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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갖춘 제품 및 이러한 제품으로 케이블이나 파이프 등의 기판을 피복하는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전형적인 제품의 사시도.

제1b도는 제1a도에 도시된 제품의 횡단면도.

제1c도는 제1a도에 도시된 제품의 축선방향 단면도.

제 2 도는 본 발명의 제품을 형성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나타낸 축선방향 단면도.

제3a도는 본 발명의 제품의 초기의 회전동작을 나타낸 축선방향 단면도.

제3b도는 본 발명의 제품이 케이블 등의 기판에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축선방향 단면도.

제  4  도는  기다란  기판위에  본  발명의  제품을  장착하기  바로  전에  본  발명의  제품을  팽창시키기 위
해서 원추형상의 장치를 사용한 것을 나타낸 축선방향 단면도.

제 5 도는 본 발명의 제품에 의해 둘러 싸여진 저전압 케이블 연결부의 축선방향 단면도.

제6a도  내지  제6d도는  기다란  기판의  일단부상에  보호덮개로서  본  발명의  제품을  설치하는  단계를 
각각 나타낸 축선방향 단면도.

제  7  도는 케이블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품과 봉재료를 함께 사용한 실시예를 나타
낸 개략적인 사시도.

제  8  도는  도전성  및  절연성을  갖춘  본  발명의  제품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는  고전압  케이블의 연결
부를 나타낸 축선방향 단면도.

제9a도와  제9b도는  각각  2개의  이중벽(도전성벽과  절연벽으로  된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갖춘  본 발
명의 제품을 나타낸 축선방향 단면도.

제10도는  고전압  케이블의  단부에  사용되도록  차폐부를  포함하고  있는  본  발명의  제품을  나타낸 축
선방향 단면도.

34-2

특1995-0010613



제11도는 도관용 봉부로서 본 발명의 제품을 사용한 실시예를 나타낸 축선방향 단면도.

제12도는 전송케이블의 연결부를 봉하는데 사용된 본 발명의 제품을 나타낸 축선방향 단면도.

제13도는  두개의  파이프를  함께  연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품을  사용한  실시예를  나타낸  축선방향 
단면도.

제14도는  대형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이중벽  구조와  튜브를  나타낸  축선반향 단면
도.

제15도는 케이블 설치용 안전벨트를 형성하는데 본 발명의 제품을 사용한 실시예를 나타낸 개략도.

제16a도  내지  제19d도는  각각  기판상으로  물체를  설치하는데  본  발명의  제품을  사용한  실시예들을 
나타낸 사시도 및 횡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특수한  형태의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갖춘  제품  및  이러한  제품으로  기판을  피복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전기적인  보호를  위해서  혹은  그밖의  다른  환경적인  보호를  위해서 케이블
이나  파이프  등과  같은  기판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데  적합한  이중벽  구조의 
제품  및  이러한  제품을  이용한  기판의  피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벽  구조의  제품은 어떠
한 물질을 차단하거나 또는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이  어떤  특수한  사용분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케이블이나  파이프  등을 보호하거
나  연결하도록  케이블  설치분야  및  파이프라인  설치분야에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본  발명을 이러
한 용도와 관련하여 예시적으로 설명한다.

통상적으로,  부식  등과  같은  환경적  손상을  방지하거나  또는  전기적인  절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케
이블  또는  파이프  등의  둘레로  피복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복체로서  테이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테이프는  아주  다양한  크기의  기판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테이프
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의  요구되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한다  하여도  오랜동안 
피복체가  유지될  수  없으며,  가혹한  환경에  대해서는  견딜수가  없다.  피복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은,  기판상에  착식으로  설치될  것과,  여러가지  다양한  크기의  기판상에  설치될  수 
있을  것과,  일정한  사용수명을  가질  것과(케이블설치  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케이블의  사용수명에 
상응하도록,  이를테면  30년  정도가  요구됨),  그리고  전기적  절연  또는  불투수성  등과  같은  어떤 작
용상의 성능을 갖출 것 등이다.

이와같은  테이프에서  제공되는  봉의  불충분함은,  예를들어  쿡(COOK)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3, 
086,  242호,  웨트모어(Wetmore)의  미합중국  특허  제  3,  279,  819호  및  엘리스(Ellis)의  미합중국 특
허  제  3,  455,  336호  등에  개시된  바와같이,  크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대체로  열수축성이  있는 
슬리이브  형태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극복되었다.  이러한  슬리이브  형태의  테이프  제품은  팽창된 
상태로  공급되며,  열을  받으면  느슨해진다.  따라서  예를들면  슬리이브  형태의  테이프가  봉될 케이
블의  둘레로  부분적으로  위치된  후에,  열을  받아서  케이블에  단단히  결합될  수가  있다.  3  :  1 이상
의 수축비가 쉽게 얻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이 수축가능한 제품이 일정한 크기의 단면을 갖
는  케이블상에  또는  크기가  변하는  단면을  갖는  케이블상에  사용될  수  있다.  이와같은  열수축성 제
품은  케이블  설치분야  및  파이프라인  설치분야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이 얻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열원이  제공되어야만  함은  물론이지만, 이
것은  어떤  경우에는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다.  더욱이,  열수축성이  극히  작은  제품  이외의  모든 열
수축  제품의  경우에는,  프로판이나  다른  개방식  화염  또는  토오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는  어떤  경우에  위험스러울  수가  있다.  예를들면,  가스공급용  파이프나  또는  이에  인접하게 뻗어있
는  케이블이  보수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이  차단되어야만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토오치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유사한 문제가 광산에 설치된 케이블에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냉간수축이  가능한  제품을  연구하게  되었다.  반경방향으로  팽창되는 탄성중
합체의  슬리이브가  제안되었는데,  이러한  슬리이브는  팽창된  상태에서  억제수단에  의해  고정된다. 
그리고나서,  팽창된  슬라이브는  억제수단과  분리되어서  팽창되지  않은  형태로  회복되어야  하며, 이
에  따라서  케이블  등의  다른  기판과  결합된다.  이와같이  반경방향으로  팽창되는  슬리이브  형태의 제
품은  시이버트(Sivert)의  미합중국  특허  제  3,  515,  798호,  에반스(Evans)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  4, 
070,  746호  구제이(Guzay)의  미합중국 특허 제  4,  506,  430호  등에 개시되었다.  특히,  미합중국  특
허  제  4,  506,  430호에서는  탄성중합체의  슬리이브가  내부의  지지물에  의하여  반경방향으로  팽창된 
상태에서 유지된다. 이러한 슬리이브는 그 자체가 겹쳐지는데, 겹쳐진 층 사이로 윤활제가 
제공된다.  슬리이브를  설치하기  위해서,  슬리이브의  겹쳐진  층들  중에서  상부층이  지지물로  부터 케
이블상으로  미끄럼식으로  이동되며,  지지물은  상부층의  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잡아당겨져서 탄성
중합체  슬리이브의  나머지  부분이  케이블상으로  미끄럼식으로  이동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슬리이브
를  설치함으로써,  슬리이브의  겹쳐진  층  사이로  제공된  윤활제가  슬리이브와  케이블의  사이로 유입
된다.  이는,  봉제나  또는  점착제를  사용하여  슬리이브를  케이블에  봉시키는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탄성중합체  슬리이브  제품은  이동  및  보관중에  팽창된  상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소위  "인장잔류변형(tension-set)"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탄성중합체 슬리이
브가  팽창된  상태로  고정되어  버려서,  억제수단으로부터  미끄럼식으로  빠져나올  때  원래의  팽창되지 
않은  상태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형태의  제품의  또  하나의  불리한  점은 
억제수단에 대한 제조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종래기술에서  시도된  또  다른  해결책은,  탄성중합체  슬리이브의  중앙  부분을  인장된  상태로 지지하
고,  중앙의  지지물  상으로  슬리이브의  양끝을  압연식으로  말아주는(roll)것이다.  사용시에,  먼저 지
지물  및  압연식으로  말려진  슬리이브가  기판상으로  설치된다.  그리고  나서,  슬리이브의  양끝이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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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기판과  접촉한다.  이러한  제품은  믹션  2세(Mixon  Jr.  )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3,  878,  320호 
및  피렐리(Pirelli)의  영국특허  제  2,  099,638호에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도 인장잔류변
형을 초래할 수 있는 팽창된 상태로 유기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종래기술에서의  또  다른  접근책은,  성형으로  제조된  분리식  연결부재(connector)를  사용하여, 이러
한 연결부재와 케이블 등의 기판 사이에 억지끼워맞춤식 결합(interference fit)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정의  억지끼움  맞춤식  결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결부재가  정확한 크기
로  제조되어야만  하고,  더욱이  기판의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봉이  신뢰성  있게 제공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연결부재의  제조장치를  일반적으로  "푸시-온(phsh-on)"  장치라 부
르는데, 하나의 예가 색(Sack)의 미합중국 제4,400,048호에 개시되었다.

또  다른  접근책이  베인하워(Beeinhaur)의  미합중국  특허  제  3,  897,  088호에  개시되었는데,  타이어 
내부의  튜브와  유사하게  팽창되는  제품이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제품은  설치될  기판의  외경보다  큰 
직경에  도달할때  까지  팽창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나서,  팽창된  제품이  기판을  따라서 요구되
는  위치까지  미끄럼식으로  이동한  후에,  거기서  수축되어  기판과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제품의 문
제점은 설치 및 제거를 위해서 별도의 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같이,  임의의  형상으로  형성되며  자체가  뒤집혀질  수(revolve) 있
고  일정한  재료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사용함으로써,  여러가지  크기의 기판상
으로 견고한 결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이러한  이중벽  구조의  튜브에  대한  단순한  개념은  일론(llon)의  미합중국  제  3,  978,  531호 
및  리스-데이바이스(Rhys-Davies)의  미합중국  특허  제  4,  228,  792호로부터  널리  공지되어  있다. 미
합중국  특허  제  3,  978,  531호에  개시된  바에  따르면,  이중벽의  사이로  가스가  채워지는  큰  부피를 
가지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사용하여서,  누워만  있는  환자를  다치지  않고  들어올릴  수가  있다. 이
러한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환자의  측면으로  환자에  대해서  수직하게  설치하고,  한개의  막대(rod)를 
튜브의  말단부로  어넣는다.  튜브의  내벽과  막대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막대를  튜브의  내부로 
어넣음에  따라서  튜브가  점차적으로  뒤집히게  되는데,  즉  튜브자체가  뒤집혀진다.  따라서,  튜브가 
환자의  밑으로  조금씩  미끄러져  들어간다.  튜브의  뒤집힘은  튜브의  양단부  사이의  압축작용에 의해
서,  즉,  튜브의  일단부에서  튜브의  외벽에  작용하는  환자의  몸체(그리고  환자가  누워있는  표면)와, 
그리고  튜브의  타단부에서  튜브의  내벽에  작용하는  막대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압축작용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  228,  792호에  개시된  이중벽  구조의  튜브도  의약분야로부터  나왔다.  즉, 환자
의 피를 뽑기 위하여,  환자의 팔을 따라서 뒤집혀질 수  있으며 큰  부피를가지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
가  개시되었는데,  이는  주로  수술을  준비하는  지혈대에서  사용된다.  튜브를  사용하기  전에,  튜브의 
내벽이 찌그러져서 외벽이 팽창할 수 있을 정도까지 튜브의 내벽과 외벽의 사이가 팽창된다.

이들  공지기술의  제품을  설치하는  방법은,  먼저  제품이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위치로  이동되는 단계
와,  그리고  곧바로  제품을  제거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기판의  둘레로  적절한 위
치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때에는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본  출원인은  케이블  설치분야, 
파이프라인  설치분야  및  그밖의  여러가지  다른  산업분야에서  유용한,  예를들면,  환경적인  봉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형상 및 재료의 특성을 갖춘 제품을 창안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하나의  기다란  부재와  이러한  부재에  인접한  벽  사이의  상대적인 미끄럼
운동이  발생함이  없이,  이중벽의  내벽과  외벽  사이의  상대적인  미끄럼운동(이는,  전단변형으로 고려
될  수  있음)에  의하여  기다란  부재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뒤집혀질  수가  있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포함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포함하는  제품에  있어서, 
이중벽은  (a)  내벽과  외벽사이로  폐쇄된  구역을  형성하고  있고,  (b)  이들  외벽과  내벽의  사이에는 
고체  또는  액체로  이루어진  감마(friction-reducing)  수단이  제공되어  있으며,  (c)  튜브가 탄성중합
체  재료로  구성되어  바람직하게  압력  24.7kg/㎠(350psi)  이하의  100%의  연신율로  시이컨트 계수
(secant  modulus)를  갖는다는  특징이  제공된다.  따라서,  내벽과  외벽의  사이로  제공된  액체가 경화
되지  않으면,  기판에  인접한  벽이  양의  인장변형을  받을  정도로  제품이  기판을  둘러쌀때,  폐쇄된 지
역의  부피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서의  평균  이탈(average  separation)이  이들  벽의  평균  벽두께의 10
배  보다  작아지도록  정해진다.  튜브가  일단부에  있는  외벽과  반대쪽  타단부에  있는  내벽의  사이로 
가해지는  축방향의  압축력을  받을  경우에,  튜브는  뒤집혀지기  보다는  좌굴(buckling)의  형태로 변형
되는데, 바람직하게는 벨로우즈식으로 좌군되거나 기둥의 좌굴(column buckle) 형태로 변형된다.

이와같이  튜브가  뒤집혀지기  보다는  좌굴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압출력은 
0으로부터튜브의  뒤집힘이나  좌굴이  발생하는  크기까지  서서히  증가되는  상태로  작용된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제품이  아주  심한  충격을  갑자기  받는다면,  제품은  곧바로  휘어져  버릴 것이
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튜브의  적당한  설치조건에  관심이  있다.  튜브의 양
단부 사이로 힘이 작용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은 튜브의 좌굴이며,  본  발명에 따른 이중벽 구조의 튜
브에서  요구되는  상대적인  미끄럼운동은  튜브의  일단부에  있는  내벽과  이러한  일단부에  근접한 위치
에  있는  외벽  사이에  압축력을  작용시킴으로써  일어난다.  이것은  제3a도에  관련하여  다음에 설명된
다.  이에  비해서,  공지기술의  제품(미합중국  특허  제  3,  978,  531호(참조)는  단부와  단부 사이(end-
to-end)의 압축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튜브의 뒤집힘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속적으로 뒤집혀진다"는  말은,  이중벽의 제  1  벽과 제  2  벽이 서로 
위치를  교환한  후에  다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오도록,  이중벽의  제  1  벽과  제  2  벽  사이에 상대적
인  미끄럼운동  또는  전단변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튜브가  완전히 뒤집혀지
는  회전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번  계속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회전이  단 한번만이라
도 이루어지면 된다.  제  1  벽과  제  2  벽의  사이에 경화될 수  있는  성분이 제공되어도 좋으나, 경화
는  튜브가  뒤집혀질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품은  기다란  부재를  따라서 뒤
집혀져서 소정의 위치에 놓여질 수 있다. 여기서, 제 1  및 제 2  벽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님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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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며,  단지  임의의  시간에  어느  하나가  기판에  인접한  내벽이고  다른  하나는  내벽상에  놓여지는 
외벽이라는  점만이  중요하다.  각각의  벽을  구성한은  벽재료의  일부는  튜브가  뒤집혀지는  회전작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바뀔 것이다. 제 1  벽,  제 2  벽,  내벽 또는 외벽을 언급할 때, 이는 단
지  그러한  벽부분의  위치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러한  벽부분의 위
치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구조적  특이성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튜브가  뒤집혀지는  회전운동을  원통형  기판상에  있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종축방향
의  단면을  상상함으로써  아마  가장  잘  연상될  것이다.  튜브는  기판의  어느  한쪽  측면상에 예를들어
서  "캐리필러(caterpillar)"라는  상표명이  표시된  상태로  제공될  수가  있다.  튜브가  기판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면,  튜브상에  새겨진  상표명이  뒤집혀지게  된다.  이것은  캐터필러라는  상표면을 구성
하는  내벽과  외벽  사이의  전단변형을  포함하며,  대체로  내벽과  기판  사이의  전단변형은  나타나지 않
는다.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언급할 때,  회전작용이 계속 일어날 수만 있다면 부가적인 벽  또는 층을 미리 
배제하지는 않는다.

제품은  이중벽  구조의  튜브  이외의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하여도  좋다.  예를들면,  배출구를  포함하는 
튜브의  하우징과  같이,  제품이  보다  큰  장치의  일부분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제  2  실시예에서, 제
품은  튜브  외에도  임의의  봉수단을  포함한다.  제  3  실시예에서는,  튜브를  고정시키는  프레임과 같
은  임의의  수단이  튜브에  제공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제품이  단부  덮개로서  사용되도록 튜브
를  관통하는  통로를  막는  수단이  제공된다.  이  경우에,  튜브  자체는  일반적으로  제품은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된 바와같이 연속적으로 뒤집혀지도록 구성될 수가 있다.

