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F16L 5/02 (2006.01)

     H02G 15/00 (2006.01)

     H02G 15/013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110320

2006년10월24일

(21) 출원번호 10-2006-7011535

(22) 출원일자 2006년06월12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6년06월12일

(86) 국제출원번호 PCT/SE2004/001828 (87) 국제공개번호 WO 2005/057749

국제출원일자 2004년12월08일 국제공개일자 2005년06월23일

(30) 우선권주장 0303361-0 2003년12월12일 스웨덴(SE)

(71) 출원인 록스텍 아베

스웨덴 에스-371 23 카를스크로나 박스 540

(72) 발명자 헤드스트롬 한스

스웨덴 에스-117 40 스톡홀름 레이메르숄름스가탄 25

(74) 대리인 장훈

홍동오

심사청구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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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외부 프레임(11)을 포함하며, 상기 프레임 내측에 배치되고, 케이블 또는 파이프(8)를 둘러싸는 적어도 하나의

밀봉 모듈(1)을 구비하는 케이블 또는 파이프용 안내-통과 수단에 관한 것이다. 밀봉 모듈(1)은 그의 길이방향으로 분할되

고,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8)에 그의 덕트 영역을 적용하기 위하여 벗길 수 있는 시트(3)가 설치되며, 밀봉 모듈(1)은 적

어도 하나의 확장 유닛(12)과 함께 프레임(11)의 개구를 메우게 된다. 밀봉 모듈(1)은 두 개의 절반부로 분할하기 위한 분

할 절단부(2')를 구비하며, 이 분할 절단부(2')는 밀봉 모듈(1)의 길이방향 또는 그의 덕트(4)의 장축(5)에 대하여 경사지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8)에 밀봉 모듈(1)의 적용시, 모듈 중 하나의 절반부(1')는 제 1 시기 동안

180° 회전될 수 있어 밀봉 모듈(1)을 통해 원뿔 덕트를 형성함과 동시에, 모듈 절반부들(1', 1'') 사이에서 경사 갭(6)이 형

성된다. 모듈 절반부들(1', 1'')이 갭(6)의 좁은 단부(6')에 서로 도달할 때까지,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8)에 밀봉 모듈(1)

이 적용된 후, 하나의 절반부(1')는 제 2 시기 동안 다시 180°회전될 수 있어, 확장 유닛(12)의 작동 후 밀봉 모듈(1)과 프

레임(11)을 통해 진행하는 케이블 또는 파이프(8)에 대하여 완전 밀봉과 동시에 정확한 수치를 갖는 균일한 갭(7)이 얻어

진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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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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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케이블 또는 파이프용 안내-통과 수단에 관한 것이며, 프레임 내부에 수용되고 케이블 또는 파이프를 둘러싸는

적어도 하나의 밀봉 모듈(sealing module)을 구비하는 외부 프레임을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밀봉 모듈은 적어도 하나

의 확장 유닛과 함께 상기 프레임의 개구를 메우게 된다. 상기 밀봉 모듈 및 적절한 다른 하나 이상의 인접한 모듈은 상기

확장 유닛에 의하여 밀봉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프레임 및 서로 간에 대항하여 가압될 수 있다.

배경기술

예를 들면, 스위치 캐비넷 또는 벽을 통해 케이블이 삽입될 때, 밀봉 프레임이 실제 개구 위에 부착되는 종래 기술은 제안

되어 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케이블 또는 파이프는 프레임을 통해 안내된다. 밀봉 모듈은 각 케이블 또는 파이프의 주위에

부착된다. 상기 밀봉 모듈은 확장 유닛과 함께 프레임의 개구를 메우며, 이어서 밀봉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프레임 및 서

로에 대항하여 밀봉 모듈을 가압한다. 상기 밀봉 모듈은 통상적으로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가 삽입될 수 있도록 길이방

향으로 분할된다. 다른 케이블 또는 파이프에 밀봉 모듈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기 밀봉 모듈은 벗길 수 있는 시트가 설치된

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지의 기술은 영국특허 GB 2 186 443 및 WO 01/28057 공보에 제안되어 있다.

