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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유보영

전체 청구항 수 : 총 10 항

(54) 프라이밍 펌프를 갖는 연료 필터 조립체

(57) 요약

연료 필터는, 입구(306)와 출구(308)를 갖는 필터 헤드(302)를 구비한다. 필터부재(304)는, 필터 헤드 내의 니플부(432)

에 연결 가능하다. 상기 부재에 의해 지지된 구동 돌출부(484)는, 니플부의 밸브부재(436)와 맞물릴 수 있어 상기 필터 부

재가 상기 필터 헤드에 부착되는 경우 니플부를 통해 흐름을 개방시킨다. 이 필터 헤드는, 환형 나사산 원주 플랜지(394)를

구비하고, 이 부재는, 상기 부재를 상기 헤드에 고정하도록 함께 협동하는 대응한 환형 나사산 원주 플랜지(452)를 구비한

다. 상기 필터 헤드내의 수동식 프라이밍 펌프(310)는, 한 쌍의 체크밸브(372, 386)를 구비하여 상기 필터를 프라이밍하는

경우 상기 헤드를 통해 유체 흐름을 제어한다. 히터 조립체(400)는, 히터 부재(406)를 둘러싸는 히터 팬(408)을 구비하고,

또한 이와 함께 하나로 형성된 니플부(432)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8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심축을 둘러싸고 제 1 단부 및 제 2 단부를 갖는 링형 필터매체(454)와,

상기 필터매체 링을 수납하고, 폐쇄 단부(446)와 개방 단부(448)를 갖고, 이 개방 단부를 향하여 상기 필터매체 링의 제 1

단부를 설치하고, 상기 폐쇄 단부를 향하여 상기 필터매체 링의 제 2 단부를 설치한 하우징(444)과,

상기 필터매체 링의 제 1 단부에, 환형 본체부(462)와, 상기 환형 본체부와 일체이고 단부 캡으로부터 축방향으로 바깥쪽

으로 연장하고, 단부 캡의 원주를 향하여 설치되고, 필터헤드(302)의 대응 나사산부(396)에 필터부재가 착탈 가능하게 연

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나사산부(468)를 갖는 환형 플랜지(464)를 구비한 단부 캡(457)을 포함한 필터부재(304)에 있어서,

상기 나사산부(468)와 상기 환형 본체부(462) 사이에서 환형 플랜지(464) 내부에 이 환형 플랜지를 통해 유체가 흐를 수

있게 반경방향으로 연장되는 개구(492)와, 상기 환형 본체부(462) 사이에 걸쳐 설치되고 이 중앙부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의 유출 개구(490)를 가지며, 내부적으로 상기 매체 링을 지지하고 상기 단부 캡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설치되

며 상기 중앙부(482)로부터 축방향으로 상기 단부 캡(457)을 향하여 밀접하게 설치된 원심 단부(486)까지 연장된 중앙 돌

출부(484)를 지지하는 중앙부(482)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부재(304).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부 캡(457)의 상기 환형 몸체부(462)에 의해 지지되고 이 환형 몸체부와 안쪽으로 접경하는 환형 실(491)을 더 구

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부재(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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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환형 플랜지(464)는, 제 1 분기부와 제 2 분기부 사이에 바깥쪽으로 개방하는 실 채널(476)을 갖는 제 1 및 제 2 분기

부(472, 474)를 구비하고, 반경방향 내부 분기부(474)는 나사산부(468)를 구비하고, 상기 하우징의 개방 단부(448)는 상

기 외부 분기부(472) 상에 기계적으로 형성되고, 상기 실 채널(476) 내에 설치된 환형 실(478)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부재(304).

청구항 4.

입구(306) 및 출구(308), 상기 입구(306)와 유체가 통하는 상기 몸체(305) 내에 형성된 제 1 챔버(368), 상기 제 1 챔버

(368)와 통해 있는 상기 몸체(305) 내에 형성된 제 2 챔버(346), 및 상기 제 2 챔버(346)와 통해 있는 상기 몸체(305) 내에

형성된 제 3 챔버(390)를 갖는 몸체(305)와, 상기 제 1 및 제 2 챔버 사이의 제 1 밸브 시트(370) 및 상기 제 2 및 제 3 챔

버 사이에 형성된 제 2 밸브 시트(388)와, 상기 제 1 및 제 2 챔버 사이에 설치되어, 유체가 상기 제 1 챔버(368)로부터 상

기 제 2 챔버(346)로 흐를 수 있도록 작동하여, 상기 제 2 챔버(346)로부터 상기 제 1 챔버(368)로 유체가 흐르는 것을 막

는 제 1 스프링에 의해 탄력이 걸린 체크밸브(372)와, 상기 제 2 및 제 3 챔버 사이에 설치되어, 유체가 상기 제 2 챔버

(346)로부터 상기 제 3 챔버(390)로 흐를 수 있도록 작동하여, 상기 제 3 챔버(390)로부터 상기 제 2 챔버(346)로 유체가

흐르는 것을 막는 제 2 스프링에 의해 탄력이 걸린 체크밸브(386)와, 상기 몸체(305)와 일체형이고 상기 제 2 챔버(346)

내에서 작동할 경우 교대로 유체 압력과 유체 진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작동하여, 상기 제 2 챔버(346) 내의 유체 진공에

의해 상기 입구(306)로부터 상기 제 1 챔버(368)내로 그 후 상기 제 2 챔버(346) 내로 유체가 흐르게 하고, 상기 제 2 챔버

(346) 내의 유체 압력에 의해 상기 제 2 챔버(346)로부터 상기 제 3 챔버(390)로 유체가 흐르게 하는 프라이밍 펌프(310)

를 구비한 필터 헤드(302)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체크밸브(372, 386)는, 헤드 단부(378) 및 기저 단부(376)를 갖는 중앙 원통형 몸체(374)와, 상기 원

통형 몸체(374) 둘레에 설치되고 상기 각 밸브시트(370, 388) 내에 수납되고 이 밸브시트에 고정된 환형 밸브 리테이너

(380)와, 상기 기저 단부(376)와 상기 리테이너(380) 사이에서 연장하고 상기 헤드 단부를 폐쇄 위치로 압박하여 평상시

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체크밸브(372, 386)를 통해 유출 경로를 닫는 스프링(382)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헤드

(302).

