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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광섬유용 고성능 커넥터는 구조물에 설치된 원통형 세라믹 또는 금속성 페룰을 포함한다. 이런 구조물은 섬유 홀더를 형성

하기 위해 비소성(금속성 시스템) 기부 부재에 위치된다. 대체로 원통형인 이런 구조물은 광섬유를 유지하기 위해 이의 종

축을 따르는 작은 통로를 포함한다. 이런 전체 구조물은 구조물의 일단부에 개구를 포함하는 비소성 하우징을 포함하고,

상기 개구로부터 세라믹 페룰이 돌출된다. 페룰 지지 구조물과 일체형이고, 원통형 구조물의 2차 피스를 거쳐 주변 구조물

의 내부 표면과 상호 작용하는 원통형 스프링은 하우징의 개구로부터 외향하는 세라믹 페룰을 가압한다. 하우징은 하우징

의 단일 표면에 위치되는 금속성 판 스프링 래치를 포함하며, 상기 금속성 판 스프링 래치는 수동으로 작동 가능하고 관련

리셉터클에 커넥터를 잠금하도록 사용된다. 상기 커넥터는, 상기 커넥터가 이의 구조 요소를 비소성(금속성 및/또는 세라

믹)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환경 범위(열적 및 기계적)에 걸쳐 매우 안정적인 광학 성능 기준을 가진다. 또한, 고성

능 광학 커넥터는 민감한 내부 구성요소(스프링, 내부 금속성 또는 세라믹 구성요소)를 직접 검사하거나 세척하기 위해 원

통형 섬유 홀더를 제거하는 기능을 제시한다. 또한, 원통형 구조물은 섬유 편심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원통형 구조물을 "

튜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튜닝되면, 섬유 홀더는 하우징의 외부에서도 이런 튜닝을 유지하며, 이는 "튜닝"의 손실 없이

고성능 커넥터의 재조립을 가능하게 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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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광섬유 커넥터이며,

대향하는 제1 및 제2 단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종방향 원통형 캐비티를 구비한 본체를 가지는 하우징으로

서, 상기 제1 단부는 상기 캐비티와 연통하여 정렬되는 제1 개구를 가지고, 상기 제2 단부는 상기 캐비티와 연통하여 정렬

되는 제2 개구를 가지며, 하우징 본체에 하우징의 제2 단부로부터 제1 단부로 연장되는 슬롯을 가지는 하우징과,

원통형 외측 표면을 가지며 상기 캐비티 내에 삽입 가능한 섬유 홀더로서, 섬유 필라멘트를 내부에 유지하는 페룰과, 상기

하우징 슬롯에 수납되는 키와 인덱싱 단부를 구비하는 위치 칼라와, 상기 인덱싱 단부에 수납 가능하며 상기 인덱싱 단부

에 상보적인 복수개의 인덱싱 요소를 구비한 인덱싱부를 포함하는 후방 부재와, 상기 페룰과 상기 위치 칼라 사이에 배치

되어 상기 위치 칼라의 상기 인덱싱 단부를 후방 부재의 상기 인덱싱부 쪽으로 편향시키는 편향 부재를 포함하는 섬유 홀

더와,

상기 페룰이 상기 하우징의 제1 개구로부터 가압되도록 하우징 본체와 결합되는 상기 섬유 홀더를 잠금하는 수단을 포함

하는 광섬유 커넥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정합 커넥터에 광섬유 커넥터를 유지하도록 정합 커넥터에 래치 견부를 결합하기 위해 하

우징의 외측 표면에 고정된 가요성 래치를 더 포함하는 광섬유 커넥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홀더 잠금 수단은 후방 부재와 결합되어 하우징의 나사 단부에 나사 결합되는 나사 칼라를 포

함하는 광섬유 커넥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홀더 잠금 수단은 후방 부재 및 칼라에 걸쳐 활주하는 위치 원통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위치 원

통부는 위치 칼라의 키와 결합되는 키홈과, 상기 칼라가 하우징의 나사 단부에 나사 결합될 때 나사 칼라에 의해 결합되는

플랜지를 가지는 광섬유 커넥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 재료는 금속인 광섬유 커넥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 재료는 세라믹인 광섬유 커넥터.

청구항 7.

