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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

요약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는 캠 동작을 하는 테이퍼진 개공(tapered camming mouth; 28)이 개구부 입구를 형성

하는 관 단부 삽입 개구부(24)를 구비하는 연결구 본체(10)를 포함한다. 전방을 향하여 테이퍼진 노즈 면(44)이 있는 전방

페룰(36)은 캠 동작을 하는 개공(28)과 결합되고, 원추형의 테이퍼진 오목부가 노즈 면(44)을 향해 전방으로 연장되는 후

면(46)을 구비한다. 전방 페룰(36)의 원추형으로 테이퍼진 오목부(46) 내로 연장되는 것은, 가압되는 후면(60)을 구비하는

후방 페룰(38)이다. 커플링 너트(14)는 본체(10)에 나사 결합으로 연결되어 후방 페룰(38)의 가압되는 후면(60)과 결합되

는 가압면(62)을 구비한다. 후방 페룰(38)이 외측으로 버클링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된다. 상기 구조는 후방

페룰(38)의 노즈 부분(52)과 가압되는 후면(60) 사이에 위치하는 중심체(54)를 구비한다. 원통형의 플랜지(66)가 후방 오

목부(46)의 반경 방향의 외측 위치에서 전방 페룰(36)로부터 후방을 향하여 연장된다. 플랜지(66)는 후방 페룰(38)의 중심

체(54)를 근접하게 둘러싸는 원통형 내면(68)을 구비한다. 이 중심체(54)의 길이는 커플링 너트(14)와 전방 페룰(36)의 원

통형 플랜지의 축방향 단부면(66a) 사이의 결합이 조립 중의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도록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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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관 연결구,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량된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把持式) 관 연결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발명과 관련된 관 연결구의 일반적 형태는 미국 특허 제2,484,815호(1949년 10월 18일자 발행)와, 미국 특허 제

3,075,793호(1963년 6월 29일자 발행)와, 미국 특허 제3,103,373호(1963년 9월 10일자 발행)와, 미국 특허 제

4,826,218호(1989년 5월 2일자 발행)와, 미국 특허 제4,915,427호(1990년 4월 10일자 발행)에 개시되고 특허 청구되어

있는 바, 이들 특허들은 본원에 참고로 병합된다.

  미국 특허 제4,915,427호에는 특히 벽이 두꺼운 관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가 개시 및 특

허 청구되어 있다. 이 특허의 구성은 후단부의 플랜지가 두꺼운 것을 포함하는 비교적 대형의 실질적인 구조의 페룰

(ferrule)을 사용함으로써 벽이 두꺼운 관을 위한 2 페룰 연결구(a two ferrule fitting)에서의 적절한 풀업(pull-up)과 작

용을 얻게 한다. 또한, 페룰을 둘러싸는 커플링 너트 부분은 페룰의 플랜지가 마련된 후단부를 밀접하게 둘러싸도록 배치

된다.

  전술한 구성이 매우 만족스럽게 기능을 수행하지만, 두꺼운 후방 플랜지 설계에 의존하는 일이 없이 보다 경량의 페룰을

이용하여 동등한 기능을 얻는 것이 더 요망된다.

  본 발명은 종래 설계의 전술한 단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페룰의 변형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페룰 스웨이징 작용

(swaging action)을 제어 및 억제함으로써 비교적 경량의 페룰이 벽이 두꺼운 관에 대해 만족스럽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구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설계는 후방 페룰의 과도한 "베어 클로(bear claw)" 변형을 방지하여, 후방 페룰이 관

과 완전히 결합되기 전에 후방 페룰이 전방 페룰에 대하여 필요한 구동력을 확실히 전달하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한 가지 측면에 의하면, 캠 동작을 하는 테이퍼진 개공(tapered camming mouth)이 개구 입구부를 형성하는

원통형 관 단부 삽입 개구부를 구비하는 본체를 포함하는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는, 캠 동작을 하는 개공과 결합

