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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우수한 전자파 차폐 특성을 가지는 다층 전도성 고무시트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도성, 표면의 

내산화성, 인장강도가 우수하며, 시트의 유연성, 직물 및 메쉬 원단의 버(Burr: 일명 보푸라기) 방지 등의 물리적 성질

을 갖는 동시에, 우수한 전자파 차폐 특성 및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다. 즉, 우수한 전자파 차폐 효율을 갖

는 다층 전도성 고무 시트의 구조는 프레이크 및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미립자형(Granule ty

pe), 무정형(동, 니켈, 은, 은이 코팅된 동 등)으로된 금속 혹은 금속 합금체, 카본 블랙(Carbon black) 또는 흑연(Gra

phite)을 소재로 한 전도성 페이스트층(1)과; 전도성 고무시트층(2)과; 전도성 직물, 부직포 또는 메쉬 중의 어느 한 

개로 이루어진 전도성 소재층(3)을 각각 상하방향으로 접합하여진 다층 구조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인장강도, 유연성 등의 물리적 성질과 함께 전자파 차폐 특성 및 높은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

에 따른 다층 구조의 시트는 핸드폰, 노트북, PC, LCD 모니터, PDA등의 이동통신 및 전기 전자 제품에 도전성 고무

시트, 도전성 쿠션고무 가스켓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자파차폐재 및 정전기 방지재로 응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다층 구조의 시트 단면도,

도 1b는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다층 구조의 시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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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Far-field영역에서의 전자파 차폐효율을 비교한 도표로서,

(a)는 단층 은이 코팅된 동의 고무시트에서의 전자파 차폐효율,

(b)는 본발명에 의해 제조된 다층 구조의 시트 전자파 차폐효율을 나타낸 도표.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전도성 페이스트(Paste)층 2 : 전도성 고무시트층

3 : 전도성 섬유 소재층 4 : 접착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우수한 전자파 차폐 특성을 가지는 다층 전도성 고무시트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프레이크 및 수

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미립자형(Granule type), 무정형(동, 니켈, 은, 은이 코팅된 동 등)의 금

속 또는 금속합금, 카본 블랙(Carbon black), 흑연(graphite)을 포함하는 전도성 페이스트 층과, 전도성 고무시트층

과, 전도성 직물, 부직포 또는 메쉬 중의 어느 한 개로 이루어진 전도성 소재층이 상, 중 하층을 형성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전도성 페이스트층과, 전도성 고무시트층과, 전도성 직물, 부직포 또는 메쉬 중의 어느 한 개로 이루어진 전도성 

소재층이 각각 상하방향으로 접합되어진 다층구조의 시트를 형성함으로써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폐할 수 있도록 하

고, 시트의 유연성 및 인장강도를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과학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기기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과학문

명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최신 과학문물중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파이다. 전력의 생산과 송전, 라디오와 TV, 전화등의 각

종 통신, 전자레인지와 오븐, 비행기 또는 선박의 항해 우주탐사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것 하나 전자기파가 아니면 상

상할 수 없는 것들이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전자제품은 쏟아지고 그만큼 전자기파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전자기파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이 무색무취의 상태로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없

어서는 안될 이들 전자기파도 전파방해(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라 하여 다른 전자기파를 교란시켜 각

종기계의 오작동 원인이 되어 산업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작용,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

다.

또한 자동차 고전압 발생장치에 의한 내부 전자제품의 효율 저하 및 수명단축, 전자장비들 사이의 상호교란, 인체의 

마이크로파에 대한 장기노출의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녹내장, 생식능력의 저하 등을 예로 들수 있다. 현대인들이 사는 

공간은 전자기파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심각성은 더해갈 것이다.

인체에는 미세한 전자 신호체계가 있어 감정의 조절, 기억, 행동의 메카니즘이 가능하게 한다. 인간사에 있어 임신과 

출산, 질병, 스트레스 등은 전자파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면 충격적이겠으나 그것은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 일

본, 러시아등 과학 선진국에서는 전자파의 안전노출 기준을 마련해 외부노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고도의 정보통신시대를 앞두고 급증하는 정보통신량에 비례해 파생되어지는 전자파 장해(EMI)에 대한 

대책과 고질의 정보량을 유지시키며 인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20여전부터 EM

I를 규제해왔으며, 최근에는 전자파 내성유지를 강제화 하여 전자파 환경보호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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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기존의 EMI 소재중 금속을 기재로 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고분자 재료를 바인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실리콘 고무나 클로리네이티드 폴리에틸렌 클로로 술폰화 폴리에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의 삼원 공중합체 에

