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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리본형광섬유의 보호지지판 본체내에 본체와 일정한 각도로 결합되는 접속자배열판을 두고 이 
위에서 접속자의 고정과 여장정리가 입체적으로 처리되게 하여 리본형광섬유 접속부 및 여장의 수용밀도
를 극대화하고 작업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리본형광섬유의 보호지지판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에 있어서,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에는 양측면부에서 리본형광섬유가 
내장된 보호튜브가 인입되는 보호튜브 인입부와, 보호튜브를 작업위치까지 이동하여 고정시키기 위한 보
호튜브 통로분할대 및 조임대, 보호튜브 가이드바, 고정지지대, 이탈방지턱과, 접속자배열판을 고정시키
기 위한 접속자배열판 고정부와,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의 양측면 바깥쪽에 위치하여 적층바로 상하의 보
호지지판 본체를 연결하고 고정하는 적층바 고정부가 구성되고, 상기 접속자배열판에는 접속자고정부와 
여장정리부가 구성되며, 상기 접속자고정부는 활모양의 고정보와, 접속자고정부와 여장정리부 전체를 덮
을 수 있는 접속자배열판 덮개가 구성되고,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의 양측면에 결합되어 여러층의 보호지
지판 본체를 들어올려주는 적층바를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가 장착된 다심용 광접속함체의           일부절결 사시
도 

도 2 는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의 사시도

도 3 은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의 분해사시도

도 4 는 도 2 의 A부분 확대 사시도

도 5 는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와 접속자 배열판결합 측면도

도 6 은 도 2 의 B-B선에 따른 종단면도

도 7 은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접속자 배열판의 사시도

도 8 은 도 7 의 접속자배열판내 접속자 고정부의 일부 확대 사시도

도 9 는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접속자 배열판 덮개의 결합 측면도

도 10 은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접속자 적층바의 평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보호지지판 본체     2: 접속자배열판    3: 접속자배열판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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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층바              5: 리본형광섬유    6: 보호튜브   

7: 보호튜브 인입부     8: 통로분할대9: 조임대       

10: 본체외벽           11A∼ 11L: 보호튜브 가이드바

12: 보호튜브 고정지지대        13A∼13L: 보호튜브 이탈방지턱

14: 접속자배열판 고정쇠        15: 접속자배열판 고정부

16: 접속자 고정부              17: 여장정리부

18: 리본형광섬유 접속자        19: 접속자 고정장치

20: 여장정리부 벽면            21: 고정보

22A, 22B: 여장이탈방지턱       23: 덮개고정부

24: 덮개고정쇠                 25: 덮개걸림쇠

26: 덮개걸림턱                 27A∼D: 적층바고정부

28: 본체걸림쇠                 29: 본체걸림턱

30: 걸림쇠손잡이               31: 적층바멈춤턱

32: 본체고정부                 33: 다심용 광접속함체

34: 리본형 광케이블            35: 마개

36: 외함                       37: 밴드

38: 인장선 고정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본형광섬유 접속자를 기계적으로 보호하고 리본형광섬유의 여장을 정리, 저장하는 리본형광
섬유 보호지지판에 관한 것으로, 특히 4심에서 12심의 광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리본형광섬유를 접속하고 
접속에 사용된 접속자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으며, 접속 후 리본형광섬유 여장을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을 편리하게 하고, 리본형광섬유가 내장되어 있는 보호튜브의 인입 및 여장처리를 용이
하게 하며, 여러개의 보호지지판을 상부로 적층할 수 있도록 하여 리본형광섬유 접속부를 최소한의 부피
안에 고밀도로 수용하고, 사용을 편리하게 한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에 관한 것이다.

