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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및 방법

요약

다수의 제1터미널과 다수의 제2터미널을 상호 접속하기 위한 상호접속장치로, 도체 하우징과 도체 하우징
으로부터 절연된 다수 선형 정렬된 접점을 포함한다.

이 구성은 외부로부터의 전기자기적 장애로부터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을 차폐하도록 제공한다. 더욱이 
다수의  도체  리브들은  인접접점사이에  혼선영향으로  부터  접점을  차폐하기  위하여  인접접점간에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상호 접속장치에서 각 접점의 임피던스는 안정한 대역을 제공하도록 제어되고 대
응하는 장치의 입력 임피던스를 맞추거나 보정하도록 프로그램 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두 평행 판 사이의 도체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절단 사시도.

제2도는 집적회로와 인쇄회로기판을 결합하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보여 주기 위한 부분절단 사시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따르는하우징을 보여 주기 위한 사시도.

제4도는 인쇄회로기판을 결합하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 절단 사시도.

제5도는 인쇄회로기판을 결합하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 절단 사시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하우징을 보여주기 위한 사시도.

제7도는 상부 면에 위치한 와이어 메쉬를 갖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하우징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
도.

제8(a)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S모양 접점의 사시도.

제8(b)도는 제거된 부분을 갖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S모양 접점의 사시도.

제8(c)도는 제거된 다수 부분을 갖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S모양 접점의 사시도.

제9(a)도는 제거된 부분을 갖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사용된 슬리이브의 사시도.

제9(b)도는 제거된 다수 부분을 갖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사용된 슬리이브의 사시도.

제10도는 변화되는 임피던스 특성을 갖는 다수의 S 모양 접점은 하우징에 대응하는 슬롯 속에 미리 선택
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하우징을 보여주기 위한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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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제1판                                    14 : 제2판

16 : 중심판                                   18 : 절연체

36,61,170,202 : 하우징                40,50,74,142,144,184 : 접점

44,108,178,180,182,340 : 리브    46,302,344 : 슬리이브

80,82,104,106,338,346 : 슬롯      A : 중심판 면적

D : 중심판과 제1판간의 거리            f : 주파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장치는 인쇄회로기판사이 또는 2개의 인쇄회로기판간에 전기 도체에 의해 다수의 대응하는 터미널을 
상호 접속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장치는 작동상태를 보증하기 위해 제조공정 중에 인쇄회로기
판을 포함하는 테스터와 집적회로를 인터페싱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장치들
간의 상호접속하기 위한 임피던스제어 및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관련되어 있다.

두 도체간을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호접속의 특
수영역은 집적회로기술의 도래에 따라 최근 확장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집적회로테스트를 만드는 제조공정
에 있어서 각 집적회로는 작동상태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집적회로장치의 각 리드는 
테스트장치에 상호 접속해야되며 그로 인한 테스터장치는 대응하는 집적회로장치의 기능과 검사를 결정한
다.

그런 테스트를 하는 동안 집적회로장치는 통상적으로 상호접속장치속에 위치한다(테스트 소켓과 같은)상
호접속장치는 인쇄회로기판의 대응하는 단자로 집적회로의 각 리드에 상호 접속한다. 이것은 상호접속장
치내에 다수의 접촉으로 이루어진다.

테스트장치는 인쇄회로기판에 전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결과 신호들은 테스터장치에 의해 제어 및 관찰하
도록 집적회로의 각 리드에 제공된다. 더욱이 전기 접점을 상호 접속하는 특수영역이 두 인쇄회로기판의 
상호접속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상호접속으로는 메모리카드와 같은 삽입 가능한 보드 또는 고도
의 소형화 및 집적화된 멀티 칩 보드를 이용한 응용들을 포함한다.

반도체 칩을 집적회로장치에 패키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이들은 크게 핀 그리드어레
이(PGA : Pin Grid Array)시스템과 리드형(leaded)반도체장치로 분류된다. 리드형 반도체장치는 플라스틱 
리드형  칩  캐리어(PLCC  :  Plastic  Leaded  Chip  Carrier),  듀얼인라인  패키지(DIP  :  Dual  In-line 
Package) 및 쿼트플렛 펙(QFP : Quad Flat Pack)을 포함한다.

각 패키지 타입들은 인쇄회로기판과 상호 접속될 특별한 접점어레이를 필요로 한다.

PGA 장치와 같은 집적회로를 인쇄회로기판에 접속하기 위한 다른 많은 방법들이 알려져 있다. 이들 시스
템의 제한사항들은 인쇄회로기판에 위치한 스루홀에 접점을 장착하는 통상적인 요구사항과 접점길이 인 
것으로 믿어진다. 접점과 스루홀 장착은 반도체장치의 장착속도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오스에 대한 신호반
사를 야기하는 불연속과 임피던스를 유도한다.

더욱이 이러한 구조는 높은 리드인덕턴스와 이에 따른 파워디커플링 문제를 야기하며 가깝게 인접한 신호
선과 누화현상을 야기한다.

존슨은 최근 미합중국 특허 제5,069,620호(1991. 12. 3) 및 제5,207,584호(1993. 5. 4)에서 기계적/전기
적 시스템에 고려되는 전기적 상호접속 시스템을 개시하였다. 이들공보에 개시된 사항들은 본 출원에 참
고로 포함한다.

존슨특허에 개시된 사항들은 일 이상의 하우징 슬롯 내에 수용되는 전체적으로 평탄한 접점을 이루어진 
상호접속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각 접점은 전체적으로 S형상의 구조를 가지며 강성 제1요소
와 탄성 제2요소 중 하나에 의해 두 위치(S의 후크 부분)에서 지지된다. 개시된 바와 같이 존슨의 전기적 
상호접속에 의해 와이핑 액션이 일어나 접점과 집적회로의 리드간에 그라고 접점과 인쇄회로기판의 단자
간에 양호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이 개시된 존슨의 전기적 접점은 높은 작동속도와 양 
접속이 매우 짧게 제공하여 얻어진다. 그러한 접점은 접점의 소형화된 임피던스에 의해 낮은 인덕턴스와 
낮은 저항을 갖는다.

