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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상대적인 회전에 의해 선택적으로 그리고 해제 가능하게 서로 맞물리도록 구성되고 배열된다. 상기 잠금
링(11)은 상기 모든 잠금 부재들이 서로 맞물리는 제1 위치, 상기 제1 잠금 부재들(20, 21) 및 상기 제3 잠금 부
재들(25, 26)이 서로 맞물리지만 상기 제2 잠금 부재들(19) 및 상기 제4 잠금 부재들(24)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제2 위치 및 상기 잠금 부재들 중 어느 것도 서로 맞물리지 않는 제3 위치 사이에서 회전 가능하고, 잠금 링은
상기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으로부터 제거 가능하다. 상기 조립체 부분들(6a,b) 중 적어도 하나는 정렬 수단
(27)을 포함한다.
(52) CPC특허분류
E21B 17/085 (2013.01)
F16L 37/113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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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종단 대 종단(end-to-end)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라이저(riser) 부분들(5a, b)을 연결하기 위한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6)로서, 각 라이저 부분은 적어도 각각의 메인 관형(tubular) 요소(7a, b)를 포함하고, 상기 커넥터 조
립체는
상기 제1 라이저 부분(5a)의 종단에 부착되고 복수의 제1 잠금 부재들(20, 21; 20', 21')을 갖는 제1 커넥터 조
립체 부분(6a);
상기 제2 라이저 부분(5b)의 종단에 부착되고 복수의 제2 잠금 부재들(19; 19')을 갖는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
(6b); 및
상기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고, 제3 잠금 부재들(25, 26; 25', 26') 및 제4 잠금 부재
들(24; 24')을 포함하는 잠금 장치(11; 11')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잠금 부재들(20, 21; 20', 21') 및 상기 제3 잠금 부재들(25, 26; 25', 26')은 상기 제1 커넥터 조립
체 부분 및 상기 잠금 장치 사이의 상대적인 회전에 의해 선택적으로 그리고 해제 가능하게 서로 맞물리도록
(interlock) 구성되고 배열되고;
상기 제2 잠금 부재들(19; 19') 및 상기 제4 잠금 부재들(24; 24')은 상기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 및 상기 잠
금 장치 사이의 상대적인 회전에 의해 선택적으로 그리고 해제 가능하게 서로 맞물리도록 구성되고 배열되고;
상기 잠금 장치(11; 11 ')는
상기 모든 잠금 부재들이 서로 맞물리는 제1 위치,
상기 제1 잠금 부재들(20, 21; 20', 21') 및 상기 제3 잠금 부재들(25, 26; 25', 26')이 서로 맞물리지만 상기
제2 잠금 부재들(19; 19') 및 상기 제4 잠금 부재(24; 24')들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제2 위치 및
상기 잠금 부재들 중 어느 것도 서로 맞물리지 않는 제3 위치 사이에서 회전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잠금 장치는 상기 라이저 부분들의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상기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으로
부터 제거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잠금 장치는 링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잠금 부재들(20, 21; 20', 21')은 수(male) 커넥터(18a;
18a')의 외주면(outer peripheral surface)상에 배열된 러그(lug)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잠금 부재들(19;
19')은 암(female) 커넥터(18b; 18b')의 외주면 상에 배열된 러그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3 및 제4 잠금 부재들
(25, 26, 24; 25', 26', 24')은 상기 잠금 장치(11; 11')의 내부 표면상에 배열된 러그들을 포함하는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 커넥터 조립체 부분은 적어도 하나의 각각의 보조 관형 요소(8a,b, 9a,b)를 포함하고, 각 커넥터 조립
체 부분 내의 상기 관형 요소들(7a,b, 8a,b, 9a,b)은 플랜지(flange, 10a,b)와 연결되고, 제1 플랜지(10a)는
수 커넥터(18a)를 포함하고 제2 플랜지는 암 커넥터(18b)를 포함하고, 상기 수 및 암 커넥터들(18a,b)은 각각의
메인 관형 요소(7a,b)에 유동적으로(fluidly) 연결되는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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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체 부분들(6a,b) 중 적어도 하나는 가이딩(guiding) 상태 및 비 가이딩(non-guiding) 상태 사이에서
작동되는 정렬(alignment) 수단(27, 15a-c, 35)을 포함하는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적어도 제1 정렬 수단(27)은 회전 가능한 잠금 장치(11) 상에 배열되고, 제1 또는 제2 플랜지(10a,b) 상에서 적
어도 제2 정렬 수단(15a-c)과 협동하도록 구성되는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정렬 수단(15a-c)은 상기 제2 정렬 수단의 각각의 플랜지에 고정적으로(fixedly) 연결되는 라이저 커
넥터 조립체.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잠금 장치(11; 11')는 단일체(unitary body)인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

청구항 8
제4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 수단은 외부 가이드 구조(32)와의 슬라이딩(sliding) 접속을 위해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접속 영역들
(35)을 포함하는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의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6)에서 각각의 제1 및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들
(6a,b)을 통해 종단 대 종단 관계로 연결된 두 개의 라이저 부분들(5a,b)을 분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잠금 장치(11; 11')와 제1 및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들(6a,b) 사이에서, 상기 제1 위치로부터 상기 제
2 위치로 상대적인 회전을 유발하는 단계;
b) 상기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6b)을 상기 잠금 장치로부터 제거하는 단계;
c) 상기 잠금 장치(11; 11')와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6a) 사이에서, 상기 제2 위치로부터 상기 제3 위치로 상
대적인 회전을 유발하는 단계; 및
d) 상기 잠금 장치를 상기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으로부터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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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잠금 장치를 상기 라이저 부분들에 대한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의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6)에서, 각각의 제1 및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들
(6a,b)을 통해 종단 대 종단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라이저 부분들(5a,b)을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잠금 장치가 상기 제3 위치에 있을 때, 상기 잠금 장치 및 상기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 사이의 상대적
인 축 운동에 의해 상기 잠금 장치(11; 11')가 상기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6a)으로 들어가는(entering) 단계;
b) 상기 잠금 장치 및 상기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 사이에서, 상기 제3 위치로부터 상기 제2 위치로 상대적인
회전을 유발하는 단계;
c) 상기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6b)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잠금 장치로 들어가는 단계; 및
d) 상기 잠금 장치 및 적어도 상기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6b) 사이에서, 상기 제2 위치로부터 상기 제1 위치
로 상대적인 회전을 유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9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대적인 회전은 상기 잠금 장치를 회전 시킴으로써 유발되는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종단 대 종단 관계(end to end relationship)에 있는 라이저 파이프들을 해제 가능하게 연결하기 위
한 커넥터들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청구항 1항의 전제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커넥터 조립
체에 관한 것이고, 청구항 9항 및 11항의 전제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라이저 파이프들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해저 아래의 지하 저장소들(reservoirs)로부터의 탄화수소의 생산은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작업에서, 해양
시추선(floating drilling) 및/또는 생산 선박(production vessel)은 바다 속 유정(wellhead) 위에 위치하고,
라이저(riser)는 선박과 유정 사이에서 연장된다. 수년에 걸쳐, 기술적 진보들은 수심이 계속 증가하는 바다 속
저장소들로부터 탄화수소를 추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왔지만, 오늘날에 3000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의 작업
은 흔하지 않다.

