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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아웃렛 및 연결블럭과 플러그

요약

본 발명은 성능이 향상된 커넥터에 포함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아웃렛 및 연결블럭과 플러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성능이 향상된 커넥터는 플러그, 아웃렛 및 연결 블록을 포함하며, 각각은 누하를 감소시킴으로써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

다. 상기 플러그는 인접하는 콘택트들 사이의 인접영역이 작은 콘택트들과, 와이어가 상기 콘택트에서 끝나도록 와이어를

교차하는 로드바를 포함한다. 플러그와 매칭되는 아웃렛은 콘택트 캐리어에 위치하는 콘택트를 포함하므로써 인접하는 콘

택트들 사이의 영역이 줄어든다. 상기 연결블록은 콘택트쌍들을 포함하며, 한쌍의 콘택트 사이의 간격은 쌍들 사이의 간격

보다 작다. 상기 연결블록은 또한 연결블록에 연결되는 와이어가 풀리는 것을 감소시키는 향상된 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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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6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성능이 향상된 커넥터에 포함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아웃렛 및 연결블럭과 플러그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신시스템의 향상으로 전송라인을 따라 점차적으로 고주파수의 음성 및/또는 데이타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트위

스트 페어 케이블 성분의 다양한 성능수준을 구체화하는 여러가지 산업표준이 확립되었다. 통신 구성부재 및 설치에 상업

적으로 기반을 둔 국제적인 벤치마크로서 다수에 의해 인정되어 주요하게 참조되는 것으로서 ANSI/TIA/EIA-568-A(/

568) 상업 빌딩 통신 케이블 표준(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 및 단골 건물을 위한 일

반적인 케이블 표준인 150/IEC 11801(/11801)가 있다. 예를들면, 캐티고리 3번, 4번 및 5번 케이블과 연결 하드웨어에는

국가 및 지역의 다른 사항과 더불어 /568 및 /11801이 표기된다. 이러한 설명서에서 캐티고리 3번 항목에 요구되는 전송

요건은 16MHz로, 4번은 20MHz로, 5번은 100MHz까지로 표기된다. 새로운 표준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이제 앞으

로의 표준은 적어도 600MHz의 전송요건을 요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술한 전송요건은 극단 누화(near-end crosstalk; NEXT)의 한계를 표기한다. 일반적인 통신 커넥터는 기존의 팁과

링 커넥터로 구성되며, 쌍쌍으로 조직된다. 통신 커넥터의 크기가 줄어들면, 근접하는 쌍들은 서로 더 가깝게 배치되어 인

접쌍들 사이에 누화를 야기한다. 극단 누화 요건에 부합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선행기술에서 사용된다.

기존의 통신 커넥터 제품들은 플러그, 아웃렛 및 연결블럭을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들 각각은 전송률의 증가에 따른 누화

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누화를 줄이기 위해, 여러개의 다른 접근을 이용하는 모듈러 플러그가 개발되었다. 허벨,

AT & T, 및 토마스 & 베트사에서 시판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플러그들은 콘택트 오버랩을 줄이기 위해 구형 와이어 콘택

트를 이용한다. Amp사와 RJ사에서 시판하는 다른 종류의 기존 플러그들은 인라인 로드바(inline load bar)를 이용한다. 스

튜어트사와 센티널사에서 시판되는 다른 기존의 플러그들은 스태거형의 동일평면상에 있지 않은 구성의 로드바를 사용한

다.

아웃렛 또한 전송률의 증가에 따른 누화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누화를 줄이기 위해, 정면에 반대되는 후부로

부터 플러그 접촉영역에 들어가는 2개의 핀을 포함하는 탄성 전도성 핀들을 이용하는 모듈러 아웃렛이 개발되었다. 스튜

어트사에 의해 시판되는 것과 같은 종래의 장치들은 후부로부터 플러그의 접촉영역으로 들어가는 전도 핀(3, 6)을 구비한

다.

연결블록 또한 누화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110 형태의 연결시스템은 와이어 블록, 연결블록 및 패치코드나 점퍼를 이

용하여, 씰드되어 있지 않는 쌍연선(UTP)위로 아날로그/디지탈 음성은 물론 디지탈 데이타의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최종 사용자 또는 장치에 연결된 회로들을 용이하게 이동하거나 재배열하는 것을 쉽게 해준다. 이

러한 110 형태의 블록들은 밀도와 사용의 용이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압접 콘택트(insulation displacement contacts;

IDC)를 펀치한다. 이러한 선행장치들은 트위스트 페어 와이어를 꼬아서 펀치할 때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IDC 쌍들 사이

에 있는 110 형태의 블록들의 팁들은 일반적으로 무디며, 블록내로 펀치하기에 앞서 와이어가 꼬인 것들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쌍에서 꼬인 것을 필요 이상으로 풀어서 전기적 성능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누하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특허 제 5,160,273호 및 제 5,328,380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인접쌍들 사이에 전도성 막(플레이트)를 사용하는 종래

의 연결 블록들이 개발되었다.

