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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속 모듈형 전기 커넥터와 이 커넥터에 사용하기 위한리셉터클

요약

본원 발명의 전기 커넥터용 리셉터클(10)은, 제1 면(12)과 제2 면(16)을 갖는 하우징과 상기 제1 면으로부터 제2 면으로

각각 연장하는 복수의 신호 전달 단자(18)를 포함하며, 상기 하우징은 상기 제1 면과 제2 면 사이에 개재되는 복수의 종방

향 측면(24)을 가진다. 전도성 차폐부(32)는 적어도 몇개의 상기 종방향 측면들 위로 중첩된다. 전도성 내부 차폐부는 적어

도 몇개의 상기 신호 전달 단자들 사이에 개재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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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하우징, 신호 단자, 차폐부, 리셉터클, 헤더, 전기 커넥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리셉터클의 절결 사시도이다.

도2는 도1에 도시된 리셉터클에 사용되는 외부 차폐부의 사시도이다.

도3은 도1에 도시된 리셉터클에 사용되는 내부 차폐부의 사시도이다.

도4는 도1에 도시된 리셉터클에 사용되는 절연 하우징의 사시도이다.

도5는 도1에 도시된 리셉터클에 사용되는 결합된 단자와 절연 프레임의 사시도이다.

도6은 내부 차폐부들 중 하나에 결합된 외부 차폐부의 사시도이다.

도7은 단자 배치를 도시하도록 절결된 도1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측면도이다.

도8은 도1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정면도이다.

도9는 도8의 선9-9를 따른 단면도이다.

도10은 도8의 선10-10을 따른 단면도이다.

도11은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절연 프레임을 통한 수직 단면도이다.

도12는 헤더와 결합된 도1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13은 본 발명의 리셉터클의 제2 양호한 실시예의 전방 사시도이다.

도14는 도13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후방 사시도이다.

도15는 도13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후면도이다.

도16은 인쇄 회로 기판과 결합된 리셉터클의 개략적인 상부 절결도이다.

도17a는 도15의 선17-17을 따른 단면도이다.

도17b는 리셉터클이 헤더와 결합하는 것이 도시된 도17a와 유사한 단면도이다.

도18은 도13에 사용된 리셉터클에 사용되는 차폐부의 측면도이다.

도19는 도13에 도시된 리셉터클에 사용되는 접촉부의 측면도이다.

도20은 본 발명의 제3 양호한 실시예의 절결 사시도이다.

도21은 도20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측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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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2는 도20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정면도이다.

도23은 도20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하부 평면도이다.

도24는 도20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후방 단부도이다.

도25는 도20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내부 차폐부의 측면도이다.

도26은 도25에 도시된 내부 차폐부의 하부 단부도이다.

도27은 도25에 도시된 차폐부의 상부 평면도이다.

도28은 도20에 도시된 리셉터클에 사용되는 결합된 절연 프레임과 전도성 접촉부의 측면도이다.

도29는 도28에 도시된 절연 프레임과 접촉부의 단부도이다.

도30은 본 발명의 리셉터클의 제4 양호한 실시예의 후방 평면도이다.

도31은 도30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하부 평면도이다.

도32는 도30의 선32-32를 따른 단면도이다.

도33은 도30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하부 사시도이다.

도34는 도30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상부 사시도이다.

도35는 상부 차폐부가 제거된 상태인 도30에 도시된 리셉터클의 후방 평면도이다.

도36은 도30에 도시된 리셉터클에 접속되도록 구성된 헤더의 측면도이다.

도37은 도36에 도시된 헤더의 상부 평면도이다.

도38은 도36에 도시된 헤더의 정면도이다.

도39는 도30에 도시된 리셉터클에 사용될 수도 있는 결합된 절연 프레임과 전도성 접촉부의 측면도이다.

도40은 도39에 도시된 결합된 절연 프레임과 전도성 접촉부의 단부도이다.