[0003]

시추 라이저는 라이저가 유정을 향해 내려짐으로써 선박의 갑판에 연결되는 인접한 종단들을 갖는 다수의 연속
적인 부분들(흔히 "라이저 조인트들(joints)"이라 함)을 포함한다. 라이저 조인트는 일반적으로 메인 파이프 및
외부 보조 라인들(auxiliary lines)로 구성되고, 이 모두는 각각의 종단들에서 커넥터들을 가진다. 해당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방식으로, 메인 파이프는 시추액(drilling fluid)을 운반하도록 구성되고, 한편 흔히 "킬
앤 초크 라인들(kill and choke lines)"이라 하는 보조 라인들은 시추 선박(drilling vessel)과 바다 속 유정
에 있는 폭발방지기(blow out preventer; BOP)사이에서 액체를 순환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0004]

약 3000미터 및 그 이상의 수심에서 작업할 때, 해양 선박(floating vessel)이 지지(support)해야 하는 라이저
질량(mass)은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시추 작업자들 및 석유 회사들은 언제나 라이저 조인트 구성들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을 찾는다. 반면에, 보조 라인들(특히, 킬 앤 초크 라인들) 중 일부는 상당한 압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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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액체를 운반하므로 그들의 벽 두께들은 확실한 규모여야 한다. 그러므로, 메인 파이프 및 보조 라인들
에 의해 유발된 하중(load)들이 라이저 조인트들 사이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는(transferred) 반면에 커
넥터 질량이 최적화 되도록 라이저 커넥터를 설계하는 것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 하다.
[0005]

종래 기술은 하나의 파이프 종단에 핀 피팅(pin fitting)을 가진 두 개의 라이저 파이프들 사이에서의 사용을
위한 커넥터를 개시하고 있는 US 4 043 575를 포함한다. 핀 피팅은 커넥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핀 피팅에서
종단 슬리브(sleeve)는 원통형의 외부 표면 및 상하부 법면(normal surface)을 가진 제1 주변 플랜지(flange)를
갖는다. 박스 피팅(box fitting)은 다른 파이프의 종단에 위치하고 핀 피팅의 원통형의 외부 표면에 체결되는
원통형의 내부 표면을 가진 종단 박스를 갖는다. 박스 피팅에서 제2 주변 플랜지는 상하부 법면을 가지고, 접해
있는(abut) 제1 플랜지에 장착된다(adapted). 환형 너트(annular nut)는 플랜지들에 대해 회전 가능하고, 환형
너트는 박스 피팅 및 접하는 제2 플랜지 주위를 회전 가능한 칼라(collar)에 있는 외부 나삿니들(threads)과 체
결 가능한 내부 나삿니들을 가진다. 너트에서 안으로 구부러지고 단속적인 너트 플랜지는 역시 단속적인 제1 플
랜지 위에 놓인다(overlie). 너트 플랜지 및 제1 플랜지는 서로를 축 방향으로 통과하거나 이와 같은 축 방향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회전될 수 있다. 너트 및 칼라는 볼트(bolt) 및 슬롯(slot) 연결에 의해 상
대적으로 회전된 임의의 여러 위치들에 고정될 수 있고, 칼라는 박스 피팅에 볼트를 회전시킴(bolt against
turning)으로써 고정된다. 두 피팅들은 보조 파이프들을 위해 조절 가능한(adjustable) 지지 링(support rin
g)들을 운반(carry)한다.

[0006]

또한, 종래 기술은 종단 대 종단 관계에 있는 라이저 파이프들의 인접한 종단들에 연결된 각각의 관형(tubular)
부재들을 갖고, 관형 부재들의 인접한 종단을 둘러싸는 분할 잠금 링(split lock ring)에 의해 잠긴 그들의 인
접한 종단에 대한 잠금 홈들(grooves)을 갖는 라이저 커넥터를 개시하고 있는 GB 2 320 541을 포함한다. 지지
플레이트(support plate)는 관형 부재들의 움직임상에서 종단 대 종단 관계로 밀봉하여(sealably) 서로 고정하
기 위해 각 관형 부재, 마운팅(mounting) 파이프들(초크 및/또는 킬 라인들 일 수 있다)로부터 측면으로
(laterally) 연장된다. 파이프들은 종단 대 종단 관계에 있는 관형 부재들의 잠김(locking)이 독립적으로 수직
분리(vertical separation)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맞대어(directly) 잠긴다. 잠김은 레버들(lavers)에
의해 동작되는 가로방향(transverse) 볼트들에 의한다. 잠금 링은 잠금 링에 대한 팔로워(follower) 표면들과
슬라이딩 체결(slidable engagement)을 위해 표면들 부근(thereabout)에 경사진 원추(tapered conical) 캠
(cam)을 갖는 캠 링(cam ring) 수단에 의해 잠금과 분리 위치들 사이에서 움직인다.

[0007]

또한, 종래 기술은 라이저 파이프 부분들을 위한 결합 및 병렬 초크 앤 킬 라인 파이프 부분들과 관련된 결합으
로서, 하나의 라이저 파이프 부분이 두 번째 라이저 파이프 부분에 삽입되는 결합을 개시하고 있는 US 4 487
434를 포함한다. 라이저 파이프 부분들 중 하나는 적어도 두 세트의 연속적인 나삿니들을 갖는 수 나삿니
(threaded male) 종단을 포함한다. 다른 라이저 파이프 부분에 탑재된(carried on) 암 결합(female union) 박
스는 부분들이 서로에 대해 상대적인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나삿니 세트들이 서로
축 방향 및 반지름 방향으로 배치되고, 결합 박스는 다른 라이저 파이프 부분과 체결되며, 수 종단의 나삿니 세
트들과 상호 체결되는(interengaged) 적어도 두 세트의 연속적인 나삿니들을 포함한다. 부분들은 유체 타이트
씰(fluid tight seal)과 함께 제공되고, 또한 초크 앤 킬 라인 부분들은 예리하게(penetratingly) 이어지며
(joined) 라이저 파이프 부분들에 의해 지지된다.