최근에 반도체 패키지의 하나로부터 확장된 다수의 리드들은 대체로 증가된다. 집적회로 기술은 한 개의 
집적회로에 몇몇 다양한 회로의 집적으로 이루어진다. 흔히 수백 내지 수천 개의 게이트는 한 개의 칩 속
에 혼합되어진다. 따라서 이런 집적은 많은 입/출력 리드들이 대응하는 반도체패키지로부터 확장되도록 
종종 요구된다. 반도체 패키지의 전체의 크기제한과 상기에서 참조된 반도체 패키지의 많은 리드간의 공
간이 감소된다. 그것의 결과에서 대응하는 상호접속장치의 접점사이의 공간은 감소된다.

상호 접속장치의 접점간의 공간 감소는 그것의 사이에 캐패시턴스가 반드시 증가된다. 이와 같이 상호접
속장치의 첫 번 째 접점신호는 상호접속장치의 두 번째 접점신호에 영향을 준다. 이 같은 현상은 혼선이
라고 알려져 있다. 혼선은 접점의 잡음이 증가하고 이처럼 불리하게 상호접속시스템에 확실히 영향을 준
다. 

전자파 간섭(EMI)은 상호 접속시스템의 확실히 감소하기 위한 잡음의 다른 소오스이다. 전형적으로 EMI의 
낮은 배경레벨은 환경에서 나타난다. 다른 EMI의 강요한 소오스는 IC테스터, 컴퓨터, 테스트장비, 셀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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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텔레비젼과 라디오 신호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EMI의 모든 소오스들은 높게 실행되는 집적회로를 
테스트했을 때 고려되어진다.

상호 접속장치의 다른 사항은 대항하는 접점에 의해 제공하는 임피던스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패키지리
드와 인쇄회로기판의 단자사이의 상호접속은 적용되는 주파수에 의해 높고 안정된 대역을 갖는다. 즉, 존
슨특허에서 개재한 바처럼 상호접속시스템의 임피던스는 소형화 할 뿐만 아니라 임피던스는 적용되는 주
파수에 존재하는 대역으로 제어된다.

안정된 대역은 이루기 위해 대응하는 집적회로의 입력과 대응하는 드라이버에 임피던스 매칭이 제공하도
록 접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테스터는 상호접속장치 관통에 집적회로장치의 입력을 드라
이빙한다면 상호접속장치에 대한 임피던스제공은 드라이버 임피던스가 집적회로의 입력임피던스에 매칭한
다. 임피던스 메칭은 대응하는 시스템의 확실하고 정확한 감소를 위해 소형화된 반영과 다른 잡음 메카니
즘에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적 상호 접속시스템을 증명하기 위한 필요한 존재들은 인쇄회로기판을 갖는 
상호접속하기 위한 집적회로장치이거나 상호접속하기 위한 다수 인쇄회로기판에 이용한다.

상호 접속하기 위한 장치는 혼선과 EMI에 대해 보호막을 제공한다.

상호접속장치는 그것에 제공되는 각 접점에 대해 임피던스를 제어 및 선택되게 사용한다.

본 발명은 종래의 전기적 상호접속 시스템과 관련된 상기한 요구 및 다른 문제점들을 관련되어 있다. 본 
발명은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이 도체하우징에 의해 전자석 간섭의 외부 소오스로부터 보호되도록 상호
접속시스템을 제공한다. 더욱이 각 접점들은 그들 사이에 확장되는 도체 리브에 의해 인접한 접점간에 혼
선영향으로부터 보호된다. 결국 상호접속 시스템에서 각 접점의 임피던스는 안정된 대역을 제공하도록 제
어되고 임피던스는 대응하는 장치의 입력임피던스에 대해 매칭 또는 정확성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다수의 첫 번째 단자와 다수의 두 번째 단자간에 전기적 상호접속을 제공
한다.

보 발명은 하우징,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 그리고 다수의 고립소자를 포함한다. 하우징과 접점 양쪽은 
도체 재료로 만들어진다.

고립소자들은 하우징으로부터 다수의 접점이 고립된다.

제공하는 전기적 도체하우징에 의한 접점들은 EMI의 외부 소오스로부터 보호된다. 같은 시기에 접점들은 
하우징으로부터 전기적으로 고립되며 접점들은 다수의 첫 번 째 단자들과 다수의 두 번 째 단자들간에 독
립적으로 상호접속을 유지한다.

본 발명의 이점은 접점들에 의해 임피던스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제어된 임피던스는 
접점들과 도체 하우징간에 만들어진다. 접점들과 고립된 소자의 기하학적인 변경에 의한 접점들과 하우징
간의 임피던스는 프로그램할 수 있다. 이것은 상호접속 시스템을 통한 신호에 의해 안정하고 제어할 수 
있고 대역을 제공한다.

상기에서와 같은 본 발명은 도에 하우징의 상부 및 하부로 확장한 접점의 상,하 부분을 보호하도록 한다. 
이것은 다수의 방법으로 달성되며 제공한 도체스커트 또는 가스켓은 하우징에 전기적으로 결합하고 제1터
미널 또는 제2터미널을 향해 확장된다. 도체 스컷트는 외부 소오스로부터의 전자파 간섭을 접점의 상,하 
부분이 보호된다.

각 접점을 보호하며 다수 리브는 하우징에 전기적으로 결합하고 인접접점간에 확장된다. 리브 확장은 혼
선영향으로부터 접점의 위쪽 및 아래쪽 부분을 보호한다. 더욱이 제1터미널 또는 제2터미널 장치리드일 
때 리브 확장은 인접장치리드간에 그리고 장치리드와 인접접점간에 혼선영향을 보호한다.

도면에  있어서  유사한  도면번호는  전체도면을  통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대응부품  또는  요소를 
지시한다.

이하에 본 발명에 상세한 실시예가 개시된다. 그러나 개시된 실시예는 단지 각종 시스템에 구현될 수 있
는 본 발명의 예시인 것을 이해하여야한다. 따라서 여기에 개시된 특정사항들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않고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기초 및 본 발명을 각종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당업자를 고시하기 
위한 예시적인 기초로서 해석되어야한다.