틸렌 프로필렌 코폴리머 등의 고무계를 사용하여 비가교 타입 또는 가교 타입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EMI 소재는 금속

의 함량이 70wt%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믹싱 또는 브렌딩 되어 있는 복합체의 경우(특히 열가소

성의 경우)거의 물성이 없고(신장율 100%∼0%) 내열성 또한 매우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교 타입의 경우에도 내열성은 개선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금속과 고분자가 기계적으로 믹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

문에 소재의 물성이 좋지 못하여 전자파를 차폐하는 기본 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경화되거나 분해되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금속 페이스를 단독으로 사용한 전자파 차폐 소재의 경우 다양한 물성 및 전기적 특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실

제 전자파 차폐 기구물로서적용시 몇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즉, 금속(니켈, 동, 니켈-동)이 코팅된 직물, 부직포 메쉬 등을 소재로한 전자파 차폐 소재의 경우 우수한 전자파 차폐

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공시 버(Burr) 발생 및 표면 산화피막 형성에 따른 상용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도성, 표면의 내산화성, 인장강도가 우수하며, 시트의 유연성, 직물 및 

메쉬 원단의 버(Burr) 이탈 방지 등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동시에, 우수한 전자파 차폐 특성 및 높은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다중 층 전도성 고무 시트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우수한 전자파 차폐 효율을 갖는 다층 전도성 고무 시트의 구조는 프레이크 및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

e type), 미립자형(Granule type), 무정형(동, 니켈, 은, 은이 코팅된 동 등)으로된 금속 혹은 금속 합금체, 카본 블랙(

Carbon black) 또는 흑연(Graphite)을 소재로 한 전도성 페이스트층과; 전도성 고무시트층과; 전도성 직물, 부직포 

또는 메쉬 중의 어느 한 개로 이루어진 전도성 소재층을 각각 상하방향으로 접합하여진 다층 구조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인장강도, 유연성 등의 물리적 성질과 함께 전자파 차폐 특성 및 높은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

도록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첨부도면에 의해 본 발명의 구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다층 구조의 시트 단면도이며, 도 2는 Far-field영역에서의 전자파 차폐효율을 비교한 

도표로서, (a)는 단층 은이 코팅된 동 의 고무시트에서의 전자파 차폐효율, (b)는 본발명에 의해 제조된 다층 구조의 

시트 전자파 차폐효율을 나타낸 도표이다.

본 발명에 따른 다층(多層) 구조의 시트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이크 및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미립자형

(Granule type), 무정형(동, 니켈, 은, 은이 코팅된 동 등)의 금속 또는 금속합금, 카본 블랙(Carbon black), 흑연(gra

phite)을 포함하는 전도성 페이스트층(1)과, 전도성 고무시트층(2)과, 전도성 직물, 부직포 또는 메쉬 중의 어느 한 개

로 이루어진 전도성 소재층(3)이 각각 상하방향으로 접합되어진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전도성 페이스트층(1)이 상층에, 전도성 고무시트층

(2)이 중층에, 전도성 직물, 부직포 또는 메쉬 중의 어느 한 개로 이루어진 전도성 소재층(3)이 하층에 위치하도록 구

성하고,

상기 전도성 소재층(3)의 하면에는 양면 테이프 등에 의한 접착층(4)을 형성하여 핸드폰, 노트북 모니터 등 전자제품

의 표면에 접합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되어진 본 발명에 따른 다층 구조의 시트는 전도성 및 전자파차폐 효율, 표면의 내 산화성, 인장강도가

우수하며, 시트의 유연성, 직물 및 메쉬 원단의 버플이탈 방지 등이 우수하므로, 핸드폰, 노트북, PC, LCD 모니터, P

DA 등의 이동통신 및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차폐재 및 정전기 방지재의 용도로서, 도전성 고무시트, 도전성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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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고무 가스켓 등의 다양한 형태로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전도성 페이스트층(1)에서 사용되는 금속 합금체(동, 니켈, 은, 은이 코팅된 동 등)는 프레이크 또는 수지상 결

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미립자형(Granule type) 또는 무정형 형태를 갖는 금속들이다.

상기 금속을 우레탄,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수지(Resin)에 60wt% 이하 첨가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고, 이를 

롤 코팅(Roll coating) 또는 캐스팅

(Casting), 스크린 프린팅(Screen printing) 또는 스프레이(Spray) 방법에 의해 코팅해준다.

