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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래치 및 이탈 장치가 있는 연부 카드 접속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제작된 연부 카드 접속기의 분해 사시도.

제2도는 카드 슬롯 내로 부분적으로 삽입된 연부 카드를 점선으로 나타낸 제1도의 연부 카드 접속기의 정
면도.

제3도는 제1도의 연부 카드 접속기의 평면도.

제4도는  접촉부 수용 공동으로부터 접촉 단자를 제거한 상태에서 4-4선을 따라 본 제5도의 접속기의 단
면도.

제5도는 접촉 단자가 공동 내에 장차된 상태를 도시하는 제1도의 접속기 하우징의 일부를 확대 평면도.

제6도는 접촉 단자가 제거된 상태에서 제1도의 접속기의 하우징의 일부를 도시하는 단면·사시도.

제7도는 접촉 단자가 접속기 하우징의 접촉부 수용 공동 내에 장착된 상태를 도시하는 제4도와 유사한 단
면도.

제8도는 카드 슬롯 내로 연부 카드가 삽입되는 초기 상태를 도시하는 제7도의 동일도.

제9도는 카드 슬롯 내로 연부 카드가 더 삽입된 상태를 도시하는 제8도의 동일도.

제10도는 제1도의 접속기에 사용되는 접촉 단자의 단면도. 

제11도는 제10도의 접촉 단자의 사시도.

제12도는 접촉 단자가 접속기 하우징 내에 장착된 상태를 도시하는 제5도의 12-12선을 따라 본 부분 측단
면도.

제13도는 접촉 단자가 접속기 하우징 내에 정착된 상태를 도시하는 제1도의 접속기의 부분 사시도.

제14도는 래치 및 이탈 장치의 단면을 도시하는 제1도의 접속기의 단면도.

제15도는 제1도의 접속기의 래치 및 이탈 장치 부재의 사시도.

17-1

1019930002501



제16도는 래치 위치에 있는 제1도의 래치 및 이탈 장치를 도시하는 제1도의 접속기의 부분 정면도.

제17도는 이탈 위치에 있는 제1도의 래치 및 이탈 장치를 도시하는 제1도의 접속기의 부분 정면도.

제18도는 점선으로 표시된 연부 카드에 결합 위치로 있는 결합 아암 돌기를 도시하는 제14도의 래치 및 
이탈 장치의 좌측 결합 아암의 부분 확대도.

제19도는 연부 카드를 고정시키는 결합 위치에 있는 래치 및 이탈 장치 부재의 확대 단면도.

제20도는 래치 위치에 있는 제1도의 래치 및 이탈 장치를 도시하는 제18도의 동일도.

제21도는 래치 및 이탈 부제가 회전하여 연부 카드가 부분적으로 결합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도시하는 
제19도의 동일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연부 카드 접속기                       14 : 접속기 하우징

18 : 카드 슬롯                                  24 : 접촉부 수용 공동

50 : 접촉 단자                                  100 : 회로 카드

104 : 회로 카드 접촉부                     106 : 회로 카드 연부

200 : 래치 및 이탈 장치 부재             212 : 카드 수용 공간

216,218 : 탄성 아암                         219 : 탄성 아암 돌기

230 : 탄성 아암 개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연부 카드 접속기(edge card connector)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수의 U자형 접촉
부를 가지고 한 위치에서 연부 카드를 접속기 내의 위치에 유지시키고 다른 위치에서 연부 카드를 접속기
로부터 부분적으로 이탈시키는 회전형 래치 및 이탈 부재를 가지는 연부 카드 접속기에 관한 것이다.

