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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연성이 낮은 광섬유

요약

가연성이 낮은 광섬유는 루스 튜브(loose tube) 또는 타이트 버퍼(tight buffer) 구조 내에 복수의 광섬유를 포함한다. 예

를 들면, 버퍼 튜브 자켓은 내화물(flame retardant material)로 만들어진다. 방향족 폴리아미드 섬유(aromatic

polyamide fiber)로 만들진 강화 부재가 상기 버퍼 튜브 자켓을 둘러싼다. 외층 자켓이 상기 강화 부재를 둘러싸며, 상기

버퍼 튜브 자켓 및 외층 자켓은 플루오르폴리머에 기초한 폴리머 및 나노 점토 첨가물을 포함하는 혼합물로 형성된다. 이

와 같이 구성되는 가연성이 낮은 섬유는 NFPA 255/NFPA 259 시험 요건을 통과한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섬유 케이블의 단면도이다.

도 1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섬유 케이블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섬유 케이블의 측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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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난연 케이블(plenum cable)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가연성 낮은 광섬유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안전 전문가들은 덕트, 플레넘(plenum), 천장 공간 플레넘(ceiling cavity plenum), 이중 바닥 플레넘(raised floor

plenum) 내에 설치되는 케이블에 대해 오랫동한 연구해 왔다. 통상적으로, 빌딩을 통과하는 공기는 플레넘을 통하여 순환

된다. 따라서, 이러한 플레넘 내에 채용되는 모든 물질의 화염 및 연기 특성들이 매우 중요하다.

케이블 성능을 결정하는 하나의 예는, 일반적으로 스타이너 터널 시험(Steiner Tunnel test)이라고 알려진 미 보험자연구

소(Underwriter Laboratories) 에 의해 개발된 방법에 기초하며, 이는 NFPA 262라 불린다.

그러나, 원격 통신의 급격한 발전에 부응하여, 빌딩 내부의 공기 통로에 대량의 케이블이 축적되게 되었다. 그 결과, 미 보

험자연구소(UL, Underwriter Laboratory)는 NFPA 90A의 2002년 판에 따르면 천장 공간 및 이중 바닥 플레넘에 사용하

기 위한 가연성이 낮은 물질(Limited Combustible material)의 표면 연소 및 발열 요건을 따르는 케이블 제품을 위한 사용

가능 소재의 개관 2424(Outline of Understanding subject 2424)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케이블은 또한 국제 전기 코드

(National Electrical Code)의 725, 760, 770, 800, 820, 및 830 항을 따른다.

1999 공기 조절 및 통풍 시스템의 설치 기준(1999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ng

System (NFPA 90A))은, 공기에 노출되는 물질이 NFPA 255에 따라 시험될 때 50의 최대 연기발생지수를 가지는 불연성

이거나 또는 제한된 가연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상기 NFPA 255에 따른 시험은 건축 재료의 표면 연소 특성의 표준 시

험 방법(Standard Method of Test of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이다.

이러한 요건은, 이러한 공간에 설치되는 와이어 및 케이블이 NFPA 262 에 따른 시험에서 특정 화염 진행 및 연기의 광학

적 밀도 한계를 만족할 경우에는, 특정 화염 확산 및 연기 광밀도 제한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NFPA 262

에 따른 시험은 공기 소통 공간에 사용되는 와이어 및 케이블의 화염 이동 및 연기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Standard

Method of Test for Flame Travel and Smoke of Wires and Cables for Use in Air-Handling Space)이다. 상기 예외적

인 특징은 최대 5ft의 화염 확산, 최고 0.5의 광밀도 제한, 및 평균 0.15의 광밀도 제한의 요건을 포함한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치(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에 관한 별개의 기준 NFPA 13-02는, 플레넘 영역

이 불연성이거나 또는 가연성이 낮은 경우 스프링클러 보호 없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을 요구한다. 상기 표준은 노출된 가

