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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shielded cable device)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conductive loaded resin-bas

ed material)로 형성된다. 실드, 동축 차폐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차폐 케이블, 및 다중 와이어 차폐 케이블을 갖는 비

절연 도체가 개시된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베이스 수지 호스트 내에 미소 도전성 분말(들), 상기 베이스 

수지 호스트의 중량에 대한 도전성 섬유(들), 또는 도전성 분말과 도전성 섬유의 조합을 포함한다. 상기 도전성 분말(

들), 도전성 섬유(들), 또는 도전성 분말과 도전성 섬유의 조합의 중량의 비율은 약 0.20 내지 약 0.40이다. 상기 미소 

도전성 분말은 금속 도금될 수 있는 탄소, 흑연 등의 비금속으로, 또는 역시 금속 도금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니

켈, 구리, 은 등의 금속으로, 또는 비금속, 도금의 조합으로, 또는 금속 분말들의 조합으로 형성된다. 상기 미소 도전성

섬유는 바람직하게는 니켈 도금된 탄소 섬유, 스테인리스 스틸 섬유, 구리 섬유, 은 섬유 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차

폐 케이블 디바이스의 도전성 부여 수지계 도전성 실드는 사출 성형, 압축 성형, 또는 압출 성형에 의해 형성될 수 있

다. 상기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의 도전성 실드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소망의 형상으로 

용이하게 절단될 수 있는 박형의 가요성 직물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표도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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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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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h는 도전성 수지계 재료로 성형된 다양한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전성 재료가 분말을 포함하고 있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도전성 재료가 미소 도전성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를 도시하

는 도면.

도 4는 도전성 재료가 도전성 분말 및 미소 도전성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의 바람직한 제 3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a 및 도 5b는 도전성 직물형 재료가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로 형성되는 바람직한 제 4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단일의 압출 공정을 사용하여 단일의 도체, 비절연 케이블을 형성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케이블 실드 및 외피를 형성하도록 동시 압출 공정을 사용하여 차폐 케이블을 형성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직물형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사용하여 케이블 실드를 형성하도 록 권취/감기 공정을 사용하여 차폐 케

이블을 형성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비절연 와이어 2 :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

3, 7 : 절연 외피 4 : 도전성 코어

5 : 절연체 6 : 실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체적으로 참조에 의해 본원에 포함되는, 2003년 4월 15일자로 출원된 미국특허 가출원 제60/463,086호

및 2003년 7월 2일자로 출원된 미국특허 가출원 제60/484,399호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특허출원은 역시 전체적으로 참조에 의해 본원에 포함되는, 미국특허 가출원 제60/317,808호 (2001.2.15), 제60/

269,414호 (2001.2.16), 및 제60/317,808호 (2001.9.7)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특허출원 제10/075,778호로서 2

002년 2월 14일자로 출원된 일련번호 INT01-002의 일부 계속 출원인, 미국특허출원 제10/309,429호로서 2002년 

12월 4일자로 출원된 일련번호 INT01-002CIP의 일부 계속 출원이다.

본 발명은 차폐 케이블(shielded cable)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성형시에 베이스 수지(base resin) 내부에서 균질화

되는 미소 도전성 분말, 미소 도전성 섬유, 또는 그들의 조합을 구비하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conductive loaded

resin-based materials)로 성형된 차폐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차폐 케이블은 전자기 간섭(EMI) 또는 무선 주파수 간섭(RFI)이 관련되는 다수의 분야에서 사용된다. 전기 신호를 차

폐 케이블 내에서 경로설정함으로써, 상기 전기 신호는 상기 신호상에 결합될 수 있는 주위의 EMI/RFI 공급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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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호된다. 반대로, 차폐 신호는 적은 방사의 EMI/RFI 방출을 발생시킨다. 신호의 차폐는 종종 컴퓨터, 오디오 전자

기기, 항공 전자기기, 및 차량용 전자기기에서 필요하다.

차폐 케이블은 3가지 필수 구성요소, 즉 신호 배선, 실드, 및 외부 절연체를 포함한다. 상기 신호 배선은 단일의 와이

어 또는 다수의 와이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축 차폐 케이블은 단일의 신호 와이어를 포함한다. 이러한 와

이어는 절연 재료에 의해 둘러싸이는, 통상적으로 가닥의 또는 꼬인 금속인 도체를 포함한다. 다른 예로서, 절연된 도

체를 각각 포함하는 와이어들의 트위스트 페어(twisted pair)는 상기 케이블 내에서 경로설정될 수 있다. 또한, 각각 

절연된 도체를 포함하는 다수의 와이어는 상기 케이블을 통해 평행하게 경로설정될 수 있다. 차폐층은 상기 신호 배

선을 둘러싼다. 일반적인 적용시에, 이러한 차폐층은 dc 기준면에, 특히 접지면에 접속된다. 이러한 차폐층은 상기 차

폐된 신호 배선과 외부 공급원 및/또는 수신기 사이의 EMI/RFI 결합을 방지하는 패러디 케이지(Faraday cage)를 형

성한다. 마지막으로, 절연 재료로 이루어진 외피(outer jacket)는 상기 차폐층을 둘러싼다. 이러한 외피는 상기 차폐

층의 단락을 방지하고 습기나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상기 차폐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주위의 배리어로서 기능한

다.

