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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점퍼 또는 테스트 액세스 리드를 삽입할 때, 폐로후 개로(make-before-break)를 허용하는 커넥

터 모듈이 개시된다. 접촉부의 스템부(42, 43)는 모듈내에서 슬롯(17, 18)과 정렬된 두 지점(38, 39)에서 물리적 및 

전기적 접촉을 하며, 한 지점이 리드 삽입으로 인해 개방될 때 다른 한 지점은 폐쇄된 채로 유지된다. 리드 삽입을 안



등록특허  10-0379593

- 2 -

내하고 리드와 스템의 편향을 제어하기 위해 리브(80)가 또한 제공될 수도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모듈의 사시도,

제 2 도 및 제 3 도는 동일한 실시예에 따른 접촉부의 평면도 및 측면도,

제 4 도 및 제 7 도는 동일한 실시예에 따른 모듈의 단면도,

제 8 도는 동일한 실시예에 따른 모듈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절단하여 도시한 사시도,

제 9 도는 동일한 실시예에 따른 모듈의 또다른 사시도,

제 10 도는 동일한 실시예에 따른 모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리드의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사각 본체부 12 : 하우징의 상부면

13 : 하우징의 하부면 14, 15 : 캡

16 : 일련의 슬릿 17 : 일련의 슬롯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와이어 세트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모듈에 관한 것이다.

원격통신 산업분야에서는, 절연 변위 접촉부 어레이를 포함하는 접속 블럭이 케이블과 교차-접속 와이어링간의 전기

적 접속을 위해 전신전화국, 빌딩 입구 터미널 및 실외 캐비넷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접속 블럭의 한 예로

서 표준 110 커넥터 블럭이 있다(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 3,798,587 호 참조). 이러한 커넥터 블럭은 플라스틱 

모듈내에 장착된 복수의 절연 변위 접촉부 열을 포함한다. 각 접촉부는 양 단부상에 슬롯을 관통하는 절연체를 포함

한다. 하나의 와이어 세트가 정렬 스트립내에 배치되고 접촉부 모듈이 와이어와 접촉하도록 와이어상에 배치된다. 제

2 와이어 세트는 접촉부의 반대편 단부로 삽입되어 두 와이어 세트간의 전기적 접속이 완료된다. 최근의 몇몇 시스템

에서, 커넥터 모듈은 접촉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보호부 장착용 슬롯을 포함한다(예를 들면, U.S. 특허 제 4,171,8

57 및 4,283,103 호 참조).

종래 기술의 커넥터 블럭도 그런대로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단일 표면상에서 모든 와이어 접속이 행해지므로, 이 커

넥터 블럭상에 보호부 구성요소가 또한 장착된 경우 점퍼 와이어나 테스트 프로브를 삽입하기 전에 보호부를 제거해

야할 필요가 있었다. 바게뜨 등의 대만 특허 출원에 따르면, 한 표면상으로는 팻치 코드 또는 테스트 리드가 삽입되고 

반대편 표면상에는 보호부 구성요소가 장착되므로써, 두 표면상에서의 와이어 접속을 허용하는 모듈이 개시된다. 이

러한 모듈에서는, 테스트 프로브가 블럭내에 삽입될 때 보호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부가 적어도 몇개의 접촉부에 접

속된 채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팻치 코드 또는 테스트 액세스 리드가 삽입될 때 신호

송수신이 방해받지 않도록 '폐 로후 개로(make-before-break)' 커패시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상부면 및 하부면을 구비한 절연 하우징내에 장착된 두 개의 접촉부 열을 포함하는 커넥터 모듈을 제공한

다. 각 접촉부는 대응되는 와이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할 수 있는 단부와 스템부(stem portion)를 포함한다. 이들 접

촉부는, 제 1 접촉부 열의 단부가 상부면을 통해 연장되고, 제 2 접촉부 열의 단부가 하부면을 통해 연장되도록 장착

된다. 대응하는 제 1 및 제 2 접촉부 열의 스템부는 하우징내로 연장되어 스템부의 적어도 두 지점상에서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접촉 지점은 상부면 및 하부면내의 슬롯과 정렬된다.