청구항 5.

입구(306) 및 출구(308), 상기 입구(306)에 유체가 흐르도록 연결된 몸체 내에 형성된 히터 챔버(390), 및 상기 히터 챔버

(390) 내에 설치되고, 히터부재(406) 및 상기 히터부재(406)의 원격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 커넥터(318)와, 상기 히터

챔버(390) 내에 상기 히터부재(406)를 둘러싸는 히터 팬(408)을 갖는 히터 조립체(400)를 구비한 몸체(305)를 포함한 필

터 헤드(302)에 있어서,

상기 히터 팬(408)은, 평탄한 히터판 몸체(431)와, 상기 몸체(431)와 일체이고 상기 히터 챔버(390)로부터 바깥쪽 및 상기

몸체로부터 떨어지게 연장하고, 유출 개구(435)를 갖는 중앙 컵형 니플부(432)와, 상기 니플부(432) 내에 설치되고 평상

시는 상기 유출 개구(435)에 대해 스프링에 의해 탄력이 걸려 상기 니플부(432)를 통한 흐름을 막는 밸브부재(436)를 구

비하며,

상기 히터 팬(408)은, 비도전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헤드(302).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히터 팬(408)은, 유체를 상기 히터 챔버(390)로부터 바깥쪽으로 흐르게 하는 절단부(428)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헤드(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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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한 몸체(431)는, 히터 챔버(390) 내에 근접하게 수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헤드(302).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니플부(432)는, 원형 유출 개구(435)를 갖는 내향 반경 환형 플랜지(434)로 종결되는 매끄러운 외부 표면을 갖는 원

통형 외벽(433)을 갖고, 상기 밸브부재(436)는 구형 밸브부재이고, 스프링(438)은 상기 유출 개구(435)에 대해 상기 구형

밸브부재(436)에 탄력을 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헤드(302).

청구항 10.

제 5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입구(306)와 유체가 통하는 상기 몸체(305) 내에 형성된 제 1 챔버(368), 상기 제 1 챔버(368)와 통해 있는 상기 몸

체(305) 내에 형성된 제 2 챔버(346), 및 상기 제 2 챔버(346)와 통해 있는 상기 몸체(305) 내에 형성된 제 3 챔버(390)와,

상기 제 1 및 제 2 챔버 사이의 제 1 밸브 시트(370) 및 상기 제 2 및 제 3 챔버 사이에 형성된 제 2 밸브 시트(388)와, 상기

제 1 및 제 2 챔버 사이에 설치되어, 유체가 상기 제 1 챔버(368)로부터 상기 제 2 챔버(346)로 흐를 수 있도록 작동하여,

상기 제 2 챔버(346)로부터 상기 제 1 챔버(368)로 유체가 흐르는 것을 막는 제 1 스프링에 의해 탄력이 걸린 체크밸브

(372)와, 상기 제 2 및 제 3 챔버 사이에 설치되어, 유체가 상기 제 2 챔버(346)로부터 상기 제 3 챔버(390)로 흐를 수 있

도록 작동하여, 상기 제 3 챔버(390)로부터 상기 제 2 챔버(346)로 유체가 흐르는 것을 막는 제 2 스프링에 의해 탄력이 걸

린 체크밸브(386)와, 상기 몸체(305)와 일체형이고 상기 제 2 챔버(346) 내에서 작동할 경우 교대로 유체 압력과 유체 진

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작동하여, 상기 제 2 챔버(346) 내의 유체 진공에 의해 상기 입구(306)로부터 상기 제 1 챔버(368)

내로 그후 상기 제 2 챔버(346) 내로 유체가 흐르게 하고, 상기 제 2 챔버(346) 내의 유체 압력에 의해 상기 제 2 챔버

(346)로부터 상기 제 3 챔버(390)로 유체가 흐르게 하는 프라이밍 펌프(310)를 구비한 필터 헤드(302)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체크밸브(372, 386)는, 헤드 단부(378) 및 기저 단부(376)를 갖는 중앙 원통형 몸체(374)와, 상기 원

통형 몸체(374) 둘레에 설치되고 상기 각 밸브시트(370, 388) 내에 수납되고 이 밸브시트에 고정된 환형 밸브 리테이너

(380)와, 상기 기저 단부(376)와 상기 리테이너(380) 사이에서 연장하고 상기 헤드 단부를 폐쇄 위치로 압박하여 평상시

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체크밸브(372, 386)를 통해 유출 경로를 닫는 스프링(382)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헤드

(302).

청구항 11.

청구항 10의 필터 헤드(302)를 구비하고, 상기 몸체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되고, 중심축을 둘러싸고 제 1 단부 및 제 2 단부

를 갖는 링형 필터매체(454)와, 상기 필터매체 링을 수납하고, 폐쇄 단부(446)와 개방 단부(448)를 갖고, 이 개방 단부를

향하여 상기 필터매체 링의 제 1 단부를 설치하고, 상기 폐쇄 단부를 향하여 상기 필터매체 링의 제 2 단부를 설치한 하우

징(444)과, 상기 필터매체 링의 제 1 단부에 부착되고, 상기 필터매체 링(454)에 접합된 환형 본체부(462) 및 상기 환형 본

체부와 일체이고 단부 캡으로부터 축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연장하고, 단부 캡의 원주를 향하여 설치되고, 필터헤드(302)의

대응 나사산부(396)에 필터부재가 착탈 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나사산부(468)를 갖는 환형 플랜지(464)를 구비

한 단부 캡(457)을 포함한 필터부재(304)를 구비한 필터 조립체(300)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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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나사산부(468)와 상기 환형 본체부(462) 사이에서 환형 플랜지(464) 내부에 이 환형 플랜지를 통해 유체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반경방향으로 연장하는 개구(492)와, 상기 환형 본체부 사이에 걸쳐 설치되고 이 중앙부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유출 개구(490)를 갖고, 내부적으로 상기 매체 링을 지지하고 상기 중앙부(482)로부터 축방향으로 상기 단부 캡(457)을

향하여 설치한 원심 단부(486)까지 연장한 중앙 돌출부(484)를 지지하는 중앙부(482)를 구비한 필터부재(304)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조립체(300).