[0008]

또한, 종래 기술은 라이저 커넥터의 상부 플레이트(upper plate)가 상부(upper) 라이저 부재에 의해 운반되고,
하부(lower) 라이저 플레이트는 상부 커넥터의 하부 라이저 부재에 의해 운반되며, 상부 및 하부 라이저 플레이
트들은 두 번째 커넥터의 상부 및 하부 라이저 부재들에 의해 유사하게 운반되는 라이저 커넥터를 개시하고 있
는 US 5 992 893을 포함한다. 플레이트는 라이저 파이프들의 측면들을 따라 연장되는 보조 라인 조인트들의 종
단들과 연결된 도관들(conduits)을 지지하기 위하여 라이저 부재들로부터 표면상으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상부
커넥터의 상부 도관의 하부 종단은 상부 커넥터의 상부 플레이트에 의해 지지되는 한편, 그것의 하부 도관의 상
부 종단은 상부 커넥터의 플레이트에 의해 지지된다.

[0009]

또한, 종래 기술은 해상 유정(offshore well) 시추 작업들을 위해 두 개의 라이저 파이프 부분들을 조립하기 위
한 커넥터를 개시하고 있는 WO 2011/104629를 포함한다. 커넥터는 보조 관 요소가 고정된(secured) 적어도 하나
의 오리피스(orifice)에 의해 구멍이 난(pierced) 수 플랜지(flange)와 함께 제공되는 연장 수 커넥터 요소를
갖는 첫 번째 메인 관 요소 및 두 번째 보조 관 요소가 고정된 적어도 하나의 오리피스에 의해 구멍이 난 암 플
랜지와 함께 제공되는 연장 암 커넥터 요소를 갖는 두 번째 메인 관 요소를 포함한다. 수 커넥터 요소는 두 개
의 메인 관 요소들 및 두 개의 보조 관 요소들을 연결하기 위해 암 커넥터 요소에 장착된다(fit). 잠금 링은 수
플랜지의 외부 표면 상에서 회전 이동 고정(mounted mobile in rotation)되며, 수 및 암 플랜지들의 외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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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협동하여 수 플랜지 및 암 플랜지를 조립한다. 잠금 링은 수 플랜지에서 제공된 축 방향의 루트 면
(shoulder)에 의한 변형(translation)에 고정될 수 있고, 링은 암 플랜지의 외부 표면상에 배열된 장부들
(tenons)과 협동하는 장부들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0010]

또한, 종래 기술은 두 개의 상호 장착된(interfitting) 관형 요소들 및 관형 요소들 중 하나의 대응되는 잠금
러그들(lugs)과 협동하는 적어도 두 개의 잠금 러그들의 엇갈린 열들(staggered rows)을 가진 잠금 링을 갖는
커넥터가 개시되어 있는 US 4 280 719를 포함한다. 링이 요소에 삽입될 때, 링의 러그들이 요소의 제1 러그 열
의 러그들 위에서, 이후 동시에 잠길 수 있는 복수의 바이요넷(bayonet) 결합들을 형성하기 위해 링의 각 러그
열의 러그들이 요소의 대응하는 열의 러그들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위치로 미끄러지기 위해, 잠금 러그들은 다
른 반지름을 갖는 원통형의(cylindrical) 표면들에 내접해 있다(inscribed).

발명의 내용
과제의 해결 수단
[0011]

본 발명은 주 청구항에서 기술되고 특징지어진다. 한편, 종속 청구항들은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을 설명한다.

[0012]

따라서, 종단 대 종단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라이저 부분들을 연결하기 위한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로서, 각 라이
저 부분은 적어도 각각의 메인 관형 요소를 포함하는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가 제공되고, 커넥터 조립체는

[0013]

제1 라이저 부분의 종단에 부착되고 복수의 제1 잠금 부재들을 갖는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

[0014]

제2 라이저 부분의 종단에 부착되고 복수의 제2 잠금 부재들을 갖는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 및

[0015]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고, 제3 잠금 부재들 및 제4 잠금 부재들을 포함하는 잠금 장치
를 포함하고

[0016]

제1 잠금 부재들 및 제3 잠금 부재들은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 및 잠금 장치 사이의 상대적인 회전에 의해 선
택적으로 그리고 해제 가능하게 서로 맞물리도록(interlock) 구성되고 배열된다.

[0017]

제2 잠금 부재들 및 제4 잠금 부재들은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 및 잠금 장치 사이의 상대적인 회전에 의해 선
택적으로 그리고 해제 가능하게 서로 맞물리도록 구성되고 배열된다.

[0018]

잠금 장치는 모든 잠금 부재들이 서로 맞물리는 제1 위치, 제1 잠금 부재들 및 제3 잠금 부재들이 서로 맞물리
지만 제2 잠금 부재들 및 제4 잠금 부재들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제2 위치 및 잠금 부재들 중 어느 것도 서로
맞물리지 않는 제3 위치 사이에서 회전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잠금 장치는 라이저 부분들의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으로부터 제거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9]

일 실시예에서, 잠금 장치는 링 부재를 포함하고, 제1 잠금 부재들은 수 커넥터의 외주면(outer peripheral
surface)상에 배열된 러그들을 포함하고, 제2 잠금 부재들은 암 커넥터의 외주면 상에 배열된 러그들을 포함하
고, 제3 및 제4 잠금 부재들은 잠금 장치의 내부 표면상에 배열된 러그들을 포함한다.

[0020]

일 실시예에서, 각 커넥터 조립체 부분은 적어도 하나의 각각의 보조 관형 요소를 포함하고, 각 커넥터 조립체
부분 내의 관형 요소들은 플랜지와 연결되고, 제1 플랜지는 수 커넥터를 포함하고 제2 플랜지는 암 커넥터를 포
함하고, 수 및 암 커넥터들은 각각의 메인 관형 요소에 유동적으로(fluidly) 연결된다.

[0021]

일 실시예에서, 조립체 부분들의 적어도 하나는 가이딩(guiding) 상태 및 비 가이딩 (non-guiding) 상태 사이에
서 작동되는 정렬(alignment) 수단을 포함한다.

[0022]

일 실시예에서, 적어도 제1 정렬수단은 회전 가능한 잠금 장치에 배열되고, 제1 또는 제2 플랜지에서 적어도 제
2 정렬 수단과 협동하도록 구성된다.

[0023]

일 실시예에서, 제2 정렬 수단은 제2 정렬수단의 각각의 플랜지에 고정적으로(fixedly) 연결된다.

[0024]

일 실시예에서, 잠금장치는 단일체(unitary body)를 포함한다.

[0025]

일 실시예에서, 정렬 수단은 외부 가이드 구조와 슬라이딩(sliding) 접속을 위해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접속 영
역들을 포함한다.

[0026]

고안된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에서, 제1 및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들을 통해 종단 대 종단 관계로 연결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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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이저 부분들을 분리하는 방법이 제공되고, 분리하는 방법은
[0027]

잠금 장치와 제1 및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들 사이에서,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상대적인 회전을 유발하는
단계;

[0028]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을 잠금 장치로부터 제거하는 단계;

[0029]

잠금 장치와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 사이에서, 제2 위치로부터 제3 위치로 상대적인 회전을 유발하는 단계; 및

[0030]

잠금 장치를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으로부터 제거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1]

상술한 분리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에서, d) 단계는 잠금 장치를 라이저 부분들에 대한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
계를 포함한다.

