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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관 조인트의 제조공정을 간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부품수를 삭감하는 것에 의해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 관 조인트(10)는, 튜브가 삽입되는 본체(12)와, 상기 본체(12)의 내부에 배설되는 가이드부재(14)와, 상기 튜브(16)의

외주면에 결합되어 상기 튜브(16)를 지지하는 척(18)과, 상기 척(18)에 있어서의 튜브(16)와 대향하는 내주측에 소정의각

도 경사하여 돌출하는 폴(48)과, 상기 튜브(16)의 결합상태를 해제히는 릴리스부시(22)와, 상기 본체(12)의 내부에 장착되

고, 상기 튜브(16)의 외주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동시에, 압력유체가 공급되었을 때에 본체(12)의 축선방향을 따라서 변위

하는 패킹(20)을 구비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관 조인트, 압력유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관 조인트의 종단면도.

도 2는 도1의 관 조인트의 일부단면 분해사시도.

도 3은 도1의 관 조인트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를 나타내는 종단면도.

도 4는 도2의 관 조인트에 접속되는 튜브의 내부에 압력유체가 공급된 상태를 나타내는 종단면도.

도 5는 도3의 관 조인트로부터 튜브가 이탈할 때에 릴리스부시를 압박한 상태를 나타내는 종단면도.

도 6은 도1의 관 조인트에 릴리스부시를 삽입하여 조립할 때의 조립설명도.

도 7은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의 관 조인트의 종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00 ; 관 조인트, 12, 102 ; 본체

14 ; 가이드부재 16 ; 튜브(관재)

18 ; 척(척 부재:Chuck Member) 20 ; 패킹(시일부재)

22 ; 릴리스부시(릴리스부재) 26, 120 ; 접속부

36, 112 ; 링부재(결합부재) 38, 110 ; 결합홈(제1환상홈)

40 ; 척홈(chuck groove) 42 ; 가이드면 44 ; 결합부

48 ; 폴(pawl) 52 ; 외경단(外徑端)시일부

54 ; 내경단시일부 56 ; 압압부 58 ; 플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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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18 ; 환상홈(제2환상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압력유체를 도입, 도출하는 압력유체용 튜브를 접속하기 위한 관의 조인트에 관한 것이다.

본 출원인은 실리더 등의 유체압기기에 압력유체용 튜브를 접속하기 위한 관 조인트를 제안하고 있다(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평 11-325362호 공보(단락[0014], [0033], 도 2 참조))

이 관 조인트는, 압력유체용 튜브가 내부에 삽입되는 수지제의 본체를 포함하며, 반경내 방향을 향해서 소정의 길이만큼

돌출한 폴(pawl)을 갖는 척(chuck)이 형성되며, 압력유체용 튜브를 삽입한 후, 상기 압력유체용 튜브를 삽입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근소하게 당김으로써, 상기 척이 그 외주측에 형성된 콜릿과 안내부재를 따라서 일체적으로 변위하고, 상기 콜릿

이 반경내 방향으로 축경하는 것에 의해 상기 폴의 선단을 반경내 방향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폴을 압력유체용

튜브의 외주면에 맞물리게 하여, 압력유체용 튜브가 본체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 또한, 상기 폴은 본체의 내

부에 장착된 안내부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또, 상기 척에 의해 지지된 압력유체용 튜브를 이탈시키기 위한 릴리스(release)부재가, 안내부재의 내부에 삽입되어 있

다. 릴리스부재에는, 안내부재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합단부(engaging step)가 형성됨과 동시에, 상기

릴리스부재의 선단에는 둘레방향을 따라서 복수의 슬릿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릴리스부재의 선단부가 상기 슬릿

에 의해 약간 축경되는 것에 의해, 릴리스부재를 안내부재의 내부에 장착할 때, 그 선단부가 내주방향으로 돌출한 결합단

부에 걸리지 않고 삽입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상기 일본국 특개평 11-325362호 공보(단락[0014], [0033], 도 2 참조))에 있어서의 관 조인트에 있어서는, 상

기 관 조인트의 조립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품수를 삭감하고, 관 조인트의 제조공정을 간단하게 하여 생산성의 향

상을 꾀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의 요망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제조공정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부품수를 삭감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관 조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관재(管材)가 삽입되는 개구부를 가지며, 압력유체가 유통하는 통로가 형성된

