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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스 궤도계전기 접점의 재질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Contacts on Bias Track Relay

김희대*·이성일

Hee-Dae Kim·Sung-Il Lee

1. 서 론

바이어스 궤도계전기는 궤도회로용으로 비전철 구간의 폐

전로식(normal close system)궤도회로에서 열차가 폐색구간

을 통과할 때 신호를 주어 열차의 운행상황과 위치를 관제

실에 전달함으로써 운전 취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는 계전기이다[1]. 계전기는 선로 및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

으며, 접점은 항상 닫혀있고 열차가 궤도에 진입하면 차축

에 의하여 레일 양끝이 단락되어 계전기 접점은 개방된다[2].

열차가 궤도에 진입해도 계전기 접점이 낙하하지 않으면 열

차충돌 등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 계전기 접점재료의 선

정은 철도안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철도신호용 계전

기 접점재료의 특성은 전기전도성, 내용착성, 안정성, 내마

모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바이어스 궤도계전기는 비전철구간의 옥외에 설치

되어 있어 낙뢰나 서지 등 이상전류의 유입에 견딜 수 있

는 내용착성을 중요시 한다[3]. 

현재 바이어스 궤도계전기는 3,800여 개가 운용 중에 있

으며, 주로 5~9월 사이에 용착 장애가 보고되고 있어 낙뢰

나 서지가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4]. 이런 원인으로 용착 장

애가 자주 발생하는 Ag 접점에 융점이 높은 탄소를 첨가하

여 소결한 AgC 접점을 혼용하여 사용 중에 있다. 바이어스

궤도계전기는 접점의 장애 빈도와 열차운용 횟수가 적은 비

전철구간에 사용하는 관계로 현재까지 접점재료에 대한 연

구가 없었다. 최근 AgC 접점에서 저항의 급격한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g와 AgC

접점을 대상으로 용착실험과 반복개폐 실험을 통해 접점의

용착특성, 저항에 대한 안정성, 반복 개폐 후 접점의 소모

성 등 전기안전 특성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접점을 선정하여 열차의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바이어스 궤도계전기 접점의 특성

2.1 접점의 일반적 특성

계전기의 접점재료는 그 부하의 전류 사용영역에 따라

Table 1과 같이 구분된다[3,6]. 전기전도도가 우수한 소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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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실험 결과, Ag 접점은 비교적 낮은 전류에서 용착이 발생하였고, AgC 접점은 온도특성이 우수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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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접점에 전이현상이 발생하여 접점소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AgC 접점은 용착특성에서는 우

수하나 반복개폐 실험에서 저항변화가 많아 사용상 주의가 요구되며, Ag 접점은 반복개폐 특성은 우수하나 용

착특성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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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융점이 높은 대전류용 접점이 있으며, 부하특성에 맞

추어 재료를 혼합해 제작하는 중전류용 접점이 있다[5]. 철

도신호용 계전기 접점재료는 Ag, AgPd, PGS 등 전기전도

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이어스 궤도계전기

와 같이 전기전도성과 내용착 특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계전

기도 있다.

2.2 Ag 접점의 특성

철도신호 계전기 매뉴얼에 바이어스 궤도계전기 접점은

CP4로 은99.8[%] 기타 0.2[%]의 순은 접점을 사용하도록 되

어 있다[7]. 은의 물성은 Table 2와 같이 전기전도성이 우수

하고 열전도도가 높으며 적절한 가격 등의 장점으로 인해 소

전류용 접점재료로서 넓게 이용되고 있다. Ag 접점은 은을

1,200~1,400[oC]에서 소결하여 생산하며 융점이 낮아 대전

류에서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은의 단점인 저융점과 산화

성의 향상을 위하여 이종금속을 혼합(AgCd, AgC 등)하여 중

대 부하 및 용착 방지용 접점을 제작하고 있다[5]. Ag 접점

은 초기저항이 적으나 개폐 횟수를 증가시키면 아크에 의한

오존의 발생으로 접점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어 저항이 증

가하는 원인이 된다[3].

2.3 AgC 접점의 특성

탄소의 물성은 Table 2와 같이 융점이 높아 고온에서 강

도를 유지하며, 화학적 안정성과 열팽창 계수가 낮아 열적

충격에 강하다[8]. AgC 접점은 열적 특성이 우수한 탄소 분

말과 전기전도도가 우수한 은 분말을 혼합하여 소결하는데

소결과정의 온도가 높으면 비중이 높은 은이 가라 앉고 탄

소 분말은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은이 완전히 용융되기 전

의 온도인 800~850[oC]에서 소결함으로써 내부에 기공이 존

재하고 결합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9]. 