[0032]

고안된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에서, 제1 및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들을 통해 종단 대 종단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라이저 부분들을 연결하는 방법이 제공되고, 연결하는 방법은

[0033]

잠금 장치가 제3 위치에 있을 때, 잠금 장치 및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 사이의 상대적인 축 운동에 의해 잠금
장치가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으로 들어가는 단계;

[0034]

잠금 장치 및 제1 커넥터 조립체 부분 사이에서, 제3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상대적인 회전을 유발하는 단계;

[0035]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잠금 장치로 들어가는 단계; 및

[0036]

잠금 장치 및 적어도 제2 커넥터 조립체 부분 사이에서, 제2 위치로부터 제1 위치로 상대적인 회전을 유발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7]

분리하는 방법 또는 연결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에서, 상대적인 회전은 잠금 장치를 회전 시킴으로써 유발된다.

발명의 효과
[0038]

고안된 커넥터 조립체에서, 잠금 링 홈들은 결합하는(mating) 동안에 가이딩(guiding)을 제공하고, 메인 파이프
및 보조 라인들 사이의 중심간(centre-to-centre) 거리를 감소시킨다. 또한, 인장 하중들(tension loads)의 전
달에 기여하는 라인들만 구조적으로 커넥터 플랜지들 내부에 포함됨으로써, 비 원형의 플랜지 모양이 커넥터 조
립체의 중량 및 강성(stiffness)을 최적화하는 이점이 있다. 다른 라인들은 행 오프 브래킷들(hang-off
brackets)을 통해 플랜지들에 부착될 수 있다. 수 및 암 커넥터들 상에서 러그들의 배치 및 잠금 링 상에서 러
그들의 배치는 잠금 링을 분할할 필요 없이 커넥터로부터 잠금 링이 제거되도록 한다. 독창적인 스파이더
(spider) 가이드 구조와 결합된, 비 원형의 플랜지 기하구조는 연속적인 라이저 조인트들의 효율적이고 안전하
며 정확한 결합(mating)을 제공한다.

[0039]

그러므로, 고안된 커넥터 조립체 및 관련된 스파이더 가이드 구조는 열안정효율(HSE) 측면 및 중량 최적화의 신
뢰도와 관련하여 종래 기술을 뛰어 넘는 확실한 이점들을 제공한다. 고안된 커넥터 조립체는 잠금 링들을 이용
하는 가장 유사한 커넥터 조립체들보다 더 가볍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40]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특징들은 첨부된 개략적인 도면들을 참조하여, 비 제한적으로 주어진 예로써, 선택적인
실시예의 형태에 대한 아래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의 커넥터 조립체들을 이용하는 관(tubular)을 매달은 해양 선박의 개략적인 도면;
도 2는 도 3에 도시된 커넥터 조립체의 상면도;
도 3은 연결 및 잠금 상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커넥터 조립체의 일 실시
예에 대한 투시도(라이저 조인트들의 라인들 및 파이프들의 전체 길이들은 보이지 않음);
도 4는 연결 및 잠금 상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3에 도시된 커넥터 조립체의 투시도;
도 5는 분리 상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3에 도시된 커넥터 조립체의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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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잠금 링의 일 실시예에 대한 투시도;
도 7은 연결 및 잠금 상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2의 단면 선 A-A에 따른 단면도(도 3에
대응됨);
도 8은 연결 및 분리(unlocked) 상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2의 단면 선 A-A에 따른 단
면도(도 4에 대응됨);
도 9는 분리 상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2의 단면 선 A-A에 따른 단면도(도 5에 대응
됨);
도 10은 분리 상태에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커넥터 조립체의 측면도(도 5 및 도 9의 도시와 유사함), 그러나 잠
금 링 및 하나의 보조 라인은 설명을 위해 제거되었다;
도 11a는 연결 상태에 있는 수 및 암 커넥터들의 개략적인 도면이고 잠금 상태에 있는 잠금 링의 러그들을 보여
준다;
도 11b는 도 11a의 단면 선 D-D에 따른 단면도;
도 11c는 도 11a의 단면 선 E-E에 따른 단면도;
도 12a는 도 11a의 도시와 유사하지만, 잠금 링의 러그들이 분리 상태(이에 의해 수 및 암 커넥터들이 분리될
수 있는)에 있는 위치로 잠금 링이 회전되나 잠금 링은 수 (상부) 커넥터에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모습을 도
시한 도면;
도 12b는 도 12a의 단면 선 F-F에 따른 단면도;
도 12c는 도 12a의 단면 선 G-G에 따른 단면도;
도 13a는 도 12a의 도시와 유사하지만, 암 (하부) 커넥터 요소가 제거되고, 잠금 링이 수 커넥터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잠금 링의 러그들이 수 커넥터의 러그들과 결착되지 않는 위치로 잠금 링이 회전되는 모습을 도시한
도면;
도 13b는 도 13a의 단면 선 H-H에 따른 단면도;
도 13c는 도 13a의 단면 선 J-J에 따른 단면도;
도 14는 분리 상태에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커넥터 조립체의 일 실시예와 결합된 것으로서, 개방(open) 상태에
있는 본 발명에 따른 라이저 스파이더의 일 실시예에 대한 투시도;
도 15는 분리 상태에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커넥터 조립체의 일 실시예와 결합된 것으로서, 도 14에 도시된 닫혀
있는(closed) 라이저 스파이더의 투시도;
도 16은 도 15에 도시된 라이저 스파이더 및 커넥터 조립체의 정면도(화살표 B의 방향으로);
도 17은 연결 및 잠금 상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커넥터 조립체의 두 번째
실시예에 대한 투시도(라이저 조인트들의 라인들 및 파이프들의 전체 길이들은 보이지 않음);
도 18은 도 17에 도시된 커넥터 조립체의 상면도;
도 19는 분리 상태에 잇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17에 도시된 커넥터 조립체의 투시도;
도 20은 도 17 및 19에서도 보여진 본 발명에 따른 잠금 링의 두 번째 실시예에 대한 투시도;
도 21은 분리 상태(도 19에서 보여진 상태와 유사함)에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커넥터 조립체의 두 번째 실시예에
대한 측면도, 그러나 잠금 링 및 하나의 보조 라인은 설명을 위해 제거되었다;
도 22a는 연결 상태에 있는 수 및 암 커넥터의 두 번째 실시예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이고 잠금 상태에 있는 잠
금 링의 러그들을 보여준다.
도 22b는 도 22a의 단면 선 D'-D'에 따른 단면도;
도 22c는 도 22a의 단면 선 E'-E'에 따른 단면도;
도 23a는 도 22a의 도시와 유사하지만, 잠금 링의 러그들이 분리 상태(이에 의해 수 및 암 커넥터들이 분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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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에 있는 위치로 잠금 링이 회전되나 잠금 링은 수 (상부) 커넥터에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모습을 도
시한 도면;
도 23b는 도 23a의 단면 선 F'-F'에 따른 단면도;
도 23c는 도 23a의 단면 선 G'-G'에 따른 단면도;
도 24a는 도 23a의 도시와 유사하지만, 암 (하부) 커넥터 요소가 제거되고, 잠금 링의 상부 러그들이 수 커넥터
의 상부 러그들 사이에 배치되는 위치로 잠금 링이 회전된 모습을 도시한 도면;
도 24b는 도 24a의 단면 선 H'-H'에 따른 단면도이고 잠금 링 상부 러그들이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의 외부 반
경보다 더 작은 내부 반경을 가짐으로써 잠금 링이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이
잠금 링 상부 러그들 사이에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도시한 도면;
도 24c는 도 24a의 도시와 유사하지만, 잠금 링 상부 러그들이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에 놓이도록(resting) 잠
금 링이 더 낮아지고, 잠금 링 중간 러그들은 수 커넥터로부터 풀리는(disengaged) 모습을 도시한 도면;
도 24d는 도 24c의 도시와 유사하지만, 잠금 링 상부 로그들이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 사이에 배치되는 위치로
잠금 링이 더 회전되고, 이에 의해 잠금 링이 수 커넥터로부터 제거될(또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도시
한 도면; 및
도 24e는 도 24d의 단면 선 K'-K'에 따른 단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1]