명세서

본 발명은 유체 필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운송수단용 연료필터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분리기"로서 공지된)연료탱크가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필터구조는, 교환가능형

"스핀-온(spin-on)"부재를 부착한 필터 헤드를 갖는 형태이다. 그 헤드는, 운송수단의 연료계통의 퍼머넌트(permanent)

부이고, 연로 라인으로의 입출구 연결부재를 구비한다. 이 필터부재는, 이 필터 헤드로부터 용이하게 이탈되고 그 필터 헤

드를 상기 연로 라인 연결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부착된 새로운 부재이어도 된다.

필터, 특히 디젤 연료용 필터와 연관된 문제점 중 하나는, 냉각 시동 조건동안, 그 연료가 점도가 낮아 상기 필터를 통과하

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기 냉각 연료는, 필터 매체에 칠해지거나 필터매체를 메울 수 있다. 이는 잘 알려진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연료필터는, 상기 필터 하우징의

내부에 상기 연료가 필터(예로서, Stone에 의한 US-A-5,547,572 특허 명세서 참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연료 및 매체

를 가열하도록 설치된 히터를 구비한다. 이러한 히터는 상기 연료가 칠해지거나(waxing) 메워지는(plugging)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많은 히터들은 때때로 조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다수의 부품들과 상대적으로 복잡한 조립

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작 및 조립이 간단하여,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고, 긴 수명의 히터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다른 문제점은, 동일 필터 헤드 상에 서로 다른 효율, 응용, 및/또는 품질을 갖는 부재를 때때로 끼워 맞추는 것이다. 그 부

재는, 상기 필터부재가 연료 흐름을 제한하는 불순물로 적재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부재

의 교환으로, 오염물에 의해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연료 주입펌프 및 연료 주입기 등의 부품 후단에 연료를 전달하기 전

에 그 연료로부터 불순물을 확실히 제거한다. 낡은 부재를 동일한 형태의 부재로 교환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그 설치된

부재에 의해 상기 필터를 동작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된 형태의 부재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부재를 사용하지도 못하면

후단의 부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부재는, 그 부재가 특정 필터 헤드에만 맞추어져, 그러한 필터부재 설치없이

필터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예를 들면, Clausen에 의한 US-A-5,643,446의 특허 명세서 참조). 이것은 약

간의 보호부재를 제공하였지만, 특정 필터헤드에만 사용될 수 있고 필터부재 설치없이 필터가 동작하지 못하는 부재를 더

욱 간단하고, 콤팩트하고, 쉽게 조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새로운 부재를 상기 필터헤드 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생긴다. 상기 낡은 부재를 이탈하는 경우, 그 부재

는 연료로 채워져 있다. 이때, 새로운 부재가 설치되는 경우 그 새로운 부재는, 연료로 채워져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부

재에 의해 상기 연료계통에 에어 포켓(air pocket)을 일으킨다. 이때의 에어 포켓은, 후단의 연료 펌프에 의해 생성된 진공

으로 헤드와 부재를 통해 연료를 인출하는 경우 연료 흐름을 막을 수도 있다. 또한, 상기 계통에 있는 공기 중의 많은 슬러

그(slug)에 의해, 주입기 펌프 또는 연료 주입기 등의 후단 부품에 손상이 생기기도 한다.

필터 헤드상에 프라이밍 펌프를 설치하여 상기 에어 포켓을 제거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상기 펌프는, 상기 필터 헤드 상

의 펌프 캡을 교대로 가압 및 해제시켜 구동된다. 일 형태의 프라이밍 펌프는, 상기 헤드로의 입구와 상기 필터부재의 유입

영역 사이에서 상기 헤드를 통해 한 쌍의 구형 밸브부재로 연료의 흐름을 제어하면서 상기 유체 흐름 경로에 위치한다(예

를 들면, Jensen에 의한 US-A-5,362,392 특허 명세서 참조). 이 형태의 펌프는 신뢰성은 있지만, 통로가 근접한 허용오

차 내로 유지하도록 제작에 주의를 요하는 유출 통로를 갖는다. 또한, 이 유출 통로는, 제작하는데 약간 복잡하고, 그 펌프

의 전체 비용에 추가된다. 따라서, 제작과 조립이 단순하고, 또한 더 신뢰성이 있는 수동식 프라이밍 펌프를 갖는 필터 헤

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상술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선된 필터 헤드와, 이를 위한 필터부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발명의 일 국면에 따르면, 중심축을 둘러싸고 제 1 단부 및 제 2 단부를 갖는 링형 필터매체와, 상기 필터매체 링을 수납

하고, 폐쇄 단부와 개방 단부를 갖고, 이 개방 단부를 향하여 상기 필터매체 링의 제 1 단부를 설치하고, 상기 폐쇄 단부를

향하여 상기 필터매체 링의 제 2 단부를 설치한 하우징과, 상기 필터매체 링의 제 1 단부에 부착되고, 상기 필터매체 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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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된 환형 본체부를 갖는 단부 캡과, 상기 환형 본체부와 일체이고 상기 단부 캡으로부터 축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연장하

고, 상기 단부 캡의 원주를 향하여 설치되되, 필터헤드의 대응 나사산부에 필터부재가 착탈 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

는 나사산부, 상기 나사산부와 상기 환형 본체부 사이에서 환형 플랜지 내부에 이 환형 플랜지를 통해 유체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대략 반경방향으로 연장하는 개구, 및 상기 환형 본체부 사이에 걸쳐 설치되고 이 중앙부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유출

개구를 갖고, 내부적으로 상기 매체 링을 지지하고 상기 단부 캡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설치한 기저 단부를 갖고 상기 기저

단부로부터 축방향으로 상기 단부 캡을 향하여 설치한 원심 단부까지 연장한 중앙 돌출부를 지지하는 중앙부를 구비한 환

형 플랜지를 포함한 필터부재를 제공한다.