금속제의 본체와,

상기 본체의 개구부내에 안으로 끼워지는 통체로 이루어지며, 내벽에 안내면 및 제1환상홈이 형성된 가이드부재와,

상기 가이드부재의 홀부내에 축선방향을 따라서 변위가 자유롭게 삽입되며, 외벽에 제2환상홈이 형성된 릴리스부재와,

상기 가이드부재의 안내면을 따라서 변위가 자유롭게 형성되며, 상기 관재의 외주면에 맞물려들어 상기 관재를 결합하는

발톱부가 형성된 척 부재와,

상기 본체의 내벽을 따라서 변위가 자유롭게 형성되며, 상기 본체의 내벽에 접촉하여 제1시일부가 형성됨과 동시에, 상기

관재의 외주면을 둘러싸고 접촉하는 것에 의해 제2시일부가 형성된 시일부재와,

상기 가이드부재의 제1환상홈 및 상기 릴리스부재의 제2환상홈에 각각 결합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릴리스부재가 상기 가

이드부재의 홀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합부재를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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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로내에 공급되는 압력유체의 작용하에, 상기 가이드부재의 안내면을 따라서 상기 척부재가 상기 시일부재와 일체

적으로 변위하는 것에 의해, 상기 발톱부가 반경내방향으로 축경하여 관재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경우, 상기 결합부재로써, 확경 및 축경이 자유로운 탄성을 갖는 C자형의 링부재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조립작업을 간

편하게 수행할 수가 있다. 또, 개구부를 형성하는 상기 본체의 단부에 주름부(卷縮部)를 형성하는 것에 의해, 상기 주름부

에 의해 가이드부재가 간편하게 지지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가이드부재의 내벽에 형성된 제1환상홈내에 사전에 결합부재를 고착해 놓고, 이어서, 가이드부재의 홀

부를 따라서 릴리스부재를 삽입하여 조립한다. 그 때, 가이드부재의 제1환상홈내에 고착된 결합부재는, 상기 릴리스부재

의 외벽에 형성된 제2환상홈에 결합된다. 따라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가이드부재의 제1환상홈과 상기 릴리스부재의 제

2환상홈에 각각 결합되는 것에 의해, 상기 릴리스부재가 상기 가이드부재의 홀부로터 이탈하는 것이 확실하게 방지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본체의 개구부를 따라서 관재를 삽입한 상태에 있어서, 관재 밑 통로를 따라서 압력유체를 유통시켰

을 때, 상기 통로내에 공급되는 압력유체의 작용하에, 상기 가이드부재의 안내면을 따라서 상기 척부재가 상기 실부재와

일체적으로 변위하는 것에 의해, 상기 발톱부가 반경내 방향으로 축경하여 관재가 확실하게 결합된다. 또한, 척부재의 발

톱부에 의한 관재의 결합상태는 릴리스부재에 의해 해제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있어서의 관 조인트에 대하여 적당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에 있어서, 참조부호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관 조인트를 나타낸다.

이 관 조인트(10)는, 금속제재료(예를 들면, SUS316등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이루어지는 본체(12)와, 상기 본체(12)의 일

단부측으로부터 내부로 삽입되는 대략 원통형상의 가이드부재(14)와, 상기 가이드부재(14)의 내부에 형성되며, 압력유체

가 유통하는 튜브(관재; 16 , 도3 참조)를 지지하는 척(척부재 ; 18)과, 상기 튜브(16)가 본체(12)의 내부에 삽입되었을 때

의 기밀(氣密)을 유지하는 패킹(시일부재 ; 20)과, 상기 가이드부재(14)의 내부에 삽입되며, 상기 튜브(16)를 본체(12)로부

터 이탈시키는 기능을 갖는 릴리스부시(릴리스부재 ; 22)로 이루어진다.

본체(12)는 대략 원통형상으로 형성되며, 그 일단부측에 개구한 개구부(24)가 형성되며, 그 내부에 수지제 재료로 이루어

지는 튜브(16 ; 도 3참조)가 삽입된다.

한편, 본체(12)의 타단부측에는 도시하지 않는 유체기기의 포트 등에 접속되는 접속부(26)가 형성되며, 그 대략 중앙부에

는 본체(12)의 내부와 연통하고, 압력유체가 유통하는 통로(28)가 형성되어 있다.