제 1 도에서 도시된 모듈(10)은 다른 유사한 모듈과 함께 프레임(도시되지 않음)에 삽입되어, 접속 블럭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모듈은 플라스틱과 같은 절연 물질로 이루어진 하우징을 포함한다. 이 하우징은 본질적으로, 제각기 캡(14, 

15)으로 덮힌 사각 본체부(11)를 포함한다. 이 캡은 하우징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각기 하우징을 위

한 상부면(12)과 하부면(13)을 규정한다. 각 캡은 이하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와이어(제 2 도의 61 참조)가 삽입되

는 일련의 슬릿들(slits)(16 참조)을 포함한다. 각 캡은 또한, 하우징의 상부면(12) 및 하부면(13)에서 일련의 슬롯들(

slots)(제 1 도 및 제 4 도의 17 및 18 참조)을 포함하며, 이 슬롯들은 리드(40, 41 참조)들이 삽입되도록 하여,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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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부(제 5도의 21), 테스트 프로브(제 7 도의 22), 팻치 코드(patch cord)(제 9 도의 50), 카트리지 보호부(도시되

지 않음) 또는 가능한 다른 구성요소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수도 있다.

제 4 도 내지 제 7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접촉부 열(30 참조) 및 제 2 접촉부 열(31 참조)이 하우징내에 장착

되며, 그중 접촉부(30)가 제 2 도 및 제 3 도에서 더욱 상세히 도시된다. 각 접촉부(30, 31)는, 와이어(60, 61)에 제각

기 전기적 접속을 제공할 수 있는 단부(32, 33)를 각각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각 단부는, 와이어를 둘러싸고 있는 

절연체를 관통하여 와이어가 적당한 깊이로 삽입됨에 따라 전기적 접촉을 설정하는 슬롯(34, 35)를 포함한다. 접촉부

는 제 1 접촉부 열(30 참조)의 단부가 하우징의 상부면(12)을 통해 돌출하고, 제 2 접촉부 열(31 참조)의 단부가 하우

징의 하부면(13)을 통해 돌출하도록 장착된다. 단부(33 참조)는 또한 캡(제 1 도의 15 참조)내의 대응하는 슬릿(제 1 

도의 16 참조)과 정렬되어, 와이어(61 참조)가 접촉부에 의한 전기적 접속용 캡을 통해 삽입될 수 있도록 한다.

스템부(stem portion)(42, 43)로서 알려진, 접촉부(30, 31)의 나머지 부분은 본체(11)내로 연장된다. 제 2 도에서 도

시된 바와 같이, 단부의 면(32 참조)은 스템부(42 참조)의 종축과 약 45°의 각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 도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접촉부(30 참조)의 스템부(42 참조)는 종축 평면에 있는 단부의 에지로부터 제 1 각도 θ 

1 을 이루며 단부로부터 연장되어, 단부의 에지로부터 제 2 각도 θ 2 를 이루며 더 연장된다. 이 특정 실시예에서, θ 

1 는 17°이며, θ 2 는 2°이다. 전형적으로, θ 1 는 10° 내지 20°의 범위내이고, θ 2 는 -10° 내지 20°의 범

위내이다. 이중각(double angle)을 사용하여 단부가 서로 더 가까이 배치되도 록 하므로써 하우징부(11)의 폭(w)을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일 각을 가진 리드가 채용될 수도 있다. 제 1 및 제 2 접촉부 열은 동일하지만, 반

대 방향으로 배향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스템부(42 참조)는 제각기, 전기적 접촉을 제공하기 위해 귀금속 또는 합금으로 도금된 한 쌍의 돌출부(44, 45)를 포

함한다. 제 4 도 내지 제 7 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돌출부는 대응하는 제 1 및 제 2 접촉부 열(30, 31)간에 두

개의 전기적 접촉 지점(38, 39)를 설정한다. 상부 접촉 지점(38 참조)은 각각 상부면내의 슬롯(17 참조)과 정렬되며, 

하부 접촉 지점(39)은 하우징의 하부면내의 슬롯(18 참조)과 정렬된다.

제 5 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보호부(21)(또는 제 9 도의 50으로서 도시된 것과 같은 팻치 코드)에 연결된 리드(40)

가 원하는 슬롯(18 참조)에 삽입된 경우, 리드는 초기에 슬롯과 정렬된 접촉 지점(39)에서 두 스템부(42, 43)를 밀이

내어 분리시킬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접촉 지점(38)에 있는 스템부는 초기에 여전히 접해 있어서, 두 접촉부(30, 31)간

의 신호 송수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폐로후 개로(make-before-break)' 접속을 보장한다(실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

호부에 플러그-인(plug in)하는데 폐로후 개로 특징이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원리는 보호부(21)를 사용하여 설명된

다).