현재 광케이블은 주로 시외망이나 전화국과 전화국 사이의 국간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입자 선로구
간에는 주로 동케이블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CATV등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다가오고 있
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대비하여 가입자 선로구간에도 광케이블이 사용되는 광가입자망이 구축되
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광가입자망은 구성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동선로망과는 다른점이 있다. 즉 광케
이블은 고속광대역 통신이 가능하므로 여러가입자가 한 개의 광섬유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동선망
보다 그 심선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고속 광대역서비스의 확산으로 각 가정까지 광섬유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광선로도 동선로
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광섬유가 요구되며, 많은 수의 광섬유를 작은 부피로 고밀도화시킨 다심 광케이
블의 사용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선로의 광케이블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광케이블의 부피를 줄이고 다수의 심선을 집적화하기 위해 여러개의 광섬유를 리본형태로 만들어 케이블
화 한 리본형광섬유 케이블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4심, 8심, 12심의 광섬유를 하
나의 리본형태로 만든 리본형광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광케이블을 원하는 장소에 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과 광케이블을 광접속함체, 광단자함, 
광중간절체함 등 관련 접속자재들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연결방법에는 광섬유 끝
단을  전기아크를  이용하여  녹여  붙이는  융착접속(Fusion  Splicing)을  실시한  후  접속부를 융착접속자
(Fusion splice)로 보호하는 방법과 기계식접속자(Mechanical splicer)를 이용하여 광섬유 양끝단을 서로 
정렬 고정시켜 연결하는 기계식 접속(Mechanical Splicing)방법이 있으며 리본형광섬유의 경우에는 이러
한 연결이 하나의 리본단위, 즉 4심, 8심, 12심 등을 한 작업단위로 일괄접속작업이 이루어진다.  광섬유
와 광섬유를 연결한 접속부는 전체 광선로의 성능 및 신뢰도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기
계적인 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도록 완벽하게 고정시켜 보호해야 하며, 접속에 필요한 광섬유 여장은 
재접속이나 유지보수작업을 위해 구별하기 쉽게 정돈되어 안정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광섬유 보호지지판
은 이와 같이 광섬유접속부를 고정하여 보호하고 여장을 정돈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광선로구
축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은 기존의 단일광섬유와는 다르게 광섬유자체
가 리본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접속자의 크기와 형상, 고정방법등에서 차이가 있고 여장을 정리하는 방
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단일광섬유에 사용하는 보호지지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
하며 리본형광섬유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고정방법, 여장처리방법을 적용한 제품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
분의 접속자재들은 맨홀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접속작업이 이루어지고 설치되므로 접속자재의 소형화 
및 고밀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접속자재의 전체크기는 광섬유 접속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광
섬유 보호지지판의 소형화 및 접속부수용의 고집적화가 접속자재의 크기를 줄이고 고밀도화하는데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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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종래의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은 리본형광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제품보다는 단일광섬유 보호
지지판을 일부 수정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리본형광섬유의 경우 단면이 일정한 크기의 원형인 단일광섬유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넓이와 두께를 가지
므로 현재의 보호지지판과 같이 단일평면내에서는 접속부 고정 및 여장정리가 어려우며 재접속 작업시 원
하는 접속부만 따로 작업하여 고정하고 여장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미국특허(US Patent No. 5,323,480 Fiber Optic Splice Closure)의 경우 단일광섬유와 리본형광섬유를 수
용할 수 있게한 것으로 리본형광섬유도 단일광섬유와 마찬가지로 여장정리를 단일평면상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의 리본형광섬유 여장을 당겨내어 재접속 작업을 하여 여장이 긴 광섬유와 짧은 광섬
유가 발생하면 광섬유가 꼬이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여장정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리
본형광섬유 접속부 실장밀도가 떨어져 다수의 리본형광섬유 접속부를 수용할 수 없다. 

