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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변형가능한 바디와 압축 링을 갖은 Ｆ-커넥터

요약

압축형 동축 케이블 F-커넥터(20)는 종래의 결합 너트(38)와 관형 포스트(32)를 포함한다. 원통형 바디 부재(46)는 관형

포스트에 고정되며 동축 케이블(22)의 자켓(30)을 수용하기 위한 슬리브(52)를 포함한다. 슬리브내의 원형 릴리프(62)는

이런 슬리브의 단부가 케이블 자켓을 향해 내향으로 변형되도록 허용한다. 압축 링(64)은 원통형 바디 부재의 슬리브의 외

벽(54)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압축 링이 원통형 바디 부재 위로 축선방향으로 전진될 때 케이블 자켓에 대향해 슬리브의 단

부를 내향으로 가압하는 경사진 내부 보어(74)를 포함한다. 슬리브의 단부가 내향으로 변경되면, 관형 포스트 둘레에 형성

된 원형 깃 바로 뒤까지 연장하여 이들 사이에서 케이블 자켓을 죄어지게 한다. 압축 링은 개별 부품으로써 제조될 수 있으

며, 또는 압축 링은 초기에 원통형 바디 부재의 슬리브와 일체로 될 수 있어 부서지기 쉬운 연결부(102)에 의해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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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동축 케이블을 치형 포트에 연결하는 케이블 텔레비젼 산업에 주로 사용된 소위 F-커넥터, 특히 축

선 압축 공구를 사용해서 설치된 이런 F-커넥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동축 케이블 F-커넥터는 종종 케이블 텔레비젼 시스템내에 인입 케이블(drop cable)을 단자하는데 사용된다. 동축 케이블

은 통상적으로 유전체에 의해 둘러싸이고, 차례로 도전성 접지 포일 및/또는 노끈(이후에 도전성 접지 외장으로 칭함)에 의

해 둘러싸인 중앙 도전체를 포함한다. 도전형 접지 외장은 자체가 보호 외부 자켓에 의해 둘러싸인다. F-커넥터는 자켓으

로 싸인 동축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에 고정되어, 동축 케이블의 단부가 터미널 블록의 치형 포트에 나사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클림프형 F-커넥터(crimp style F-connector)는 공지되어 있으며, 여기서 클림프 슬리브는 커넥터 바디의 일부분으로써

포함되어 있다. 육각형을 형성하는 죠우(jaw)를 가진 특정 방사형 클림핑 공구는 이런 클림프형 F-커넥터를 동축 케이블

의 준비된 단부에 고정하도록 동축 케이블의 외부 자켓 둘레로 클림프 슬리브를 방사방향으로 클림프하는데 사용된다. 이

런 클림프 커넥터의 예들은 길버트 엔지니어링 컴퍼니,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하에웨드의 미국 특허 제 4,400,050 호

와 존 메자링구아 어소시에이트,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시젝다의 미국 특허 제 4,990,106 호에 공지되어 있다.

이 기술분야에서는 동축 케이블 자켓과 그 둘레의 F-커넥터 사이의 습기 통로가 부식을 일으켜서, 접촉저항을 증가하고

신호 강도를 감소하고 커넥터로부터 과잉의 RF 누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분야의 숙련된 자는 이

런 습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F-커넥터와 동축 케이블의 자켓 사이의 밀봉을 형성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F-커넥

터는 케이블 텔레비젼 산업내에 알려져 있으며, 특정 밀봉 화합물은 누설방지 밀봉을 형성하는 노력의 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텔레-컴뮤니케이션,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엘리오트 등의 미국 특허 제 4,755, 152 호는 동축 케이블의 자켓과

F-커넥터의 내부 사이의 밀봉을 형성하도록 커넥터의 캐비티내에 겔 또는 다른 이동가능한 밀봉 재료로된 작은 덩어리

(glob)를 사용하는 클림프 커넥터를 공지한다.