제1도는 두 평행판 사이의 컨덕터를 보여주는 부분절단사시도, 상기 도면 10으로 보여준다. 제1도는 일반
적인 전기적 접점구조의 물리적 특성과 결과적인 임피던스간에 관계를 보여준다. 제1판(12)과 제2판(14)
은 서로 안정적으로 연장된 평행을 보여준다. 중심 판(16)은 상기 판 사이에 위치하며 절연체 또한 절연
재료(18)는 중심 판(16)과 제1,2판(12)(14)사이에 공급된다. 중심 판(16)은 제1판(12)과 제2판(14)사이의 
중심에 위치되고 중심 판(16)은 제1판(12)으로부터 거리 “D”에 위치되며 제2판(14)으로부터 같은 거리 
“D”에 위치된다.

중심 판(16)은 도면에서처럼 길이 “L”과 폭 “W”을 갖는다.

이와 같이 중심 판(16)의 면적은 “W” x “L”이다. 중심 판(16)과 제1판(12)사이의 캐패시턴스는 일반
적으로  C=ε  'A/D식에  의해  주어진다.  A는  중심  판(16)의  면적,  D는  중심  판(16)과  제1판(12)사이의 
거리, ε는 절연체(18)의 투과율을 나타낸다. 유사한 식은 중심 판(16)과 제2판(14)사이에 나타낼 수 있
다. 대응하는 임피던스는 일반적으로 Z=1/(2πfC)식으로 표현되며 f는 주파수이다.

임피던스 중심 판(16)의 면적변화 중심 판(16)과 제1판(12) 및 제2판(14)사이의 거리, 그리고 절연체(1
8)의 투과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제2도는 집적회로(32)와 인쇄회로기판(34)결합에서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보여주는 절개부분의 사시도이
다. 도면은 30으로 보여준다. 집적회로(32)는 전기적으로 S모양 접점소자(40)와 맞물리는 리드(38)를 가
진다. S모양 접점소자(40)의 하부부분(도시되지 않음)은 인쇄회로기판(34)에 전기적으로 터미널(42)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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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린다. S모양 접점소자(40)는 하우징(36)의 슬롯 내에 위치된다. S모양 접점의 구조와 대응하는 하우징 
어셈블리(36)는 존슨의 미합중국 특허 제5,069,629호(1991.12.3)에 설명되어있다. 특별히 도시되지 않았
으나 크기, 모양, 접점소자의 형태들은 본 발명과 결부되어 설명된다. 이것은 단단한 접점소자, 외형 없
는 접점소자 또는 접점소자의 다른 형태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하우징(36)은 알루미늄과 같은 도체재료로 제조된다. 그러나 하우징(36)은 어떠
한  도체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우징(36)은  그것들  사이에  다수의  리브  형태로  다수의  슬롯을 
갖는다.

이와 같은 리브는 44에 보여진다. 다른 실시예에서 알루미늄 하우징은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부터 
제조된다. 다수의 슬롯 각각은 방전가공(EDM)공정 또는 레이져 커팅 공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슬리이브(46)는 하우징(36)의 슬롯중 하나로 결정되어진다.

각 슬리이브(46)는 폴리테트라 폴로로에틸렌과 같은 절연체 또는 절연재료로 제조된다. 폴리테트라 플로
로에틸렌은 듀퐁사의 등록된 상표 “테플론”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절연재는 본 발명의 이점을 
달성키 위해 사용되어진다.

사용자는 절연재료가 대응하는 접점소자에 바라는 임피던스 특성을 제공하도록 투과율 값을 선택해야 한
다. 슬리이브들은 분산소자들의 구조이며, 또는 하우징(36)위에 위치한 전기적으로 절연 코팅되어 있다.
(원문에 없는 내용임)

각 슬리이브(46)는 대응하는 접점을 수용하기 위해 그곳에 하나의 슬롯 형태를 갖는다. 예를 들어 슬리이
브(46)은 그 곳에 하나의 슬롯(48)형태를 갖는다. 접점(40)은 슬롯(48)내에 배치되며 리드(38)는 터미널
(42)이 접점(40)의 하부(도시되지 않음)와 전기적으로 맞물리는 동안 접점(40)의 상부와 전기적으로 맞물
린다. 접점(40)은 존슨의 미합중국 특허 제5,069,629,호(1991.12.3)에 나타낸 것처럼 적어도 하나의 탄성
체 소자에 맞물린다.

슬리이브(46)는 접점(40)과 하우징(36)간에 전기적 절연을 제공한다. 더욱이 슬리이브(46)는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은 마찰 그리고 장치손상 때문에 슬리이브(46)와 접점(40)간에 발생하는 마모량을 결정한 후 
사용함이 유용하다.

하우징(36)은 도체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접점(40)에 대하여 EMI 차폐를 제공한다. 더욱이 하우징(3
6)은 인쇄회로기판(34)에서 감지되며 인쇄회로기판 자체에서 생기거나 혹은 발생되는 잡음으로부터 집적
회로(32)를 보호하도록 한다. 결국 하우징(36)의 리브(44)는 접점(40)과 인접접점(50)간에 혼선을 최소화
한다.

하우징(36)은 접지되거나 다른 곳에 전기적으로 전압에 연결되도록 한다.

이 구성에서 접점은 영향을 받기 쉬운 스트립라인 구조에 의해 금속과 절연체 사이에 둘러 싸인다. 이처
럼 기하학적인 것과 다른 물리적 변수는 접점소자의 임피던스를 결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하우징(36)은 플라스틱 또는 다른 적합한 절연체 혹은 절연재료로 형성된다. 
하우징(36)의 미리 결정된 부분을 코팅하거나 도체 표면에 코팅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하우징(36)의 리브 
내부 표면은 인접접점간에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코팅된다. 더욱이 하우징(36)의 상부면과 측면은 차
폐기능을 제공하도록 코팅된다. 도체코팅은 전기적으로 접지와 결합된다.

제2도에서 보여지는 실시예의 이점은 접점(40)의 임피던스가 기지이고 안정화 되었다는 것이다. 종래의 
상호접속시스템에서 접점(40)의 임피던스는 공전 캐패시턴스 그리고 공전 인덕턴스에 의해 지배되며 기지
의 전압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제2도에서 보여진 실시예는 접지 판을 제공하고 임피던스의 다수는 접지에
서 종결된다. 이것은 잘린 주파수 상부의 각 접점 대역을 안정적으로 한다.