또, 본체(12)의 내부에는, 상기 통로(28)로부터 개구부(24)측을 향하여 제1확경(擴徑)홀부(30), 제2확경홀부(32), 단차부

(33)에 의해 제3확경홀부(35)가 형성되어 있다. 이 제1확경홀부(30)의 내경은, 상기 통로(28)에서 반경바깥방향으로 확경

하여 형성됨과 동시에, 상기 제1확경홀부(30)에 인접하는 제2확경홀부(32)의 내경은, 제1확경홀부(30)보다 더 반경바깥

방향으로 확경하여 형성되어 있다.

제3확경홀부(35)의 내부에는, 개구부(24)로부터 가이드부재(14)가 압입되며, 제3확경홀부(35)의 단차부(33)에 상기 가이

드부재(14)의 단부가 맞닿는 것에 의해, 축선방향으로 위치결정되고 있다. 즉, 금속제 재료로 이루어지는 가이드부재(14)

의 외주경을, 본체(12)의 제3확경홀부(35)의 내주경보다 약간 크게 형성하는 것에 의해, 가이드부재(14)가 본체(12)의 내

부에 적당하게 압입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상기 가이드부재(14)가 압입된 상태에서, 도시하지 않는 주름수단에 의해 상기 본체(12)의 타단부측의 단부를 반

경내방향으로 주름을 지어(crimping) 절곡시킨 주름부(34)가 형성되며(도 1참조), 상기 주름부(34)에 의해 상기 가이드부

재(14)가 개구부(24)를 통해서 본체(12)의 외부로 이탈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가이드부재(14)를 본체(12)의 내부에 압입시킴과 동시에, 상기 주름부(34)에 의해 크림핑 하

여 고정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가이드부재(14)를 제3확경홀부(35)에 압입하거나, 주름부(34)

에 의해 크림핑 하거나, 어느 한쪽의 수단으로 가이드부재(14)를 본체(12)에 고정시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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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부재(14)의 외주지름은 대략 동일직경으로 형성되며, 그 외주면이 본체(12)의 제3확경홀부(35)의 내주면에 맞접

하고 있다. 또, 가이드부재(14)의 내주면에는 상기 주름부(34)에 의해 크림핑된 본체(12)의 일단부에서 소정간격 이간하

여, 대략 C자형상의 링부재(결합부재 ; 36)가 결합되는 결합홈(제1환상홈 ; 38)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링부재(36)는, 도2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환상체의 일부가 잘라져서 둘레방향의 일단부와 타단부가 소정의 간격 이간하는 비환상체로 이루

어지며, 금속제 재료에 의해 확경과 축경이 자유로운 탄성을 가진다.

한편, 가이드부재(14)의 내주면에 형성된 결합홈(38)과 비교하여 축방향으로 타단부에는, 반경외의 방향으로 오목패여진

척홈(홈부 ; 40)이 형성된다. 상기 척홈(40)은 가이드부재(14)의 축선방향을 따라서 소정의 길이만큼 연장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상기 척(18)의 단부는 척홈(40)이 결합된다.

한편, 가이드부재(14)의 타단부에는, 그 내주면이 선단을 향해 서서히 확경되도록 가이드면(안내면 ; 42)이 형성되어 있다.

척(18)은, 박판재를 프레스가공하여 형성되며, 가이드부재(14)의 내주면과 릴리스부시(22)의 외주면과의 사이에 장착되

어 있다. 이 척(18)은 그 일단부측에 반경바깥방향으로 확경하여 형성되는 결합부(44)와, 상기 척(18)의 일단부와 타단부

와의 사이에 가이드부재(14)의 내주지름과 대략 동일한 지름으로 형성되는 원통부(46)와, 상기 타단부측에 접속부(26)측

을 향하여 소정의 각도만큼 경사하고, 또한 축경하도록 돌출한 폴(48)로 이루어진다.

상기 결합부(44)는, 가이드부재(14)의 척홈(40)의 내부에 결합되며, 결합부(44)의 척홈(40)으로의 결합작용하에, 척(18)

이 상기 척홈(40)을 따라서 소정의 거리만큼 화살표 X방향을 따라서 변위가 가능하게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척(18)은,

가이드부재(14)의 내주면과 릴리스부시(22)의 외주면과의 사이에 형성되며, 또한, 결합부(44)가 척홈(40)에 결합되어 있

기 때문에, 본체(12)의 내부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다.