많은 전기 회로, 특히 컴퓨터 관련 기술에서 사용되는 회로는 현재,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장치들이 최
초로  제작된  후에  그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장치들에  추가될  수  있는  별도의  회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회로 기판 또는 이와 유사한 기층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면 또는 층에 형성된다. 이러한 회로
들이 최초 제조시에 추가되든지 또는 그 이후에 추가되든지, 이러한 분리된 회로 기판은 통상 모기판
(mother board)이라 불리는 주 컴퓨터 회로 기판에 신뢰할 수 있도록 접속되어야 한다. 분리된 인쇄 회로 
기판은 통상 자기판(daughter board)라 불리운다.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는 모 기판에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된 접속기가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접속기들은 자기판을 수용하여 모기판의 회로와 자기판의 추가 회로 간에 접속을 형성하기 위한 슬롯 등
의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기판들은 또한 묘사적으로 연부 카드라 불리는데, 이는 이 카드의 한면, 
혹은 연부가 접촉 패드로 알려진 상대적으로 넓은 접촉부를 다수 포함하기 때문이다. 회로 카드의 연부는 
전형적으로 연부를 따라 횡으로 연장하도록 배치된 다수의 접촉 패드를 포함한다. 연부 카드의 한면 또는 
양면이 그러한 접촉 패드를 포함할 수 있다. 접촉 패드를 포함하는 연부는 전형적으로 연부 카드 접촉 패
드와 대향하는 방식으로 접속기 슬롯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면을 따라 배치되는 다수의 전기 접촉부를 
포함하는 접속기 슬롯내로 삽입된다. 접속기 접촉부는 접속기의 하방 또는 이에 인접하여 위치한 모기판
의 회로와 접속을 이루기 위하여 접속기로부터 돌출하는 꼬리부(tail portion)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단부들은 모기판과 연부 카드 접속기 간의 도전 접속을 이루도록 납땜 등의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모기판
에 접속될 수 있다. 각각의 접속기 접촉부는 연부 카드와 모기판간의 전기 접속을 이루기 위하여 연부 카
드 접촉 패드를 버티며 접하도록 카드 슬롯 내에 배열된 연부 카드 접촉부를 포함한다.

연부 카드 접속기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주지되어 있는 바, 많은 연부 카드접속기는 연부카드가 접속기 
내로 삽입된 후에 연부 카드를 접속기 내의 제 위치에 고정시키는 래칭 장치 또는 사용자가 연부 카드를 
접속기 카드 슬롯으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부 카드 추출 또는 이탈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접속기는 1991년 2월 5일자 미합중국 특허 제4,990,097호 및 1991년 12월 24일자 미합중국 특허 
제5,074,800호에 적절히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부 카드 접속기는 몇가지 단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특허에서 설명된 장
치는 연부 카드가 래치 혹은 이탈 장치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고 접속기 카드 슬롯 내로 삽입될 수 있
도록 그 작동 부재가 사전에 개방 위치 등의 특정 위치에 놓여져야 한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연부 카드가 
삽입되기 이전에 모든 접속기가 작동 위치에 있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속기를 사용하
여 모기판을 효과적으로 자동 조립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접속기 하우징의 부분 내에 배치된 신뢰할 수 있는 래치 및 이탈 장치를 가지고, 그 래치 및 이
탈 장치가 접속기 카드 슬롯과 교통하고 그 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 내부로 연부 카드가 삽입되는 것
을  허용하며,  삽입  후에  연부  카드를  카드  슬롯  내에  신뢰성  있게  유지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접속기에 비하여 중요한 장점을 가진, 즉 신뢰성이 있으며 래치 및 이탈 장치가 
개방 위치에 있는지 폐쇄 위치에 있는지 상관없이 접속기 카드 슬롯 내로 연부 카드가 삽입되는 것을 허
용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부 카드 접속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부 
카드 접속기는 제1인쇄 회로 기판상에 장착된 접속기 내로 제2인쇄 회로 카드가 자동적으로 삽입될 수 있
게끔 한다.                    