몇가지 종래의 발명은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Horiuchi 등에 의한 미국특허 제6,084,2

95호에는 회로 보드상에 장착된 반도체 디바이스가 개시되어 있다. 와이어들은 상기 반도체 디바이스와 상기 회로 보

드 사이에 접착된다. 상기 와이어들은 수지 필름 절연체에 의해 둘러싸인 골드 와이어를 포함한다. 접착 이후에, 도전

성 수지 필름이 상기 와이어들과 상기 반도체 디바이스 위에 형성된다. 상기 도전성 수지 필름이 접지 전위로 설정되

면, 상기 접착된 와이어들은 동축 케이블 라인을 구성한다. 상기 도전성 수지는 은 충전재를 포함할 수 있다. Hosaka 

등에 의한 미국특허출원 제2002/0142653호에는 동축 케이블을 전기 신호원에 접속하기 위한 바인딩 부재 또는 커

넥터가 도시된다. 상기 바인딩 부재는 도전성 수지 재료로 구성된다. 상기 도전성 수지 재료는 열가소성 수지, 무연 솔

더, 및 분말 금속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Cooray 등에 의한 미국특허출원 제2003/0090345호에는 동축 케이블을 형

성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먼저, 폴리머/수지가 도체 둘레에 형성된다. 그후, 화학 반응에 의해 도전성 층이 

상기 폴리머/수지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상기 도전성 층은 상기 케이블의 도전성 실드를 형성한다. Stipes 등에 의한 

미국특허 제6,265,667호에는 동축 케이블 제조 방법이 개시된다. 중심 도체 둘레에는 압출에 의해 절연층이 형성된

다. 상기 절연층 둘레에 금속박, 폴리에스테르 테이프 및 금속끈을 감음으로써 차폐층이 형성된다. Buluschek에 의한

미국특허 제5,946,798호에는 동축 케이블 제조 방법이 개시된다. 중심 도체 및 절연층의 형성에 사용된 단계들이 개

시된다. 상기 절연층은 압출에 의해 형성된다. Moe 등에 의한 미국특허 제6,137,058호 및 제5,926,949호에는 각각 

동축 케이블 형성 방법이 개시된다. 중심 도체 둘레에는 압출에 의해 폴리에틸렌 폼(foam)이 형성된다. 도전성 실드

는 먼저 절연체 둘레에 원통형 형상을 형성한 후에 심(seam)을 용접함으로써 상기 절연체 둘레에 형성된다. 그후, 상

기 실드 둘레에는 폴리머로 이루어진 외피가 형성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효율적인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로 성형된 실드를 갖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로 성형된 케이블 실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기 케이블 실드는 

압출에 의해 형성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로 성형된 케이블 실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기 케이블 실드는 

직물형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감음으로써 형성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케이블 실드와 외피가 동시 압출되는 차폐 케이블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들에 따라,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가 달성된다. 상기 디바이스는 도체와 상기 도체를 둘러싸는 도

전성 실드를 포함한다. 상기 도전성 실드는 베이스 수지 호스트 내에 도전성 재료를 구비하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

료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목적들에 따라,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형성 방법이 달성된다. 상기 방법은 도체를 제공하는 단

계와 상기 도체 둘레에 도전성 실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도전성 실드는 수지 호스트 내에 도전성 재료

를 부가로 구비하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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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성형시에 베이스 수지 내부에서 균질화되는 미소 도전성 분말, 미소 도전성 섬유, 또는 그들의 조합을 구비

하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로 성형된 차폐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도전성 재료가 내재된 베이스 수지이고, 임의의 수지는 절연체보다는 도체를 

구성한다. 상기 수지는 성형품에 구조적인 일치를 제공한다. 상기 미소 도전성 섬유, 미소 도전성 분말, 또는 그들의 

조합은 전기적인 연속성을 제공하는 성형 공정 도중에 상기 수지 내부에서 균질화된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대부분 임의의 소망 형상 또는 크기를 제공하도록 성형 또는 압출될 수 있다. 또한, 

성형된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소망의 형상 및 크기를 제공하도록 이중-사출, 적층, 밀링으로 가공된 사출 

성형 또는 압출 성형된 시트 또는 바 스톡(bar stock)으로부터 절단, 스탬핑 또는 진공 성형될 수도 있다.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차폐 케이블의 열적 또는 전기적 도전 특징은 상기 재료에 필요한 구조적, 전기적 또

는 다른 물리적 특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장 또는 도핑 인자가 조절될 수 있는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의 조

성에 의존한다. 상기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선택된 재료는 성형 기술 및/또는 사출 성형, 이중-

사출, 열 성형, 돌출, 압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함께 균질화된다. 2D, 3D, 4D, 및 5D 디자인에 관련된 특징, 즉 성형

및 전기적인 특징은, 성형된 제품(들) 또는 형성된 재료(들) 내의 도전성 네트워크에 관련된 실제 제품들 및 폴리머 물

리특성의 성형 과정 도중에 달성될 수 있는 물리적 및 전기적 장점을 포함한다.