도 1 및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척(18)에는, 복수(예를 들면, 4개)의 슬릿(50)이 화살표 X방향을 따라서 연장되고, 또

한 둘레방향을 따라서 대략 동일 각도로 이간하여 형성되며, 상기 타단부에 형성되는 폴(48)은, 환상으로 형성되는 원통부

(46)에 대하여 확경과 축경이 자유롭게 형성되어 있다.

본체(12)의 제2확경홀부(32)의 내부에는, 본체(12)의 접속부(26)측에 패킹(20)이 내장되어 있다. 이 패킹(20)은, 그 외주

측에 형성되고, 제2확경홀부(32)의 내주면과 접촉하여 제1시일부를 형성하는 반원형상의 외경단(外徑端) 시일부(52)와,

튜브(16)가 삽입되었을 때에 상기 튜브(16)의 외주면에 접촉하여 제2시일부를 형성하는 내경단(內徑端) 시일부(54)로 이

루어진다. 패킹(20)은, 외경단시일부(52)에 의해 제2확경홀부(32)의 내주면을 따라서 변위가 자유롭게 형성되어 있다. 또

한, 외경단시일부(52)는 환상돌기로 형성된다.

척(18)의 측면에 있는 내경단시일부(54)에는 압압부(56)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압압부(56)에 형성된 경사면(56a)의 경사

각도는, 압압부(56)에 형성된 폴(48)의 경사각도와 대략 동일각도가 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폴(48)의 외주면

에 대향하여 경사면(56a)이 형성된다.

릴리스부시(22)는, 그 일단부가 가이드부재(14)의 내부에 삽입되어 있다. 이 릴리스부시(22)의 일단부는, 그 외주면이 서

서히 반경내 방향으로 축경하는 테이퍼형상으로 형성됨과 동시에, 타단부에는 반경외 방향으로 확경한 플랜지부(58)가 형

성되어 있다. 또, 릴리스부시(22)의 축선을 따른 대략 중앙부에는, 반경내 방향으로 움푹 함몰한 환상홈(제2환상홈 ; 60)이

형성되며, 환상홈(60)에는, 릴리스부시(22)가 가이드부재(14)의 내부에 삽입되었을 때, 가이드부재(14)의 결합홈(38)에

형성된 링부재(36)가 결합된다. 또한, 상기 환상홈(60)은, 릴리스부시(22)의 축선방향(화살표X방향)을 따라서 소정의 길

이만큼 연장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릴리스부시(22)는, 링부재(36)에 결합된 환상홈(60)의 소정의 길이만큼 축선방향(화살표X방향)을 따라서 변위가

자유롭게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관 조인트(10)는, 기본적으로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이며, 이어서 그 동작 및 작용효과에 대

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본체(12)의 내부에 릴리스부시(22)를 조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이드부재(14)의 결합홈(38)에 링부재(36)가 장착된 상태에서, 릴리스부시(22)의 일단부측을 가이드부재(14)의 내부에

삽입한다. 그리고, 상기 릴리스부시(22)의 일단부측은, 그 외주형상이 접속부(26)측을 향해서 서서히 축경하는 테이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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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기 일단부가 링부재(36)의 내부를 삽입관통할 때, 상기 링부재(36)는 확경과 축경이

자유로운 탄성을 갖는 금속제 재료에 의해 대략 C자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릴리스부시(22)가 링부재(36)를

결합홈(38)의 내부에 있어서 서서히 반경바깥방향으로 확경하면서 변위한다.

그리고, 릴리스부시(22)를 다시 화살표 X1의 방향으로 본체(12)의 내부에 삽입하고, 상기 릴리스부시(22)의 환상홈(60)

과, 링부재(36)가 대향하는 위치까지 도달하였을 때, 상기 릴리스부시(22)의 외주면에 의해 반경바깥방향으로 확경되어

있던 링부재(36)가, 그 탄성작용으로 반경내 방향으로 축경하여 환상홈(60)의 내부로 끼워진다.

그 결과, 상기 링부재(36)가 가이드부재(14)의 결합홈(38)과, 릴리스부시(22)의 환상홈(60)과의 양쪽에 결합된 상태가 되

며, 이 상태에서, 상기 릴리스부시(22)가 축방향(화살표X)으로 변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가이드부재(14)에 결합된다.