튜브는  내벽과  외벽이  길이방향으로  대체로  균일한  특성,  특히  응력을  받지  않는  원주부를  포함하는 
특성(튜브의 단면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나, 원형이면 좋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제품이  기판을  따라서  뒤집혀지는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작용상의  성능,  예를들면 봉특
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처음에는  서로  반대쪽으로  놓여져  있는  튜브의  양끝이  서로 결합
되도록  가요성  튜브를  그  전체  길이의  절반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뒤집어서(또는  안쪽으로  뒤집어서)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제조함으로써,  응력을  받지  않은  원주부를  포함하는  균일한  특성이  얻어진다. 
이와같이  제조된  이중벽내에  감마수단이  제공된다.  또는,  서로  동심을  이루는  2개의  튜브의  각각의 
단부를  함께  결합시킴으로써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제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에 내벽이
었던  부분과  처음에  외벽이었던  부분  사이에는  응력을  받지  않는  원주부에서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
을 것이나,  그러한 차이는 별로 크지가 않다.  튜브의 내벽 및 외벽을 따라 최대로 응력을 받지 않는 
원부는  20%  이하가  바람직하고,  10%  이하가  더욱  바람직하고,  5%  이하가  특히  바람직하고,  그리고 
2% 이하 내지 최소로 응력을 받지 않는 원주부보다 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품은  임의의  길이로  구성되어도  좋으며,  일반적으로  30m(100피트)  이하  또는 15m(50피
이트)  이하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품은,  특히  사용될  기판에  따라서  약  5m(2인치)  내지 130cm(50
인치) 또는 13cm(5인치) 내지 80cm(30인치) 정도의 길이로 제공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제품의 외경도 필요에 따라 임의의 크기로 제공될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125cm(50인치) 이하 또는 50cm(20인치) 이하이며, 특별한 용도에 따라서는 2.5cm(1인치) 내지 
15cm(6인치)의  외경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경은  0.2cm  내지  120cm가  바람직하고,  0.5cm 
내지 50cm가 더욱 바람직하며, 1cm 내지 10cm가 특히 바람직하다.

제품의  길이와  외경  사이의  비도  제품의  사용될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비는 바람직
하게 5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7  이상,  특히 바람직하게는 8  이상이다.  통상적으로는,  길이 대 외
경의  비가  5에서  12까지이다.  특히,  이중벽내에  작은  부피의  감마수단이  제공되는  형태의  제품은 일
단부에  있는  외벽과  반대쪽   타단부에  있는  내벽  사이로  작용되는  축선방향의  압축력을  받는  경우에 
휘어지기가(뒤집혀지기  보다)쉽다.  그  결과,  본  발명의  제품을  설치하는  바람직한  기술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일단부(예를들면  피복될  기판의  단부)에  있는  내벽과  이러한 일단
부로  부터  짧은  거리,  이를테면  7cm  이하,  바람직하게는  0.5cm  내지  5cm  떨어진  위치(예를들면, 설
치자의  손이  있는  지점)에  있는  외벽의  사이로  전단력을  작용시킴으로써  제품의  설치가  시작된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환경적인  봉이  신뢰성  있게  제공되어야  할  경우에  제품이  기판위에 설치되
었을  때  내벽과  외벽이  모두  인장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제품을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
다.  그러므로,  내벽과  외벽은  제품이  기판상으로  뒤집혀짐에  따라서  팽창되어야만  하고,  기판위에 
있는 외벽의 부분이 기판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보다 더  큰  인장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
한  인장력의  차이에  의하여,  내벽과  외벽을  분리시키는  임의의  유체가  미처  기판에  도달하지  않는 
제품의  단부쪽으로,  즉  인장을  덜  받는  단부쪽으로  내몰리기  쉽게  될  것이다.  기판위에  있는  제품의 
단부에서  내벽  및  외벽은  서로  분리되지  못하고  정지될  것이고,  마찰에  의하여  튜브가  뒤집혀지는 
회전작용이 중지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 설치되는 바와같이 감마수단의 이동량을 제한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관련된  공지  기술이  이중벽  구조의  제품과  관련하여 개시
된  넓은  충전부피의  필요성이  제품의  여러가지  서로  다른  기능과  설치상의  기술  때문에  고려되지 않
는다는  점인데,  다시  말해서  그러한  넓은  충전부피가  내벽과  외벽을  분리시키는  임의의  유체의 이동
량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제품의  외경이  일반적으로 기판으
로  외경보다  크고,  튜브의  내벽은  초기에  완전하게  접혀져서  종래  기술의  제품에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팽창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판에  인접한  제품의  벽이  양의  인장  변형을  받을  정도의  크기를  갖는  기판상으로  제품이 뒤집혀지
면서  회전하게  될  때,  튜브의  외경(즉,  외벽의  외경)은  내경(즉,  내벽의  내경)의  1.5배  이하, 바람
직하게는  1.3배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1.2배  이하이면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내벽과  외벽 
사이의  분리되는  크기가  바람직하게  작기  때문에,  내벽과  외벽인  크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가
장  바람직하며,  이들  벽의  두께는  튜브의  직경에  비하여  작은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내벽과  외벽 
사이의  분리되는  크기는  평균  벽두께의  10배  이하,  바람직하게는  8배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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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2배  이하,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1배  이하  내지  0.0003배  이상  혹은 
0.001 내지 0.5배이다.

내벽과  외벽의  두께는  각각  바람직하게  0.0025cm  내지  1.3cm(0.001인치에서  0.5인치까지),  더욱 바
람직하게는 0.05cm 내지 0.65cm(0.02인치에서 0.25인치까지), 특히 바람직하게는 0.15cm 내지 
0.25cm(0.05인치에서  0.1인치까지)이다.  벽을  구성하는  재료는,  물론  튜브가  뒤집혀지는  회전작용이 
일어날  만큼  충분한  신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적으도  20%의  연신율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20%의  연신율을  가지는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40%,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00%,  특히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200%,  보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500%, 
가장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700%의  연신율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수지는  미국시험재료협회(SSTM)의 
시험 D412-83에 관련된 것이다.

제품의  벽이  늘어난  정도에  따라서,  설치될  제품의  밑에  있는  기판의  최대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기판의  외경이  본  발명의  제품의  내경의  1.0배  내지  8배이다.  보다  바람직한  범위는 
1.1  내지  5배이고,  특히  바람직한  범위는  1.1배  내지  2.5배이다.  예를들면,  제품이  케이블  또는 파
이프  등을  봉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유향수지와  같은  별도의  봉재료가  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사용되는  경우에,  기판의  직경은  봉재료를  포함한  상태로  측정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 예
를들어서  팽창가능한  제품을  기판상으로  이동시킬  경우에,  제품과  기판  사이의  봉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튜브의 내벽은 기판상에서 양의 인장 변형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제품의  내경은  기판의  외경보다  클  것이다.  이  경우에,  기판의  외경은  제품의  내경의 적어
도 0.75배가 바람직하고, 적어도 0.9배가 특히 바람직하다.'

제품이  더  큰  크기의  기판상으로  요이하게  설치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벽을  구성하는  재료의 인장
응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바람직하게,  앞에서  언급된  범위내의  크기를  갖는  기판상으로  앞에서 
언급된  기술을  사용하여  손으로  제품을  설치할  수가  있으며,  이는  전단력이  제품의  단부와  이러한 
단부에  인접한  지점의  사이로  가해지기  때문이다.  적절한  재료로는,  ASTM  D412-83으로  측정하여 
100%  연신율에서의  시컨트모듈러스가  21.1kg/㎠(300psi)  또는  그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며,  더욱 바
람직하게는  14.1kg/㎠(200psi)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10.6kg/㎠(80-150psi)이다.  ASTM  D2240으로 
측정한  쇼어  A경도  90  이하  바람직하게는  60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이하가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될  것이다.  재료의  최대  연신율은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50%,  더욱 바람직하게
는  적어도  500%,  특히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900%이다.  ASTM  D746에  의하여  측정했을  때,  저온취성의 
크기는 -20℃이고, -40℃가 특히 바람직하다.

이중벽을  구성하는  재료는  적어도  두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선택된다.  첫째는,  소정의  크기  또는 형
상을  갖는  하나의  기판  혹은  여러개의  기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회전작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여기
서,  중요한  특성은  신축성,  소정의  선택된  연신율에서의  인장응력,  파단연신율,  그리고  감마수단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이다.  두번째  고려사항은,  제품에  대한  기능상의  요구조건이다. 예를들
면,제품이  환경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품의  기계적  강도,  마모에  대한  저항성, 절
삭저항성,  습기  등의  불침투성  등이  필요하다.  제품이  전기적  기능을  가질려면,  절연체로서의  높은 
비저항,  차폐물이나  다른  도체로서의  낮은  비저항,  혹은  중간정도의  비저항이  요구될  것이다. 제품
은 어떤 주파수에서 특정 비임피던스(specific impedance)를 가져도 좋고, 반트랙킹(anti-
tracking)의  특성이나  또는  높은  방전  등과  같은  조건하에서의  방부식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혹
한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의의  봉재료와의  호환성,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  곰팡이에 대
한  저항성,  산화에  대한  저항성,  응력완화에  대한  저항성,  화염에  대한  저항성,  용매에  대한저항성, 
또는  낮은  물  흡수량  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예를들면  열수축성  슬리이브와  같은 
종래  기술의  제품에서도  요구되는  공지된  것이며,  중합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당업자에게는  적절한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이  널리  공지되어  있다.  즉,  이들  당접자라면  누구나  앞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튜브가  뒤집혀짐으로써  제품이  설치될  수  있는  능력과  지금  설명한  기능상의  요구조건들  중  하나 이
상의 조건을 결합한 여러가지 새로운 제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의  벽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탄성중합체의  예로서는,  천연고무,  폴리이소부틸렌, 폴리이
소프렌,  이소부틸렌-이소프렌  공중합체,  폴리부타디엔,  스티렌-브타디엔  공중합체,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에틸렌-프로필렌  디엔  삼중합체,  폴리크로로프렌,  에틸렌-에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와 
같은  아크릴고무,  에피할로히드린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공중합체와 
같은  니트릴고무,  폴리디메틸실록산과  같은  실리콘고무,  폴리설파이드, 헥사플로로프로필렌-테트라
플로로에틸렌  공중합체  및  삼중합체와  같은  플로로카아본  탄성중합체,  폴리우레탄  등이  있다.  또한, 
폴리에테르에스터  블럭  공중합체,  폴리에스터우레탄,  폴리에테르우레탄  등과  같은  열가소성 탄성중
합체가  사용되어도  좋다.  중합체  재료는,  기판에  대항  부가적인  압축력을  제공하도록  열수축성을 가
져도  좋으나,  일반적으로는  열수축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  재료는,  예를들면  화학적으로  또는 전
자비임 조사에 의하여 교차 결합되어도 좋다.

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다른  재료로는  탄성중합체와  같은  열가소성  중합체,  또는  예를들면 알루미늄
이나  강과  같은  금속  등이  있다.  금속은  0.00025cm  내지  0.013cm의  두께(0.0001인치에서  0.005 인치
까지)를  갖는  박판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박판은  충분한  신축성이  있어야 하
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들어  물결모양으로  형성됨으로써  탄성병형  또는  소서연형될  수도  있다. 이
들  재료는  스트립이나  다른  형태로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탄성중합체의  스트립  등에 삽입되
거나,  탄성중합체의  벽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적층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금
속층은,  예를들면  수증기의  차단물로서  사용되어  좋고,  전기  스크린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품을 
전도체로  만들기  위하여  제공되어도  좋다.  박판은  튜브  재료의  축에  가능한  한  가깝게  위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벽은,  예를들면  편조,  제직  또는  편직된  관형의  직물과  같은  직물로  구성되어도  좋고,  경우에 따라
서는  물이나  공기  등이  거의  스며들지  않는  재료가  함께  사용되어도  좋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
른  섬유가  사용되어도  좋다.  일반적으로,  탄성  중합체,  열가소성  수지,  셀룰로오스,  단백질,  유리, 

34-6

특1995-0010613



세라믹,  금속,  또는  이것들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직물의  구성은  이중벽  구조의 튜브
가  반경방향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적으로  회복가능한  직물이 사용
되어서  기판상에  부가적인  압출력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적절한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탄성중합체
가 섬유형태로 사용되어도 좋다.

벽은,  예를들면  섬유  또는  직물로  강화된  탄성중합체  재료와  같은  복합재료로  이루어져도  좋다. 강
화섬유로는  중합체,  유리,  셀룰로오스,  탄소,  흑연,  금속  또는  세라믹  등이  좋다.  섬유의 인장강도
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를들면  섬유가  튜브에  대하여  축선방향으로  배향되어도  좋다.  게다가, 필
요한  경우에는  벽을  따라서  여러가지  성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벽이  여러재료의  세그먼트,  예를들면 
스트립으로  이루어져도  좋다.  그러나,  벽은  튜브가  뒤집혀지는  회전작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전체의 표면에 걸쳐서 충분한 신축성을 가져야만 한다.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각각의  벽은,  예를들면  적층(lamination)  또는  동시압출  등에  의하여 만들어
진  다수의  재료의  층으로  이루어져도  좋다.  예를들면,  내벽  및  외벽중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 모두
가  이를테면  효과적인  가스확산장벽  또는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금속층인  부틸고무로  이루어진 내부
층(즉  이중벽내의  폐쇄된  면적에  접하는  층)과,  그리고  이를테면  우수한  풍화성질을  가지는 에틸렌-
프로필렌-디엔  삼중합체고무로  이루어진  외부층을  포함하여도  좋다.  마찬가지로,  전기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이 조합된 특성이 제공되어도 좋다.

이중벽을  이루는  두개의  벽은  서로  동일하거나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도  좋고,  동일하거나  다른 두께
로  구성되어도  좋다.  만약  두개의  벽이  동일한  재료와  두께로  구성된다면,  하나의  튜브를  안으로 또
는  밖으로  부분적으로  뒤집어서,  그  양끝을  결합시킴으로써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벽이 
서로  다르게  구성된은  경우에는,  예를들면  두개의  동심원을  갖는  튜브의  각각의  양끝을  결합하는 기
술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튜브는, 예를들면 압축 또는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져도 좋다.

각각의  벽의  양끝의  결합은,  예를들면  클램프  또는  패치(patch)에  의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양끝이  직접  결합되거나  또는  양끝  사이로  바람직하게  신축성이  있는  재료를 하
나  이상의  부분에  사용하여  결합시켜도  좋다.  이러한  재료는,  예를들면  결합된  튜브의  양끝보다 약
간  더  작거나  또는  큰  직경외관형  스트립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그러한  양끝을  맞대기  연결(butt 
joint)로  연결시켜도  좋다.  따라서,  제품은  고유의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일부에  부가적인  벽부분을 
가져도 좋다.

하나의  튜브  또는  여러  튜브들의  각각의  양끝을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이들  벽  사이에 
폐쇄된  공간이  형성된  이중벽  구조의  튜브가  제공된다.  양끝을  결합하기  전에,  감마수단이 제공되어
도  좋다(이는  튜브  또는  튜브들의  표면이  어떠한  가공을  받았거나,  또는그때  감마수단을  구성할  수 
있는 낮은 마찰표면을 갖는 실시예를 포함한다).

또는  튜브가  완성된  후에  밸브와  같은  봉가능한  구멍을  통하여  감마수단이  삽입되어도  좋다. 따라
서,  튜브의  내벽과  외벽은  제품이  축선방향으로  뒤집혀지면서  회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단변형이 
가능하다.  제품이  축선방향으로만  이동하도록  제한될  필요는  없고,  벽  사이의  상대적인  반경방행 또
는 원주방향의 운동이 어느정도는 가능하도록 구성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감마수단은  적어도  기판상으로  초기에  튜브가  뒤집혀지는  회전작용이  이루어지는 동안
에는  그  자체의  변위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어떤  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감마수단의 바람
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전에,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감마수단이  물리적으로  파생된  특성 이
상의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감마수단의  변위는  제한하는  수단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 
공지의  기술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은,  분리하는  유체의  제한되지  않지만,  이러한  변위가  본 
발명의  상황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위에서  설명되었으나  여기서  반복될  것이다.  제품이  기판의 일단
부상에서  뒤집혀짐에  따라서  양쪽벽이  팽창되어야만  될  때,  내부의  유체는  가장  큰  팽창으로  받는 
지역으로부터  내몰리는  경향을  가지며,  불행하게도  가장  큰  팽창은  이러한  유체가  필요한  지역에서 
일어난다.  기판이  튜브의  외벽의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벽의  팽창이 필요하
지 않다면 큰  부피의 충전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막대한 양의 유체가 존재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본 발명이 제출한 문제를 푸는데는 아주 부적합하다.