본 발명은 접속기 몸체가 그와 연관되고 그 한 단부에 회절할 수 있도록 장착된 래치 및 이탈 장치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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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되, 상기 래치 및 이탈 장치가 제1 및 제2작동 위치 사이에서 회전할 수 있는 연부 카드 접속기를 제
공함으로써 상술한 장점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본 발명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 래치 및 이탈 장치
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작동부를 포함하는데, 이 작동부는 그 기저부로부터 상향으로 연장하여 그 
사이에 회로 카드 수용 공간을 정하는 2개의 결합 아암을 가진다. 결합 아암은 래치 및 이탈 장치의 위치
에 관계없이 카드 수용 공간 내로 회로 카드를 유도하는 것을 돕는 도입부를 각각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각각의 결합 아암이 결합 아암들 사이의 카드 수용 공간 내로 내측으로 
돌출한 돌기를 포함하는 점이다. 인접한 결합 아암 및 각각의 돌기 밑으로 구멍이 천공되어 돌기 및 결합 
아암에 가파른 연부가 제공된다. 이 연부는 연부 카드가 래치 및 이탈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기로부터 적
절히 분리되지 않는한 접속기로부터 카드가 제거되지 않는 방식으로 연부 카드와 적극적으로 결합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일반적으로 10으로 표시된 연부 카드 접속기의 분해도이다. 연부 
카드 접속기는 50으로 표시된 단자와, 100으로 표시된 결합연부 카드와 함께 도시된 200으로 표시된 래칭 
및 이탈 레버를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연부 카드(100)은 접속기(10)의 카드 슬롯(18) 내로 수용된
다. 연부 카드(100)은 통상적인 것일 수 있으며, 기판(102)과 연부 카드(100)의 가장 자리의 연부(106)을 
따라 정렬되고 카드(100)의 위 또는 내부의 전기 트레이스(도시되지 않음)에 접속된 다수의 전기 접촉 패
드(104)를 가진다. 연부 카드는 그 양면에 접촉 패드(104)를 가지는데, 그 접촉 패드는 상호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연부 카드 및 전기 접속기의 상호 접속의 신뢰성을 개선시키는 여분의(redundant) 접촉면들을 
제공한다. 연부(106)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접속기(10)의 카드 슬롯(18) 내로 삽입된다. 연부 
카드(100)은 접속기(10)내에서 카드(100)을 적절히 편항시키기 위한 편향 노치(108)의 형태의 수단을 포

함할 수 있는데, 노치는 돌출부(250)과 상호작용하여 카드(100)이 180
o
 회전하여 카드 슬롯(18) 내로 삽입

되는 것을 방지한다. 카드(100)은 연부 카드가 카드 슬롯(18) 내로 삽입될 때 돌출 돌기 등의 결합 수단
들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구(110,112)들을 포함할 수 있다. 연부 카드(110)은, 연
부 카드(110)의 접촉 패드(104)가 해당 접촉 단자(50)에 정렬되도록 연부 카드(110)을 종방향으로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카드 슬롯(18) 내의 돌출부(252)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그 돌출부와 상호작용하는 
슬롯(109)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연부 카드(110)에는 집적회로 혹은 메모리 모듈(도시되지 않음) 등의 
다수의 전자 부품이 장착될 수 있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속기(10)은 양 대향 단부(14 및 16) 사이에 연장된, 일반적으로 12로 표시
된, 연장된 접속기 몸체 혹은 하우징을 포함한다. 접속기(10)은 양 대향 단부(14 및 16) 사이에 종방향으
로  연장하는  연장된  슬롯  혹은  채널(18)을  포함한다.  채널(18)은  2개의  이격된  접속기  하우징 측벽
(17,17') 및 접속기 하우징 밑판(19)에 의하여 정해진다(제3도). 측벽(17,17')들은 일반적으로 상호 평행
하다. 접속기 하우징(12)는 주입 모올딩법 등의 종래의 공정을 통하여 절연 재료로 성형된다. 제4도의 단
면에서 볼때, 접속기 하우징 측벽(17,17') 및 밑면(19)는 접속기 하우징(12)가 일반적으로 U자 형상을 이
루게 한다.

제5도 내지 제8도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접속기 하우징(12)는 카드 슬롯(18)과 연관된 다수의 접촉부 수
용  공동(contact-receiving  cavities;  24)를  포함한다.  각각의  공동은  그  한  단부에  확대된 리세스
(recess; 28 또는 28')를 포함한다. 공동(24)는 접속기의 대향 단부(14,16) 사이에 채널(18)에 대하여 횡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된다(제5도). 공동(24)는, 그 인접한 공동(24)의 확대된 리세스(28',28)과 비교하였
을 때, 각 공동의 확대된 리세스(28 또는 28')가 카드 슬롯(18)의 반대편에 위치하돌 교대되는 방식으로 
배열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명세서에서 프라임 표시(,)가 있는 참조 번호는 중앙선의 반대편에 이와 대
응하는 소자를 가지는 소자 중 접속기 하우징의 종방향 중앙선 C,(제3도)의 한 편에 위치한 소자를 나타
낸다. 공동(24)들은 다수의 분리벽(26,26')에 의하여 소정의 간격 또는 피치를 가지고 상호 분리된다(제
5, 6도). 분리벽(26,26')는 하우징 측벽(17,17')의 내면(27,27')을 정하고, 이는 다시 카드 슬롯(18)을 
정한다.