광섬유 커넥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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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하는 제1 및 제2 단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종방향 원통형 캐비티를 구비한 본체를 가지는 하우징으로

서, 상기 제1 단부는 상기 캐비티와 연통하여 정렬되는 제1 개구를 가지고, 상기 제2 단부는 상기 캐비티와 연통하여 정렬

되는 제2 개구를 가지며, 하우징 본체에 하우징의 제2 단부로부터 제1 단부로 연장되는 슬롯을 가지는 하우징과,

원통형 외측 표면을 가지며 상기 캐비티 내에 삽입 가능한 섬유 홀더로서, 섬유 광케이블로부터 섬유 필라멘트를 유지하는

섬유 통로를 가지는 페룰과, 상기 섬유 광케이블에 걸쳐 연장되고 상기 페룰에 인접하여 위치되는 기부 부재와, 인덱싱부

를 구비하고 섬유 케이블에 걸쳐 연장되며 기부 부재와 함께 결합되어 샤프트를 형성하는 후방 부재와, 기부 부재의 견부

와 칼라의 견부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샤프트에 걸쳐 활주하는 편향 부재와, 후방 부재의 상기 인덱싱부와 결합 가능한 인

덱싱 단부와 하우징의 슬롯과 결합되는 키를 가지며 상기 샤프트에 걸쳐 활주하는 위치 칼라를 포함하는 섬유 홀더와,

상기 섬유 필라멘트를 구비한 페룰이 상기 하우징의 전방 개구로부터 가압되도록 하우징에 결합되는 상기 섬유 홀더를 잠

금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광섬유 커넥터.

청구항 8.

광섬유 커넥터이며,

대향하는 제1 및 제2 단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종방향 원통형 캐비티를 구비한 본체를 가지는 하우징으로

서, 상기 제1 단부는 상기 캐비티와 연통하여 정렬되는 제1 개구를 가지고, 상기 제2 단부는 상기 캐비티와 연통하여 정려

되는 제2 개구를 가지며, 하우징 본체에 하우징의 제2 단부로부터 제1 단부로 연장되는 슬롯을 가지는 하우징과,

상기 캐비티 내에 삽입 가능한 원통형 외측 표면을 구비한 섬유 홀더로서, 섬유 필라멘트를 내부에 유지하는 페룰과, 상기

하우징 슬롯 안에 수납되는 페룰에 고정된 키를 포함하는 섬유 홀더와,

상기 페룰이 상기 하우징의 제1 개구로부터 가압되도록 하우징 본체와 결합되는 상기 섬유 홀더를 잠금하는 수단으로서,

위치 칼라에 걸쳐 활주하며 키에 정렬되어 키 둘레를 활주하는 키홈을 가지는 위치 원통부와, 상기 위치 원통부를 하우징

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잠금 수단을 포함하는 광섬유 커넥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위치 원통부의 키홈은 키와 결합되는 광섬유 커넥터.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수단은 위치 원통부와 결합되어 하우징의 나사 단부에 나사 결합되는 나사 칼라를 포함하는 광

섬유 커넥터.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키는 페룰에 고정된 위치 칼라 상에 있는 광섬유 커넥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학 장치 간에 접속을 형성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광섬유를 종결시키기 위한 커넥

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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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광섬유 커넥터는 사실상 모든 광섬유 통신 시스템의 필수 부품이다. 예를 들면, 이런 커넥터는 단편의 섬유를 긴 길이로 연

결하거나, 송수신기, 검출기 및 중계기와 같은 능동형 장치에 섬유를 접속시키거나, 또는 스위치 및 감쇠기와 같은 수동형

장치에 섬유를 접속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광섬유 커넥터의 주기능은 섬유들 중 하나의 섬유 코어가 다른 섬유 코너

와 축방향으로 정렬되도록 2개의 광섬유의 단부를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 하나의 섬유로부터의 모든 빛이 다른

섬유에 가능한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이는 광섬유의 광 전달 영역(코어)이 매우 작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만하다.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는, 코어 직경이 약 9 미크론(여기서, 1 미크론 = 1 × 10-3 mm)이다. 다중 모드 섬유에서는, 코어 직경이 62.5

내지 100 미크론보다 클 수 있으므로, 정렬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정밀한 정렬은 광섬유를 효율적으로 상

호 접속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다.

