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특허 10-1530903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1R 13/24 (2006.01) H01R 12/51 (2011.01)
H01R 12/71 (2011.01)
(21) 출원번호
10-2013-7023631
(22) 출원일자(국제) 2012년02월29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9월06일
(85) 번역문제출일자 2013년09월06일
(65) 공개번호
10-2013-0135308
(43) 공개일자
2013년12월10일
(86) 국제출원번호
PCT/EP2012/053438
(87) 국제공개번호
WO 2012/136416
국제공개일자
2012년10월11일
(30) 우선권주장
10 2011 006 867.8 2011년04월06일 독일(DE)

2015년07월06일
10-1530903
2015년06월17일

(73) 특허권자
로베르트 보쉬 게엠베하
독일 데-70442 스투트가르트 포스트파흐 30 02 20
(72) 발명자
사우르 마르틴
독일, 자라흐 73084, 제데른베그 2
룩스 마르쿠스
독일, 빈넨덴 71364, 시가르텐스트라쎄 6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문경진, 김학수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11003355A
JP2010262854A
JP2005302573A
EP1852943 A1
전체 청구항 수 : 총 12

항

심사관 :

안병건

(54) 발명의 명칭 인쇄 회로 기판상에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형성하기 위한 플러그 형 커넥터

(57) 요 약
본 발명은 인쇄 회로 기판(3) 상에 있는 접촉 면(2)에 전기적으로 직접 접촉하기 위한 플러그 형 커넥터(1)와 관
련이 있으며,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는 전기 라인(7)의 적어도 하나의 전기 단부 접촉부(6) 그리고 적어도 하나
의 별도의 전기 접촉 몸체(9)를 포함하며, 이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 단부 접촉부(6)는 삽입 방향(8)으로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 내부에 삽입되어 있으며, 그리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별도의 전기 접촉 몸체(9)는
상기 인쇄 회로 기판(3)의 한 접촉 면(2)을 전기적으로 접촉시키기 위해서 상기 단부 접촉부(6)에 대하여 가로로
(10)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의 하우징 측면(11) 위로 탄성적으로 돌출하고, 적어도 상기 접촉 면(2)이
접촉되는 경우에 상기 단부 접촉부(6)에 전기 전도성으로 인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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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인쇄 회로 기판(3) 상에 있는 접촉 면(2)에 전기적으로 직접 접촉하기 위한 플러그 형 커넥터(1)로서,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가 전기 라인(7)의 적어도 하나의 전기 단부 접촉부(6; 106)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
나의 전기 단부 접촉부(6; 106)가 삽입 방향(8)으로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 105)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플러그 형 커넥터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가 적어도 하나의 별도의 전기 접촉 몸체(9; 109)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별도
의 전기 접촉 몸체(9; 109)는 상기 인쇄 회로 기판(3)의 한 접촉 면(2)을 전기적으로 접촉시키기 위해서 상기
단부 접촉부(6; 106)에 대하여 가로 방향(10)으로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 105)의 하우징 측면(11;
111) 위로 탄성적으로 돌출하고, 적어도 상기 접촉 면(2)이 접촉되는 경우에 상기 단부 접촉부(6; 106)에 전기
전도성으로 인접하며,
상기 접촉 몸체(9; 109)가 그 위로 돌출하는 하우징 측면(11; 111)에 전면 밀봉부(13)가 제공되고, 상기 전면
밀봉부가 상기 돌출하는 접촉 몸체(9; 109)를 링 형태로 둘러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접촉 몸체는 S자 모양으로 휘어진 접촉 스프링(9)으로서 형성되었으며, 상기 접촉 스프링의 한 스프
링 레그(9a)는 상기 단부 접촉부(6)에 인접하고, 상기 접촉 스프링의 다른 스프링 레그(9b)는 상기 하우징 측면
(11) 위로 돌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단부 접촉부(6)에 인접하는 스프링 레그(9a)는 상기 하우징 측면(11) 위로 돌출하는 스프링 레그(9b)보다
휨에 더 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5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된 단부 접촉부(6)가 상기 인접하는 스프링 레그(9a)와 로킹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6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 측면(11) 위로 돌출하는 스프링 레그(9b)가 상기 단부 접촉부(6)에 대하여 가로 방향(10)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슬라이드(12) 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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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 스프링(9)이 상기 슬라이드(12)에서 두 개의 스프링 레그(9a, 9b) 사이에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8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부 접촉부(6)가 라운드 접촉부로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접촉 몸체가 가로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지지가 된 강성의 중간 접촉 섹션(109)으로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접촉 섹션(109)은 이 중간 접촉 섹션(109)을 둘러싸는 전면 밀봉부(113)의 가로 방향(10)으로 휘어질
수 있는 중앙 섹션(113a) 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11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접촉 섹션(109)이 상기 전면 밀봉부(113)의 중앙 섹션(113a)에서는 축(125)을 중심으로 선회할 수 있
도록 지지가 되어 있으며, 상기 축(125)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형성되는 롤링 윤곽(126)은 각각 상기 단부 접촉
부(106) 및 상기 접촉 면(2)에 인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12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단부 접촉부(106)가 가로 방향(10)으로 휨 탄성적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된 단부 접촉부(6; 106)가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 105) 내부에 로킹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