새롭고 독특한 연료 필터는, 필터 헤드와 교환 가능형 필터부재를 구비한다. 이때의 필터 헤드는, 단순하게 제작 및 조립하

고, 동작상 신뢰성이 있는 일체형 프라이밍 펌프를 갖는다. 또한, 이 헤드는, 설계상 콤팩트하고 단순하고, 효율적이고, 신

뢰성 있고, 장기간 동작을 제공하는 일체형 히터를 갖는다. 이 필터부재는, 단순하고, 콤팩트하고, 조립이 용이하고, 특정

필터 헤드로만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필터 헤드의 프라이밍 펌프는, 펌프 가이드 상에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스프링에 의해 탄

력이 걸린 펌프 캡을 구비한다. 이 필터 헤드 내에는, 유체가 흐르도록(fluidly) 상호 연결된 제 1, 제 2 및 제 3 챔버가 상기

제 2 중간 챔버의 일부를 구성하는 펌프 캡과 펌프 가이드로 구성된다. 제 1 스프링에 의해 탄력이 걸린 체크 밸브는, 상기

제 1 챔버와 제 2 챔버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필터헤드의 입구로부터 상기 제 1 챔버 내로 그 후 제 2 챔버로 연료가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제 2 스프링에 의해 탄력이 걸린 체크 밸브는, 상기 필터 헤드 내의 제 2 챔버와 제 3 챔버 사이에 설치되

어, 상기 제 2 챔버로부터 제 3 챔버로 그 후 상기 필터부재로 연료가 흐르도록 한다. 이때의 연료는, 히터 조립체를 거쳐

상기 필터부재 내부로 지나가기 때문에 따뜻해져 있다.

상기 히터 조립체는, 적어도 하나의 히터 판과, 상기 제 3 챔버 내에 상기 히터 판을 둘러싸는 비도전형 히터 팬을 구비한

다. 히터 팬은, 디스크형 몸체와 단일 니플부(nipple portion)를 구비한다. 이 니플부는, 상기 헤드로부터 떨어져 연장하고

중심 개구를 구성하는 내향 반경 환형부로 종결되는 원통형 벽을 구비한다. 구형 밸브부재는, 상기 니플부 내에서 지지되

고 상기 중심 개구에 대해 폐쇄 위치로 스프링에 의해 탄력이 걸린다. 일체형 히터는, 설계상 콤팩트하고 단순하며, 효율적

이고, 신뢰성이 있고, 장기간 동작한다.

상기 필터부재는, 링형 필터매체를 둘러싸는 원통형 하우징을 구비한다. 사기 매체의 상부 단부 캡은, 그 일단부에 접합된

환형 본체부와, 환형 나사산 플랜지부를 구비한다. 이 환형 플랜지부는, 상기 환형 본체부 원주와 접경하고, 이로부터 축방

향으로 상향 돌출된다. 이 하우징은, 상기 플랜지부 둘레에 상기 하우징의 개방 단부를 형성하여 상기 매체에 고착된다. 상

기 나사산부와 본체부 사이에 상기 상부 단부 캡의 플랜지부 내에 일련의 구멍들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연료가 상기 필터

매체를 둘러싸는 주변 연료 공동 내부로 상기 플랜지를 통해 외향 반경방향으로 통과되게 한다. 상기 필터 헤드는, 이 필터

헤드의 하부 표면으로부터 하향 돌출하는 환형 나사산 플랜지를 구비하고, 이 플랜지는 상기 부재를 갖는 상기 플랜지와

협동하여 상기 부재를 상기 필터 헤드에 조이고 풀도록 한다. 상기 필터부재 상의 플랜지는, 상기 필터 헤드의 하부 표면에

대해 밀봉하기 위한 오(O) 링을 갖는다.

상기 필터 매체의 상부 단부 캡은, 상기 환형 본체부의 내경과 접경하고, 이로부터 축방향으로 내향 돌출하는 제 1 환형 단

부 캡용 벽을 더 구비한다. 관통하는 유체 통로를 갖는 중앙부는, 상기 환형 단부 캡용 벽을 가로질러 걸쳐 설치된다. 중앙

구동 돌출부는, 상기 중앙부로부터 축방향으로 상향 연장하고, 바람직하게는 상기 중앙부와 일체로 형성된다. 상기 단부

캡의 상기 환형 단부 캡용 벽부는, 상기 부재를 상기 필터헤드에 부착할 경우 상기 중앙 구동 돌출부를 상기 니플부의 구형

밸브부재와 연동시키면서 상기 니플부를 수납한다. 환형 밀봉은, 상기 니플부에 대해 밀봉하기 위한 상부 단부 캡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기 부재는, 단순하고, 콤팩트하고 조립이 용이하다.

상기 부재의 상기 헤드에의 부착에 의해, 상기 구동 돌출부가 상기 밸브부재를 개방 위치로 이동시킨다. 이로 인해, 연료는

상기 필터부재로부터 필터 헤드의 출구로 흐를 수 있다. 상기 필터부재의 이탈에 의해, 상기 밸브부재가 상기 폐쇄 위치로

이동하여 공기는 상기 연료계통의 상기 헤드 또는 나머지부에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또한, 상기 밸브부재의 폐쇄에 의해,

연료가 상기 니플부를 통해 상기 헤드로부터 유출하는 것을 막는다.

상기 구동부재는 종방향으로 크기가 이루어지고 위치 결정되므로, 상기 부재 내측의 상기 구동부재는, 상기 부재를 상기

헤드에 부착할 경우 상기 니플부 내의 상기 밸브부재와 연동하여 이 밸브부재를 개방시킨다. 상기 구동부재는, 서로 다른

종방향 위치에 각 종 부재형태 내에 위치 결정되어도 되고, 그 각 구동부재는 니플부의 특정 구성에 대응한다. 따라서, 적

절한 필터부재는 상기 필터 헤드와 결합하여서만 동작할 뿐, 이와는 반대로, 상기 필터 헤드는 필터부재를 부착하지 않고

동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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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펌프 캡을 가압할 경우, 상기 제 2 챔버 내에 압력이 가해져, 상기 본체 내의 상기 제 1 체크 밸브는 제 1 시트(seat)에