광섬유 커넥터의 다른 기능은 이의 작업 환경하에서 접합부에 대한 보호와 기계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2개의 섬유

를 결합할 시에 낮은 삽입 손실의 달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섬유 단부의 정렬, 단부 사이 간극의 폭, 그리고 일단부 또는 양

단부의 광표면 조건과 관계가 있다. 접합부에 대한 보호 및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커넥터 설계(예, 기계적 운동의 효과 및

열 팽창 차이의 최소화)와 관계가 있다. 광섬유 커넥터는 이의 중심축을 따라 설치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섬유를 구비한 금

속 또는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작은 원통부를 통상적으로 포함한다. 이런 원통부는 통상적으로 페룰(ferrule)이라고 언급된

다. 페룰 둘레의 지지 구조물과, 이런 페룰을 대향 페룰로 가압하는 기구(통상적으로, 스프링)는 광학 커넥터의 작동 섹션

을 포함한다.

한 쌍의 광섬유를 접속함에 있어, 한 쌍의 페룰은 단부 대 단부로 접속되고, 광은 이들의 공동 중심축을 따라 일단부에서

타단부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종래의 광접속에서, 접속에 의해 야기된 광손실(삽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 섬유의

코어가 정밀하게 정렬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는 기대에 불과하며, 완벽한 접속을 구현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

하다. 제조 허용오차는 비용과 같은 실질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로(zero)"에 접근될 수 있으나, 약간의 오정렬

이 허용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완벽을 구현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섬유 접합부가

설치되는 작업 환경 전체에 걸친 안정성이다.

지금까지, 제조 비용 및 설계 특성상, 광학 커넥터는 소성 구성요소(loose component)의 조립체로 제조되었으며, 이들 대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었다. 단일 모드(I)용으로 의도된 고성능 커넥터에 있어, 본 발명이 소개되기 전까지는 조립체

의 편심에 대한 튜닝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플라스틱의 작동 특성을 초과하는 극한 환경에서 성능 및 튜닝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금속성 또는 세라믹 구조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튜닝은 페룰 지지 구조물이 커넥터

의 하우징과 결합할 때 가능하였다. 이는 하우징이 튜닝시에 일체형 요소로서 구성되고 하우징이 제거되거나 교체되는 경

우, 튜닝의 효과가 손실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보편화된 광섬유 커넥터의 설계 중 하나는 미국 특허 제4,793,683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그 중심

에 설정된 광섬유와, 플러그의 원통부 주위에 배치된 압축 스프링과, 상기 플러그 및 스프링을 둘러싸는 보유 칼라를 가진

정밀하게 성형된 플라스틱 원뿔형 플러그를 포함한다. 칼라는 외부 나사를 포함하고, 상기 외부 나사는 "바이코닉

(biconic)"이라고 명확하게 설명된 형태의 정밀하게 성형된 정렬 슬리브를 갖는 고정구를 거쳐 칼라를 다른 커넥터와 결합

시킬 수 있다. 이런 설계는 미국 특허 제4,934,785호에 개시된 커넥터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상기 개시된 커넥터는 원통형

플러그와, 상기 플러그를 유지하는 기부 부재와, 압축 스프링과, 상기 플러그 및 스프링을 둘러싸는 캡을 포함한다. 이런

설계에서, 통상적으로 세라믹으로 제조되는 원통형 플러그만이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한다. 이들 2개의 플러그를 함께 결

합시킬 때에 정렬 슬리브가 사용되며, 상기 정렬 슬리브는 스플릿(split)과, 금속, 세라믹 또는 심지어 플라스틱 재료로 제

조된 박막의 원통부를 포함한다. 이 정렬 슬리브는 전술된 바이코닉 정렬 슬리브만큼의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술된 커넥터들이 만족스럽게 수행되지만, 이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및 디지털 데이터의 전

달 매체로서 광섬유의 허용 조건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고밀도의 상호접속 배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술된 모든 단일

광학 커넥터는 리셉터클 또는 결합 장치로부터 삽입 및 제거되는 동안, 다수개의 광학 커넥터를 함께 적층하기 위한 기능

이 양 측부의 수동적 파지의 필요성에 의해 제한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미국 특허 제4,787,706호에 개시된 광학

커넥터와 같은 공지의 이중 광학 커넥터도 리셉터클 또는 결합 장치로부터 제거되는 동안, 이의 하우징의 대향 측부로의

수동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고밀도의 광섬유 상호접속 배열을 방해한다.