이는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도  제한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감마수단이  액체인  경우에  아마도  경계층 
윤활이론외에도 유체 동력학적 윤활이론을 유지시킴으로써 감마수단의 설명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28kPa/cm의  압력구배하에서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두개의  벽  사이에서  윤활이  유지될  수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마수단의  변위를  제한하는  수단이  없을  경우에,  윤활제의  흡착된  단부자층을 
표면에  남긴채  실질적으로  모든  유체가  이동되어  버릴  수  있다.  유체역학적인  윤활(또는  어떠한 현
상에  기인하든지)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조건을  물론  특별히  어느  분야에  적용되는가에  의존하나, 다
음의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감마수단의  변위는  속도에  의존하고,  튜브를  더디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마수단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짧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에  튜브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마수단의  변이를  제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바람직한데,  이는  완전히  유체상태의  감마수단으로서  그  변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수단도 갖
지  않은  단순한  가스(공지기술의  이중벽  튜브에서는  바람직하나,  이러한  가수의  단독적인  존재는  본 
발명의  제품에서는  배제된다)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급속히  설치할  경우에도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속도는  제품의  크기,  제품이  회전되는  기판의 형
상 및  크기에 의존할 것이다.  본  발명의 제품은 탄성 중합체 제품이 인장되는 상태에서 이러한 탄성
중합체  제품을  기판상으로  설치하는데  사용되어도  좋으며,  이때  윤활제가  변위되는  경향을 고려해야
만  한다.  케이블의  단부들을  서로  연결할  때  발생하는  것  같이,  기판은  그  길이방향(케이블 분야에
서는  전환점(transitions)으로  알려진)을  따라서  크기가  급격하게  변화되며,  그러한  효과는 감마수
단을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선단부로부터 제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제품을  일단  설치한  후에  설치된  상태로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또는  제거(케이블 기술분야에
서는  "재유입(re-entry)"이라고  함)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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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기판상의  전환점은  이러한  재유입을  방지할지도  모르는  감마수단의  전체적인  변위를 일으
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이와같은  감마수단의  변위가  일어났다고  판정되면,  튜브  등을 문
질러줌으로써  감마  수단이  튜브의  소정의  부분으로  재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튜브 설치
와  재유입  사이에  여러해가  지났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이러한  감마수단의  범위를  오랜동안 제한하
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감마수단을 
물리적으로  내벽과  외벽에  부착시킴으로써  감마수단의  변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이들 벽
은  낮은  마찰계수의  재료로  피복될  수도  있다.  또한,  제품의  다른  지역을  변형시키는  어떤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감마수단이 요구되는 지역으로부터 감마수단이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  감마수단은  여기서  설명된  조건하에서  유체역학적  윤활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동성(rheological  properties)의  액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액체가  이중벽 구조
의  튜브의  벽의  표면을  적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때  이면각(dihedral  angle)은  80°이하가 바람직
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45°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30°이하이다.  내벽과  외벽에  대한  전체적인 
감마시스템에서,  이들  벽이  서로에  대하여  전단  변형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미끄럼이동하는  동시에 
감마수단의  변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유동성  및  벽을  적시는  능력을  제공해야만  하는데, 그
렇지  않으면  외벽에  가해지는  인장력  및  튜브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벽  및  외벽에  가해지는  힘으로 
인하여 감마수단의 변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활시스템의  바람직한  거동은  전단율(shear  rate)에  대한  점도의  변화와  같은  특성으로  반영된다. 
실제로,  감마수단은  비뉴우트(non-newtonian)  액체(준고체상태를  포함하는)가  바람직하다.  또한, 가
소성(pseudo-plastic  :  전단의  증가에  따라서  점도가  감소하는  성질)이  바람직하고, 빙햄식유체
(bingham  fluid  :  제로항복응력을  가지지  않는  특성이  있음)가  바람직하다.  20℃에서,  점도는 전단
율  100/sec  이하일때  10,000센티포이즈(centipoise)  이하가  바람직하며,  전단율  500/sec일  때  5,000 
센티포이즈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고,  전단율  1000sec일  때  1,000센티포이즈가  특히  바람직하다. 또
한,  20℃에서  전달율이  1/sec일  때  점도는  커질수록  바람직하다.  각각,  1,  50,  100,  200,  5,000, 
10,000 센티포이즈로 커질수록 바람직하다.

점도의  바람직한  절대값  외에도,  전단율에  따른  점도의  감소율,  즉  비뉴우톤  유체의  거동의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적어도 1  내지 100/sec의  범위에 거쳐서 점도가 5  내지 10정도 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5,  특히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30정도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도의 계수는 온도에 무관하며, 온도는 2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마시스템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특성은  점성(pituity)이다.  점성은  액체의  응집력에  관련되며, 서
유질(string-iness)로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성은  신율점도(extensional  viscosity)를 사용하
여 정량화될 수 있다.

점성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시험할  액체의  샘플이  약  0.5리터의  용량과,  약  8cm의  직경  및 적어
도  5cm의  깊이를  가진  주석깡통내에  수용된다.  하나의  날(blade)  이  액체내에  담겨지고,  날을 제거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힘이  2kg의  로우드  셀(load  cell)을  장치한  상표면  인스트론(Instron)의 신유
계(Tensometer)  모델  112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인스트론이  전체  눈금은  100g이  되도록  보정된다. 
날(액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날을  관통하는  적어도  하나의  구멍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상부  조오(Jaw)에  수직으로  놓여진다.  100g의  전체  눈금에서  인스트론 기록펜
(i)이  0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나서,  눈김이  전체  20g의  눈금으로  보정되고,  펜이  다시  0으로 조정
된다.  분당  200mm로  차아트  기록계가  설정되는  것이  결과를  기록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혀졌다. 액체
를  수용한  주석  깡통이  날의  중심을  맞추도록  날의  밑으로  놓여진다.그리고나서,  열이  가해져서 날
과 액체의 표면이 접촉한다. 이는, 분당 20mm의 접근속도로 이루어진다. 계수기가 000mm에 
설정되고,  크로스헤드가  50mm에  설정된다.  그리고  정지모드가  작동된다.  그때,  액체가  유입된다. 최
소한도에  도달되었을  때  초시계가  작동을  시작한다.  계수기가  000mm으로  다시  설정되고,  최소한도가 
없어지고, 크로스헤드의 속도가 분당 1000mm로 설정된다.

25초후에 기록 차아트 및 펜이 작동을 시작한다. 30초 후에 열이 윗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힘이  시간의  함수로써  기록된다.  얻어진  곡선은  돌발적인  힘을  나타내는  날카로운  스파이크(sharp 
spike)가  생겼다  없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날의  관성에  기인한  것이다.  스파이크는  무시해도 
좋다.  그리고,  힘은  시간에  따라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고값(Fp  그램)에  도달하고  나서 서서
히  감소한다.  날이  액체로부터  제거되고  나서,  날에  남아있는  액체의  중량을  나타내는  어떤  여분의 
값이 없어진다.

이  시험에  의하여  정의되는  최대의  힘(Fp)  및  이러한  힘을  나타내는  곡선  아래의  면적은  액체의 점
성을  나타내는  값이다.  곡선밑의  면적은  곡선의  윗부분,  시간축,  곡선이  증가하는  시간축으로의 직
선연장선,  및  곡선이  감소하는  변곡점에서  시간축으로의  접선으로  둘러싸이는  면적으로  취해진다. 
이러한  면적(E)은  g-sec의  단위로  주어진다.  가능하다면,  개개의  액체에  대하여  세번의  측정을  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감마수단은  1g  이상의  힘(Fp)으로  주어지는  점성을  가지며,  바람직하게는  1.5g  이상,  보다 바람직하
게는  2g  이상,  특히  바람직하게는  1.5-7g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10g  이상이다.  이  값은 일반적으
로  30g  이하이다.  면적(E)의  값이  4g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며,  5g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10g  이상이  특히  바람직하고,  15  내지  100g  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면적(E)의  값은  200g 
이하이다.

감마수단은 이러한 범위의 힘(Fp)과 면적(E)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와같은  감마수단의  특성은  튜브의  설치조건에  적합하며,  특히  적어도  -40℃  내지  +60℃ 사용범위
를  가지나  보통은  -10℃  내지  +25℃의  상온에서  이용되어야만  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제위입을 
필요로  할  경우에도  바람직하게  그  특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제품이  사용되는  동안 감
마수단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온의  작용될  수  있다.  예를들면,  고온  또는  일정한  사용수명이 

34-8

특1995-0010613



경과한  후에는  점성이  감소될  것이다.  본원  명세서를  읽은  후,  이  기술분야에  숙련된  당업자라면 점
성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윤활  시스템을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50℃에서  1년, 특
히 60℃에서 2년의 사용수명이 바람직하다.

감마수단으로  사용되는  액체(액체의  용어는  종종  겔로서  언급되는  조성을  포함한다)로서는, 글리세
린  또는  글리콜과  같은  폴리히드릭  알코올  또는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메타아크릴레이트, 폴리아
크릴아마이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폴리아마이드,  폴리아민,  구아검,  잔탄검,  알기레이트, 무수말
레  공중합체,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알코올,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카르복실 메틸셀룰로
오스,  히드록시  에틸셀룰로오스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도체가  함유된  폴리히드릭  알코올을  근본으로 
한  용액  또는  물을  근본으로  한  용액,  실리콘  오일,  탄화수소오일,  광물성오일,  식물성오일과  같은 
오일류가  있다.  용액  또는  분산상과  연속상의  다른  결합체가  사용되는  곳에는,  분산제,  가용화제, 
겔화제  또는  다른  안정화제가  사용되어도  좋다.  이러한  약물은  전단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확장
된  약한  수소결합의  또는  이온결합의  기지를  액체  전체에  걸쳐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여겨진다.

높은  점성을  가지는  바람직한  용액은,  매우  높은  분자량,  일반적으로  약간  겔화된  중합체의  매우 희
석된  용액으로  이루어진다.  200만  이상의  분자량,  특히  400만  이상의  분자량이  바람직하다.  농도는 
1  내지  8중량%  이고,  바람직하게는  2  내지  6%,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3%이다.  공업적으로 이용가능
한  예로서는,  미합중국  미네소타주의  스틸워터(stillwater)에  소재하는  아메리칸  폴리워토 코포레이

션()American  Polywater  Corp.)"에서  생산되는  상표명  "폴리워터(Polywater, F
TM

)"이라  불리는 수용
성 윤활제가 있다.

그러나,  진한  수용성  또는  비수용성  중합체  용액이  바람직하다.  첫번째  예는  약  90중량%의  프로필렌 
글리콜,  0.5  내지  5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5중량%의  600백만  이상의  분자량을  가진  약한  음이온성 
폴리아크릴  아미드  및  나머지는  물로  이루어진  용액이다.  물의  주요한  기능은  폴리아크릴아미드를 
위한  안정화제로서  작용한다.  두번째  예는  물과  0.05  내지  5중량%의  폴리에틸렌  산화물의  용액이다. 
세번째  예는  물과  0.05  내지  5%의  폴리아크릴아미드로  이루어진  용액이다.  살생제(biocides), 경계
윤활제 또는 안정화제와 같은 다른 성분이 첨가되어도 좋다.

본  발명의  제품의  의도된  용도는  사용될  수  있는  윤활시스템의  형태를  제한한다.  예를들면  제품이 
고온에  설치되어야만  하거나,  일단  설치되어  고온의  겪게  된다면,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팽창이나 
부풀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온에서  낮은  증기압을  가지는  액체에  기초한  윤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툭수한  경우에는,  몇개의  가닥(splices)을  봉하거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고전압  케이블  상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전압  케이블은  약  90℃에서 작동
되어야  하지만,  더  높은  온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케이블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부속품은 
130℃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품은  130℃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윤활시스템도  130℃에서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벽을  심하게  팽창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증기압을  가지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윤활수단은  이종벽  내에  속하는 조건아
래에서 130℃에서의 그 증기압은 1bar 이하가 바람직하다.

감마  수단의  또다른  바라직한  특성은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벽을  통과하는  낮은  혹은  0의  투과성과, 
낮은 독성을 포함한다.

몇가지  실시예에서,  감마수단으로서  고체  또는  반고체가  사용될  수도  있다.  사용될  수  있는 반고체
로는  그리이스나  풀  등이다.  그리스의  예는  미합중국  오하이오주의  톨레도(Toledo)에  소재하는 "피
스크  브라더스  리파이닝  콤패니(Fiske  brothers  Refining  Co.)"에서  제조된  "MAG-00"과  같은,  00 또
는  000의  NLG등급을  가지는  것이  있다.  사용가능한  고체재료로는,  예를들어  분말활석,  옥수수전분, 
흑연분말,  유리비이드,  세라믹비이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과  같은  중합체비이드,  제품에 전도
성 또는 자기적 성질을 줄수 있는 철  또는  낮은 용융점 합금 등의 금볼과 같은 분말상 재료를 포함
한다.  연속적인  고체상태의  감마수단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한쪽  혹은  양쪽벽의  적어도  일부의 내
부표면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내부표면에  부착되거나  또는  그러한 내부
표면에  함유되어도  된다.  고체는  양호한  평활성  또는  비교적  낮은  마찰계수를  가지는,  예를들면 초
고분자량 폴리에틸렌,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등이 바람직하다.

윤활시스템이  일체식  벽이  아닌  이중벽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같은  벽의  두께에 
근거하여  윤활제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도,  활제의  무게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벽무게의  10배  이하가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5배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1배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0.5배 이하이다.

더  많은  양의  감마수단이  사용된다면,  제품이  기판상으로  적용될   때,  특히  기판이  내벽의  직경보다 
아주  더  큰  직경을  갖는  경우에,  이중벽  구조의  튜브가  부풀려지거나,  동맥류(aneurysm)를  형성해도 
된다.  다시  말하면,  너무  낳은  윤활제가  벽의  내부에  존재하여  윤활제를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분포
될  수  없으면,  튜브가  기판상으로  설치되기  어렵거나,  그러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내벽
과 외벽 사이의 결합이나 그밖의 다른 결합의 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제품이  설치되고  나서  윤활제가  경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튜브의  재유입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경화는  가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경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튜브의  벽  사이의 
충전도는  경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보다도  큰데,  이는  안정되고  단단하게  설치된  제품이  계속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화는  예를들면  두개의  벽내의  잠재적인  경화접착시스템의  화학적 경화
로부터  유래된다.  이러한  경화시스템이  윤활시스템을  이루거나  또는  윤활시스템에  부가되어도  좋다, 
경화시스템의  예로서는  에폭시,  아크릴수지,  폴리에스터  및  RTV  실리콘  등이  있다.  제품을  기판상에 
원하는  대로  위치시키기전  또는  후에,  가열,  경화  성분을  분리시키는  물리적인  방벽의  파괴, 경화성
분의  기계적  혼합,  가속기의  유입,  하나  이상의  경화성분의  유입,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작용  등에 
의하여  경화가  시작된다.  이러한  경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  더  이상의  튜브의  회전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고도의  교차결합구조를  형성하거나,  또는  기판의  둘레로  기계적으로  강한  혹은  일정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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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봉을 형성하도록 경화된다.

또  다른  경화시스템으로서,  예를들면  금속  또는  고온의  용융접착제인  용융제가  있는데,  이러한 접착
제는 설치하기 전에 가열된 후에 다시 냉각될 수가 있다.

제품은,  일단  적절하게  기판상에  설치된  후에  제품의  회전작용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도록,  또는 예를
들어서  물이나  다른  오염물의  침입에  대비한  혹은,  기질판에서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적인 
봉을 제공하거나 또는 보조하도록, 임의의 봉수단 등과 결합하여 사용되어도 좋다.

예를들면,  제품의  일단부  또는  바람직하게  양단부에  차단부재  등의  기계적수단을  설치하거나  제품의 
일단부를  기판에  대고  테이프를  감아주거나,  사용되는  감마수단에  따라서  제품  둘레로  호오스 클램
프와  같은  체결수단을  제공하거나,  외벽  또는  내벽에  구멍을  뚫거나,  또는  감마수단을 방출시킴으로
써, 제품의 회전작용, 즉 튜브의 뒤집힘이 방지되거나 억제된다.

봉재료는  내벽과  기판사이에  또는  외벽과  어떤  다른  물체  사이에  제공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봉재료의  이동이  방지된다.  이러한  봉재료는  기판의  표면이나  제품의  벽상에  제공되며,  제품을 

설치하는  동안에  소정의  장소에  위치되는  불연속  구성요소로서  제공된다.  예를들면,  봉재료는 판
상(테이프,  스트립  및  밴드를  포함한다)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뒷댐(backing)  재료상에  제공되며, 뒷
댐 재료가 기판의 둘레를 둘러싼다.

제품  및  봉재료의  조합은  바람직하다.  물론  봉재료  및  종래기술의  덮개를  사용하여  환경적인 보
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덮개는  봉재료를  운반하거나,  봉재료를 이동시키
는  어떠한  기계적인  힘에  대항하여  봉재료를  기판의  둘레로  적절한  장소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한
다.  덮개는  억지끼워  맞춤식으로  설치되는  바람직하고,  봉재료에  압출력을  작용시킬  수가  있다. 
이와같은  설치는  방법은,  어떠한  미끄럼작용이  봉재료를  끌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열수축성  슬리이브를  사용함으로써  극복되나,  실제에  있어서 이
러한 슬리이브는 개방된 프레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의  제품은,  봉재료에  압출력을  작용시켜서  봉재료를  기판쪽으로  어주는  동시에, 봉
재료의  설치중에  기판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전단력도  피할  수가  있다.  물론,  이는 튜브
의  뒤집혀짐에  따른  회전작용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회전작용에  의하여  상대적인  미끄럼작용이 내
벽과  기판  사이에서  보다는  내벽과  외벽의  사이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제품은  봉재료를 운반시키
도록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봉재료를  기판쪽으로  어주도록  사용되어도  좋다.  그후에 제품
을  이동시키거나  알맞은  장소에  남겨놓아도  된다.  또는,  제품이   봉재료를  운반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이프 등의 내부나 어떤 다른 오목한 표면쪽으로 봉재료를 어주도록 사용될 수도 있다.