도41은 도40에 도시된 결합된 절연 프레임과 전도성 접촉부의 상부 평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기 커넥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도터 인쇄 배선 보드를 마더 인쇄 배선 보드에 접속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모듈

형 커넥터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및 다른 다양한 전자 장치 조립체의 제조에 있어서, 도터 보드는 제1 및 제2 면과 플라스틱 하우징을 갖는 리셉터클

을 구비한 커넥터에 의해 마더 보드에 통상 접속되고, 이러한 경우에 단자들은 일면에서 도터 보드에 접속되고 다른 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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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더 보드에 연결된 헤더에 접속된다. 이러한 커넥터를 마더 보드 또는 도터 보드에 접지하도록 다양한 장치들이 제

안되었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커넥터의 구성을 복잡하게 하였다. 따라서, 마더 보드와 도터 보드 사이에 커넥터를 접지시

키기 위한 간단하고 저렴한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또한, 크로스토크(crosstalk)를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커넥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리셉터클은 제1 면 및 제2 면을 갖는 하우징과 복수의 신호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신호 전달 수단 또는

단자들의 각각은 제1 면으로부터 제2 면으로 연장한다. 하우징은 상기 제1 면과 제2 면 사이에 개재되는 복수의 종방향 측

면을 가지고, 적어도 몇개의 종방향 측면 위로 중첩되는 전도성 차폐 수단이 있다. 전도성 내부 차폐 수단은 적어도 몇개의

상기 신호 전달 수단 사이에 개재된다.

본 발명의 전기 커넥터에 있어서, 전술한 리셉터클은 차폐형 헤더(header)를 통해 도터 보드에 접속된다. 헤더는 2개의 단

부 벽들과 중간 벽을 가지고, 전도성 재료, 바람직하게는 적절한 금속 합금으로 구성된다. 복수의 개구들은 중간 벽을 통해

연장하고 리셉터클의 단자들과 접촉하는 신호 핀들을 보유한다. 중간 벽 상에는 제1 면과 제2 면이 있다. 중간 벽의 제1 면

은 리셉터클의 제2 면과 접속한다. 중간 벽의 제2 면은 인쇄 배선 보드와 맞닿게 된다. 제2 면 상에는 커넥터를 접지시키도

록 전도성 핀들이 가압 끼워맞춤되는 복수의 리세스가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특히 도1 및 도2에 의하면, 리셉터클은 통상 도면부호 10으로 도시되고 있다. 이 리셉터클은 통상 도면부호 14로 도시된

전방 절연 하우징 상에 제1 면(12)을 가진다. 또한, 리셉터클은 그 하부에 제2 면(16)을 가지고 신호 전달 단자(18)들은 제

1 면으로부터 제2 면으로 연장한다. 제1 면은 이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헤더로부터의 핀이 신호 단자와 결합하는 복수의

개구(20)를 가진다. 종래와 같이, 리셉터클은 접지 핀(22)을 또한 구비한다. 리셉터클은 또한 측부 종방향 측면(24, 26)들

과 상부 종방향 측면(28)을 구비한다. 제1 면에 대향되는 관계로 단부(30)가 있다. 종방향 측면(24, 26)들과 단부(30)는 U

형 차폐부(32)에 의해 덮여진다. 이 차폐부는 종방향 측면(24, 26) 상에 각각 중첩되는 종방향부(34, 36)들로 구성된다. U

형 차폐부(32)의 부분(38)은 리셉터클(10)의 단부(30) 상에 중첩된다. 절연 하우징의 상부 종방향 측면(28)의 후방측 상에

(도시되지 않은) 상부 차폐부가 또한 있다.

특히 도1, 도3 및 도6에 의하면, 평행한 종방향 차폐 내벽(40, 42, 44, 46, 48)들이 있다. 이러한 내벽들 사이에 종방향 공

간(50; 도3)이 있다. 각각의 내벽들은 횡방향부(52, 53; 도3)를 또한 가진다. 이러한 횡방향부들의 각각은 횡방향부(52) 상

의 수직 래치(54, 56)와 횡방향부(53) 상에 수직 래치(58, 60)와 같은 한 쌍의 수직 래치를 가진다. 이러한 수직 래치들은

수평의 구멍(62, 64; 도2 및 도6)들과 결합한다. U형 차폐부(32)의 종방향부(34)의 전방 상부 에지 상에는 탄성 래치(66)

가 있다. 또한, U형 차폐부(32)의 종방향부(36)의 전방 상부 상에는 탄성 래치(68)가 있다. 유사하게는, 차폐 내벽(40)은

전방 탄성 래치(70)를 가지고, 차폐 내벽(42)은 전방 탄성 래치(72)를 가지고, 차폐 내벽(44)은 전방 탄성 래치(74)를 가지

고, 차폐 내벽(46)은 전방 탄성 래치(76)를 가지고, 차폐 내벽(48)은 전방 탄성 래치(78)를 가진다.