차폐 케이블의 제조시에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상기 재료를 소망의 형상 및 크기로 형성함으로

써 정밀한 허용오차를 용이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와 설계 및 제조 공정의 비용이 현저하게 절감된다. 상기 

차폐 케이블은 사출 성형, 이중 사출, 또는 압출 등의 종래의 형성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상 및 크기로 제조될 수 

있다. 성형시에,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통상적으로는, 약 5 내지 25 ohms per square의 바람직한 가용 도

전 범위만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도핑 인자 및/또는 수지 선택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저항이 달성될 수 있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상기 성형 공정 도중에 상기 베이스 수지 내에서 함께 균질화되는 미소 도전성 분말,

미소 도전성 섬유, 또는 그들의 임의의 조성물을 구비하고, 그에 따라 낮은 비용, 전기 도전성, 정밀한 허용오차의 제

품 또는 회로가 용이하게 생산된다. 상기 미소 도전성 분말은 탄소, 흑연, 아민 등으로, 및/또는 니켈, 구리, 은과 같은 

금속 분말로, 또는 도금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탄소 또는 흑연 등의 다른 형태의 분말을 사용하게 되면, 낮은 수준

의 전자 교환이 추가로 달성되며, 미소 도전성 섬유와의 조합에서 사용될 때 추가의 전기 전도성을 발생하며 성형 장

비의 윤활제로서 작용하는 미소 도전성 섬유 네트워크 내부의 미소 충전 소자가 생성된다. 상기 미소 도전성 섬유는 

니켈 도금된 탄소 섬유, 스테인리스 스틸 섬유, 구리 섬유, 은 섬유 등, 또는 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구성 재료는 임의의 폴리머 수지와 같은 재료이다. 제한적인 목록으로서가 아니라 본원에서는 예로서 주어지는 구성 

재료는 미국 메사추세츠 피츠필드 소재의 GE PLASTICS에 의해 제조된 폴리머 수지, 미국 메사추세츠 피츠필드 소

재의 GE PLASTICS에 의해 제조된 다른 범위의 플라스틱, 다른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다른 범위의 플라스틱, 미국 

뉴욕 워터포드 소재의 GE SILICONES에 의해 제조된 실리콘, 또는 다른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다른 가요성 수지계 

고무 화합물일 수 있다.

미소 도전성 분말, 미소 도전성 섬유, 또는 그들의 조합이 내장된 수지계 구성 재료는 소망의 형상 및 크기를 형성하

도록 사출 성형 또는 이중 사출, 또는 압출 등의 종래의 성형 방법을 사용하여 성형될 수 있다. 상기 성형된 도전성 부

여 수지계 재료는 원하는 대로 형성하기 위해 스탬핑, 절단 또는 밀링 가공되어 상기 히트 싱크의 소망 형상 형성 인

자(들)를 생성할 수도 있다. 상기 내장된 수지 내부의 미소 도체와 관련된 방향성 및 도핑 조성물은 상기 차폐 케이블

의 전기적 및 구조적인 특징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몰드 디자인, 게이트 및/또는 돌출 디자인(들)에 의해, 및/또

는 상기 성형 공정 자체의 도중에 정밀하게 제어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베이스 수지는 매우 높은 융점 또는 특정한 열 

전도성과 같은 소망의 열적 특징을 얻도록 선택될 수 있다.

수지계 샌드위치형 적층물은 랜덤 또는 연속 웹형(webbed) 미소 스테인리스 스틸 섬유 또는 다른 도전성 섬유로 제

조되어 직물형 재료를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웹형 도전성 섬유는, 섬유 함유물(들), 방위(들) 및 형상(들)에 있어서 

별개로 설계될 때 매우 높은 도전성의 가요성 직물형 재료를 생성하게 되는, 테프론(Teflon), 폴리에스테르(Polyeste

rs), 또는 임의의 수지계 가요성 또는 강성 재료(들)와 같은 재료들에 적층될 수 있다. 상기 직물형 재료는 인간의 의

류 뿐만 아니라 고무(들) 또는 플라스틱(들)과 같은 다른 수지 재료에 내장될 수 있는 차폐 케이블을 형성하는데 사용

될 수도 있다. 적층물 또는 직물형 재료의 일부로서 웹형 도체로서의 도전성 섬유를 사용하면, 상기 섬유는 이음매 없

이 겹쳐질 수 있는 길이에 걸쳐 약 3 내지 13 미크론, 통상적으로는 약 8 내지 12 미크론 또는 약 10 미크론 정도의 

직경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미소 도전성 섬유 및/또는 미소 도전성 분말과, 부식 및/또는 금속 전해에 대한 

저항을 가지는 수지를 선택함으로써, 부식 및/또는 금속 전해에 대한 저항을 가지도록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

식/전해 저항을 갖는 수지가 스테인리스 스틸 섬유 및 탄소 섬유/분말에 혼합되면, 부식 및/또는 금속 전해 저항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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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가 얻어진다.

