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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C형 스프링을 형성하며 인쇄 회로 기판에 전기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2중 빔 스프링(308, 31
0)을 포함하는 신규의 도전성 접점에 관한 것이다. C형 스프링의 개방된 단부는 양호하게는 지지를 위한 
하우징의 플라스틱 리브 위로 결합된다. 인쇄 회로 기판 상의 표면 장착 접점(504)은 인쇄 회로 기판 내
의 사각 슬롯 내로 결합되는 날개부를 형성한다. 전기 접속시키기 위해, 기판은 C형 스프링 위로 위치된
다. C형 스프링 및 플라스틱 지지부는 인쇄 회로 기판의 사각 슬롯을 통해 돌출된다. 도전성 접점은 양호
하게는 일체형 금속으로 성형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도전성 접점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갖는 수화기 및 기부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종래의 무선 통신 시스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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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제2a도는 제1도의 기부 스테이션의 내부 부분의 사시도.

제2b도는 제2a도의 기부 스테이션의 부분에 부착된 종래의 도전성 접점의 사시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도전성 접점의 사시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기부 스테이션 하우징 내에 위치된 제3도의 도전성 접점의 사시도.

제5도는 제4도의 기부 스테이션 하우징 내에 위치된 도전성 접점에 연결된 인쇄 회로 기판의 사시도.

제6도는 제5도의 선 A-A를 따른 기부 스테이션 하우징과 도전성 접점과 인쇄 회로 기판의 단면도.

제7도는 인쇄 회로 기판에 위치된 표면 장착 접점의 다른 실시예의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수화기 세트                           103 : 기부 스테이션

300 : 충전 접점                               302 : 기부 접점부

304 : 충전 포스트부(스프링 요소)     306 : 스프링부

308, 310 : 빔 스프링부                    402 : 하우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도전성 접점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전자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도전성 접점에 관한 
것이다.

전자 장치에서는 통상 두 요소 사이를 전기 접속시키기 위한 도전성 접점이 필요하다. 도전성 접점은 한 
장치 내의 부품과 다른 장치 외부의 접점 패드 사이를 전기 접속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양 방향 
라디오(two way radio), 휴대용 전화기(cellular telephone), 무선 전화기(cordless telephone) 또는 임
의의 무선 통신 장치(wireless communication device)와 같은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갖는 무선 전자 장
치에서, 무선 전자 장치의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충전 장치에는 통상 
충전 접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선 전화기는 통상 기부 스테이션 및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갖는 관련 수화기 세트(hand 
set)를 포함한다. 기부 스테이션은 변압기와, RJ11 전화 잭(phone jack)과, 안테나와, 걸이 기구(hang-up 
mechanism)와, 배터리 충전 접점을 포함한다. 변압기는 벽의 출구에서 제공되는 110V 교류 전원을 12V직
류로 변환시킨다. 기부 스테이션의 배터리 충전 접점은 수화기 세트상의 대응 접점과 접속되어 수화기 세
트 배터리가 충전될 수 있도록 한다.

기부 스테이션의 안테나 접점과 같은 다른 접점뿐만 아니라 충전 접점을 위해 스프링 접점 구조가 통상 
사용된다. 종래의 스프링 접점은 기부 스테이션 내의 인쇄 회로 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에 수
직한 스프링 부하를 전달하여, 기부 스테이션의 최종 조립체에 스프링 부하를 주게 된다. 이러한 스프링 
부하 때문에 하우징을 고정하기 위한 나사와 같은 추가의 비용을 요하는 부품이 필요하다. 또한 종래의 
스프링 접점은 선적 또는 취급 중 손상될 수도 있다. 또한, 종래의 접점은 서로 리벳팅되는 다수의 부품
을 포함하여 리벳 강도, 견고성 및 내구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우징의 스프링 부하를 최소화하는 내구성 있는 도전성 접점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신규의 도전성 접점은 인쇄 회로 기판 회로에 접점을 전기 접속시키는 데 사용되며 C형 스프링을 형성하
는 두 개의 빔 스프링 부분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부분을 포함한다. C형의 개방된 단부는 지지를 위해 플
라스틱 리브에 결합된다. 이러한 C형 스프링은 인쇄 회로 기판에 결합되도록 기판 관통 방식(thru-board 
approach)을 사용한다. 인쇄 회로 기판 상의 표면 장착 접점(surface mount contact)은 인쇄 회로 기판 
내의 사각 슬롯 내로 결합되는 날개부(wing)를 형성한다. 전기 접속시키기 위해, 기판은 플라스틱에 지지
되는 C형 스프링 위에 위치된다. C형 스프링 및 플라스틱 지지부는 인쇄 회로 기판의 사각 슬롯을 통해 
돌출된다. 

