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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연속이동 가능 출발부재를 갖는 광도파관 프리폼을 형성하는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연속 이동 가능 출발 부재에 입상 물질을 적용 개시하는 것을 보인 정면도.

제2도는 연속 이동 가능 출발부재에 입상 물질을 적용 개시 방법의 또다론 예를 보인 정면도.

제3도는 출발부재가 연속적으로 이동되어 물질의 연속적 형성을 보인 정면동.

제4도는 고체프로폼 내에 제3도의 물질을 응고시키는 또 다른 단계를 보인 정면도.

제5도는 형성된 물질을 지지, 회전 및 변형하는 수단을 보인 도면.

제6도는  복수개의  버어너로  부터  본  발명의  프로폼에  입상  물질을  적용한  후  프리폼을  광  섬유내로 
응고시키며 인출하는 것을 보인 정면도.

제7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에를 보인 정면도.

제8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인 정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광  도파관  프리폼에  적합한  물질을  제작하는  연속적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프로폼체로
부터 출발 부재를 이동하면서 광 도파관 프리폼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10
15
Hz  부근의  대용량  통신  시스템은  통신에서  앞으로  더  증가  이융  추세에  적용하게  됐다. 10

15
Hz이 

주파수는  빛의  주파수  스펙트럼  내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광통신  시스템이라  부른다.  그러한 주파
수에서  전송로로써  가장  유망한  광  도파관은  코아의  반사율  보다  더  작은  반사율을  갖는  투명한 크
래딩에  의해  둘러쌓인  투명한  코아를  갖는  광  필라멘트로  구성한다.  광  도파관의  동작  이론에  관한 
전반적  논의는  Hicks의  여러명이  제출한  미국  특허번호  3,  157,  726과  1961년  5월  간행된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잡지 권 51번호 5의 페이지 491~498에 E. Snitzer씨가 쓴 
'Cylindrical  DielectricWaveguide  Modes'에  게재되  있다.  광  도판관에  관한  다른  좋은  정보는 1967
년도   Academic  Press  지의  M.  S.  Kapany씨  논문  'Fiber  Optics-Principles  and  Applications'와 
1976년 Academic Press 지의 Michael K. Barnoski씨 논문 'Fundamentals of Optical Fiber 
Communications'이다. 

일반적으로 광 도파관은 특히 정의된 바와 같이 외부 또는 내부 기상 산화 중 한가지에 의해 제작된
다.  내부 기상 산화 처리에서 관  형성의 출발부재 또는 맨드렐이 사용되며 소정의 유리도포가 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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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에  침적  된다.  이렇게  형성된  구조는  그후  가열되고  내부  구멍이  붕괴되어  광  도파관을 구성하
는  신장된  필라멘트로  인출된다.  이런  처리의  내부  침적된  도포는  도파관의  코아를  구성하며  관형 
출발부재는  크래딩을  구성한다.  외부  기상  산화  처리에서는  출발  봉  또는  관의  적당한  물질의  한게 
또는 다수의 층

출발부재  또는  맨드렐이  사용되고  도파관의  코아를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구조로  남게할때  세척, 평
활동과 같은 실질적 외부 표면 처리가 침전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하다.  첨가해서 출발 부재 또는 맨
드렐이  남겨져서  도파관의  코아가  된다면  그것은  고순도의  유리가  되며  도파관  코아의  성능 예를들
면  신호에  대한  낮은  감쇄와  굴절율이  낮은  광  성질을  갖는다.  출발부재  또는  맨드렐이  사용될  때 
마다 광  도파관의 프리폼의 부분을 남기거나 또는 제거되거나 간에 맨드렐 세척,  제거 부식 등과 같
은 여러 처리를 

프리폼  형성중,  출발부재,  베이트  또는  맨드렐이  연속적으로  이동되는  광  도파관  프리폼  형성에 직
접 관계된 종래의 기술은 없었다. 