발명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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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청구항 1의 전제부에 따른 플러그 형 커넥터로부터 출발한다.

배 경 기 술
[0002]

현재 자동차 분야에서는 엔진 제어 장치가 다양한 기계적인 실시 예로 존재한다.

자동차 분야에서 현재 개발되

고 있는 것은 소위 직접적으로 접촉을 형성하기 위한 접촉 형성 영역이 엔진 제어 장치 둘레에 몰딩 된(둘레에
압출 성형 된) 엔진 제어 장치의 형상이다.

이와 같이 인쇄 회로 기판 및 케이블 구조물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형성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수형 멀티포인트 커넥터(male multipoint connector)가 생략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엔진 제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장착된 인쇄 회로 기판 둘레에 몰딩을 하

는 방식에 의해서는 다수의 제조 단계들이 생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차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둘레에

몰딩을 하는 경우에는 장착된 인쇄 회로 기판 둘레에 플라스틱(바람직하게는 듀로 플라스틱)이 직접 분사됨으로
써, 예컨대 바닥 및 커버와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부품들이 생략될 수 있다.
크기가 작으며, 환경 영향에 대하여 우수하게 보호된 엔진 제어 장치가 생성된다.

따라서, 콤팩트하고도 비교적
하지만, 이와 같이 엔진 제

어 장치 둘레에서 몰딩이 이루어지는 단순하고도 콤팩트한 전체적인 구조에 의해서는, 대응 측면에 있는 플러그
형 커넥터에 의한 인쇄 회로 기판의 접촉 형성 과정이 어려워지고, 자동차 내부에서 엔진 제어 장치 및 플러그
형 커넥터의 배치 상태를 확실하게 고정하는 과정이 어려워진다.
[0003]

전체 설치 공간의 최소화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로 인해, 전기 개별 라인에 기계적으로 그리고 전기적으로 연결
된 플러그 형 커넥터의 전기 접촉부들을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하여 평행하게 접촉 면까지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장착된 접촉부들을 각각의 자체 라인에서 개별적으로 밀봉해야만 한다는 필연성 그리고 이러한 필연성과

결부되어 상기 접촉부들이 관통 개구를 관통하여 플러그의 밀봉된 내부 영역에 장착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필연
성은 상기 접촉부들에 구조적으로 크거나 매우 섬세한(filigree), 혹은 에지가 날카로운 형상을 부여해준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4]

본 발명의 과제는, 동류의 플러그 형 커넥터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0005]

- 전류를 유도하는 플러그 형 커넥터의 접촉 부재들이 인쇄 회로 기판의 접촉 면에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접촉되
어야 하며;

[0006]

- 플러그 형 연결부 내부에 삽입된 상기 전류 유도 접촉 부재들의 케이블 섹션들이 단단하게, 다시 말하자면 기
계적인 부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고정되고 전기적으로 접촉되어야 하며;

[0007]

- 접촉 형성 영역을 유해한 환경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인쇄 회로 기판상에서 확실하게 밀봉되어야 하
며;

[0008]

- 인쇄 회로 기판 및 플러그 형 커넥터의 전체적인 배치 상태가 콤팩트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9]

상기 과제는 청구항 1의 특징들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플러그 형 커넥터에 의해서 해결된다.