이런 문제들을 참조하여 전기 커넥터가 제조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용인되는 커넥터는 유선 전화기 제품에 통상

적으로 사용되는 RJ 11형 플러그/잭으로서 공지된 커넥터이다. 이들 커넥터는 저렴한 비용, 신뢰성 높은 작동성 및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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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동 용이성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광학적 상호연결(특히, 소수개의 개구 단일 모드 섬유들 사이에

서의 광학적 상호 연결)에 대해서는 높은 정밀도 및 낮은 삽입 손실의 요건으로 인해, RJ 11형은 광학 커넥터로서 수용 불

가능하였다. 이런 전기 커넥터의 예들은 미국 특허 제3,761,869호 및 제3,945,320호에 개시되어 있다.

매우 작은 2개의 광섬유 코어의 정렬에 의해 제기된 공학적 요구를 인지하면, 보다 작고, 보다 저렴하며, 보다 작동이 용이

한 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 이런 커넥터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설계는, 하우징 조립체를

제조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료가 사용된 미국 특허 제5,481,634호, 제6,293,710호 및 제6,287,018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

기 하우징 조립체는 앞서 언급한 RF 11형과 매우 유사하다. 래칭 시스템은 단일 캔틸레버식 조립체로서 일체화된다. 상기

커넥터는 플러그의 단부를 유지하는 기부 부재 및 원통형 플러그를 포함하는 섬유 유지 구조물의 사용을 나타낸다. 기부

부재는 대체로 원통형이지만, 이의 일단부에서 이의 주연부 둘레에 플랜지를 포함한다. 나선형 압축 스프링은, 상기 스프

링의 일단부가 플랜지를 가압되고 스프링의 타단부가 하우징의 내부 표면을 가압하는 상태로 기부 부재를 둘러싼다. 바람

직하게는, 페룰은 원형 단면을 가지며, 이의 축방향 통로(모세관)는 외측 원통부의 표면과 대체로 동심을 이룬다. 또한, 플

랜지는, 소정의 방향으로 섬유 편심을 배향하도록 기부 부재의 회전이 섬유 편심 광학 성능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수의 상이한 안정 위치에서 기부 부재가 하우징에 끼워 맞춰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최근 특허 문서에서 설계 특징이 육각형 편심 조정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사각형 플랜지가 사용된다. 앤더슨

(Anderson) 등에 의해 발명되고 AT&T Corp에 의해 출원된 이들 특허에 개시된 제품의 설명은 LC 커넥터로서 일반적으

로 공지되어 있다.

LC 커넥터는 대부분의 광학 커넥터 분야에서 원하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편심 보상 또는 튜닝의 손실 없이

커넥터의 외부 구성요소들을 교체하거나 커넥터의 내부 요소들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기능과,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은 제

외되어 있다. 이들은 커넥터 자체의 성질에 의해 제한되고, 일편의 외측 하우징 또는 복잡한 플라스틱 구성요소의 조립체

는 수리시에 이들 성질에 의해 손상된다. 또한, 이런 플라스틱 구성요소는 자체 성질에 의해 플라스틱 요소가 가스를 배출

하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상온에서 불안정하다. 미국 특허 제5,481,634호에서는 커넥터 구조물이 금속성 본체 재료를 이용

하여 제조된다. 그러나, 이에 제안된 설계는 일편의 하우징이 아닌 다중 섹션 하우징을 요구한다. 튜닝 또는 편심 보상을

보유하는 LC 커넥터의 가혹한 환경에 대한 상업 시장의 요구에 따라, 단일 편의 금속성 또는 세라믹 하우징을 구비한 이런

커넥터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이는 항공, 화학, 의약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 매우 높은 가

치를 가질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은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의도된 광섬유 커넥터에 관한 것이다. 상기 광섬유는, 광삽입

손실 및 복귀 손실의 성능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은 우수한 광학 성능을 수행하는 특징들을 보유하면서, 열적 및 기계적 응

력을 포함한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토록 이하에 기재된 모든 특징들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은 직사각형 본