AgC 접점에서는 탄소의 입도가 미세하고 분포가 균일할

수록 경도와 내마모성이 개선되며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Table 3과 같이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떨어지고 내용착성은

크게 향상된다[5]. 탄소만으로 접점을 구성하면 쉽게 파손되

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은에 3~15[%]정도의 탄소를 함유한

접점을 생산하고 있으며, 철도신호용으로는 5[%]급이 사용

되고 10~15[%]급은 포신제어 등 방위산업에 사용된다.

3. 실험방법

3.1 실험 개요

본 실험에서 사용한 Ag및 AgC 접점은 경성야금에서2012

년에 생산하여 유경제어(주)에 납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

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Ag 접점은 은

이 99.98[%] AgC 접점은 은이 94.6[%] 탄소가 5.34[%]의

비율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g와 AgC 접점의 특성 비교가 목적이지

만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접점소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찰

하기 위하여 탄소 3[%] 접점을 추가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

용접점의 모형은 Fig. 1과 같으며 Ag-Ag 접점은 Fig. 1의 (a)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contacts material

Material

Specific 

gravity

[g/cm3]

Melting 

point

[oC]

Thermal 

conductivity

[W/moC]

Electrical

conductivity

[IACS%]

Ag 10.5 960.5 1.0 105

C 2.1 3,700 0.057 4.19

Table 1 Properties of relay contacts

Element Material properties

Small currents

(1A Below)

Pt, Pt-Ir, Au,

Au-Ag, Pd
Conductivity

Medium current

(1~600A)

Ag-MOx

M = Cd, Sn, In, Ni

Conductivity,

Abrasion resistance,

Melting point

High current

(600A More than)

W, Ag-W, Ag-WC, 

Cu-W

Abrasion resistance,

Melting point

Conductivity,

Railway 

Signalling Relay

Ag, AgC, AgCdo,

AgPd, PGS

Durability Welding,

Stability

Table 3 Phys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arbon Ingredient

Material
Ingredient

ratio[%]

Specific

gravity

[g/cm3]

Hardness

[Hv ]

Electrical

conductivity

[IACS%]

Ag : C

97:3 8.5∼9.5 25∼45 70∼80

95:5 7.3∼8.3 20∼35 53∼63

90:10 7.0∼8.0 15∼30 38∼50

85:15 5.3∼6.3 10∼25 25∼35

Fig. 1 Shape of the experimental contact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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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반원통형 접점 2개를 사용하여 십자형태로 배치되

어 있고, AgC-Ag 접점은 (b)와 같이 AgC 접점은 불룩한 원

형으로 되어 있는 고정접점이고, Ag 접점은 (a)와 같은 반

원통형의 가동접점이다. AgC 접점은 접촉면적을 증가시키

기 위해서 면과 선이 접촉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바이어

스 궤도계전기의 제원은 Table 4와 같다[3].

3.2 용착 실험

Table 4의 사양을 가지고 있는 계전기 접점을 Fig. 2의 회

로를 이용하여 용착특성 실험을 하였으며, 사용한 계측장비

의 세부 내역은 Table 5와 같다. 계전기에 직류 전원공급기

를 이용하여 전원단자에 사용전압 직류 1.42[V]을 인가하여

계전기 코일을 여자시켜 접점이 밀착된 상태에서 스위치로

5[ms] 동안 단자에 전압을 인가하였다. Ag-Ag 접점은 접점

단자에 30[V]인가를 시작으로 5[V]씩 증가시키면서 55[V]

에서 접점이 용착될 때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실험 단

계마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전류파형을 관찰하였고, 이

때 생성되는 파형을 저장하여 용착 상태를 비교하였으며, 용

착을 확인한 후 접점을 분리하여 접점의 소모상태를 전자현

미경으로 20~250 배율로 관찰하였다. 사진은 전자현미경으

로부터 접점상태를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50배율

로 하였다. AgC-Ag 접점은 30[V]를 시작으로 5[V]씩 전압

을 증가시키면서 100[V]까지 실험을 하였으나, 100[V]에서

계전기 내부도체가 과열로 소손되어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다. 내부도체는 회로 보호용으로 접점의 개폐를 쉽게

하고 반복 개폐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큰 인청동

을 사용하며 Fig. 3과 같이 주름진 판형도체로 되어 있다.