이러한 폐로후 개로 접점 기능은 다수의 특징 때문에 가능하다. 원래, 도시된 바와 같이 리드가 하부면으로부터 지점(

39)에 삽입된 경우, 스템부(42)의 편향이 스템부(43)의 편향보다 크다는 사실때문에 지점(39)이 개방된 경우라도 지

점(38)은 폐쇄된 채로 남아 있다. 이것은, 스템부(42)의 휨 모멘트가 하우징의 상부면으로부터 접촉 지점(39)까지의 

길이(a)에 좌우되는 반면, 스템부(43)의 휨 모멘트는 하우징의 하부면으로부터 접촉 지점(39)까지의 길이(b)에 죄우

되기 때문이다. 길이(b)는 길이(a)보다 확실히 크며, 결과적으로 스템부(42)의 변위가 스템부(43)의 변위보다 크기 때

문에, 접촉 지점(39)이 개방된 동안, 스템부(42)의 표면(제 3 도의 44)이 접촉 지점(38)에서 대응하는 스템부(43)의 

표면에 접촉되도록 한다. 리드가 상부로부터 삽입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원리가 역으로 작용한다는 것, 즉, 스템부(42)

의 휨 모멘트가 상부면에서 접촉 지점(38)까지 측정되는 반면 스템부(43)의 휨 모멘트는 접촉 지점(38)에서 하부면까

지 측정되기 때문에, 스템부(43)가 스템부(42)보다 더 기울어 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 6 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리드가 두 스템부를 통해 더 삽입됨에 따라 다른 접촉 지점(38)도 결국에는 분리될 것

이며, 보호부(21)는 하우징의 하부면(13) 상에 안착된다. 결론적으로, 보호부(21)가 최종 위치에 놓이면, 접촉부(30, 

31) 간의 전류는 보호부를 통해서만 흐르게 될 것이다. 제 9 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팻치 코드가 슬롯(17, 18 참조)

중 하나에 삽입되는 경우 제 5 도 및 제 6 도에서 도시된 동일 시퀀스가 발생할 것이다.

제 7 도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몇가지 점에 있어서, 접촉부(30, 31)에 테스트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테스트 코드(22)에 부착된 리드(41)가 보호부(21) 반대쪽의 하우징 면상에서 슬롯(17)에 삽입될 수 있다. 테스트 리

드(41)는 보호부 리드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접촉 지점(38)을 더 밀어내어 분리 시킬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휨 

모멘트 때문에 스템부(43)는 보호부 리드와의 접촉을 유지하여 하부의 단부(33)에 연결된 케이블 및 회로에 계속해서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단부(32)에 연결된 스템부(42)는, 전압 서지로 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동안 양 방향으로

의 각기 독립적인 테스트를 위해, 보호부 리드(40)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리드(40)로부터의 스템부(42)의 변위는 제 10 도에서 예시된 테스트 프로브를 위한 리드(41) 유형에 의해 바람직하

게 생성된다.

리드는 기본적으로, 약 1 내지 2 mm의 전형적인 두께를 갖는 에폭시 유리(epoxy glass)와 같은 절연 기판(55)을 포

함한다. 기판(55)은 일측 면에 한 쌍의 도체(46, 47)를 포함하고 반대측 면에 한 쌍의 도체(48, 49)를 포함한다. 일측 

기판상의 도체(46, 47) 두께는 반대측 면상의 도체(48, 49) 두께보다 훨씬 더 두껍다. 전형적으로, 도체(48, 49)의 두

께는 0.25 mm인 반면, 도체(46, 47)의 두께는 0.50 mm이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두께는 다른 쌍의 두께보다 적어도 

2 배 이상 두꺼워야 한다.