인접하게 이동하여 상기 제 1 챔버와 제 2 챔버간의 흐름을 차단한다. 그 제 2 챔버내의 압력으로 인해 상기 제 2 체크밸브

가 그 시트로부터 오프시켜 상기 제 2 챔버로부터 상기 제 3 챔버로 연료가 흐르게 하여, 상기 필터부재로 연료가 전달된

다. 한편, 상기 펌프 캡을 해제할 경우, 제 2 챔버가 진공상태가 되어, 제 2 체크 밸브는 닫히고, 상기 제 1 체크 밸브는 개

방되어 연료가 상기 제 2 챔버 내부로 인출된다. 이 과정은, 상기 펌프의 사이클마다 상기 부재로부터 모든 공기를 뽑아낼

때까지 반복된다. 이 공기는, 상기 헤드 내에 있는 벤트(vent)를 통해 상기 부재로부터 뽑아지거나, 일부 계통 내에 있는 공

기는, 상기 필터 헤드의 출구를 통해 뽑아져 상기 연료계통의 동작을 약화시키지 않는 포인트 후단으로 이동되어도 된다.

그래서, 프라이밍 펌프는, 제작 및 조립이 단순하고 동작상 신뢰성이 있다.

상기 프라이밍 동작이 완료된 후, 연료 필터를 설치한 운송수단의 엔진은 가동되고, 상기 필터 헤드와 상기 부재를 통해 흐

름이 시작된다. 연료가 헤드의 입구 내로 인출되기 때문에, 상기 필터 헤드에 있는 양 체크 밸브는, 이 밸브들과 관련된 시

트로부터 이동하여 상기 부재로 흐를 수 있게 한다. 상기 체크 밸브들은, 상기 필터 헤드를 통해 흐르도록 최소 제한을 설

정하도록 특정 크기로 만들어진다. 그 후, 상기 연료는, 히터 조립체를 거쳐 가열된다. 그리고, 이 연료는 상기 필터부재를

통해 필터링되어, 상기 필터 헤드의 출구를 통해 다시 후단 부품으로 향한다.

본 발명은 아래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로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필터 헤드와 필터부재 조립체의 정면도,

도 2는 도 1의 필터헤드와 필터부재 조립체의 평면도,

도 3은 히터 조립체의 부품을 나타낸 필터 헤드의 부분 조립도,

도 4는 펌프 조립체의 부품을 나타낸 필터 헤드의 부분 조립도,

도 5는 도 1의 필터 헤드의 측단면도,

도 6은 필터 헤드와 필터부재 조립체의 부분 조립도,

도 7은 도 1의 필터 헤드용 체크 밸브의 확대 측단면도,

도 8은 도 2의 선 8-8로 나타낸 거의 평면을 따라 자른 필터 헤드와 필터부재 조립체의 측단면도,

도 9는 도 2의 선 9-9로 나타낸 거의 평면을 따라 자른 필터 헤드와 필터부재 조립체의 측단면도,

도 10은 도 8의 필터 헤드와 필터 조립체의 일부의 확대 측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 1-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먼저,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연료 필터 조립

체는, 300으로 나타낸다. 이 필터 조립체(300)는, 필터 헤드(302)와 분리식 필터부재(304)를 구비한다. 상기 헤드는, 입구

(306)와 출구(308)를 구비한다. 또한, 이 헤드는, 310으로 나타낸 프라이밍 펌프를 구비하고, 이 프라이밍 펌프는 가동형

플라스틱 컵형 펌프 캡(312)을 구비한다. 이 헤드는, 전체적으로 동작상 가동형 벤트 플러그(314)에 의해 닫힌 벤트 개구

(미도시됨)를 갖는 몸체(305)를 더 구비한다. 또한, 이 헤드(302)는, 상기 헤드 내측의 연료 히터에 연결하기 위한 전기적

커넥터(318)를 구비한다. 이 필터 헤드는, 실장판(320)을 더 구비하여 그 필터 헤드가 운송수단 상에 실장이 용이하게 한

다.

부재(304)는, 착탈 가능형 바닥 캡(324), 드레인 밸브(326) 및 그 바닥 캡(324)으로부터 연장하는 물 센서(322)(도 6 참

조)용 전기 커넥터(328)를 갖는다. 이 물 센서(322)와 드레인 밸브(326)는 동작하여 오염물질 수집 챔버(331)(도 8)에 수

집하는 물의 배수를 감지 및 허락한다.

도 3-도 7에 헤드(302)와 프라이밍 펌프(310)를 도시하였다. 도 4 및 도 5에 잘 나타낸 것처럼, 프라이밍 펌프(310)는, 펌

프 캡(312)을 수납하도록 중앙 개구(336)를 갖는 펌프 리테이너(334)를 갖는다. 이 리테이너(334)는, 파스너(fastener)

(338)로 필터 헤드(302)에 고정된다. 캡(312) 내부에 스프링(342)이 헤드(302)의 제 2 챔버(346)내의 플랜지(344)에 접

촉하여 설치되고, 상기 필터 헤드로부터 바깥쪽으로(위쪽으로) 캡(312)을 압박한다. 이 캡(312)은, 그 내부 단부에 외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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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돌출 환형 플랜지(350)를 갖고, 이 플랜지는 캡(312)의 최대 외향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펌프 리테이너(334)의 내향 반

경 돌출 환형 플랜지(352)와 맞물린다. 또한, 캡(312)은, 펌프 가이드(356) 둘레에 수납되고, 이 펌프 가이드는 파스너

(338)를 통해 필터 헤드(302)에 부착된다. 한 쌍의 환형 와이퍼 실(seal)(360)은, 그 캡이 이동할 때 캡(312)으로 유밀

(fluid-tight) 실을 유지하도록 가이드(356) 내에 홈들내에 설치되어 있다. 개구(362)는, 가이드(356)의 내부 단부를 향하

여 설치되어 있다. 환형 가스켓(364)은, 가이드(356)와 헤드(302)의 환형부(366) 사이에 설치되고, 이들 사이에 유밀 실을

설치한 것이다.