중층으로서 전도성 고무시트층(2)은 프레이크 또는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미립자형(Granule

type), 무정형(동, 니켈, 은, 은이 코팅된 동 등)의 금속 또는 금속합금을 우레탄, 아크릴, 에틸렌 공중합체로는 에틸렌

과 카르복실그룹을 가진 모노머 또는 그 유도체와의 공중합체로서, 바람직하기로는 에틸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에틸

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또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등에 80wt% 이하 첨가하여 터빈 임펠러 타입의 디졸버, 니더, 벤

버리믹서, 부스니더 또는 오픈롤밀에서 컴파운딩 하거나, 헨셀믹서, 리본 블렌더, 브이 블랜더 등에서 상기혼합물을 

먼저 충분히 믹싱한 후 니더, 벤버리믹서, 부스니더, 싱글압출기, 트윈압출기 등에서 컴파운딩 할 수 있다. 상기 컴파

운드를 전도성 직물위에 시트로 라미네이팅 하는 방법은 닥터 블레이드법(Docter brade)으로 캐스팅(Casting)하거

나 나이프 코팅하는 방법으로 성형하였으며, 단일 층의 전도성 고무시트로 제조시 또한 컴파운딩된 전도성 페이스트

를 닥터 블레이드법(Docter brade)으로 캐스팅(Casting)하거나 나이프 코팅하는 방법, 카렌더 법 혹은 티다이 압출 

및 카렌더링을 하여 유연성 및 연신성을 갖는 전도성 고무시트를 제조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을 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시예 1)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하층(下層)으로서 전도성 소재층(3)은 금속(동, 니켈, 니켈-동 등)이 코팅된 폴리에스테르의 직물

, 부직포, 메쉬 형태 중에서 구리와 니켈이 코팅된 폴리에스테르[두께: 0.1mm (혹은 0.05~2mm)]전도성 직물을 사

용하였으며, 그 위에 중층(中層)으로 프레이크 또는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미립자형(Granule

type), 무정형 형태의 은이 코팅된 동파우더(혹은 니켈, 동, 은등의 금속)를 우레탄(혹은 아크릴, PVC, 폴리에스테르, 

EPDM, 실리콘 등) 수지에 50wt% (혹은 15~85Wt%) 첨가하여 전도성 고무시트를 코팅하여 제조

[두께: 0.3mm (혹은 0.03~5mm)] 하였다. 하층의 전도성 소재층(3)과 중층의 전도성 고무시트층(2)를 개별적으로 

접착할 시에는 전도성 점착제를 칠한 후 롤 프레스로 눌러 접착하였다.(혹은 양면테이프 사용하거나, 고온상태에서 

프레스 사용할 수도 있다)

상층(上層)으로 은 (혹은 니켈, 동, 은이 코팅된 동 등의 금속)을 우레탄(혹은 아크릴, PVC, 폴리에스테르, EPDM, 실

리콘 등) 수지에 50wt% (혹은 15~85Wt%) 첨가하여 전도성 페이스트[두께: 0.01mm (혹은 0.005~0.05mm)]를 제

조한 후 상기 전도성 고무시트층(2)의 표면에 롤코팅(Roll coating), 캐스팅(Casting) 또는 프린팅(Printing) 방법을 

통해 전도성 페이스트층(1)을 형성해줌으로써 다층 구조의 시트가 만들어진다.

또한, 상품성 및 적용성을 고려하여 상기 전도성 소재층(3)의 하부면에는 양면테이프 또는 전도성 점착제에 의한 접

착층(4)을 형성하여 유연성 및 연신성을 갖는 다층 전자파차폐 고무시트를 제조할 수 있었다.

한편,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다층 전자파 차폐 전도성 고무시트의 전자파 차폐 효율을 측정해본 결과, 도 2에서 확인

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다층 구조의 시트가 동일 두께의 단층 은이 코팅된 동의 고무시트보다 전 주파수 영역

에 걸쳐 우수한 차폐효율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2)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하층으로서 동-니켈이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부직포[두께 : 0.1mm (혹은 0.05~2mm)]에 의한 

전도성 소재층(3)을 사용하였으며, 중층으로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형태의 은이 코팅된 동 파