제6도 및 제7도를 참조하면, 각 공동(24)는 접속기 측벽(17,17') 및 하우징 밑판(19) 내에서 연장되어 최
소한 접촉 단자(50)의 일부를 수용하는 공간을 정한다. 각 공동(24)는 또한 접속기 하우징(12) 및 밑판
(19)를 통과하여 하향으로 연장하는 애퍼츄어(32)를 포함한다. 애퍼츄어(32)는 접촉 단자(50)의 기저부 
또는 납땜 꼬리부(52)를 수용한다. 애퍼츄어(32)는 이하에서 제12도에 관련하여 설명되는 바와 같이 공동
(24) 내에 접촉 단자를 간섭 장착(interference fit) 상태로 유지시킨다. 각 공동(24)는 수직으로 정해진 
확대된 연장부 또는 리세스부(28)을 더 가진다. 각 리세스는 접촉 공동(24)의 폭 w2보다 큰 폭 w3를 가진

다. 리세스(28)은 또한 약간 좁은 부분(229)를 가질 수 있다(제12도). 이러한 폭의 차이는 각 리세스(28) 
및 그와 연관된 공동(24)의 교차점(제6도)에 한쌍의 정지 벽(30,30' ; 제4,6도)을 정하는데 그 목적은 이
하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4도를 참조하면, 각 리세스(28')는 납땜 꼬리 애퍼츄어(32')의 위로부터 측벽(17')를 통과하여 상향으
로 연장된다. 리세스(28')의 저부 벽(33')는 애퍼츄어(32)로부터 작은 각도로 상황으로 연장하여 리세스
(28')의 경사진 램프를 정한다. 램프된 벽(33')는 소정의 거리만큼 연장되어 수직 단부벽(36)에서 종단된
다. 정지벽(30') 및 단부벽(36') 사이의 거리인 리세스외 횡 연장 D2는 그 안에서 접촉 단자(50)의 일부

(54)의 운동을 양호하게 허용한다. 램프(33')는 하우징(12)의 상부로부터 하우징 내로 단자(50)을 결합시
킬 때, 애퍼츄어(32') 내로 납땜 꼬리(52)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사가 주어졌다. 또한, 램프(33')은 단자
(50)이 빗나간 경우 저지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동(24), 리세스(28,28') 및 하우징 측벽(17,17')는 
하우징 애퍼츄어(32,32') 내로 단자 꼬리부(52)를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 깍인 모서리(chamfer)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도 및 제1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촉 단자(50)은 베랄륨동 또는 인청동 등의 도전 재료의 상대적
으로 얇은 단일 판으로부터 성형된다. 접촉 단자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분은 그 도전성을 개선하기 위
하여 금등의 내산화 재료로 도금될 수 있다. 단자 납땜 꼬리부(52)는 상항으로 연장되고 일반적으로 수직
이고 캔티레버된 장착부(positioning portion; 54)에 의하여 접촉부(56)에 일체로 결합된다. 납땜 꼬리부
(52)는 주지된 방법으로 1차 회로 기관에 결합된다.

단자 장착부(54)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향으로 연장하는 미늘(barb)를 포함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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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화된 영역(60)에서 납땜 꼬리부(52)로부터 상향으로 연장한다. 강화된 영역의 미늘은 접촉 소자(3
2)가 공극(24) 내로 삽입된 후 애퍼츄어(32)의 표면(64)와 간섭 장착되어 결합한다. 강화된 영역(60)은 
그 내부에 돌기(61)을 양호하게 포함한다, 돌기(61)은 단자(50)의 이 영역의 단면 모듈을 증대시켜 단자
(50)이 공극(24) 내로 삽입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한 저항력과 견고성을 증대시킨다.