[0010]

본 발명에 따른 제 1 변형 예에서는, S자 모양으로 휘어진 접촉 스프링을 이용해서 (케이블 하니스 측에 있는)
전기 라인과 (인쇄 회로 기판 측에 있는) 접촉 면 간에 전기적인 접속을 형성하는 것이 제안된다.

더 나아가서

는, 두 개의 접촉 스프링 레그를 상이한 휨 강도로 구현하는 것 그리고 사전에 미리 장착된 슬라이드를 이용해
서 상기 두 개 영역 간의 접촉 형성을 위해 상이하게 최적화된 접촉력을 상호 분리시켜서 의도한 바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안된다.

바람직하게 S자 모양으로 휘어진 상기 개별 접촉 스프링은 슬라이드 내부에 예

비 장착되어 있고, 그곳에서 예를 들어 라운드 접촉부(예컨대 케이블 단부 슬리브(cable end sleeve))가 제공된
전기 라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상기 전기 라인은 측면에서 하우징 후벽과 휨에 강한 스프링 레그 사이로 삽입된
다.

이때 상기 휨에 강한 스프링 레그의 자유 단부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된 상기 삽입된 라운드 접촉부의

둘레 홈 뒤에서 상기 라운드 접촉부를 하우징 후벽에 대하여 고정시킨다.

이 시점에서는 상기 접촉 스프링이

아직까지 초기 응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기 라운드 접촉부는 크지 않은 장착력으로도 로킹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모든 접촉부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착되어 예비 로킹 되면, 슬라이드가 플러그 하우징 내부로 삽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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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구부러진 스프링의 중간 섹션이 슬라이드 내부에 지지가 되어 있음으로써, 이때에는 상기 휨에 강한

스프링 레그가 개별 라운드 접촉부를 향해서 프레싱 된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는, 접촉 스프링과 개별 라

운드 접촉부 사이에서 전기적인 접촉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기 접촉은 접촉 수직 항력(contact
normal force)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변형되지 않는다.

휨에 약한 스프링 레그는 커넥팅 링크의 이동에 의해서 아직까지

상기 휨에 약한 스프링 레그는 또한 부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커넥팅 링크의 하부 면에

서 외부로 돌출하여 개별 접촉 면에서 이루어지는 접촉 형성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플러그 형 커넥터가 둘레

몰딩 된 제어 장치의 접촉 면에 제공되면, 그곳에서는 원하는 바와 같이 전기 라인 측에서보다 훨씬 더 적은 힘
이 접촉 장소에서 상기 접촉 면에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바람직하게 슬라이드 둘레에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접촉

부재 둘레에는 전면 밀봉부가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전면 밀봉부는 둘레 몰딩 된 제어 장치 표면에서의 밀봉에
의해 접촉 형성 영역을 주변 환경에 대하여 보호해준다.
[0011]

상기 본 발명에 따른 변형 예의 장점은, 기계적인 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 단단한 고정 상태가 보장될 수 있고,
플러그 형 연결부 내부에 삽입된 전류 유도 접촉 부재의 케이블 섹션이 확실하게 전기 접촉될 수 있다는 것, 그
리고 그와 더불어 플러그 형 커넥터의 전류 유도 접촉 부재가 인쇄 회로 기판의 접촉 랜드(contact lands)의 표
면에 기계적으로 보호된 상태로 접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0012]

본 발명에 따른 제 2 변형 예에서는, 전기 라인에 기계적으로 그리고 전기적으로 직접 연결된 휨 탄성적인 단부
접촉부를 강성이지만 가동적으로 지지가 된 중간 접촉 섹션과 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라인 평면과 인쇄 회로
기판 표면의 간격이 연결되는 것이 제안된다.

상기 휨 탄성적인 단부 접촉부는 외부 형상에 있어서 가늘고 긴

플랫 나이프(flat knife)와 비슷하고, 크림프 연결 또는 재료 결합 방식의 연결에 의해서 전기 라인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휨 탄성적인 단부 접촉부를 자체 종축에 대하여 가로로 지지하는 작업은 상기 휨 탄성적인 영역

의 두 개의 외부 단부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상기 휨 탄성적인 영역이 상기 두 개의 대응 지지부(counter

bearings) 사이에서 하우징 내부로 휘어지는 과정은 상기 하우징 섹션 내부에 있는 상응하는 리세스에 의해서
가능해야만 한다.