본 발명에서 기술된 수지와 미소 도전성 섬유 및/또는 미소 도전성 분말의 균질한 혼합은 도핑으로서 기술될 수도 있

다. 즉, 상기 균질한 혼합은 통상적으로 비-도전성의 수재 재료를 도전성 재료로 변환시킨다. 이러한 공정은 상기 도

핑 공 정과 유사하고, 그에 의해 실리콘 등의 반도체 재료는 반도체 디바이스 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도너(donor)/억셉

터(acceptor) 이온의 도입을 통해 도전성 재료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도핑이라는 용어는 미소 

도전성 섬유 및/또는 미소 도전성 분말을 베이스 수지에 균질하게 혼합하는 공정을 통해 통상적으로 비-도전성의 수

지 재료를 도전성 재료로 변환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제, 도 1a 내지 도 1h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차폐 케이블의 몇가지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된다. 이러한 실시예들

은 도전성 수지계 재료로 성형된 다양한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를 도시한다. 본 발명의 몇가지 중요한 양태는 하기에 

도시 및 설명된다.

이제, 도 1a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차폐 케이블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가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는 비절연 와이어(1)상에 형성된다. 특히,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는 비피복 와

이어(1)상으로 압출 성형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상기 도체(1)는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실드(2)에 대해 전기적으로

단락된다. 즉,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의 미소 도전성 섬유 및/또는 미소 도전성 분말의 네트워크는 상기 와

이어(1)와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 사이에 전기 단락이 존재하도록 상기 와이어(1)에 접촉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시예에서, 상기 차폐층(2)은 상기 도체(1)에 대해 단락된다. 상기 도체(1)는 임의의 도전성 재료, 특히 본 기

술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은 구리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도체(1)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다수의 금속 가닥이 함께 권취된 가닥형 케이블 또는 중실 금속편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안테나 또는 히터, 또는 안테나와 히트 싱크의 조합과 같은 디바이스를 형성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상기 와이어(1)와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의 조합은 유용한 안테나 또는 안테나 루프를 형성할 수 있다. 선

택적으로, 상기 와이어(1)와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의 조합은 히팅 디바이스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상에 인가된 순방향 전압은 전자 충돌을 생성하고, 그에 따라 우수한 복사열 디바이

스가 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는 상기 와이어(1)용 히트 싱크 디바이스로서 작용할 수 있

다. 이는 상기 와이어(1)가 안테나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유용한 조합이다.

이제, 도 1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차폐 케이블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가 도시된다. 이 경우에, 절연 외피(3)가 상기

제 1 실시예의 디바이스에 추가된다. 상기 절연 외피(3)는 상기 와이어(1) 및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가 단락

없이 경로설정되거나 취급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절연 외피(3)는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상에 비-도전성 

수지계 재료를 압출 성형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도 1c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차폐 케이블의 바람직한 제 3 실시예가 도시된다. 여기서, 와이어(4, 5)는 도전성 

코어(4)와 절연체(5)를 포함한다. 상기 절연체(5)는 상기 도전성 코어(4)를 둘러싼다. 도전성 부여 수지계 실드(6)는 

상기 절연체(5)를 둘러싼다. 마지막으로 절연 외피(7)는 상기 실드(6)를 둘러싼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실드(6) 및 상

기 코어 도체(4)는 단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실시예의 차폐 케이블은 통상적으로 동축 차폐 케이블 

또는, 단순히, 동축 케이블이다. 두가지 신호가 상기 동축 차폐 케이블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하나의 신호는 상기 코

어 도체(4)에 의해 전송되고, 다른 신호는 상기 실드(6)에 의해 전송된다. 예시적으로, 상기 실드(6)는 dc 기준면 또는

접지 신호에 접속되고 상기 코어 도체(4)는 신호에 접속된다.

상기 도체(4)는 임의의 도전성 재료를 포함할 수 있고, 특히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구리 또는 알루미늄 등

의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도체(4)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다수의 금속 가닥이 함께 권취된 가닥형 

케이블 또는 중실 금속편을 포함할 수 있다. 절연체(5)는 상기 도체(4)를 둘러싼다. 상기 절연체(5)는 비-도전성 및 

가요성인 폴리에틸렌과 같은 재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실드(6)와 상기 절연 외피(

7)는 동시 압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절연 와이어(4, 5)는 제 1 압출 성형기를 통해 인출되어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실드(6)를 형성하고, 이어서 제 2 압출 성형기를 통해 인출되어 상기 절연 외피(7)를 형성한

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실드(6) 및 상기 절연 외피(7)는 상기 실드(6)와 상기 외피(7) 사이의 접착을 최적화하기

위해 동일한 베이스 수지 재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기 실드(6)와 상기 외피(7)는 상이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은 커넥터는 제 3 실시예의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의 상기 실드(6)를 접지 기준면에 접속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도시되지 않은 납땜가능한 층은 선택적으로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실드(6)의 표면 위에 형성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속층이 도금 또는 코팅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형성 방법이 금속 도금이면, 상기 도전

성 부여 수지계 재료로 이루어진 수지계 구성 재료는 금속 도금될 수 있는 재료이다. 금속층으로 도금될 수 있는 폴리

머 수지는 다수가 있다. 예를 들어, GE Plastics, SUPEC, VALOX, ULTEM, CYCOLAC, UGIKRAL, STYRON, CYC

OLOY가 금속 도금될 수 있는 몇몇 수지계 재료이다. 상기 금속층은 예를 들어, 전기도금 또는 물리 기상 증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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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될 수 있다.