누하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플러그, 아웃렛 및 연결블록들이 있으나, 종래의 개선된 플러그, 아웃렛 및

연결 블록들은 증가하는 전송률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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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향상된 성능의 커넥터는 상술한 선행기술의 결점을 극복하거나 완화시킨다. 커넥터는 플러그, 아웃렛 및

연결블록을 포함하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므로써 누하를 줄인다. 플러그는 콘택트들 사이의 근접 영역이 작은 콘택트들

과, 와이어를 서로 교차해서 콘택트에서 끝나도록 하는 로드바를 포함한다. 플러그와 결합하는 아웃렛은 콘택트 캐리어에

위치하는 콘택트를 포함하므로써 콘택트사이의 근접영역은 줄어든다. 연결블록은 콘택트쌍을 포함하며, 한쌍의 콘택트 사

이의 거리는 쌍들 사이의 거리보다 좁다. 상기 연결블록은 또한 연결블록에 연결된 와이어가 꼬이는 것을 감소시키는 개선

된 팁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전술된 다른 특징 및 잇점들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통해 해당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평가되고 이

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의 동일한 구성부재는 여러 도면에서 동일한 번호로 쓰여진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플러그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1a는 상기 플러그에서 사용되는 접촉자의 측면도이다.

도 2는 상기 플러그의 하부 하우징의 사시도이다.

도 3은 상기 플러그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4는 상기 플러그의 사시도이다.

도 5는 아웃렛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6은 상기 아웃렛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7은 상기 아웃렛의 정면도이다.

도 8은 도 7의 라인(8-8)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9는 도 7의 라인(9-9)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10은 상기 아웃렛의 저면도이다.

도 11은 다른 아웃렛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12는 상기 다른 아웃렛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13은 상기 다른 아웃렛의 정면도이다.

도 14는 도 13의 라인(14-14)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15는 도 13의 라인(15-15)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16은 상기 다른 아웃렛의 저면도이다.

도 17~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블록을 도시한다.

도 22는 상기 연결 블록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23 및 도 24는 커넥터의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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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및 도 26은 다른 커넥터의 사시도이다.

도 27은 다른 플러그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28은 도 27의 플러그 하우징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29는 도 27의 플러그 로드바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0은 도 27의 플러그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31a는 케이블의 측면도이다.

도 31b는 상기 케이블의 일단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31c는 상기 케이블의 다른 일단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32는 도 27의 플러그의 로드바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3은 상기 다른 아웃렛의 정면도이다.

도 34는 도 33의 라인(34-34)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35는 도 33의 라인(35-35)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36은 상기 다른 아웃렛의 저면도이다.

도 37은 또 다른 아웃렛의 정면도이다.

도 38은 도 37의 라인(38-38)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39는 도 37의 라인(39-39)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40은 도 37의 라인(40-40)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41은 도 37의 라인(41-41)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42는 도 37의 아웃렛을 도시한 저면도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능이 향상된 플러그(100)의 분해도이다. 상기 플러그(100)는 RJ-45 아웃렛

과 매칭되기 위해 설계되며, 하부 하우징(104)과 결합되는 상부 하우징(102)을 포함한다. 상부 및 하부 하우징은 탄성 플

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의 선행기술에서와 같이 실드될 수도 있다. 콘택트(110)는 상부 하우징

(102)에 장착되고, 콘택트(108)는 하부 하우징(104)에 장착된다. 로드바(106)는 와이어를 수신하여 콘택트(108, 110)상

에 정지하기 위해 적합한 위치에 와이어들을 배치한다.

하부 하우징(104)은 평면 베이스(112)와 한쌍의 측벽(114)을 포함한다. 측벽(114)을 지나 연장되는 2개의 래치(116)가

있다. 상부 하우징(102)은 래치(116)를 수용하기 위한 개구부(120)을 구비한 측벽(118)을 포함한다. 상부 하우징(102)은

콘택트(108, 110)의 타단(130)을 수용하는 일련의 이격되고 격리된 슬롯(170)들을 포함한다. 측벽(114)은 또한 넥(neck;

124)을 구비한 환형 개구부(122)를 포함한다. 넥(124)은 환형 개구부(122)의 지름보다 내부의 크기가 작다. 환형 개구부

(122)는 상기 상부 하우징(102)상에 형성된 힌지 핀(126)을 수용한다. 힌지 핀(126)은 환형 표면과 평면의 표면을 가지는

실린더의 일부분이다. 힌지 핀(126)은 한 방향으로 최소한의 폭을 가지므로써 넥(124)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힌지 핀

등록특허 10-0591673

- 4 -



(126)은 상부 하우징(102)이 열린 위치에 있을 때만 넥(124)을 통과할 수 있다. 하부 하우징(104)에 상대적으로 상부 하우

징(102)이 회전할 때, 힌지 핀의 최소한의 폭은 더 이상 넥(124)과 일직선에 있지 않으며, 힌지 핀(126)은 환형 개구부

(122)내에 잠겨진다.