특히 도4에 의하면, 절연 하우징에 측면 슬롯(80, 82)들이 있다. 이러한 슬롯들은 탄성 래치(68, 70)에 의해 각각 결합된

다. 이러한 슬롯들 사이에는 차폐 내벽들 상의 탄성 래치(70, 72, 74, 76, 78)에 의해 각각 결합되는 중간 슬롯(84, 86, 88,

90, 92)들이 있다.

특히 도1, 도4 및 도5에 의하면, 단자들이 절연 프레임(94, 96, 98, 100, 101, 102)들 내에 둘러싸인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들은 각각 프레임 래치(103, 104, 106, 108, 110, 112)들을 가진다. 이러한 프레임 래치들은 각각 절연 하

우징(도1)의 개구(114, 116, 118, 120, 122)들과 결합한다.

도5, 도7 및 도8에 의하면, 절연 프레임(94)이 단자(18)에 부가하여 신호 단자(124, 126, 128, 130)들을 또한 보유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단자들의 각각은 상향 연장한 후 수평 연장한다. 이 단자들의 각각은 그 수평 단자 단부에 스플릿 핀 결

합부(132, 134, 136, 138, 140)들을 각각 가진다. 종래와 같이, 리셉터클은 한 쌍의 코드 키이 홀더(142, 144)와 가압 핀

(146, 148, 150)을 또한 가진다.

도11에 의하면, 절연 프레임이 수직 이등분된 것으로 도시된다. 이 이등분된 프레임은 중앙에 리세스가 형성되고 복수의

접촉부 수용 구조(151a 내지 151h)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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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에 의하면, 리셉터클은 헤더(152)와 결합된다. 헤더는 한 쌍의 단부 벽(154, 156)과 중간 벽을 가진다. 중간 벽에는

전도성 핀(160)이 리셉터클의 제1 면과 결합하여 단자의 스플릿 핀 결합부에 수용되도록 연장하는 개구가 있다.

제2 실시예가 도13 내지 도20에 도시된다. 특히 도13에 의하면, 리셉터클의 전방 면은 통상 210으로 하부 면은 211로 도

시된다. 이 전방 면 상에는 플러그와의 접속을 위한 종래의 핀 수용 개구(212)가 있다. 리셉터클은 종래와 같이 가압 부착

페그(214)와 위치 결정 페그(216, 218)들을 또한 구비한다. 스페이서(220, 222)와 극성 정렬 키이(224, 226)들이 또한 구

비된다.

특히 도14 및 도15에 의하면, 상부 면(228), 후방 면(230) 및 측면(232, 234)이 보다 상세하게 도시된다. 이러한 도면으로

부터 차폐부를 상부 면, 하부 면 및 후방 면에 수용하기 위한 측면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슬롯(236, 237)들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차폐부들 사이에 긴 접촉부 수용 슬롯(238, 239)들이 있다. 차폐부 수용 슬롯을 따라 수직 이격된 간격으로 다

수 쌍의 홈(240, 242)이 또한 있다.