공지된 기술에서 갖는 하나의 문제점은 밀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확한 개수의 시트가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너무 많

은 시트가 제거되면, 밀봉 모듈은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 주위에 느슨하게 끼워지고, 제거되는 시트가 너무 적으면, 모듈

절반부들의 가장자리 사이에서 너무 넓은 갭이 형성될 수 있어 밀봉은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확장 유닛이 압력을 가할 때 클램핑(clamping)될 케이블 또는 파이프 및 서로 가압될 모듈 절반부들의 가장자리에 대하여

차례대로 절반부들 사이에서 매우 작은 갭이 존재해야만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방식의 케이블용 안내-통과 수단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구별

되는 특징부는 수반되는 청구항들에서 나타내었다.

본 발명에 의하여, 뛰어난 방식으로 그 목적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저가이며 생산이 용이한 케이블용 안내-통과 수단이 달

성된다. 본 발명의 안내-통과 수단을 통해, 케이블 또는 파이프에 대한 완전한 기밀 연결은 밀봉 모듈을 두 절반부들로 구

획을 이루는 절단부가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를 수용하는 덕트의 장축에 대하여 경사지게 배치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

다. 이러한 기울기는 벗길 수 있는 시트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된다.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에 대한 모듈의 적용시, 하

나의 모듈 절반부는 회전되고, 이에 따라 밀봉 모듈을 통해 원뿔 덕트를 제공한다. 이 모듈이 케이블 또는 파이프에 위치될

때, 모듈 절반부들 사이에 경사 갭이 형성되고, 케이블 또는 파이프에 모듈의 적용에 있어, 밀봉 모듈의 내부 시트는 모듈

절반부들이 갭의 좁의 단부에 도달할 때까지 벗겨지고, 확장 유닛에 의하여 프레임 및 서로에 대항하여 가압되기 전에, 모

듈 절반부들 사이에 요구되는 매우 작은 갭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모듈 절반부가 다시 180° 회전되며, 정

확한 수치를 갖는 균일한 갭이 형성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케이블 또는 파이프용 안내-통과 수단을 도시한 단면도.

도 2는 도 1의 안내-통과 수단에서 사용되는 공지된 밀봉 모듈을 도시한 측면도.

도 3은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에 대하여 벗길 수 있는(박리가능한) 내부 시트를 구비한 동일하게 큰 두 모듈로 형성된 도

2의 밀봉 모듈을 도시한 확대도.

도 4는 밀봉 모듈의 장축에 대하여 경사지게 이루어지는 절단부를 구비한 본 발명에 따른 밀봉 모듈을 도시한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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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좌측 단부에서 좁은 갭을 갖기 위하여 내부 시트의 필요 개수를 벗겨낸 후, 도 4에 따른 밀봉 모듈이 실제 케이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6은 모듈 절반부들의 가장자리 사이에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갭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측 절반부가 하측 절반부에 대하

여 180°회전할 때와 같은 이후의 밀봉 모듈을 바라본 것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여 아래에서 보다 명백히 설명된다.

도면들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은 케이블 또는 파이프용의 네 개의 밀봉 모듈(1)이 배치되는

외부 프레임(11)으로 이루어지는 케이블용 안내-통과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밀봉 모듈(1)은 프레임(11)에 위치되는 확장

유닛(12)에 의하여 압축가능한 두 개의 절반부(halve)(1', 1'')로 각각 이루어진다.

도 2 및 도 3에서, 케이블 또는 파이프(8)의 삽입을 위하여 이 케이블 또는 파이프가 통과하는 수평 절단부(2)를 갖는 공지

된 밀봉 모듈을 도시하고 있다. 벗길수 있는(박리가능한) 상기 밀봉 모듈(1)의 내부 시트(sheet)는 참조 부호 3으로 나타낸

다.