즉, 릴리스부시(22)가 삽입될 때에는, 링부재(36)가 근소하게 확경하여 결합홈(38)의 내부에 적당하게 수납되기 때문에

(도 6참조), 상기 릴리스부시(22)를 가이드부재(14)의 내부에 삽입할 때에 지장이 되는 일이 없고, 또한 상기 릴리스부시

(22)의 환상홈(60)과, 링부재(36)가 대향하는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상기 링부재(36)가 그 탄성작용으로 반경내 방향으로

축경하여 환상홈(60)의 내부로 끼워진다.

그 때문에, 릴리스부시(22)가 링부재(36)에 의한 결합작용하에 가이드부재(14)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방지됨과 동시에, 링

부재(36)에 의해 간단하게 릴리스부시(22)를 가이드부재(14)에 대하여 결합시킬 수가 있다.

그 결과, 릴리스부시(22)에는, 상기 릴리스부시(22)를 가이드부재(14)의 내부에 삽입할 때, 그 선단부를 일시적으로 축경

시키기 위한 슬릿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릴리스부시(22)에 대하여 슬릿을 형성하는 제조공정이 불필요하기 때문

에 제조공정의 단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기 슬릿을 불필요하는 것에 의해, 릴리스부시(22)의 강성강도를 향상시킬 수

가 있다.

또한, 상기 릴리스부시(22)는, 상기 릴리스부시(22)의 환상홈(60)의 축선방향(화살표 X방향)을 따른 거리만큼 변위가 자

유로운 상태로 결합되어 있다.

이어서, 이와 같이 릴리스부시(22)가 일체적으로 조립된 관 조인트(10)의 동작 및 작용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관 조인트(10)에 튜브(16)를 장착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도3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릴리스부시(22)의 플랜지부(58)측으로부터 튜브(16)를 본체(12)의 내부에 삽입하고(화살표X1방향), 상기 튜브(16)의

일단면을 제1확경홀부(30)의 단면(62)에 맞닿게 한다.

이 때, 패킹(20)의 내경단시일부(54)가 튜브(16)의 외주면을 포위하여 접촉하는 것에 의해, 제2시일부(S2)가 형성되며, 또

한, 패킹(20)의 외경단시일부(52)와 본체(12)의 내주면이 접촉하는 제1시일부(S1)와의 공동작용하에 본체(12)의 내부에

있어서의 기밀이 지지되고, 튜브(16)내를 압력유체가 유통하였을 때에 상기 압력유체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 척(18)의 폴(48)이, 튜브(16)의 외주면에 의해 반경바깥방향으로 밀어 올려져서 확경한 상태에 있으며, 상기 폴(48)의

선단부가 튜브(16)의 외주면에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 때, 튜브(16)를 통해 압력유체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무가압

상태에 있으나, 척(18)의 폴(48)이 그 탄성에 의해 튜브(16)의 외주면을 초기파지(初期把持)하고 있다.

또한, 본체(12)의 내부에 튜브(16)를 삽입하였을 때, 상기 튜브(16)의 삽입작용하에 패킹(20)이 접속부(26)의 방향(화살표

X1방향)으로 압박되고, 제2확경홀부(32)의 단면(64)에 맞닿음과 동시에, 동일하게, 척(18)이 튜브(16)에 의해 접속부(26)

측(화살표X1방향)으로 압박되고, 그 폴(48)의 외주면이 패킹(20)의 압압부(56)에 맞닿는 상태에 있다.

즉, 상기 제1및 제2시일부(S1, S2)에 의해 시일된 패킹(20)의 하부측의 제1공간부(66)에, 통로(28)의 내부 압력유체가 도

입되고, 상기 제1공간부(66)와 통로(28)가 동일압적으로 된다. 한편, 상기 제1 및 제2시일부(S1, S2)에 의해 시일된 패킹

(20)의 상부측 제2공간부(68)는, 대기압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기 제1공간부(66)와 제2공간부(68)와의 압력차이에 의거

하여, 외경단시일부(52)에 의해 제2확경홀부(32)의 내주면을 따라서 패킹(20)이 본체(12)의 개구(24)를 향하는 방향(화살

표X2방향)으로 변위한다. 따라서, 패킹(20)의 압압부(56)의 경사면(56a)이 척(18)의 폴(48)과 맞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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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하지 않는 유체기기 등의 포트에 접속된 접속부(26)를 통해 통로(28)의 내부에 압

력유체가 공급될 때, 척(18)이 다시 척(18)의 폴(48)과 맞닿은 패킹(20)에 의해 화살표X2방향으로 압박된다. 튜브(16)의

외주면에 의해 반경바깥방향으로 확경하는 폴(48)은, 가이드부재(14)의 가이드면(42)에 의해 서서히 반경내 방향으로 강

제적으로 축경된다. 그 결과, 폴(48)이 튜브(16)의 외주면에 맞물리게 된다.