아래의 설명은 "수평의", "수직의", "측면의", "뒤쪽의 및 앞쪽의", "위 및 아래", "상부의", "하부의", "내부
의", "외부의", "앞으로", "뒤의", "위의", "아래의"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일반
적으로 도면에서 보여지는 관점 및 방향을 참조하고 이들은 본 발명의 보통의 사용과 관련된다. 이 용어들은 독
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일 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설명에서 용어 "축"은 도 3의 중심 축 선
(centerline) CL로 지시된 것과 같이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의 세로(longitudinal) 방향을 참조하여 이해될 수
있다. 용어 "반지름 방향의(radial)"는 설명되는 성분들의 반지름 방향의 연장, 다시 말해, 중심 축 선 CL에 대
해 수직인(perpendicular) 임의의 평면을 참조하여 이해될 수 있다.

[0042]

도 1은 데릭(derrick, 1)에 의해 시추 라이저(2)를 매달은 해양 시추 선박(4)을 도시한다. 라이저(2)는 물줄기
(body of water, V)를 통해 선박(4)으로부터 연장되고 일반적으로 폭발방지기(BOP; 미도시)를 포함하는 유정
(3)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라이저는 선박(4) 및 정(well, W) 사이에서, 차례로 저장소(R)와 연결되는 도관을 형
성한다. 라이저(2)는 라이저가 유정을 향해 내려짐으로써 선박의 갑판에 연결되는 인접한 종단들을 갖는 다수의
연속적인 부분들(5, 흔히"라이저 조인트들"이라 함)로 구성된다. 각 라이저 조인트(5)는 메인 파이프(7) 및 외
부 보조 라인들(8, 9)를 포함한다. 라이저 조인트들은 커넥터 조립체들(6)에 의해 종단 대 종단 관계로 연결된
다. 메인 파이프(7)는 시추액(drilling fluid) 및 원유(well fluid)를 운반하도록 구성되고, 한편 도시된 실시
예에서 보조 라인들(8, 9)은 각각 소위 "킬 앤 초크 라인들"로 불린다. 또한, 유압관들(hydraulic lines) 또는
부스터 라인들(booster lines)과 같은 다른 보조 라인들(도 1에서 미도시)은 보통 라이저 조인트에 연결된다.
킬 앤 초크 라인들은 높은 내부 압력을 견뎌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다른 보조 라인들과 다르고 이
에 따라, 킬 앤 초크 라인들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벽들과 함께 설계된다. 반면에, 예를 들어 부스터 라인 및 유
압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들 하에서 동작되기 위해 설계되므로 부스터 라인 및 유압관의 벽 두께는 특히 클
필요가 없다.

[0043]

각 라이저 조인트는 하나 이상의 부양성(buoyancy) 모듈(미도시)들과 함께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다.

[0044]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의 첫 번째 실시예는 이제 도 2 내지 도 13c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0045]

이제, 분리 상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 도 5를 참조하면, 커넥터 조립체(6)는 상부 조립체 부분(6a),
하부 조립체 부분(6b) 및 잠금 링(11)을 포함한다. 상부 조립체 부분(6a)은 라이저 조인트(5a)의 하부 종단을
형성하고 하부 조립체 부분(6b)은 라이저 조인트(5b,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배열된)의 상부 종단을
형성한다. 라이저 조인트들의 라인들 및 파이프들의 전체 길이들은 도 5에 보여지지 않고, 단지 커넥터 조립체
에 부착된 부분들만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잠금 링(11)은 아래에서 설명될 방식으로 상부 조립체
부분(6a)에 회전 가능하게 그리고 제거 가능하게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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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상부 조립체 부분(6a)는 상부 메인 파이프(7a)에 연결되는 상부 플랜지(10a), 상부 킬 라인(8a) 및 상부 초크
라인(9a)를 포함한다. 또한, 상부 부스터 라인(12a)은 외부 행 오프 브래킷(13a)을 통해 상부 플랜지에 연결된
다. 또한, 상부 플랜지(10a)는 다른 보조 라인들(예를 들어, 유압관들; 미도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통과 구
멍들(through-going bores)을 포함한다. 상부 킬 라인(8a) 및 상부 초크 라인(9a)은 상부 플랜지를 통해 각각의
수 연결 요소들(15a, 16a)로 연장되고 상부 부스터 라인(12a) 또한 수 연결 요소 (17a)에서 끝난다.

[0047]

하부 커넥터 조립체 부분(6b)는 하부 메인 파이프(7b)와 연결되는 하부 플랜지(상부 플랜지(10a)의 모양과 유사
한 모양을 가짐, 10b) 및 하부 킬 앤 초크 라인들(도 5에서 미도시)을 포함한다. 또한, 하부 부스터 라인(12b)
은 외부 행 오프 브래킷(13b)를 통해 하부 플랜지와 연결된다. 또한, 하부 플랜지(10b)는 다른 보조 라인들(미
도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통과 구멍들(14b)을 포함한다. 하부 킬 앤 초크 라인들(도 5에서 미도시)은 하부
플랜지를 통해 각각의 암 연결 요소들(15b, 16b)로 연장되고 하부 부스터 라인(12b) 또한 암 연결 요소(17b)에
서 끝난다. 상부 및 하부 플랜지(10a,b)들은 그들의 각각의 메인 파이프들(7a,b)과 일체로(integrally) 형성되
거나 용접될(welded) 수 있다.