하는 전방으로 테이퍼진 노즈 면과 이 노즈(nose) 면을 향하여 전방으로 연장되는 원추형으로 테이퍼진 오목부가 있는 후

면을 구비하는 전방 페룰을 포함한다. 원추형으로 테이퍼진 노즈를 구비하는 후방 페룰은 이 테이퍼진 노즈가 전방 페룰의

원추형으로 테이퍼진 오목부 내로 연장되도록 배치된다. 후방 페룰은 가압되는 후면(rear force receiving surface)을 더

구비한다. 본체에 나사 결합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후방 페룰의 가압되는 후면과 결합되는 커플링 너트로서, 이것은 후방

페룰을 전방 페룰의 원추형으로 테이퍼진 후면 내로 축방향 전방으로 이동시켜 후방 페룰의 노즈 부분을 반경 방향 내측으

로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전방 페룰의 노즈 부분도 반경 방향 내측으로 이동시킨다. 이 조립체는 후방 페룰이 외측으로 버

클링되는 것을 제어하는 개량된 구조를 포함한다. 이 개량된 구조는 후방 페룰 상에서 노즈 부분과 가압되는 후면 사이에

위치하는 원통형 중심체를 포함한다. 이 중심체와 결합되는 것은 전방 페룰 상에 형성되는 원통형의 플랜지부로서, 이것은

전방 페룰의 후방 오목부의 반경 방향 외측 위치에서 그것으로부터 축방향 후방으로 연장된다. 이 원통형의 플랜지는 후방

페룰의 원통형 중심체를 근접하게 둘러싸는 원통형 내면을 구비하여 후방 페룰 또는 그것의 일부분이 반경 방향 외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는 캠 동작을 하는 테이퍼진 개공이 마련된 관 단부 삽입

개구부를 구비하는 본체와, 이 본체의 캠 동작을 하는 개공과 결합하는 전방으로 테이퍼진 노즈를 구비하는 전방 페룰과,

전방 페룰의 테이퍼진 후방 오목부로 연장되는 테이퍼진 노즈와 가압되는 후면을 구비하는 후방 페룰과, 연결구를 풀업시

키기 위하여 본체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후방 페룰의 가압되는 후면과 결합되어 후방 페룰을 전방 페룰의 후방 오

목부 내로 축방향 전방으로 이동시켜 후방 페룰의 노즈 부분을 반경 방향 내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압면을 구비하는 커플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개선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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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 페룰의 반경 방향 외측 이동을 감소시키고 후방 페룰 상에서 후방 페룰의 노즈 부분과 가압되는 후면 사이에 위치되

는 중심체를 구비하며, 전방 페룰의 후방 부분은 전방 페룰로부터 전방 페룰의 후방 오목부의 반경 방향 외측 위치에서 후

방으로 연장되고, 연결구가 풀업될 때 후방 페룰이 반경 방향 외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표면을 구비한다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 및 이점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당업자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삭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특정 부품과 부품의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바람직한 실시예 및 방법은 본 명세서

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은 암나사의 커플링 너트를 채용하지만 관련된 관 부재는 나타내지 않은 커플링 기구의 부분 측면 단면도이고,

  도 2는 도 1과 유사한 도면이지만, 관 부재가 커플링에 삽입되어 이 커플링 요소는 핑거형 관계(finger-type

relationship)로 조립되어 있으며,

  도 3은 도 1과 유사한 도면이지만, 페룰이 관 파지 위치인 조립 상태에서의 연결구를 나타내고,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원형부의 확대도이다.

실시예

  

삭제

  

삭제

  이제, 단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본 발명을 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도면을 참조

하면, 도 2 및 도 3에는 커플링 본체(10)와, 이것에 결합되어 그 내부에 수용되는 관형 부재(12)가 대략적으로 나타나 있

다. 커플링 본체(10)와 관형 부재(12) 사이의 적절한 파지 및 밀봉 결합은 커플링 너트(14)와 페룰 장치(16)를 이용하여 달

성된다.