제 1 챔버(368)는, 입구(306)와 제 2 챔버(346) 사이에 설치되고, 초기에 입구(306)로부터 연료를 받는다. 시트(370)는,

제 1 챔버(368)와 제 2 챔버(346) 사이에 설치되고, 372로 나타낸 제 1 체크밸브는 시트(370) 상에 설치된다. 이 체크밸브

(372)에 의해 연료는 제 1 챔버(368)로부터 제 2 챔버(346)로 흐르게 하면서도, 역방향 흐름을 막는다.

도 7에 도시된 것처럼, 체크밸브(372)는, 일단이 외향 반경 돌출 기저부(376)와 타단이 외향 반경 돌출 헤드(378)인 중앙

원통형 밸브 몸체(374)를 구비한다. 환형 밸브 리테이너(380)는, 상기 밸브 몸체를 수납한다. 리테이너(380)는, 필터 헤드

(302)내 밸브 시트(370)내에 밀접하고 단단하게 끼워 맞추고(마찰 끼워 맞춤 등), 스프링(382)용 상부 스톱(stop)의 역할

을 한다. 스프링(382)은, 리테이너(380)와 기저부(376) 사이에 연장되어 있고, 체크밸브(372)가 밸브 헤드(302) 내에 설

치될 경우, 스프링(382)은 밸브 몸체(374)를 밸브 시트(370)에 대향하는 위치로 압박한다. 유압이 (저압 강하를 위해 매우

낮은) 상기 스프링의 힘 이상일 경우, 제 2 챔버(368)로부터 제 1 챔버(368)내로 흐르게 하면서도, 역방향 흐름은 막는다.

또한, 386으로 나타낸 제 2 체크밸브는, 필터 헤드(302) 내에 설치된다. 제 2 밸브 시트(388)는, 헤드(302) 내의 제 2 챔버

(368)와 제 3 챔버(390) 사이에 설치된다. 상기 체크밸브 386은, 상기 체크밸브 372와 같은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찰 끼워맞춤 등의) 밸브 시트(388) 내에 고정된다. 체크 밸브(386)를 밸브 헤드(302) 내에 설치하는 경우, 체크 밸브

(386)는 연료를 제 2 챔버(368)로부터 제 3 챔버(390)내로 흐르게 하면서도,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프라이밍 펌프의 동작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프라이밍 동작은 펌프 캡(312)을 교대로 가압 및 해제하여서 일어난다. 도 5,

도 8 및 도 9에 도시된 것처럼, 캡(312)이 가압될 경우, 가변 체적 영역(346: 제 2 챔버)의 체적 감소에 의해 캡 내측에 발

생된 압력은, 제 1 체크밸브(372)에 대해 가해져, 상기 제 1 체크밸브를 상기 제 1 밸브 시트(370)에 대해 고정 유지시킨

다. 또한, 그 증가된 압력은, 그 제 2 체크밸브(386)를 (아래방향으로) 강제로 밀어 밸브 시트(388)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제 2 챔버(346) 내의 연료를 제 3 챔버(390)내로 강제로 밀어, 부착된 필터부재 내로 강제로 민다.

제 3 챔버 내의 연료는, 히터(400)가 동작하는 경우 가열된다. 그러나, 이 연료가 가열되는 것에 상관없이, 그 연료는 제 3

챔버를 통해 상기 필터부재의 원주 챔버로 흐른다.

펌프 캡(312)이 그 하부 위치로부터 해제된 경우, 스프링(342)의 힘으로 상향 이동된다. 이 상향 이동으로 상기 캡 내측에

챔버(346)의 체적을 증가시켜 진공이 된다. 이 진공은, 제 2 챔버(346) 및 제 1 체크밸브(372)로 전달되어, 그 시트(370)

로부터 (위쪽으로) 떨어지게 이동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체크밸브(386)는, 그 상부측 상의 진공력에 의해 고정 유지된다.

제 2 챔버(346)에 가해진 진공으로, 연료를 상기 제 1 챔버(368)와 입구(306)로부터 제 2 챔버 내로 당긴다. 상기 진공이

사라질 경우, 상기 펌프는 다시 가압되어, 연료가 완전히 상기 필터부재와 헤드를 채울 때까지 그 사이클을 다시 반복한다.

일부 계통에서는, 부재 교환이 있을 경우, 벤트 플러그(314)는 제거되고, 프라이밍 펌프는 그 새로운 부재가 새로운 연료로

채워지고 그 새로운 부재내의 모든 공기가 바뀌어 상기 벤트 개구로 밀어낼 때까지 순환된다. 그 후, 상기 벤트 플러그는

재설치된다. 이것으로, 상기 계통에 들어가는 공기양이 최소화되어 필터 교환 후 상기 엔진을 재시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피한다.

상기 필터가 프라이밍될 경우, 엔진은 시동된다. 그때의 연료가 진공에 의해 상기 부재와 필터 헤드를 통해 인출되면, 그

들어온 연료는 상기 헤드의 입구(306)내로 지나가서 챔버들(368, 346, 390)을 통과할 것이다. 이 경우에, 양 체크밸브

(372, 386)는, 그 밸브들 각각의 시트로부터 상향 배치되어 상기 헤드를 통해 연료가 흐를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연료가

상기 체크밸브의 몸체들과 상기 밸브 시트를 구성하는 벽들 사이의 환형 틈새 내로 흐를 수 있다. 이 체크밸브는, 흐름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시키도록 상기 몸체들의 원주와 벽들 사이에 비교적 큰 흐름 영역을 제공하는 특정 크기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필터 헤드 몸체(305) 내에 상기 체크밸브(372, 386), 밸브 시트(370, 388) 및 챔버(368, 346, 390)

는, 제작 및 조립을 비교적 연달아 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리테이너(380)의 사용 때문에 비교적 완화된 허용오차 요구 사

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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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 플랜지(394)는, 일체로 형성되고, 상기 필터 헤드 몸체(305)로부터 외향(아래쪽으로) 돌출한다. 그 플랜지(394)는,

396으로 나타낸 외향 나사산을 구비한다. 이 플랜지(394)는 제 3 챔버(390)와 접경하고 헤드 몸체(305)의 원주를 향해 설

치되어 있다. 환형 립(lip)(398)은, 상기 플랜지의 나사산부(396) 보다 위에 외향 반경방향으로 돌출한다.

