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G02B 6/44

(45) 공고일자   2001년05월02일

(11) 등록번호   10-0288444

(24) 등록일자   2001년02월07일
(21) 출원번호 10-1997-0077740 (65) 공개번호 특1999-0057674
(22) 출원일자 1997년12월30일 (43) 공개일자 1999년07월15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윤종용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김병우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94-1
(74) 대리인 권석흠, 이영필, 이상용

심사관 :    정소연

(54) 비금속자기지지형광케이블

요약

본 발명은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 케이블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적어도 한 가닥의 광섬유를 구비하는 
적어도 한 개의 튜브가 중심선을 중심으로 꼬여있는 케이블 코아, 케이블 코아에 밀착되는 주인장선 및 
주인장선을 감싸는 외부 피복을 포함하는 광 케이블에 있어서, 주인장선과 외부 피복 사이에 위치하여, 
광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할 때 주인장선과 외부 피복 간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소정 재질의 필름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주인장선과 외부 피복사이에 폴리머 계열의 필름을 삽입하여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미
끄러짐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광 케이블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 케이블에 대한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 케이블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인장선과 외부 피복간에 소정의 필름을 
구비하여 높은 인장력에도 미끄러지지않는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광 케이블은 신호를 통과시키는 광섬유를 수용하는 케이블을 일컬으며, 포설 및 운용중 그 광섬유를 보호
하는 역할을 하며, 심선수나 옥내/옥외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섬유 케이블은 가공형 케이블로서 인장강도가 크게 작용하는 케이블 형태
로, 일반적으로 철탑과 철탑간의 포설길이가 1000m이상인 장경간에서 인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경향이 있
다. 

도 1은 종래의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 케이블에 대한 단면도로서, 도 1에 따른 광 케이블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섬유(100)를 구비하는 튜브(102)가 중심인장선(104)을 중심으로 꼬여져 있고 이 튜브들을 보호
하도록 둘러싸는 필름(106) 및 내부 피복(108)으로 이루어진 케이블 코아, 주인장선(110) 및 외부 피복
(112)으로 이루어진다. 주인장선(110)은 장경간에서 필요한 인장강도를 확보하기위해 중심인장선(104)과
는 별도로 고강도 인장섬유류를 이용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장경간에서 요구되는 고인장력의 케이블에서는 그 강도에서 주인장선(110)과 외부 피복(112)간의 
미끄러짐(slip) 현상때문에 설치 후 케이블에 걸리는 외부 하중을 주인장선(110)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
능해져 결국 외부 피복이 파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래에는 주인장선(110)과  외부  피복(112)사이에 바인딩 섬유(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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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를 사용하여 주인장선(110)을 케이블 코아에 밀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바인드 섬유의 사용은 몇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 즉, 장경간에서 요구되는 고강도 특성
의 광 케이블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인드 섬유를 상당히 촘촘하게 적용해야만 높은 인장강도에서 인장선
과 피복사이의 미끄러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인딩 섬유를 조밀하게 하면 작업선속의 
하향이 불가피하여 생산성이 저하된다. 또한, 생산 설비의 한계로 인해 제품생산에 한계가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주인장선이 케이블 코아에 밀착하도록 하기위해 주인장선과 외부 
피복간에 바인딩 필름을 장착하는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 케이블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적어도 한 가닥의 광섬유를 구비하는 적어도 한 개의 튜브
가 중심선을 중심으로 꼬여있는 케이블 코아, 상기 케이블 코아에 밀착되는 주인장선 및 상기 주인장선을 
감싸는 외부 피복을 포함하는 광 케이블에 있어서, 상기 주인장선과 상기 외부 피복 사이에 위치하여, 상
기 광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할 때 상기 주인장선과 상기 외부 피복 간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소정 재
질의 필름을 더 포함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 케이블에 대한 단면도로서, 도 2에 따른 광 케이블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
섬유(200)를 구비하는 튜브(202)가 중심인장선(204)을 중심으로 꼬여져 있고 이 튜브(202)들을 보호하도
록 둘러싸는 필름(206) 및 내부 피복(208)으로 이루어진 케이블 코아, 주인장선(210), 바인딩 필름(212) 
및 외부 피복(214)으로 이루어진다.

튜브(202)내부로의 수분침투를 방지하기하도록 구비된 젤리 컴파운드는 광섬유(200)간 마찰을 방지한다. 
이 때, 각 광섬유(200)는 전도성이 없는 아크릴 코팅 광섬유가 바람직하다. 튜브(202)의 재질은 내부 광
섬유(200)를 보호하고 고강도 플라스틱이 바람직하며, 각 튜브(202)와 중심인장선(206) 사이는 수분침투 
방지를 위해 젤리 컴파운드로 채워짐이 바람직하다. 중심인장선(204)은 튜브(202) 배열의 중심선 역할을 
하며 꺽임을 방지하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s) 또는 지알피(GRP) 계
열의 소재가 바람직하다. 필름(206)은 젤리 컴파운드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 내부 피복(208)은 외부로부
터 케이블 코아의 내부를 보호하며 주인장선(210)의 밑받침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인장선(210)은 아라미드(aramid) 섬유로 구성되어 광 케이블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지탱하며, 이중층으
로 형성되어 포설시 또는 포설후에 광 케이블이 회전되지 않도록한다. 이 때 이 아라미드 섬유로의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아라미드 섬유중 방수용 아라미드 섬유를 최소 20%이상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광 케이블에는 광 케이블 자체 무게 및 바람에 의한 풍압 하중, 빙설에 의한 빙설하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높은 인장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 때 이 아라미드 섬유는 자체 특성상 표면이 
상당히 매끈하여 외부 피복(214)과 마찰하여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인장력이 광 
케이블에 작용하더라도 상술한 미끄러짐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며, 본 발명에서는 폴리
머 계열의 필름을 바인딩 필름(212)으로 사용한다.

바인딩 필름(212)은 폴리머 계열의 필름으로 주인장선(210)을 케이블 코아에 잘 밀착시키고, 광 케이블에 
높은 인장력이 작용할 때 외부 피복(214)과 주인장선(210) 간의 미끄러짐 현상을 억제한다. 즉, 이 폴리
머 계열의 필름은 외부 피복의 압출시 작용하는 열에 의해 쉽게 연화되어 상호 접착이 가능한 상태로 변
하여 외부 피복재(214)와 주인장선(210) 간의 경계면에 잔류하게 되므로써 광 케이블이 포설된 후 높은 
인장강도가 작용할 때 금구류 하단 및 주위에 발생가능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외부 피복(214)의 재질은 
트래킹(tracking) 전류에 의한 열화(degradation)를 견딜 수 있는 재질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주인장선과 외부 피복사이에 폴리머 계열의 필름을 삽입하여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미
끄러짐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긴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필름을 간단히 접착할 
수 있으므로 광 케이블의 장조장 생산이 가능하므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한 가닥의 광섬유를 구비하는 적어도 한 개의 튜브가 중심선을 중심으로 꼬여있는 케이블 코아, 
상기 케이블 코아에 밀착되는 주인장선 및 상기 주인장선을 감싸는 외부 피복을 포함하는 광 케이블에 있
어서,

상기 주인장선과 상기 외부 피복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외부 피복의 압출시 작용하는 열에 의해 연화되
어, 상기 주인장선과 상기 외부 피복 간의 미끄러짐이 방지되도록, 접착이 가능한 상태로 변하는 바인딩 
필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 케이블.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름은

폴리머 계열의 재질임을 특징으로하는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 케이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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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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