우더를 우레탄(혹은 아크릴, PVC, 폴리에스테르, EPDM, 실리콘 등) 수지에 60wt% (혹은 15~85 Wt%) 첨가하여 전

도성 고무시트(2)를 제조[두께: 0.3mm (혹은 0.03~5mm)] 사용하였다. 하층과 중층은 점착제 처리 후 고온상태에서

롤 프레스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상층으로 카본블랙(Carbon black) 또는 흑연(Graphite)을 우레탄(혹은 아크릴, P

VC, 폴리에스테르, EPDM, 실리콘 등) 수지에 50wt% (혹은 15~85Wt%) 첨가하여 전도성 페이스트[두께: 0.01mm 

(혹은 0.005~0.05mm)](1)를 제조한 후 중층의 전도성 고무시트(2) 표면에 롤 코팅(Roll coating) 또는 캐스팅(Casti

ng),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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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등을 통하여 다층을 형성하였다.

또한, 상품성 및 적용성을 고려하여 상기 전도성 소재층(3)의 하부면에 양면 테이프 또는 전도성 점착제에 의한 접착

층(4)를 형성해줌으로써 유연성 및 연신성을 갖는 다중 층 전자파차폐 고무시트를 제조할 수 있었다.

(실시예 3)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하층으로서 동-니켈이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메쉬[두께: 0.08mm(혹은 0.05~2mm)]에 의한 전

도성 소재층(3)을 사용하였으며, 중층으로 극성 폴리올레핀 수지 100중량부를 니더(kneader), 벤버리(banbury)믹서

또는 롤(roll)에서 먼저 시트 형태로 가공하고,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형태의 은이 코팅된 동

파우더를 300에서 1000중량부 혼합하고 무기 난연제로 수산화알루미늄(혹은 수산화마그네슘) 60에서 150 중량부, 

난연조제로 적인 0.5∼5중량부를 투입하여 니더, 벤버리믹서, 부스니더 또는 오픈롤밀에서 컴파운딩 하거나, 헨셀믹

서, 리본 블렌더, 브이 블랜더 등에서 상기혼합물을 먼저 충분히 믹싱한 후 니더, 벤버리믹서, 부스니더, 싱글압출기, 

트윈압출기 등에서 컴파운딩 하였다. 상기 컴파운드를 시트로 라미네이팅 하는 방법은 시트와 평행한 방향으로 금속 

프레이크를 배향하고 적층하기 위하여 카렌더는 물론 티다이 압출을 한 후에도 4본롤로 카렌더링을 하여 유연성 및 

연신성을 갖는 전자기파 차폐용 시트를 제조[두께: 0.3mm (혹은 0.1~2mm)] 사용하였다. 하층과 중층은 양면테이프

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상층은 은이 코팅된 동파우더를 우레탄 수지에 60wt% (혹은 15~85Wt%) 첨가하여 전도성 

페이스트를[두께: 0.01mm (혹은 0.005~0.05mm)] 제조한 후 중층의 전도성 고무시트층(2) 표면에 롤 코팅(Roll coa

ting) 또는 캐스팅(Casting), 프린팅(Printing)을 통하여 다층 구조의 시트를 형성하였다.

또한 상품성 및 적용성을 고려하여 상기 전도성 고무시트층(2)의 하부면에 양면테이프 또는 전도성 점착제에 의한 접

착층(4)을 형성해줌으로써 유연성 및 연신성을 갖는 다층 전자파 차폐 고무시트를 제조할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다층구조의 시트는 전도성, 표면의 내산화성, 인장강도가 우수하며, 시트의 유

연성, 직물 및 메쉬 원단의 버(Bruu) 이탈 방지 등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동시에, 우수한 전자파 차폐 특성 및 높은 신

뢰성을 갖게된다.

즉, 우수한 전자파 차폐 효율을 갖는 다층 전도성 고무 시트의 구조는 프레이크 및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

drite type), 미립자형(Granule type), 무정형(동, 니켈, 은, 은이 코팅된 동 등)으로된 금속 혹은 금속 합금체, 카본 블

랙(Carbon black) 또는 흑연(Graphite)을 소재로 한 전도성 페이스트층(1)과; 전도성 고무시트층(2)과; 전도성 직물, 

부직포 또는 메쉬 중의 어느 한 개로 이루어진 전도성 소재층(3)을 각각 상하방향으로 접합하여진 다층 구조로 이루

어지고,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인장강도, 유연성 등의 물리적 성질과 함께 전자파 차폐 특성 및 높은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층 구조의 시트는 핸드폰, 노트북, PC, LCD 모니터, PDA등의 이동통신 및 전기 전자 제품에 도전