단자 장착부(54)는 접촉부 공동(24) 내로 삽입될 때에 리세스(28) 내에서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연장한다. 
리세스(28)의 횡 방향의 연장 D2 때문에 장착부(54)는 회로 카드(100)이 카드 슬롯(18) 내로 삽입될 때에 

리세스(28) 내에서 편향될 수 있다(제8,9도). 장착부(54)는 장착부(54)와 전이부(55)가 함께 결합하는 부
분에서 폭이 넓어지고, 이는 장착부(54)로부터 돌출하는 돌출부(projections;67, 68)을 정한다. 이 돌출
부(67, 68)은 리세스 견부 벽(shoulder wall)과 접촉하여 회로 카드(100)이 카드 슬롯(18)로 삽입되는 도
중에 접촉 단자(50)의 슬롯(18) 내로의 운동을 제한한다. 돌출부(67,68)과 정지 벽(30)간의 상호 작용은 
제1 또는 상부 접촉 표면(72)가 채널(18) 내로 튀어나오는 정도를 제한하여 회로 카드(100)의 하방 연부
(106)에 걸릴 가능성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원하는 경우에 돌출부(67,68)은 단자(50)을 견부 벽(30)에 대
하여 예비부하(preload)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접촉 단자(50)의 전이부(55)는 장착부(54)로부터 캔티레버 방식으로 수평으로 외향으로 연장된다. 전이부
(55)는 접촉부(56)을 장착부(54)에 연결시킨다. 접촉부(56)은 압형(stamping)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U자형
으로 성형되는데, U자형 부분은 그 양편에 만곡부를 사이에 두고 2개의 대향 접촉 아암(70,71)을 가진다. 
접촉 아암(70,71)은 압인(coining) 성형된 돌출면 상에 접촉면(72,73)을 포함한다.

압인 공정은 접촉면의 단면을 평면으로부터 중앙 부분이 융기한 상대적 곡면으로 변화시킨다. 융기한 중
앙 부분은 접촉면이 평면일 경우에 비하면 접촉면적을 좁게한다. 접촉면이 곡면일 경우 접촉 단자(50)이 
카드(100)의 접촉 패드(104))에 대하여 원하는 예정된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작은 접촉력이 요구된다. 개
구(76)의 크기는 접촉기로 삽입되는 연부 카드(100)의 폭보다 작아야 하는데, 이는 양 아암(70,71)이 편
향되어 접촉면(72,73) 및 연부 카드의 접촉 패드(104)간에 양호한 접촉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제1접촉 아암(70)은 전이부(55)로부터 연장된 후 하방으로 카드 슬롯(18)의 수직 중심선 C2(제8도)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제1접촉 아암(70)이 제2접촉 아암과 만나는 만곡부(74)에 이를 때까지 소정의 반지름
을 가지도록 휘어진다. 제2접촉 아암(71)은 만곡부(74)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된 후 단부(58)에 이를 때까
지  중앙선 C2 를  향하여  내측으로  연장되고  나서  중앙선 C2 로부터  외측으로  굽는다.  2개의  접촉 아암

(70,71)은 그 사이에 연부 카드 수용 개구(76)을 정한다(제10도). 이 개구(76)은 접촉면(72,73)으로부터 
만곡부(74)로 내려감에 따라 폭이 넓어져 접촉부(56)에 양호한 스프링 특성을 부여하여 단자(50)과 회로 
카드(100)의 연부 접촉 패드(104)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전기 접속이 이루어지게 한다.

연부 카드가 삽입되기 이전에 접촉 표면(72,73)은 하우징(12)의 상단에 대하여 상이한 높이를 가져 편향
력을 분산시키고, 따라서 최대 삽입력을 감소시킨다.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자(50)의 자유 단부
(58)의  일부는  접촉  단자(50)이  결합되지  않은  또는  편향되지  않은  위치에  있을  때  선반부(ledge 
portion) 아래로 연장된다. 이는 카드(100)의 하부 연부(106)이 자유 단부(58)의 제2접촉 아암(72)에 걸
려서 단자(50)이 손상될 위험을 방지한다.

조립되었을 때에, 납땜 꼬리부(52)는 그 결합 미늘(62)에 의하여 접촉부 수용 공동의 애퍼츄어 내에 확고
히 결합된다(제11,12도). 장착부(54)는 접촉부 공동의 리세스(28) 내에서 수직으로 연장되고(제7도), 접
촉 표면 (72,73)은 카드 슬롯(18) 내로 연장된다. 제1접촉 아암(70)이 카드 슬롯(18) 내로 연장될 수 있
는 거리는 접촉 소자 장착 견부(67,68)이 접속기 하우징 리세스 견부벽(30)과 결합함으로써 제한된다.