한편 하기 기술의 몇몇은 광  도파관의 제작에 관련된 광  도파관 프리폼의 형성에 포함된다.  미국 특
허번호 3,  884,  550  (Maurer의  수인 출원)는  출발 부재를 형성하기 위해 시도된 봉이 드릴 가공되고 
그후  연삭  및  폴리싱(Polishing)된  코아인  큰  고체블랭크  또는  원석(boule)의  형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봉들은  최종  광  도파관의  코아  물질로  남겨진다면  고순도의  유리가  되며  높은  광  성질을 갖
는다.  이것은  출발부재가  용융된  정상  유리에  의해  형성되야  하며  그러한  부재는  과잉  불순물을 갖
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런 불순물이 제거되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광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송 매체 상에서 엄격한 요청 때문에 종래의 유리 광섬유의 사
용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분산과  불순물  흡수에  의한  감쇄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순수한  용융된 
실리카는  광통신이  가장  유망하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적색  및  적외선  부근  부분에서  어떤  유리의 
공지  광  감쇄보다  가장  낮기  때문에  순수한  용융된  실리카와  침적  용융된  실리카가  광  도파관 제작
에 최초로 사용된 물질중의 것이다. 

예를  들면,  단일  모드  광  도파관은  실리카  섬유를  침적시킨  티탄니아를  실리카  모  세관에  삽입하여 
제작된다.  관은  가열되고  중앙  섬유상에  붕괴되며  이렇게  생긴  봉형  줄기는  도파관  칫수로  재인출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도파로는  가끔  만족할만한  것이  못되는데  그  이유는  다수의  많은  작은 
기포와  입자가  코아  크래딩  접경에  형성되어  광분산  기지와  대단히  높은  감쇄를  갖는  코아  직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D.  B.  Keck  씨외  수인의 제출한 미국 특허번호 3,  737,  292는  고체블랭크 또는 원석으로부터 부재를 
연삭하거나  코아를  드릴  가공하여  출발  부재를  형성하는  것을  지시한다.  이런  원통형  출발  부재의 
외측  표면은  조심스럽게  폴리싱  되고  세척되어  표면  불균일을  제거하고  광  분산의  원인이  되는 오염
이 제거되야 한다. 

폴리싱된  표면은  기계적  폴리싱,  가열  폴리싱,  레이저  광  몰링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최초에 
기계적  폴리싱에  의해  원통의  외측  표면을  평활하게  하는  방법과  그후에  가열  폴리싱을  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있다.  전체표면을  세척하는  붕산으로  전처리하며  그후  오염  방지의  모든  폴리싱  동작이 취
해진다.  이는  출발부재가  최종적으로  제거되야  하기  때문에  도파관  크래딩과  상응하는  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만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그후 코아 물질이 침적 된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편 또 
이는  물질은  고순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보통  또는  보통보다  높은  불순물을  갖는  보통의  유리로 제
작될  수  있거나  실효광  전파에  적합하지  않는  기포를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출발부재는 흑연 등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것도 지시하고 있다. 

D.  B.  Keck씨와  수인이  출원한  미국  특허번호  3,  775,  075는  상기  설명된  미국  특허번호  3,  737, 
292에서  설명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출발  부재를  지시하고  있다.  상기  두  특허사이의 차이
는  출발  부재는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물질의  순도와  코아  부재의  표면  처리가  특히  중요한 최
종 도파관의 코아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동  가능  맨드렐  또는  출발  부재는  Flamenbauna씨와  수인이  제출한  미국  특허번호  3,  806,  570에 

지적되고  있다.  이  예에서  출발부재  또는  맨드렐은  열팽창  계수가 α0-1000 30×10
-7
/℃보다 작

은  비금속  응축물질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융점이  약  1400℃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물질로는 흑연,  용융된 석영,  유리-세라믹 또는 Al2O3 ,  뮤라이트,  BN,  SiC  등과 같은 팽창 계수가 작

은 결정체의 반사성 세라믹을 예로 들고 있다. 