또한, 튜브(16)를 통해 본체(12)의 내부에 압력유체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무가압상태에 있어서도, 척(18)의 폴(48)이, 그

탄성에 의해 튜브(16)의 외주면을 초기파지하고 있기 때문에, 튜브(16)를 본체(12)로부터 이간하는 방향(회살표X2방향)

으로 끌어당김으로써, 폴(48)을 튜브(16)의 외주면에 맞물리게 하여 결합할 수가 있다.

한편, 반대로, 튜브(16)를 관 조인트(10)로부터 이탈시킬 경우에는, 도 5에도시하는 바와 같이, 릴리스부시(22)의 플랜지

부(58)를 본체(12)의 방향(화살표X1방향)으로 압박한다. 플랜지부(58)의 압박작용하에 릴리스부시(22)의 일단부측이 폴

(48) 및 패킹(20)을 접속부(26)측(화살표X1방향)을 압박하는 것에 의해, 가이드부재(14)에 의해 반경내 방향으로 강제적

으로 축경시키고 있던 폴(48)이, 그 탄성반발력에 이해 반경바깥방향으로 확경하고, 튜브(16)의 외주면에 맞물려 있었던

폴(48)이 상기 튜브(16)의 외주면으로부터 이간한다.

그 결과, 튜브(16)의 결합상태가 해제되기 때문에, 상기 튜브(16)를 본체(12)로부터 이간하는 방향(화살표X2방향)으로 끌

어당기는 것에 의해, 상기 튜브(16)를 관 조인트(10)로부터 이탈시킬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가이드부재(14)의 내주면에 형성되는 결합홈(38)에 대략 C자형상의 링부재(36)를 결합시

키고, 상기 가이드부재(14)의 내부에 릴리스부시(22)를 삽입하였을 때, 상기 결합홈(38)에 결합된 링부재(36)를 릴리스부

시(22)의 환상홈(60)에 결합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릴리스부시(22)를 가이드부재(14)의 내부에 장착할 때, 결합홈(38)에 결합된 링부재(36)가 반경방향으로 확경

과 축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상기 릴리스부시(22)에 의한 압박작용하에 결합홈(38)의 내부에 적당하게 수납되며, 릴리스

부시(22)를 삽입할 때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또, 상기 릴리스부시(22)의 환상홈(60)과, 링부재(36)가 대향하는 위치까지 도달하였을 때, 상기 링부재(36)가 그 탄성작

용하에 반경내 방향으로 축경하여 환상홈(60)의 내부에 삽입된다.

그 결과, 링부재(36)를 결합홈(38) 및 환상홈(60)에 결합시키는 것에 의해, 릴리스부시(22)를 적당하고 또한 간단하게 본

체(12)의 내부에 장착되는 가이드부재(14)에 대하여 결합시킬 수가 있으며, 상기 릴리스부시(22)가 가이드부재(14)에 대

하여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테이퍼형상의 가이드면(42)을 갖는 가이드부재(14)를 본체(12)의 내부에 장착함과 동시에, 본체(12)의 내부에 공급

되는 압력유체의 작용하에 본체(12)의 개구부(24)측으로 변위하는 패킹(20)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 상기 압력유체에 의해

패킹(20)이 개구부(24)측으로 변위하고, 그 압압부(56)에 의해 척(18)이 개구부(24)측으로 압박되어 일체적으로 변위한

다.

그 때문에, 상기 척(18)의 변위작용하에 폴(48)이 가이드부재(14)의 가이드면(423)에 의해 서서히 반경내 방향으로 강제

적으로 축경되며, 상기 폴(48)이 튜브(16)의 외주면에 맞물리게 된다. 그 결과, 관 조인트(10)의 내부를 유통하는 압력유체

에 의해 패킹(20)을 변위시키고, 가이드부재(14)에 의해 척(18)의 폴(48)을 축경시켜서 튜브(16)를 맞물리게 하여, 상기

튜브(16)를 관 조인트(10)에 대하여 확실하게 결합시킬 수가 있다.