제7도 내지 제9도는, 카드(100)이 카드 슬롯(18) 내로 삽입되기 이전의 편향되지 않은 위치로부터(제7도) 
카드가 카드 슬롯 내로 부분적으로 삽입되었을 때의 초기 편향 위치(제8도)를 거쳐 카드(100)이 카드 슬
롯(18)로 완전히 삽입되었을 때의 완전히 편향된 위치(제9도)로, 접촉 단자(50)이 편향되는 방식을 도시
한다. 제8도와 같이, 연부 카드(100)이 카드 슬롯(18) 내로 삽입될 때, 접촉 패드(104)를 가진 가장자리 
연부(106)은 제1접촉 아암의 휘어진 접촉 표면(72)와 활강하며 결합한다. 이때 접촉 단자 장착부(54)는 
접촉기 하우징 리세스(28')내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리세스(28') 내에서 카드 슬롯 중앙선 C2로부

터 멀어지도록 편향된다. 그리하여 단자 장착부는(54)는 강화된 영역(60)을 축으로하여 꼬리부(52)에 대
하여 부분적으로 피봇한다. 이 편향은 U자형 접촉부(56)을 제8도와 같이 오른쪽으로 밀어서 제2접촉 아암
(71)은 더욱 카드 슬롯(18) 내로 밀리게 된다. 연부 카드(100)을 접촉기 몸체 채널(18) 내로 더욱 삽입하
면, 접촉 아암(71)은 중심선 C2로부터 밖으로 편향되고 연부 카드(100)의 접촉 패드(104)와 적절히 접촉하

게 된다. 접촉 아암(70,71)의 스프링 특성에 의하여 압인된 접촉 표면(72,73)은 연부 카드(100)에 원하는 
정상적 힘을 작용한다. 단자 장착부(54)는 또한 회로 카드(100)에 횡방향 힘을 작용하는데, 이 힘은 단자 
접촉 아암(70,71)의 정상적 힘과 결합하여 카드를 카드 슬롯(18)의 중앙으로 바이어스시킨다. 공동(24) 
및 그 내부의 접촉 단자(50)이 엇갈려 위치하고 단자의 바이어스 특성에 의하여 접속기(10)은 중앙선으로
부터 약 0.29mm 휘거나 굽은 회로 카드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허용한도 이내에서 휜 회로 카드
는 접속기(10)에 적절히 결합되었을 때 펴지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접촉 단자(50)이 압형되고 하우징(12) 내에서 도시된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하우징의 전체 폭이 5.0mm까
지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감소된 폭으로 인하여 접속기(10)은 상대적으로 얇은 칩을 가지는 SIMM이나 
기타 모듈과 함께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일차 회로 기판 상의 기타 구성 부품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접촉시는 모기판 중에서 인접한 접속기 간의 간격율 7.0mm에서 약 5,08mm로 감소
시킬 수 있게 한다.

접촉 아암(70,71)은 동일한 단일 금속판으로 제작되었고 횡 방향으로 정렬된 연부 카드의 접촉 패드(10
4)들은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부  카드가  접속기(10)과  결합하였을  때 여분의
(redundant) 접촉 시스템이 마련된다.

다시 제1도를 참조하면, 접속기(10)은 또한 접소긱 하우징(12)의 한 단부(16)에 피봇되는 방식으로 장착
된 래치 및 이탈 장치(200)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래치 및 이탈 장치는 금속판으로부터 도시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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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형된 래치 부재(202)를 포함한다. 래치 부재(202)는 접속기 몸체 연장부(206,207)을 관통하는 피봇 핀
(208)에 의하여 접속기 몸체(12)의 두 수직 연장부(206,207) 사이에 고정된다. 이 장치의 중심을 잡고 지
지하기 위한  기둥(210)이 연장부(206,207)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래치 부재(202)는 수동으로 작종할 
수 있는 작동부(205)에 힘을 가하여 래치 위치(제16,18,19도) 및 이탈 위치(제17,20,21도) 사이에서 회전
시킬 수 있다.