제2도에서 하우징(36)은 제1판(또는 리브)(44) 그리고 제2판(또는 하우징)(46)간에 접점(40)이 위치되도
록 제공한다. 접점(40)에 의한 것처럼 임피던스는 접점(40)의 면적, 접점(40)과 리브(44) 그리고 하우징
(36)간의 거리, 그리고 슬리이브(46)의 투과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변수를 변화시킴으로 접점(40)의 
임피던스는 대응하는 집적회로장치(32)의 입력의 입력임피던스에 맞도록 설계된다. 실시예에서 접점(40)
과 리브(44)간의 거리는 대략 17 리미터이다.

존슨이 미합중국 특허 제5,069,629호에서 제시한 것처럼 접점(40)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즉, 
각 접점(40)은 제거되거나 다른 접점으로 대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접점들은 각 다른 면적을 가
지고 하우징과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대응하는 집적회로의 각 입력의 입력임피던스로 결정
한다. 사용자는 하우징(36)내의 각 슬롯 속에 접점을 제공하며 각 접점의 임피던스는 집적회로장치의 대
응하는 입력의 입력임피던스로 맞춰진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첫째 접점소자에 맞는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둘째 맞는 임피던스의 결과인 접점소자
를 선택하고; 셋째 하우징 내에 대응하는 슬롯에 상기 둘째 단계에서 선택된 접점을 제공한다. 이 같은 
방법에서 사용자는 측정된 각 집적회로 입력에 대해 상호 접속장치 내에 각 접점의 임피던스를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하우징을 보여주는 사시도, 이 도면은 60에서 보여준다. 하우징(6
1)은 전기적 도체재료로 이루어져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하우징(61)은 알루미늄으로 제조되지만 그것은 어떤 도체재료로도 유사한 결과를 달
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우징(61)은 도시한 것처럼 상부면(66)과 하부면(68)를 가진다. 다수의 슬
롯들은 예를 들어 슬롯(80)(82)는 하우징(61)에 형성된다. 슬롯(80)(82) 각각은 하우징(61)을 통한 상부
면(66)으로부터  하부면(68)까지  확장된다.  다수의  슬롯(80)(82)이  형성된  결과로  다수의  리브가 

존속된다. 예를 들어 리브(84)는 슬롯(80)과 슬롯(82)사이에 확장된다. 각 리브(84)는 슬롯(80)(82)의 주
위를 전기적 차폐를 제공하도록 하우징(61)에 전자기적으로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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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이브는 각 슬롯 내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슬리이브(86)는 슬롯(82)내에 제공된다. 슬리이브(86)는 
플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과 같은 절연체 또는 절연재료로 제조된다. 각 슬리이브는 대응하는 접점소자를 
수용하기 위해 하나의 슬롯을 가진다. 예를 들어, 슬리이브(86)는 대응하는 접점소자를 수용하기 위해 형
성된 슬롯(88)를 갖는다.

접점은 미리 결정된 슬리이브의 각 슬롯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접점(74)은 슬리이브(86)의 슬롯(88)내에 
제공된다. 이 구성에서 슬리이브(86)는 하우징(61)로부터 전기적 절연접점(74)이다.  상기처럼 하우징(6
1)은 접지나 다른 기지의 전압과 전기적으로 결합된다.

하우징(61)이 도체 재료로 만들어지므로 하우징(61)은 도시한 것처럼 각 접점에 대한 EMI 차폐를 제공한
다. 나아가 하우징(61)의 리브는 인접접점들간에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다. 비록 도시되지 않았지만 접점
소자의 크기, 모양, 형태는 본 발명에서 적용하여 사용된다. 이는 단단한 평판 접점소자, 변형한 접점소
자 또는 여하한 형태의 기타 접점소자들을 포함한다.

하우징(61)에서 제1통로(62)는  하향으로 확장하도록 상부면(66)에  제공된다.  제2통로(68)는  위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부면(68)에 제공된다. 제1통로(62)는 제2통로(64)로부터 오프셋된다. 제1지지요소(도시되지 
않음)는 제1통로(62)에 나타내고 제2지지요소(도시되지않음)는 제2통로(64)에 나타낸다. 제1,2지지요소는 
단단하거나 탄성재료로 만들어진다. 다수의 접점의 각각은 제1 또는 제2지지요소들과 결합된다. 접점지지
구조는 존슨의 미합중국 특허 제5,069,629호(1991.12.3)에 서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1, 제2지지소요(도시되지않음)의 하나 또는 양쪽은 탄성재료로 만들어진다. 이는 
리드장치에 의해 맞물릴 때 접점소자의 각각이 옆쪽이나 수직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접점의 이동은 집적회로의 리드와 인쇄회로기판의 터미널의 양쪽에 와이핑 액션을 제공한다. 제3도에서 
도시한 실시예는 접점 임피던스가 유지되는 동안 접점이동이 된다.

제3도에서 도시한 실시예는 제2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접점의 임피던스를 알게되거나 안정화되는 이점
이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접점은 각각 다른 면적을 가지며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대응하는 집
적회로의 각 입력에 입력 임피던스를 결정한다. 사용자는 하우징(61)내에 각 슬롯 속으로 접점을 선택하
거나 제공하며 각 접점의 임피던스는 집적회로장치의 입력에 대응하는 입력임피던스를 맞춘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첫째, 접점소자에 맞는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둘째, 임피던스의 결과에 따른 접점소
자를 선택하며; 셋째, 하우징 내에 대응하는 슬롯속에 상기 둘째 단계에서 선택된 접점을 제공한다. 이 
같은 방법에서 사용자는 측정된 각 집적회로 입력에 대해 상호접속장치 내에 각 접점의 임피던스를 프로
그램할 수 있다.

제4도는 인쇄회로기판과의 결합으로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절단 사시도이다. 이 도면
은 100에서 보여진다. 하우징(102)이 제공된다. 하우징(102)은 전기적 도체재료로 만들어진다. 비록 알루
미늄 재료가 우선하나 여하한 전기적 도체재료도 유사한 결과를 달성함을 알게된다.

하우징(102)은 거기에 형성된 다수의 슬롯(104)(106)을 가진다. 각 슬롯(104)(106)은 리브(108)에 의해 
분리된다. 리브(108)는 하우징(1020에 전자 기계적으로 결합된다.