이제, 도 1d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4 실시예가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제 3 실시예의 차폐 케이

블 디바이스에 제 2 도체(8)가 추가된다. 상기 제 2 도체(8)는 상기 절연 와이어(4, 5)에 평행하게 연장된다. 상기 제 2

도체(8)는 상기 절연층(5)에 의해 상기 제 1 도체(4)로부터 분리된다. 상기 도전성 실드(7)는 상기 제 1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기 제 2 도체(8)는 예를 들어 금속 커넥터를 사용하여 또

는 납땜에 의해 상기 제 2 도체의 노출된 단부를 간단하게 부착함으로써 상기 도전성 실드(7)를 접지 기준면 또는 dc 

기준면에 용이하게 접속시킨다. 결과적인 동축 케이블 디바이스는 가닥형 금속 와이어의 금속박, 금속 테이프를 사용

하는 경우보다 도전성 실드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비용 면이나 제조상의 융통성 

면에서 유리하다. 상기 제 2 도체(8)는 임의의 도전성 금속 재료, 특히 구리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2 도체(8)는 다수의 와이어 가닥이 함께 권취되는 가닥형 케이블 또는 중실 금속편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제, 도 1e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5 실시예가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배선은 와이어들의 트위

스트 페어(a twisted pair of wires)를 포함한다. 제 1 와이어는 도체(9) 및 절연체(10)이다. 또한, 제 2 와이어는 도체

(11) 및 절연체(12)이다. 상기 제 1 및 제 2 와이어는 함께 꼬인다. 이러한 형태의 트위스트 와이어 구조는 본 기술분

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다양한 신호 전달체계에서 특히 유용하다. 실드(13)는 본 발명에 따른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

료를 포함한다. 상기 실드(13)는 상기 트위스트 페어 위로 압출 성형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연 외피(1

4)는 상기 실드(13) 위로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실드(13)와 상기 외피(14)는 동시 압출 성형에 의해 형성된다

. 도시되지 않은 커넥터는 제 5 실시예의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의 실드(13)를 접지 기준면에 접속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선택적으로, 도시되지 않은 납땜가능한 층은 선택적으로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실드(13)의 표면 위로 형성될 

수 있다.

이제, 도 1f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6 실시예가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비절연 접지 도체(15)가 상기 

제 5 실시예의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에 추가된다. 상기 접지 도체(15)는 상기 트위스트 페어(9, 10, 11, 12)에 평행하

게 연장된다. 상기 도전성 실드(13)는 상기 제 1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포함한다. 그러

나, 상기 접지 도체(15)는, 예를 들어 금속 커넥터를 사용하여 또는 납땜에 의해 상기 제 2 도체의 노출된 단부를 간단

하게 부착함으로써 상기 도전성 실드(13)가 접지 기준면 또는 dc 기준면에 용이하게 접속될 수 있도록 상기 도전성 

실드(13)에 접착된다. 결과적인 동축 케이블 디바이스는 가닥 형 금속 와이어의 금속박, 금속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 도전성 실드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비용 면이나 제조상의 융통성 면에서 유

리하다. 상기 접지 도체(15)는 임의의 도전성 금속 재료, 특히 구리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접지 도체(

15)는 다수의 와이어 가닥이 함께 권취되는 가닥형 케이블 또는 중실 금속편을 포함할 수 있다. 절연 외피(14)는 상기

실드(13) 위로 형성된다.

이제, 도 1g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7 실시예가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와이어들(9 내지 18)의 다수의,

예를 들어 수백 쌍의, 트위스트 페어는 상기 차폐 케이블 내에서 경로설정된다. 비절연 접지 와이어(19)는 상기 도전

성 부여 수지계 실드(13)에 대한 용이한 접속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절연 외피(14)는 상기 실드(13) 위로 형성된다.

이제, 도 1h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8 실시예가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다수의 와이어(21 내지 28)는 

상기 차폐 케이블 내에서 경로설정된다. 비절연 접지 와이어(20)는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실드(28)에 대한 용이한 

접속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절연 외피(14)는 상기 실드(13) 위로 형성된다.

본 발명의 신규한 동축 케이블 디바이스는 몇가지 제조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도전성 실드(16)의 형성에 사

용되는 단일의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용이하게 성형, 절단, 스탬핑, 기계가공 또는 밀링될 수 있다.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의 차폐 케이블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 도시된다. 상기 제 1 실시예의 차폐 케

이블은 비절연 도체(1) 및 도전성 부여 수지계 실 드(2)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 상기 도전성 실드는 압출 성형법에 의

해 형성된다. 제조 공정(55)의 단순화된 개략도가 도시된다. 화살표는 상기 제조 공정(55)의 각각의 단계에서 차폐 케

이블(1, 2)의 상태를 지시한다. 상기 공정(55)은 미리 형성된 비절연 도체(74)가 스풀 또는 릴(70)상에 미리 권취된 

상태에서 개시한다.