미국특허(US Patent 5,278,933 Fiber Optic Splice Organizer and Associated Method) 에서 제시된 리본
형광섬유 보호지지판의 경우, 리본형광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리본형광섬유 접속자를 입체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였으나, 보호지지판내에 여장정리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중에서 대부분의 공간이 활
용되지 못하여 공간활용도가 떨어지며, 한 개의 리본형광섬유를 재작업할 경우에도 보호지지판에 수용된 
모든 리본광섬유 여장을 풀어야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택한 여장정리 방법에 의해 한개의 보호지지판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접속부수가 제한되고, 보호지지판 한 개의 부피가 커 광접속함체내에 다수의 보호지
지판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일본국(A New Optical Slack Fiber Accomodation Block for 800-Fiber Fusion Splices, The Transaction 
of the IECE of Japan. Vol. E 69, No. 4 April 1986 p360와 A New High-Density Cylindrical 
Accomodation  Block  for  a  Large  Number  of  Optical  Fiber  Splices,  The  Transaction  of  the  IECE  of 
Japan. Vol. E69, No. 4 April 1986 p363)의 논문에서 제시된 제품과 같이, 수용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
호지지판을 사용하는 대신 플라스틱 쉬트(sheet)를 사용하여 여기에 여러개의 접속자와 여장을 접착테이
프(tape)등을 이용하여 붙여 고정하는 구조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도 여러층의 쉬트(sheet)가 쌓여있는 가운데 작업하고자 하는 접속자가 위치한 쉬
트(sheet)에 접근이 힘들고, 광섬유 접속부를 고정, 보호해야 하는 보호지지판이 쉬트형태로 되어있어 리
본형광섬유와 접속부를 외부충격이나 진동등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내에 본체와 일정한 각도로 결합되는 접속자배열판을 두
고 이 위에서 접속자의 고정과 여장이 입체적으로 처리되게 하여 리본형광섬유 접속부 및 여장의 수용밀
도를 극대화하고 작업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은 최소한의 공간에 다수의 리본형광섬
유를 수용하여 수용밀도를 최대화하고 접속에 사용된 접속자를 기계적으로 완벽히 보호하며 리본형광섬유
의 여장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재접속시 원하는 접속자나 광섬유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
호지지판 본체, 적층바, 접속자배열판 및 접속자배열판 덮개로 구성하되,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는 양측면
부에서 리본형광섬유가 내장된 보호튜브가 인입 또는 배출되는 보호튜브 인입부 및 배출부와, 보호튜브를 
작업위치까지 이동하여 고정시키기 위한 보호튜브 통로 및 보호튜브 고정부와, 접속자배열판을 고정시키
기 위한 접속자배열판 고정부와, 양측면 바깥쪽에 위치하여 적층바로 상하의 보호지지판 본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적층바 고정부로 구성되고, 상기 접속자배열판은 접속자고정부와 여장정리부로 구성되며, 
상기 접속자배열판내에 설치된 접속자고정부는 활모양의 고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접속자를 고정하
여도 일정한 힘이 가해지며 견고하게 고정함과 아울러 접속자고정부와 여장정리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접속자배열판 덮개를 설치하여 진동이나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의 
양측면에는 적층바가 결합되는 고정부가 설치되고, 적층바를 이용하여 상기 여러층의 보호지지판 본체를 
적층하며, 상기 보호지지판의 나머지 위쪽의 보호지지판 본체를 들어올리면 적층바의 회전운동에 의해 작
업하고자 하는 보호지지판 본체의 전면이 나타나도록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은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가 장착된 다심용 광접속함체의 일부 절결 사시도 로서, 
리본형 광케이블(34)은 양쪽에 위치한 마개(35)를 통해 다심용 광접속함체(33)내부로 인입되게 구성된다.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1)는 인장선고정장치(38)와 클램핑바에 의해 양쪽 마개(35)에 견고하게 고
정 설치한다.  다심용 광접속함체(33)내부로 들어온 리본형 광케이블(34)은 외피를 탈피하여 인장선은 인
장선고정장치(38)에 고정하고, 리본형광섬유(5)는 보호튜브(6)에 넣어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1)
로 이동시켜 접속작업과 여장정리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이 끝나면 마개(35)의 아래, 위에 외함(36)을 씌
우고 6개의 밴드(37)를 이용하여 조이고 밀봉한다.  조립이 완료된 다심용 광접속함체(33)는 맨홀내에 설
치하여 사용한다.

도 2 는 본 발명의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의 사시도이고, 도 3 은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
판 본체의 분해사시도 이며, 도 4 는 도 2 의 A부분 확대 사시도 로서,  보호지지판 본체(1)와, 상기 보
호지지판 본체(1)의 내부에는 중앙부에 광케이블 접속자가 장착되는 4 개의 접속자배열판(2)과, 상기 4 
개의 접속자 배열판(2)을 덮어주는 접속자배열판 덮개(3)가 배열 구성되고,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1)의 
좌우측단에는 적층될 보호지지판 본체(1)를 잡아주는 적층바(4)가 구성되며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1)의 
내측 상단에는 소정의 거리를 두고  

다수의 보호튜브 이탈방지턱(13A∼13L)가 구성되고,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1)의  내측 바닥면에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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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튜브 가이드바(11A-11L)를 상기 다수의 보호튜브 이탈방지턱(13A∼13L)간에 구성된다.