여전히 F-커넥터의 다른 형태도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환형 압축 슬리브가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에 F-커넥터를 고정하는

데 사용된다. 클림프 슬리브를 동축 케이블의 자켓을 향해 방사방향으로 클림핑하기 보다는, 이들 F-커넥터는 F-커넥터에

초기에 부착되어 있어 있지만, F-커넥터의 설치 전에 이로부터 해체되는 플라스틱 환형 압축 슬리브를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F-커넥터 자체는 동축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에 삽입된다. 다음으로, 압축 슬리브는 커넥터의 바디로 커넥터의 길이

방향 축선을 따라서 축선방향으로 압축되며, 동시에 커넥터의 관형 포스트와 압축 슬리브 사이의 동축 케이블의 자켓을 압

축한다. 이런 압축 슬리브 F-커넥터의 예는 LRC 엘레트록티스, 인코포레이티드에 양도된 삼치선(Samchisen)의 미국 특

허 제 4,834,675 호에 도시되어 있다. 이 특허는 "스냅-n-시일(Snap-n-Seal)"로서 이 산업분야에 알려진 압축 슬리브 형

F-커넥터를 공지한다. 많은 수의 상업적 공구 제작자는 예를 들어, 상표명 "Terminx"의 수동식 압축 공구로 판매되는, 미

국 코넥티컷 체스트 소재의 벤 허프스 컴뮤니케이션 프로덕츠 컴파니의 CablePrep division과 같은 커넥터로 압축 슬리브

를 축방향으로 압축하기 위한 압축 공구를 제공한다.

상술한 "스냅-n-시일" 압축 커넥터는 설치자에 의한 실질적인 조종을 필요로 한다. 설치자는 커넥터로부터 환형 압축 슬

리브를 해제하고 동축 케이블의 단부에 압축 슬리브를 미끄럼시키고, 그리고 나서 커넥터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커넥터

바디로 압축 슬리브를 압축해야 한다. 조립 동안, 압축 슬리브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추가로, 이런 "스냅-n-시일" 커넥

터는 종래 클림프형 커넥터보다 매우 비싸다.

방사형 압축형 F-커넥터와 관련된 것으로 스젝다(szegda)의 미국 특허 제 5,470,257호에 공지되어 있다. 관형 록킹 부재

는 외부 칼라 또는 슬리브의 개방 후단부로 축선방향으로 돌출한다. 관형 록킹 부재는 동축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로 관형

포스트의 삽입을 수용하는 개방 위치와 F-커넥터내에 케이블의 단부를 고정하는 클램프 위치 사이로 외부 칼라내에서 축

선방향으로 이동가능하다. O-링은 관형 록킹 부재의 후단부상에 장착되므로 관형 록킹 부재가 축선방향으로 압축되면 관

형 록킹 부재와 외부 칼라 사이의 연결부를 밀봉한다. 이런 커넥터는 과거에 상표명 "CMP"로 시판되어 왔다. 관형 록킹 부

재상에 제공된 O-링은 F-커넥터의 축선방향의 압축전에 노출되어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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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케이블 커넥터내의 칼라 또는 슬리브가 동축 케이블의 외면에 대해서 내향으로 압축될 수 있어 여기에 동축 테이블

커넥터를 고정하는 것은 동축 케이블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길버트 엔지니어링 컴퍼니, 인코포

레이티드에 양도된 하에워드(Hayward)의 미국 특허 제 4,575,274 호에서, 신호 전달 시스템용 커넥터 조립체가 공지되

어 있으며, 여기서 바디부는 너트부를 나사식으로 결합한다. 너트부는 페룰이 배치되어 있는 내부 보어를 포함하며, 페룰

은 동축 케이블의 외부 커넥터가 통과하는 내부 보어를 가진다. 너트부가 바디부에 나사결합되면, 페룰은 내향으로 박히여

페룰의 내경을 구속함으로써, 케이블의 외면 둘레에 페룰을 단단하게 고정한다. 그러나, 이 특허에서 도시한 커넥터는 종

래의 F-커넥터보다 휠씬 고가이며 간단한 클림프 또는 압축 공구에 의해 신속히 설치될 수 없고, 이런 커넥터의 매칭 나사

를 한 쌍의 렌치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작은 수의 부품으로 용이하게 만들 수 있고 종래의 F-커넥터 축선방향 압축 설치 공구를 사용해

서 동축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에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저가의 F-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런 커넥터를 동축 케이블의 단부에 고정하기 위해서 설치 동안 커넥터 부품의 어떠한 나사식 회