3.3 반복개폐 실험

반복개폐 실험은 유경제어㈜에서 제작한 계전기 내구실험

기를 이용하였으며 접촉저항의 측정은 1~300[mΩ] 접점저항

계를 사용하였다. Table 4의 계전기로 접점에 3[A]가 흐르

도록 저항을 설치하여 반복개폐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루에

8시간(약 14,000회) 동안 2초당 1회씩 2개월간 60만 회의 반

복개폐 실험을 진행하였고 개폐횟수 10만 회마다 접촉저항

을 측정하였으며, 60만 회까지 연속적으로 저항 변화를 측

정하여 저항값을 비교하였으며, 실험 후 접점의 소모상태를

전자 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60만 회는 안동역 기준으로 하

루 평균60회 운행하여 약 40년간 사용한 것과 같으며, 철도

계전기 매뉴얼에서 계전기의 수명은 약 15년을 기준한다.

4. 실험 및 고찰

4.1 용착 특성 실험

4.1.1 방전 특성

용착 실험 결과 Fig. 4와 같이 전압과 전류의 함수는 상

관계수 (R2) = 0.97이상으로 선형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여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Paschen의 방전 특성에서 접점이 밀착되어 있는

경우의 아크특성은 전계방출에 의한 절연파괴로 볼 수 있다

[10]. 전계방출에 의한 절연파괴는 Fig. 5의 Paschen의 곡선

과 같이 접점간격 d가 Paschen의 최저점에 상당하는 간격

dm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 때 접점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을 Vo라고 하면 전계 E = Vo/d로 나타난다[9]. Paschen은

dm이하 즉, 접점이 밀착되어 있는 경우 접점교락의 발생원인

을 접점간의 정전인력과 전계방출에 의한 전자충돌에 의해 접

점이 가열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1].

Table 4 Specifications of bias track relay

Element Contents

Switching capacity DC 28.8[V] 3[A] Continuous Switching

Contact resistance DC 100[mA] Voltage drop 10[mV] Below

Contact Force 15[gf] More than

Opening force 50[gf] More than

Operating voltage 1.42[V]

Contact Materials AgC=Ag(94.6%) : C(5.34%)

Fig. 2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ystem

Table 5 Specification of the experimental system

Name Size Maker

Charger 0~900[V] Yoo Kyung Co.

Shunt 50[A] Yoo Kyung Co.

DC Power Supply 0~30[V] Myungtech

Oscilloscope TDS1000 Tektronix

Fig. 3 The shape of the inner 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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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Ag-Ag 접점의 용착 특성

Fig. 6의 (a)와 (b)는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각 접점에 생

긴 전류파형으로 모양은 같고 전류크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접점이 밀착된 상태에서 전계방

출에 의한 전자충돌이 접점교락의 발생원인이라는 Paschen

의 해석과 일치됨을 알 수 있고, 전계의 세기와 접촉면적이

전자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Fig.

6의 (c)는 50[V]를 인가했을 때 전계의 증가에 따라 전자밀

도가 상승해 그래프 하단의 변곡점과 같이 아크가 길어지며

용착 직전의 신호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스프링의 개

방력(50[gf] 이상)에 의해서 접점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정도였다. Fig. 6의 (d)는 55[V]를 인가하였을 때 그래프 상

단에 380[A]에서 전류가 I자 모양으로 겹쳐진 부분이 발생

하였다. 이것은 전계의 증가로 전자밀도가 상승하여 아크에

의해 접점의 온도가 은의 융점까지 상승해 Fig. 7과 같이 접

점에서 용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g-Ag 접

점은 반원통형 접점 두 개를 십자형으로 배치하여 전류의 흐

름에 신뢰성을 주지만 접촉면적이 적어 전자들이 좁은 통로

에 집중되면서 아크에 의해 용착이 발생되었다. 이것은 전

계의 세기와 융점이 용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

4.1.3 AgC-Ag 접점의 용착 특성

AgC 접점에서는 Fig. 8의 (a), (b)와 같이 30~85[V]까지

전류파형의 모양은 같고 전류크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Ag-

Ag 접점의 용착특성과 같이 Paschen의 해석과 일치됨을 알

Fig. 4 Comparison of the current as a function of the voltage

(time : 5[ms])

Fig. 5 Discharge characteristics as a function of contact gap

Fig. 7 Welding shape of Ag contact

Fig. 6 Comparing of current characteristics of Ag contact Fig. 8 Comparing of current characteristics of AgC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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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Fig. 8의 (c)와 같이 90[V]를 인가하였을 때 그래

프 하단에 변곡점이 나타났다. 이것은 내부도체에서 전자밀

도의 증가로 발생한 열 때문에 내부도체가 가열되어 증발현

상이 나타났고, Fig. 3의 우측 도체와 같이 변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의 (d) 와 같이 100[V]를 인가하였을 때 전계