  본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커플링 본체(10)는 제1 단부(20) 및 이와 결합된 제2 단부(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커플링

본체(10)는 어떠한 형태의 제2 단부 또는 관련된 구조와도 결합될 수 있으며, 밸브 등과 같은 유체 유동 장치 상에 직접 형

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커플링 본체(10)는 제1 단부(20)의 축방향 내측

으로 연장되는 원통형 보어(24)와 연결되는 내부 유동 통로(22)를 포함한다. 원통형 보어(24)는 내부 유동 통로(22)와 동

축인 것이 바람직하며, 원통형 보어(24)와 내부 유동 통로(22) 사이의 접합부(juncture)는 반경 방향 단부벽 또는 쇼울더

(shoulder; 26)를 제공한다. 도 2 및 도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카운터보어(24)의 직경은 관형 부재(12)의 단부

를 근접하지만 활주 가능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 쇼울더(26)는 관(12)의 내측 이동을 제한하는 정지부를 제

공하여, 페룰 장치(16)에 대하여 관 단부의 위치를 결정한다. 외측 카운터보어(28)가 카운터보어(24)로부터 연결구 본체의

외측 단부로 연장되며, 보어(24) 둘레로 원추형의 캠 동작을 하는 테이퍼진 개공(28)을 형성하도록 반경 방향 외측으로 확

장하는 대략 원추형상이다.

  커플링 너트(14)는 그 외형이 6각형인 것이 바람직하며, 30으로 표시한 바와 같은 나사산이 있는 중앙 보어가 있고, 이것

은 커플링 본체(10)의 제1 단부(20)의 외측 둘레에 형성된 나사산(32)과 맞물린다. 커플링 너트(14)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페룰 장치(16)를 밀봉 및 파지 상태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커플링 너트(14)의 축방향 외측

단부에 관형 부재(12)의 외부를 근접하게 둘러싸는 크기의 중앙 보어(34)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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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도 1 및 도 4를 참조하면, 페룰 장치(16)의 세부와 바람직한 구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페룰 조립체

는 전방 페룰(36)과 후방 페룰(38)로 구성된다. 전방 페룰(36)은 관형 부재를 근접하지만 활주 가능하게 수용하는 정도의

크기인 원통형의 중앙 관통 개구부(40)를 구비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 페룰(36)의 외면은 테이퍼진 형상으로서 캠 동

작을 하는 개공(28)의 테이퍼 각도보다 단지 약간 작은 각도(α)로 테이퍼진다. 각도(α)는 10도 내지 30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된 바와 같이, 캠 동작하는 개공(28)의 대응하는 각도는 통상적으로 약간 더 크다. 테이퍼진 외면

(42)은 노즈(44)로부터 페룰의 후면에 인접하는 위치까지 페룰의 길이를 실질적으로 연장하게 된다. 전방 페룰(36)의 후면

에는 원추형으로 테이퍼진 가압되는 후면(46)이 마련되며, 이 후면은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 약 40도 내지 50도의 범위 내

에 있는 각도로 테이퍼지거나 경사진다.

  이 전방 페룰(36)과 상호 작용하는 것은, 직경이 전방 페룰(36)의 중앙 관통 개구부(40)에 대략 대응하는 중앙 관통 개구

부(50)가 마련된 제2 페룰, 즉 후방 페룰(38)이다. 이 중앙 관통 개구부(40)도 역시 관(12)을 근접하지만 활주 가능하게 수

용하도록 배치된다. 후방 페룰(38)의 전방 단부 또는 축방향 내측 단부는 전방 페룰(36)의 가압되는 오목부(46)의 경사도

와 대략 동일하게 테이퍼진다. 후방 페룰(38)의 내측 또는 노즈 단부(52)의 축방향 후방에는 원통형의 중심체부(54)가 있

다. 후방 페룰(38)의 축방향 최외측 단부 또는 우측 단부는 56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직경이 약간 더 커서, 원통형의 반경

방향 외측면(57)이 마련된 반경 방향으로 연장되는 단부 플랜지를 형성하고 있다. 커플링 너트(14) 내의 카운터보어(58)는

후방 페룰(38)의 상기 부분(56)이 형성하는 플랜지를 완전히 둘러싸는 크기가 되도록 구성된다. 또한, 후방 페룰(38) 상의

약간 테이퍼지거나 경사진 단부벽(60)은 커플링 너트(14)의 경사진 내측 쇼울더(62)에 대응하여,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룰을 관의 파지 및 밀봉 위치로 이동시키도록 너트(14)가 커플링 본체(10)에 조여질 때 가압되는 면으로서 작용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방 페룰(36)의 후방과 후방 페룰(38)의 전방에 있는 원통형 중심체부(54) 사이의