각 슬롯은 거기에 배치된 최소한 하나의 간격부재(110)를 가진다.

제4도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슬롯(104)은 거기에 배치돈 4개의 간격부재(110,112,114,116)를 갖는다. 4개
의 간격부재(110,112,114,116) 각각은 슬롯(104)의 4개 모서리의 하나에 위치된다.

이와 같이 간격부재(110)는 간격부재(112)로부터 옆쪽으로 간격을 가진다. 유사하게 간격부재(114)는 간
격부재(116)로부터 옆쪽으로 간격을 가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간격부재(110,112,114,116)는  폴리테트라  폴로로에틸렌으로부터  형성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대응하는 접점소자에 맞는 임피던스 특성을 제공하는 투과율을 가지는 절연재료를 선택한다.

접점(120)은 슬롯(104)내에 제공되며 접점(120)의 상부는 간격부재(110)(112)  사이에 위치되고 접점(12
0)의 하부는 간격부재(114)(116) 사이에 위치된다. 이 구성에서 접점(120)이 슬롯(104)의 측벽에 전기적
으로 접속되는 것을 막는다. 나아가 접점(120), 리브(108)와 하우징(102)사이에 확장된 절연재료는 간격
부재(110,112,114,116)와 맞물린 접점(120)부분을 제외하고 공기로 이루어진다. 공기는 낮은 투과율 값을 
가지므로 접점(120)과 리브(108)와 하우징(102)사이에 캐패시턴스를 최소화한다. 이는 접점(120)의 대역 
또는 잘린 주파수를 증가시킨다.

제5도는 인쇄회로기판에 결합된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보여주는 부분절단 사시도이다. 이 도면은 140에 
보여준다. 이 실시예는 간격부재들(110,112,114,116)이 제거된 이외에 제4도에서 보여주는 실시예와 유사
하다. 오히려 접점(142)(144) 각각은 외부측면에 제공되는 절연 층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접점(142)은 제1
면에 제1절연 층(146)이 제공되고 제2면에 제2절연층(148)이 제공된다. 제1,2절연 층(146,148)은 점착, 
파면공정, 감하는 공정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접점(142)위에 제공된다. 제1절연 층(146)과 제2절연 층
(148)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하우징(150)으로부터 접점(142)을 보호한다. 상기에서 말한 이점은 이 같은 
실시예에 의해 제공된다.

제6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의한 하우징을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이  도면은  170에서  보여준다.  이  실시예는  제1실시예에  보여지고  제3도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에 
관련된다. 그러나 이 실시예에서 하우징의 미리 선택된 리브들은 도시한 것처럼 하우징의 상부면 윗 쪽과 
대응하는 집적회로장치 쪽을 향해 뻗쳐있다. 예를 들어 리브(178,180,182)는 하우징(172)의 상부면(174)
에 뻗쳐 있다. 제2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집적회로의 리드는 접점들에 각각 전자장치로 맞물린다. 예를들
어 집적회로의 리드는 접점(184)에  전자 기계적 장치로 맞물린다.  이와 같이 집적회로의 리드는 리브
(180,182)사이로 통과된다.

리브(180)(182)는 접점(184)의 상부면과 대응된 리드(도시되지 않음)의 최소한 한 부분에 전자석 차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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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더욱이 상기에서 설명한 영향과 맞춰지는 임피던스는 접점(184)과 대응하는 리드(도시되지 않
음)양쪽에 적용된다.

제6도에서 보여주는 실시예의 특징은 하우징(174)의 바다주변에 제공되어진 EMI  스커트이다. 스커트(19
0)는 하우징(174)과 대응하는 인쇄회로기판 사이에 제공된다. 스커트(190)는 도체재료로 형성된다. 그러
나 다른 실시예에서 스커트(190)는 와이어 메쉬로 형성되며 하우징(174)은 대응하는 인쇄회로기판(도시되
지 않음)에 맞물려 있는 것처럼 압착 구성된다.

스커트(190)는 접점의 하부 및 인쇄회로기판의 터미널에 대하여 EMI 차폐를 제공한다. 제6도에서 보여주
는 실시예의 또 다른 특징은 도체 가스켓(192)이다. 도체 가스켓(192)은 하우징(172)과 대응하는 인쇄회
로기판 사이에 제공된다. 도체 가스켓(192)은 도체재료로 형성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도체 가
스켓(192)은 금속재료 또는 와이어 메쉬로 형성된다. 도체 가스켓(192)은 접점의 하부 및 인쇄회로기판 
터미널에 대해 EMI 차폐를 제공한다. 스커트(190)와 도체 가스켓(192)은 같은 혹은 개별적으로 특별히 적
용되는 곳에 따라 사용되어진다.

제7도에 상부면 위로 위치된 와이어 메쉬를 갖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르는 하우징을 보여주는 측면
도이다. 이 도면을 200에서 보여준다. 알루미늄과 같은 도체재료로 만든 하우징(202)이 제공된다. 그러나 
어떠한 도체재료도 하우징(202)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3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접점 예를 들어 접점(204)은 다수의 슬롯내에 수용된다. 슬리이브는 하우징
(202)내의 다수 슬롯의 각각에 제공된다. 접점, 슬리이브 및 하우징의 구성은 제3도에서 상술하였다.

다수의 리드를 갖는 집적회로장치(206)는 상호 접속장치의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에 맞물린 전자 기계
적인 물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집적회로장치(206)의 리드(208)는 상호접속장치의 접점(204)에 맞물린 
전자 기계적인 연결이 된다. 선택된 접점의 하부는 인쇄회로기판 위에 선택된 단자와 전자 기계적인 연결
이 된다.

이와 같이 상호접속장치(200)는 집적회로장치(206)의 리드와 인쇄회로기판의 대응하는 단자를 전자 기계
적으로 연결시킨다.

오프셋(207)은 하우징(202)과 집적회로장치(206)사이에 위치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오프셋(207)은 하
우징(202)의 부분이고 도체재료로 형성된다. 하우징(202)이 접지 될 것이므로 오프셋(207)은 집적회로장
치(206)에 직접 접지 연결을 제공한다. 이는 접지면이 오프셋(207)에 인접되어 위치되는 것처럼 집적회로
장치(206)가 패키지 될 때 특히 유용하다. 더욱이, 오프셋(207)은 집적회로장치(206)가 패키지 될 때 특
히 유용하다. 더욱이 오프셋(207)은 집적회로장치(206)에 터미널 싱크를 제공한다.