전 이동도 필요치 않은 F-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겔 또는 다른 밀봉 화합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F-커넥터와 이로부터 연장하는 동축 케이블의 자

켓 사이의 통로로부터 습기를 방지하도록 F-커넥터와 동축 케이블의 자켓 사이의 신뢰성 있는 습기 방지 밀봉을 형성하는

F-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런 커넥터를 동축 케이블의 단부로의 설치를 단순화하고 해제가능한 부품의 손실의 피하기 위

해서, 원 피이스 구조물로서 사용자에 전달되고, 어떠한 부품도 해제됨이 없이 원 피이스 구조물로서 동축 케이블의 단부

에 설치되는 F-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커넥터와 케이블의 자켓 사이의 밀봉을 만들 목적으로 어떠한 O-링의 조립체도 필요치 않는 F-

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설치 다음에 F-커넥터로부터 케이블 자켓의 이동을 보다 어렵게 만듦으로써 F-커넥터/동축 케

이블 조립체의 빠짐 강도(pull-out strength)를 증가하는 것이다.

이 기술분야의 숙련된 자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이들 목적 및 다른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서, 본 발명은 동축 케이블의 단부를 치형 포트에 결합하기 위한 동축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F-커넥터는 동축 케이블의 노출되고 준비된 단부로 삽입되도록 되어 있는 제 1 단부를

가진 관형 포스트를 포함한다. 관형 포스트의 제 1 단부는 동축 케이블의 유전체 둘레로 연장하지만 이들의 도전성 접지

외장 및 자켓아래를 통과한다. 관형 포스트는 제 2 대향 단부를 가진다.

본 발명의 F-커넥터는 관형 포스트의 제 1 단부와 회전가능하게 결합하기 위한 제 1 단부와 치형 포트를 나사식으로 결합

하기 위한 상호 나사결합된 보어를 가진 제 2 대향 단부를 가진 너트를 더 포함하며, 이 너트는 F-커넥터를 치형 포트에 고

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발명의 F-커넥터는 또한 제 1 단부와 제 2 대향 단부를 가진 원통형 바디 부재를 포함한다.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1 단

부는 외벽과 내벽을 가진 원통형 슬리브를 포함하며, 내벽은 관형 포스트를 에워싸고 동축 케이블의 외부 자켓을 수용하기

위한 제 1 중앙 보어를 이룬다. 원통형 바디의 제 2 단부는 제 2 단부 근방에 있는 관형 포스트를 결합한다. 원통형 슬리브

는 동축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가 삽입되어지는 개방 후단부를 가지며, 이런 원통형 슬리브의 개방 후단부는 변형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본 발명의 F-커넥터는 제 1 단부와 제 2 대향 단부 사이를 통해서 연장하는 중앙 통로를 가진 압축 링을 포함

한다. 압축 링의 제 1 단부는 원통형 슬리브의 외벽의 직경과 알맞은 직경으로된 제 1 내부 보어를 가지며, 상기 압축 링의

제 1 단부가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1 단부로 연장을 허용하면서, 슬리브의 외벽과 보어 사이의 마찰 끼움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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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링의 제 1 내부 보어는 압축 링의 중앙 통로의 부분을 형성하며 추가로 중앙 통로의 내경을 감소하는 내향 경사진 환

형벽에 안내된다. 이 내향 경사진 환형벽은 압축 링이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2 단부를 향해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를

축선방향으로 전진시키면, 원통형 슬리브의 후단부가 관형 포스트를 향해 그리고 케이블 자켓에 대향해 내향으로 변경되

도록 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원통형 슬리브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압축 링이 축선방향으로 전진될 때 원통형 슬

리브의 후단부의 굽힘이 용이하도록 후단부에 형성된 약한 영역 또는 원형 릴리프를 포함한다. 추가로, 관형 포스트는 양

호하게 제 1 단부의 근처의 외면 둘레로 연장하는 원형 깃(circular barb)을 포함하며, 원통형의 후단부가 이런 원형 깃에

인접한 점까지 축선방향으로 연장함으로써, 압축 링의 전진에 의해 생긴 관형 포스트를 향해 원통형 슬리브의 후단부의 내

향으로의 변경이 원통형 슬리브의 단부와 원형 깃 사이의 꾸불꾸불한 통로를 따라서 케이블 자켓을 죄어지게 함으로써 케

이블 자켓에 F-커넥터를 확고히 고정한다.