관계이다. 특히, 전방 페룰(36)은 축방향 후방으로 연장되는 원통형 플랜지부(66)를 포함하여, 이것이 가압되는 경사면

(46)으로 안내되는 원통형 보어(68)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통형 보어(68)는 그 길이가 원통형 중심체부(54)

의 대략 반 정도로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후방 페룰(38)의 이 부분을 반경 방향으로 구속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너트

부재(14) 내에는 전방 페룰(36)의 후단부 직경을 근접하게 둘러싸는 크기로 구성되는 제2 카운터보어(70)가 마련되며, 이

것은 관의 파지 위치로 너트 부재(14)를 조이는 동안 전방 페룰이 반경 방향 외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을 유

념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방 페룰(36)과 후방 페룰(38)은 모두 너트 부재(14)에 의하여 반경 방향으로 구속되는 한

편, 후방 페룰(38)의 노즈 부분은 전방 페룰(36)의 후방에 있는 카운터보어(68)에 의하여 더 구속되고 안내된다. 이와 같이

후방 페룰을 축방향 내측 단부 및 외측 단부에서 모두 안내 및 구속함으로써, 후방 페룰이 점진적으로 내측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전방 페룰(36)을 그것의 파지 위치로 이동시키게 된다. 이 제어된 이동은 비틀림(torsional twist)을 방지하고 파지

이동을 억제하여, "비어 클로잉(bear clawing)" 또는 후방 페룰(38)의 노즈 부분(52)의 과도한 편향(over deflection) 이나

구름(rolling)을 방지한다. 또한, 이와 같이 전방 페룰(36)의 가압되는 면을 후면의 내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것에 대하

여 가해지는 힘을 구속 및 제어하는 후방 페룰(38)의 능력은 더욱 개선된다.

  도 3은 너트 부재(14)를 도 2의 핑거 결합 위치(finger tight position)로부터 "조립"하여 완전히 결합된 관 파지 위치로

이동시킨 후의 구성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후방 페룰(38)의 중심체부(54)의 길이는 커플링 너트

(14)의 카운터보어(58) 및 원통형 보어(68)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플랜지부(66)의 단부면(66a)과 제2 카운터보어(70)의

단부면(70a) 사이의 어떠한 결합 가능성도 방지하는 길이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다(도 4 참조). 이로 인하여,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구의 조립 후에도 "간격(G)"이 확실하게 유지된다. 간격(G)을 유지함으로써, 페룰에 의한 스프링 작

용이 유지된다. 이것은 열 순환(thermal cycling)과 진동 중에도 밀봉 상태가 확실히 유지되게 한다. 또한, 이로써 연결구

를 계속해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다. 분명한 것은, 본 명세서를 읽고 이해한 자가 수정 및 변경을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수정 및 변경은 그것이 첨부된 청구범위 또는 그 균등물의 범주 내에 있는 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통형 관 단부 삽입 개구부(24)의 입구를 형성하는 캠 동작을 하는 테이퍼진 개공(tapered camming mouth; 28)이 마

련된 상기 원통형 관 단부 삽입 개구부(24)를 구비하는 본체(1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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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 동작을 하는 상기 개공(28)과 결합하는 전방으로 테이퍼진 노즈 면(42)과, 이 노즈 면(42)을 향하여 전방으로 연장되

는 원추형으로 테이퍼진 오목부를 형성하는 후면(46)을 구비하는 전방 페룰(ferrule; 36)과,

  상기 전방 페룰(36)의 원추형으로 테이퍼진 오목부(46) 내로 연장되는 원추형으로 테이퍼진 노즈 부분(52)과, 가압되는

후면(60)을 구비하는 후방 페룰(38)과,

  상기 본체(10)에 나사식으로 연결되고, 상기 후방 페룰(38)의 가압되는 후면(60)과 결합되어 상기 전방 페룰(36)의 원추

형으로 테이퍼진 후면(46) 내로 상기 후방 페룰(38)을 축방향 전방으로 이동시켜 이 후방 페룰(38)의 노즈 부분(52)을 반

경 방향 내측으로 이동시키는 힘을 가하기 위한 면(62)을 구비하는 커플링 너트(14)