[0048]

킬 라인, 초크 라인 및 부스터 라인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방식(예를 들어, pin/box 결합)으로 각각의
수 및 암 연결 요소들을 통해 연결되므로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0049]

하부 메인 파이프(7b)는 하부 플랜지(10b)를 통해, 축 방향으로 배열될 뿐만 아니라 커넥터 주변(periphery) 주
위에 규칙적인 간격들로 배열되는 복수의 외부 러그들(19)을 갖는 환형(annular) 암 커넥터(18b)로 연장된다.
도시된 실시예는 각 원주 방향(circumferential) 열(row) 내의 러그들이 커넥터 주변 주위에 규칙적인 간격들로
배열되는, 암 커넥터 러그들(19)의 세 개의 원주 방향 열들을 보여준다.

[0050]

도 10은 분리 상태(도 5의 상태와 유사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보여주지만 잠금 링 및 부스터 라인이 이 도
면에서 제거됨으로써 상부 플랜지(10a)에 부착되고 상부 메인 파이프(7a)의 종단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환형 수
커넥터(18a)를 노출시킨다. 수 커넥터(18a)는 수 커넥터의 하부 종단에서 암 커넥터(18b) 내부에 수용되도록
(accommodated) 설계되고 구성되는 감소된 직경 부분(22) 및 암 커넥터(18b)상의 대응되는 림(rim, 23b)에 놓이
도록 구성되는 루트 면(23a)을 포함한다. 수 커넥터(18a)는 축 방향으로 배열될 뿐만 아니라 수 커넥터 주변 주
위에 규칙적인 간격들로 배열되는 복수의 외부 러그들(20)을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는 각 원주 방향 열 내의
러그들이 커넥터 주변 주위에 규칙적인 간격들로 배열되는, 수 커넥터 러그들(20)의 두 개의 원주 방향 열들을
보여준다. 또한, 수 커넥터(18a)는 수 커넥터 주변 주위에 규칙적인 간격들로 배열되는 복수의 외부 상부 러그
들(21)을 포함한다. 상부 및 하부 플랜지(10a,b)는 그들의 각각의 수 및 암 커넥터들(18a,b)과 일체로 형성되거
나 용접될 수 있다.

[0051]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잠금 링(11)은 각 부분이 각각의 수 및 암 커넥터들(18a,b)을 수용하기(receive) 위해
내장형으로(internally) 구성되고 치수화되는(dimensioned) 상부 부분(11a) 및 하부 부분(11b)을 포함한다. 상
부 부분(11a) 외부 직경이 하부 부분(11b) 외부 직경보다 작고, 상부 및 하부 부분들의 외부 표면들이 비스듬한
(beveled) 표면 부분(11c)에 의해 이어진다는 것이 도 6으로부터 쉽게 드러난다.

[0052]

내부 상부 러그들(26)의 열은 상부 부분(11a) 내부 주변 주위에 규칙적인 간격들로 배열된다. 복수의 내부 중간
러그들(25)는 상부 러그들(26) 아래에서 축 방향으로 배열될 뿐만 아니라 상부 부분(11a) 내부 주변 주위에 규
칙적인 간격들로 배열된다. 도시된 실시예는 각 열 내의 러그들이 잠금 링 내부 주변 주위에 규칙적인 간격들로
배열되는, 중간 러그들(25)의 두 개의 원주 방향 열을 보여준다. 복수의 내부 하부 러그들(24)은 축 방향으로
배열될 뿐만 아니라 하부 부분(11b) 내부 주변 주위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열된다. 도시된 실시예는 각 열 내
의 러그들이 잠금 링 내부 주변 주위에 규칙적인 간격들로 배열되는, 하부 러그들(24)의 세 개의 원주 방향 열
을 보여준다.

[0053]

또한, 잠금 링 하부 부분(11b)의 외부 표면은 잠금 링(11)이 분리 상태(예를 들어, 도 5를 참조)에 있을 때, 각
암 연결 요소(15b, 16b, 17b)의 각각의 확장된 부분(15c, 16c, 17c)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용하도록 배열되고
구성되는 홈들(27)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홈들(27)은 상부 및 하부 커넥터 조립체들(6a,b)의 결합 동안에 가이
딩(guiding)을 제공한다. 또한, 홈들은 각 라이저 조인트의 메인 파이프 및 보조 라인들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
킴으로써 보조 라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부하들 및 각각의 플랜지에 실리는 부하들에 의해 유발되는 휨 모멘트
(bending moments)를 감소시킨다.

[0054]

다시 도 5를 참조하면, 이 도면은 커넥터 조립체의 분리된 상태를 도시한다. 그러나, 도면은 홈들(27)이 사실상
암 연결 요소들(15b, 16b, 17b)의 확장된 부분들(15c, 16c, 17c)을 가이딩하도록 상부 및 하부 커넥터 조립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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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b)이 상당히 가까운(예를 들어, 결합 직전 또는 분리 직후) 상태를 도시한다.
[0055]

도 4는 완전히 결합된(연결된) 상태에 있지만, 잠금 링(11)은 분리 상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다.

[0056]

도 3은, 도 4의 도시와 비교하여, 홈들(27)이 암 연결 요소들과 정렬되지(aligned) 않도록 잠금 링(11)이 반 시
계방향으로 회전되는, 연결 및 잠금 상태에 있는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다. 사실상, 잠금 링의 이러한 위치에
서는 확장된 부분들(15c, 16c, 17c)이 비스듬한 표면 부분(11c)에 의해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방지된다.

[0057]

도 7, 8 및 9는 도 2의 단면 선 A-A에 따른 단면도들이고 각각 도 3, 4 및 5에 의해 도시된 상태들에 대응한다.
이 도면들 및 특히 도 9는 씰(seal) 링들(29)이 암 커넥터(18b)의 외부 벽에서 씰 홈들(28) 내부에 어떻게 배열
되는지를 도시한다. 그러므로 씰 링들은 결합하는 동안에 잠금 링 러그들에 노출되지 않고, 결합하는 동안에 씰
들의 손상에 대한 위험이 감소된다.

[0058]

도 11a-c에서는 연결 상태에 있고, 잠금 링 러그들(24, 25, 26)에 의해 잠긴 수 및 암 커넥터들(18a,b)이 보여
진다(잠금 링 몸체(body)는 개략적인 도 11a, 12a, 13a에서 보여지지 않고, 단지 러그들만 보여진다. 개략적인
도 11b,c, 12b,c, 13b,c에서는 서로 연결된 몸체들이 아닌 러그들만 보여진다). 도 11a-c는 잠금 링 상부 러그
들(26)이 각각의 수 커넥터 상부 러그들(21)에 어떻게 접하는지, 잠금 링 중간 러그들(25)이 각각의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에 어떻게 접하는지, 잠금 링 하부 러그들(24)이 각각의 암 커넥터 러그들(19)에 어떻게 접하는
지 보여준다.