결국, 오프셋(207)은 집적회로(206)의 리드(208)와 접점(204)의 손상을 막기 위해 바디스톱을 제공한다.

제7도에서 보여주는 실시예에서 도체메쉬(210)는 집적회로장치(206)의 상부에 제공된다. 도체메쉬는 외주
부위 또는 하우징(202)의 미리 결정된 부분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도체메쉬(210)는 와이어 메쉬이다. 
도체메쉬(210)는 하우징(202)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도체커버나 유사한 구조로 구성된다. 도체메쉬(210)의 
목적은 접점의 상부, 집적회로장치(206)의 리드와 집적회로장치(206)에 대한 EMI 차폐를 제공한다.

와이어 메쉬의 도는 각각의 적용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와이어 메쉬의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
파수 EMI가 차폐되어질 때 낮으며, 역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EMI가 차폐되어질 때 높아진다. 이와 
같이 와이어 메쉬는 넓은 변화에 적용하도록 설계된다.

제8(a)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S모양 접점의 측면 사시도이다.

이 도면은 220에서 보여준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접점(222)는 S모양과 크기를 갖으며 제1후크부분(22
4)은 제1지지부재(되시되지 않음)에 맞물리고 제2후크부분(226)은 제2지지부재(도시되지 않음)에 맞물린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접점(222)은 베릴륨-동 합금으로 형성된다. 접점 지지 구조의 상세한 설명은 존
슨의 미합중국 특허 제5,069,629,호(1991.12.3)에서 설명하였다.

제1도에서 접점소자의 캐패시턴스는 통상 C=ε· A/D식에 의해 주어진다.

접점(222)의 면적은 접점길이(230)와 접점넓이(228)에 의해 결정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접점(222)은 
제1,2후크부분(224,226)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치수가 결정된다. 이는 제1,2후크부분(224,226)이 제1,2지
지부재(되시되지 않음)에 물리적으로 맞물린 것이 필요로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이는 접점길이(230)를 기본적으로 유지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접점소
자(220)의 임피던스는 접점 폭(228)을 감소시키거나 접점(222)의 다른 설계요소를 변화시킴으로 변화될 
것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로 다른 면적을 가지는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들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
용자는 대응하는 집적회로 각 입력의 입력임피던스를 결정한다. 사용자는 하우징 내에 각 슬롯 속으로 접
점을 제공하며 각 접점의 임피던스는 집적회로장치의 대응하는 입력에 입력임피던스를 결합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첫째 접점소자의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둘째 결정된 임피던스를 갖는 접점소자를 선
택하며; 셋째 하우징 내에 대응하는 슬롯 속에 둘째 단계에서 선택된 접점을 제공한다. 이 같은 방법에서 
사용자는 측정된 각 집적회로입력에 대해 상호 접속장치 내에 각 접점의 임피던스를 프로그램 할 것이다.

접점으로부터 대응하는 리브까지의 거리는 대응하는 접점의 임피던스를 변화시키도록 변화되어진다. 이는 
접점의 두께변화 또는 하우징에서 인접리브사이에 큰 거리를 제공에 의해 이루어진다. 더욱이 대응하는 
슬리이브의 투과율은 대응하는 접점의 임피던스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료에 의해 변화되어진다. 제4도에
서 보여준 것처럼 공기가 절연재료로 사용되어진다. 다른 재료들 또한 계획될 수 있다. 

제8(b)도는 제거된 미리 결정된 부분을 갖는 본 발명에 사용하는 S모양 접점의 측면도이다. 이 도면은 
240에서 보여진다.

15-6

1019960027477



제거된 부분(244)을 갖는 접점소자(242)를 제공한다.

제거된 부분(244)은 접점소자(242)의 전체면적을 감소시킨다.

제8(a)도에서 보인 것처럼 제1,2후크부분(246)(248)의 위치는 제1,2후크부분(246)(248)이 제1,2지지부재
(도시되지않음)를 물리적으로 맞물려야만 하므로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유지된다.

제8(b)도에서 보여주는 실시예에서 접점소자(242)의 외부크기는 제8(a)도의 접점소자(222)의 외부 크기와 
기본적으로 같다. 접점소자(242)의 임피던스는 도시된 것처럼 접점소자(242)의 미리 결정된 부분을 제거
함에 인해 변화될 것이다. 접점소자(242)의 여하한 부분도 제1,2후크부분(246)(248)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고정 유지되는 만큼 제거될 것이다.

제8(c)도는 제거된 다수의 미리 결정된 부분(261)을 갖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S모양 접점의 
측면도이다. 이 도면은 접점소자(262)가 보여진 260으로 보여진다. 이 실시예는 제8(b)도에서 보여지는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접점소자로부터 하나 부분을 제거하는 것 보다 도시된 것처럼 오히려 다수의 부
분을 접점소자(262)로부터 제거되도록 계획되며 이는 접점소자(262)의 총면적을 감소시킨다.

제8(a)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1,2후크부분(246)(248)의 위치는 제1,2후크부분(24)(248)이 제1,2지지부재
(도시되지 않음)를 물리적으로 맞물려야만 하므로 고정되어 유지된다.

제8(c)도에서 도시된 실시예에서 접점소자(262)의 외부크기는 접점소자(222)(242)의 외부크기와 기본적으
로 같아야 한다.

접점소자(262)의 임피던스는 도시된 것처럼 접점소자(262)로부터 다수의 결정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변
화된다. 어떤 다수의 부분이 제1,2후크부분(264)(266)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유지되는 한 접점소
자(262)로부터 제거되어진다. 제9(a)도는 그곳으로부터 제거된 미리 결정된 부분을 갖는 본 발명의 제1실
시예에서 사용되는 슬리이브의 사시도이다.

이 도면은 300에서 보여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슬리이브(302)는 하우징내의 대응하는 슬롯에 위치된
다. 하우징내의 슬롯이 일정한 크기이므로 각 슬리브(302)는 같은 외부크기를 가지도록 한다.