콘택트들(108, 110) 각각은 압접 콘택트 일단(IDC end; 128)과 타단(130)을 포함한다. 압접 콘택트 일단(128)은 베이스

(132)와 제1 방향으로 베이스에서 뻗어 나가는 IDC 암(IDC arms; 134)을 포함한다. 다리(140)는 IDC 일단(128)으로부터

제 1방향에 수직으로 뻗어나가며, 다리(142)를 형성하는 제 1방향과 반대로 향해지기 위해 대략 90도 정도로 구부러진다.

콘택트(110)는 제 1방향과 관련하여 구부러진 방향이 콘택트(108)와 다르다.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IDC 암(134)이

기준축을 만들기 위해 제 1방향으로 향해지면, 콘택트(108)은 좌회전 방향으로 구부러지고, 콘택트(110)은 기준축에 대해

우회전 방향으로 구부러진다.

하부 하우징(104)은 콘택트(108)를 수용하기 위한 복수의 채널(148)을 구비한 콘택트 홀더(146)를 포함한다. 콘택트

(108)는 일직선 상태로 채널(148)내에 장치된다. 콘택트(108)는 전술된 다리(136, 138, 140)를 구성하기 위해 구부러진

다. 일련의 포스트(150)는 각 채널(148)의 출구단을 향해 채널(148) 위쪽에 위치한다. 포스트(150)는 밴딩 과정과 플러그

(100)을 사용하는 동안 콘택트(108)를 지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립(149)은 하부 하우징(104)에 대해 상대적인 로드바

(106)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콘택트 홀더(146)의 상부면에 마련되며 하부 루트면(bottom shoulder; 164)과 접

촉한다.

로드바(106)는 일반적으로 상부표면(154)과 하부표면(156)을 구비한 직각형 블록(152)으로 만들어진다. 환형 채널(159)

은 상부표면(154)에 형성되며, 환형 채널(158)은 하부표면(156)에 형성된다. 하부표면(156)에 형성된 채널(158)은 채널

(159)로부터 동일간격으로 이격되고 오프셋 되며, 또한 상부표면에서도 동일간격으로 이격된다. 블록(152)은 로드바

(106)의 길이를 따라 상부 루트면(162)과 하부 루트면(164)을 형성하는 축소된 크기(예를들면, 높이)의 한부분(160)을 구

비한다. 하부 루트면(164)은 로드바(106)를 하부 하우징(104)에 배치하기 위해 립(149)과 접한다. 측벽(114)은 또한 하부

채널(158)과 채널(148)을 일직선상에 정렬하여 채널(158)에 설치된 와이어들이 콘택트(108)의 압접 콘택트 일단(128)과

일직선상에 정렬되도록 한다. 로드바(106)는 또한 상부 하우징(102)에 형성된 도 3의 리세스(168)와 연결되는 익스텐션

(166)을 포함한다. 플러그(100)는 로드바(106)내에서 와이어가 끝나게 하는 로드바(106)를 사용하므로써 와이어가 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 로드바를 통해 와이어를 플러그 일단영역내로 밀어 넣어, 로드바내에서 끝내는 것은 와이어 버클링의

가능성을 없애준다.

도 2는 콘택트(108)을 내부에 장착한 하부 하우징(104)의 사시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채널(148) 위쪽에 배

치된 포스트(150)는 콘택트(108)의 다리(140, 138)를 지지한다. 포스트(150)는 콘택트(108)를 구부리기 위한 표면을 제

공하므로써 제조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포스트(150)는 콘택트(108)의 타단(130)을 지지하므로써 아웃렛과 플러그가 매

칭될 때 타단(130)은 편향되지 않는다. 리세스(172)는 채널(148)에 근접하게 형성되며, 상부 하우징(102)이 하부 하우징

(104)에 대해 상대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리세스(172)는 하부 하우징(104)의 인테리어(105)로부터 리

세스(172)를 감싸는 후면벽을 구비한 3면 영역이다.

도 3은 상부 하우징(102)의 내부를 도시한 플러그(100)의 분해 사시도이다. 상부 하우징(102)은 하부 하우징(104)에 대고

인입 케이블의 피복을 압착하며 변형 릴리프(strain relief)를 제공하는 변형 릴리프 프로젝션(174)을 포함한다. 상부 하우

징(102)은 콘택트(110)을 수용하기 위한 복수의 이격된 채널(178)을 구비하는 콘택트 홀더(176)를 포함한다. 복수의 개

구부(180)는 상부 하우징(102)에 제공되어 콘택트(108)가 슬롯(170)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복수의 익스텐션(182)은 콘

택트 홀더(176)로부터 돌출되며, 하부 하우징(104)상에 리세스(168)를 연결하기 위해 배치된다. 익스텐션(182)은 먼지가

플러그(100)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세스(168)내로 충분히 확장되나, 하부 하우징(104)에 대해 상부 하우징

(102)이 회전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깊지는 않다. 상부 하우징(102)은 로드바(106)상에 익스텐션(166)을 수용하는 리

세스(168)를 포함하며, 로드바(106)의 위치는 상부 하우징(102)에 대해 상대적이다. 로드바(106)를 배치할 때, 로드바

(106)내의 채널(159)은 채널(178) 및 콘택트(110)의 IDC 일단(128)과 일직선 상에 있게 된다.