래치 부재(202)는 각 기저 부재(220,221)로부터 캔티래버된 방식으로 상향으로 연장하는 상호 이격된 2개
의 결합 아암(216,218)을 포함한다. 결합 아암(216,218)은 이격되고 작동부(205)로부터 전방으로 연장된
다. 2개의 결합 아암(216,218)은 그 사이에 카드 수용 공간(212)를 정하고, 각 아암은 내부로 돌출하는 
일반적으로 삼각형 모양의 돌기(219)를 가지는데, 이러한 돌기(제18 및 19도)들은 연부 카드(100) 상에 
유사하게  위치한  개구(112)와  결합하도록  만들어졌다.  단부  프로파일(제14도)에서  보아,  결합 아암
(216,218)은 서로를 향하여 약간 내측으로 연장하다가 다시 외측으로 연장하여 도입부(222,223)을 정하는
데, 도입부들은 경사를 가져서 래치 및 이탈 장치가 래치 위치에 있을 때 연부 카드(100)이 그 장치 내로 
삽입되는 것을 허용한다(제16도). 결합 아암(216,218)에 의하여 정해지는 목(neck; 217) 바로 아래의 카
드 수용 공간(212)는 래치 부재(202)가 이탈 위치에 있을 때 연부 카드(100)이 카드 수용 공간 내에 삽입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넓어야 한다(제17도). 결과적으로 본 발명은, 래칭 장치(200)의 위치에 관계없이 
접속기(10) 내로 연부 카드(100)이 자동적으로 삽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래치 부재(202)는 래치 부재는 작동부(205)로부터 외향으로 연장하고 접속기 몸체 연장부(206,207)의  내
부 표면에 위치한 상보적으로 성형된 리세스(260)과 결합하여 래치 부재(202)를 래치 위치에 유지하는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멈춤쇠(detent)를 포함할 수 있다.

결합 아암(216,218)은 각각 해당 돌기(219)와 관련되고 그 한면(232)에 인접하여 위치한 개구(230)을 가
진다. 제15, 18 및 20도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돋을새김(embossment; 219)는 일반적으로 삼각형 형상을 
가진다. 돌기가 돋을새김(219)이기 때문에, 그 229 a-c면은 그 단면 프로파일이 약간 둥그렇거나 곡면을 
이룬다(제19,21도). 각 결합 아암의 개구(230)은 간섭 방식으로 연부 카드 개구(112)의 내벽(119)와 적극
적으로 결합하는 가파른 연부(234)를 형성한다. 제19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래칭 징치가 래치 위치에 있
을 때 연부 카드(100)을 제거하려하면 가파른 연부(234)는 카드 결합 개구의 내벽(119)와 간섭을 일으킨
다. 그러나 래치 부재(202)를 그 이탈 위치로 돌리면 삼각형 돌기(219)에서 작동부(205)에 가장 가까운 
첨단부 또는 모서리(233)이 연부 카드 결합 개구의 내벽(119)에 접하여 접촉 아암(216, 218)을 벌어지게 
한다(제21도). 따라서 결합 아암은 돌기(219) 위를 타고 넘어서 연부 카드 결합 개구(112)가 돌기(219)의 
가파른 연부(234)를 통과할 수 있게 한다.