따라서 도 1 에 도시한 바와같이 4개의 리본형광섬유(5)가 보호튜브(6)에 내장된 상태로 보호지지판 본체
(1)내로 인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튜브(6)를 보호지지판 본체(1)에 형성되어 있는 보호튜브인입부(7)
에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  

상기 보호튜브인입부(7)는 도 4 에 도시한 바와같이, 4개의 리본형광섬유(5)를 내장하는 보호튜브(6)가 4
개이상 장착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1)에는 16개의 리본형광섬유 접속자
(18)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입통로에는 통로분할대(8)를 사이에 두어 각각의 통로에 2개의 보호튜브(6)가 2층으로 쌓여 인
입될 수 있으며 인입된 보호튜브(6)는 조임대(9)로 조여 고정하여 외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1)내부로 인입된 보호튜브(6)는 보호지지판 본체(1)외벽(10)과 나란하게 설치된 보
호튜브 가이드바(11)에 의해 접속될 지점까지 허용곡률을 유지하면서 이동되고 보호튜브 고정지지대(12)
에 고정된다.  또한 보호튜브(6)가 작업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보호지지판 본체(1)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수의 보호튜브 이탈방지턱(13A∼13L)으로 방지시켜 고정한다.

도 5 는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 본체와 접속자배열판 결합 측면도 이고, 도 6 은 도 2 의 B-
B선에 따른 종단면도 로서, 보호지지판 본체(1)의 중앙부에는 접속자배열판(2) 전방의 고정쇠(14)를 끼워 
조립할 수 있도록 접속자배열판 고정부(15)를 두었으며 접속자배열판(2)이 보호지지판 본체(1)에 조립되
면 접속자배열판 고정부(15)를 중심으로 상하로 회전되게 구성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한 개의 본체(1)에 각각 4개의 접속자배열판(2)이 고정되며, 도 2 의 B-B'선에 따른 단
면도인 도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지지판 본체(1)바닥면과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배열되어 리본
형광섬유의 실장밀도를 최대한 높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배열방식을 통해 광섬유 여장처리시 각각의 리본
형광섬유 여장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편리하게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앞쪽에 위치한 접속자배열판(2)이 바로 다음의 접속자배열판(2)위에 얹혀져 작업하고자 하는 접속
자배열판(2)이 밑에 위치한 경우 앞쪽 접속자배열판(2)을 들어올려 원하는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도 7 은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접속자 고정부의 사시도 이고, 도 8 은 도 7 의 접속자배열판내 접속자 배
열판의 일부 확대 사시도 로서, 접속자배열판(2)은 크게 접속자고정부(16)와 여장정리부(17)로 구성되는 
다수의 접속자 고정장치(19)로 구성된다. 리본형광섬유(5)는 보호튜브(6)에 넣어져 보호지지판 본체(1)내
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접속자배열판(2)앞의  보호튜브  고정지지대(12)까지  이동시켜  고정하고 보호튜브
(6)에서 빠져나온 양쪽의 리본형광섬유(5)를 접속한다.  리본형광섬유의 접속이 완료된 후 리본형광섬유 
접속자(18)는 상기 접속자고정부(16)에 끼워 고정한다. 한 개의 접속자배열판(2)에는 다수의 접속자(18)
를 고정할 수 있도록 도 6 에 도시한 바와같이 같이 다수의 접속자 고정장치(19)를 두었으며 각각의 접속
자 고정장치(19)는 도 8 에 도시한 바와같이 휘어질 수 있는 활모양의 고정보(21)를 이용하여 접속자(1
8)를  앞쪽의 벽면(20)과  고정보(21)사이에서 끼워 고정한다.  상기 고정보(21)는  다양한 형태의 접속자
(18)를 앞쪽의 벽면(20)과 고정보(21)사이에서 끼워 고정한다.  상기 고정보(21)는 다양한 형태의 접속자
(18)가 끼워지더라도 일정한 힘으로 접속자(18)를 고정할 수 있도록 고정보(21)의 곡률과 형태를 계산하
여 설계하였다.  접속자(18)를 고정시킨 후 남아있는 여장은 광섬유가 틀어지거나 서로 꼬이지 않도록 여
장정리부(17)에 말아넣어 저장한다.  도 7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여장정리부(17)는 리본형광섬유 여장을 
허용곡률이상으로 유지시키며 저장할 수 있도록 여장정리부(17) 벽면(20)을 설치하였으며, 저장된 여장은 
여장정리부 벽면(20)과 본체바닥면에 설치된 여장이탈방지턱(22)에 의해 이탈이 방지된다.