연성 소재를 포함하는 플레넘과 같은 숨은 공간이 특정 스프링클러 배치를 가진 위험성이 낮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사용

하여 보호될 것을 요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더욱 엄격한 내화 요건을 만족시키고, 추가적인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피하기 위해, 전술한 NFPA 225/NFPA 259

조건을 만족하거나 초과하는 가연성이 낮은 광섬유 케이블이 요구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따르면, 루스 튜브 구조(loose tube arrangement) 내에 복수의 광섬유를 포함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루스 튜브는 내연, 내화 열가소성 코팅을 특징으로 하는 가연성이 낮은 광섬유 케이블이 제공된다. 상기 튜브는,

열가소성 물질로 만들어진 전체적인 튜브 외피로 커버된다. 내연, 내화 열가소성 물질로 만들어진 외층 자켓이 튜브 외피

위에 배치된다. 상기 외층 자켓 및 튜브 외피 사이의 공간은, 내연, 내화 특성을 나타내는 강화 물질로 채워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튜브 물질 및 외층 자켓 물질은 플루오르폴리머에 기초한 폴리머 및 나노 점토 첨가물

(nanoclay additive)을 포함하는,내화성(flame retardant) 플루오르폴리머 절연 혼합물로 만들어진다. 더욱이, 플루오르

폴리머(fluoropolymer)에 기초한 폴리머는,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polytetrafluoroethylene) 플루오르카본

(fluorocarbon), 불화 에틸렌/프로필렌(FEP, fluorinated ethylene/propylene) 플루오르카본(fluorocarbon), 퍼플루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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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콕시(PFA, perfluoroalkoxy) 플루오르카본(fluorocarbon), 에틸렌 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ETFE, ethylene

tetrafluoroethylene) 플루오르폴리머(fluoropolymer), 폴리비닐리덴(PVDF, polyvinylidene)의 플루오르폴리머

(fluoropolymer), 에틸렌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틸렌(ECTFE, ethylene chlorotrifluoroethylene) 플루오르폴리머

(fluoropolymer), 및 불화 염화 호모폴리머(fluoro-chlorinated homopolymer), 코폴리머(copolymer), 터폴리머

(terpolymer)의 화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다. 나노 점토 첨가물은, 합성 실리케이트 몬모릴로나이트(synthetic

silicate montmorillonite), 자연층 실리케이트 몬모릴로나이트(natural layered silicate montmorillonite), 및 층이진 알

루미나 실리케이트(layered alumna-silicate)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강화 물질

은 방향족 폴리아미드 물질로 만들어진다. 강화 물질로 사용되는 물질의 일 예는 케블라(Kevlar) 또는 트와론(Twaron) 이

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른 강화 물질은, 알루미나와 같은 세라믹 및 내화 섬유(refractory fiber), S-글라스 섬유

(S-glass fiber)와 같은 바람직한 소다(soda) 함량을 갖는 유리 섬유, 및 유기 탄소(organic carbon)에 기초한 섬유, 또는

다른 물질들로 된 강화 부재 섬유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 섬유를 포함한다.

전술한 물질로 만들어진 광섬유 케이블은 가연성이 제한된 케이블로서의 NFPA 255 및 NFPA 259 요건을 통과한다.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섬유 케이블(10)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튜브(14) 내에

복수의 광섬유(12)가 배치된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방향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튜브 둘레를 강화 부재

(strengthening member)(16)로 둘러싼다. 전체 케이블 어셈블리를 외층 자켓(jacket)(18)으로 둘러싼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섬유(12)는 자외선 경화 아크릴레이트 보호 코팅(protective UV cured acrylate coating)

을 갖는 계단형 단일 모드(step index single-mode) 또는 경사형 다중 모드(graded index multimode) 섬유이다. 이 섬유

의 코팅 직경은 약 245 +/- 10㎛ 이다.