본 발명의 F-커넥터는 양호하게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1 단부의 부분에 압축 링 예비 장착한 상태로 공급되지만, 초기에

공급될 때, 압축 링은 동축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상에 커넥터의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서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1 단부에

완전히 축선방향으로 전진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압축 링은 원통형 바디 부재로부터 개별 부품으로써 제작된다. 본 발명의 변경 실시예에서, 압축

링은 초기에 원통형 바디 부재의 원통형 슬리브의 개방 후단부와 일체로 되며 여기에 부서지기 쉬운 연결부에 의해 연결된

다. 변경 실시예에서, 커넥터가 동축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에 설치된 후, 커넥터는 축선방향 압축 공구에 의해 압축되고 원

통형 바디 부재의 제 2 단부를 향한 압축 링의 축선방향 전진은 압축 링과 원통형 슬리브의 개방 후단부 사이의 부서지기

쉬운 연결부를 파괴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형태에서, F-커넥터의 원통형 바디 부재는 제 1 단부와 제 2 단부 사이의 일반적으로 확대된 직경의 쇼

울더(enlarged diameter shoulder)를 포함한다. 확대된 직경의 쇼울더는 원통형 슬리브의 외경보다 큰 직경을 가지며 압

축 링의 과잉 압축을 방지하는 멈춤부로서 작용한다. 압축 링이 축선방향 압축 공구에 의해 충분히 축선방향으로 압축되어

지면, 압축 링의 제 1 단부는 확대된 직경의 쇼울더에 의해 결합되어 멈추어진다. 필요하다면, 하나 이상의 홈은 압축 링이

원통형 슬리브 위에서 축선방향으로 전진될 때 드래그(drag)를 감소하도록 원통형 슬리브의 외벽내에 형성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서 구성된 F-커넥터 조립상태를 도시한 단면도.

도 2는 동축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에 설치되고 축선방향 압축 공구에 의해 축선방향으로 압축된 후 도 1에 도시한 F-커넥

터 조립상태를 도시한 단면도.

도 3은 케이블 자켓과 관형 포스트에 대해서 변형되어진 후 F-커넥터의 변형가능한 부분의 확대도.

도 4는 도 1에 도시한 F-커넥터를 축선방향으로 압축하는데 사용되어진 축선방향 압축 공구의 부분단면도.

도 5는 압축 링이 초기에 F-커넥터의 원통형 바디와 일체로 되어 있는 도 1에 도시한 F-커넥터의 변경 실시예를 도시한

단면도.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서 구성된 F-커넥터의 단면도로 도면 부호 20으로 전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F-

커넥터(20)는 동축 케이블의 단부를 치형 포트(도시 생략)에 결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2에 간략하게 도시한 바와 같

이, 동축 케이블(22)은 유전체 층(26)에 의해 둘러진 중앙 도체(24)를 가지며, 차례로 유전체 층은 보호 외부 케이블 자켓

(30)에 의해 덮여진 도전성 접지 외장(28)에 의해 둘러싸인다.

도 1의 F-커넥터(20)는 양호하게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유전체(26) 둘레와 도전성 접지 외장(28) 아래의 동축 케이블(22)

의 노출된 단부로 삽입되도록 되어 있는 제 1 단부(34)를 가진 관형 포스트(32)를 포함한다. 관형 포스트(32)는 또한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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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 단부(36)를 가진다. F-커넥터(20)는 또한 관형 포스트(32)의 제 2 단부(36)를 회전가능하게 결합하기 위한 제 1 단부

(40)와 치형 포트(도시 생략)를 나사식으로 결합하기 위한 내부로 치형 보어(44)를 가진 제 2 대향 단부(42)를 가진 너트

(38)를 포함한다.