제1도에서, 수화기 세트(101) 및 기부 스테이션(103)을 포함하는 무선 전화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수
화기 세트(101)는 본체부(105) 및 덮개 요소(107)의 두 개의 외부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도에서는, 수화
기 세트의 사용자가 수화부(109, earpiece)를 통해 수화하고 마이크(111, microphone)를 통해 송화할 수 
있도록 덮개 요소(107)가 개방 위치에 있는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키패드(113)는 종래의 키로 구성되며 
채널 선택 및 볼륨 조절 버튼과 같은 추가의 기능 버튼을 가질 수도 있다. 기부 스테이션 안테나(116)와 
수화기 세트 안테나(115) 사이에는 무선통신(RF communication)이 된다.

제1도의 수화기 세트(101)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수화기 세트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력을 제공하도록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도시되지 않음)가 본체부(105)의 배면에 내장된다. 배
터리 충전 접점(119)은 수화기 세트(101)의 본체부(105)의 측면(123)의 삼각형 요홈(121) 내에 배치된다. 
유사한 배터리 충전 접점(120)이 상기 배터리 충전 접점 및 측면(123)의 요홈에 대체로 평행한 대향 위치
에 측면(125)의 유사한 삼각형 요홈(123) 내에 배치된다. 각 배터리 충전 접점(119, 120)은 수화기 세트
(101) 내의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에 전기 접속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배터리 충전 접점은 니켈 도금 
베릴륨 동(nickel plated beryllium copper)으로 제조된다.

수화기 세트(101)가 기부 스테이션(103)의 외부 면(126)의 만입부(124)에 놓일 때, 배터리 충전 포스트
(127, 129)는 수화기 세트의 삼각 요홈(121, 122) 내에 각각 배치됨으로써, 수화기 세트의 배터리 충전 
접점(119,  120)에 전기 접속된다. 수화기 세트가 기부 스테이션(103)에 위치될 때 배터리 충전 포스트
(127, 129)는 스프링 부하가 걸려 서로로부터 이격되게 후퇴되며, 수화기 세트(101)가 기부 스테이션으로
부터 제거될 때 배터리 충전 포스트는 돌출된다. 양호하게는, 배터리 충전 포스트는 포스트의 팁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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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mm 이격되며, 수화기 세트의 배터리 충전 접점의 면 사이의 폭은 55.1mm 이격된다. 따라서, 수화기 
세트가 기브스테이션에 놓일 때, 배터리 충전 포스트는 서로로부터 1.9mm 이격되게 배치된다. 이러한 배
치에 의해 배터리 충전 포스트 당 약 100g의 축방향 스프링력이 발생된다. 

제2a도에서, 기부 스테이션(103)의 내부 부분이 도시되어 있다. 배터리 충전 포스트를 위치시키는 도전성 
접점의 상세 사시도가 제2b도에서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종래의 기구는 각각 도전성 접점(203, 205)을 
통해 인쇄 회로 기판(201)로부터 배터리 충전 포스트(127, 129)로 전기 접속된다. 각 도전성 접점(203, 
205)은 0.3mm 두께의 스테인리스강 시트로 스탬핑 성형된다. 스탬핑 성형 프로세스에 의해 가요성부(207, 
pliable portion)와, 두 개의 탭(211, 제2탭은 도시되지 않음)과, 두 개의 가시부(213, 215, barb)와, 스
프링부(217)가 성형된다. 각 도전성 접점(203,  205)은 기부 스테이션의 하우징 내로 성형된 슬롯(219, 
221) 내로 각각 삽입된다. 도전성 접점(203, 205)은 가시부(213, 215)를 사용하여 슬롯 내에 고정된다. 
도전성 접점이 적절히 위치될 때 두 개의 탭(211)은 슬롯의 상부와 인터페이스된다. 각 도전성 접점의 가
요성부(207)는 인쇄 회로 기판(201) 상의 도전성 스테이플(225)을 접하는 직선 엣지(223)를 포함한다. 도
전성 스테이플(225, 227)은 종래의 웨이브라인 납땜 프로세스(waveline soldering process)에 의해 인쇄 
회로 기판(201)에 납땜된다. 도전성 접점은 리벳(229)을 사용하여 배터리 충전 포스트(129)에 연결되는 
스프링부(217)를 또한 포함한다. 

일단 도전성 접점(203, 205)이 기부 스테이션 하우징(200)의 슬롯(219, 221)내에 각각 고정되면, 배터리 
충전 포스트(127, 129)는 스프링부(217)에 의해 서로로부터 이격되게 후퇴될 수 있다. 배터리 충전 포스
트(127, 129)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축을 따라 서로로부터 대체로 대향한 만입부(124) 내에 배치된다. 따
라서, 수화기 세트(101)의 충전 접점과 효과적으로 전기 접속된다. 