하우징(12)의 대향 단부(14)에는 2개의 추가의 연장부(240, 241)가 이격하여 상향으로 연장되어 그 사이
에 연부 카드 입구 슬롯(242)를 정한다. 연장부(240, 241)은 각각 연부 카드(100)이 접속기 채널(18)로 
삽입되기에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는 경사진 램프(244)를 포함한다. 연장부(240, 241)은 연장부로부터 그 
사이의 입구 슬롯(242) 내로 연장하여 카드(100)이 하우징(12)내로 삽입될 때에 개구(110) 내로 돌출하는 
돌기(246)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기술자들은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를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회로 부재 상의 제1의 다수의 접촉부와 인쇄 회로 카드 상의 제2의 다수의 전기 접속부 사이에 전기 
접속부를 제공하되, 상기 회로 카드가 그 연부에 위치한 제2의 다수의 접촉부를 가지고, 회로 카드 연부
가 접속기에 삽입 및 분리될 수 있으며, 상기 회로 카드가 일반적으로 평형으로 제1 및 제2회로면을 가지
고, 상기 제1 및 제2회로면이 각각 상기 회로 카드의 연부에 평행하고 인접한 일렬의 회로 카드 접촉부를 
가지며, 회로기판에 장착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절연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제1회로 기판에 인접
하여 배치되도록 설계된 하부표면 및 그로부터 이격되어 그 내부에 위치한 연장된 카드 슬롯을 가지고 상
기 접속기의 양 대향단부 간에 연장되는 상부 표면을 포함하며, 상기 카드 슬롯이 그 안에 상기 회로 카
드 연부를 전기적 동작 관계로 수용하고, 카드 슬롯을 따라 이격하는 다수의 접촉 부재 수용 공극을 포함
하고 상기 카드 슬롯과 최소한 부분적으로 교통하며, 상가 카드 슬롯이 예정된 종방향 중앙선을 가지는 
접속기 하우징; 상기 접촉부 수용 공동 내에 각각 배치되어, 접촉 단자를 상기 1차 회로 기판부의 상기 
다수의 제1접촉부에 전기적, 기계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꼬리부를 각각 포함하고, 상기 각 접촉 단자의 
일부가 상기 회로 카드를 상기 카드 슬롯에 삽입시킬 때 다수의 상기 제2접촉부 중의 하나와 활강하여 결
합하기 위하여 상기 카드 슬롯 내로 돌출하는 탄성 접촉 단자; 및 상기 하우징의 한 단부에 회전이 가능
하도록 위치하여 상기 회로 카드가 상기 카드 슬롯내에 유지되는 제1위치 및 상기 회로 카드의 최소한 일
부가 상기 카드 슬롯으로부터 이탈되는 제2위치간에 회전될 수 있고, 회로 카드를 상기 카드 슬롯 내에 
래칭시키기 위한 한쌍의 탄성 아암 및 상기 카드 슬롯으로부터 상기 회로 카드를 부분적으로 이탈시키기 
위한 이탈 표면을 포함하며, 상기 탄성 아암이 그 사이에 카드 수용 공간을 정하는 래치 및 이탈 부재를 
포함하는 푸쉬풀 연부 카드 접속기에 있어서, 상기 탄성 아암이 상기 이탈 표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
로 캔티레버된 방식으로 돌출하고, 회로 카드의 삽입 방향으로 수렴하여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가 제1 
또는 제2위치 중 어느 곳에 있더라고 상기 회로 카드가 상기 카드 슬롯 내로 삽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수
렴 도입 면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1개  이상의  상기  탄성  아암이  상기  카드  수용  공간  내로  돌출하는  돌기  수단을 
포함하고, 하나의 탄성 아암이 상기 돌기 수단에 인접하여 그것과 교차하는 개구를 가지고, 상기 개구 및 
상기 돌기 수단이 교차하는 부분에 적극적 결합 표면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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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가 상기 탄성 아암으로부터 이격하여 그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
로 연장되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작동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가 상기 탄성 아암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작동부에 연결시
키는 몸체부를 포함하고, 상기 몸체부가 상기 접속기 하우징의 일부 내에 위치한 리세스와 결합되는 1개 
이상의 멈춤쇠를 포함하여, 상기 1게 멈춤쇠가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를 상기 제1위치에 유지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가 상기 제2위치로 회전될 때에 상기 적극적 결합 표면을 상기 
회로 카드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가 몸체부 및 상기 몸체부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되는 상기 탄성 
아암을 포함하고, 상기 몸체부가 상기 아암으로부터 이격된 작동부를 포함하며, 상기 작동부가 상기 몸체
부를 상기 제1위치 및 상기 제2위치 사이에서 회전시키기 위한 수동 작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아암이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의 몸체부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되는 한쌍의 캔
티레버된 부재를 포함하고, 각 탄성 아암이 상기 카드 수용 공간을 향하여 연장되는 경사부를 포함하며, 
상기 경사부가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의 목 부분을 정하고,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가 이격된 부분을 가
지고 그 안에서 상기 탄성 아암이 상기 목 부분의 아래에서 상기 연부 카드의 두께보다 큰 예정된 거리만
큼 상호 이격되고,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의 경사부 및 상기 이격된 부분이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의 
상기 도입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및 이탈 부재가 금속으로 형성되고 상기 돌기 수단이 3면을 가진 일반적으로 
삼각형 형상의 돋을새김을 포함하고, 상기 아암의 개구가 상기 이탈 표면에서 제일 가까운 상기 돋을새김
의 한면과 교차하는 것을 특징로 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돌기 수단이 일반적으로 삼각형 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부 카드 접속
기.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 및 상기 돌기 수단이 함께 상기 결합 표면에 가파른 연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연부 카드 접속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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