상기 휨 탄성적인 플랫 나이프는 먼저 전기 라인에 고정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인쇄 회로

기판 표면에 대하여 평행하게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 내부로 삽입되어 그곳에 고정된다.

이때에는 상기 휨

탄성적인 플랫 나이프가 상기 사전에 이미 장착된 그리고 가동적으로 지지가 된 강성의 중간 접촉 섹션 뒤로 밀
려남으로써, 상기 강성의 중간 접촉 섹션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지 위치로부터 외부로 그리고 그로 인해 예정
된 접촉 파트너(인쇄 회로 기판 접촉 면)와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게 된다.
리가 접촉 면에 올려지면, 중간 접촉 섹션과 접촉 면이 서로 접촉하게 된다.

접촉을 형성하기 위한 전체 어셈블
상기 가동적인 중간 접촉 섹션은

하우징 내부로 후방으로 밀려나는 동시에 상기 휨 탄성적인 단부 접촉부의 중간 섹션에 지지가 된다.

상기 휨

탄성적인 단부 접촉부의 중간 섹션이 중앙에서 뒤로 탄성적으로 휘어짐으로써, 영구적인 접촉 형성을 위해서 반
드시 필요한 접촉 수직 항력이 제공된다.
[0013]

상기 중간 접촉 섹션은 바람직하게 자체 접촉 형성 면이 원형의 롤링 윤곽을 갖도록 구현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형상이 갖는 장점은, (예컨대 열에 의해서 유도되는 상대적인 동작 또는 진동으로 인해) 인쇄 회로 기판이
플러그 형 커넥터에 대하여 평탄하게 약간 이동된 경우에도, 중간 접촉 섹션은 접촉 랜드뿐만 아니라 휨 탄성적
인 접촉 부재와도 영구적으로 롤링 가능한 기계적인 접촉 상태를 유지하면서 단부 접촉부를 로킹 된 상태로 유
지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롤링 동작에 의해서는, 기계적인 접촉 장소에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전체 어셈

블리의 전기적으로 중요한 접촉 장소에서도 예상되는 접촉 파트너들의 마찰 마모 현상이 슬라이딩 방식의 상대
적인 동작에 비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0014]

상기 본 발명에 따른 변형 예의 장점은, 라인 평면(접촉부의 조립 평면)과 인쇄 회로 기판 평면의 간격이 확실
하게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서는 관련 접촉 형성 파트너들 간에 롤링 방식
의 접촉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0015]

본 발명에 따른 대상의 추가의 장점들 그리고 바람직한 실시 예들은 상세한 설명 부분, 도면 및 청구범위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16]

본 발명은, 라인 평면(접촉부의 조립 평면)과 인쇄 회로 기판 평면의 간격이 확실하게 연결됨과 동시에 관련 접
촉 형성 파트너들 간에 롤링 방식의 접촉이 형성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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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

본 발명은 도면에 예로서 재현된 두 가지 실시 예를 참조하여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플러그 형 커넥터의 제 1 실시 예를 도시한 종단면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접촉 스프링의 전개도이며;
도 3a 내지 도 3h는 도 1에 도시된 플러그 형 커넥터의 장착 상태 및 직접적으로 접촉이 형성되는 상태를 도시
한 개략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플러그 형 커넥터의 제 2 실시 예를 도시한 종단면이며;
도 5a 및 도 5b는 도 4에 도시된 전면 밀봉부의 종단면도(도 5a) 및 평면도(도 5b)이고;
도 6a 내지 도 6d는 도 4에 도시된 플러그 형 커넥터의 장착 상태 및 직접적으로 접촉이 형성되는 상태를 도시
한 개략도이며; 그리고
도 7a 및 도 7b는 도 4에 도시된 플러그 형 커넥터와 직접 접촉된 인쇄 회로 기판 간에 상대적인 이동이 이루어
질 때의 접촉 상태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도 1에 도시된 플러그 형 커넥터(1)는 접촉 면(2)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둘레 사출부(4)에 의해 둘러싸인 인쇄
회로 기판(3) 상에 있는 접촉 면("랜드")(2)에 전기적으로 직접 접촉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0019]