루스 튜브(loose tube)(14)는 내연 및 내화 특성(smoke, flame retardant characteristics)이 낮은 버퍼 자켓 물질(buffer

jacket material)을 포함한다. 튜브 버퍼 자켓은 외경이 약 3mm 이고, 서로 다른 섬유 특성에 기초하여 색깔이 코드화된

다. 통상, 상기 튜브 버퍼 자켓은 자외선 경화 염료(ultra violet UV cured colorant)에 의해 착색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튜브 버퍼 자켓은, 미국 특허 6,797,760 에 따른, 무적하(non-dripping) 내화성 플르오르

엘라스토머(fluroelastomer) 절연 혼합물로 만들어진다. 상기 튜브 버퍼 자켓을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혼합물은,

Smokeguard FP108이라는 상표명으로, 미국 메사추세츠 레오민스터(Leominister, MA(USA))의 AlphaGary사로부터

구할 수 있다. 더 상세하게는, 상기 튜브 버퍼 자켓은 플루오르폴리머(fluoropolymeric)에 기초한 폴리머 및 나노 점토

(nanoclay)를 포함하며, 상기 혼합물은 45.5% 내지 62%의 한계 산소 지수(limiting oxygen index)를 갖는다.

더욱이, 플루오르폴리머(fluoropolymer)에 기초한 폴리머는,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polytetrafluoroethylene) 플루오르카본(fluorocarbon), 불화 에틸렌/프로필렌(FEP, fluorinated ethylene/propylene)

플루오르카본(fluorocarbon), 퍼플루오르알콕시(PFA, perfluoroalkoxy) 플루오르카본(fluorocarbon), 에틸렌 테트라플

루오르에틸렌(ETFE, ethylene tetrafluoroethylene) 플루오르폴리머(fluoropolymer), 폴리비닐리덴(PVDF,

polyvinylidene)의 플루오르폴리머(fluoropolymer), 에틸렌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틸렌(ECTFE, ethylene

chlorotrifluoroethylene) 플루오르폴리머(fluoropolymer), 및 불화 염화 호모폴리머(fluoro-chlorinated

homopolymer), 코폴리머(copolymer), 터폴리머(terpolymer)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다.

전술한 물질 이외에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튜브 버퍼 자켓은, 또란 초저밀도 폴리에틸렌(VLDPE, very

low density polyethylen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및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EPR, ethylene propylene rubber)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올레핀 폴

리머(olefinic polymer)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올레핀 폴리머는 에틸렌을 기초로 하는 호모폴리머(homopolymer), 코폴리머

(copolymer), 터폴리머(terpolymer)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올레핀 폴리머가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 등을 이용하여 교

차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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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버퍼 자켓 물질은 또한 에틸 비닐 아세테이트(EVA, ethyl vinyl acetate), 에틸렌 에

틸 아크릴레이트(EEA, ethylene ethyl acrylate), 에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EMA, ethylene methyl acrylate), 및 에틸

렌 부틸 아크릴레이트(EBA, ethylene butyl acrylate)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아세테이트 수지 및 아크릴레이트

수지 중 하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혼합물은 폴리염화비닐 수지와 올레핀 폴리머; 그리고 아세테이트 수지 및 아크

릴레이트 수지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나노 점토 첨가물은, 합성 실리케이트 몬모릴로나이트(synthetic silicate montmorillonite), 자연층 실리케이

트 몬모릴로나이트(natural layered silicate montmorillonite), 및 층이진 알루미나 실리케이트(layered alumina-

silicate)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나노 점토 첨가물의 각각의 작은 판들은 약 1 마

이크론의 직경을 가지며, 소수성(hydrophobicity)이 증가하도록 화학적으로 변형된다.