봉  또는  고정을  목적으로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봉재료서는,  접착제,  봉제,  겔  및  시멘트, 모
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등을  포함한다.  봉재료는  어떠한  적절한  형태를  가져도  좋으나,  고체  또는 
반고체가 바람직하며, 특히 테이프 또는 블럭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착제는  접촉식  접착제,  압력식  접착제,  경화접착제  및  고온용융식  접착제  (요구되는  열의  양과 온
도가  훨씬  적기  때문에,  열수축성  재료가  제공된  본  발명의  잇점은  열을  요구하는  접착제의  사용을 
배제시킬 필요가 없다)를 포함한다.

테이프  형태의  특히  유용한  압력식  접착제가  본  출원인의  영국  특허  제  2,  133,  026호에  개시되어 
있다.  경화될  수  있는  접착제로서는,  예를들어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또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등
이 있으며, 특정한 예로서 시아노아크릴레이트와 같은 무기성 접착제를 포함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둘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경화접착제의  한성분은  기판상에  놓여지고  다른  성분은 
제품의  한쪽벽,  예를들면  외벽에  놓여질  수  있는데,  이는  튜브가  어느  정도  회전한  후에  기판과 접
촉하면  이러한  외벽이  바로  내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화접착제는  소정의  사용  수명을 제공하도
록 선택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봉재로서  유형수지,  오일  및  출원인  웨트모아(Wetmore)의  미합중국  특허제 3,297,819호

에  개시된 그리이스 등이 있는데,  이러한 그리이는 25℃에서 대략 10
13
 센티포이즈 이하의 점도를 가

지는  비결정  재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료는,  본  발명의  제품에  의하여  제공되는  압출력하에 유
동하여서,  아랫쪽의  기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공극(voids)이나  다른  누설통로를  채울  수가  있다. 
이러한 유동 능력은,  최종적인 봉이 기판의 작은 이동(휨,  열팽차,  수축 및  진동 등에 의함)이 허
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품에  의하여  제공되는  계속된  인장하에서  자체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어떠한 작은 공극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봉재료의  세번째  바람직한  범주는  겔이며,  우리는  겔이란  바람직하게 

50-500(10
-1

mm)의  원뿔관입  및  적어도  100%의  극한  연신율을  가지는  재료를  의미한다. 원뿔관입값
(Cone  Penetration  Values)은  표준  1  :  1  스케일의  콘(콘중량  102.5g  축중량  47.5g)을  사용하여, 흐
트러트리지  않은  견본으로  21℃(70℉)  ±3℃에서  ASTM  D  217-68에  기초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관입은  5초후에  측정된다.  극한  연신율의  값은  속도  50cm/min,  온도  21℃(70℉)  ±3℃에서 

ASTM  D  638-80에  기초한  방법으로서  결정된다.  원뿔관입은  100  내지 350(10
-1
mm)이  바람직하고,  150 

내지  2  내지 350(10
-1
mm)이  특히  바람직하다.  극한  연신율은  적어도  200%가  바람직하고,  적어도 500%

가  특히  바람직하다.  게다가,  겔은 10
8
dynes/㎠  이하의  탄성율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10

7
dynes/

㎠  이하가  더욱  바람직하고, 10
8
dynes/㎠  이하가  특히  바람직하고, 10

5
dynes/㎠  이하가  가장 바람직

하다. 이들 값은 주파수 1Hz에서 평행한 전류측정시험을 이용하여 21℃(70℉) ±3℃에서 측정된다.

경우에  따라서,  겔로서  선택된  정확한  재료가  정해질  것이다.  이러한  재료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봉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종종 다루기 힘들거나 예상할 수 없는 형상의 기판
과  접하게  접촉하도록  변형이  필요한  곳이나  깨끗한  재유입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봉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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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경우에,  습기에  대한  저항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고,  곰팡이  또는  퇴화에  대한  저항성이 유
용할  것이다.  겔은  제품의  재료  및  기판과  함께  양립하여야만  하고,  설치하는  동안에  겔을  적절히 
위치시키도록 표면에 끈기(tackiness)가 제공되는 것이 좋다.

전기절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겔은  적어도 10
9
Ω.cm의  비저항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어도 

10
+1
Ω.cm을  가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고전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10

12
Ω.cm의  비정항 

및 2 내지 6의 유전상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온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예를들면  고전압  케이블과  결합되는  곳에서는,  다음에  기술되는  유형의 
재료가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재료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된  겔과  관련되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
만,  앞에서  언급된  범위밖에  있는  원뿔관입값  또는  연신율값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
지만),  15%  이하의  낮은  겔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명세서에서는  이를  겔로이드(gelloid) 조
성물이라고  언급된다.  겔로이드  조성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즉  10몰  퍼세트이하의  오레핀 불
포화  함량을  가지며  중량  평균몰당  0.1  내지  3의  교차결합을  가지는  비실리콘  중합체와,  분산된 액
체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20  내지  95%의  중합체내에  분산된  액체와,  그리고  중합체  및  액체와의 
혼합에  근거하여  0  내지  0.3의  부피분율(v)을  갖는  중합  및  액체내에  분산된  충전재로  이루어지며,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조성물이 (1+2.5v+14.1v
2
)×dynes/㎠(여기서,  X는  30℃에서는 5×10

5
보다  적고 

90℃에서는 5×10
3
보다 크다)의 저장계수(storage modulus)를 가지며, 또한 바람직하게 

(1+2.5v+14.1v
2
)  Y  포이즈(여기서  Y는  30℃  에서는 1×10

5
보다  작고  90℃에서 3×10

3
보다  크다)의 동

적 점도를 가지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예를들면  고전압  전기케이블을  연결시키기  위한  크림프(crimp)와  같은  전기부품 둘레
의  공극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기전도율이  바람직하다.  응력에  대한  저항이  좋은  재료가 

전기방전을  방지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10
7
-10

11
의  직률비저항을  가지는  겔이  될  수도 있으

며, 10
10
-10

11
Ω.cm이 비저항과 60Hzdptij 10

7
-10

10
Ω.cm의 비임피던스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도성  겔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적절한  비저항은 10
4
Ω.cm  이하이고,  바람직하게는  100Ω.cm 이하

이다.

예를들면,  광물성오일,  식물성오일,  가소제,  또는  이들  재료중에서  둘  이상의  재료내에  경화성 폴리
우레탄  선구물질을  겔화시킴으로써  적절한  겔이  만들어진다.  오일의  경우에,  적절한  양은 60-80%(특
히  광물성오일 :  식물성 오일의 비가 1  :  2  내지  5이  혼합물)이고,  트리메리테이트와 같은 가소제의 
경우에는 30 내지 70%이다.

또한,  겔은  비반응을  협력제(extender)  실리콘으로  반응성  실리콘을  경화시킴으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  액체  중합체는  부틸고무,  에피클로로히드린고무,  에틸렌-프로필렌-디엔  단량체고무, 수
소화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니트릴고무  또는  작용성이  있는  이소브틸렌  중합체로  이루어진다. 바
람직하게,  분산된  액체는  파라핀오일,  나프텐산오일,  방향성오일,  액체부텐중합체,  알킬프탈산염 또
는  알릴프탈산염,  식물성오염,  광물성욀,  트리멜리트산염,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에스테르, 알킬-인산
염  또는  알릴  인산염,  수소화된  수지의  메틸  에스테르,  액체송진오일,  송진,  텐펜중합체,  비반응성 
액체고무  등으로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충전물은  입자성물질  또는  섬유성  물질이  함유된  고형 첨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예를들면  응력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목적으로  열전도성  또는  전기전도성을 돕
는  기능을  갖는다.  실례로는,  카아본블랙,  바라움  티탄산염,  산화아염,  산화철,  탄화실리콘,  금속 
및  그  밖의  같은  종류의  것,  강화제,  열안정제,  곰팡이살균제,  바이오사이드,  화염억제제,  예를들면 
알루미늄  삼수화물  및  수화된  화염억제제,  누출지시제,  부식억제제,  자외선안정제,  공정촉매  충격 
변형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첨가제는  여기에  기술된  다른  재료중의  어느  것과  함께  사용되어도 
좋다.

겔은  테이프의  형태,  예를들면  개방된  셀  기포  또는  다른  관통된  뒷댐층내로  주입된  형태로 제공되
어도 좋다.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본  발명의  몇가지  바람직한  실시예를  기술한  것이다.  개개의  경우에, 본재
료가  기판  또는  제품에  적용되며,  이중벽을  갖춘  튜브에  의해서  제품이  기판상에서  회전된다. 따라
서,  봉재료가  어떠한  분야에  적용되든지,  제품의  일부로서  봉재료를  가지는  제품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첫번째  실시예에서,  제품은  케이블내의  접속부(splice)에  대해  환경적  보호나  전기적 절
연을  제공하거나,  또는  케이블  재킷의  손상부분을  수선하기  위해  1kv  이하의  저전압 케이블(전력케
이블 및 전송 케이블의 포함하여) 또는 광학섬유 케이블상에 사용된다. 이중벽 구조의 튜브는 

10
10
Ω.cm,  특히 10

12
Ω.cm  이상의  비저항을  갖는  절연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최

소한  150%이  극한  연신율(elongation),  보다  바람직하게는  최소  200%,  특히  바람직하게는  최소 
5000%,  가장  바람직하게는  최소  900%의  극한  연신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료는  2  내지 6정도
의  유전상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료로의  물  흡수는  중량비로  바람직하게는  2%  이하,  보다 바
람직하게는  1%  이하여야  한다.  재료와  감마수단은  오랜시간동안  최소  90℃까지의  온도에서 안정적이
어야  한다.  인장력을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제품이  옥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재료는 자외선
에  대한  안정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카아본  블랙의  첨가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상기
한  바와같이,  제품은  봉  재료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사용예로서는  버스  바아(bus 
bars),  부싱,  퓨즈,  엘보우  연결자,  여러가지  다른  전기적  연결부,  전선,  호오스,  관개용  파이프를 
포함한  파이프및  관로,  특히  용저부분  및  손상된  부분위에,  연해  오일범장(rig)의  파일론,  깃대, 그
리고 원형이나 다른 단면형상의 그  밖의 다른 여러가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은 쉽게 제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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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품이  케이싱,  예를들면  기계적  보호를  위한  반쪽셸이나  외부의 튜
브와  같은  부가적인  수단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  제품  자체나  또는  부가적인  수단을 
구비한  제품은  5cm  직경의  강구를  40cm,  바람직하게는  60cm,  더욱  바람직하게는  90cm  높이에서 제품
위에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충격시험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통과하여야  한다.  기판이  제품에  비해 크
면,  제품이  기판의  끝에서  팽창되도록  초기의  회전동작에  도움을  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수단은  깔대기나  다른  일반적인  원추형  또는  절두원추형  물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이  기판의  단부에  배치되고  제품은  이러한  수단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될  수가  있다.  또한, 이
러한 회전동작이 외벽에 형성된 귀부분(ears) 혹은 돌출부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케이블이  하나  이상의  도체,  예를들면,  삼상전원의  세개의  도체로  구성되는  경우에,  하나  이상의 이
중벽  구조의  튜브가  사용될  수가  있다.  삼상  전원의  경우,  이중벽  구조의  튜브는  세개의  코어의 각
각의  둘레로  설치되고,  임의적으로  또  다른  더  큰  이중벽  구조의  튜브가  제공되어서  세개의  코어의 
전체 둘레로 설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두번째  실시예에서,  제품은  일반적으로  1kV,  바람직하게는  5kV,  보다  바람직하게는  11kV 
이상의  고전압케이블(접촉이나  종단)이나  또는  다른  도체위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은 다음
에 열거된 것들 중에서 하나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다른 재료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다음에  열거된  것이란,  도체  및  케이블  차폐부에  인접한  응력에  대한  저항층,  중간절연층, 
그리고  차폐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외부도전층이다.  응력에  대한  저항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재료는 

60Hz에서 10
7
Ω.cm,  특히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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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5×10

9
Ω.cm의  비(specific)  임피던스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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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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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비저항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  도전층으로  적당한  재료는 10
4
Ω.cm  이하의  , 

특히  100Ω.cm  이하의  비정항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재료는  각각  그  이중벽내의  감마수단 
또는  분리수단과  더불어  cm당  적어도  100kV,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30kV의  전기강도를  갖는다.  두개 
이상의  이러한  층들이  제품  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만일,  분리  수단  또는  감마  수단이 경화되
는  경우에는  이러한  층이  한층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벽과  외벽이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외벽을  절단시켜서  기판위로  되둘릴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전기적 
성질은  앞에서  언급되었다.  내부층은  공극을  채우는(void-filling)  봉재료로  구성되고,제  1 절연
제품이  이러한  재료위에서  회전되며,  제  1  절연제품보다  긴  제  2  도전제품은  제  1  절연제품  위에서 
회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에서,  제  2  제품은  접속부를  가로지르는  차폐의  연속성을 제
공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예를들면  도선이나  편조형태의  본리도체가  차폐의 연속
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고전압  종단부가  비트랙킹  층과  응력에  강한  저항을  갖는  층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제공하도록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비트랙
킹 층은 액체오염물, 비탈면시험, ASTM D2303 하에서 적당한 성능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재료는, 바람직하게는 비트랙킹이며 내침식성이다. 특히, 실리콘 재료 및 EPDM 고무가 바람직하다.

세번째  실시예에서는,  접속피복,  케이블  재킷  수리,  및  종단부와  같은  케이블  보호부가  광산과  같이 
위험하거나  난폭한  환경에  제공된다.  여기서,  이중벽  구조의  튜브는  방염(flame-retarded), 마멸저
항,  그리고  분할이나  인열(tear)  저항성  재료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STM  D624.  Die  C에 의
해 측정되었을 때, 인열저항은 적어도 cm당 90N(리니어 인치당 40lb), 특히 cm당 150N이 
바람직하다.  튜브는  장착을  위해  가열할  필요가  없는  겔이나  매스틱과  같은  봉  재료와  함께 사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이블이  접지부를  따라서  끌림으로  인해  제품이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외벽을 잘라 그것을 기판위로 되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절단이  제품의  한쪽끝  가까이에서  이루어진다면,  제품의  작은  길이만이  상실될  것이기 
때문에, 두개의 벽은 완전히 잘려질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네번째  실시예는,  단부덮개(end  cap),  특히  케이블의  단부  덮개나  파이프의  플러그로 제
공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중벽  구조의  튜브는  그  자체에  단부덮개가  제공되어  있는  물체와 결합하
여  사용될  수  있으며,  튜브는  그것을  적당한  위치에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선택적으로,  튜브가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끝에  인접한  지점에차폐  수단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폐  수단은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내벽의 일부에 고정될 수 있다.

다섯번째  실시예에서는,  전송  케이블이  접속부에  환경적  보호(protection)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
한  케이블은  2400  쌍까지의  도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접속부는  다수의  클림프나  다른  연결자가 필
요하기 때문에 케이블 그  자체보다 직경이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벽 구조의 튜브는 그
러한  중간부(transition)  상에  쉽게  장착될  것이며,  크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데,  만일  한 
케이블이  원래의  케이블  재킷으로부터  접속영역을  가로질러  다른  케이블의  케이블  재킷까지 연장한
다면  크기상에  변화가  행해져야만  한다.  접속부위에  위치할  라이너와  결합하여  이중벽  구조의 튜브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튜브는  라이너  위에서  회전한다.  라이너는  접속부를  가로질러 
축선방향으로  인장력  및  충격강도와  같은  기계적  강도를  제공하기  위해  주어져  있으며,  특히, 라이
너가  금속성분을  갖는다면  수분함유의  증기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분리수단  또는 감마수단
이  튜브의  장착후  단단한  형태로  경화될  수  있다면,  라이너가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이너의 
바람직한  설계는  시이트(sheet)  재료이며,  라이너는  접속부의  주위에  감겨질  것이고(임의적으로는 
접착  테이프에  의해서  감겨진  형태로  고정된다),  크라운  가공된  끝을  갖추고  있으며,  큰 접속부로부
터  연결되는  것에  상응하여  감겨진  라이너의  겅사진  양끝을  제공하도록,  안쪽으로  굽혀질  수  있는 
라이너의  핑거가  보다  작은  케이블로  묶여질  수  있다.  시이트  형태로  제공되는  대신에,  라이너가 두
개 이상의 단단한 반쪽세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분기  케이블이  거의  평행하게  또는  다른  케이블에  대해  작은  각으로  즉,  대략  Y가  형태의 접속부로
부터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된  케이블의  접속부  둘레로  환경적인  봉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한  접속은,  둘레에  어떤  종류의  덮개를  장착함으로써  봉될  수도  있지만,  분기 케이블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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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지역을  봉하는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로서,  분기된  전송  케이블의  접속이나  또는 가로
등의  조명(street  lighting)과  같은  저전압의  전력  분기부의  결합이  있다.  봉은  튜브가  봉될 영
역을  매우도록,  접속부  위에  놓인  한  지점까지  이중벽  구조의  튜브가  뒤집혀져서  제품을 회전시킴으
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세개의  케이블이  Y자  형태로  접속되는  경우에는,  튜브가  다른  두개의 경로
를  따라  회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접속부위에  놓여질  때까지  접속부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미리 회
전시키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몇몇  실시예에서,  연결지역은  케이블의  형상에  따라서  안쪽으로 변형
되어  있는  튜브의  내벽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자동적으로  봉된다.  내벽은  케이블을 따라
서  팽창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중벽  구조의  튜브내의  충전부피가  클수록  그리고  외벽상에 작용하
는 인장이 클수록 효과는 클 것이다.