상기 도체 와이어(74)는 입력 릴(70)로부터 상기 제조 라인(55)으로 공급된다. 상기 도전성 실드(2)는 제 1 압출기(8

2)에서 압출 성형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상기 수지계 재료와 도전성 재료의 합성 혼합물은 상

기 제 1 압출기(82)에로 연속으로 공급되고 균질하게 혼합된다. 상기 합성 재료는 상기 도체(1)의 표면에 적용되어, 

상기 도체(1) 둘레에 미리 규정된 두께의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를 형성한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

는 상기 베이스 수지를 경화시키도록 가열된다. 부분적으로 조립된 동축 케이블(86)은 상기 제 1 압출기(82)를 벗어

나 냉각 챔버(90)에 진입하여 상기 경화를 완성하고, 상기 차폐 케이블(110)을 마감 케이블 릴(114)상으로 권취하기 

위해 상기 도전성 실드를 제 2 압출기(94)에 대해 적합한 온도로 만든다.

특히 도 7을 참조하면, 차폐 케이블을 형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190)이 도시된다. 이 경우에, 상기 차폐 케이블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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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된 도전성 와이어(4, 5), 접지 도체(8), 도전성 부여 수지계 실드(6), 및 절연된 외피(7)를 구비한다. 동축 차폐된 케

이블이 도시되지만, 이 기술은 트위스트 페어, 다수의 트위스트 페어, 또는 다수의 와이어를 갖는 차폐 케이블을 제조

하기 위해 용이하게 변형될 수 있다. 본 방법(190)에서, 도전성 실드(6) 및 외피(7) 케이블은 압출 성형에 의해 형성된

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동시 압출 방법이다.

상기 제조 공정(190)의 간략화된 개략도가 도시된다. 신규한 차폐 케이블은 상기 제조 공정의 각각의 단계에서 상기 

케이블의 상태를 지시하는 화살표로 도시된다. 상기 공정(190)은 미리 형성된 절연 도체(4, 5)가 제 1 스풀 또는 릴(2

12)상으로 미리 감겨있는 상태에서 개시된다. 이 지점에서, 절연체층(202)은 상기 중심 도체(194) 둘레에 미리 형성

된다. 선택적으로, 상기 제 1 릴(212)은 도시되지 않은 제 1 공정을 통해 공급되는 도체 와이어(4)만을 유지할 수 있

고, 여기서 절연층(5)이 상기 도체(4) 둘레에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제 2 입력 릴(216)은 접지 도체(8)를 유지한다. 중심 도체/절연체(214) 및 접지 도체(198)는 먼저, 제 

1 및 제 2 입력 릴(212, 216)로부터 풀린 후에 조합된 케이블(220)로서 상기 제 1 압출기(224)로 진행된다. 그후, 상

기 제 1 압출기(224)에서 압출 성형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도전성 실드(206)가 형성된다. 상술된 바와 같은, 수지계 

재료와 도전성 재료의 합성 혼합물은 상기 제 1 압출기(224)에 연속적으로 공급되어 균질하게 혼합된다. 상기 합성 

재료는 상기 절연체(202) 및 상기 제 2 도체(198)의 표면에 적용되어, 상기 절연체(202) 및 상기 제 2 도체(198) 둘

레에 미리 규정된 두께의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06)를 형성한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206)는 상기 베

이스 수지를 경화시키도록 가열된다. 부분적으로 조립된 동축 케이블(228)은 상기 제 1 압출기(224)를 벗어나 냉각 

챔버(232)에 진입하여 상기 경화를 완성하고, 상기 도전성 실드를 제 2 압출기(236)에 대해 적합한 온도로 만든다.

제 2 압출기(236)에서, 비-도전성 수지계 재료(7)는 상기 도전성 실드(6)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상기 비-도전성 수지

계 재료(7)는 상기 도전성 실드(6)의 표면에 적용되어 상기 도전성 실드(6) 둘레에 미리 규정된 두께를 형성한다. 상

기 비-도전성 수지계 재료(7)는 상기 베이스 수지의 경화시키도록 가열된다. 부분적으로 조립된 동축 케이블(240)은 

제 2 압출기(236)를 벗어나 냉각 챔버(244)에 진입하여 상기 경화를 완성하고, 완성된 케이블(252)을 마감 케이블 릴

(256)상에 권취하기에 적합한 온도로 만든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6)의 베이스 수지는 우수한 접착을 생성

하도록 상기 외피(7)에 사용된 수지와 동일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의 본질적인 양태는 아

니다.

이제,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를 형성하는 다른 방법(270)이 도시된다. 이 경우에, 상기 차

폐 케이블의 도전성 실드(6')는 감기 방식으로 형성된다. 상기 제조 공정(270)의 간략화된 개략도가 도시된다. 신규한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는 상기 제조 공정의 각각의 단계에서 상기 케이블의 상태를 지시하는 화살표로 도시된다. 동축

차폐 케이블이 도시되지만, 이 기술은 트위스트 페어, 다수의 트위스트 페어 또는 다수의 와이어를 갖는 차폐 케이블

을 제조하기 위해 용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

상기 공정(270)은 미리 형성된 절연 도체(4, 5)가 제 1 입력 스풀 또는 릴(292)상으로 미리 감겨있는 상태에서 개시

된다. 이 지점에서, 절연체층(5)은 상기 중심 도체(4) 둘레에 미리 형성된다. 선택적으로, 상기 제 1 입력 릴(292)은 

도시되지 않은 제 1 공정을 통해 공급되는 도체(4)만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서 절연 층(5)이 상기 도체(4) 둘레에 형

성된다.