상기 혼합물은 또한 금속 수화물(metal hydrates), 산화물(oxides), 탄산염(carbonates), 활석(talcs), 점토(clays), 몰리

브덴산염(molybdates), 붕산염(borates), 주석산염(stannates), 카본 블랙(carbon blacks), 규산염(silicates), 및 인산염

(phosphates)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충전제(filler)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산화방지제(antioxidant), 안료

(pigment) 및 윤활제(lubricant)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물질과 같은 다른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튜브 버퍼 자켓은, 미국 특허 6,743,865에 개시된 것과 같이 열가소성 비-탄성 다

상의 폴리머 혼합체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물질은 아토피나 화학사(Atofina Chemicals Inc.)로부터 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본 실시예에 따른 튜브 버퍼 자켓 혼합물은, 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vinylidene fluoride)에 기초한 코폴리머

(copolymer)와,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호모폴리머(polyvinylidene fluroide homopolymer) 및 비닐리덴 플루오라

이드 기초의 코폴리머(vinylidene fluoride-based copolymer)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폴리머

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물질은 이종 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heterogeneous vinylidene fluoride)에 기초한 코폴리머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강화 부재(16)는 방향족 폴리아미드(aromatic polyamide) 물질로 만들어진다. 강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 물질로는 케블라(Kevlar) 또는 트와론(Twaron) 이라는 상표로 유통되는 아라미드 섬유(aramid

fiber)를 들 수 있다. 아라미드 섬유의 사용으로 내화성(flame resistance) 시험을 통과할 것이 기대되지는 않는다 하더라

도,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아라미드 섬유의 사용으로, 연기 지수 50 이하의 NFPA 255의 가연성 제한 요건을 통과하는 광

섬유 케이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른 강화 물질은 200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알루미나(alumina)와 같은 세라

믹 섬유를 포함한다. 역시, 이러한 물질의 사용으로, NFPA 225의 시험 요건에 따른 50 이하의 연기 지수를 갖는 광섬유

케이블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른 강화 물질은 S-글라스(S-glass)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적당한 소다(soda) 함량을 가

진 유리 섬유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른 강화 물질은 유기 탄소(organic carbon)에 기초한 섬유들 및 석영 섬유

(quartx fiber)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강화 물질은 전술한 다양한 물질의 혼합물이다. 예를 들면, 아라미드 및 알루미

나 사필(saffil)로 만들어진 혼합물이 강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알루미나 사필 및 카본 섬유로 만들어진

혼합물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달리, 알루미나 사필 및 S-글래스 섬유(S-glass fiber)로 만들어진 혼합물이

사용될 수도 있다.

외측 자켓 층(18) 역시 버퍼 튜브 자켓(14)에 대해 전술한 것과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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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케이블(10)은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압출 기술에 의해 제조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에 따르면, 섬유의 작업 온도는 -20℃ 내지 70℃의 범위 내에 놓인다. 상기 광섬유 케이블은, 설치 중 약 9.9cm의 최소 직

경을 가지며, 그 후 6.6cm의 직경을 갖는다. 이 역시, FOTP-41, FoTP-25, FOTP-104 및 TIA/EIA 568.B.3.와 같은 다

양한 TIA/EIA 요건에 맞추어 제조된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들은 주로 루스 튜브 광섬유 구조(loose tube optical fiber arrangement)에 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잘 알려진,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와 관련된 도 1b에

도시된 타이트 버퍼 섬유(tight buffer fiber)가 채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도 1a의 루스 튜브 섬유(12) 대신에, 타이트 버

퍼 섬유(30)가 채택된다.

예

표 1은 낮은 가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광섬유 케이블에 대해 실행된 UL 시험에 기초한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샘플

케이블 직

경

(in.)

외측 자켓 타이트 또

는 루스

(Outer Jacket Tight

or Loose)

 케이블 길이

(Number of

Cable

Lengths)

 화염확산지수

(flame Spread

Index) (< 25)

 연기발생지수

(Smoke

Developed

Index) (< 50)

 연소열(Heat

of Comb.)