선택적으로  또는  부가하여,  연결지역에  봉재료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바람직하게  튜브가  적절한 
위치로  회전될  때  이중벽  구조의  튜브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  충분하게  부드러운  봉재료가 제공된
다.  예를들면,  봉재료  고유의  강성보다  더  큰  강성의  봉  재료가  흐름이나  변형을  저지하기  위해 
제공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봉  재료는,  앞에서  언급한  매스틱,  경화성  접착제  및  겔이다.  봉 
재료는,  초기에는  단면이  오목하게  마주보는  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결지역의  형상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로드나  바아와  같은  블럭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튜브가 기판상으
로  회전하면서  변형될  수  있도록  케이블의  프라우드(proud)  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재료가  낮은  점도를  갖는  경우에는,  바람직하게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은  형상의  용기내에 일시적으
로  유지될  수  있다.  회전동작은  봉  재료를  압착시키지만,  종방향으로  변형시키지는  않음을 주목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튜브는 봉 재료가 완전히 피복되도록 전진될 수 있다.

앞에  설명한  분기기술은  일시적인  폐쇄(closure),  대기중의  접속부,  또는  비압력식  케이블에  대해서 
바람직한  봉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압  케이블용의  장기적인  폐쇄를  위해서는  보다  강한 
봉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강한  봉은  매스틱이나  겔에  부가하여  또는  그  대신에,  경화성 접

착제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접착제는  앞에  설명된  방법에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접착제나  다른  봉  재료가  이중벽내에  제공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임시적인 
분리수단  또는  감마수단으로서  제공되며,  접속지역으로  봉재료를  유입시켜서  봉을  형성하도록 
내벽에 구멍을 뚫어서 방출시킨다.

분리 케이블 사이에 있는 내벽과 외벽(또는 내벽만)을 서로를 향해서 어주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봉이  향상될  수  있다.  영국  특허  제  2,  019,  120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분리 클립
이  사용될  수도  있다.  세개의  다리가  달린  클립이  사용되는  경우에,  중아의  다리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봉 재료를 포함할 수가 있다.

여섯번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파이프와  같은  두개의  기다란  기판사이에  기계적으로  강하고 바람
직하게  누설이  없는  연결부를  제공한다.  여기서의  필요한  조건은,  환경적  보호도  제공될  수  있지만, 
기판표면의  이러한  환경적  보호보다는  축선반향으로  당기는  힘과,  그리고  임의적으로  유체의 착성
이다.  이러한  이중벽  구조는  튜브는,  내벽이  적어도  0.02의  인장  변형하에  설치되는  크기의  기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은  파이프  연결부로서  적어도  세가지의  중요한  장점을 제
공할  수  있다.  첫째로,  유효압력을  유지하도록  누설이  없는  결합이  제공될  수  있다.  둘째로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어떠한  도구도  없이  그러한  결합을  이루거나  결합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이 한
쪽  파이프를  따라서  손으로  쉽게  회전되며,  이러한  파이프와  결합될  다른  파이프가  서로  단부를 맞
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품은  양끝은  연결되는  위치까지  회전된다.  시일을  앞에서  언급된  봉재료나 
또는 H자형 봉부나 다른 기계적 봉부로 보강될 수 있다. 결합될 기판들이 쉽게 압착되는 
경우에,  이중벽  구조의  튜브가  이들  파이프의  끝으로부터짧은  거리만큼  이격된  위치에서  맞물리도록 
외부면  둘레에  지지체가  제공되거나  또는  내부의  지지체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지지체는  단단한 
튜브나 또는 반쪽 셰로 구성될 수 있으며, 또는 편조된 튜브가 가요성 때문에 제공될 수도 있다.

파이프  연결부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의  세번째  장점은,  제품이  가요성을  갖는  우수한  유 식 봉부
와  조합될  수  있으며,  특히  결합되는  기판과의  사이에  약간의  굽힘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러한  결합은  기판에서의  진동을  흡수할  수  있으며,  다름  기판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제품은 회전운동을 전달할 수가 있다.

제품은  물을  사용하는  호스용  파이프  연결부,  특히  가스  및  오일파이프  등은  물론이고  대형의 관개
용  호스로  사용되는  파이프의  연결에도  사용된다.  매우  가요성이  큰  파이프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단단한 내부지지체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곱번째  실시예에서,  제품은  기판을  따라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기판상으로  물체를 전달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체는  기판의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개방구를  내부에 
갖추고  있으며,  기판상으로  끼워지도록  신장가능하게  변형될  수  있는데,  특히  탄성적으로  변형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체의  전달시스템으로  본  발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물체의 어떠
한  변형도  요구되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할  것이며(예를들면,  세라믹  고전압  셰드의  경우), 
따라서 제품은 물체와 기판 사이의 스페이서(spacer) 또는 가스켓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품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제품의  한끝은  통상의  방법,  즉  회전작동에  의해서 기
판의  한끝에  위치하게  되며,  따라서  물체의  적어도  일부가  제품위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나서, 제
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힘이  가해진다.  힘은  제품의  외벽과  기판사이에  가해지거나  또는  물체와 기
판사이에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  이러한  힘은  제품을  회전시켜서  물체를  기판위로  이동시키게 
된다.  초기에,  제품은  기판과  물체  사이에  위치될  것이며,  물체는  제품의  회전동작에  의해  기판을 
따라서  제품의  길이방향으로  거의  동일한  거리만큼  이동할  것이다.  몇몇  실시예에서,  특히  물체가 
가요성  경우에는,  물체가  거꾸로  뒤집어지도록  제품이  회전동작을  계속함으로써,  물체가  기판위에 
직접적으로  놓여질  것이다.  따라서,  물체와  기판사에  봉을  제공하도록  봉  재료가  초기에  물체에 
외부면에  가해질  수  있다.  제품은  회전동작을  계속함으로써  또는  물체를  가로질러  역으로 회전됨으
로써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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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고전압종단부에  차폐를  제공하도록  사용되는  경우에,  응력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것이 바람
직한데,  케이블과  차폐부  사이의  적당한  장소에  제품이  남겨지게  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차폐부
를 후에 제거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윤활제가 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은  기판을  따라  특정  위치까지  물체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작동  중에서  어느  하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제품이  고정되지  않은 단부상
에 물체가 위치되기 전에 제품을 일정한 거리 만큼 기판의 단부상에서 회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제품이  기판을  따라  회전되기  전에  제품의  윗쪽으로  일정한  거리에  물체를  위치시키는 것이
다(예를들면,  제품을  접으므로써),  셋째로는,  제품의  회전동작이  그  단부에서  물체와  함께 개시되도
록  제품의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다.  먼저  언급된  두가지  기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물체
가 전달될 기판의 끝으로부터의 거리와 관련된 표시(marking)가 제품의 표면에 제공될 수 있다.

기판위에  위치해  있는  물체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거되거나  또는  재위치될  수  있다.  만일  물체의 제
거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제품에는  한쪽  방향으로의  축선방향  운동을  방지하는  수단이  제공될  수 있
다.  예를들면,  물체의  축선방향  이동을  제한하는  미늘(barb)과  같은  내부의  돌기가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물체는  일단부로부터  기판상에  설치되지만,  제품에  의해서  그러한  단부로부터  제거되지 않
도록 보호될 수가 있다.

여덟번째  실시예에서,  이중벽  구조의  튜브로  구성된  제품은  대형장치의  일부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히  기판이  통과하는  덮개의  배출구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들면,  이러한  덮개는  케이블의 접속부
를 둘러싸는 것이다.

내부에  하나  이상의  광학섬유  형성체를  갖추고  있는  광학섬유  접속  케이스나  또는  케이블 텔레비젼
(CATV)의  분기박스로  제품이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하우징을  위한  배출구는,  예를들면  이중벽 구
조의  튜브의  한쪽벽에  구멍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포함하는  제품이  부착되어 있
는  단단한  관형  배출구를  구성할  것이다.  케이블도는  다른  기판은  이중벽구조의  튜브를  통해서 원하
는  거리(최대거리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길이와  그것이  덮개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의존할 것이
다)까지  쉽게  려질  것이며,  다른  케이블이나  덮개에  대한  연결부가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중
벽 제품은 케이블의 둘레로 환경적인 봉을 형성시켜서 외부와 덮개의 내부를 고립시킬 것이다.

본  발명의  아홉번째  실시예는  도관의  봉부로  구성되는  것이다.  앞선  실시예에서는,  여러가지의 도
관의 봉이 제공되어 있는데(기판이 통과 하는 덮개의 벽에 제공되어 있는 구멍과 케이블의 
사이로),  이는  덮개내로  케이블을  이동시킴으로써  제공된  것이며,  그러한  이동은  일반적으로 제한될
수가  있는데,  만일  서로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는  도관과  기판사이에  봉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
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두개(또는  그  이상)의  서로  동심을  이루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로 구성된 제품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기판과 제 1  이중벽 구조의 튜브 사이의 상대적 미
끄럼운동은  이러한  제  1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양쪽벽  사이의  미끄럼운동에  의해  피해질  수  있으며, 
물론  그것은  제품을  기판위에  쉽게  설치하고자  할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도관의  봉의  경우는 
봉부와  도관  사이의  미끄럼운동은  본부와  기판  사이의  미끄럼  운동에  부가하여  고려되어야만 한

다.  제  1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둘레로  위치하고  있는  제  2  이중벽  구조  가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축선방향의  힘은,  관련된  내벽  및  외벽과  접하는  하나  이상의  로드나  코드  또는  다른 
수단을  튜브상으로  거나  당김으로써  가해질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처럼,  봉  재료는  봉을 
보강하도록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일단  제품이  도관에서  적당한  위치에  자리잡게 
되고나면,  또  다른  회전동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수단은, 
특히 봉부를 가로지르는 압력차가 예상되는 곳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본  발명의  열번째  실시예에  따르면,  전화선  가설공사의  안전벨트(harnessing)이  제공된다.  도선의 
묶음의  하나  이상의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그러한  묶음위에  회전시킴으로써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긴  기판위에  긴  튜브를  미끄럼  이동시킴으로서  생기는  마찰의  문제를  피할수  있기 때문
에,  괄목할만한  길이의  안전벨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안전벨트에서의  분기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
는데,  즉  이중벽  구조의  튜브가  그러한  분기상에  제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분기  사이의  주요선은 
튜브가  분기를  통과해서  원하는  위치로  다시  되돌아올때  까지  주요선과  분기상에서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회전시킴으로써  피복될  수  있다.  케이블  가설용  안전벨트를  만드는데  부가하여,  이중벽 구조
의 튜브는 기판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도록 두개 이상의 가판위에 사용될 수 도 있다.

열한번째  실시예는  케이블  블럭을  제공한다.  여기서,  이중벽내에  포함되어  있는  분리수단  또는 감마
수단은  방출되기를  원하는  지역,  예를들면  다중  도체  케이블의  코어로  전달되어,  거기서  경화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단단하게  된다.  따라서,  케이블  블럭은  케이블  재킷이  없는  접속영역가지 케이
블을  따라서  제품을  회전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내벽이  적당한  위치에 
있을때,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내벽에  구멍이  뚫어지고,  외벽에서의  인장은  미리  은닉되어 있는
(trapped)  재료를  케이블내로  전달시킨다.  만일  재료의  방출속도가  매우  느리다면,  그  이유는  이 경
우에 구멍이 뚫어질 수 있는 것은 보다 접근이 가능한 외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튜브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된다.  물론,  제품은  케이블  블럭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그 내용
물을  전달하는데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  재료의  자리바꿈은  외벽에서의  인장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테이프를  둘러  쌈으로써  또는  팽창(inflation)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  손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  내벽에  구멍이  제공됨으로써,  제품이  뒤집혀지는  형상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벽은  가압  케이블에서의  접속부에  장착되어  있는  제품으로부터  야기될 
내부압력에  의해  벗겨지기(peel)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케이블  블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블
럭  자체의  압력이  제품에  적용되는  못하게  저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것이다.  제품이 벗겨
지지  않는  이유는,  내부  압력이  구멍을  통해서  제품의  내부에  작용하여  내벽을  기판에  대해 어붙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재료가  일정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또는 
양단부에서의 제품의 팽창이 달리 저지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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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열두번째  실시예에서는,  파이프나  파이프  접속부  둘레에  환경적인  보호,  단열  또는 누설
방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난방  파이프에서의  접속부의  둘레와  같이  단열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가스나 발포성 액체가 폐쇄된 영역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은 극히 다방면에 걸친 것이다.  선행 제품이나 기술 대신에 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나  항목은  다음의  자료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즉  미합중국  특허로는 헤스톱(Heslo
p)의  제  3,  610,  291  호,  페넥(Penneck)의  제  3,  950,  604  호,  보이쳐(Boettcher)의  미합중국  특허 
제 4,  118,  260  호,  브뤼셀만(Brusselmann)의  제 4,  142,  592  호,  캠벨(Campbell)의  제 4,  194,  082 
호, 놀프(Nolf)의 제 4, 350, 842 호, 제 4, 400,579 호, 및 제 4, 409, 426 호, 펜트레스
(Fentress)의  제  4,  426,  413  호,  크래번(Clabburn)등의  제  4,  431,  861  호,  쉬미렉(Shimirak)의  제 
4,  466,  843  호,  패겟(Paget)  등의  제  4,  467,  137  호,  스테인버그(Steinberg)의  제  4,  485,  269 
호,  펜트레스의 제 4,  478,486  호 및 제 4,  498,  732  호,  크리들(Kridle)의 제 4,  499,  129  호, 모
이손(Moisson)의  제 4,  511,  611  호,  라손(Larsson)  등의 제 4,  518,  819  호가 있으며,  그리고 영국 
특허로는 링크(Link) 등의 제 2, 100, 479 호와 크래번 등의 제 2, 125, 637 호가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봉  재료가  기판이나  제품에  가해진  후에  제품이  기판상으로 회
전된다.  도면에는,  여러가지  제품  및  기판이  도시되어  있으며,  몇몇  도면에서는  설명의  용이함을 위
해서 봉재료를 생략하였다.

전형적인  제품이  제1a도에서는  사시도로,  제1b도에서는  횡단면도로,  그리고  제1c도에서는 종단면도
로  각각  도시되어  있다.  제품(1)은  외벽(2)과  내벽(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벽은  연속적으로 폐
쇄된  이중벽의  관형구조를  형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감마수단(4)이  이중벽내에  제공되어서,  이들 
벽을 분리시키고 이들 벽의 사이에서 상대적인 미끄럼운동을 수행한다.

이들  벽은,  예를들어서  적층(lamination)이나  동시압출(coxtrusion)에  의해서  형성되는  복수개의 재
료층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들면,  내벽과  외벽은  각각은  효과적인  기체확산  장벽인  부틸고무로 
이루어진  내부층(즉,  이중벽  구조내에서  폐쇄영역에  접해있는  층)과,  그리고  우수한  내후성을  갖고 
있는 에틸렌-프로필렌-디엔터폴리머(terpolymer)로 이루어진 외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수단  혹은  감마수단(4)은  내벽(3)과  외벽(4)  사이에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분리수단(4)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형태로  제공된다.  기체를  예를들면,  기체는  공기,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아세틸렌,  헬륨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체는  0.07  내지  1.4kg/㎠(1-20p.s.i.g.),  바람직하게는  0.07 
내지  0.7kg/㎠,  보다  바람직하게는  0.14  내지  0.35kg/㎠의  계기  압력하에  있다.  더욱이,  기체는 화
학적,  물리적,  또는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헥사 플루오르화 황과 같은 
절연성  및  음전기성을  갖는  기체는  고압의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선택될  수  있다.  기체는  이중벽내에 
있는  고체  또는  액체성분으로  부터  형성될  수  있다.  기체는  이중벽내에  있는  고체  또는 액체성분으
로  부터  형성될  수  있으며,  또는  밸브등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이산화
탄소는  아세트산과   탄산수소나트륨의  혼합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초기에 제
품이  설치될  때까지는  폴리에틸렌  필름과  같은  방벽에  의해서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나서, 
방벽이  파손됨으로써  이중벽내의  성분들이  반응하여서  기체를  생성시킨다.  마찬가지로,  아세틸렌은 
탄화칼슘과 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분리수단  혹은  감마수단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을때,  본  발명의  관형  제품(1)은  기체의 압력
이 증가될수록 안쪽으로 팽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  모양으로  형성된  본  발명의  제품(1)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제품을 
만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바람직한  제조방법의  예가  제  2  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러한  방법에서,  관형  제품(1)의  바람직한  길이의  약  2배인  튜브(5)가  압출에  의해  형성된다. 튜브
(5)의  단부(6과  7)는  제  2  도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겹쳐진 부분을 형성할 때까지 접혀져서 겹쳐
진다.  고체,  액체,  또는  반고체  상태의  감마수단(4)의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부가될  수  있다. 튜
브(5)의  단부(6과  7)는  접착제에  의해서  함께  고정되어서,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연속적인  벽을 형
성한다.  만일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과  같은  고체상태의  감마수단이  사용된다면,  PTFE  의 
층은  단부(6과  7)가  뒤집혀지기  전에  튜브(5)의  외부면에  접착되거나  또는  얇은  조각으로  절단  될 
것이다.  만일  액체상태의  그리이스를  사용한다면,  단부(6,  7)가  뒤집혀지기전에  튜브(5)의  외부면에 
그리이스가 발려지게될 것이다.