도 4는 조립된 플러그(100)의 사시도이다. 플러그(100)를 조립하기 위해, 와이어를 채널(158, 159)내에 레이싱하고, 로드

바(106)는 상부 하우징(102) 또는 하부 하우징(104)내에 배치된다. 힌지 핀(126)은 환형 개구부(122)내에 배치되며, 상부

하우징(102) 및 하부 하우징(104)은 서로를 향해 회전한다. 로드바(106)내의 채널들(158)은 하부 하우징(104)내의 채널

(148)과 일직선을 이루며, 채널들(159)은 상부 하우징(102)의 채널(178)과 일직선을 이룬다. 상부 하우징(102)이 하부 하

우징을 향해 회전될 때, 콘택트(108, 110)들의 IDC 일단(128)은 각 와이어의 절연체를 관통하며 콘택트(108, 110)와 와

이어 사이에 전기 접속을 이루는 로드바(106)내의 와이어에 접선된다. 완벽한 회전시, 래치(116)는 개구부(120)와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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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플러그가 조립된다. 와이어가 로드바내에서 끝나므로 로드바를 통해 플러그 하우징내로 와이어를 밀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간단하게 어셈블리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익스텐션(182)은 먼지나 오염물이 플러그(100)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세스(172)에 배치된다.

콘택트(108, 110)는 인접하는 콘택트들 사이의 인접영역을 축소하기 위해 설계된다. 콘택트(108, 110)의 타단은 슬롯

(170)내에서 서로 근접하게 될 것이며, 다리(144, 140)들은 표준 RJ-45의 아웃렛과 매칭되기 위해 반드시 서로 근접하게

될 것이다. 콘택트(108, 110)들은 슬롯(170)에서 나온 후에 각각 갈라진다. 따라서, 다리(142)와 다리(138)사이의 인접영

역은 최소화되고, 다리(136)와 다리(140)사이에는 인접영역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인접하는 콘택트들 사이의 인접영역을

축소하므로써, 누하는 줄어들고 성능은 향상된다. 추가로, 로드바(106)는 성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로드바는 다른

평면 즉, 상부 채널(158) 및 하부 채널(159)에서 와이어들 사이에 간격을 둠으로써 누하의 가능성을 축소한다. 추가로, 로

드바는 각각의 쌍이 누하를 좀더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트위스트되지 않은 양을 표준화하고 최소화한다. 누하를 줄임에 따

라, 본 발명의 플러그는 반사 감쇠량(return loss)을 개선하여 좀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개선된 성능을 통해 근접

쌍들로부터의 소음을 줄이고, 고주파수로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도 5 및 도 6은 향상된 성능의 90도 버젼의 아웃렛(200)을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다. 아웃렛(200)은 하우징(202)과 탄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콘택트 캐리어(204)를 포함한다. 아웃렛(200)은 또한 선행기술에서 기지된 바와 같이 실드된 아웃

렛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하우징(202)내의 개구부(201)가 콘택트 캐리어(204)의 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평면에 있기 때문에

아웃렛(200)은 90도이며, 콘택트(220, 218)의 일단은 콘택트 캐리어(204)를 통해 확장된다. 일반적으로 콘택트 캐리어는

L형태이며, 베이스(206) 및 베이스(206)와 직각을 이루는 후면벽(208)을 포함한다. 콘택트 캐리어(204)는 후면 엣지

(216)의 반대편에 배치된 정면 엣지(214)를 구비하며, 후면 엣지(216)에서 후면벽(208)은 베이스(206)와 연결된다. 베이

스(206)상의 리브(rib; 210)는 하우징(202)의 측벽에 형성된 채널(212)과 맞물려져서 콘택트 캐리어(204)를 하우징(202)

에 고정한다. 아웃렛(200)은 인접하는 콘택트들 사이의 근접 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다른 형태를

가지는 2가지의 콘택트(218, 220)을 포함하며, 콘택트(218, 220)들은 금도금 또는 팔라듐 도금의 포스포 브론즈 와이어

로 만들어 진다. 콘택트(218, 220)들은 콘택트 캐리어(204)를 가로질러 엇갈려 배치된다.