(btu/lb)

6 광섬유 언슬릿(unslit)

루스 튜브

샘플 C-1

0.223 루스 90 5 90.0

(90.6)

1894

2 광섬유 언슬릿(unslit)

샘플 A

루스 튜브

0.225 루스 90 0 45.0

(45.6)

1967

6 광섬유 언슬릿(unslit)

샘플 B

루스 튜브

0.225 루스 90 0
40.0

(39.7)

F

1752

6 광섬유 언슬릿(unslit)

샘플 D

루스 튜브

0.225 루스
90

0 35.0 (1)

(35.9)

1807

2 광섬유 슬릿(slit)

샘플 A

루스 튜브

(SLit)

0.225 루스 90 5 95.0

(95.9)

6 광섬유 슬릿(slit)

샘플 B

루스 튜브

(Slit)

0.225 루스 90 5 80.0

(77.7)

6 광섬유 슬릿(slit)

샘플 A2

(Slit)

0.193 루스 104 0 45.0

(44.0)

6 광섬유 언슬릿(unslit)

샘플 A2

타이트 버퍼

0.193 루스 104 0

(1.14)

30.0

(28.8)

2 광섬유 슬릿(slit)

샘플 B2

타이트 버퍼

0.181 루스 111 0 15.0

(14.8)

2 광섬유 언슬릿(unslit)

샘플 B2

타이트 버퍼

0.181 루스 111 0 35.0 (1)

(33.5)

6 광섬유 슬릿(slit)

샘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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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튜브

6 광섬유 언슬릿(unslit)

샘플 C

루스 튜브

0.229 루스 88 0

(1.44)

50.0 (1)

(47.7)

기술된 바와 같이, 광섬유(10)의 샘플들은 NFPA 255 요건하에서 시험된다. 따라서, 제1 샘플 C-1은 스모크가드

(Smokeguard) FP 108 루스 튜브(loose tube)와 전체적인 케이블 자켓으로 만든 루스 튜브 구조이며, E-글라스(E-

glass) 강화 부재가 이 케이블에 사용된다. 이 샘플은 NFPA 255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나의 시험 절차로서, NFPA 255는, 광섬유의 연기 지수(smoke index)가 슬릿(slit) 및 언슬릿(unslit) 구조 모두에서 측

정될 것을 요구한다. 즉, 언슬릿 구조의 샘플 A, B, 및 D는 NFPA 255 시험을 통과했으나, 케이블의 표 1에 기술된 바와 같

이 슬릿인 경우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케이블 A는 케이블 C-1의 복제품이지만, 광섬유의 수가 6에서 2로 줄어든다. 케이

블 B는 단위당 6개의 광섬유를 가지며, 루스 튜브 및 자켓은 스모크가드(Smokeguard) FP108로 만들어지고, 강화 부재는

12 ×3010 유리 섬유이다. 케이블 D는 케이블 B와 동일하지만 12×785 유리 강화 부재를 가진다.

기술된 바와 같이, A2, B2 및 C는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슬릿 및 언슬릿 구조 모두에서 NFPA 255 시험을 통과했다. 케이

블 A2는 3×1500 데니어(denier) 아라미드 섬유 둘레에 6×900㎛의 광섬유 유닛이 배열되는 타이트 버퍼 구조(tight

buffer construction)이다. 9×1500 데니어 아라미드 섬유가 6×광섬유 단위들 둘레에 배열된다. 전체적인 FP108 자켓은

외측 자켓을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둘러싼다. B2는 A2와 동일한 세부 구조를 갖는 타이트 버퍼이지만, 2×900

㎛의 광섬유 유닛만을 갖는다. 케이블 C는 0.12 인치 OD의 내측 자켓, 0.020인치의 벽 두께, 및 0.080인치의 ID를 갖는

루스 튜브 구조이다. 내측 자켓은 6×250㎛ 광섬유 유닛을 포함하며, 12×1500 데니어(denier)의 아라미드 유닛(aramid

unit)에 의해 둘러싸인다. 이러한 구조의 외측 자켓은 0.225 인치의 OD와, 0.022인치의 벽 두께를 갖는다. 각 케이블, A2/

B2/C에서, 내측 및 외측 자켓은 FP108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에 따르면, NFPA 255의 요건에 따른 제한된 가연성을 가지는 광섬유 케이블이 제공된다.