F-커넥터(20)는 추가로 또한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제 1 단부(48)와 제 2 단부(50)를 가진 원통형 바디 부재(46)를 포함한

다. 원통형 바디 부재(46)의 제 1 단부(48)는 예정된 제 1 직경의 외벽(54)과 관형 포스트(32) 둘레로 연장하는 제 1 중앙

보어(58)를 이루는 내벽(56)을 가진 원통형 슬리브(52)를 포함한다. 원통형 바디 부재(46)의 제 2 단부(50)는 제 1 단부보

다 작은 직경으로 되어 있으며, 관형 포스트(32)의 제 2 단부에 인접해서 결합한다. 원통형 슬리브(52)는 동축 케이블(22)

의 외부 자켓(30)을 수용하기 위한 개방 후단부(60)를 가지며, 개방 후단부(60)는 변형가능하다. 도 1 및 도 2에 도시한 바

와 같이, 원통형 슬리브(52)는 원통형 슬리브(52)의 굽힘이 용이하도록 이들 둘레에 원형 홈으로 절단함으로써 형성된 원

형 릴리프 또는 약한 영역(62)을 가진다.

여전히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F-커넥터(20)는 또한 제 1 단부(66)와 제 1대향 단부(68)를 가진 압축 링(64)을 포함한

다. 압축 링(64)은 또한 양호하게 금속으로 만들어진다. 중앙 통로(70)는 제 1 단부(66)와 제 2 단부(68) 사이의 압축 링

(64)을 통해서 연장한다. 중앙 통로(70)의 일부분은 압축 링(64)의 제 1 단부(66)와 연통하는 제 1 내부 보어(72)에 의해

형성된다. 제 1 내부 보어(72)는 압축 링(64)의 제 1 단부(66)가 원통형 바디 부재(46)의 제 1 단부(48)로 연장하도록 허용

하기 위해 원통형 슬리브(52)의 외벽(54)의 외경과 알맞은 직경을 가진다. 압축 링(64)의 중앙 통로(70)는 또한 제 1 내부

보어(72)로부터 시작하여 제 1 내부 보어(72)의 내경과 비교해서 감소된 직경으로 좁아지는 내향 경사진 환형 벽(74)을 포

함한다. 내향 경사진 환형 벽(74)은 압축 링(64)이 제 2 단부(50)를 향해서 원통형 바디 부재(46) 위에서 축선방향으로 전

진되면, 원통형 슬리브(52)의 후단부(60)가 도 2 및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형 포스트(32)를 향해서 그리고 케이블 자

켓(30)에 대향해 내향으로 변경되도록 한다.

F-커넥터(20)내에 케이블 자켓의 유지 강도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관형 포스트(32)는 관형 포스트(32)의 제 1 단부에 근

접해서 형성된 원형 깃(76)을 포함한다. 원통형 슬리브(52)는 초기에 원형 깃(76)의 근처 점까지 축선방향으로 연장한다.

F-커넥터(20)의 축선방향 압축 동안, 압축 링(64)과 그러므로 경사진 환형 벽(74)의 전진에 의해 생긴 원통형 슬리브(52)

의 후단부(60)의 내향 변형은 후단부(60)를 단지 깃(76) 바로 뒤까지 납작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케이블 자켓(30)은 F-커

넥터(20)로부터 케이블(22)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빼냄 힘을 증가시키도록 꾸불꾸불한 통로로 원통형 슬리브(52)의 변형

된 후단부(60)와 깃(76)에서 죄어진다.

소비자에 초기에 공급될 때, 제 1실시예에서 F-커넥터(20)는 원통형 바디 부재(46)의 제 1 단부에 장착되지만, 도 1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완전히 축선방향으로 전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케이블 기술자가 케이블(22)의 준비된 단부에 F-커넥터

(20)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 도 4에서, 피스톨 그립 압축 공구(80)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동축 케이블(22)의 준비된 단

부상에 F-커넥터(20)를 고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압축 공구(80)는 상표명 "Terminx"으로, 미국 코넥티컷 체스트 소재

의 벤 허프스 컴뮤니케이션 프로덕츠 컴파니의 CablePrep division으로부터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일 수 있다. 압축

공구(80)는 커넥터(20)의 압축 동안 커넥터(20)와 케이블(22)을 해제가능하게 제 위치에 유지하기 위한 스프링 장착식 커

넥터 요크(85) 뿐만 아니라 한 쌍의 레버 또는 핸들(81, 82)을 포함한다. 압축 공구(80)는 또한 F-커넥터(20)의 너트(38)

내에 연장하고, 동시에 동축 케이블(22)의 노출된 중앙 도체(24)가 간섭 없이 여기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가동 램(86)을

포함한다. 가동 램(86)은 핸들 그립(81, 82)이 사용자에 의해 함께 쥐어질 때 커넥터 요크(85)를 향해 힘을 주게 됨으로써,

이들 사이에 포획된 F-커넥터(20)의 부품을 함께 압축한다.