도전성 접점(203, 205)이 도전성 스테이플(225, 227)을 접할 때 성형된 전기접점의 가요성부(207)가 변형
됨으로써 신뢰성 있게 전기 접속되도록 인쇄 회로 기판(201)가 제2 기부 스테이션 하우징부(도시되지 않
음)로부터  압력을  받으며  하우징(200)에  고정된다.  인쇄  회로  기판(201)에  납땜된  전기  제한 저항
(current limiting resistor, 도시되지 않음)은 도전성 접점(203, 205)을 통해 배터리 충전 포스트(129, 
127)에 각각 연결된 도전성 스테이플(225, 227)에 대한 일정한 전류공급원인 12V직류 개방회로를 제공하
는 통상의 배터리 충전 회로를 구성한다. 

제3도에서, 본 발명에 따른 충전 접점(300)이 도시되어 있다. 충전 접점(300)은 기부 접점부(302) 및 스
프링부(306)에 의해 일반적으로 연결되는 충전 포스트부(304)를 포함한다. 기부 접점부(302)는 정점(31
1)을 갖는 C형 형상부를 형성하도록 양호하게는 서로 경면 대칭인 두 개의 빔 스프링부(308, 310)를 포함
한다. 빔 스프링(310)은 기부의 하우징 또는 다른 부분에 접점을 연결하도록 된 말단부(312)를 갖는다. 
빔 스프링(308)은 기부 부분(315)에 연결된 말단부(314)를 또한 포함한다.

스프링 접점의 탄두부(bullet nose portion)의 스프링 행정을 제한하기 위해, 두 개의 탭(316)이 기부 부
분(315)의 측면으로부터 돌출된다. 이들 탭은 하우징내의 리브에 의해 유지되어 도전성 접점의 스프링부
(306)에 대한 지점(fulcrum)을 한정한다. 지점에 의해 스프링이 외팔보 스프링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된
다. 탭(316)은 하우징 내의 개구 또는 슬릿(score) 내로 결합되거나, 또는 단지 마찰에 의해 하우징에 접
점(300)을 고정시킬 수 있다. 스프링(306)의 말단부(317)는 충전 포스트의 플랜지(322)를 수납하도록 된 
개구(320)를 갖는 수납 면(318)에 연결된다. 도전성 접점은 양호하게는 하나의 시트의 금속 또는 다른 도
전성 재질로 형성된다. 

제4도에서, 제3도의 도전성 접점(300)의 일 적용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전성 접점(300)은 일반적으로 하
우징(402)에 부착된다. 특히, 도전성 접점(300)은 지지부재(404) 위로 결합된다. 지지 부재(404)는 양호
하게는 기부 접점부(302)의 정점(311)을 수납하기 위한 요홈(406)을 포함한다. 제6도에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배터리 충전 포스트(324)는 기부 하우징의 개구(410)를 통해 연장된다. 

제5도에서, 인쇄 회로 기판에 결합되도록 기판 관통 방법(thru-board approach)을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
(502)에 도전성 접점(300)의 신규 연결 방식이 도시되어 있다. 인쇄 회로 기판(502)는 일반적으로 절연체 
상에 또는 절연체 내에 인쇄된 도전성 회선을 갖는 절연성 재질이며, 인쇄 회로 기판(502)의 개구(506)를 
통해 연장되는 표면 장착 접점(504)을 포함한다. 표면 장착 접점은 인쇄회로 기판의 사각 슬롯 내로 결합
되는 날개부를 형성한다. 전기 접속시키기 위해, 인쇄 회로 기판은 기부 접점부 위에 위치된다. 기부 접
점부 및 지지 부재(404)는 인쇄 회로 기판의 개구(506)를 통해 돌출된다. 인쇄 회로 기판(502)는 정렬 포
스트(410)를 수납하기 위한 개구(508)과 같은 다른 개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제6도에서, 기부 상에 위치된 도전성 접점에 부착된 인쇄 회로 기판(502)의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특
히, 도전성 접점(300)은 지지 부재(404) 위로 연장된다. 빔 스프링(310)의 말단부(312) 및 말단부(314)는 
접점(300)을 지지 부재(404)에 부착시킨다. 탭(316)은 지지 부재(404)에 부착부를 제공한다. 충전 포스트
(324)는 기부의 개구(410)를 통해 연장되어 도시되어 있다. 스프링 부재(306)에 의해 충전 포스트가 개구
(410) 내로 측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제6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빔 스프링(308, 310)에 의해 각각 가해진 힘 벡터(V1, Vr)에서 본 발명의 하
나의 신규 특징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접점 구조는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해 횡항향으로 접점의 스
프링 부하를 전달한다. 접점요소(504)가 인쇄 회로 기판의 하부 면에 도시되어 있으나, 접점은 인쇄 회로 
기판의 상부 면에 위치될 수도 있으며 또는 인쇄 회로 기판을 통해 완전히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충전 
포스트부가 도시되어 있으나, 충전 포스트부의 말단부는 충전장치 내의 접점 패드에 연결되어 외부 충전 
접점에 연결될 수 있다.