400으로 나타낸 히터 조립체는, 제 3 챔버(390) 내에 설치된다. 도 3에 도시된 것처럼, 히터 조립체(400)는, 한 쌍의 디스

크형 PTC 히터부재(406)를 설치한 사이에 한 쌍의 C 형 히트 싱크(404, 405)를 구비한다. 히터 팬(pan)(408)은, 챔버

(390) 내에 히트 싱크(404, 405)와 히터부재(406)를 둘러싼다. 파스너(410)는, 필터 헤드 몸체(305)와 함께 그리고 이 헤

드 몸체에 접촉하여 상기 히터 팬(408), 히트 싱크(404, 405) 및 히터부재(406)를 고정한다. 푸시 온(push-on) 너트(412)

를 설치하여 히터 팬, 히트 싱크 및 히터부재를 함께 보유한 후 몸체(305)에 고정한다(도 6 참조). 내부 히트 싱크(405)는,

단자(416)의 일단을 수납하는 블레이드(414)를 구비한다. 그 단자(416)의 타단은, 항온기(418)의 블레이드 내로 꽂아진

다. 항온기(418)의 다른 블레이드는, 팬(408)을 통해 연장하는 콘택 핀(420)과 전기적으로 접촉된다. 오링(422, 423)은,

콘택 핀(420) 둘레에 수납되고, 유밀(fluid-tight) 실을 팬(408)에 제공한다. 단자(424)는, 팬(408)의 외부에 설치되어 전

기 커넥터(318)를 위한 전기 접점을 제공한다(도 1).

도 3에서 알 수 있듯이, 팬(408)은 절단부(428)가 있고, 이 절단부에 의해 제 3 챔버(390)내의 연료가 히터 조립체의 히터

부재와 히트 싱크로 돌아가며 분배되어 상기 필터부재 내로 지나간다.

히터 팬(408)은, 히터 챔버(390)에 밀접하게 수납된 디스크형 중앙 몸체(431)와, 432로 나타낸 컵형 니플부를 구비한다.

이 니플부(432)는, 상기 몸체(431)로부터 축방향으로 안쪽으로(아래쪽) 연장하는 원통형 벽(433)을 갖고, 중앙 원형 개구

(435)를 갖는 내향 반경 돌출 환형부(434)로 종결된다. 구형 밸브부재(436)는, 상기 컵형 니플부(432) 내에 수납되어, 스

프링(438)에 의해 개구(435)에 대해 탄력이 걸려 있다. 스프링(438)은, 제 4 챔버(439)의 내벽과 상기 밸브부재(436) 사

이에 연장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개구(435)에 대해 밀봉된 상기 밸브부재(436)를 보유하여 상기 니플부를 통한 흐름을 막

는다. 제 4 챔버(439)는, 출구(308)와 유체가 통하고 상기 부재로부터 흐르도록 하여 상기 필터 헤드의 밖으로 지나가게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체형 히터는, 설계상 콤팩트하고 단순하며, 효율적이고, 신뢰성이 있고 장기간의 동작을 제

공한다. 히터 팬(408)은, 몰딩 등의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내온성의 비도전형 재료(예: 플라스틱)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므로, 니플부(432)는 상기 몸체(431)와 하나의 단편인 하나로 형성된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면, 필터부재(304)는, 외부 원통형 깡통 또는 일체형(바람직하게는, 하나의) 하부 단부 벽(446)과 개

방 상부 단부(448)를 갖는 하우징(444)을 구비한다. 하부 단부 벽(446)은 중앙 원형 개구(449)를 갖고, 링형 부재(450)는

개구(449) 내에 지지된다. 하부 단부 벽(446)은, 링형 부재(450) 둘레에 주름져 있거나 다른 형태로 형성될 수 있어 상기

하우징(444) 상에 상기 링형 부재를 보유한다. 링형 부재(450)는, 착탈 가능형 바닥 캡(324)을 수납하도록 내부 나사산을

구비한다.

중심축 "A" 주위를 둘러싸는 링형 필터매체(454)는, 그 필터매체의 내부에 형성된 중앙 연료 공동(455)과, 상기 필터매체

와 하우징(444) 사이에 형성된 주변 연료 공동(456)을 갖는 그 하우징(444) 내에 수납된다. 링형 필터매체(454)는, 특정

응용에 적합한 어떠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제 1 및 제 2(상부 및 하부) 단부 캡(457, 458)은, 상기 필터매체의 각 단부

에 고정된다. 제 2 단부 캡(458)은, 상기 단부 캡의 직경을 완전히 가로질러 닫히고, 물 센서(322)를 갖는 웰(well) 영역

(460)을 구비한다.

제 1 단부 캡(457)은, 바람직하게는 상기 매체의 단부에 끈끈하게 접합된 환형 본체부(462)와, 상기 단부 캡의 외부(상부)

표면으로부터 축방향으로 외향(위쪽) 돌출하는 환형 플랜지(464)를 구비한다. 이 환형 플랜지(464)는, 상기 단부 캡의 원

주를 향하여 설치되고, 바람직하게는 상기 단부 캡과 바깥쪽으로 접경한다. 또한, 환형 플랜지(464)는, 환형 헤드 플랜지

(394)의 외향 나사산(396)(도 5)과 협동하여, 상기 필터부재를 상기 필터 헤드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하는 내향 나사산

(468)을 구비한다. 도 10에 상세히 도시된 것처럼, 상기 하우징의 개방 단부(448)는, 상기 플랜지(464)의 상부 단부에서

외부 반경 분기부(472) 둘레에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만곡되게) 형성되어, 상기 하우징에 유밀 방식으로 상기 필터매체

를 고정한다. 상기 플랜지(464)의 내부 반경 분기부(474)는, 나사산부(48), 이와 함께 외부 분기부(472)를 구비하고, 상기

필터부재의 단부로부터 바깥쪽으로 개구하는 환형 채널(476)이 형성되어 있다. 환형 오링(478)은, 그 채널 내에 설치되고,

상기 필터부재(304)와 상기 필터 헤드의 환형 립(398) 사이에 실을 설치한다.