의 증가로 전류가 상승하여 회로 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내부도체에 전류가 집중되면서 주울 열에 의하여 (d) 의 상

부 452[A]에서 나타난 꼭지점으로부터 내부도체가 소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부도체는 평소에는 전류의

통로가 되지만, 이상전류가 흐르면 소손 되어 내부회로와 접

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2[A]에서 내부도체가 끊어진 후 접점의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Fig. 9의 (b)와 같이 AgC 접점에는 0.1[mm] 정도

의 미세한 소모만 발생하였다. 이것은 전계를 증가시켜 접

점온도가 상승했지만 AgC 접점은 고 융점 재료로 용착특성

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1.4 탄소 함유량과 접점의 소모특성

Fig. 9는 용착실험 후 접점의 표면상태를 전자현미경을 이

용하여 50배율로 확대한 것이다. 융점이 낮은 탄소 3[%] 접

점에서는 전계의 증가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은과 탄소의 결

합력이 약해져 Ag 접점과 접촉하는 부위의 AgC 접점에

1.2[mm] 깊이의 접점소모가 발생하였으며, Ag 접점에서는

0.3[mm]의 소모가 있었다. 탄소 함유량 3[%]인 접점 (a)에

서 5[%]인 (b)보다 접점소모가 많이 발생한 것은 탄소 3[%]

접점이 경도와 전기전도성은 높지만 융점이 낮아 생긴 것으

로 용착특성에서는 융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탄소 함유량이 5[%] 접점에서는 AgC 접점에 0.1[mm]

의 미세한 소모가 나타났으며, Ag 접점은 아크에 의해 발

생된 오존으로 인해 산화된 흔적은 있으나 접점소모는 발생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탄소 3[%]인 접점에서 아크 발생시

접점소모가 많았지만 탄소 5[%]의 접점에서 소모가 적었던

것은 탄소 함유량의 증가에 따라 온도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5]. Fig. 9의 (a)로 부터 AgC 접점에서 아크에

의해 은이 용해되면서 은과 탄소의 결합력이 떨어져 조직이

파괴되었는데, 이것은 은이 용해되면 비중이 낮은 탄소 분

말이 계면 위로 올라와 Ag 접점과 분리함으로써, 조직은 파

괴 되어도 용착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 내부도체의 열화로 AgC 접점의 용착을 확인하지

는 못했지만 Fig. 9의 (a) 에서 전계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탄

소 분말의 계면활동 때문에 용착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

을 유추할 수 있어 AgC 접점이 비 용착 접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5].

4.2 반복 개폐 실험

4.2.1 Ag-Ag 접점의 저항 특성

Fig. 10은 반복개폐에 따른 저항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Ag

접점에서 초기저항은 40[mΩ] 이였으며 30만 회까지 접점을

반복개폐 시켰을 때 개폐횟수에 비례하여 저항이 상승하였

으며 30만회에서 60[mΩ]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40

만 회에서 50[mΩ]을 유지하였으며 60만 회까지 저항 값이 변

동 없이 안정되었다. Ag-Ag 접점의 접촉저항은 직류 100[mA]

를 접점에 흘렸을 때 회로에 발생하는 전압강하가 10[mV]이

하로 규정하고 있어 한계 저항 값은 100[mΩ]이 된다[3]. Fig.

10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Ag-Ag 접점은 개폐횟수를 증가시

켜도 접촉저항에 대한 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 AgC-Ag 접점의 저항 특성

Fig. 10에서 AgC 접점에서 초기저항은 50[mΩ] 이였으며

30만 회까지 접점을 반복개폐 시켰을 때 개폐횟수에 비례하

여 저항이 상승하여 110[mΩ]이 되었다. 이후 50만 회까지

는 감소하여 80[mΩ]이 되었으나, 50만 회 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하여 100[mΩ]이 되었다. 30만 회에서 저항이 110[mΩ]

으로 상승한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한 아크에 의해 접점표면

에 산화 막의 형성되었고 전이현상의 초기증상으로 접점에

돌기가 생기기 시작하여 저항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Fig. 10 Comparison of contact resistance as a function of the

repetitive switching

Fig. 9 Comparison of the abrasion shape as a function of the

carb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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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만 회 이상으로 개폐횟수가 증가하여도 산화막이 수

Å 정도로 얇아 터널효과에 의해 전류가 흐르며 기계적인 충

격으로 접촉면에 미소돌기 부분이 생겨 이 돌기부분을 따라

접점 표면에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

인다[10]. 50만 회 이상에서 AgC 접점에 저항이 상승하는

것은 돌기부분의 면적이 아주 적기 때문에 Fig. 11의 (a)와

같이 전류가 이 돌기부분에 집중되어 반복개폐 동작을 함으

로써 아크에 의해 산화막이 재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gC-Ag 접점에서 접촉저항은 직류 100[mA]를 접점에 흘렸