체이며, 상기 직사각형 본체의 면들 중 일면에 부착된 판 스프링 래치를 구비한다. 판 스프링 래치는 하우징의 종축에 대해

호를 그리며 이동하도록 의도된다. 적절한 설계의 구조가 이용되면, 가혹한 환경용 커넥터 하우징은 그 전체가 금속성 또

는 세라믹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열적 및 기계적 응력 하에서 기능 저하되지 않는 다른 재료가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양호

하게 설계된 광섬유 유지 구조물과 적절히 합체되면, 편심 영향은 직사각형 본체에 대해 광섬유 유지 구조물을 인데싱함으

로써 커넥터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적절히 설계되면, 금속성 판 래치 시스템은 정합 조건에서 커넥터 조립체를 보유하도

록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극한의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되고 수리 가능한 커넥터가 구상될 수 있다.

다수의 광섬유 커넥터가 공지되어 있다. 통상의 상품명은 FC, SC, ST이고, 제품은 LC로 알려진 커넥터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형태의 커넥터의 삽입 및 제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커넥터의 측면 중 하나 이상의 측면 상에 자신의 손가락을 끼

워 맞추는 것을 필요로 한다. 커넥터의 제거는 래치(SC)를 활주시킴으로써, 래치(LC)를 가압함으로써, 또는 래치(ST, FC)

를 회전시킴으로써 통상적으로 달성된다. 회전시키는 경우, FC 커넥터는 멀티 회전(multi-turn) 커넥터인 반면에, ST 커

넥터는 "베이어닛"형 결합 시스템을 결합해제하기 위해 단지 부분적인 회전만을 필요로 하는 향상된 점을 가진다. 커넥터

를 결합해제하기 위한 회전부만이 금속성 부품을 가지며, 커넥터 전체가 플라스틱이 아닌 (세라믹 또는 금속성) 부품으로

제조되는 커넥터는 공지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용 가능한 관련 커넥터 시스템 중 어느 커넥터도, 전체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커넥터가 아니며, 심지어 분리될 수 있을지라도 섬유 편심 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커넥터 시스템은 아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관련된 모든 커넥터의 패키징 밀도를 초과하는 패키징 밀도를 제공하고, LC의 패키징 밀도와 동일한 패

키징 밀도를 제공한다. 래칭 시스템은 래칭 시스템의 실행 및 제조 재료를 제외하고는 LC에 의해 제공된 래칭 시스템과 유

사한다. LC 커넥터가 존재할 시에, 래치는 플라스틱 본체와 일체화되고 캔틸레버식이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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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안정한 금속성 재료로 제조된 분리 가능한 "판(leaf)" 스프링형 래칭 시스템을 사용한다. 개시되는 커넥터의 특정 설

계의 특성을 통해, 열적 및 기계적 응력하에서 저하될 수 있는 모든 플라스틱 재료는 필요에 따라 커넥터 본체, 페룰 및 지

지 구조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섬유 편심 보상은 현재 LC형 커넥터에만 적용 가능하다. 상기 보상은 페룰 지지 구조물에 사각형 또는 육각형 정합을 이용

하여 달성된다. 상기 지지 구조물은 LC 커넥터의 본체 내에 적절한 패턴으로 결합되고 상기 본체와 결합됨으로써 위치 설

정을 보유한다. 튜닝 또는 섬유 보상은 페룰로서만 보유되고, 이의 지지체는 커넥터의 본체 내에 보유된다. 제거되면, 섬유

유지 지지물과 커넥터의 본체 사이의 정확한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개시된 본 발명은 광학 페룰 유지 구

조물과, 적절한 튜닝을 위한 위치를 식별하는 "키" 형상부를 갖는 지지 구조물을 포함한다. 개시된 본 발명은, 이런 "키" 형

상부가 적절하게 위치설정되어 커넥터의 본체 내에 보유되면, 조립체 전체는 섬유 지지 구조물이 커넥터의 본체로부터 제

거되더라도 이의 편심 보상을 보유할 수 있다.