종래의 광 섬유를 제작하는 공지 방법은 L.  O.  Upton씨가 제출한 미국 특허번호 3,  227,  032에서 서
술되고 있다.  이  방법으 소정의 코아 특성을 갖는 유리봉을 소정의 크래딩 특성을 갖는 유리관 내에 
삽입하면서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결합의  온도는  물질의  점성이  인출하기  위해  충분히  낮을  때까지 
상승된다. 

관이  내부  봉  주위에서  붕괴되고  용융될  때까지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  결과  생긴  결합봉은 단면적
이 소정 칫수까지 감소될 때까지 더 인발된다. 이 방법은 큰 코아와 얇은 외부 크래딩을 갖는 광 섬
유를 제작하기 위해 통상 사용된다. 예로, 그런 섬유의 전체 직경대 코아 직경비는 8 : 7이다. 

연속적인  광  섬유  프리폼  제작은  P.  Izawa씨외  수인이  출원한  미국  특허번호  4,  062,  665에서 설명
되고  있다.  그  특허의  방법에  따라서  반사성  출발  부재가  회전축을  따라  회전되고  동시에  움직인다. 
다공성  프리폼의  코아형성을  위한  유리  원료와  최종적인  광  필라멘트  프리폼은  출발  부재의  한  단부 
표면의  회전중심과  정열된  코아에  대해  노즐로부터  고온  버어너의  팁근처  고온부분  내로  돌출된다. 
코아에  대해  노즐로  부터  불러나온  유리원료는  고온  버어너의  불꽃에  의해  반응되어  섬세한  유리 입
자가 제작되

연속적인  광  섬유  제작은  G.  Cocito씨의  출원인  영국  특허  번호  2,  009,  140에  제시되고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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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리질  봉은  용융점까지  가열되고  한  단부에서  섬유로  인발되며  한편  가루상의  유리  같은  또는 
유리질화  할  수  있는  물질이  연속적으로  인발  단부에서  면봉의  단부상에  침적된다.  침적된  물질은 
이온  임플렌레이숀(Ion  Implantion)  법에  따라  침적되고  소정의  축상의  굴절률  분포를  갖는  섬유가 
제작된다. 

용융된  금속  산화관을  제작하고  인발하기  위한  방법을  F.  L.  Gray씨가  제출한  미국  특허번호  3, 
620,  704에  지적되고  있다.  이  특허의  방법에  따르면  용융된  실리카  관은  금속  산화물의  다량의 유
리질을  기상  가분해에  의해  선택적으로  형성된  그리고  수직하게  걸린  맨드렐의  침적  부분상에 형성
되며  침적된  금속  산화물을  점성이  있는  용융  유리  또는  원석을  형성하기  위해  층분히  높은 온도까
지  가열하며  수직축  주위로  맨드렐을  회전하여  연속적으로  맨드렐의  하부  주위에  있는  플라스틱 산
화물로부터  하측으로  고형외관형  구조를  인발하고  인발된  구조를  굳는  온도까지  냉각한다.  맨드렐의 
하부는  성형  용융  유리가  침적  영역을  벋어  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형태를  취하고  관은  유리 기술에
서 공지된 방식으로 축적된 원석 또는 물질로부터 인발된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기상  산화는  '화학적  기상  침적'을  내포하고  다론  기상  산화법을  내포하고 
있다.  '화학적  기상침적'은  침적  표면에  또는  근처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  침적되는 형성
을  뜻하는  것으로  1966년도  John  Wiley  ＆  Sons,  Inc의  C.  F.  Powell씨외  수인이  저작한  'Vapor 
Deposition'의  3페이지에  기록되  있고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공지  기술상  어떤 절차
적 병진이 사용될 수 있고 화학적 기상 침적 처리에 의해 적합한 유리 도포의 침적을 이끈다. 

기상  산화에  의해  도포하는  효과적  수단은  이후  설명되는  바와  같이  '불꽃  가수분해'에  의해  생긴 
소정물질이 수우트 층을 소결하는 것으로 J.H. Hude의 미국 출원번호 2, 272, 342 또는 M. E. 
Nordberg씨의 미국 특허번호 2, 326, 059에 유사하며 이 양 특허는 금후 참조될 것이다. 