제7도에서, 표면 장착 접점의 다른 실시예(702)가 도시되어 있다. 표면 장착 접점은 기부 접점부(302)와
의 양호한 접촉을 보장하기 위해 치(704)를 갖는다. 표면 장착 접점은 양호하게는 개구 내의 접점을 정렬
하기 위해 정렬 탭(706)을 포함한다. 

요약하면, 본 발명의 기판 관통 구조는 인쇄 회로 기판의 면에 평행한 부하를 가함으로써 스프링 접점과 
관련된 공통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또한, 단일 금속 시트로 형성된 충전 포스트는 양호한 기계적인 지지
부를 갖는 전기 접점을 제공한다. 일체형 접점은 성형된 팁 및 절첩 탭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저렴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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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성 있으며 강한 접점을 제공한다. 통상 이러한 부품은 보다 값비싸며 내구성 문제를 갖는 두 개의 
부품이 서로 리벳팅되어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도전성 접점은 하우징 내에 플라스틱에 의해 완전히 
지지되어 취급 중 손상이 최소화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가 상술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에 숙련된 자들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내에서 
변경 및 변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접점의 2중 빔부분이 하나의 빔 스프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
한, 배터리 충전 포스트는 충전 장치 내에 위치되고 외부 충전 포스트 또는 패드에 연결된 종래의 충전 
접점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첨부된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접 단부 및 말단부를 갖는 빔 스프링을 포함하는 제1 접점부(302)와, 상기 빔 스프링의 말단부에 지점
(314)을 갖는 스프링 요소(304)와, 상기 스프링 요소의 말단부(318)에 위치된 접점(32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접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접점은 단일 시트의 도전성 재질로 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접
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접점부는 제1 빔 스프링(308) 및 제2 빔 스프링(31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도전성 접점.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빔 스프링 및 상기 제2 빔 스프링은 대체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접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 요소는 외팔보 스프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접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점은 적어도 하나의 탭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접점.

청구항 7 

인접 단부 및 말단부를 갖는 제1 빔 스프링(310)과 인접 단부 및 말단부를 갖는 제2 빔 스프링(308)을 포
함하며 상기 제1빔 스프링의 인접 단부는 정점(311)을 형성하도록 상기 제2 빔 스프링의 상기 인접 단부
에 연결되는 제1 접점부(302)와, 상기 제2 빔 스프링의 상기 말단부에 형성된 지점(315)과, 말단부 및 상
기 지점에 연결된 인접 단부를 갖는 외팔보 스프링 요소(304)와, 상기 외팔보 스프링 요소의 말단부에 위
치된 이동 가능한 접점(32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도전성 접점.

청구항 8 

충전 장치로부터 휴대용 장치로 배터리 충전 전력을 연결하도록 된 배터리 충전 접점에 있어서, 제1 빔 
스프링(310) 및 정점(311)에 연결된 제2 빔 스프링(308)을 포함하며 상기 충전 장치의 인쇄 회로 기판의 
개구에 삽입되도록 된 제1 접점부(302)와, 상기 제2 빔 스프링의 말단부에 지점을 갖는 외팔보 스프링
(304)과, 상기 스프링요소의 말단부에 위치되며 상기 충전 장치의 하우징의 개구에 대해 이동되도록 된 
충전 접점(32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접점.

청구항 9 

개구(506) 및 상기 개구 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위치되는 도전성 요소(504)를 갖는 절연재(502)와, 제1 
빔 스프링(310) 및 정점에서 연결된 제2 빔 스프링(308)을 포함하는 제1 접점부(302)와, 상기 제1 빔 스
프링 및 상기 제2 빔 스프링 사이에서 상기 정점으로 연장되는 지지 부재(404)와, 상기 제2 빔 스프링의 
말단부에 연결된 제2 접점(304)을 포함하며, 상기 정점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개구를 통해 연장되며, 상
기 제1 빔 스프링 및 제2 빔 스프링은 상기 도전성 요소에 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접점.

청구항 10 

개구 및 상기 개구 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위치된 도전성 요소(504)를 갖는 인쇄 회로 기판(502)과, 제1 
빔 스프링(310) 및 정점에서 연결된 제2 빔 스프링(308)을 포함하는 제1 접점부(302)와, 상기 제1 빔 스
프링 및 상기 제2 빔 스프링 사이에서 상기 정점으로 연장되는 하우징의 부분(404)과, 상기 제2 빔 스프
링의 말단부에 연결되고 상기 하우징의 개구를 통해 연장된 배터리 충전 접점(324)을 포함하며, 상기 정
점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개구를 통해 연장되며, 상기 제1 빔 스프링 및 제2 빔 스프링은 상기 도전성 요
소에 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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