편심 보상의 보유가 개시된 본 발명의 주 특징이기 때문에, 편심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쌍의 상호연결된

페룰 사이에서의 정렬 진동은 페룰에 대한 광섬유의 "편심"으로서 알려진 매개변수에 대체로 기인한다. 편심은 페룰의 단

면에서 페룰의 종방향 중심축과, 페룰의 통로 내에 유지된 광섬유 코어의 중심축 사이의 간격으로서 정의된다. 일반적으

로, 통로는 기준 표면인 외측 원통형 표면과 동심을 이루지 않는다. 또한, 광섬유는 페룰의 통로 내의 중심에 설정되지 않

으며, 섬유 코어는 섬유의 외측 표면과 동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편심은 페룰 통로 내의 광섬유의 편심과, 페룰

내의 통로의 편심으로 이루어진다.

"발광하는(lit)" 광섬유의 단부를 관망하면, 원의 정확한 중심으로부터 다소 변위된 광 점을 가진 원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

다. 편심은 크기 및 방향 성분을 갖는 이차원 벡터로서 이해될 수 있다. 크기 성분의 편심 벡터는 원의 중심과 광 점 사이에

서 직선의 간격이고, 반면에 방향 성분의 편심 벡터는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이차원 데카르트 좌표계에 대해 직선으

로 형성되는 각도이다. 종래의 광학 커넥터(예를 들면, ST, SC 및 FC)에 사용된 페룰이 2.5 mm 직경을 가지는 반면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사용된 페룰은 LC 접속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바와 같은 크기의 반인 직경을 가진다. 축소된

크기의 페룰을 이용함에 따라, 크기 성분의 편심 벡터가 이에 비례하여 감소되어,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2개의 상호접속된 페룰 중 하나의 페룰은, 페룰에 대한 광섬유 코어의 편심으로 인해 통로 내에 유지된 섬유의 상대 위치

를 통상적으로 변경시킨다. 광섬유 코어가 종결되는 페룰 내의 광섬유 코어의 편심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일 모

드 섬유에서 대향하는 코어가 약 0.7미크론 내로 정렬되도록 치밀한 허용오차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0.1dB 이하의 소정의

손실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킨다. 결합되는 2개의 광섬유 단부의 총 편심은 동일하거나, 또는 적

어도 거의 같을 것이며, 따라서 정렬 슬리브 내에서 하나의 페룰을 다른 하나의 페룰에 대해 최대 결합(최소 삽입 손실)이

관측될 때까지 단지 회전시킴으로써 낮은 손실 접속이 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되고 이하 상세히 설명되는 다양한 형태의 실시예로 구현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원리의 예시로서 간주되고, 설명된 바와 같은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실시예

본 발명의 구조와 작동의 구성 및 방법은,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과 더불어, 유사한 도면부호가 유사한 구성요소를

지시하는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이하 상세한 설명을 참조로 하여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은 섬유 유지 구조물(50)의 인덱싱 형상부 또는 부분(90)의 사용을 통해 섬유 편심이 보상되도록 할 수 있다. 섬유

홀더 페룰(44)이 인덱싱부(90)에 대해 6개(6각형)의 회전 위치를 구비하도록 구성될 수 있지만, 그 이상 또는 이하의 회전

위치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런 설계는 페룰(44) 및 섬유 홀더(50)가 6개의 회전 위치(0도, 60도, 120도,

180도, 240도 및 300도) 중 하나의 회전 위치를 구비한 커넥터 본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정 위치 선택은, 광

출력 최소화 측정에 기초한 양만큼 섬유 홀더(50)의 기부 부재(80)를 회전시키면서, 섬유 편심을 측정함으로써 커넥터를

조립하는 동안 결정될 수 있다. 고성능 광학 커넥터의 궁극적인 요건은, 인덱싱부를 통해 키(56)에 대해 페룰을 반경 방향

으로 정렬하여, 섬유 홀더(50)가 커넥터 하우징(12)에 설치될 때에 이런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편심

은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프링 래치(30)와 정렬된다. 키(56)가 하우징의 한 측벽을 따르는 선형 슬롯(24)과 어떻게 결

합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키가 적절히 위치하게 되면, 반경의 정렬 및 높은 광학 성능이 유지된다.