제1도에서, 접점소자의 캐패시턴스는 식C=ε·A/D에 의해 주어진다. 슬리이브(302)는 미리 선택된 투과율
을 갖는 절연재로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접점소자의 임피던스는 접점소자와 하우징사이에 나타낸 절연체 
또는 절연재료의 투과율을 변화시킴에 의해 변화된다. 제9(a)도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한 부분(304)은 슬
리이브(302)로부터 제거된다. 이와 같이 접점소자와 하우징간 면적의 투과율은 접점면적의 부분에 대한 
절연재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접점면적에 대한 공기에 의해 결정된다. 슬리이브(302)로부터 제거되는 
부분(304)을 치수화함에 의하여 바라는 임피던스가 상호 접속장치에 각 접점에 대하여 선택된다.

제거된 부분이 다른 크기를 갖는 다수 슬리이브들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대응하는 집적회로의 
각 핀의 입력임피던스를 결정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하우징의 각 슬롯 내에 적당한 슬리이브를 삽입한다. 
사용자는 각 접점의 임피던스가 집적회로장치의 대응하는 입력의 입력임피던스와 맞거나 보정되어 집적회
로장치의 대응하는 이력의 입력임피던스에 대하여 맞거나 보정되어 하우징의 각 슬롯 내로 적당한 슬리이
브를 삽입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첫째, 접점소자에 맞는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둘째 결정된 임피던스에 따른 슬리이브
를 선택하며; 셋째 하우징 내에 대응하는 슬롯으로 둘째 단계에서 선택된 슬리이브를 제공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는 측정된 각 집적회로 입력에 대해 상호 접속장치 내에 각 접점의 임피던스를 프로그램
한다.

제9(b)도는 그곳으로부터 제거된 다수의 미리 결정된 부분을 갖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슬
리이브의 사시도이다. 이 도면은 슬리이브(312)가 보여 지는 310에서 보여준다. 이 실시예는 제9(a)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슬리이브로부터 단일 부분을 제거하는 것보다 도시된 것처럼 다수의 결정된 부분(311)
이 제거된다.

제10도는 변화하는 임피던스 특징을 갖는 다수의 S모양 접점은 하우징 내에 대응하는 슬롯속에 미리 선택
되고 삽입되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르는 하우징을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이 도면은 일반적으로 330에서 보여준다. 전기적 도체재료로 구성된 하우징(332)이 제공되며 제3도에서 
도시되고 설명된 것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다수의 슬롯 예를 들어 슬롯(334,336,338)은 하우징(332)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다수의 슬롯(334,336,338)이 형성된 결과 다수의 리브들도 그 사이에 남게된다. 예를 들어 리브(340)는 
슬롯(334)(336)사이에 뻗쳐지며 각 리브(340)는 하우징(332)에 전자 기계적으로 결합되며 각 슬롯의 돌출
부 주위를 전기적 차폐를 제공한다. 다수의 슬리이브는 각 슬롯 내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슬리이브(34
4)는 슬롯(338)에 제공된다. 슬리이브(344)는 절연체 또는 절연재로 제조된다. 각 슬리이브는 대응하는 
접점소자를 수용하기 위해 형성된 슬롯을 갖는다. 예를들어 슬리이브(344)는 대응하는 접점소자(348)를 
수용하기 위해 형성된 슬롯(346)을 갖는다.

미리 선택된 접점은 다수의 슬리이브의 각 슬롯 내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접점(348)은 슬리이브(344)의 
슬롯(346)내에 제공된다. 이 같은 구성에서, 슬리이브(344)는 하우징(332)으로부터 접점(346)을 전기적으
로 절연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하우징(332)은 접지 또는 다른 전압으로 전기적으로 결합된다.

하우징(332)은 도체재료로 만들어지므로 하우징(332)은 각 접점에 대한 EMI 차폐를 제공한다. 또 하우징
(332)의 리브들은 인접접점간에 혼선을 최소화한다. 

제10도에서 도시된 실시예에서 서로 다른 면적과 임피던스특성을 갖는 다수의 접점(348,350,352)은 상호 
접속장치를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대응하는 집적회로의 각 입력의 입력 임피던스를 결정한다.

도시된 것처럼 사용자는 하우징(332)내의 각 슬롯으로 적당한 접점을 제공할 것이며 각 접점의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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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적회로장치의 대응 입력의 입력 임피던스에 대하여 맞거나 보정한다.

이와같이 사용자는 첫째, 접점소자에 맞는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둘째, 결정된 임피던스에 맞는 접점소자
를 선택하며; 셋째, 하우징 내에 대응하는 슬롯 속에 둘째 단계에서 선택된 접점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
서 사용자는 측정된 각 집적회로 입력에 대해 상호 접속장치 내에 각 접점의 임피던스를 프로그램 한다.

더욱이 사용자는 첫째 접점소자에 맞는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둘째, 결정된 임피던스에 맞는 슬리이브를 
선택하며; 셋째, 하우징 내에 대응하는 슬롯으로 둘째 단계에서 선택된 슬리이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
서 사용자는 측정된 각 집적회로입력에 대해 상호접속장치 내에 각 접점의 임피던스를 프로그램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첫째, 접점소자에 맞는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둘째, 결정된 임피던스에 맞는 슬리
이브와 접점을 선택하며; 셋째, 하우징 내에 대응하는 슬롯에 둘째 단계에서 선택된 슬리이브와 접점 조
합을 제공한다. 이는 맞는 접점 임피던스를 이룸으로써 부가된 유연성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 포함된 발명의 새로운 특징과 장점들이 상기한 설명에 개진되었다. 그러나 본 사항들은 많은 
관점에서 단지 예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구체적인 사
항들 특히 부품들의 형상, 크기 및 배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본 발명범
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의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하우징수단의 적어도 한 부분이 전기적으로 도체인 하우징수단; (b) 상기 하우징 수단으로부터 하기 
접속수단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절연수단; 및 (c)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선형적인 전기적으로 접속
시키기 위한 접속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2 