광  도파관에  대한  유리는  일반적으로  침적  버어너에  공급되는  운반  계수에  증기를  실어서  제작된다. 
개스는  섬세하게  분리된  물질의  수우트를  침적하게  반응된다.  불꽃  가수분해는  Nordberg와  Hyde 특
허의  처리와  같은  화학적  처리를  참조한다.  최근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화학적  처리가  가수분해가 
아니라  산화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는  혼합물  내에 요
소를  형성하는  산소  또는  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처리로서  산화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가수분해는 
약산  또는  베이스  또는  양자  형성에서  그  이온내에  물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응으로서 정의된
다.  산화의  정의는  이형의  증기  침적  처리에서  일어나는  처리를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 어떤데에서
는  버어너가  동일  방식에서  종래  기술에  사용된다.  '산화'라는  항은  화학적  처리를  더  상세히 설명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수  분해로  사용된다.  최종  생산품은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항에 관계
없이 동일하다. 

'수우트'  부재,  물질,  구조 또는 프리폼은 인근 입자에 부착된 수우트 입자로 형성된 부재,  물질 구
조  또는  프리폼으로  정의되고  소결되지  않는  또는  응고되지  않는  즉  다공성의  비응고   구조로 정의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광  필라멘트,  프리폼 및  최종 광  필라멘트에 대한 연속적 프리폼을 제작하는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프리폼체로  부터  출발물질  또는  베이트를  연속적으로  제거하면서  광 도파
관 프리폼을 연속적으로 제작하는 방법 및 상기 결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  본  발명에  따라서  광  필라멘트  프리폼  및  광섬유에  대한  프리폼을  연속적으로 제작하
는  방법이  실시된다.  출발부재,  맨드렐  또는  베이트가  제공되며  입상  물질이  도포를  형성하기  위해 
이  외부  표면에  가해진다.  도포는  부가적인  입상물질이  프리폼체를  시작하는  도포에  동시에 가하면
서  종방향으로  병진된다.  프리폼체의  그런  종방향  병진에  의해  시작  부재는  부가적  입상  물질이 가
해지고  종방향  게구가  형성된  프리폼체에  남게될때  프리폼체로부터  연속적으로  제거된다.  그렇게 형
성된 물질은 그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이점은  하기  설명과  첨부  도면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며  본  발명의 실
시예가 설명될 것이다.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며  여기에   첨부한  부분들의  칫수는  지적하지  않는다.  간단히  하기 위
해서  본  발명은  여기서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광  도파관  프리폼과  광  도파관의  연속적  제작과 관
련에서 본 발명이 설명될 것이다. 

제1도에서  10은  출발부재  또는  베이트이다.  이후  상술하는  바와  같이  출발부  재  10의  단부  12는 경
사져  있는  것이  더  낫다.  출발부재  10은  원하면  화살표  14로  지시한  바와  같이  종축에  관해 회전하
기 위해 도시되지 않았지만 어떤 공지 수단에 접속되어 있다.  출발부재 10은 유리  pt,  Ta, C와Al2O 3 

뮤라이트, Si3 N등과  같은  내화물질과  같은  어떤  적합한  물질로  형성되고  퇴화함이  없이  이후 상술되

는  단계를  통해  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상적으로  출발부재  10은  원통형이며  그  기하학적 
형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출발부재 10은  구멍이 뚫려 있거나 게수가 관통할 수  있도록 내부 통로
를 가지고 있다.  출발부재 10은  본  발명의 물질 또는 최종 물질이 침적되거나 형성되는 위치에서 먼 
위치에서  출발부재  10상에  입자의  침적을  방지하기  위한  도포(하기  설명함)  16을  가하거나  침적하는 
처리중에 개스를 소모할 목적으로 원형 게구 또는 원형의 구멍 링 도는 오피리스를 갖고 있다. 

최종적으로  본  발명의  물질  예로  광  도파관  프리폼을  제작할  입상  물질의  도포  16은  출발부재  10의 
단부표면 12상에 한개 또는 다수의 버어너 수단에 의해 침적된다. 