도1은 섬유 케이블이 도시되지 않은 섬유 커넥터의 조립체(10)를 도시하고 있다. 도2는 작업자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케

이블이 설치되지 않은 섬유 커넥터의 기본 구성요소를 도시하고 있다. 커넥터의 조립을 위해, 사전에 튜닝된 스프링 장착

섬유 홀더(50)는 케이블이 부착된 상태로 키(56)가 슬롯(24)으로 활주함에 따라 하우징(12)에 삽입된다. 위치 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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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는 키홈(104)이 키(56)와 결합되면서 후방 부재(84) 및 활주 칼라(92)에 걸쳐 활주한다. 이 조립체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 나사 칼라(100)는 위치 나사 칼라(100)가 플랜지(106)와 결합되어 하우징(12)의 나사 단부(34) 상에 나사 결합되도

록 위치 원통부(102)에 걸쳐 배치된다.

도3은 편심 보상 스프링 장착 인덱싱 섬유 홀더(50)를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커넥터는 축방향 통로(14)를 구비한

하우징(12)을 포함하고, 상기 축방향 통로는 하우징(12)의 단면(16)에서 종결된다. 통로는 페룰(44)의 단부(42)에 (도시되

지 않은) 섬유 케이블의 섬유 필라멘트 단부를 수납하도록 구성된다. 하우징(12)은 섬유 홀더(50)를 둘러싸고 수납하도록

캐비티(18)를 한정하는 내면을 가진다. 도4a는 상호 분리되어 있는 하우징 캐비티와 섬유 홀더를 도시하고 있다. 도4b는

섬유 홀더(50)를 둘러싸는 하우징 캐비티(18)를 도시하고 있다. 하우징은 (도시되지 않은) 광섬유가 고정되는 섬유 홀더

(50)를 수납하기 위한 제1 개구(20)를 가진다. 하우징은 페룰(44)의 단부(42)가 이를 통해 돌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2 개

구(22)를 가진다. 하우징은 캐비티(18)로 연장되어 하우징의 단부에 위치된다. 수동식 작동 스프링 래치(30)는 의도하지

않은 하우징과 리셉터클 사이의 결합해제를 피하기 위해 하우징을 (도시되지 않은) 관련 리셉터클에 고정하도록 하우징의

단일 측면에 위치된다. 래치(30)는 섬유 홀더(50)의 장축에 대해 연속성 원호로 설명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고, 판 스프

링을 포함한다. 래치는 하우징의 제2 개구(22)를 향해 위치된 고정 단부를 갖는 하우징에 영구적으로 또는 반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커넥터 섬유 홀더(50)는 (도시되지 않은) 광섬유을 수납한다. 광케이블은 소성 완충 재료 내에 수납된 유리 섬유로 이루어

진다. 광케이블은 완충 섬유를 둘러싸는 복수개의 필라멘트 강도 부재와, 상기 필라멘트 강도 부재를 둘러싸는 소성 재킷

을 포함한다. 광케이블의 광필라멘트 또는 섬유는 축방향 섬유 통로(46) 내로 연장되고, 상기 단부(42)에서 종결된다. 섬유

통로는 관련 섬유 케이블의 피복되지 않은 단부인 필라멘트를 수납한다. 기부 부재(80)는 페룰(44)을 유지한다. 기부 부재

는 페룰(44)의 축방향 섬유 통로(46)와 동일선 상의 축방향 광케이블 통로(82)를 포함한다. 원통형 페룰은 약 1.25 밀리미

터의 직경을 가진다. 기부 부재(82)의 견부(83)는 스프링(54)과 결합된다. 후방 부재(84)는 샤프트를 형성하는 기부 부재

(80)의 후방 섹션(88)과 접합되는 정합 섹션(86)을 가진다. 후방 부재는 6각형 섹션과 같은 다수 위치 편심 인덱싱부(90)

를 포함한다.

칼라(92)에는 스프링(54)과 결합되도록 견부(94)가 제공된다. 스프링(54) 및 견부(92)는 정합 섹션(86) 및 후방 섹션(88)

에 의해 형성된 샤프트에 걸쳐 활주식으로 위치된다. 스프링 부재(54)는 견부(83, 94) 사이에 배치되어 기부 부재(80)를

칼라(92)로부터 밀어낸다. 이는 섬유 홀더를 제2 개구(22)로 밀어내고, 이에 의해 페룰(44)의 단부(42)가 하우징의 제2 개

구(22)를 통해 연장된다. 칼라(93)는 하우징(12)의 슬롯(24)과 결합되는 키(56)를 가지기도 한다. 이는 전체 섬유 홀더

(50)가 커넥터 하우징으로부터 제거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커넥터 하우징으로 복귀될 시에 이의 유일한 안정 각도 위치

를 유지시킨다.