을 때 회로의 전압강하가 50[mV]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한

계 저항 값은 500[mΩ]이 된다[3]. 반복개폐 실험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AgC 접점은 접촉저항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

져 사용상 주의가 요구되나, 규정 값 이내에 있어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Ag-Ag 접점의 소모특성

Table 4의 계전기로 접점에 3[A]가 흐르도록 저항을 설치

하여 반복개폐 실험을 진행하였다. 개폐횟수의 증가에도 접

촉저항이 30만 회에서 조금 상승했을 뿐 지속적으로 안정

되었고 접점소모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저 전류로 실

험했기 때문에 아크로 인한 열의 발생이 적어 융점의 영향

은 없었으며 전기전도도와 경도가 우수한 Ag-Ag 접점에서

는 Fig. 11의 (b)처럼 산화의 발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Ag 접점은 저 전류에서 접촉저항이나

접점소모에 대한 내성이 강하여 저 전류를 사용하며 개폐횟

수가 많은 회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2.4 AgC-Ag 접점의 소모특성

일반적으로 접점의 부하 범위는 기준 값 보다 낮은 영역

에서 사용하면 접점표면의 피막 등의 영향으로 접촉 신뢰도

가 떨어지며 상한 값 보다 높은 영역에서 사용하면 접점소

모가 많아져 수명이 짧아진다[3]. Fig. 11의 (a)와 같이 Ag

쪽 전극 일부가 AgC 접점 쪽으로 이전되었는데, 이것은 반

복 개폐에 따른 피로와 집중저항의 영향으로 접점 개폐 시

에 발생하는 아크 열로 인해 Ag 접점이 증발하였다가 응고

될 때 발생된다. 이것은 융점이 낮은 쪽에서 융점이 높은 쪽

으로 이전되며, 이전이 반복되면 접점에 돌기가 생겨 기계

적으로 로킹(locking)현상이 발생되고, 융점이 낮은 접점은

소모가 커서 접점불능 상태가 된다[5].

R. Holm에 의하면 접점의 접촉력이 강할수록 집중저항이

증가하고 경계저항은 감소하는데 궤도계전기는 타계전기에

비하여 접촉력이 강하여 집중저항이 증가하였고 이 저항 때

문에 아크가 강해져 Fig. 11의 (a) 와 같이 융점이 낮은 Ag

접점에서 융점이 높은 AgC 접점으로 접점의 전이현상이 발

생되었다[11]. 전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종접점 재료를

조합시켜 사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10] 본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에서 (a)

와 (b)의 사진은 접점재료의 반복개폐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Ag-Ag 접점에서는 아크에 의한 산화막이 형성되어 저

항의 상승이 있었으나 접점소모가 발생되지 않았고, AgC-

Ag 접점에서는 집중저항으로 접점의 전이현상이 발생하여

접점소모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것은 전기전도도와 경도가 높

은 재료가 반복개폐 특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실험 결과, 용착실험에서는 온도특성이 중요한 요소로 나

타났으며 반복개폐 실험에서는 접촉저항, 전기전도성, 경도

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Ag 접점의 용착실험에서 전계를 증가시키면 전자밀도

의 상승으로 발생되는 아크에 의해 Ag 접점의 융점에 도달

하여 용착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Ag 접점은 이상전류가 유

입될 가능성이 있는 회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2) AgC 접점의 용착실험에서는 융점이 높아 용착이 발

생하지 않았으며, 탄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전기전도성과 경

도는 감소하나 내용착 특성이 우수하여 대 전류 회로에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반복개폐 실험에서 전기전도성과 경도가 우수한 Ag 접

점에서는 접점소모가 발생하지 않아 소전류용으로 많은 개

폐가 요구되는 회로에는 Ag 접점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반복개폐 실험에서 AgC 접점은 접점피로와 집중저항

현상이 발생되어 전기전도성이 높은 Ag 접점에서 AgC 접

점으로 이전되면서 접점소모가 크고 저항의 안정성이 떨어

져 개폐횟수 많은 회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현장 적용 시

주기적인 접점의 저항측정 등의 점검과 주의가 요구된다.

실험 결과, AgC 접점은 Ag 접점에 비하여 전기전도 도

와 경도가 낮아 접촉저항이 크고 접점소모가 많아 기대수명

이 짧지만, 이상전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계전기에는 융

점이 높아 내용착 특성이 있는 AgC 접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Abrasion shape of the contacts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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