출발부재에 직결될  수  있는 입상 물질의 증기를 제공하는 어떤 버어너들은 본  목적에 적합하다. 적
합한  버어너의  예로는  미국  특허번호  3,  565,  345이다.  여기에  사용된  '버어너'란  항은  상술된 버어
너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전열기  가열,  플라즈마  가열,  인덕션  가열  등을  사용한  입자의  연료 사
용을  않는  가열  수단을  포함하는  입자  또는  그을음  물질을  생성하고  침적하는데  적합한  모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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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포함한다. 

도포  16을  형성하는  입상물질  20은  광  도파관  프리폼  제작에서  적합한  물질  즉  광  도파관의  코아와 
크래딩에  적합한  물질이다.  버어너  18에  구성물을  공급하는데  적합한  수단은  공지된  수단이며  그 예
는  M.  A.  Aslami씨의  미국  특허번호  4,  212,  663과  M.  G.  Blankenship씨의  미국  특허번호  4,  173, 
305이며 이 특허들을 참고로 한다. 

도면에  보이고  여기서  설명된  제작  처리는  형성된  물질이  상부단부에서  일어나는  입자  침적과 수직
으로 배치되며 수직 하향방향에서 병진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형성된 물질의 저부
에서 침적이 일어나고 병진은 수직 상향 방향에 있는 역  또는 반전된 처리를 내포한다.  후자의 상태
에서 출발부재 또는 베이트는 일반적으로상향 방향에 배치된 단부표면 12와 반전된다. 

제2도를 참조하면 출발부재 10의  단부 표면 12상의 도포 16의  침적은 상대적으로 넓은 침적 표면 24
를  제공하는 제2의 부재 22에  의해 초기에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의  부재 22는 굴
절  물질의  관  또는  봉이다.  이  방식에서  출발부재  10에  도포  16을  가하는  침적은  처리가  시작될  때 
좀더  넓은  표적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진된다.  도포  16의  침적이  충분히  진보된  후,  제2의 
부재 22는 제거되고 침적은 이후 설명되는 바와 같이 계속될다. 

제3도를  참조하면,  입상물질  20이  계속  가해질때  프리폼체  26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발
부재  10은  프리폼체  26을  중방향으로  병진함으로서  프리폼체  26에서  계속  이동되며  첨가  입상 물질
은  출발부재  10의  단부  12를  감싸는  상기  본체의  단부에  가해진다.  그러므로  프리폼체  26이  화살표 
28의  방향에서  종  방향으로  병진될  때  출발부재  10의  단부  12에서  계속  이동되고  그후  이동의 결과
로 남은 중방향 게구 30을 갖는 프리폼체를 형성하는 연속적인 처리를 한다.

제4도를  참조하면  프리폼체  26이  입상물질  20을  계속  기하므로서  연속적으로  형성되고  화살표  28로 
병진  운동을  할때  프로폼은  입상물질이  고체프리폼  34내에서  응고되고  중방향  게구  30이  폐쇄  또는 
붕괴되는  가열기  32로  보인  가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프리폼이  형성될  때  프리폼을  지지, 
회전 및  병진하는 수단 36이  또한 제시되 있다.  프리폼의 회전은 출발부재 10의  회전과 동일 방향에 
있을 수  있고  그  반대  방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5도를  참조하여 수
단 36의 예시