특히 도16 내지 도20에 의하면, 신호 접촉부(244, 246, 248, 250, 252)들은 리셉터클의 각각의 접촉부 수용 슬롯들을 통

과한다. 이 접촉부들은 일단부에서 인쇄 회로 기판(254)에 접속된다(도16에서 인쇄 회로 기판의 결합부가 접촉부에 의해

결합될 수도 있는 기판 상의 다양한 위치를 도시하도록 여러 가지의 다양한 후향 위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더라도 차폐부

의 개별 세트들 사이의 접촉부들이 모두 동일한 전체 길이로 후향 연장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다른 단부에서 접촉부는

핀을 핀 수용 개구에 결합시키도록 V형 구조(256)를 가진다. 특히 도17a, 도17b 및 도19에 의하면, 차폐부는 리셉터클의

하부 면을 통과하여 인쇄 회로 기판에 접지되는 접지 핀(258, 260, 262)들을 가진다. 차폐부는 리셉터클의 하부 슬롯을 통

해 하향 연장한 후 후향 연장하여 덮개형 헤더(265; 도17b)에 접지되는 하부 탄성 접지부(264)를 또한 가진다. 유사하게

는, 차폐부는 리셉터클의 상부 면의 슬롯 중의 하나를 통과하여 (도시되지 않은) 헤더에 접지되는 상부 탄성 접지 구조

(266)를 가진다. 이 탄성 접지 돌출부와 결합하기에 적절한 헤더는, 예컨대 1996년 10월 10일에 공개되고 본 출원의 양수

인에게 양도된 국제특허출원공개 제 WO96/31922호에 또한 도시된다.

제3 실시예가 도20 내지 도29에 도시된다. 리셉터클의 전방 면은 도면부호 410으로 통상 도시되고 하부 면은 도면부호

411로 도시된다. 이러한 면 상에 플러그와의 접속을 위한 종래의 핀 수용 개구(412)가 있다. 리셉터클은 종래와 같이 가압

부착 페그(414) 및 위치 결정 페그(416, 418)를 또한 구비한다.

상부 면(428), 후방 면(430) 및 측면(432, 434)이 보다 상세히 도시된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 출원에서와 같이, 차폐부를

상부 면, 하부 면 및 후방 면에 수용하기 위한 측면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슬롯들이 있다. 차폐부 사이에 긴 접촉부 수용 슬

롯들이 있다. 또한, 차폐부 수용 슬롯을 따라 수직 이격된 간격으로 다수 쌍의 홈들이 있다.

특히 도25 내지 도27에 의하면, 차폐부는 리셉터클의 하부 면을 통과하여 인쇄 회로 기판(PCB)에 접지되는 접지 핀(458)

을 가진다. 차폐부는 하부 슬롯을 통해 하향 연장한 후 후향 연장하여 덮개형 헤더에 접지되는 하부 탄성 접지부(458)를 또

한 가진다. 차폐부는 주요부(463)로부터 수직하게 연장하는 후방부(461)를 가진다. 이러한 후방부(461)는 다른 하부 탄성

접지부(465)를 가진다. 유사하게는, 차폐부는 리셉터클의 상부 면의 슬롯 중의 하나를 통과하여 (도시되지 않은) 헤더에

접지되는 상부 탄성 접지 구조(466)를 가진다. 이러한 탄성 접지 돌출부와 결합하기에 적절한 헤더는 (예컨대) 1996년 10

월 10일에 공개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국제출원특허공개 제 WO96/31922호에 또한 도시된다.

특히 도29 및 도30에 의하면, 접촉부(467)와 같은 접촉부들이 절연 부재(469)에 의해 보유되는 프레임이 도시된다. 접촉

부들은 절연 부재(469)와 일체이고, 일 단부에 단자(471)를 가지고 다른 단부에 핀 수용 개구에 핀을 결합시키기 위한 V형

구조(456)를 가진다. 절연 부재(469)는 접촉부와 외부 차폐부 사이에서 접지 접속부로 기능하는 장착 리세스(473)를 또한

구비한다.