플러그 형 커넥터(1)는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 전기 라인(7)의 다수의 단부 접촉부(6) 그리고 별도의 다
수의 전기 접촉 몸체(9)를 포함하며, 이 경우 상기 다수의 단부 접촉부는 하나의 행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삽입 방향(8)으로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 내부에 삽입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경우 상기 다수의 전기
접촉 몸체는 하나의 행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S자 모양으로 휘어진 접촉 스프링의 형태로 형성되었다.

도

1에 도시된 종단면도에서는 단지 자체 행에서 전방에 있는 단부 접촉부(6) 및 자체 행에서 전방에 있는 접촉 스
프링(9)만을 볼 수 있다.
[0020]

상기 S자 모양으로 휘어진 접촉 스프링(9)의 하나의 구부러진 스프링 레그(9a)는 단부 접촉부(6)에 놓여 있고,
상기 접촉 스프링(9)의 다른 하나의 구부러진 스프링 레그(9b)는 접촉 면(2)과의 접촉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기
단부 접촉부(6)에 대하여 가로로(이중 화살표(10)) 상기 접촉 면(2) 쪽을 향하고 있는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의 하우징 측면(11) 위로 탄성적으로 돌출한다.

상기 삽입된 단부 접촉부(6)는 라운드 접촉부(예컨대

케이블 단부 슬리브)로서 형성될 수 있으며, 상기 라운드 접촉부에 인접하는 스프링 레그(9a)는 상기 삽입 방향
(8)과 반대 방향으로 로킹 될 수 있다.

상기 하우징 측면(11) 위로 돌출하는 스프링 레그(9b)는 플러그 형 커

넥터 하우징(5) 내에서 가로 방향(10)으로 이동 가능한 슬라이드(12) 내부에 수용되어 있다.

상기 하우징 측면

(11)에는 또한 전면 밀봉부(13)가 제공되어 있으며, 상기 전면 밀봉부가 상기 돌출하는 스프링 레그(9b) 및 상
기 슬라이드(12)를 링 형태로 둘러쌈으로써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에 대하여 밀봉이 이루어진다.

상

기 라인(7)은 라인 밀봉부(14)를 통해서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에 대하여 밀봉되었다.
[0021]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접촉 스프링(9) 중에서 단부 접촉부(6)에 인접하는 스프링 레그(9a)는 하우징
측면(11) 위로 돌출하는 스프링 레그(9b)보다 더 넓게 그리고 그와 더불어 휨에 대하여 더 강하게 형성되었다.
상기 접촉 스프링(9)은 또한 상기 단부 접촉부(6)와 상기 접촉 면(2)을 접촉시키기 위한 접촉 팁(contact tip)
을 더 구비한다.

[0022]

이하에서는 도 3을 참조하여 플러그 형 커넥터(1)에 단부 접촉부(6)가 장착된 상태, 접촉 스프링(9)에 초기 응
력이 가해지는 상태 그리고 인쇄 회로 기판(3) 상에서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 상태가 설명된다.

[0023]

도 3a는 단부 접촉부(6)가 아직까지 장착되지 않은 플러그 형 커넥터(1)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경우에 슬라이
드(12)는 한 가지 로킹 위치에 있다.

S자 모양으로 휘어진 접촉 스프링(9)이 상기 슬라이드(12) 내부에 예비

장착되어 있고, 삽입될 단부 접촉부(6)의 삽입 레일 내부에 상기 접촉 스프링의 휨에 강한 스프링 레그(9a)가
측면에서 결합 된다.
[0024]

도 3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단부 접촉부(6)는 삽입 방향(8)으로 라인 밀봉부(14)를 관통해서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 내부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우징 후벽과 상기 휨에 강한 스프링 레그(9a) 사이로 삽입된
다.