[0059]

연결 및 분리 상태를 나타내는 도 12a-c에서는 잠금 링은 잠금 링 하부 러그들(24)이 암 커넥터 러그들(19)에
접하지 않지만 인접한 암 커넥터 러그들(19, 도 12c 참조) 사이의 각각의 공간들에 배열되는 위치로

각도(수

커넥터(18a)상의 참조 부호 K에 대한 호 길이 di)로 회전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잠금 링은 수 커
넥터 및 잠금 링으로부터 인출될(withdrawn) 수 있는 암 커넥터(18b)를 지지하지 않는다. 잠금 링 상부 러그들
(26)은 수 커넥터 상부 러그들(21)의 각각의 부분들에 의해 여전히 지지되고, 잠금 링 중간 러그들(25)는 수 커
넥터 하부 러그들(20, 도 12a,b 참조)의 각각의 부분들에 의해 여전히 지지되며, 이에 의해 잠금 링은 여전히
수 커넥터에 부착된다.
[0060]

도 13a-c에서는, 암 커넥터가 제거되고(암 커넥터가 잠금 링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므로, 도 12c 참고) 잠금 링
은 잠금 링 상부 러그들(26)이 수 커넥터 상부 러그들(21) 각각에 의해 지지되지 않지만 인접한 수 커넥터 상부
러그들(21) 사이의 각각의 공간들에 배열되는 위치 및 잠금 링 중간 러그들(25)이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
각각에 의해 지지되지 않지만 인접한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 도 13b 참조) 사이의 각각의 공간들에 배열되
는 위치로

[0061]

각도(참조 부호 K에 대한 호 길이 d2)로 더 회전된다.

도 13b(및 도 11b, 12b)는 잠금 링 상부 러그들(26)이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이 배열된 수 커넥터의 부분
보다 더 큰 직경을 가진 잠금 링의 부분에 어떻게 배열되는지 도시한다. 또한, 잠금 링 중간 러그들(25)이 상부
러그들(21)이 배열된 수 커넥터의 부분보다 더 작은 직경을 가진 잠금 링의 부분에 어떻게 배열되는지
도시한다. 그러므로, 잠금 링은 수 커넥터의 어떠한 러그들에 의해서도 방해 받지(impeded) 않고 수 커넥터로부
터 제거될 수 있다. 호 길이 d2는 거리 d1의 두 배인 것과
다. 일 실시예로,

[0062]

인 것이 도 12a-c 및 도 13a-c로부터 명백하

이다.

도 12c의 예로부터 드러나는 바와 같이, 잠금 링이 도 12a-c에 보여지는 위치에 있을 때, 암 커넥터가 잠금 링
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잠금 링 하부 러그들(24)은 러그들의 같은 열에 있는 인접한 암 커넥터 러그들(19)
사이의 호 길이 a2 보다 약간 작은 호 길이 a3을 갖는다.

[0063]

도 13b의 예로부터 드러나는 바와 같이, 잠금 링이 도 13a,b에 보여지는 위치에 있을 때, 잠금 링이 수 커넥터
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잠금 링 상부 및 중간 러그들(26, 25)은 러그들의 같은 열에 있는 인접한 수 커넥터
러그들(20, 21, 도 12b 참조) 사이의 호 길이 a1 보다 약간 작은 호 길이 a5, a4를 갖는다.

[0064]

도 7을 참조하면, 당업자는 상부 라이저 조인트의 메인 파이프(7a) 및 킬 앤 초크 라인들(8a, 9a) 내의 축 방향
인장(axial tension)들이 커넥터 조립체에 의해 하부 라이저 조인트의 메인 파이프(7b) 및 킬 앤 초크 라인들
(8b, 9b)로 전달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이론들 및 기술들을 이용함으로써, 인장 하중들은
메인 파이프들 및 캘 앤 초크 라인들 모두에 인가된다.

[0065]

도 2 내지 5에서 명백히 보여진 바와 같이, 상부 및 하부 플랜지들(10a,b)은 커넥터 조립체의 중량 및 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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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하는 타원(elliptical) 형태들을 갖는다. 단지 인장 하중들의 전달에 기여하는 라인들(메인 파이프, 킬
앤 초크 라인들)만이 구조적으로 커넥터 플랜지들에 포함된다. 부스터 라인들과 같이 얇은 벽을 가진(thinwalled) 다른 라인들은 행 오프 브래킷들을 통해 플랜지들에 단순히 부착된다.
[0066]

도 14, 15 및 16은 두 개의 연속적인 라이저 조인트들(미도시)의 결합 동안에 사용되는 고안된 커넥터 조립체를
도시한다. 그 자체로 해당 기술 분야에 알려진 스파이더(30)는 선택적으로 지지하기(도 15, 16) 위해 앞 뒤로
미끄러질 수 있고, 커넥터 조립체들(그리고 이에 따라 라이저 조인트들이 연결된 6a,b)을 릴리즈(release, 도
14)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지지 플레이트들(31a,b)을 포함한다.

[0067]

도 15에서, 하부 커넥터 조립체(6b)는 스파이더 플레이트들(닫힌 위치들에 있는, 31a,b)에 의해 지지되고 이에
따라 라이저 조인트들(미도시)을 아래에서(underneath) 지지한다. 상부 라이저 조인트의 하부 종단에 위치한 상
부 커넥터 조립체를 갖는 상부 라이저 조인트(미도시)는 하부 커넥터 조립체(6b)와 결합되려고 한다. 가이드 구
조(32)는 커넥터 조립체들(6a,b)이 결합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정렬되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도 14에 보여진
바와 같이 각 가이드 구조의 상부 부분에 위치한 비스듬한 지역(34)은 플랜지 상의 각각의 접속 영역(contact
area)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결합 이전에 예비 정렬(preliminary alignment)을 보장하고 한편, 선형 가이드 부분
(33)은 커넥터 조립체들이 결합될 때, 정렬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처음에 비스듬한 영역(34)에 접하고 그리고
나서 선형 가이드 부분(33)에 접하게 하는 플랜지들(10a,b)의 비 원형 모양 및 접속 영역들(35)의 배열에 의해,
결합 및 연결 동작 동안에 두 개의 커넥터 조립체 부분들(6a,b)의 정렬이 보장된다.