제 2 입력 릴(296)은 접지 도체(8)를 유지한다. 중심 도체/절연체(294) 및 접지 도체(278)는 먼저, 제 1 및 제 2 입력 

릴(292, 296)로부터 풀린 후에 조합된 와이어(300)로서 권취기(302)로 진행된다. 상기 권취기(302)에서 감기 또는 

권취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도전성 실드(286)가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본 발명에

서 상술한 바와 같이 도전성 부여 수지계 직물형 재료로 미리 형성된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직물형 재료(303)는

권취기(302) 내의 릴(304)상으로 미리 권취된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직물(303)은 절연체(282) 및 접지 도체(2

78)의 표면에 권취 또는 감겨서, 상기 절연체(282) 및 상기 접지 도체(278) 둘레에 미리 규정된 두께의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6')를 형성한다. 상기 도전성 실드(6')는 단일 감기 방향 또는 다수의 감기 방향의 꼬임형 또는 가닥형 도

전성 부여 수지계 직물(6')을 포함할 수 있다.

이어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동축 케이블(306)은 압출기(310)에 진입한다. 여기서, 비-도전성 수지계 재료(7)는 도전

성 실드(286)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상기 비-도전성 수지계 재료(7)는 상기 도전성 실드(6')의 표면에 적용되어 상기 

도전성 실드(6') 둘레에 미리 규정된 두께를 형성한다. 상기 비-도전성 수지계 재료(7)는 상기 베이스 수지를 경화시

키도록 가열된다. 부분적으로 조립된 동축 케이블(314)은 압출기(310)를 벗어나 냉각 챔버(318)에 진입하여 상기 경

화를 완성하고, 완성된 케이블(322)을 마감 케이블 릴(326)상에 권취하기에 적합한 온도로 만든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로부터 상기 동축 케이블 디바이스를 형성하는 선택적인 방법은 이중 사출, 적층, 밀링,

스탬핑, 또는 절단을 포함한다. 밀링 및 절단은 블럭 또는 시트로 미리 경화되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상에서 수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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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통상적으로 도체 입자로 이루어진 미소 분말(들) 및/또는 베이스 수지 호스트 내에서

균질화되는 미소 섬유(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도 2는 베이스 수지 호스트(30)에 도체 입자(34)로 이루어진 분말을 갖

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32)의 일예의 단면도를 도시한다. 본 예에서, 상기 분말 내의 도체 입자(34)의 직경(D)은

약 3 내지 12 미크론 사이이다.

도 3은 베이스 수지 호스트(30)에 도체 섬유(38)를 갖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36)의 일예의 단면도를 도시한다. 

상기 도체 섬유(38)는 약 3 내지 12 미크론, 통상적으로는 10 미크론 정도 또는 약 8 내지 12 미크론의 직경과, 약 2 

내지 14㎜의 길이를 갖는다. 이러한 도체 입자(34) 또는 도체 섬유(38)에 사용된 도체는 스테인리스 스틸, 니켈, 구리,

은, 또는 다른 적절한 금속 또는 도전성 섬유, 또는 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도체 입자 및/또는 섬

유는 베이스 수지 내에서 균질화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약 5 내지 25 ohms per sq

uare의 저항을 가지며, 도핑 인자 및/또는 수지 선택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저항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을 실

현하기 위해, 상기 베이스 수지 호스트(30)에 대한 본 예의 도체 입자(34) 또는 도체 섬유(38)에서의 상기 도체 재료

의 중량의 비율은 약 0.20 내지 0.40이며, 바람직하게는 약 0.30이다. 직경이 8 내지 11 미크론이고 길이가 4 내지 6

㎜이며, 수지 중량에 대한 섬유 중량의 비율이 0.30인 스테인리스 스틸 섬유는 임의의 EMF 스펙트럼에서 유효한 매

우 높은 도전성 인자를 생성한다.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고, 여기서 도전성 

재료는 성형 공정 도중에 상기 베이스 수지(30) 내에서 함께 균질화되는 도전성 분말(34)과 미소 도전성 섬유(38)의 

조합을 구비한다.

이제,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면,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의 바람직한 조성물이 도시된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

지계 재료는 차후에 도전성 직물에 엮이거나 웹형으로 되는 섬유 또는 직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

계 재료는 도시된 바와 같이 엮일 수 있는 가닥(strand)들로 형성된다. 도 5a는 도전성 직물(42)을 도시하고, 여기서 

상기 섬유들은 섬유 또는 직물로 이루어진 2-차원 위브(46, 50; weave)에 함께 엮인다. 도 5b는 도전성 직물(42')을 

도시하고, 여기서 상기 섬유들은 웹형 배열로 형성된다. 상기 웹형 배열에서, 상기 도전성 섬유의 하나 이상의 연속 가

닥은 무작위 형태로 안착된다. 결과적인 도전성 직물(42)(도 5a 참조)과 직물(42')(도 5b 참조)은 매우 박형으로, 두껍

게, 강성으로, 가요성으로 또는 고체 형태로 제조될 수 있다.