그럼으로써, 휨에 강한 스프링 레그(9a)가 단부 측에 제공된 로킹 리세스(16)에 의해 단부 접촉부(6)의 한

환상 그루우브("로킹 그루우브")(17) 내부에 로킹 되어 상기 단부 접촉부(6)가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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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밖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줄 때까지(도 3d 참조), 상기 휨에 강한 스프링 레그(9a)는 단부 접촉
부(6)에 의해서 삽입 레일로부터 바깥쪽으로 구부러진다(도 3c 참조).
[0025]

상기 시점에서는 접촉 스프링(9)이 아직까지 초기 응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부 접촉부(6)는 적은 장착
력으로도 로킹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row)에 있는 모든 단부 접촉부(6)가 장착 및 예

비 로킹 되면, 슬라이드(12)가 화살표 방향(18)으로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5) 내부로 삽입되어(도 3e 참조)
그 안에 로킹 된다.

접촉 스프링(9)의 두 개의 스프링 레그(9a, 9b) 사이에 있는 중간 스프링 섹션(9c)이 상기

슬라이드(12) 내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휨에 강한 스프링 레그(9a)의 접촉 팁(15a)이 단부 접촉부
(6)를 향해서 프레싱 된다(도 3f 참조).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는, 접촉 스프링(9)과 단부 접촉부(6) 사이에

서 전기적인 접촉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기 접촉은 접촉 수직 항력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휨

에 약한 스프링 레그(9b)는 슬라이드(12)의 이동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고, 또한 부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
기 슬라이드(12)로부터 외부로 그리고 하우징 측면(11) 위로 돌출한다.

플러그 형 커넥터(1)가 화살표 방향

(19)으로 인쇄 회로 기판(3)의 접촉 면(2)에 배치되면(도 3g 및 도 3h 참조), 상기 스프링 레그(9b)에서는 원하
는 바와 같이 다른 스프링 레그(9a)에서보다 훨씬 더 적은 힘이 직접 접촉 장소(20)에서 상기 접촉 면(2)에 작
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두 개 스프링 레그(9a, 9b) 간의 접촉 형성을 위해 상이하게 최적화된 접촉력을 상호

분리시켜서 의도한 바대로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한 편으로는 플러그 형 커넥터(1) 내부에 삽입된 단부 접촉부
(6) 혹은 전기 라인(7)이 기계적인 부하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고정될 수 있고, 전기적으로도 확실하
게 접촉될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접촉 면(2)들 간의 접촉도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1)의 접촉 스
프링(9)에 의해 기계적으로 보호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면 밀봉부(13)는 플라스틱 둘레 사출부(4)

상에 배치되어 플러그 형 커넥터(1)를 인쇄 회로 기판(2)에 대하여 밀봉시킨다.
[0026]

도 4는 다른 플러그 형 커넥터(101)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경우 단부 접촉부(106)들은 각각 가로 방향(10)으로
휨 탄성적인 플랫 나이프로서 형성되었고, 전기 접촉 몸체(109)들은 각각 가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지
가 된 강성의 중간 접촉 섹션으로서 형성되었다.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종단면도에서는 단지 자체 행에서 전방

에 있는 단부 접촉부(106) 및 자체 행에서 전방에 있는 중간 접촉 섹션(109)만을 볼 수 있다.

삽입 방향(8)으

로 삽입된 휨 탄성적인 단부 접촉부(106)는 외부로 비스듬하게 세워진 제 1 창 모양 부재(120)(lance)에 의해서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105) 내부에 1차적으로 로킹 되어 있다.

상기 중간 접촉 섹션(109)은 이 중간 접촉

섹션(109)을 둘러싸는 전면 밀봉부(113)의 가로 방향(10)으로 휘어질 수 있는 중앙 밀봉 섹션(113a) 내부에 수
용되어 있고, 그로 인해 가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지가 되어 있다.

상기 단부 접촉부(106)는 크림프

연결 또는 재료 결합 방식의 연결에 의해서 전기 라인(7)에 연결될 수 있다.
[0027]

도 5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간 접촉 섹션(109)은 중앙 밀봉 섹션(113a)의 상응하는 개구 내부로 화살
표 방향(121)으로 삽입된다.