도 7은 아웃렛(200)의 정면도이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아웃렛(200)의 라인(8-8)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도 8은 제

1 콘택트(218)를 상세하게 도시한다. 제 1 콘택트(218)는 회로기판에 연결되는 일단(222)을 구비한다. 일단(222)으로부

터 콘택트(218)는 콘택트 캐리어(204)의 하부로 들어가서 다리(224)를 구성하기 위해 대략 90도 정도 구부러진다. 그런

다음 콘택트(218)는 정면 엣지(214)에 근접하는 콘택트 캐리어(204)에서 나오는 다리(226)를 형성하기 위해 90도 이상

180도 미만으로 구부러진다. 타단(228)은 후면벽(208)내에서 끝나도록 비스듬한 각을 유지하고, 하우징(202) 내부에 만

들어진 립(203) 아래에 배치된다. 콘택트(218)의 경로는 도 5,6에서와 같이 콘택트 캐리어(204)의 리브(201)가 결합되는

하우징(202)의 측벽에 마련된 채널(212)에 의해 제공된다. 경로는 베이스(206)의 하부에 근접하게 배치된 제 1 부재(223)

와 베이스(206)의 상부에 근접하게 위치하는 제 2 부재(225)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공된다. 다리(224)를 수용하기 위해 제

1 부재(223)와 제 2 부재(225) 사이에 갭이 생긴다.

도 9는 도 7의 라인(9-9)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콘택트(220)는 콘택트 캐리어(205)를 가로질러 콘택트(218)와 엇갈

려 배치된다. 콘택트(220)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회로기판에 장착되기 위해 콘택트 캐리어(204)의 하부로부터 뻗어 나오

는 타단(230)을 구비한다. 콘택트(220)는 다리(234)를 형성하기 위해 대략 90도로 구부러지는 다리(232)를 만들기 위해

대략 90도 정도로 구부러진다. 다리(234)는 다리(238)를 형성하기 위해 90도 미만으로 구부러지는 다리(236)를 만들기

위해 대략 90도 정도로 구부러진다. 콘택트(220)의 타단(240)은 하우징(202)의 후면상에 접하여 형성되며 콘택트 캐리어

(204)의 정면 엣지(214) 위쪽에 배치된 립(242)의 아래에 위치한다. 도 9에 상세하게 도시된 바와 같이, 콘택트(220)는 정

면 엣지(214) 반대편의 후면벽(208)에서 콘택트 캐리어(204)로부터 나온다. 콘택트(220) 경로는 베이스(206)의 하부에

근접하게 위치한 제 3부재(231)와, 베이스(206)와 후면벽(208) 사이의 교차지역에 위치하는 제 4 부재에 의해 부분적으

로 형성된다. 다리(232)를 수용하기 위해 제 3 부재와 제 4 부재 사이에 갭이 생긴다. 도 10은 아웃렛(200)의 저면도이다.

아웃렛(200) 또한 콘택트(218)열과 콘택트(220)열의 간격을 표준 모듈러 잭(일반적으로 100 in) 보다 더 떨어지게 함으로

써 콘택트(218, 220)들이 회로기판과 매칭되는 영역에서 누하를 감소시킨다.

콘택트 캐리어(204)의 다른 일단으로부터 나오는 콘택트(218, 220)들은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이다. 콘택트 캐리어를 가

로질러 콘택트(218, 220)들을 교대 배치하고, 콘택트 캐리어의 일단으로부터 나오는 콘택트(218)와 콘택트 캐리어(204)

의 다른 일단으로부터 나오는 콘택트(220)을 구비하므로써, 콘택트(218, 220)들의 근접 영역은 축소된다. 이러한 근접 영

역의 축소는 누하를 감소시키므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 반사 감쇠량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균형을 얻게 된다.

도 11 및 도 12는 성능이 향상된 아웃렛(250)을 수직으로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다. 아웃렛(250)은 하우징(252)과, 탄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콘택트 캐리어(254)를 포함한다. 아웃렛(250)은 또한 선행기술에서 기지된 것과 같은 실드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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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하우징(250)내의 개구부(251)가 콘택트 캐리어(254)의 평면과 수평을 이루는 평면에 있기 때문에

아웃렛(250)은 수직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콘택트(274, 276)의 일단은 콘택트 캐리어(254)를 통해 뻗어 나간다. 일반적

으로 콘택트 캐리어는 L 형태로서 베이스(256)와, 베이스(256)와 일반적으로 직각을 이루는 후면벽(258)을 포함한다. 콘

택트 캐리어(254)는 후면벽(258)과 베이스(256)가 접하는 후면 엣지(262)의 반대편에 배치된 정면 엣지(260)를 구비한

다. 베이스(256)상의 립(264)은 콘택트 캐리어(254)를 하우징(252)에 확보하기 위해 하우징(252) 내부상의 채널(266)과

맞물려진다. 콘택트 캐리어(254)의 측벽(267)은 콘택트 캐리어(254)를 하우징(252)에 고정하기 위해 개구부(270)와 맞물

려지는 돌출부를 포함한다. 하우징(252)과 후면벽(258)은 후술하는 연결블록(300)에 장착된 콘택트들의 미부(tail)를 수

용하는 리세스(272)를 포함한다. 아웃렛(250)은 2가지 형태의 다른 형태를 가진 콘택트들(274, 276)을 포함하므로써 근

접하는 콘택트들 사이의 근접 영역을 축소하여 성능을 개선시킨다. 콘택트(274, 276)은 금도금 또는 팔라듐 니켈 도금된

포스포 브론즈 와이어로 만들어진다. 콘택트들(274, 276)은 교대로 콘택트 캐리어(254)를 가로질러 배치된다.