즉, 종래, 척(18)의 폴(48)을 튜브(16)의 외주면에 맞물리게 하기 위하여, 형성되어 있었던 콜릿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부품수를 삭감할 수가 있다. 환언하면, 종래 채용되고 있었던 안내부재와 콜릿의 기능을 겸비한 가이드부재(14)를 형성하

는 것에 의해, 부품수를 삭감할 수가 있다.

또한, 관 조인트(10)에 있어서 패킹(20)이외의 구성부품을 모두 금속제 재료(예를 들면, SUS316 등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형성하는 것에 의해, 상기 관 조인트(10)전체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의 관 조인트(100)를 도7에 도시한다. 또한, 이하의 실시예에 있어서 본 실시예의

형태에 있어서의 관 조인트(10)와 동일한 참조부호에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이고,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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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의 관 조인트(100)에서는, 본체(102)가 금속제 재료로 이루어지는 단면이 대략 L자형상으로 굴곡

되어 형성되며, 그 일단부측에는 도시하지 않는 튜브가 접속됨과 동시에, 그 타단부측에는 도시하지 않는 유체기기 등의

포트가 접속되는 조인트부재(104)가 장착되어 있는 점에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관조인트(10)와 상이하다.

상기 본체(102)의 타단부측에는 조인트부재(104)가 장착되는 장착홀(106)이 형성되며, 상기 장착홀(106)이 연통로(108)

에 의해 제1확경홀부(30)와 연통하고 있다.

본체(102)의 장착홀(106)의 내부에는 결합홈(110)이 형성되며, 대략 C자형상의 링부재(112)가 결합되어 있다. 또한, 상

기 링부재(112)는, 도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환상체의 일부가 잘려져서 둘레방향의 일단부와 타단부가 소정 간격 이간하

는 비환상체로 이루어지며, 금속제 재료에 의해 확경과 축경이 자유로운 탄성을 갖는다.

조인트부재(104)는, 장착홀(106)의 내부에 삽입되는 일단부측의 외주면에 홈부(114)에 의해 시일부재(116)가 장착되어

있다. 상기 시일부재(116)에 의해 본체(102) 및 조인트부재(104)의 내부의 기밀이 지지된다.

또, 상기 홈부(114)로부터 축선방향을 따라서 소정거리 이간하여 환상홈(118)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환상홈(118)에는,

상기 조인트부재(104)의 일단부를 본체(102)의 장착홀(106)에 삽입하였을 때, 상기 홈부(114)에 결합된 링부재(112)가

결합된다.

또, 조인트부재(104)의 타단부측에는, 그 외주면에 나사가 각설된 접속부(120)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접속부(120)는,

도시하지 않는 유체기기 등의 포트에 접속된다.

즉, 조인트부재(102)의 일단부를 본체(102)의 장착홀(106)의 내부에 삽입할 때, 링부재(112)가 상기 조인트부재(104)에

의한 압박작용하에 반경바깥방향으로 확경하여 결합홈(110)의 내부에 적당하게 수납되기 때문에, 상기 조인트부재(102)

를 삽입할 때에 지장이 없다.

또, 상기 조인트부재(104)의 환상홈(118)과, 링부재(112)가 대향하는 위치까지 도달하였을 때, 상기 링부재(112)가 그 탄

성작용하에 반경내 방향으로 축경하여 환상홈(118)의 내부로 삽입된다.

그 결과, 본체(12)의 장착홀(106)의 내부에 결합된 링부재(112)를, 조인트부재(104)의 장착홀(106)에 삽입하였을 때에 환

상홈(118)에 결합시키는 것에 의해, 본체(102)와 조인트부재(104)를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가이드부재의 내벽에 형성된 제1환상홈내에 사전에 결합부재를 고착하고, 가이드부재의 홀부를 따라서

릴리스부재를 삽입하여 조립하고, 상기 결합부재를 상기 가이드부재의 제1환상홈과 상기 릴리스부재의 제2환상홈에 각각

결합하는 것에 의해, 릴리스부재가 상기 가이드부재의 홀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관재(16)가 삽입되는 개구부(24)를 가지며, 압력유체가 유통하는 통로(28)가 형성된 금속제의 본체(12)와,