[0068]

라이저 커넥터 조립체의 두 번째 실시예는 이제 도 17 내지 도 24e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실시예들은 아래에서 설명되는 특징들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0069]

도 17 및 도 18은 각각의 플랜지들 (첫 번째 실시예와 달리 행 오프 브래킷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10a', 10b')
에 일체화된 부스터 라인들(12a,b)를 보여준다. 또한, 도면들은 플랜지들(10a', 10b')이 초크 앤 킬 라인들
(8a', 8b', 9a', 9b')을 완전히 둘러싸지 않지만 각 플랜지들은 각각의 오픈 세그먼트(open segment, 37a,b,
38a,b)를 가진다. 이것은 플랜지들의 총 중량 및 제조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리하다.

[0070]

또한, 도 17은 잠금 링(11')이 부드러운 외부 표면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예를 들어, 도 3에 보여진 정렬 홈
(27)이 없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잠금 핀들 등이 보여지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0071]

도 19를 참조하면, 이러한 두 번째 실시예에서 암 커넥터(18b')는 암 커넥터 상부 림(rim)에 위치한 떨어져 배
치된(spaced apart) 러그들(19')의 세 개의 열들 및 일련의 캐스텔레이션들(castellations 36a,b)을 포함한다.
캐스텔레이션들은 연속적인 노치들(notches, 36a) 및 립들(lips, 36b)에 의해 형성된다.

[0072]

도 20은 잠금 링(11')의 외부 러그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번째 실시예에서 잠금 링(11')은 하나의 상부 러그
들(26')의 열 및 하나의 중간 러그들(25')의 열을 포함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될 것과 같이
(예를 들어, 도 21), 잠금 링 상부 러그들(26')은 대응하는 수 커넥터 상부 러그들(21')과 상호작용 하도록 구
성되고, 잠금 링 중간 러그들(25')은 대응하는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과 상호작용 하도록 구성된다.

[0073]

도 21에서 수 커넥터(18a')의 러그들을 도시하기 위해 잠금 링은 제거된다. 이러한 두 번째 실시예에서, 수 커
넥터(18a')는 하나의 상부 러그들(21')의 열 및 하나의 하부 러그들(20')의 열을 포함한다. 이 도면은 암 커넥
터(18')의 캐스텔레이션들(36a,b)을 보여주고, 립들(36b)이 인접한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 사이에 장착되
기 위해 어떻게 치수화 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수 커넥터 및 암 커넥터 사이의 반지름 방향의 움
직임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주변 라인들(예를 들어, 초크, 킬 및 보조라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 내에서
비틀림 힘(twisting forces)을 방지한다.

[0074]

도 22a-c에서는 연결 상태에 있고 잠금 링 러그들(24', 25', 26')에 의해 잠긴 수 및 암 커넥터(18a',b')가 보
여진다(잠금 링 몸체는 개략적인 도 22a, 23a, 24a, 24d,c에서 보여지지 않고, 단지 러그들만 보여진다. 개략적
인 도 22b,c, 23b,c, 24b,e에서는 서로 연결된 몸체들이 아닌 러그들만 보여진다).

[0075]

도 22a-c는 잠금 링 상부 러그들(26')이 각각의 수 커넥터 상부 러그들(21')에 어떻게 접하는지, 잠금 링 중간
러그들(25')이 각각의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에 어떻게 접하는지, 잠금 링 하부 러그들(24')이 각각의 암
커넥터 러그들(19')에 어떻게 접하는지 보여준다. 도 22a에서, 수 커넥터가 암 커넥터 위에 있으므로 암 커넥터
가 부착된 라이저 조인트의 중량을 짊어지는(carry) 경우를 가정하면, 수 커넥터 러그들(20', 21')이 사실상 각
각의 잠금 링 중간 및 상부 러그들(25', 26')을 위한 지지를 제공하고, 잠금 링 하부 러그들(24')이 암 커넥터
러그들(19')을 위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하다. 도 22b에서, 잠금 링 상부 러그들(26')은 거의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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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0076]

또한, 이러한 두 번째 실시예에서 러그들의 각 원주 방향 열은 암 커넥터 및 잠금 링 주변 주위에 원주 형태로
(circumferentially), 다시 말해, 30 의 각도 간격으로 배치되는 여섯 개의 러그들을 포함하는 한편 수 커넥터
상의 러그들의 각 열은 원주 형태로 배치된 4개의 러그들을 포함하는 것은 도 22b,c로부터 명백하다.

[0077]

연결 및 분리 상태를 나타내는 도 23a-c에서는 잠금 링은 잠금 링 하부 러그들(24')이 암 커넥터 러그들(19',
도 23c 참조)에 접하지 않지만 인접한 암 커넥터 러그들(19') 사이의 각각의 공간들에 배열되는 위치로 회전된
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잠금 링은 수 커넥터 및 잠금 링으로부터 인출될 수 있는 암 커넥터(18b')를
지지하지 않는다. 잠금 링 상부 러그들(26')은 수 커넥터 상부 러그들(21')의 각각의 부분들에 의해 여전히 지
지되고, 잠금 링 중간 러그들(25')은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의 각각의 부분들에 의해 여전히 지지되며(도
23a,b 참조), 이에 의해 잠금 링은 여전히 수 커넥터에 부착된다.

[0078]

도 24a,b에서는, 암 커넥터가 제거되고, 잠금 링은 잠금 링 상부 러그들(26')이 수 커넥터 상부 러그들(21') 사
이에 배치되는 위치로 더 회전된다. 특히 도 24b는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이 잠금 링 상부 러그들(26') 사
이에 어떻게 배치되어 잠금 링이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는지 보여준다. 이것은 잠금 링 상부 러그들(26')이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의 외부 직경 r2보다 작은 내부 직경 r1으로 배열되기 때문이다.

[0079]

도 24c에서, 잠금 링은 잠금 링 상부 러그들(26')이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에 놓일(resting) 때까지 낮아
진다(도 24c에서 아래로). 잠금 링 중간 러그들(25')은 이제 수 커넥터(18a)로부터 자유롭게 분리된다
(disengaged).

[0080]

도 24d 및 24e에서, 잠금 링은 도 24c의 위치와 비교하여 더 회전된다. 잠금 링은 이제 잠금 링 상부 러그들
(26')이 수 커넥터 하부 러그들(20') 사이에 배치되어 잠금 링이 수 커넥터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위치로 회전
된다. 도 24c,d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수 커넥터로부터 잠금 링을 제거하기 위한 이러한 두 단계의 순서는 수
커넥터에서 잠금 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조치이다.

[0081]

위에서 설명한 두 실시예들 모두에서, 암 커넥터가 제거될 때 잠금 링은 수 커넥터에 연결된다. 반대의 구성,
다시 말해, 수 커넥터가 제거된 후에 잠금 링이 암 커넥터와 연결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한, 고안된 커넥터 조립체는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잠금 링의 시계방향 회전 또는 반 시계방향 회전
모두를 위해 설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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