F-커넥터(20)의 과중 압축을 피하기 위해서, 원통형 바디 부재(46)는 제 1 단부(48)와 제 2 단부(50) 사이에 일반적으로

배치된 확대된 직경의 쇼울더(88)를 포함한다. 확대된 직경의 쇼울더(88)는 원통형 슬리브(52)의 외벽(54)의 직경보다 큰

직경을 가진다. 압축 링(64)이 원통형 슬리브(52)를 따라 축선방향으로 전진하면, 압축 링(64)의 제 1 단부(66)는 압축 링

(64)이 원통형 슬리브(52)에 완전히 축선방향으로 전진되어지면 결국 확대된 직경의 쇼울더(88)에 의해 결합되어 멈추어

진다.

압축 링(64)의 제 1 내부 보어(72)는 마찰 끼움으로 원통형 슬리브(52)의 외벽(54)을 결합한다. 이런 마찰 끼움이 너무 꽉

죄어지면, F-커넥터(20)를 축선방향으로 압축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원형 홈(90)이 압축 링(64)과 원통형 슬리브(52) 사이의 마찰 량을 감소하도록 외벽(54)내에 형성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변경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도 1 및 도 2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것과 유사한 부품

은 동일 도면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도 5의 F-커넥터(100)는 압축 링(64)이 원통형 바디 부재(46)의 원통형 슬리브(52)와

초기에 일체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 1의 F-커넥터(20)와 유사하다. 이 실시예에서, 원통형 슬리브(52)와 압축 링(64)

은 동일한 종류의 재료로부터 동시에 만들어진다. 압축 링(64)은 부서지기 쉬운 연결부(102)에 의해 원통형 슬리브(5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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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부(60)에 연결되어 있다. F-커넥터(100)는 이런 부서지기 쉬운 연결부가 파괴되기 전에 사용자에 전달될 수 있다. F-

커넥터(100)는 상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축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상에 설치된다. 사용자가 커넥터(100)를 축선방향

으로 압축하기 시작하면, 부서지기 쉬운 연결부(102)는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압축 링(64)은 원통형 슬리브(52)로부터 분

리되고 압축 링(64)은 동시에 원통형 슬리브(52)에 축선방향으로 전진해서 이미 상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후단부(60)를 변

경한다.

이 기술분야의 숙련된 자는 개선된 F-커넥터가 동축 케이블을 치형 포트에 연결하기 위해서 기술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상술한 커넥터는 간단하고 저가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작은 수의 부품으로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F-커넥터(20)는 종래의

F-커넥터 축선방향 압축 설치 공구를 사용해서 동축 케이블의 준비된 단부에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다. 관형 포스트(32)의

깃(76)과 연결해서, 원통형 슬리브(52)의 변형가능한 후단부(60)는 어떠한 O-링도 필요 없이 원통형 슬리브(52)와 케이블

자켓(30) 사이의 습기 방지 밀봉을 형성하고 상당히 높은 기계적 유지 강도를 나타낸다. 압축 링(64)이 이미 원통형 슬리브

(52)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간단하고 해제가능한 부품을 잃어 버릴 수 없다. 본 발명은 양호한 실시예에 대해서

기술하였지만, 이런 설명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지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도록 구성된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개량과 변

경은 첨부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정신과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 기술분야의 숙련된 자에 의

해 상술한 실시예에서 일어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축 케이블(22)의 단부를 치형 포트에 결합하기 위한 커넥터(20)로서,

상기 동축 케이블은 유전체(26)에 의해 둘러싸인 중앙 도체(24)를 가지며, 상기 유전체는 도전성 접지 외피(28)에 의해 둘

러싸이며, 상기 도전성 접지 외피는 보호 외부 자켓(30)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상기 커넥터는 조합적으로,

상기 유전체 둘레에 그리고 상기 도전성 접지 외피 아래에 상기 동축 케이블의 노출된 단부로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 제 1