이러한 섬유들은 상당히 향상된 화재 안전 특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 시스템 없이 플레넘 영역(plenum area)

에서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루스 튜브 구조 내의 복수의 광섬유들;

내화물(flame retardant material)로 만들어진 버퍼 튜브 자켓;

방향족폴리아미드 섬유(aromatic polyamid fiber)로 만들어진 상기 버퍼 튜브 자켓을 둘러싸는 강화 부재; 및

상기 강화 부재를 둘러싸는 외층 자켓;을 포함하며,

상기 버퍼 튜브 자켓 및 외층 자켓은 플루오르폴리머(fluoropolymeric)에 기초한 폴리머 및 나노 점토 첨가물을 포함하는

혼합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연성이 낮은 광섬유.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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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화 부재는 트와론(TwaronTM)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세라믹 섬유(ceramic fiber)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부재는 알루미나 섬유, 사필(SaffilTM)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S-글라스 섬유(S-glass fiber)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유기물에 기초한 섬유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알루미나 사필(alumina Saffil) 및 아라미드(aramid)로 만들어진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알루미나 사필(alumina Saffil) 및 카본 섬유(Carbon fiber)로 만들어진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섬유.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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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화 부재는 알루미나 사필(alumina Saffil) 및 S-글라스 섬유(S-glass fiber)로 만들어진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섬유.

청구항 10.

루스 튜브 구조 내의 복수의 광섬유;

내화물(flame retardant material)로 만들어진 버퍼 튜브 자켓;

방향족폴리아미드 섬유로 만들어진 상기 버퍼 튜브 자켓을 둘러싸는 강화 부재; 및

상기 강화 부재를 둘러싸는 외층 자켓;을 포함하며,

상기 버퍼 튜브 자켓 및 외층 자켓은 플루오르폴리머(fluoropolymeric)에 기초한 폴리머 및 나노 점토 첨가물을 포함하는

혼합물로 형성되고,

NFPA 255/NFPA 259 시험 요건을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연성이 낮은 광섬유.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케블라(KevlarTM) 및 트와론(TwaronTM)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세라믹 섬유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부재는 알루미나 사필(alumina SaffilTM)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S-글라스 섬유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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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화 부재는 유기물에 기초한 섬유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알루미나 사필(alumina Saffil) 및 아라미드(aramid)로 만들어진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알루미나 사필(alumina Saffil) 및 카본 섬유(Carbon fiber)로 만들어진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섬유.

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알루미나 사필(alumina Saffil) 및 S-글라스 섬유(S-glass fiber)로 만들어진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섬유.

청구항 19.

내화물(flame retardant material)로 코팅된 타이트 버퍼 구조(tight buffer arrangement) 내의 복수의 광섬유;

방향족 폴리아미드 섬유로 만들어진 상기 타이트 버퍼 구조를 둘러싸는 강화 부재; 및

상기 강화 부재를 둘러싸는 외층 자켓;을 포함하며,

상기 타이트 버퍼 구조 및 외층 자켓의 코팅은, NFPA 255/NFPA 259 시험 요건을 통과하도록, 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에

기초한 코폴리머 및,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호모폴리머와 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에 기초한 코폴리머로 구성된 그룹

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폴리머를 포함하는 열가소성, 비-탄성, 다상의 폴리머 혼합체를 포함하는 혼합물로 형성

되는 가연성이 낮은 광섬유.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케블라(KevlarTM) 및 트와론(TwaronTM)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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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화 부재는 세라믹 섬유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부재는 알루미나, 사필(SaffilTM)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S-글라스 섬유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부재는 유기물에 기초한 섬유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섬유.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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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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