상기 본체(12)의 개구부(24)내에 끼워지는 통체로 이루어지며, 내벽에 안내면(42) 및 제1환상홈(38)이 형성된 원통형상의

가이드부재(14)와,

상기 가이드부재(14)의 홀부내에 축선방향을 따라서 변위가 자유롭게 삽입되며, 외벽에 제2환상홈(60)이 형성된 릴리스

부재(22)와,

상기 가이드부재(14)의 안내면을 따라서 변위가 자유롭게 형성되며, 상기 관재(16)의 외주면에 맞물려서 상기 관재(16)를

결합하는 폴(48)이 형성된 척부재(1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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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체(12)의 내벽을 따라서 변위가 자유롭게 형성되며, 상기 본체(12)의 내벽에 접촉하여 제1시일부(S1)가 형성됨과

동시에, 상기 관재(16)의 외주면을 포위하여 접촉하는 것에 의해 제2시일부(S2)가 형성된 시일부재(20)와,

상기 가이드부재(14)의 제1환상홈(38) 및 상기 릴리스부재(22)의 제2환상홈(60)에 각각 결합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릴리

스부재(22)가 상기 가이드부재(14)의 홀부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결합부재(36)를 구비하며,

상기 통로(28)내에 공급되는 압력유체의 작용하에, 상기 가이드부재(14)의 안내면을 따라서 상기 척부재(18)가 상기 시일

부재(20)와 일체적으로 변위하는 것에 의해, 상기 폴(48)이 반경내방향으로 축경하여 관재(16)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재(36)는 확경 및 축경이 자유로운 탄성을 갖는 C자형상의 링부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개구부(24)를 형성하는 상기 본체(12)의 단부에는, 가이드부재(14)를 지지하는 주름부(34)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일부재(20)의 제1시일부(S1)는 상기 본체(12)의 내벽을 향해서 돌출하는 외경단 시일부(52)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일부재(20)의 제2시일부(S2)는 상기 본체(12)에 삽입되는 관재(16)의 외주면을 향해서 돌출하는

내경단 시일부(5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일부재(20)에는 상기 척부재(18)의 폴(48)과 대략 평행하게 기울어진 경사면(56a)을 갖는 압압부

(56)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척부재(18)의 일단부는, 상기 가이드부재(14)의 내벽면에 형성되는 척홈(40)의 축방향으로 변위가

자유롭게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일부재(20)는, 상기 통로(28)에 공급되는 상기 압력유체에 의해 압박될 때 상기 척부재(18)에 근

접하는 방향으로 변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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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일부재(20)는, 상기 릴리스부재(22)가 상기 본체(12)에 삽입될 때 상기 척부재(18)로부터 이간하

는 방향으로 변위하도록 릴리스부재(22)에 의해 압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척부재(18)는, 상기 본체(12)가 상기 관재(16)에 삽입되는 동안 상기 본체(12)로부터 이탈하는 방향

으로 상기 관재(16)를 당김으로써, 상기 관재(16)의 외주면에 맞물리는 상기 폴(48)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부재(14)의 가이드면(42)은, 상기 가이드면(42)이 시일부재(20)를 향해서 점차 확경되도록

테이퍼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시일부재(20)는 상기 본체(12)의 상기 통로(28)에 공급되는 압력유체에 의해 상기 척부재(18)가 근

접하는 방향으로 변위하고, 상기 시일부재(20)의 압압부(56)는 상기 가이드부재(14)의 상기 가이드면(42)에 의해 반경내

방향으로 축경할 때 변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척부재(18)의 상기 폴(48)에는, 상기 본체(12)의 통로(28)에 압력유체가 공급될 때 상기 관재(16)의

외주면을 향하여 상기 시일부재(20)의 압압부(56)가 압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 조인트.

도면

등록특허 10-0584879

- 10 -



도면1

등록특허 10-0584879

- 11 -



도면2

등록특허 10-0584879

- 12 -



도면3

등록특허 10-0584879

- 13 -



도면4

등록특허 10-0584879

- 14 -



도면5

등록특허 10-0584879

- 15 -



도면6

등록특허 10-0584879

- 16 -



도면7

등록특허 10-0584879

- 17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2
대표도 2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발명의 목적 3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8
청구의 범위 8
도면 10
 도면1 11
 도면2 12
 도면3 13
 도면4 14
 도면5 15
 도면6 16
 도면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