제6도를  참조하면  프리폼  26은  광  도파관에  대한  프리폼이며  최중  도파관의  크래딩을  형성하기  위해 
제2의  입상  도포  40에  가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상물질은  적당히  가함으로서  소정의  단면  합성 
변화는  시초에  버어너  18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첨가  입상도포  40에  요하는  버어너  18은  한게 또
는 다수의 제2의  버어너 42에  의해  첨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어너 18과  42와  관련해서 
원한다면  그런  버어너는  회전  될  수  있거나,  공지  기술로  알려진  리본  버어너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제6도에는  또한  제2버어너  42의  하류에  배치되며  제2버어너의  프린지로부터  낮은  부착성의  수우트 
입자의  침적을  방지하는  상당히  난류  가열된  구역을  형성하고  히이터  32에  의해  형성된  가열  구역 
또는  압밑로  내로의  그  입구상에서의  프리폼  26의  열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천연가스  및  공기각 공급
되는  보조  버어너  46이  도시된다.  또한  제6도에는  출발부재  10내의  개구  47과  반경  방향으로  배치된 
오리피스의 링 48이  도시된다 염소 등과 같은 건조 가스가 게구 47을  통해 다공성 프리폼 26과 프리
화 26의  구멍을 통해 대기로 흐르기도 한다.  도시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 연결된 출발부재 10내의 오
리피스를  통한  가스의  흐름은  가스의  적당한  원천에  연결되어  수우트가  출발부재상의  오리피스 상방
에 침적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스상 차폐를 제공한다. 

상술한 특징은 성형될 프리폼의 보다 높은 광학 품질을 가능케 하며,  보다 양호한 제조 절차를 촉진
하고 따라서 바람직한 것이며 본 발명에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님이 이해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에는  제7도에서  설명되며,  거기서  프리폼  본체  26은  히이터  32에  의해  압밑후에 
중방향  개구  30을  유지하는  고체프리폼  49로  압밑된다.  이런  실시예에서,  고체  프리폼  49는  이런 적
용이 소망되면 개구를 갖고 사용되거나 또는 고체 프리폼을 형성하기 위해 붕괴된 개구를 가진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는  제8도에  설명되며,  거기서  다수의  버어너  50,  51  및  52는  버어너  18에 
의해  최초로  형성된  프리폼  26의  외면에  추가적인  입상  물질의  도포를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입상 
물질의  이런  추가적인  가합은  예정된  소망의  횡단면적에  따른  성분  변화를  얻기  위해  바람직하다. 
버어너  50,  51  및  52는  동일한  또는  상이한  성분의  입상  물질  또는  입상물질  성분의  변화물을 가하
기  위해서  사용된다.  제8도의  설명이  히이터  32에  의해  그  속에  종방향  개구를  갖는  고체프리폼 49
로  압밀될  프리폼  본체를  나타내지만,  내부  개구가  제4도및  제6도와  같이  폐쇄되며  이어서  제6도와 
같이  인발되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각기  제4도  및  제8도와  같이  고체프리폼  34  및  49는  소정의 길
이로 절단되며 필요에 따라 붕괴되어 광도파관 또는 필라멘트로 인발된 종방향 개구를 가진다. 

여기서  기술된  히이터는  로,  화염,  레이저,  저항  히이터,  인덕션  히이터  등  임의의  공지된 가열원이
며, 특수한 가열 수단이 본 발명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실시예 1]

광  도파관  블랭크를  연속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의  특정한  실시예에는  하기와  같다.  약  6mm의  직경과 
경사진  단부를  갖는 Al2O3 로  형성된  출발부재는  제어된  용기내로  도입된다.  에취  제이  몰존에게 허여

된  미국  특허  제  3,  698,  936호에  기재된  형식과  유사한  평면  버어너가  종축으로부터  약  90°의 각
도로  출발  부재의  경사  단면의  외면으로부터  약  13cm의  거리에  배치된다.  출발부재는  약  10내지 
1000rpm으로,  전형적으로는  약  60rpm의  회진  속도로  변화할  수  있는  주축대척과  같은  회진  장치에 
부착된다.  반응  물은  아슬라미씨의  미국  특허번호  4,  212,  663에서  제시된  송출  시스템으로부터 버
어너에  흐른다.  이  실시예의  반응물의  매개  변수는  1.6  SLPM(표준리터/분)  산소,  8그램/분 SiCl4 , 1

그램/분 POCl3 ,  2그램/분 GeCl4 다.  총버어너  유량은  3.5리터/분의  산소와  4리터/분의  천연가스다.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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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너는  내부  차폐로서  2.0리터/분  산소와  외부  차폐로서  6.0리터/분  산소의  내부  및  외부  차례를 가
진다. 