도30 내지 도35에 의하면, 제4 양호한 실시예의 리셉터클(410)이 도시된다. 이러한 리셉터클은 하우징(814)의 전방의 제

1 면(812)과 하부측 상에 제2 면(816)을 가진다. 단자(818)와 같은 복수의 신호 전달 단자들은 제1 면(812)으로부터 제2

면(818)으로 연장한다. 제1 면(812)은 열(820a, 820b, 820c, 820d, 820e) 내에 복수의 개구들을 가진다. 이러한 개구에

서, 후술하는 헤더로부터의 핀들은 신호 단자들과 결합한다. 리셉터클은 측부 종방향 측면(824, 826)과 상부 종방향 측면

(828)을 또한 구비한다. 또한, 리셉터클은 단부(830)를 구비하고, 각진 외부 차폐부(832)는 단부(830)와 상부 종방향 측면

(828) 상에 중첩된다. 종방향 측면(824)은 금속 벽(834)으로 구성된다. 특히 도37에 의하면, 복수의 차폐 내벽(838, 840,

842, 844, 846, 848)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한 차폐 내벽의 각각에 인접하여 종방향 공간(850a, 850b, 850c,

850d, 850e)이 있다. 각 전도성 차폐부는 상부 접촉 래치(852a, 852b, 852c, 852d, 852e, 852f)를 가진다. 유사하게는,

이 전도성 차폐부들은 하부 래치(854a, 854b, 854c, 854d, 854e, 854f; 도36)를 또한 가진다. 외부 차폐부(832)에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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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래치(852a 내지 852f)를 수용하도록 상부 슬롯(858a 내지 858f)이 또한 있다. 외부 차폐부(832)를 각진 위치로 굴곡하

기 용이하도록 에지 슬롯(858a 내지 858c)이 또한 있다. 차폐부는 하부 탄성 접촉 래치들을 수용하도록 하부 슬롯(860a

내지 860f)을 또한 구비한다.

도35에 의하면, 전도성 차폐부 사이에 개재되는 절연 프레임(894, 896, 898, 900, 902, 904)들이 있다. 이 프레임들은 전

술된 실시예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촉부를 보유하도록 기능한다. 예컨대, 절연 프레임(894)은 단자(818)들에 부가하여 신

호 단자(924, 926, 928, 930)들을 보유한다. 이러한 단자들의 각각은 상향 연장한 후 수평 연장한다. 이 단자들의 각각은

그 수평 단부에 스플릿 핀 결합부(932, 934, 936, 938, 940)들을 각각 가진다. 리셉터클은 직각 연장부(942, 944)를 가지

는 하부 전도성 평판(941)을 또한 구비한다. 하부 평판(941)은 하우징으로부터 연장하는 각각의 리세스(946, 947)를 통해

헤더 핀들을 접속 결합시키는 수평 연장부(946, 947)를 가진다. 하우징은 종방향 분할부(949a 내지 949e)를 또한 구비하

고, 이 분할부들 사이에 개재되는 접촉부(950a 내지 950e)가 있다.

도36 내지 도38에 의하면, 리셉터클(810)과 결합하도록 구성된 헤더(952)가 도시된다. 이러한 헤더는 단부 벽(954, 956)

들과 중간 벽(958)을 구비한다. 헤더는 신호 핀(960a 내지 960e)의 열을 또한 구비한다. 또한, 보다 짧은 접지 핀(962)의

열이 있다. 핀(960a 내지 960e)에 대향되게 단자(972a 내지 972e)가 있고, 핀(962)에 대향하여 단자(974)가 있다. 또한,

벽(954)에는 접지 접촉부(976, 978)가 있다.

도39 내지 도41에 의하면, 도30에 도시되는 리셉터클용의 양호한 절연 프레임은 절연 부재(969)에 의해 보유되는 접촉부

(967)들을 구비한다. 접촉부들은 절연 부재(969)와 일체이고, 일단부에 단자를 가지고 다른 단부에 핀 수용 개구에 핀을

결합시키기 위한 V형 구조(1056)를 가진다. 절연 부재(969)는 접촉부들과 내부 쉘 사이에서 접지 접속부로서 기능하는 장

착 리세스(975, 977)를 또한 구비한다.

