, 12]. 실험 결과 Ag

보유하는 1000ppm/℃ 이상임으로 퓨즈로 적용함에 문제가 없는

wire를 사용한 빠른 동작 퓨즈와 정격 전류와 동작 특성에서 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200%, 275%, 400% 용단 시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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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은)Ag wire type이 더 늦게 동작하였다. 그리고 함께 비교한

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낮은 정격 전류에서는 커팅의 폭을 좁혀

동(Cu) wire를 사용한 지연 동작형 퓨즈와는 정격전류 영역은 유

부하가 집중 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특성을 구현하였다.

사 하였지만, 동작 특성 영역인 정격 전류의 1000%인가 영역에
서 동(Cu) wire 퓨즈가 지연 동작한 반면 박막 필름형 동(Cu)
퓨즈는 빠른 동작특성을 나타 내었다. 이는 부하에 안정하기 위
한 저항구조의 특성상 발생한 열을 빠르게 이동시켜 부하가 집중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fuse의 I-T 특성의 정격 전류
영역이 높은 정격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13 커팅 폭에 의한 특성 구현
Fig. 13 Processing of characteristics for cutting range
제작된 전체 정격전류 제품의 전류-시간 동작 특성을 그림 14
와 같이 I-T curve에 나타내었고, 모든 정격 전류에서 fast
acting 동작 특성을 만족하였다.
그림 12 금속 wire 퓨즈, 박막 film 퓨즈 비교 시험 결과

3. 결 론

Fig. 12 The result for test of comparing metal wire fuse
with thin film

본 연구에서 Ni-P, Cu, Sn의 순차적 적층 도금을 이용하여,
특성이 확인 된 3.15A를 기준으로 하지 Ni-P 도금 층과 표면
의 Sn 도금 층을 고정하고 동(Cu)도금 층 두께만을 조정하여 나

귀금속인 은(Ag)을 대체하는 빠른 동작 특성의 퓨즈 가용 체를
설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머지 정격 전류의 퓨즈도 제작하였고 제작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빠른 동작 특성의 퓨즈 기용체는 발생하는 열의 손실을

제작 결과 1A-2A의 낮은 정격 전류 퓨즈는 용단 동작 시 전류

이용하여 퓨즈의 정격 전류 선을 높은 정격 전류 방향으로 이동

량이 부족하여 열 이동이 용이한 고정 저항기 구조에서 용단 동

시켜야 하며, 재료적으로는 열 이동이 가장 빠른 은(Ag)의 적용

작이 어려웠고 때문에 주석의 량을 높여 I-T Curve를 낮은 전류

이 특성에 부합하고 구조적으로는 고정저항기의 설계 조건이 특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미세 동작 특성은 나선형 커

성을 만족한다.

팅의 폭을 조절하며 200% 동작 특성과 275% 동작 특성을 구현

둘째, 금속 박막을 이용하여 제작한 퓨즈는 동작의 세부 특성

하였다. 즉 그림 13과 같이 3.15A 이상의 가용 체는 커팅이 용단

(정격전류, 200%, 275%, 400%, 1000%) 모두를 한 종류의 피막

의 위치를 한정시켜 일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발열

으로 만족하기 어렵고, 때문에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금속을

표

2 퓨즈 가용체 제작 조건

Table 2 Fuse elements product conditions
Fuse element product conditions
Rated current
1A
2A

Sn Plating thickness
8-10μm

3.15A

Complete resistance
250mΩ

11-13μm

80mΩ

16-18μm

60mΩ

4A

18-21μm
22-23μm

5-7μm

Ni Plating thickness

9-11μm

5A
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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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Plating thickness

3-5μm

40mΩ
28mΩ

22-23μm

20mΩ

8A

24-25μm

13mΩ

10A

25-27μm

8m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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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적층 도금을 적용해야 하며, 실험 결과 Ni-P, Cu, Sn

[5] “Fuse Handbook”, SAVE FUSETECH, pp. 30-48.

적층 도금이 빠른 동작 특성에 부합하였다.

[6] David Gaskell “An introduction to transport phenomena
in materials engineering” New Jersey, USA, PrenticeHall, INC 1th ed. pp. 298-300 1997.
[7] Hui-taek

Yeom,

Gyu-syeong

Lee,

“Plating

Surface

Treatment” Seoul, Korea, Munundang, 1th ed. pp.
286-287 1989.
[8] T. Maruizumi, J. Ushio, Y. Takemura, and N. Kobayashi
“Sticking coefficients in film profile prediction for
chemical vapor deposition” California, USA, the electrochemical society, INC, pp. 115-120, 1997.
[9] C. K. Ji and K. O. Kim, “Definitions for miniature fuses
and general requirements for miniature fuse-links”
Korea, Standards, KS C IEC-60127, 02. 07, 2005.
[10] C. K. Ji and K. O. Kim, “Miniature fuses-Part3 :

그림 14 정밀 박막 적층 도금 퓨즈 I-T curve
Fig. 14 Precision thin film multi-layer plating fuse I-T curve

Sub-miniature fuse-links” Korea, Standards, KS C IEC60127, 02. 07, 2005.

셋째, 전류에 의한 부하 집중 영역이 없는 피막 구조의 가용
체를 일정한 시간에 용단시키기 위하여 임의의 부하 점이 필요하
였고, 나선형 커팅선 간의 간격을 조절하여 특성을 구현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부터 제작된 퓨즈는 기존의 은(Ag)을 사
용하는 빠른 동작 특성 퓨즈에 비하여 제작비용이 60% 감소하였
고, 대량 도금이 가능한 바랠 도금 특성으로 생산성은 2배 증가

[11] Littelfuse, http : //www.littelfuse.com/products/fuses.
Accessed, August 30, 2015.
[12] Cooper

bussmann,

http://www.cooperindustries.com/

content/public/en/bussmann/electrical/products,
Accessed August 30, 2015.

하여 경쟁력 있는 제조 공법을 완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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