도 13은 아웃렛(250)의 정면도이다. 도 14는 도 13의 라인(15-15)을 따라 얻어진 아웃렛의 단면도이다. 도 14는 제 1 콘

택트(274)를 상세하게 도시한다. 제 1 콘택트(274)은 회로기판에 연결되는 일단(280)을 포함한다. 일단(280)으로부터 콘

택트(274)는 콘택트 캐리어(254)의 베이스(256)로 들어가고, 다리(256)를 형성하기 위해 대략 90도 정도 구부러진다. 그

런 다음 콘택트(274)는 베이스(256)의 하부에 상대적인 제 1 높이에서 후면벽(258)으로부터 나와서 후면벽(258)과 직각

을 이루는 다리(284)를 형성하기 위해 대략 90도 정도 구부러진다. 콘택트(274)는 90도 미만으로 구부러지고, 타단(286)

은 하우징(252)의 하부면에 접하여 형성되며 콘택트 캐리어(254)의 정면 엣지(260) 위쪽에 배치된 립(288) 아래쪽에서

끝난다. 콘택트(274) 경로는는 콘택트 캐리어(254)를 통해 형성된 제 1 채널에 의해 제공된다. 경로는 베이스(256)와 후

면벽(258) 사이의 교차점에 근접하여 배치된 제 1 부재(293) 및 제 2 부재(295)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공된다. 다리(282)

를 수용하기 위해 제 1부재(293)와 제 2부재(295) 사이에 갭이 제공된다.

도 15는 도 13의 라인(15-15)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이다. 콘택트(276)는 콘택트(274)와 교대로 콘택트 캐리어(254)를 가

로질러 배치된다. 콘택트(276)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회로기판에 장착되기 위해 후면벽(258)에서 뻗어 나오는 일단(244)

을 구비한다. 콘택트(276)은 다리(248)를 만들기 위해 90도 이상 구부러진 다리(246)를 형성하기 위해 대략 90도 정도 구

부러진다. 다리(248)는 제 1 콘택트(274)의 출구높이와는 다른 베이스(256)의 하부에 상대적인 제 2 높이로 후면벽(258)

에서 나오며, 후면벽(258)에 대해 비스듬한 각으로 나온다. 콘택트(276)의 타단(249)은 하우징(252)의 하부면상에 접하

여 형성된 립(288) 아래와 콘택트 캐리어(254)의 정면 엣지(260) 위쪽으로 위치한다. 콘택트(276) 경로는 후면벽(254)에

위치하는 제 3부재(277) 및 제 4부재(279)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된다. 다리(246)를 수용하기 위해 제 3부재(277)와 제

4부재(279) 사이에 갭이 생긴다.

도 16은 아웃렛(250)의 저면도이다. 아웃렛(250) 또한 콘택트(274)과 콘택트(276)의 열사이의 간격을 표준 모듈러 잭(일

반적으로 100in) 보다 더 떨어지게 함으로써 콘택트(274, 276)가 회로기판과 매칭되는 영역에서 누하를 감소시킨다.

다른 높이와 다른 각도로 콘택트 캐리어의 후면벽으로부터 나오는 콘택트(274, 276)는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이다. 콘택

트(274, 276)들이 교대로 콘택트 캐리어를 가로지르게 하고, 콘택트(274, 276)가 다른 높이와 다른 각도로 콘택트 캐리어

의 후면벽에서 나오게 하므로써, 인접하는 콘택트(274, 276)들 사이의 근접 영역을 축소한다. 이러한 인접영역의 축소는

누하의 감소, 반사 감쇠량의 개선 및 균형의 개선을 초래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도 1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연결블록(300)의 측면도이다. 일반적으로 연결블록(300)은 직각의 베이스

(302)를 포함하며, 베이스는 위쪽으로 확장되는 타단벽(end wall; 304)을 구비한다. 또한 제 1 치(tooth; 306)들 및 제 2

치(308)는 베이스(302)로부터 확장된다. 타단벽(304)과 제 1치(306)들 사이 및 제 1치(306)들과 제 2 치(308) 사이에 도

18에서 도시된 갭(324)이 생긴다. 제 1 치는 압접 콘택트(Insulation displacement cotact, IDC; 310)를 분리하고, 제 2

치는 IDC(310)쌍들을 분리한다. IDC(310)쌍들은 미국특허 제5,645,445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프레스에 맞는 테일(tail;

311)을 구비한다. 일반적인 종래기술에서와 같이, 와이어는 갭(324)내에 장착되며 IDC(310)와의 사이의 전기접속을 만들

기 위해 IDC 상에 압착된다.