제품의  다른  바람직한  제조방법은,  2개의  튜브  중에서  작은  직경의  튜브를  어내어서  튜브를  서로 
동심으로  배열하고,  이들  튜브의  단부를  함께  결합시키는  것이다.  감마수단이  고체라면,  작은 직경
의  튜브의  외부면에  이러한  감마수단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체상태의  감마수단이나  액체 
또는  입자  형태의  분말로  이루어진  감마수단은,  튜브의  양단부를  봉  시키기  전에  동심적으로 배열
된  2개의  튜브  사이에  삽입될  수  있다.  또한,  감마수단이  벽에  형성되어  있는  비교적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적절히  주입된  후에  이러한  구멍을  봉시킴으로써,  2개의  벽  사이의  공간에  첨가될  수 
있다.  폐쇄되어  있는  이중벽  사이의  공간내에  감마수단  혹은  분리수단을  용이하게  주입하기  위해, 
벽에  일방향(one  way)  밸브를  비교적  편평한  상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기체상태의 분
리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관형  제품(1)은  예를들면  주형,  주조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제품(1)의  벽은,  파쇄,  용해,  용융  또는  그와  비슷한  일련의  처리에  의해서  감마수단을 형성
하는 재료로 이루어진 고체의 원통형 물체를 담금식으로 코우팅함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벽들은 사용되는 특정 재료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에 의해 함께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기술은,  예를들면  고온의  융용접착제에  의한,  접착성,  결합,  용융결합,  초음파  용접, 벌카나이
징(vulcanizing),  클램핑,  테이핑(taping)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벽의  결합에서,  결합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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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요성  재료로  이루어진  부가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들면 
가요성  재료로  이루어진  스트립이나  패치를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튜브(5)의  벽은  랩(lap) 
결합,  맞대기(butt),  결합  또는  스카아프(scraf)  결합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함께  결합될  수 있
다.

이중벽  구조의  튜브(5)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관형  제품(1)을  기판(8)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3a도와 
제3b도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제품의  단부(9)가  기판(8)의  외경까지  팽창되고,  기판의  단부가 팽
창된  제품(1)의  개방된  단부(9)내로  삽입된다.  제품(1)의  단부(9)는  제품의  내경과  기판(8)의  외경 
사이의  차가  크지  않거나  제품(1)이  가요성에  의해서  쉽게  늘어진다면,  즉  비교적  낮은  경도를 갖는
다면,  손으로도  팽창시킬  수  있다.  기판의  가장자리(편평한  단부면  보다는)가  튜브의  내벽내에서 연
장하도록  튜브가  기판에  대해  대칭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면,  이러한  단부면을  갖추고  있는  원통형 기
판상에서의  설치가  보다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나서,  튜브가  편평한  단부면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도
록  회전(revolving)운동이  개시된다.  이는,  기판의  단부가  튜브내에  완전히  놓여진  후에  수행된다. 
이러한  회전운동은  통상의  방법으로  계속될  수  있다.  제품에  가해지는  힘은  일반적으로  선(10)에 인
접한,  즉  기판의  단부(9)에  가까운  곳에  가해질  것이다.  앞에서  정의된  제품은  힘이  지점(11)에 가
해지면  휘어질  것이다.  제3b도를  참조하면,  외벽(2)의  우측단부(9)에서의  원주방향  인장력이  좌측 
단부에서의  인장력보다  클  것이며,  이러한  변위를  제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없다면  감마수단(4)은 
그  사용지역으로부터  려나게  됨을  알  수가  있다.  제품과  기판의  크기가  약  5배  이상의  명백한 차
이가  있다면,  제품은  이후에  설명되는  깔대기  형상과  같은  원추형상의  맨드릴(mandrel)처럼 지나치
게 팽창될 수가 있다.  필요하다면,  제품이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품보다 더 큰 직경을 갖는 
지지체나  맨드릴  상에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팽창된  제품이  이러한  맨드릴로부터  기판으로 
균일한  회전동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품의  외벽에  축성방향의  힘을  가할  수가  있다.  이 실시예
에서는,  팽창된  제품이  더작은  기판위에서  자체적으로  회전하려  할때  비교적  작은  힘만이  초기에 필
요하다.

계속되는  축선방향의  힘은,  제3c도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관형  제품이  희망하는  위치에 도달할때
까지  기판을  따라  축선방향으로  제품을  이동시킬  것이다.  만일  축선방향의  힘이  중지된다면,  관형 
제품은 기판상에 위치해 있던 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만일 축선방향의 힘이 어느 한쪽 방향
으로  외벽에  다시  가해진다면,  제품은  기판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따라서,  제품은  케이블의 연결
부를  보호하도록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관형  제품이  케이블  중  어느 하
나에  위치되고  케이블의  단부에서  부터  축선방향으로  회전된다.  따라서,  케이블이  연결되고,  관형 
제품은 외벽에 대해 반대쪽으로 축선방향의 힘을 가함으로써 연결부 상에 위치하게 된다.

제3c도에는  기다란  기판상에  설치된  제품(1)이  부분  단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제품(1)은  외벽(2), 
내벽(3),  및  감마수단(4)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c도에서,  화살표는  외벽(2)의  운동을  지시하는 한
편,  실제로  기판(8)은  내벽(3)의  축선방향  운동을  저해한다.  결과적으로,  외벽(2)은  기판(2)의 표면
과  접촉하도록  점차적으로  회전하여서  도면에서  왼쪽으로  부터  오른쪽으로  제품(1)이  축선방향으로 
이동된다.

제  4  도에는,  제품을  기판에  적용할때  이러한  이중벽  구조의  튜브(5)로  이루어진  제품(1)을 팽창시
키는  장치(12)의  사용이  도시되어  있다.  제품(1)의  초기에는  기판의  외경보다  작은  내경을  갖추고 
있다.  원추형상의  장치(12)의  사용이  도시되어있다.  제품(1)의  초기에는  기판의  외경보다  작은 내경
을  갖추고있다.  원추형상의  장치(12)는  제품의  내경이  기판(8)의  외경과  같아지도록(또는,  기판의 
외경보다  더  크게  팽창될  수도  있다)  제품(1)을  팽창시키는게  사용된다.  내벽(3)과  장치(12)  사이의 
사이의  마찰력  및  압추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외벽에  작용하는  축선방향  힘은  제품(1)을  그러한 
힘의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이에  따라서  원추형상의  장치(12)를  따라  제품이  점차  이동되면서 팽창
된다.  그러한  방향으로의  연속된  축선방향의  힘은  제품(1)에  의해서  폐  또는  덮혀지는  기판의 부
분에 도달할때까지 제품(1)을 기판상으로 회전시킨다.

봉재,  또는  겔이나  접착제가  기판이나  제품에  가해질  경우에,  기판의  표면을  닦아주는  것이  특히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적당한  용매를  포함하고  있는  클리이닝  티슈나  연마용  스트립과  같은 클
리이닝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품의  회전동작  때문에  외부면이  코우팅될  수  있으며, 
제품이  기판에  설치되었을  때  외부면은  회전하면서  기판의  외부면  상으로  내려간다.  다음에  더 상세
히  설명되는  것처럼,  제품의  표면은  도전성  페인트와  같은  재료,  응력에  강한  재료,  부식방지용 재
료,  열활성  접착제  등으로  코우팅될  수가  있다.  이것은,  관형제품의  내부면이  기판상에서  열적으로 
회복되도록  그리고  점착성을  가진  내부층에  의해서  기판에  접착되도록  코우팅을  요하는  선행기술의 
제품의 단점을 제거해준다.

제품이  기판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기술은,  기판에  인접해  있는  벽부분을 다
른  벽부분보다  실제로  더  두껍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두꺼운  벽부분이  제품의  축선방향  회전에 
의해  기판과  접촉하게  되면,  벽이  두께로  인하여  제품의  축선방향의  운동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경
향이  있다.  제품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기술은,  제품을  희망하는  소정의  위치까지 축선방
향으로  회전시켜서  이중벽의  내부에서  감마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벽과  외벽을 접촉시키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축선방향  이동을  방지한다.  이  방법은  특히,  기체로  구성된 분리수단
이  사용될  때,  경우에  내벽  및  외벽  모두가  탄성을  갖춘  경우,  그리고  기판이  관형  제품의  초기의 
내경보다  큰  직경을  갖고  있을  경우에  편리하다.  기체는  관형  제품의  연속적인  이중벽에  구멍을 제
공함으로써  쉽게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내벽과  외벽을  구성하는  탄성재료의  신장은  내벽과  외벽의 
사이에  그리고  이들  벽과  기판의  사이에  각각  내향력(inward  force)을  가한다.  그  결과,  탄성의 벽
과  기판  사이에서  발생되는  마찰력과  압출력  축선방향으로  힘을  가함으로써  튜브의  제거를  극히 어
렵게 만든다.

만일  필요하다면,  그러한  제품에는  밸브가  제공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밸브는  이러한  밸브를 갖
추고 있는 벽과 비교적 동일한 높이에 설치된다.  밸브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기체 형태의 분리
수단  혹은  감마수단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기판으로부터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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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자한다면,  내벽과  외벽  사이이  영역에  밸브를  통해서  유체가  유입됨으로써  기판을  따라 제
품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체는 주사기를 사용해서 유입되거나 제거될 수도 있다.

기체나  액체의  제거는,  기체나  액체를  투과시킬  수  있는  투과성이  있는  제품의  벽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예를들면,  벽을  기체나  액체가  통과할  수  있는  투과성  실리콘  고무나  네오프렌 고무
로  제조할  수가  있다.  조기의  손실을  막기  위해,  기체나  액체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가요성 용이
와 같은 파열성(burstable) 컨테이너 내부의 환형 공간에 수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제품  전체가  음료수용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알루미늄  용기,  금속  캔  또는  용기와  같은 
유체불투과성으로  컨테이너에  수용될  수  있다.  제품을  기판상에  위치시킬  때,  컨테이너로부터 제품
을  제거하여  적당한  위치로  회전시키면  된다.  따라서,  기체나  액체는  제품의  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투과성벽을 통과한다.

제품은  여러가지  기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제품의  크기는  기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택된다. 탄성
벽을  갖추고  있는  제품은  서로  다른  여러가지  크기의  기판을  수용할  수가  있다.  더욱이,  제품은  그 
길이방향을  따라  직경이  서로  다른  기다란  형상이  기판을  수용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면, 제
품은  비교적  큰  직경의  접속선  묶음(splice  bundle)  및  인접한  비교적  작은  직경의  케이블  위에 설
치될  수  있어서,  이들  기판의  모든  지역에  적절하게  끼워지게  된다.  제품의  축선방향  회전운동에 의
해서  제품은  기판의  직경상의  비교적  뚜렷한  변화나  또는  변화,  예를들면  90°정도의  변화도  이는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는  제품의  단부가  접혀지면서  더  큰  직경까지  일련의  단계로  깔대기  형상을 
형성하면서  기판상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제품에  의해  봉되거나  덮여지는  기판은  원통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단면형상으로 구성되어도 좋다.

제  5  도에는  저전압(예를들면,  약  100볼트  이하)용  케이블  접속부를  피복시키도록  본  발명의  제품이 
사용되는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제  5  도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케이블(14)의  절연  및  보호를 
위한  외부층(13)이  제거되어서  도체(15)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들  도체(15)는  연결부(16)에 의
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테이프  형태의  봉재료(17)는  각각의  케이블의  절연을  위한  외부층(13)의 
둘레에  제공되어  있다.  봉  재료(17)는  토이(Toy)의  미합중국  특허  제  4,  497,926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탄성중합체기지의  영국특허  제  2,  123,  026호  또는  유럽특허  제  174,  165호에  개시된  것과 가
은  봉  테이프로  구성될  수가  있다.  제품(1)은  접속부위에  위치하고  있다.  제품(1)은,  내부에 실리
콘오일의  감마수단(4)이  제공되어  있는  1.5mm(60mil)  두께의  네오프렌으로  제조된  연속적인  이중벽 
구조의  튜브로  구성되거나,  또는  약  90mm의  벽두께의  EPDM고무로  제조된  이중벽  구조의  튜브로서 프
로필렌  글리콜과  폴리아크릴  아미드로  이루어진  감마수단을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튜브로  구성될 수
도  있다.  제품(1)은  기계적인  보호는  물론이고  도전성  부재에  대해  절연을  제공하며, 봉재료(17)
와 함께 환경적으로 접속부를 봉시킨다.

이런 형태의 봉  테이프는,  제품과 케이블 사이의 봉을 재구성할 때  본  발명의 제품을 쉽게 제거
할  수  있게  해준다.  케이블에  제품을  유지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이중벽의  사이에서 감마수단
을 제거하는 것이다.

전기  케이블의  접속부  등에서  본  발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증기를  포함한  습기가 접속부
에서  제거되는  것이  중요하다.  수증기는  중합체  제품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본  발명의  제품을  통한  수증기의  전도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금속박층을  위치시킴으로서  방지되거나 
또는  적어도  최소화될  수  있다.  박(ioil)은  제품의  이중벽내에  있는  한쪽  또는  양쪽  내부면에 증기
용착으로  접착될  수  있으며,  또는  얇은  판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금속박층을  끼워넣는  또  다른 
방법은  이중벽내의  공간으로  융해  점이  낮은  여러가지  금속합금을  배치하는  것이다.  제품을 설치하
기  바로  전에,  뜨거운  물에  담금으로써  제품이  가열된다.  이에  따라서,  낮은  용해점이  합금이 융해
되어  감마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액체로  된다.  그리고나서,  제품은  접속부상에  설치된  후에 냉각
된다.  금속합금이  응고되어서,  수증기의  전달을  방지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금속층을  이중벽 
구조내에 형성한다.

제6a도  내지  제6d도는  케이블과  같은  기다란  기판(8)의  단부를  봉하는데  본  발명에  따른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갖춘  제품(1)이  사용된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제품의  일부만이  기판상으로 연장하
고 나머지 부분은 기판상에 설치되지 않도록 제품이 위치된다.

기판(8)상으로  설치된  부분은  개방부를  봉하기  위해  클램프로  조여지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폐
쇄될 수  있다.  기판의 단부를 봉하는 다른 방법은 먼저 기판의 단부에 한  조각의 보호재료를 위치
시킨  휑,  보호재료와  판의  단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은  적절한  위치에  보호재료를 
고정시킨다.  제6a도와  6b도에  또다른  방법이  도시되어  있는데,  제품(1)의  케이블  등의  기판(8)의 단
부에  절두원추형  단부블록(18)이나  그박의  차폐물을  고정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제6a도는  제품의 설
치전의  상태이며,  제6b도는  설치된  후의  상태이다.  예를들어,  테이프  형태의  본재료(17)가  제품을 
고정시키거나  환경적인  봉을  향상시키도록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감마수단을  제거함으로써  제품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  단부블록(18)는  제품(19에  미리  설치될  수  있다.  이에  사용되는  제품(1)은 네
오프렌과  같은  고무로  구성된  내벽과  외벽을  가지며,  내벽과  외벽은  각각  두께가  바람직하게  0.1 내
지  0.2cm,  보다  바람직하게  약  0.17cm(0.062인치)이고,  길이는  2  내지  20cm,  보다  바람작하게는 8cm
이다.  이중벽은  수용성  폴리아크릴아미드의  농후한  수성용액을  1.0  내직  10gms,  바람직하게  5gms 포
함하고  있다.  제품의  내경은  기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용한  범위는  0.2  내지  20cm이다. 제
품은  기판의  단부로  부터  쉽게  제거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어떠한  봉재료(17)도  영구적인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제6c도와  제6d도는  폐쇄된  단부와  개방된  단부를  갖추고  있는  관형의  덮개(19)를  포함하는  폐물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폐물은  접착제에  의해서  덮개(19)의  내부의  개방된  단부(21)  부근에 부착
되어  있는  이중  벽  구조의  제품(1)을  포함하고  있어,  제품이  회전중에  덮개(19)에서  떨어지지 못한
다.  다른  부착수단으로는  나사,  볼트  또는  고정링(netainer  ring)등의  기계적인  장치나,  가열용접, 
또는  용매용접(solvent  welding)등이  있다.  도시된  실시예는,  폐물이  나사산이  형성된 파이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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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단부를  보호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제품(1)과  함께  덮개(19)가  탄약통과  같은  턴테이너를  위한 
덮개로서  사용될  수  있다.  탄약통과  같은  컨테이너는  자주  검사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
와같이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용이한  재유입(re-entry)의  특성과  함께  우수한  방습성의 
봉이  큰  장점이다.  이와같은  봉은  제품의  재유입시  발생될  수도  있는  균열을  예를들어서  래커로 
코우팅함으로써 보수될 수가 있다.