(a) 전기적으로 도체인 일부분을 가지며 거기에 형성된 다수의 리브를 형성하는 슬롯을 가지고 있으며 전
체적으로 도체인 하우징; (b) 상기 하우징의 다수의 리브를 형성하는 슬롯 중 미리 선택된 하나로 제공되
고, 단일 구조체이며 전기적으로 절연 부분을 갖고, 접점수용슬롯을 이루는 슬리이브; 및 (c) 상기 슬리
이브에 의하여 형성된 상기 접점수용슬롯에 위치하고, 적어도 일부가 전기적으로 도체이며, 외측표면의 
일부가 전기적으로 도체인 하우징의 특정부분으로부터 슬리이브가 전기적으로 도체인 특정부분을 전기적
으로 절연하는 접점으로 구성되어, 상기 제1 및 제2터미널이 상기 접점과 접속되고 상기 접점은 상기 제1 
및 제2터널날을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
호 접속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이브가 다수의 간격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접점이 내부에 다수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
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제1 및 제2슬롯을 포함하고, 제1슬롯은 제2슬롯과의 사이에 연장된 리브
를 갖고 제2슬롯에 인접하여 위치되며 상기 리브의 적어도 한 부분이 전기적으로 도체이며 상기 제1슬롯
의 제1표면부 및 상기 제2슬롯의 제2표면부를 가지고 상기 일부분이 상기 하우징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리브의 상기 제1표면부가 적어도 일부가 전기적으로 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
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표면부의 적어도 일부가 도체물질로 코팅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리브의 상기 제2표면 중 적어도 일부가 전기적으로 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
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표면부의 적어도 일부가 도체물질로 코팅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
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이브가 그 일부분을 관통하는 다수의 구멍을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구멍들이 
상기 하우징과 상기 접점사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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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상부 면과 바닥 면을 가지며 상기 제1 및 제2슬롯이 상기 상부 면과 바닥 
면 사이에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리브는 상기 하우징의 상기 상부 면으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상부 면 및 바닥 면을 포함하며, 상기 상부 면은 제1터미널과 인접하고 
상기 바닥 면은 인쇄회로기판(PCB) 상에 도체성 패드인 제2터미널과 인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
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전기적으로 도체인 스커트를 포함하고 상기 전기적으로 도체인 스커트는 상기 하우징과 
전기적으로접속되며 상기 하우징이 상기 상부 면에서 상기 제1터미널 쪽으로 상기 바닥 면에서 상기 제2
터미널 쪽의 상기 인쇄회로기판(PCB)까지 하향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
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터미널이 장치 패키지(device package)의 장치 리드(device lead)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도체성, 스커트가 하우징의 상기 상부 면과 상기 장치 패키지 주위로부터 상향으
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17 

(a) 전기적으로 도체인 일부분을 가지며 내부에 형성된 다수의 리브를 형성하는 접점수용슬롯을 가지는 
하우징; (b) 다수의 리브를 형성하는 접점수용 슬롯 중 선택된 하나에 위치하고 일부분이 전기적으로 도
체인 접점; 및 (c) 도체인 상기 접점의 적어도 일부가 도체인 하우징의 일부 상기에 위치한 절연 층으로 
구성되어 (d)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이 상기 접점과 결합되어 상기 접점이 상기 제1터미널과 상기 제2터
미널이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접점은 외측표면을 가지고 있고 상기 외측표면의 적어도 일부가 전기적으로 도체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층이 상기 접점의 외측표면 중 적어도 일부 상에 위치하여 전기적으로 도체
인 상기 외측표면 중 일부가 도체인 상기 하우징의 일부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 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20 

상호 접속장치가 하우징과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을 포함하며 하우징은 다수의 접점위치를 가지며, 여
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접점이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점점 위치들 중 선택된 하나에 설치되어 상호 접속장치
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a) 하우징의 다수 접점위치 중 선택된 하나에 위치할 때 다수의 접점 각각이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접점이 제공되는 단계; (b) 하우징의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위치 중 
선택된 것에 대해 원하는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단계; (c) 하우징의 각 선형 정렬된 접점위치에 대하여 원
하는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접점 중 하나의 접점을 선택하는 단계; 및 (d) 하우징의 대응하는 접점
위치로 선택된 접점을 설치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21 

상호 접속장치가 하우징, 다수의 슬리이브 및 다수의 접점을 포함하고, 하우징은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
점위치를 갖고, 다수 슬리이브 중 최소 하나가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위치 중 선택된 것에 위치되며 다
수 접점 중 적어도 하나가 다수 슬리이브 중 대응하는 하나에 위치되어 상호접속장치를 이루는 방법에 있
어서, (a) 하우징의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위치 중 선택된 하나에 위치할 때 대응하는 접점과 하우징 
사이에 다수의 슬리이브 각각이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슬리이브를 제공하는 단계; (b) 하우징
의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위치 중 선택된 하나에 대하여 원하는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단계; (c) 하우징
의 다수의 선형 정렬된 각 접점위치에 대하여 원하는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슬리이브로부터 하나의 
슬리이브를 선택하는 단계; 및 (d) 하우징의 상응하는 접점위치로 선택된 슬리이브를 위치시키고 선태된 
슬리이브 각각에 적어도 하나의 접점을 위치시키는 단계;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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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접속장치가 하우징, 다수의 슬리이브 및 다수의 접점을 포함하고, 하우징은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
점위치를 가지며, 다수 슬리이브 중 적어도 하나가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위치 중 선택된 것에 위치되
며 다수 접점 중 적어도 하나가 다수 슬리이브 중 대응하는 하나에 위치되어 상호접속장치를 이루는 방법
에 있어서, (a) 하우징의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위치 중 선택된 하나에 위치할 때 대응하는 접점과 하
우징 사이에 각 슬리이브가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슬리이브를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다수의 슬리이브 중 대응하는 하나에 설치될 때 다수 접점 각각이 다른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접저
믈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다수의 선형 정렬된 접점위치들 중 선택된 하나에 대하여 원하는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단계; 및 (d) 하우징의 다수의 선형 정렬된 각 접점위치에 대하여 원하는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슬리이브와 다수의 접점으로부터 슬리이브와 접점 결합을 선택하는 단계; 및 (e) 하우징의대응하
는 접점위치로 선택된 슬리이브를 위치시키고 선택된 슬리이브의 하나에 대응하는 하나의 선택된 접점을 
위치시키는 단계;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호 접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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