또, 도 8을 참조하면, 제 1 단부 캡(457)은, 내향 축방향 연장 환형 벽(480)을 구비한다. 이 환형 벽(480)은, 매체 링(454)

으로부터 안쪽으로 반경방향으로 설치된다. 중앙 반경방향 돌출 디스크 형상부(482)는, 상기 제 1 단부 캡의 벽(480)의 내

부 단부 사이에 걸쳐 설치된다. 구동 돌출부(484)는, 상기 중앙부(482)로부터 축방향으로 바깥쪽(위쪽)으로 연장한다. 또

한, 이 구동 돌출부(484)는, 상기 제 1 단부 캡(451)으로부터 떨어져 기저 단부 고정(바람직하게는 하나로) 중앙부(48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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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상기 제 1 단부 캡(457)에 축방향으로 향하지만, 바람직하게는 상기 환형 본체부(462)로부터 안쪽으로 향하여 위치

결정되는 자유 단부(486)를 갖는다. 중앙 돌출부는, 단면이 X형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기하학적 형태도 가능하다. 상

기 중앙부(482)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돌출부(484) 둘레에 이격된 복수의 유체 통로(490)(도 9)를 구비한다. 이러한 유체

통로는 바람직하게는 4개가 설치되었지만, 원하는 연료 흐름에 따라 유체 통로의 수(및 크기)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유체 통로(490)는, 벽(480)에 의해 구속된 함몰영역 내의 제 1 단부 캡을 유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탄성 실(491)은, 환형 벽(480)의 내경과 접경하고, 상기 제 1 단부 캡에 대해 보유된다. 이 실(491)은, 상기 필터 헤드 상에

상기 부재를 설치할 때 니플부(432)에 대한 밀봉하는 크기이다.

제 1 단부 캡(457)은, 일반적인 복수의 반경방향으로 연장하고 원주방향으로 이격된 개구(492)(도 6도 참조)를 더 구비한

다. 이 개구(492)는, 환형 플랜지(464)의 나사산부(468)와 환형부(462) 사이에 축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기 매체

(454)를 둘러싸는 주변 공동(493) 내로 연료를 반경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나, 개구(492)는, 상기 플랜지를 통해

(예를 들면, 드릴링에 의해) 형성된 원통형 구멍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개구의 크기(및 수)는, 상기 원하는 연료 흐

름에 따라 변한다. 상기 단부 캡(457)은, 상기 매체(454)의 일부 아래쪽으로 매달리고 바깥쪽으로 둘러싸는 쇼트 스커트

(short skirt)(494)를 갖고, 이는 연료가 상기 주변 공동(456)내로 흐르기 위한 개구를 갖는 축방향 리브(rib)(미도시됨)를

구비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기 부재(304)는, 조립하는데 단순하고, 콤팩트하고 쉽다.

도 8에 도시된 것처럼, 상기 부재(304)가 상기 헤드(302)에 맞물릴 경우, 상기 부재 플랜지 464의 나사산부 468은, 상기

필터 헤드(302)내의 플랜지 394의 나사산부 396과 맞물려 상기 부재를 상기 헤드에 단단하게 보유한다. 상기 부재가 상기

헤드에 맞물릴 경우, 상기 실(491)은 니플부(432)의 내부 연장 영역과 맞물려서 상기 중앙 연료 공동(455)을 갖는 누설방

지 연결을 제공한다. 또한, 구동 돌출부(484)의 자유 단부(486)는, 밸브부재(436)와 맞물리도록 위치 결정되어 이 밸브부

재를 개구(435)(도 3)로부터 떨어지게 이동시켜 유체가 상기 부재의 중앙 연료 공동(455)으로부터 개구(435)를 통해 흐를

수 있게 한다. 이 흐름은, 개구(435)와 상기 중앙 돌출부(484)의 X형 구조 사이에서 쉽게 간다. 이로 인해 상기 부재의 중

앙 연료 공동(455)이 상기 필터 헤드의 출구(308)와 유체 연결될 수 있다.

상기 니플부와 상기 환형 플랜지간의 연동에 의해 상기 헤드에 부착된 부재(304)에 의해, 실(478)(도 10)은 유밀 관계에

있는 필터 헤드 몸체(305)의 립(398)과 맞물린다. 이것은, 상기 니플부(432)와 실(478) 사이의 유밀 영역을 제공한다. 상

기 제 3 챔버(390)를 통해 상기 헤드의 밖으로 통과하는 연료는, 플랜지(457)내의 개구(492)를 통과하여, 상기 매체(454)

와 상기 하우징(444) 사이의 상기 주변 연료 공동(493) 내로 지나간다. 상기 주변 연료 챔버에서 상기 매체의 표면상에 모

이는 오염물은, 상기 하우징 내의 아래방향으로 떨어져 상기 하우징의 하부에 있는 오염물 수집 영역(331)내에 수집될 수

있다. 그 후, 연료는, 상기 매체(454)를 통해 바깥쪽/안쪽으로 지나가서 출구(308)에 도착하기 전에 필터링된다.

상기 구동 돌출부(484)와 밸브부재(436)는, 상기 부재를 이탈할 경우 상기 니플부를 통한 흐름을 막는 기능을 한다. 따라

서, 연료 유출이 최소화된다. 또한, 이것은, 상기 계통 내에 들어오는 공기 양을 최소화하고 상기 필터가 어떠한 부재 부착

없이도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도시된 구성의 다른 이점은, 상기 구동 돌출부(484), 니플부(432) 및 밸브부재(436)가 적절한 짝을 이루는 관계를

가져서, 상기 필터 부재를 상기 헤드와 맞물릴 수 있고 상기 필터부재와 함께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기 필터 부재 구성이 서로 다른 형태의 연료 필터/분리기 부재와 유사한 경우 중요하고, 많은 연료 필터/분리기 부재는

특정 응용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각각 상기 적절한 필터 형태에만 대응하도록 상기 구동부재의 종방향 위치와 상기 부

재의 중앙 연료 챔버내로 연장하는 상기 니플부의 길이를 변화시켜, 상기 헤드 상에 정확한 필터 부재만이 설치된다고 확

실히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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