도 4 내지 도 6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밀봉 모듈(1)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며, 두 개의 절반부(1', 1'')로

상기 모듈(1)을 분할하는 분할 절단부(2')는 밀봉 모듈의 길이방향 또는 덕트(4)의 장축(5)에 대하여 경사지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할 절단부(2')는 벗길 수 있는 시트(3)의 두께에 따른 기울기를 갖는다. 밀봉 모듈(1)에 실제 단면을 갖는 케이블

(8)을 배치함에 있어, 모듈의 일측 절반부(1')는 제 1 시기 동안 180° 회전되어 모듈 절반부(1', 1'') 사이에서 밀봉 모듈(1)

을 통해 원뿔 덕트를 형성함과 동시에 이에 따라 경사 갭(6)이 발생한다. 그런 다음,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모듈 절반부

(1', 1'')가 갭(6)의 좁은 단부(6')에 서로 도달할 때까지, 벗길 수 있는 시트(3)를 제거함으로써 상기 밀봉 모듈(1)은 실제

케이블(8)에 적용된다. 이후, 제 2 시기 동안, 예를 들면 상부 모듈 절반부(1')가 다시 180°회전하여, 도 6에서 보다 근접하

게 나타낸 바와 같이 정확한 수치를 갖는 균일한 갭(7)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확장 유닛(12)이 작동될 때, 실제 케이블 또

는 파이프(8) 주위에서 전체적으로 적절한 밀봉이 최종적으로 달성된다.

선택된 실제 예시에서, 상기 밀봉 프레임(11)은 확장 유닛(12)을 갖는 사각 형이고, 쌍으로 배치되는 동일한 두 밀봉 모듈

에 의하여 폐쇄되며, 상기 밀봉 모듈은 확장 유닛(12)에 의하여 프레임(11) 내에서 압축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이는 도 4 내

지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안내-통과 수단을 통해 진행하는 케이블(8)의 실제 영역에 각 밀봉 모듈(1)이 적용된 후 바로 실

행된다.

도시하지 않은 실시예로, 상기 확장 유닛은 밀봉 모듈을 둘러싸는 개스킷(gasket)으로 형성된다. 즉, 확장 유닛은 그의 외

측 부분이 프레임에 대하여 접촉하고 그의 내측 부분이 밀봉 모듈에 대하여 접촉함에 따라 이와 동시에 모듈 주위에서 신

축성 있게 늘어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케이블 또는 파이프(8)를 둘러싸는 적어도 하나의 밀봉 모듈(1)이 내부에 배치되는 외부 프레임(11)을 포함하고, 상기 밀

봉 모듈(1)은 길이방향으로 분할되고,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8)에 그의 덕트 영역을 적용하기 위한 벗길 수 있는(박리가

능한) 시트(peelable sheets)(3)가 설치되며, 상기 밀봉 모듈(1) 및 적절한 하나 이상의 다른 인접하는 모듈은, 밀봉이 달

성되는 방식으로 압축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의하여, 적어도 하나의 확장 유닛과 함께 상기 프레임(11)의 개구를 메우

게 되는 안내-통과 수단에 있어서,

상기 밀봉 모듈(1)은 두 개의 절반부(1', 1'')로 분할하기 위한 분할 절단부(2')를 구비하고, 상기 분할 절단부는 밀봉 모듈

(1)의 길이방향 또는 그의 덕트(4)의 장축(5)에 대하여 경사지게 이루어지고, 벗길 수 있는 시트(3)의 두께에 따른 기울기

를 가지며, 이에 따라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8)에 상기 밀봉 모듈(1)의 적용시, 모듈 중 하나의 절반부(1')는 제 1 시기

동안 180° 회전될 수 있어 밀봉 모듈(1)을 통해 원뿔 덕트를 형성함과 동시에 모듈 절반부들(1', 1'') 사이에서 경사 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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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고, 모듈 절반부들(1', 1'')이 갭(6)의 좁은 단부(6')에 서로 도달할 때까지, 실제 케이블 또는 파이프(8)에 밀봉 모

듈(1)이 적용된 후, 하나의 절반부(1')는 제 2 시기 동안 180°역으로 회전될 수 있어, 확장 유닛(12)의 작동 후 상기 밀봉

모듈(1)과 상기 프레임(11)을 통해 진행하는 상기 케이블 또는 파이프(8)에 대하여 완전 밀봉과 함께 정확한 수치를 갖는

균일한 갭(7)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통과 수단.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프레임(11)은 동일한 쌍으로 배치되는 두 개 또는 네 개의 밀봉 모듈(1)을 구비한 사각형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밀봉 모듈은 이들 모듈과 상기 프레임(11)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확장 유닛(12)에 의하여 상기 프레임

(11)에서 압축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통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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