도 9 는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접속자 배열판 덮개의 결합 측면도 로서, 접속자배열판 덮개(3)는 접속자
고정부(16)에 고정된 접속자(18)와 여장정리부(17)에 저장된 여장이 진동등에 의해 외부로 이탈되는 것과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속자 고정작업과 여장정리 후 접속자고정부(16)와 여장정리부(17)전
체를 덮어 보호할 수 있다. 접속자배열판 덮개(3)의 뒤쪽에는 접속자배열판(2)에 설치된 덮개고정부(23)
에 끼워질 수 있도록 덮개고정쇠(24)를 만들었으며, 덮개고정쇠(24)를 덮개고정부(23)에 고정하면 접속자
배열판 덮개(3)는 상하로 회전시킬 수 있다. 접속자배열판 덮개(3)의 앞쪽에는 덮개걸림쇠(25)가 있어 접
속자배열판 덮개(3)를 회전시켜 접속자 고정부(16)와 여장정리부(17)를 완전히 덮으면 덮개걸림쇠(25)가 
접속자배열판(2)의 여장정리부(17) 밑쪽에 설치된 덮개걸림턱(26)에 걸려 접속자배열판 덮개(3)를 완전히 
고정할 수 있다.

도 10 은 본 발명 리본형광섬유 접속자 적층바의 평면도 로서, 본체(1)의 양측면에는 적층바고정부(27)가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 적층바(4)를 결합하여 위 아래의 본체(1)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이와같은 방법
으로 수용되는 리본형광섬유 심선수에 맞도록 여러층의 본체(1)를 쌓아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본체
(1)는 도 10 에서와 같이 적층바(4)의 회전운동에 의해 들어올리고 내릴 수 있어 작업하고자 하는 본체
(1)가 아래에 위치할 경우에도 위쪽의 본체(1)를 모두 들어올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본체(1)의 
양쪽끝에는 본체걸림쇠(28)를 만들어 바로 위 본체(1)의 밑쪽에 형성된 본체걸림턱(29)에 결합되어 상하
의 본체(1)가 서로 견고하게 고정된다.  따라서 위쪽의 본체(1)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랫쪽 보호지지
판의 걸림쇠손잡이(30)부분을 앞으로 당겨 본체걸림쇠(28)를 본체걸림턱(29)에서 이탈시킨 후 
들어올린다.  본체(1)의 양쪽 바깥면에는 적층바멈춤턱(31)을 형성하여 위쪽의 보호지지판을 이동시킬 때 
어느 정도 회전이동하면 적층바(4)가 이 멈춤턱(31)에 걸려 작업하고자 하는 본체(1)의 전면이 나타나면
서 이동이 멈춰진다.  또한 본체 바닥면에는 4개의 본체고정부(32)를 두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접속함
체내의 내부구조물에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을 견고하게 고정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은 본체내에 본체와 일정한 각도로 결합되
는 접속자 배열판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접속에 사용된 접속자를 고정시키고 리본형광섬유 여장정리를 
하므로써 리본형광섬유 접속자와 여장의 수용밀도를 극대화하고 접속작업 및 여장정리작업이 편리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접속부 수용밀도를 높이고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므로써 리본형광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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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지판이 사용되는 다심용 광접속함체 등의 접속자재류를 소형화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므로써 광섬유접속부의 신뢰성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광가입자망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여 광
케이블 접속부에 본 발명에 따른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이 사용된다면 전체 광선로구축 비용 및 유지보
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최소한의 공간에 다수의 리본형광섬유를 수용하여 수용밀도를 최대화하고 접속에 사용된 리본형 광섬유 
접속자를 기계적으로 완벽히 보호하며 리본형광섬유의 여장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재접속시 원하는 접속