  를 포함하는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로서,

  상기 후방 페룰(38)이 외측으로 버클링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구조가, 이 후방 페룰(38) 상에서 노즈 부분(52)과 가압

되는 후면(60) 사이에 위치하는 원통형의 중심체(54)를 구비하며,

  후방 오목부(46)의 반경 방향의 외측 위치에서 전방 페룰(36)로부터 축방향 후방으로 연장되는 원통형의 플랜지(66)가,

상기 후방 페룰(38)의 원통형 중심체(54)를 근접하게 둘러싸는 원통형 내면(68)과, 커플링 너트(14)의 가압면(70a)을 향

하여 대향하며 이 가압면으로부터 축방향으로 이격되는 축방향 단부면(66a)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제어 순

차 파지식 관 연결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형 플랜지(66)의 축방향 길이는 상기 후방 페룰(38)의 원통형 중심체(54)의 축방향 길이의 약

1/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후방 페룰(38)은 상기 원통형 중심체(54)와 가압되는 후면(60) 사이에 반경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

는 플랜지부(56)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커플링 너트(14)는 상기 후방 페룰(38) 플랜지부(56)를 근접하게 둘러싸는 제1 원통형 내벽(58)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커플링 너트(14)는 상기 제1 원통형 내벽(58)으로부터 축방향으로 이격된 제2 원통형 내벽(70)을

더 구비하며, 이 제2 원통형 내벽(70)은 상기 전방 페룰(36)의 후방 플랜지부(66)를 근접하게 둘러싸고 이것을 반경 방향

으로 구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후방 페룰(38)의 중심체(54)의 길이는 상기 관 연결구의 조립 중에 언제든지 커플링 너트(14)와 상

기 축방향 단부면(70a) 사이의 결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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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후방 페룰(38)은 상기 가압되는 후면(60)을 형성하는 반경 방향으로 연장되는 플랜지(56)를 구비

하며, 상기 후방 페룰(38)의 플랜지는 상기 커플링 너트(14) 내의 카운터보어(58)와 결합되는 원통형의 반경 방향 외측면

(57)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

청구항 8.

  캠 동작을 하는 테이퍼진 개공(28)이 마련된 관 단부 삽입 개구부(24)를 구비하는 본체(10)와,

  상기 본체의 캠 동작을 하는 개공(28)과 결합하는 전방으로 테이퍼진 노즈(44)를 구비하는 전방 페룰(36)과,

  상기 전방 페룰(36)의 테이퍼진 후방 오목부(46) 내로 연장되는 테이퍼진 노즈 부분(52)과 가압되는 후면(60)을 구비하

는 후방 페룰(38)과,

  연결구를 풀업(pull-up)시키기 위하여 상기 본체와 함께 작용할 수 있고, 상기 후방 페룰의 가압되는 후면(60)과 결합되

어 이 후방 페룰을 상기 전방 페룰의 후방 오목부(46) 내로 축방향 전방으로 이동시켜 후방 페룰의 노즈 부분(52)을 반경

방향 내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압면(62)을 구비하는 커플링 요소(14)

  를 포함하는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로서,

  상기 후방 페룰(38)의 반경 방향 외측 이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조가 상기 후방 페룰(38) 상에서 상기 후방 페룰의 노즈

부분(52)과 가압되는 후면(60) 사이에 위치되는 중심체(54)를 포함하고,

  상기 전방 페룰(36)의 후방 부분(66)이 상기 전방 페룰(36)의 후방 오목부(46)의 반경 방향의 외측 위치에서 상기 전방

페룰(36)로부터 후방으로 연장되고, 이 후방 부분(66)에는 연결구가 풀업될 때 상기 후방 페룰의 반경 방향 외측 이동을 감

소시키는 표면이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제어 순차 파지식 관 연결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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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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