섬유 홀더(50)를 수납하는 하우징(12)은 상호연결 또는 잠금 부재를 가진다. 상호연결 또는 잠금부재는 나사 칼라(100) 및

위치 원통부(102)로 이루어진다. 위치 원통부(102)는 섬유 홀더(50)를 하우징(12)의 제2 개구(22) 쪽으로 가압하는 키

(56)와 결합되는 키홈(104)을 가진다. 나사 칼라(100)는 하우징의 제1 개구(20)주위에서 위치 원통부(106)의 플랜지

(106)와 결합되고 나사 단부(34) 상에서 나사결합에 의해 하우징(12)에 고정된다. 위치 원통부(102)는 섬유 홀더(50)의

일부에 걸쳐 활주하고, 하우징(12)의 캐비티(18) 내에서 활주한다. 상호연결 부재는 하우징의 돌출부에 고정된 클립의 일

부를 구비한 위치 원통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키(56)와 결합되는 단일 금속 클립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하우징 및 상호연결 부재는 극단적인 열적 또는 기계적 응력 하에서 파괴되지 않는 재료로 제조된다. 이 재료는 금속 또는

세라믹을 포함할 수 있다. 금속성 재료는 가능한 최소 경량을 위한 알루미늄 합금, 또는 최적의 환경에서의 저항을 위해 내

식성 스틸 또는 구리 합금일 수 있다. 하우징 및 상호연결 부재는, 이들이 함께 접합될 때 사실상 섬유 홀더(50)를 둘러쌀

수 있고 극단적인 열적 또는 기계적 응력에 견뎌낼 수 있는 재료로 제조되기 때문에, 섬유 홀더(50) 내에 유지된 광케이블

은 보호된다.

스트레인 완화 부우트(110)는 광케이블을 유지하는 종방향 통로(112)를 가진다. 스트레인 완화 부우트의 전방부(114)는,

광케이블에 인가된 장력이 커넥터로 전달되도록 위치 원통부(102)의 후방 단부(108)를 둘러싸고 광케이블의 필라멘트 강

도 부재를 포획한다. 스트레인 완화 부우트는 커넥터와 접합되는 영역에서 광케이블의 최소 굴곡 반경을 제한하도록 구성

된다.

원통형 섬유 홀더(50)는 섬유 홀더가 하우징으로 삽입되기 전에, 페룰(44)의 섬유 필라멘트를 "튜닝(tuning)"하기 위한 수

단을 제공한다. 이런 튜닝은 인덱싱 형상부가 섬유 홀더 내에 내장되고 섬유 홀더(50)의 외부면이 6각형이 아닌 원통형일

수 있는 섬유 홀더 내에서 달성된다. 원통형 외부면을 갖는 자체 내장 인덱싱 형상부를 구비한 이런 섬유 홀더는, 하우징이

6각형 캐비티가 아닌 원통형일 수 있다. 6각형이 아닌 원통형 캐비티는 금속 또는 세라믹 재료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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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하우징이 금속 또는 세라믹 재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적 또는 기계적 응력을 보다 더 견뎌낼 수 있다. 섬유

홀더가 튜닝되면, 섬유 홀더는 하우징으로부터 제거된 후에도 이런 튜닝을 보유하며, 이에 의해 교체, 검사 또는 세정을 위

해 요구되는 재조립이 튜닝의 손실 없이 가능하게 된다. 섬유 홀더가 편심 튜닝 위치의 손실 없이 극단적인 열적 또는 기계

적 응력에 견뎌낼 수 있는 재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넥터는 열적 또는 기계적 환경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매우 안정

적인 광학 성능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전술한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특허청구

범위의 사상 및 범주로부터 벗어남 없이 다양한 변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섬유 케이블이 없는 섬유 커넥터를 도시한다.

도2는 최종 조립 이전에, 광섬유 케이블이 없는 섬유 커넥터의 조립체를 도시한다.

도3은 광섬유 커넥터의 모든 구성 요소의 분해도를 도시한다.

도4a는 삽입 이전에, 섬유 홀더 및 하우징의 단면도를 도시한다.

도4b는 하우징 내에 삽입된 섬유 홀더의 단면도를 도시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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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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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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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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