자나 광섬유에 접근이 용이한 리본형광섬유 보호지지판에 있어서,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에는 양측면부에
서 리본형광섬유가 내장된 보호튜브가 인입되는 보호튜브 인입부와, 보호튜브를 작업위치까지 이동하여 
고정시키기 위한 보호튜브 통로분할대 및 조임대, 보호튜브 가이드바, 고정지지대, 이탈방지턱과, 접속자
배열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접속자배열판 고정부와,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의 양측면 바깥쪽에 위치하여 적
층바를 상하의 보호지지판 본체를 연결하고 고정하는 적층바 고정부가 구성되고, 상기 접속자배열판에는 
접속자고정부와 여장정리부가 구성되며, 상기 접속자고정부는 활모양의 고정보와, 접속자고정부와 여장정
리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접속자배열판 덮개가 구성되고,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의 양측면에는 여러층의 
보호지지판 본체를 들어올려주는 적층바를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본형 광섬유의 보호지지
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지지판 본체에는 통로분할대를 두어 리본형광섬유를 내장한 보호튜브를 분리
하여 인입하고 조임대로 보호튜브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튜브인입부가 양쪽 끝에 구성하고. 상기 
보호튜브인입부를 통해 본체내에 인입한 보호튜브를 본체내에서 접속작업위치까지 이동하기 위한 보호튜
브가이드바가 본체의 외벽을 따라 나란히 위치하고, 이동중 보호튜브의 이탈을 방지하는 보호튜브 이탈방
지턱이 외벽을 따라 위치되게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본형광섬유의 보호지지판.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위치까지 이동한 보호튜브를 보호지지판 본체에 고정하는 보호튜브 고정지지
대가 본체의 중앙부에 일렬로 위치되고, 리본형광섬유 접속자가 고정되며 여장이 저장되는 접속자배열판
을 본체에 결합시키는 접속자 배열판 고정부가 본체의 중앙부에 일렬로 위치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접속자
배열판에 저장된 여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여장이탈방지턱이 본체의 중앙부에 일렬로 위치되게 구성
되며 상기 본체를 여러개 쌓아올릴 경우 상하의 본체를 서로 연결시키는 적층바를 결합하기 위한 적층바
고정부가 본체의 옆면에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본형광섬유의 보호지지판.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중앙부에 일렬로 위치되는 접속자 배열판을 상기 본체에 대하여 임의로 
설정된 소정의 각도로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상기 접속자배열판에 접속자의 고정 및 여장정리가 입체적으
로 이루어지게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본형광섬유의 보호지지판.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옆면 양쪽 끝에는 상하의 본체가 결합되도록 하는 본체걸림쇠와 본체걸림
턱이 상하로 위치되게 구성되고, 본체의 양측면에는 적층바가 회전하다가 일정한 각도가 되면 회전운동을 
멈추도록 하는 적층바멈춤턱을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본형광섬유의 보호지지판.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자배열판의 뒤쪽에는 다양한 형태의 리본형광섬유 접속자에 일정한 힘을 가
하며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곡률을 가진 활모양의 고정보로 구성된 접속자 고정장치가 구성
되고, 상기 접속자 배열판의 중앙부에는 리본형광섬유 여장을 저장하기 위한 여장정리부와 여장이탈방지
턱이 구성되며, 상기 접속자배열판의 끝쪽에는 덮개고정부가 위치하며, 접속자배열판 덮개의 앞쪽에는 덮
개걸림쇠가 양쪽에 위치하여 접속자 배열판과 결합된 상태에서 덮개를 닫았을 때 접속자 배열판의 덮개걸
림턱에 결합되어 덮개를 완전히 고정되게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본형광섬유의 보호지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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