단부(34)와 제 2 대향 단부(36)를 가진 관형 포스트(32)와,

상기 관형 포스트의 제 2 단부와 회전가능하게 결합하는 제 1 단부(40)와 치형 포트를 나사식으로 결합하기 위한 내부 치

형 보어(44)를 갖춘 제 2 대향 단부(42)를 가진 너트(38)와,

제 1 단부(48)와 제 2 단부(50)를 가진 원통형 바디 부재(46)와,

제 1 단부(66)와 제 2 대향 단부(68), 및 상기 제 1 단부와 제 2 대향 단부 사이를 통해서 연장하는 중앙 통로(70)를 가진

압축 링(64)을 포함하며,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1 단부가 예정된 제 1 직경의 외벽과 내벽(56)을 가진 원통형 슬리브(52)를 포함하며, 상기 내

벽이 상기 관형 포스트 둘레로 연장하는 제 1 중앙 보어(58)를 이루며,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2 단부가 상기 관형 포

스트의 제 2 단부 근처에 결합하며, 상기 원통형 슬리브가 상기 동축 케이블의 외부 자켓을 수용하는 개방 후단부(60)를 가

지며, 상기 개방 후단부가 변형가능하며,

상기 압축 링의 제 1 단부가 상기 원통형 슬리브의 외벽의 상기 예정된 제 1 직경에 비례하는 직경의 제 1 내부 보어(72)를

가져서 상기 압축 링의 제 1 단부가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1 단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상기 압축 링의 중앙 통로가

상기 제 1 내부 보어로부터 시작하여 상기 예정된 제 1 직경에 비해 감소된 직경으로 좁아지는 내향 경사진 환형 벽(74)을

포함하며,

상기 내향 경사진 환형벽은 상기 압축 링이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에 축선방향으로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2 단부를

향해서 전진되면 상기 원통형 슬리브의 상기 후단부(60)가 상기 관형 포스트를 향해 그리고 상기 동축 케이블의 자켓에 대

향해 내향으로 변형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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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원통형 슬리브는 상기 압축 링이 축선방향으로 상기 원통형 슬리브의 위에서 전진될 때 상기 원

통형 슬리브의 굽힘을 용이하도록 형성된 원형 릴리프(62)를 가지는,

커넥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관형 포스트는 외면을 가지며, 상기 관형 포스트의 외면은 상기 관형 포스트의 제 1 단부의 근처 둘레에 형성된 원형

깃(76)을 포함하며,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슬리브가 상기 원형 깃에 인접한 점까지 축선방향으로 연장함으로써, 상기

압축 링의 전진에 의해 생긴 상기 관형 포스트의 내향으로 형성된 상기 원통형 슬리브의 변형은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슬리브의 단부와 상기 관형 포스트에 형성된 상기 원형 깃 사이에서 상기 케이블 자켓이 죄어지게 하는,

커넥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링은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1 단부위에 장착되어 있지만, 동축 케이블의 단부에 설치하기 전에 완전히 축

선방향으로 전진되어 있지 않는,

커넥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링은 초기에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원통형 슬리브와 일체로 되며 부서지기 쉬운 연결부(102)에 의해 상기 원

통형 슬리브에 연결되며, 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의 제 2 단부를 향한 상기 압축 링의 축선방향 전진으로 상기 압축 링과 상

기 원통형 바디 부재 사이의 상기 부서지기 쉬운 연결부를 파괴하는,

커넥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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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원통형 바디 부재는 제 1 단부와 제 2 단부 사이의 일반적으로 확대된 직경의 쇼울더를 포함하며, 상기 확대된 직경의

쇼울더(88)는 상기 원통형 슬리브의 외벽의 예정된 제 1 직경보다 큰 직경을 가지며, 상기 압축 링이 상기 원통형 슬리브

위로 축선방향으로 완전히 전진될 때 상기 압축 링의 제 1 단부는 상기 확대된 직경의 쇼울더에 의해 결합되어 멈추어지

는,

커넥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형 슬리브의 외벽내에는 상기 압축 링이 상기 원통형 슬리브 위로 축선방향으로 전진될 때 드래그를 감소하도록

일련의 홈(90)이 형성되어 있는,

커넥터.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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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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