본 발명의 주요한 특징에 따르면, 치(308)는 세로방향으로 제 1 치(306)보다 더 큰 폭을 갖는다. 따라서, 한쌍의 IDC에서

IDC 사이의 거리는 쌍들 사이의 거리보다 좁다. 스태거형으로된 쌍의 간격은 쌍들 사이의 누하의 가능성을 줄이므로써 성

능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장치는 또한 한 쌍의 IDC 사이의 간격을 좀더 좁게 하므로써 누하를 감소시킨다. 평행선보다

다소 각이 있는 블록으로 IDC를 배치하므로써 간격이 좁아진다. 이처럼 쌍내에서의 좁은 간격은 각 쌍들 사이의 간격도 추

가적으로 줄임으로써 또한 누하를 줄인다. 본 발명의 IDC(310)는 또한 선행기술 보다 높이가 더 낮고 폭도 더 좁기 때문에

누하를 더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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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단벽(304)은 타단벽의 바깥쪽을 향해 테이퍼된 내부표면(inside surface; 312)을 구비한다. 유사하게, 제 1 치(306)는

서로를 향해 테이퍼된 2개의 내부표면(314)과, 제 1 치(306)의 일단에 팁(318)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를 향해 테이퍼된 2

개의 외부표면(316)을 포함한다. 팁(318)은 10/1000"보다 폭이 좁으며, 5/1000"의 크기가 바람직하다. 팁(318)은 레이싱

과 펀칭하기에 앞서 와이어 쌍을 풀 필요없이 용이하게 트위스티드 페어선을 분할한다. 이처럼 개선된 팁(318)은 또한 짜

여진 트위스티드 페어케이블의 일단을 개선한다. 가는 웨브를 설치하므로써 각각의 트위스트된 쌍이 함께 결합된다. 개선

된 팁은 블록의 펀칭을 더 빠르고, 더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또 하나의 잇점은 쌍들 사이의 간격을 뚜렷하게 하므

로써, 설치 및 이용중에 각 쌍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진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단벽(304)의 내부표면(312)과 치(306)의 내부표면(314)은 거기에 형성되어 IDC(310)의 엣

지를 수용하는 직각의 리세스(320)를 구비한다. 상기 IDC(310)는 연결블록(300)의 세로축 X에 대해 사각을 이룬다. 일 실

시예에 있어서, IDC(310)는 연결블록(300)의 세로축에 대해 45도의 각을 이룬다. 치(308)의 내부표면(322)은 유사하게

IDC(310)의 엣지를 수용하기 위해 직각의 리세스(320)를 포함한다. 도 19는 상기 연결블록(300)의 세로축에 대해 45도의

각도를 이루는 IDC(310)를 보여주는 연결블록(300)의 저면도이다. 도 20 및 도 21은 상기 연결블록(300)의 단면도이다.

도 22는 IDC(310)를 보여주는 상기 연결블록(300)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면에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누하를 더 감소시키

기 위해 쌍들사이에 금속장벽이 설치될 수도 있다.

타단벽(304)의 내부표면(312)은 2개의 노치(notch; 326)를 포함한다. 유사하게, 치(306)의 내부표면(314)은 각각 갭

(324)에 인접하는 2개의 노치(326)를 포함하며, 치(308)의 내부표면(322) 각각 또한 갭(324)에 인접하는 2개의 노치

(326)를 포함한다. 노치(326)는 갭(324)내에서 와이어에 접촉하는 재료의 양을 감소시키며, 노치(326)가 없을 때 보다 영

역당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진다. 영역당 압력이 증가하므로써 갭(324)내의 와이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도 23 및 도 24는 회로기판(400)에 장착되어 90도 각도를 이루는 아웃렛(200)의 사시도이다. 연결블록(300)은 회로기판

(400)의 반대편상에 장착된다. 도 23 및 도 24는 또한 아웃렛(200)과 연결되지는 않으나 일직선상에 정렬된 플러그(100)

를 도시한다. 도 25 및 도 26은 회로기판(400)에 수직으로 장착된 아웃렛(250)의 사시도이다. 연결블록(300)은 상기 회로

기판(400)의 반대편상에 장착된다. 또한, 도 25 및 도 26은 아웃렛(250)과 연결되지는 않으나 일직선상에 정렬된 플러그

(100)를 도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러그, 아웃렛 및 연결블록은 모두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며, 이들 모두가 함께 쓰여

질 때 좀더 개선된 성능의 커넥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다. 여기에 서술된 실시예는 8개의 콘택트를 구비하고 있으나,

컨택트의 수에 상관없이 아웃렛, 플러그 및 연결블록의 특징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커넥터가 더 나은 전송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커넥터는 종종 누하를 보상하기 위한 회로소자를 필요로한다. 이것은

회로소자가 종종 플러그 성능의 일정 범위에 맞춰지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의 플러그들은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보상 회로소자와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송요건을 충촉시키지 못한다. 전송 주파수가 증

가할 때, 보상 회로소자내에 만들어진 보상의 양은 증가하고, 차례로 플러그 성능의 허용가능한 변화는 감소한다. 선행기

술의 플러그에서 광범위한 전송 성능과 연관될 수 있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A. 트위스트되지 않은 쌍의 양이 변함. 플러그는 각각의 쌍들에서 트위스트되지 않은 양을 제어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포함

하지 않는다.