마더 보드 및 도터 보드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신호 전달 도체 사이의 효과적인 차폐 및 접지를 위해 제공되는 간단하고 저

렴한 리셉터클이 기술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이 다양한 형태의 양호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본 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유사한 실시예들이 이용되거나 전술한 실시예에 대한 변경 및 추가가 수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임의의 일 실시예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후속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폭과

범위가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기술 구성에 따르면, 마더 보드 및 도터 보드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신호 전달 도체 사이의 효과적인 차폐 및 접

지를 위해 제공되는 간단하고 저렴한 리셉터클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면과 제2 면과 상기 제1 면에서 제2 면까지 각각 연장되는 복수의 전기 단자를 갖는 하우징과, 상기 제1 면과 제2 면

사이에 개재된 복수의 종방향 측부와, 적어도 몇개의 상기 종방향 측부 위에 중첩된 전도성 차폐부를 포함하는 전기 커넥

터용 리셉터클이며, 상기 전도성 차폐부는 상기 하우징 내로 연장되고 상기 복수의 전기 단자 중 하나 이상에 근접하는 래

치를 포함하는 전기 커넥터용 리셉터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몇개의 상기 복수의 전기 단자 사이에 개재되는 내부 차폐부를 더 포함하는 리셉터클.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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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기 단자는 복수의 절연 프레임 내에 보유되는 리셉터클.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기 단자는 인접하는 내부 차폐부 사이에 개재되도록 평평하게 되어 있는 리셉터클.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는 상기 각각의 절연 프레임을 상기 하우징에 고정시키도록 제공되는 리셉터클.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차폐부는 복수의 평행한 종방향 벽을 포함하여 상기 종방향 벽 사이에 복수의 종방향 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복수의 전기 단자 중 하나는 상기 각각의 종방향 공간 내에 위치되는 리셉터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는 복수의 대응 슬롯을 통해 이산된 위치에서 상기 전도성 차폐부를 굽힘으로써 형성되는 리셉

터클.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적어도 몇개의 상기 복수의 종방향 벽은 헤더에 접지시키기 위한 접지 구조를 갖는 리셉터클.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 구조는 탄성적인 리셉터클.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접지부가 제공되는 리셉터클.

청구항 11.

제1 면과 제2 면과 상기 제1 면에서 상기 제2 면까지 각각 연장되는 복수의 전기 단자를 갖는 하우징과, 상기 제1 면과 제

2 면 사이에 개재된 복수의 종방향 측부와, 적어도 몇개의 상기 종방향 측부 위에 중첩된 전도성 차폐부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 내로 연장되고 상기 복수의 전기 단자 중 하나 이상에 근접하는 래치를 포함하는 리셉터클과,

제1 면과 제2 면을 갖는 중간 벽과 대향 내부면을 갖는 대체로 평행한 단부 벽을 포함하는 전달 하우징을 갖는 헤더이며,

중간 벽의 제1 면은 상기 리셉터클 하우징의 제2 면에 인접하고 중간 벽의 제1 면과 제2 면 사이에는 복수의 통로가 연장

되고 복수의 전달 신호 핀이 적어도 몇개의 상기 통로를 통과하고 헤더의 전달 하우징에는 별개의 접지부가 부착되는 헤더

를, 조합하여 포함하는 전기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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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리셉터클 하우징의 저부 상에 접지 접점을 더 포함하는 전기 커넥터.

청구항 13.

제1 면, 제2 면,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단부, 상기 제1 면과 상기 단부 사이에 각각 개재된 종방향 상측부 및 종방향 양측

부를 포함하는 하우징과,

상기 제1 면으로부터 상기 제2 면까지 각각 연장하는 복수의 전기 단자와,

적어도 몇개의 상기 복수의 전기 단자 사이에 개재된 내부 전도성 차폐부와,

상기 종방향 상측부 위에 중첩된 제1 부분과 상기 단부 위에 중첩된 제2 부분을 포함하는 외부 전도성 차폐부를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상기 제1 부분 및 상기 제2 부분은 상기 하우징 내로 연장되고 하나 이상의 상기 복수의 전기 단자에 근접한

래치를 포함하는 전기 커넥터용 리셉터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부분 및 상기 제2 부분 모두 복수의 래치를 포함하는 리셉터클.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차폐부는 상기 종방향 양 측부 내의 슬롯 내에 배치된 복수의 래치를 더 포함하는 리셉터클.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차폐부는 상기 외부 전도성 차폐부를 용이하게 굽히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 부분 사이에 개

재된 에지 슬롯을 더 포함하는 리셉터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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