이와같은  폐물의  또  다른  실시예는,  테이블의  다리와  같은  고체상태의  기판위에  덮어씌워서  바닥 
등에 손상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미끄러지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제  7  도에는  코어(23)가  들어가  있는  케이블(14)이  도시되어  잇다.  케이블내로  물,  오염물질,  또는 
먼지  등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블  접속부에  봉제나  또는  다른  봉재료로  구성된 
부분(24)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24)에는  코어(23)가  통과할  수  있도록  세개의  구멍이 형성
되어  있다.  제품(1)은  이러한부분(24)의  둘레로  케이블(14)에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중벽 구조
의  튜브를  갖춘  관형  제품의  내경은  이러한  부분(24)의  외경보다  작다.  결과적으로,  압출력에 의해
서  겔이나  그와  비슷한  봉재료로  구성된  부분(24)의  접한  접속상태로  유지시키거나  또는  접속부 
둘레로 누출방지용 봉물을 제공하도록 이러한 부분(24)을 각각의 코어와 접하게 접촉시킨다.

본  발명의  제품은  전력  케이블의  종단부(termination)나  연결부와  같은  고전압  접속부나  그와 비슷
한  전기설비를  둘러싸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고전압  접속부를  위한  덮개는  소정의 전
기적  및  기계적  보호를  제공하도록,  복수개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고전압 
접속부를  둘러싸는  통상적인  방법은  하나  이상의  열회복성  슬리이브를  사용하는  것이다.  고전압 접
속부에  요구되는  전기적  성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을  갖는  재료의  여러층들이 
복합식  슬리이브나  개별식  슬리이브로  사용된다.  고전압  접속부를  위한  열회복성  덮개는 클래브론
(Clabburn)의  미합중국  특허  제  4,  383,  131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접속부의  하나  이상의  측이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갖춘 본 발명의 제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들면,  외부의  도전층  또는  차폐층이  제품의  형태,  제품에  의해  운반되는  분리층의  형태,  또는 
제품에  의해  소정이  위치에  수용되는  분리층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도전성은  벽의  재료나 분리
수단  혹은  감마수단을  구성하는  재료의  성질일  것이다.  약  5×10Ω.cm이하의  비저항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벽은  도전성  중합체(바람직하게는  탄성  중합체)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벽에  삽입되거나  적층된  얇은  판을  이루고  있는  금속  메시(mesh),  스크린  또는 편조
(braid)로  벽이  구성될  수도  있다.  도전성  재료는,  예를들면  이중벽의  내부면상에  증착된  얇은 금속
층으로서  감마수단내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작은  용융점을  갖는  합금이  감마수단으로서  용융된 
상태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차폐를  제공하거나  수증기의  침투를  막는  방벽으로  작용하도록  응고될 
수 있다.

제  8  도에는  도체  및  절연용  제품내에  수용되어  있는  고전압  전기케이블(14)의  접속부가  도시되어 
있다.

제  8  도에는  두개의  5KV  전기케이블(14)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케이블(14)의  외부  재킷이 제거
되어서  차폐물(25)에  노출되어  있으며,  도전성클림프  등의  연결자(16)에  의해서  각각의  케이블의 도
체(15)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극을  채우기  위한  봉재료(26),  예를들면  시니어(Senior)의 미합
중국특허  4,  378,  463호에  개시된  것과  같이  폴리에피할로히드린기지의  조성을  갖는,  바람직하게 응
력에  강한  재료가  도체(절연체)사에  배치되어  있다.  절연을  제공하는  본  발명의  제품(27)인 접속부
를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다.  제품(27)의  이중벽  사이에  제공되어  있는  감마수단  혹은  분리수단을 접
속부를  절연하기이에  적당한  유전성(dielectric)을  갖는  비교적  공극이  없는  재료이다. 제품(27)상
에는  도전성을  갖는  또  하나의  제품(28)이  설치되어  있다.  도전성  제품(28)은  리드(29)와  같은 수단
에  의해서  케이블(14)의  차폐물(25)과  연결되어  있다.  또는,  제품(28)이  제품(28)의  단부를 통과하
여  케이블(14)의  차폐물(25)과  직접  접촉할  수도  있다.  응력에  강한  재료가  5KV  이상의  고전압의 도
체둘레로  부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필요에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응력에  강한  제품을 사용
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고전압  접속부가  각각  응력에  강한층,  절연층,  및  도전층을  위한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갖춘  본 발
명의 제품을 사용하여 만들어질 수도 있는 반면에,  이러한 층들 중  어떠한 것은 종래의 방식으로 제
공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층들 중  어떤  하나의 층,  2개의  층,  또는  3개의 모
든 층들이 구성될 수도 있고, 또는 본 발명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공될 수도 있다.

접속부  덮개의  절연층  및  도전층이  동시에  단일의  제품내에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내벽과 외
벽은,  서로 다른 재료 즉,  하나는 절연재료 다른 하나는 도전성 재료로 구성된다.  이들 벽은 제품이 
접속부에  적용될때,  도전성  벽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치될  수  있다.  각각의  벽은  외부의 절
연층과  내부의  도전층을  갖는  이중벽  구조가  된다.  접속부위에  그와같은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벽상에  반경방향의  분할부분(split)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단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외벽을  반경방향으로  절단하는  단계,  벽부분을  함께  결합시키는  패치(patch)를  제거하는 
단계,  및  벽부분의  양단부  사이의  결합을  분해하는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생긴  두  벽의  단부는  내벽을  따라서  기판위로  미끄럼이동된다.  그  결과,  접속부상에  설치된  외부의 
도전층과  내부의  절연층을  갖는  단일벽이  제공된다.  이것은  제  9a도와  제9b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
9a도에서,  관형  제품(1)은  각각  외부의  절연층(30)과  내부의  도전층(31)으로  구성된  내벽과  외벽을 
갖추고  있다.  외벽은  이들  두층을  통해  반경방향으로  절단되어  있으며,  따라서  외벽의  고정되어 있
지  않은  양단부가  화살표로  지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미끄럽이동하여서,  바람직하게  남아  있는 감마
수단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  제품의  한쪽  단부쪽으로  선택적으로  슬릿(slit)이  제공되어 있으
며,  이러한  슬릿은  내벽과  외벽을  관통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내벽과  외벽이  기판에  인접하여 
놓여지도록 회전동작이 없을때 이들 벽 사이의 전단(shear)이나 벗겨짐(peal)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중벽  구조의  튜브나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응력에  강한  재료는  60Hz에서  약 10
7
 내지 

34-18

특1995-0010613



10
10
Ω.cm의  비임피던스를  갖는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재료로

는  중합체재료,  바람직하게는  폴리  에피할로히드린  및  에피할로히드린  공중합체  또는  카아본블래그, 
탄화규소,  산화철,  금속  또는  이들의  혼합물과  같이  내부에  도전성  입자가  산재해  있는  중합체, 특
히 탄성중합체 같이 본질적으로 응력에 강한 재료가 있다.

외부의  도전층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응력에  강한  재료의  칭이  절연측과  함께  복합적인 
구조로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응력에 강한 재료의 층은 절연되어 있는 외벽과 함께 제품의 내
벽(설치되어  있을때)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중벽  구조는  응력에  강한  재료로  이루어진 외
부층과  절연재료로  이루어진  내부층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외벽은 반경방향으
로  절단되어  있으며,  그  자유단부(또는  적절한  단부)가  제품을따라서  미끄러져서  기판과  접촉하게 
된다.  응력에  강한  재료의  층은  기판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층과  함께  기판에  바로  인접해  있다. 따
라서,  외부의  도전제품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제품은  본  발명에  따른  도전성  제품,  탄성을 
갖춘 종래의 제품, 테이프, 페인트, 또는 금속성 메쉬나 편조 등이다.

응력에 강한 층,  절연층층,  및  도전층으로 조합된 본  발명의 제품이 필요하다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세개의  층으로구성된  벽은  제품의  전체  둘레로  응력에  강한  외부층,  중간의  절연층,  그리고 
내부의  도전층을  갖추도록  제공된다.  제품은  접속부상에  설치되어  있고,  바깥쪽의  벽부분은 반경방
향으로  절단되며,  각각의  자유단부(또는  절절한  단부)가  케이블상에서  미끄럼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가장  내부의  응력에  강한층,  중간의  절연층,  그리고  외부의  도전층으로  구성된  슬리이브가 
접속부상에 제공된다.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벽과 감마수단의 재료
는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전기적,  기계적,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성질의  조합을  제공하도록 선택
될 수 있다. 앞에서는, 단지 만들어질 수 있는 몇몇 형태의 선택사항만을 언급하였다.

구성에서  가능한  부가적인  예로서  본  발명의  제품을  사용하는  실시예는  고전압의  종단부를  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전압의  종단부는  고전압의  접속부에서와  같이  차폐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
단부의  외부면의  길이를  증가시켜서  섬락(flashover)이나  전기방전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키는 차폐
물이 제공된다.

예를들어서  약  5KV이상의  고전압에서,  응력에  강한  재료의  층이  케이블의  절연부상에  제공되어 케이
블의  차폐물과  연결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고전압의  접속부용  덮개에서  응력에  강한  재료의 
층을  이중벽  구조의  튜브에  제공하거나  또는감마수단을  제공할  수가  있다.  절연재료는  비교적 공극
이 없어야 하며, 비이온재료는 감마수단 및 분리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제품을  사용하여  종단부를  봉함에  있어서,  응력에  강한  층이  존재한다면,  먼저  이러한 
층을  케이블  도전체  및  러그,  또는  이러한  층이  종결되는  다른  부재상에  위치시킨다.  응력에  강한 
층은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나서,  절연층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절연층  또한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차페물이  어떠한  기술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개객의  차폐물은  단  러그의  단부상에 
장착된  제품상으로  미끄럼이동된  것이다.  바람직하게,  차폐물은  탄성중합체  재료이며,  제품의 직경
보다  약간  작은  직경의  중앙  구멍을  갖추고  있다.  차폐물은  제10도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중벽 
구조의  튜브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과  일체로  형성된  부분이다.  제10도에서,  본  발명이  제품(1)은 한
쪽  단부를  향해서  바깥쪽으로  돌출해  있는  차폐물(32)을  갖추고  있다.  제품이  종단부에  적용됨에 따
라서, 차폐물이 제품의 벽을 따라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된다.

아폐물(32)은  제품의  회전동작을  제한하거나  또는  최소한  그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가요성  재료로 
구성된다.  필요하다면,  차폐물이  제품의  벽부분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예를들면  우수한  가요성  재료로  이루어진  부분들  사이에  끼워지는  비교적  단단한  재료의 반경방향벽
에  밴드를  제공하고,  제품의  각  단부에서  중간을  향해  힘을  가하여  벽을  휘어지게  하여서, 바깥쪽으
로 돌출된 차폐물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라  종단부를  봉시킴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응력에  강한  층,  절연층,  및  차폐물이 
이중벽 구조의 제품에 적용된다.

제11도에는  본  발명에  따른  도관용  봉부(33)가  도시되어  있다.  다음의  사항들은  이송관으로 공지
되어  있는  케이블  액세서리  및  다른  기술분야에서  설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제품은  비슷한 기능
을  가지며,  대체로  그  길이가  이송과의  길이보다길다.  케이블(14)이나  다른  공급라인과  도관(34) 사
이이환형  공간을  통해  습기나  다른  오염물질  또는  열  등이  전달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공
간이  봉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서로  동심인  두개의  이중벽  튜브(35,  36)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
(33)이  케이블(14)의  둘레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두개의  튜브는  화살표로  지시되  있는  것과 같
이  회전된다.  이것은,  튜브(35)의  외벽(38)  및  내벽(39)과  맞물리는  어떤  수단(37)을,  도시된  바와 
같이  제품(1)의  오른쪽으로  삽입함으로써(또는,  왼쪽으로  부터  제거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도시된  바와같이,  제품(33)은  케이블(14)과의  사이에  또는  그것과  도관(34)과의  사이에  어떠한 전단
변형도  발생시킴이  없이  왼쪽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단(37)은  로드나 
코드  등과  같이  하나  이상의  연장된  장치나  프레임  또는  실린더로  구성될  수  있다.  제품(1)이 도관
(34)내에서  소정의  위치에  도달되면,  수단(37)은  적절한  위치에  남겨질  것이다.  선택적으로,  특히 
수단(37)이  로드나  코드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제품(1)을  더  이상  회전하지  못하도록 유지시키면
서  수단(37)을  잡아당김으로써  수단(37)이  제거될  수  잇다.  도간(34)의  양단부의  압력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단  제품이  적당하게  위치한  후에  제품의  회전동작을  저지하는  수단이  제공될  것이다. 
이와같은 수단은 장착된 제품(1)의 적어도 한쪽에 호오스클래프(40)와 같은 부재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회전동작은  제품이  설치된  후에  응고되는  감마  수단  혹은  분리수단(4)에 의해
서도 방지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  이중벽  구조의  튜브중  어느  한쪽에  구멍을  제공하는  것이다(또는  다른  방식으로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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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케이블은  물론  도관의  존재로  인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떤  회전동작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의  상태로  남아  있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가  압축가스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또는  팽창된  상태),  그로  인해서  구멍이  제공된  튜브의  수축을  보상하도록 연
장될 수가 있다.

제12도에는  본  발명의  제품을사용하여  형성된  전송통신용  접속부(41)가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분기(branch)  접속부가  세개의  케이블(14)사이에  도시되어  있다.  케이블을  결합한  접속묶음(42)은 
케이블(14)의  직경  보다  더  큰  직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속묶음
(splice  bundle)을  기계적으로  보호하고  수증기의  장벽을  임의로  제공하기  위해서,  라이너(43)가 제
공될  수  있다.  라이너(43)는  반쪽셀로  구성되거나  또는  접속묶음(42)을  둘러싸는  롤  형태의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라이너(43)에  크라운드  가공된  단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라이너
의  핑거(finger)는  경사진  단부(44)를  형성하도록  안쪽으로  굽혀질  수가  있다.  이중벽  구조의 튜브
(1)는  접속묶음상으로  놓여지는  위치까지  회전되어서  재킷의  양단을  연결시키며,  이에  따라서  도체 
또는  케이블의  광학섬유  둘레로  환경적인  봉부를  형성한다.  봉재료,  예를들어,  압력에 민감하거
나(pressure-sensitive)  또는  경화성의  점착제,  겔,  또는  매스틱(mastic)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이 케
이블(14)의  둘레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것은  도면에서  사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제12도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분기접속부가  봉되는  곳에서는  봉재료가  분기  케이블  사이의  연결지역에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봉재는 점각(45)으로 도시되어 있다.

제13도에는  유체  공급라인,  예를들면  파이프(22)와  같은  두께의  기달한  기질판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데  사용된  본  발명의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기판사이의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운동을  허용하고, 
진동을  흡수하며,  또는  기판사이에  어느  정도의  잘못  정렬된  배열을  허용하는  유 식  봉부(fluid 
proof  seal)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용하다면,  봉부에  H자형  봉재(46)를  제공함으로써 봉
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발판원목(scaffolding  pole)과  같이  속이  차  있거나(solid) 중공형(hollo
w)으로 형성된 기판이 서로 단부를 맞대로 함께 유지될 수 있다.

제14도에는,  이중벽  구조의  제품(1)이  대형장치의  일부로서,  예를들면  케이블  케이블  텔레비젼의 박
스(48)의  배출구(47)로서  사용된  실시예이다.  분기박스(48)는  동축케이블(49)의  내부도체  및 외부도
체를  연결하기  위한  전기접촉부(도시되어  있지  않음)를  포함하고  있다.  도면의  오른쪽에는  이중벽 
제품(1)이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분기박스(48)의  배출구에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접착되어  있다.  케이블(49)은  간단하게  기지(home)에  어  넣어지며,  제품(1)을  회전시켜서 
케이블(49)을  분기박스내의  전기접촉부와  맞물리게  해준다.  제품(1)은  환경적인  봉을  제공하는 동
시에  케이블을  용이하게  제거시킬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분기박스(48)의  왼쪽에는  케이블(49)이 
배출구에  끼워져  있다.  이  경우,  제품(1)은  적당한  위치로  회전할  수  있도록  케이블(49)상에  미리 
위치되어서  제품이  배출구(47)의  외부에  대한  봉을  제공한다.  제1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분기박
스(48)가  그  배출구(47)의  윗쪽  그리고  아랫쪽으로  확장되는  곳에서,  제품에는  원주형 플랜지(예를
들면  고전압  차폐물의  형상을  갖는)가  제공되거나,  또는  적당한  장소에  제품을  유지시키거나 봉시
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박스(48)의  표면과  맞물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제공될  수도  있다. 어
떠한 어려움이 없이 제품(1)이 케이블로 부터 배출구까지 치켜올려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케이블의 제품이 자체적으로 들어올려질 수 있도록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5도에는  기다란  기판을  기계적으로  함께  고정시키는데  사용된  본  발명의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경우,  케이블  설치용  안전벨트(50)는  도체(51)를  함께  고정시킴으로써  제조된  것이다. 측
면  분기(52)는  화살표로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단부상에  이중벽  제품(1)을  설치함으로써  덮여질 
수  있다.  참조번호(54)로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분기상에  제품(1)을  회전시킴으로써  그리고  다시 반
대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분기  사이의  구역(53)이  덮여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기판, 
예를들면  로우프,  파이프,  발판  원목  또는  케이블,  심지어는  직경차가  매우  큰  기판을 결합하는데에
도 사용될 수 있다.