유사하게, 도전성이지만, 직물형인 재료는 엮인 또는 웹형인 미소 스테인리스 스틸 섬유, 또는 다른 미소 도전성 섬유

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엮인 또는 웹형인 도전성 직물은 폴리에스테르(들), 테프론(들), 케블라(들)(Kevl

ar) 또는 임의의 다른 소망의 수지계 재료(들) 등의 재료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층으로 적층된 샌드위치 형태로 이

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도전성 직물은 소망 형상 및 크기로 절단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제, 본 발명의 장점을 요약한다. 효율적인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가 달성된다.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를 형성하는 방

법이 달성된다. 상기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로 성형된 실드를 갖는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

지계 재료로 성형된 케이블 실드는 상기 케이블 실드가 압출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에 달성된다. 상기 도전성 부여 수

지계 재료로 성형된 케이블 실드는 상기 케이블 실드가 직물형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감음으로써 형성되는 경우

에 달성된다. 차폐 케이블은 상기 케이블 실드 및 상기 외피가 동시 압출되는 경우에 달성된다.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신규한 방법 및 디바이스는 종래 기술에 비해 효율적이며 제

조상의 융통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로 특정하게 도시 및 설명되었지만, 형태 및 상세의 다양한 변화가 본 발명의 정

신 및 범위로부터 일탈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라면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체와,

상기 도체를 둘러싸는 도전성 실드를 포함하고,

상기 도전성 실드는 베이스 수지 호스트(base resin host) 내에 도전성 재료를 구비하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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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 호스트에 대한 상기 도전성 재료의 비율은 중량비로 약 0.20 내지 약 0.40인 차폐 케이

블 디바이스.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금속 분말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분말은 니켈, 구리, 또는 은이거나, 니켈, 구리, 또는 은으로 도금된 재료인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분말은 약 3㎛ 내지 약 12㎛의 직경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비금속 분말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비금속 분말은 탄소, 흑연, 또는 아민계 재료인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금속 분말 및 비금속 분말의 조합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미소 도전성 섬유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미소 도전성 섬유는 니켈 도금된 탄소 섬유, 스테인리스 스틸 섬유, 구리 섬유, 은 섬유 또는 

그들의 조합인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미소 도전성 섬유 편들은 각각 약 3㎛ 내지 약 12㎛의 직경과 약 2㎜ 내지 약 14㎜의 길이를 

갖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도전성 분말과 도전성 섬유의 조합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체는 절연층이 둘레에 배치된 와이어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의 일부분 위에 금속층을 부가로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에 매립되는 접지 도체를 부가로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를 둘러싸는 절연 외피(insulating outer jacket)를 부가로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외피는 수지계 재료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의 상기 수지 호스트는 상기 절연 외피의 상기 수지계 재료와 동일한 재료 조성

물인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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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추가 도체를 부가로 포함하고,

상기 추가 도체는 절연층이 둘레에 배치된 와이어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도체 및 상기 추가 도체는 함께 꼬여서 신호 와이어들의 트위스트 페어(twisted pair)를 형

성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추가의 신호 와이어들의 트위스트 페어를 부가로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22.
절연층이 둘레에 배치된 와이어를 포함하는 도체와,

베이스 수지 호스트 내에 도전성 재료를 구비하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포함하고, 상기 도체를 둘러싸는 도전

성 실드와,

상기 도전성 실드를 둘러싸는 절연 외피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 호스트에 대한 상기 도전성 재료의 비율은 중량비로 약 0.20 내지 약 0.40인 차폐 케이

블 디바이스.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금속 분말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비금속 분말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 블 디바이스.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금속 분말과 비금속 분말의 조합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미소 도전성 섬유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28.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도전성 분말과 도전성 섬유의 조합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29.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의 일부분 위에 금속층을 부가로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30.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에 매립된 접지 도체를 부가로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31.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외피는 수지계 재료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32.
제 22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추가 도체를 부가로 포함하고,

상기 추가 도체는 절연층이 둘레에 배치된 와이어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도체 및 상기 추가 도체는 함께 꼬여서 신호 와이어들의 트위스트 페어를 형성하는 차폐 케

이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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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추가의 신호 와이어들의 트위스트 페어를 부가로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청구항 35.
도체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도체 둘레에 도전성 실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도전성 실드는 수지 호스트 내에 도전성 재료를 부가로 구비하는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포함하는 차폐 케

이블 디바이스 형성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 호스트에 대한 상기 도전성 재료의 비율은 중량비로 약 0.20 내지 약 0.40인 차폐 케이

블 디바이스 형성 방법.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를 도전성 분말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형성 방법.

청구항 38.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미소 도전성 섬유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형성 방법.

청구항 39.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재료는 도전성 분말과 도전성 섬유의 조합을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형성 방

법.

청구항 40.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도체를 인출하는 단계,

상기 인출된 도체상에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압출하여 상기 도전성 실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경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형성 방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상으로 절연 외피를 압출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형

성 방법.

청구항 42.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도체를 인출하는 단계, 및

상기 인출된 도체상으로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를 감아서 상기 도전 성 실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는 도전성 직물로 미리 형성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형성 방법.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상으로 절연 외피를 압출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형

성 방법.

청구항 44.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실드의 일부분 위에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

스 형성 방법.

청구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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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부여 수지계 재료 둘레에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금속층을 도금 또는 코팅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차폐 케이블 디바이스 형성 방법.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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