도 5b는 중간 접촉 섹션(109)이 부분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전면 밀봉부(113)에 대

한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0028]

이하에서는 도 6을 참조하여 플러그 형 커넥터(101)에 휨 탄성적인 플랫 나이프(106)가 장착된 상태 그리고 인
쇄 회로 기판(3) 상에서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 상태가 설명된다.

[0029]

도 6a는 휨 탄성적인 플랫 나이프(106)가 이미 라인 밀봉부(14)를 관통해서 삽입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중간 접
촉 섹션(109)을 통과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플러그 형 커넥터(101)를 보여주고 있다.

삽입될 플랫 나이프(106)

의 삽입 레일 내부로 상기 중간 접촉 섹션(109)이 측면에서 돌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삽입 과정이 더 진행됨에
따라 상기 중간 접촉 섹션(109)은 플랫 나이프(106)를 관통하여 외부로 구부러져서 상기 플랫 나이프에 인접하
게 된다.
[0030]

도 6b에 도시된 최종 위치에서는, 휨 탄성적인 플랫 나이프(106)의 전방 나이프 단부가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
징(105)의 상응하는 리세스(122) 내부에 결합 되고, 제 1 창 모양 부재(120)에 의해서 상기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105) 내부에 1차적으로 로킹 되며, 이 경우 상기 제 1 창 모양 부재는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105)의
후방 절단부(123) 뒤에 삽입 방향(8)으로 결합 된다.

[0031]

플러그 형 커넥터(101)가 화살표 방향(19)으로 인쇄 회로 기판(3)의 접촉 면(2)에 배치되면(도 6c 및 도 6d 참
조), 하우징 측면(111) 위로 혹은 전면 밀봉부(13) 위로 돌출하는 중간 접촉 섹션(109)은 가로 방향(10)으로 상
기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105) 내부로 역으로 이동되는 동시에 휨 탄성적인 플랫 나이프(106)의 중앙 섹션
상에 지지가 된다.

상기 플랫 나이프가 중앙에서 뒤로 탄성적으로 휘어짐으로써, 영구적인 접촉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기 중간 접촉 섹션(109)의 접촉 수직 항력이 접촉 면(2)에 제공된다.

상기 휨 탄성적인 플랫

나이프(106)의 지지 작용은 하우징 측에 있는 상기 플랫 나이프의 두 개 외부 나이프 단부(124a, 124b)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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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종축에 대하여 가로로 이루어진다.

휨 탄성적인 플랫 나이프(106)가 상기 두 개의 대응 지지부(124a, 124b)

사이에서 플러그 형 커넥터 하우징(105) 내부로 휘어지는 과정은 상응하는 하우징 리세스에 의해서 가능하다.
전면 밀봉부(113)는 플라스틱 둘레 사출부(4) 상에 배치되어 플러그 형 커넥터(101)를 인쇄 회로 기판(2)에 대
하여 밀봉시킨다.
[0032]

도 7a 및 도 7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간 접촉 섹션(109)은 전면 밀봉부(113)의 중앙 밀봉 섹션(113a)
내부에서 플랫 나이프(106) 및 상기 중간 접촉 섹션(109)의 배열 방향에 대하여 평행하게 뻗는 축(125)을 중심
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지지가 되어 있으며, 상기 축(125)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형성되는 롤링 윤곽(126)은 각
각 상기 플랫 나이프(106) 및 상기 접촉 면(2)에 인접한다.

예컨대 열에 의해서 유도되는 상대적인 동작 또는

진동으로 인해 인쇄 회로 기판(2)이 플러그 형 커넥터(101)에 대하여 평탄하게 +Δx의 방향(도 7a 참조)으로 또
는 다른 -Δx의 방향(도 7b 참조)으로 약간 이동되는 경우에, 상기 중간 접촉 섹션(109)은 플랫 나이프(106) 및
접촉 면(2)에서 롤링 방식으로 구르면서, 상기 플랫 나이프(106) 및 접촉 면(2)과의 기계적인 접촉 상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전기 전도성 접촉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다.

이와 같은 롤링 동작에 의해서는 또한 기계적인 접

촉 장소에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전체 어셈블리의 전기적으로 중요한 접촉 장소에서도 예상되는 접촉 파트너들
의 마찰 마모 현상이 슬라이딩 방식의 상대적인 동작에 비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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