출발부재의  경사  단부  상에  미세한  수우트  입자의  침적이  개시된  후,  미세한  수우트  입자의 침적률
은 약  0.6그램/분이다.  상당량의 수우트 입자가 제2도와 같이 출발부재의 경사 단부 및  제  2부재 내
화  출발관의  단부  상에  침적된  후,  수우트  입자의  코우팅은  제5도와  관련되어  대략  기술되고 병진기
로서  공지된  장치에  의해서  출발부재로부터  먼  방향으로  그  종축을  따라서  종방향으로  병진된다. 병
진기는 주축 대척 및  출발부재와 동일한 속도로 침적된 물질 또는 부재를 회진 시키며,  동시에 제어
된 속도로 그 

수우트  부재가  코우팅되고  그  종축을  따라서  병진하게  하면,  출발부재는  실질적으로  그  속에 잔류하
는  종방향  개구부를  떠나게  형성된  프리폼체로부터  연속적으로  이동된다.  즉,  프리폼체가  종방향 병
진  운동을  하는  중  형성될  때  프리폼의  형성시  개구가  출발부재의  단부에  있고,  형성중에는  거기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출발부재는  형성된  프리폼체에서  이동될  때  관찰될  수  있다.  이렇게 형
성된  다공성  프리폼을  형성하기  위해  입자가  압밀된  가열  구역을  통과한다.  가열  장치  또는 압밀로
는 슈우퍼 칸달

이  실시예에  따라서  형성된  프리폼의  생성  단면  성분은  프리폼의  중앙선에서  약  7중량  퍼센트가, 외
경에서  약  4중량  퍼센트로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P2O5 ,  중앙선에서  22중량  퍼센트에서  외경에서  약 13

중량 퍼센트로 균일하게 감소하는 GeO2이고, 성분의 균형은 프리폼의 직경에 걸친SiO2에 의한다. 

그후,  고체프리폼은  프리폼의  온도가  그  물질의  인발  온도인  약  1900℃까지  상승되는  가열  단계에 
들어가서  프리폼은  필라멘트  또는  스트랜드로  인발된다.  필라멘트는  열  가공시  유리  필라멘트를 마
멸로부터  보호하는  실리콘,  실온  가황  고무와  같은  아주  낮은  굴절률의  중합체로  코우팅되어  강도를 
보지하며, 광 섬유크래딩으로서 작용한다. 

생성  필라멘트  또는  스트랜드의  광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즉,  820nm에서  8dB/km의  감색, 1600nm에
서 6dB/km 의 감쇠, 약 20MHz, km의 -3dB 광 대역폭 및 0.3의 N. A(numerical aperture)이다. 

[실시예 2]

본  발명에  따른  광  도파관을  연속적으로  형성하는  다른  실시에는  하기와  같다.  선행  실시예에서 기
술된 것과 같은 제1평면 침적 버어너가 GeO2 . P2O5 . SiO 2  코어수우트 부재를 침적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화염  및  그을음  분류가  이미  침적된  수우트  부재상에  수우트  입자의  제2코우팅을  침적하도록 제1
버어너로부터  약  5cm  하류에  제2평면  버어너가  배치된다.  이  제2버어너의  운진  조건은 GeCl 4  및 

POCl3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버어너와 동

이  제2버어너는  주로 SiO2 ,  제  1버어너의  것보다  낮은  굴절률의  유리  및,  생성  석유의  크래딩을 형

성하는  제2유리를  침적한다.  침적은  그을음  부재의  외경이  약  70nm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한다.  침적 
속도는 약 0.7그램/분이다. 

보조  버어너인  제3버어너는  적형적으로  제2버어너로부터  약  5cm  하류에  배치되며  제2버어너의 프린
지(fringe)로부터  낮은  부착  수우트  입자의  침적을  방지하는  상당히  난류가  열된  구역을  형성하고 
압밀구역  내로의  그  입구상의  그을음  부재의  열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천연  가스  및  공기가 공급된
다. 