제16a도  내지  제19d도에는  기판상으로  물체를  전달하는데  사용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도시되어 있
다. 여기서도,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갖춘 제품(1)이 사용된다.

제16a도  내지  제16d도에서는,  탄성중합체  튜브(55)가  케이블  내부의  접속부를  덮을  목적으로  또는 
케이블의 재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케이블 상으로 전달되어진다.

제16a도에서  보면,  튜브(55)는  도시되어  잇는  것처럼  제품의  한쪽단부(56)를  안쪽으로 접어넣음으로
써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접음으로써  제품(1)의  일단부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제품(1)의  다른쪽 단부
(57)는  기판상으로  회전된다.  제품(1)의  회전동작을  야기하기  위해서,  제16b도에  도시된  화살표 방
향으로  축선방향의  힘이  가해져서  기판위로  튜브(55)가  위치된다.  튜브(55)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구
성될  수  있으며,  초기에는  기판의  직경보다  작은  내경을  가질  것이다.  이  경우에,  제품의 회전동작
에  따라서  튜브(55)가  반경방향으로  팽창하게  될  것이다.  봉재료는  튜브(55)와  제품(1)의  사이에 
또는  제품(1)과  기판의  사이에  개선된  환경적  봉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봉재료는  기판 둘레
로 접착된 테이프와 같이 관련된 어떤 표면에 미리 가해질 수 있다.

제16b도는  튜브(55)의  물체가  설치된  상태를  나타내며,  튜브(55)는  제품(1)에  의해  제공되는  봉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회전동작은  제16c도와  제16d도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튜브(55)는 
제품의  단부에도  달할때까지  제품(1)의  외벽에  의해  운반되고나서  안팎이  뒤집어진다.  이것은 제16c
도에서  반을  뒤집어(insideout)  높은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또  다른  회전동작은  제16d도에 도시되
어  있는  것처럼,  튜브(55)위에  놓여  있는  제품(1)에서  생긴다.  이는,  물체가  설치된  상태를 나타내
며,  또는  선택적으로  또  다른  회전동작에  의해서  기판상에  튜브(55)만이  남겨지도록  제품(1)이 제거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상이  한  위치로  부터  다른  위치로  튜브(55)등의  물체를  이동시킬  수도 있으
며,  또는  이러한  절차를  거꾸로  진행시켜서  기판으로  부터  물체를  제거할  수도  있다.  이것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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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반경방향으로  팽창된다  하더라도  변함이없다.  대조적으로,  일회수된  제품은   제거과정에서 
손상을 입게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간단하게 재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제17a도  내지  제17c도에는,  케이블(14)위에  고전압  차폐물(32)을  전달하는데  사용된  본  발명의 실시
예가  도시되어  있다.  사용된  기술은  탄성중합체  튜브(55)와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된  기술과 비슷하
다.

차폐물(32)은  탄성중합체  재료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케이블(14)의  직경보다  약간  작은 직경
의  중앙  구멍을  갖추고  있다.  차폐물은  일반적으로  축선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의  관형 베이스
(base)와,  반경방향으로  뻗어  있는  플랜지로  구성되어  있다.  화살표(58)로  도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제품(1)에  가해진  축선방향의  힘은  케이블(14)위로  차폐물(32)을  이동시킨다.  제17b도와  제17c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축선방향으로  뻗어  있는  베이스는  케이블(14)과  접촉하도록  제품(1)에 의
해  이동되어서,  반경방향으로  뻗어  있는  플랜지의  반대쪽에  놓이도록  역전되된다.  최종  조립체는 제
17b도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제품위에  차폐부와  함께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제17c도에서 화
살표로  되시된  방향으로  제품(1)을  제거함으로써  케이블  위에  차폐물이  직접  배치된  상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차폐물의 오목한 표면은 수직하게 윗쪽을 향한다.

제18a도와  제18b도에는  복수개의  반경방향으로  뻗어  있는  플랜지(59)를  갖추고  있는  차폐물(32)을 
전기  케이블(14)위로  전달하는  실시예가  단면으로  도시되어  있다.  제18a도와  제18b도에서는, 차폐물
(32)과  같은  물체가  케이블(14)과  같은  기판위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는가가 
도시되어  있다.  미리  선택된  위치는  제18a도와  제18b도에서  점선(60)으로  표시되어  있다. 차폐물
(32)은  제품(1)의  외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제품(1)은  케이블(14)의  외부에  자리잡고  있다. 차폐물
(32),  제품(1),  그리고  케이블(14)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는,  제18a도에서  차폐물(32)의  전단부와 제
품(1)의  전단부  사이의  거리(X)가  제품(1)의  전단부와  위치(60)  사이의  거리(Y)와  같도록  선택된다. 
따라서,  거리(X)와  거리(Y)가  같을때,  차폐물이  케이블  위로  위치(60)까지  운반되며,  그  지점에서 
차폐물은 제품(1)의 단부에 도달한다.

제19a도  내지  제19d도에는  자기(porcelain)  또는  유리  하우징(61)이나  다른  비팽창성  물체를 케이블
의  종단부(terminated)나  다른  기판(14)  위에  배치하는데  사용된  본  발명의  실시예가  되시되어 
있다.  옥외의  종단부는  자기나  유리로  제조된  외부  절연  하우징(61)을  사용한다.  옥외의  종단부는 
자기나  유리로  제조된  외부  절연  하우징(61)을  사용한다.  하우징(61)은  내부의  관형  개방구  및 습기
를  발상시키기  위해  반경방향으로  뻗어있는  외부의  플랜지(59)를  갖추고  있다.  하우징(61)과 케이블
(14) 사이의 공간은 비이온화 재료로 채워져 있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제19a도에서,  케이블(14)은  외부의  도전층(25),  도전층  아래에  있는  절연층(13)이,  그리고  러그에 
부착되어  있는  내부의  도체(15)를  갖추고  있다.  제19b도에서는,  제품(1)의  러그(62)위에  배치되어 
있고  자기  하우징(61)이  제품(1)의  다른  단부상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화살표로 
도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축선방향의  힘이  제품(1)에  가해짐으로서,  자기  하우징(61)이 케이블(41)상
으로  이동한다.  하우징(61)의  내경은  케이블(14)의  절연층(13)의  외경보다  더  크다.  제19c도에 도시
되어  있는  조립체에서는,  제품(1)의  도전층(25)에  걸쳐서  그  전단부가  확장되면서  직접적으로 케이
블(14)위에  놓여져  있으며,  자기  절연  하우징(61)이  제품(1)의  위쪽에  설치되어  있다.  제품(1)은 절
연용  세라믹  하우징(61)과,  케이블(14)  사이의  공간에  위치되어  있으며,  이중벽  내부의  충전  부피가 
큰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품(1)은  케이블(14)의  종단부에  응력이  강한  부분을  제공할  것이다. 이
러한  부분은  도전층(25)의  제거로  인해  고전압  케이블에  요구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제품(1)의  벽  재료에  도전재료를  제공함으로써  또는  이중벽내부에  감마수단  또는  분리수단으로 삽입
함으로써  응력에  강한  부분을  만들  수  있으며,  또는  외부면에  응력에  강한  봉재료를  부가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만들 수도 있다.

제  2  의  제품(63)의  케이블(14),  절연하우징(61),  그리고  제  1  제품(1)을  함께  봉시키는 가스켓으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의  제품(63)은  또한  하우징과 제  1  제품(1)을  적절한 위치에 고정
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절연  하우징이  케이블  위로  이동하기  전에  케이블(14)  위에  제  2  의 제품(6
3)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제  2  의  제품이  장착된  상태가  제19d도에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판(14)에  배치될  물체(61)의  길이가  제품(1)의  길이의  두개보다  더  크지는  않다 하더
라도,  제품은  물체(61)보다  길이가  길  수  있다.  예를들면,  제품(1)은  길이방향으로  기다란  관형 슬
리이브를  둘러싸도록  배열  될  수  있다.  슬리이브는  일단부에서  제품의  단부에  부착될  수  있다. 따라
서, 슬리이브는 제품의 외부 둘레로 뒤집혀진다(또는, 제품의 중앙에 놓여지도록 안팎이 
뒤집혀진다).  그러한  뒤집힘은  한번  이상  반복될  것이다.  제품과  슬리이브의  조립체가  먼저 기판위
로  놓여져  있는  상태로  기판상에  연속적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빠르고  쉬운  동작으로  전기 케이블
과  같은  기다란  기판상으로  긴  길이의  절연  튜브나  다른  물체를  설치하는데에는  단일의  제품이 사용
될  수  있다.  제품이  반대방향으로  회전된다면,  슬리이브는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로  슬리이브의 
풀림이 없이 기판을 따라서 함께 이동할 것이다.

복수개의  물체가  기질상에  인접하게  서로  포개어져서,  또는  하나가  다른  것  위에  포개어진  상태로, 
하나  이상의  제품에  의하여  배치될  수  있다.  더욱이,  물체는  꼭  관형일  필요가  없다.  예를들면, 물
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슬롯  형상을  한  개방부를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에서,  물체의  개방부 
근처의  재료는  소정  변형할  수  있거나  또는  스폰지  고무나  그와  비슷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는 
반면, 물체의 나머지 부분은 단단한 중합체 재료와 같은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더욱이,  물체의  개방부의  원주는  기판의  외부  원주보다  클  수  있다.  예를들면,  물체의  개방부는 물
체가  기판위로  움직일대  물체의  단축을  따라  제품의  팽창이  일어나도록  단면으로  보아  기판의 직경
보다 더 짧은 단추을 갖는 타원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변형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된  물체보다는  오히려,  물체가  예를들면  기판위를  이동함에 따라
서  따로따로  펴지도록  외팔보  형태의  아암이나  그  내부에  개방부를  한정하도록  인접한  다른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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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이  어떤  이중벽  구조,  환경적,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적  이유로  케이블이나 
파이프와  같은  기판을  피복하는  방법,  윤활(lubrication)  시스템,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특징  중 어
느 하나를 갖는 이중벽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키트(Kit)  및  피복된 기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설
명한다.  예를들면,  하나  이상의  이중벽  구조의  형태,  벽  재료,  크기,  물리적,  화학적  또는  전기적 
성질, 감마수단, 봉재료, 제조방법이나, 사용방법, 그리고 사용분야가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하나의  부재(member)에  인접해  있는  벽과  이러한  부재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미끄럼운동이 
없이  이중벽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미끄럼  운동에  의해  기다란  부재를  따라  계속해서  회전될  수  있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로 구성된 제품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이중벽은,

(a) 이중벽 사이에 폐쇄된 구역을 한정하며,

(b) 이중벽 사이에 고체나 액체로 구성된 감마수단을 가지고 있고,

(c) 탄성중합체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벽  사이에  제공된  액체가  배경화성인  경우에,  폐쇄된  구역의  체적은  기판에  인접해  있는  벽이 
양의  인장  변형하에  놓여지는  크기의  기판을  제품이  둘러싸고  있을때  이들  벽  사이의  평균분리가 평
균  벽두께의  10배  보다  적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튜브가  그와같은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튜브의 
한쪽  단부에  있는  외벽과  반대쪽  단부에  있는  내벽  사이에  가해진  축선방향  압축력을  받는다면 회전
하기 보다는 오히려 휘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공그라인을  피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는  부재에  인접한  벽과  이러한  부재 사
이에서의  상대적인  미끄럼운동이  없고  이중벽  사이에서의  상대적  미끄럼운동에  의해  기다란  부재를 
따라  연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갖추고  있는  제품을  공급라인  위로 회전시키
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판을  환경적으로  봉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튜브의  벽내의  인장이  봉재료의 
작용되도록  이중벽  구조의  튜브로  구성된  제품을  기판위에서  회전시킴으로써  봉재료를  기판에 대
해  가하고,  이중벽  튜브가  한쪽  부재에  인접해  있는  벽과  이러한  부재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미끄럼
운동이  업이  이중벽  사이에서의  상대적  미끄럼운동에  의해서  기다란  부재를  따라  연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중벽과,  그리고  1/sec의  전단율에서의  점성이  100/sec의  전단율에서의  점성보다 
5배  이상  큰  비뉴우톤  액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벽  사이에  위치하는  감마수단을  포함하고, 기판
에  인접한  벽과  기판  사이에서의  상대적  미끄럼운동이  없이  이들  사이에서의  상대적  미끄럼운동에 
의해 기판에 가해질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두개의  벽(2,  3)을  갖춘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상기  이중벽  a)  상기 두
개의  벽  사이로  폐쇄된  구역을  한정하고  있고,  b)  상기  두개의  벽  사이에  고체  또는  액체로 이루어
진  감마수단(4)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c)  탄성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에  있어서,  상기 감마
수단이  액체인  경우에,  상기  액체는  (i)  1/100sec의  전단율에서의  점도가  100/sec의  전단율에서의 
점도  보다  5배  큰  비뉴우톤  액체로  구성되어  있고,  (ii)  점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iii) 
26KPa/cm의  압력구배하에서  상기  이중벽의  상기  두개의  벽  사이의  윤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다란 
기판에  인접한  벽과  상기  기판  사이의  상대적인  미끄럼운동이  없이  상기  이중벽의  상기  두개의 벽
(2,  3)  사이의  상대적인  미끄럼운동에  의해서  상기  기판을  따라  연속적으로  회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감마수단이  폴리하이드릭  알코올,  수용성  중합체를  함유한  폴리하이드릭 알
코올이나  물기지의  용액,  실리콘,  하이드로카본  미네랄,  또는  식물성  오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제품.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벽이  미합중국  실험재료협회(ASTM)  D2303에  의해  정의되는  비트랙킹의 
탄성중합체 재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전기적  응력에  강한  특성을  제공하도록  상기  이중벽이  60Hz에서 10
7
 내지 10

10

Ω.cm의 임피던스를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고전압  케이블의  종단부나  접속부에  도전층을  제공하도록  상기  이중벽이 10
4

Ω.cm 이하의 비저항을 갖는 탄성중합체 재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일단부에 폐부재(18,  19)가  제공되어 있는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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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제품.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폐부재가  폐쇄된  단부  및  개방된  단부를  관형의  덮개(19)로  형성되어 있
으며,  상기  덮개(19)의  상기  개방된  단부가  상기  이중벽  구조의  튜브의  상기  일단부로  수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폐부재가 절두원추형 원추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청구항 9 

환경적  보호,  전기적  보호,  단열  또는  전도를  제공하도록  이중벽  구조의  튜브를  갖춘  제품으로 기다
란  기판을  피복하는  방법으로서,  상기제품을  상기기판으로  회전시키는  회전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제품이  상기  이중벽의  두개의  벽(2,  3)을  포함하고  있고,  상기  이중벽  (a)  상기  두개의  벽 사
이에  폐쇄된  구역을  한정하고  있고,  (b)  상기  두개의  벽  사이에  고체  또는  액체로  이루어진 감마수
단(4)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c)  탄성중합체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감마수
단이  액체인  경우에,  상기  액체는  (i)  1/100sec의  전단율에서의  점도가  100/sec의  전단율에서의 점
도 보다 5배 큰 비뉴우톤 액체로 구성되어 있고, (ii) 점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iii) 
26KPa/cm의  압력구배하에서  상기  이중벽의  상기  두개의  벽사이의  윤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상기 회
전단계가  상기  기판과  상기  기판에  인접한  벽  사이의  상대적인  미끄럼  운동이  없이  상기  두개의 벽
(2, 3)과 상기 기판사이의 상대적인 미끄럼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환경적 보호,  전기적 보호,  단열,  또는 전도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환경적 보호,  전기적 보호,  단열 또는 전도가 상기 제품에 의해 공급라인으로 전
달되는 물체에 의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환경적보호가 봉재료(24, 26)에 의해서 보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봉재료가  접착제,  매스틱,  또는  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봉재료가  10몰퍼센트  이하의  오레핀  불포화  농도와중량  평균  분자당  0.1 
내지 3의  교차결합수를 갖고 있는 비실리콘 중합체와,  액체 및  중합체의 중량을 근거로 20  내지 95%
의  양만큼  중합체내에  분산되어  있는  액체와,  그리고  임의적으로  상기  액체  및  상기  중합체에 분산
되어 있는 충전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  상기  제품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고정된  파이프로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전력케이블이니  전송케이블의  종단부  또는  접속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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