얇은 접촉부(49 참조)가 스템부(43)와 접촉하고 두꺼운 접촉부(47 참조)가 스템부(42)와 접촉하도록 리드(41)를 삽

입함으로서, 스템부(42)는 부가된 양만큼 변위되어 보호부 리드(40)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제 8 도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일련의 리브(a series of rib)(80 참조)들이 각 접촉쌍(30, 31)의 스템부(42, 43 참조) 

사이에 제공되어 본체부(11)의 폭을 가로질러 연장(extending)된다. 각 리브(80)는 하우징의 상부면내의 슬롯(17)과 

정렬 된 채널(81) 및 하우징의 하부면내의 슬롯(18)과 정렬된 채널(82)을 포함한다. 각 채널(81, 82)은 대응하는 슬롯

(17, 18)에 삽입되어 제 6 및 제 7 도의 리드(41) 또는 리드(40) 부분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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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81, 82)은 리드(41, 40)가 삽입될 때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므로써, 스템부(42, 43)의 과도 편향, 즉, 스템부가 탄

성 한계 이상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슬롯(17, 18) 및 그와 대응하는 채널(81, 82)이 제 4 도의 대응하는 

접촉 지점(38, 39)과 정렬되도록 오프셋(offset)되기 때문에 리브(80)는 앞서 언급된 스템부의 원하는 편향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한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의 다양한 변형이 당업자에게 명백해 보일 것이다. 예를 들면, 본체(11)부는, 도시된 바와 

같이 캡에 의해 덮혀 있으며, 상부 및 하부가 개방될 필요는 없다. 다만, 접촉 단부만을 덮는 캡이 있건 없건 그 자체의

상부 및 하부면을 가질 수는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개시된 커넥터 모듈이 몇가지 잇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케이블 와이어(61 참조)가 하

나의 접촉부 열(31 참조)에 연결되고, 교차-접속 와이어(60 참조)가 모듈의 반대쪽 면상의 다른 접촉부(30 참조) 열

에 연결될 수 있다. 동시에, 두 개의 접촉부 열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이중 접촉 지점은, 다른 지점이 분리되어 

폐로후 개로 접촉을 설정하기 전에 리드가 삽입되도록 한다. 이 이중 접촉 지점은 또한, 보호부가 계속적인 보호를 제

공하기 위해 다른 면에 장착된 동안 모듈의 한 면으로부터 테스트 액세스가 이루어지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면(12) 및 하부면(13)을 구비한 절연 하우징(11, 14, 15)가, 상기 하우징내에 장착되는 제 1 및 제 2 접촉부 열(3

0,31)- 상기 각 접촉부는 대응하는 와이어(60, 61)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할 수 있는 단부(32, 33)와 스템부(42, 43)

를 제각기 가짐- 을 포함하는 커넥터 모듈에 있어서:

상기 접촉부는, 상기 제 1 접촉부 열의 단부가 상기 상부면을 통해 연상되고 상기 제 2 접촉부 열의 단부가 하부면을 

통해 연장되도록 장착되며, 상기 제 1 및 제 2 접촉부 열의 단부는 옆으로 배치되며, 상기 상부면과 하부면은 대응하

는 접촉부와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리드를 수용하기 위해 대응하는 열에 인접하는 슬롯(17, 18)들을 포함하며, 대응하

는 상기 제 1 및 제 2 접촉부 열의 스템부들은 적어도 두개의 접촉 지점(38, 39)상에서 전기적으로 접촉하되, 상기 한 

접촉 지점(38)은 상부면내의 슬롯(17)과 정렬되고, 다른 하나의 접촉 지점(39)은 하부면내의 슬롯(18)과 정렬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모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부는 절연체 관통 슬롯(34, 35)에 의해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커넥터 모듈.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 지점(38, 39)은 대응하는 접촉부의 스템부의 돌출면(44, 45)을 포함하는 커넥터 모듈.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면은 금, 은 및 팔라듐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로 코팅된 커넥터 모듈.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스템부는 상기 단부의 에지로부터 제 1 및 제 2 각도(θ 1 , θ 2 )로 단부로부터 연장된 적어도 두 개의 세그

먼트를 포함하고, 상기 돌출면은 상기 세그먼트의 단부에 배치된 커넥터 모듈.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몸체는 대응하는 접촉부의 스템부에 인접하고, 상기 리드들이 그와 대응하는 스템부와 접촉할 때 슬롯내에

삽입되는 리드의 휨을 방지하도록 배치되는 일련의 리브(80)를 포함하는 커넥터 모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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