수우트  부재의  압밀은  약  1600℃로  로내에서  수행된다.  제어된  축  방향  가스는  압밀로  내에서 가열
되면서  수우트  부재로부터  히드록실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출발  부재  내의  종방향  게구를  통해 흐른

다.  이런  건조  가스는  40표준 cm
3
/분의  염소와  0.75SLPM의  헬륨의  혼합물이다.  추가해서,  약  1 SLPM

으로  질소와  같은  제2가스  흐름이  제1버어너로부터  침적된  수우트의  상부  연부에서  오리피스의  링 
패턴으로  반경  방향으로  존재하는  출발부재내에서  채널을  통과한다.  이  가스  흐름은  수우트가  출발 
부재상의 오리피스의 링상방에 배치되지 않게 한다. 수우트 부재는 이렇게 압밀된다. 

압밀부재  또는  프리폼은  압릅  프리폼  유리를  1700내지  2100℃로  상승  시키기에  충분한  동력수준으로 
운진되는  고온  저항  가열  흑연료,  유도  가열  지르코니아로, H2/O 2  가열  화염  또는 CO 2  레이저  가열 

구역인  제2가열  구역내로  통과한다.  이  실시예에서,  진형적인로  온도는  약  1850℃다. 출발실리카봉
과  공지된  석유  일반  기술을  사용하여,  유리클래드  도파관의  연속  필라멘트가  인발된다.  다시, 플라
스틱 코우팅이 취급중 유리 필라멘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형적으로  적용 되지만, 

이 식으로 제조된 광 도파관의 전형적인 광학 성능은 하기와 같다. 

즉,  820nm에서  감쇄  5dB/km,  1060nm에서  감쇄  3dB/km,  대역폭은  25MHz.km.  N.  A는  약  0.25  그리고, 
섬유 외경이 약 150m 로 인발될 때 외경에 대한 코어 비율이 약 0.7 또는100m직경코어다.

[실시예 3]

본  발명에  따라  물질을  연속적으로  형성하는  또다른  실시예는  하기와  같다.  제8도에,  버어너  18, 
50,  51  및  52가  실시예  2에서  제2버어너에  대해  서술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진된다.  반응물은 
SiCl4 이고,  생성  유리는 SiO2 다.  압밀중에 프리폼 중앙 구메 30은  폐쇄되지 않으며 생성 물질은 연속

으로 생산된 관이다. 

상술한  실시예는  실행에  충분히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본  발명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실용과  응용이 
진술한 각종 매개 변수와 단계를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것은 이해될 것이다. 

광  도파관  프리폼과  생성  광  도파관을  형성하는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방법에  의해  분  발명에  따라 
제조된  광  도파관은  1게  이상의  로우드의  에너지의  진송에  적당하다.  본  발명의  물질  또는  광 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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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블랭크  및  광  도파관을  형성하는  연속적인  방법의  다른  현저하고  주요한  이점들은  하기와  같다. 
수우트 침적 버어너를 더욱 추가함으로써 침적 또는 유리 형성 속도를 현저히 증가 시키고,  높은 대
역 폭  또는  정보 운반 능력 링  도파관을 제공하는 광  도파관 코어를 위해 포물선에 가까운 반경 방
향의 굴절률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반경 방향의 유리 성질을 개량시킬 수 있다.  추가하여,  이 연
속적인  방법은  퓨움  송출  단계에서  적당한  할로겐  화물  또는  상당히  높은  증기압  금속  성분 도우판
트를  사용하여  높은  품질의  실리카의  광  유리관  또는  각종  도우핑  된  실리카  성분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본  발명이 그  임의의 실시예의 특정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서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범위에 대해 제
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출발부재의  외측  표면에  입상  물질을  가하여  도포를  형성하는  광도파관  프리폼  제작의  연속적 방법
에 있어서,  도포에 상기 입상 물질을 부가적으로 가하여 본체의 형성을 하면서 상기 도포를 종축 방
향으로  병진하며  상기  본체에  형성된  종축  방향  개구와  본체를  출발  부재로부터  제거하여도  상기 본
체를  종축  방향으로  병진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이동  가능  출발  부재를  갖는  광도파관  프리폼을 
형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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