성 고무시트, 도전성 쿠션고무 가스켓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자파차폐재 및 정전기 방지재로 응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레이크 및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미립자형

(Granule type), 무정형(동, 니켈, 은, 은이 코팅된 동 등)의 금속 또는 금속합금, 카본 블랙(Carbon black), 흑연(gra

phite)이 우레탄, 아크릴, PVC, 폴리에스테르, EPDM, 실리콘 중 어느 한 종류의 수지에 15~85Wt% 첨가되어진 전도

성 페이스트층

(1)과, 프레이크 및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미립자형

(Granule type), 무정형(동, 니켈, 은, 은이 코팅된 동 등)의 금속 또는 금속합금, 카본 블랙(Carbon black), 흑연(gra

phite)이 우레탄, 아크릴, PVC, 폴리에스테르, EPDM, 실리콘 중 어느 한 종류의 수지에 15~85Wt% 첨가되어진 전도

성 고무시트층

(2)과, 금속(동, 니켈, 니켈-동 등)이 코팅된 폴리에스테르의 직물, 부직포 또는 메쉬 형태로 이루어진 전도성 소재층(

3)이 각각 상하방향으로 접합되어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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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소재층(3)의 하부면에는 접착제층(4)이 형성되어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층(4)은 양면 테이프 또는 전도성 점착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페이스트층(1)은 두께가 0.005~0.05mm이고 상기 전도성 고무시트층(2)은 두께가 0.

03~5m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소재층(3)은 두께가 0.05~2m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

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

청구항 6.
금속(동, 니켈, 니켈-동 등)이 코팅된 폴리에스테르의 직물, 부직포 또는 메쉬로 이루어진 전도성 소재층(3)을 준비하

고, 프레이크 또는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미립자형(Granule type), 무정형 형태의 금속 또는 

금속합금, 카본 블랙(Carbon black), 흑연(graphite)이 우레탄, 아크릴, PVC, 폴리에스테르, EPDM, 실리콘 중 어느 

한 종류의 수지에 15 ~ 85 Wt% 첨가되어진 전도성 고무시트(2)를 상기 전도성 소재층(3)의 상부에 코팅하거나 접합

하고, 프레이크 또는 수지상 결정형(樹枝狀 結晶形, dendrite type), 미립자형(Granule type), 무정형 형태의 금속 또

는 금속합금, 카본 블랙(Carbon black), 흑연(graphite)을 우레탄, 아크릴, PVC, 폴리에스테르, EPDM, 실리콘 중 어

느 한 종류의 수지에 15 ~ 85 Wt% 첨가하여 전도성 페이스트를 제조한 후 상기 전도성 고무시트층(2)의 표면에 롤

코팅(Roll coating), 캐스팅(Casting) 또는 프린팅(Printing) 방법을 통해 전도성 페이스트층(1)을 형성해주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 한 다층 구조의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소재층(3)과 전도성 고무시트층(2)를 접착할시에는 전도성 점착제를 칠한 후 롤 프레

스로 눌러 접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소재층(3)과 전도성 고무시트층(2)를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접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전도성 고무시트층(2)을 만들기위해 금속 또는 금속합금, 카본 블랙(Carbon black), 흑연(graphite

)을 우레탄, 아크릴, PVC, 폴리에스테르, EPDM, 실리콘 중 어느 한 종류의 수지에 첨가하여 만든 혼합물을 터빈 임펠

러 타입의 디졸버, 니더, 벤버리믹서, 부스니더 또는 오픈롤밀에서 컴파운딩 하거나, 헨셀믹서, 리본 블렌더 또는 브이

블랜더에서 먼저 충분히 믹싱한 후 니더, 벤버리믹서, 부스니더, 싱글압출기 또는 트윈압출기에서 컴파운딩한 다음, 

상기 컴파운드를 상기 전도성 소재층(4)위에 라미네이팅해줌으로써 전도성 고무시트층(3)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소재층(4)위에 전도성 고무시트층(3)을 라미 네이팅 할 시에 닥터 블레이드법(Docter 

brade)으로 캐스팅(Casting)하거나 나이프 코팅하는 방법으로 성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

한 다층 구조의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고무시트층(2)을 형성할 시에 수지 100중량부에 대해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

슘 등에 의한 무기 난연제를 60에서 150 중량부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6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고무시트층(2)을 형성할 시에 수지 100중량부에 대해 적인에 의한 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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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를 0.5∼5중량부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소재층(3)의 하부면에 접착제층(4)을 접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이

우수한 다층 구조의 시트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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