B. 쌍들의 위치가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조화함. 플러그내에 와이어를 배치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하여, 쌍들은 여러가

지 다른 방법으로 당겨지고, 구부러지거나 꼬일 수 있다.

C. 종래의 플러그에서는 로드바를 통해 와이어를 플러그내로 밀어 넣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와이어들이 휘어질 수 있으

며, 또한 플러그를 어셈블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D. 사용되는 케이블의 양단은 쌍의 미러 이미지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어셈블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찬가지로 부조화를 초래한다.

도 27은 보다 일관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다른 플러그(500)의 분해 사시도이다. 플러그(500)는 하우징(502)과

로드바(504)를 포함한다. 상기 하우징은 기존의 RJ45 아웃렛과 매칭(즉, 역호환) 되기 위해 설계된다. 상세하게 후술되는

바와 같이, 로드바(504)는 와이어를 수용하여 누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와이어를 배치한다. 개구부(503)를

통해 로드바(504)를 하우징(502)내로 삽입한다. 로드바(504)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이며 하우징(502) 내부에 형성된 루

트면(shoulder; 508)를 수용하는 리세스(506)들을 포함한다. 로드바(504)는 곡선면인 제 1 플레인(plane)에 배치된 제 1

와이어 수신채널(510)세트와, 상기 제 1 플레인과 다른 높이로서 도 29에서와 같이 슬롯(524)이 상측부위에 마련된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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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인 제 2 플레인에 위치하는 제2 와이어 수신채널(512)세트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 1 플레인은

대체로 제 2 플레인과 평행하다. 와이어 수신채널(510)은 와이어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으나, 일단 와

이어가 제자리에 위치하면 로딩과정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만큼 충분히 좁다. 와이어 수신채널(512)은 와이어를 용이

하게 설치하기 위해 끝이 테이퍼된 입구(514)를 구비한다. 일련의 분리된 슬롯(516)은 압접 콘택트가 와이어 수신채널

(510, 512)내에 위치하는 와이어와 접선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하우징(500)내에 형성된다. 상기 슬롯들(516)은

분리되므로써 인접하는 압접 콘택트가 서로 닿는 것을 막아준다. 하우징(502)의 내부에 3개의 리지(ridge)가 형성된다. 각

각의 리지(518)는 2개의 인접하는 와이어 수신채널(510)들 사이에 위치하며, 슬롯(516)에 대해 와이어를 상대적으로 위

치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도 27에 도시된 로드바(504)는 8개의 와이어를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며, 6개는 제 1 플레인에, 2

개는 제 2 플레인에 배치된다. 플러그(500)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남이 없이 더 많거나 더 적은 와이어를 수용하기 위

해 변경될 수 있다.

도 28은 상기 하우징(502)의 사시도이다. 리지(518)는 로드바를 향해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운 다음, 로드바(504)내의

와이어 수신채널(510)과 평행을 이룬다. 하우징(502)의 비스듬한 개구부는 로드바(504)를 하우징(502)내로 삽입하는 것

을 용이하게 해준다.

도 29는 상기 로드바(504)의 사시도이다. 와이어 수신채널(510) 각각은 반원형이다. 인접하는 와이어 수신 채널(510)들은

각각의 쌍으로부터 팁 및 링 도선을 수신하며, 정확하게 와이어를 배치하기 위해 채널사이에 위치하는 립(520)을 구비한

다. 와이어 수신채널의 인접쌍사이에 배리어(522)가 제공된다. 배리어(522)는 다른 쌍들로부터 제공되는 팁 및 링 도선이

교차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며, 와이어 보다 훨씬 더 높다. 배리어(522)는 제 2 플레인에서 와이어 수신채널(512)의

바로 위에 배치된다.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와이어 수신채널(512)은 종래의 와이어링 표준에 따라 와이어 수신채널의 중앙에 있는 쌍을 기

준으로 양쪽에 위치한다. 배리어(522)는 배리어(522)의 상부표면을 통해 형성되며 와이어 수신채널로 들어가는 슬롯

(524)을 포함한다. 슬롯(524)은 압접 접속을 위한 개구부를 제공하므로써 와이어 수신채널(512)내에 배치된 와이어와 접

촉한다. 슬롯(524)은 로드바(504)가 하우징내에 설치될 때 하우징(502)내의 슬롯(516)과 일직선을 이룬다.

도 30은 하우징(502)내에 설치된 로드바(504)를 구비하는 플러그(500)의 단면도이다. 리지(518)는 와이어 보유채널

(510)의 반원형 표면과 유사한 반지름를 갖는 대향 반원형 표면을 구비한다. 대향 반원형 표면(526)은 와이어를 와이어 수

신채널(510)에 배치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와이어가 하우징(502)내의 슬롯(516)들과 일직선으로 정렬되도록 한다. 제 1

표면(526)은 한쌍의 인접하는 와이어 수신채널에서 하나의 와이어 수신채널을 향하며, 맞은편 표면(526)은 다른 하나의

와이어 수신채널을 향한다. 리지(518)는 와이어 수신채널(510)에 평행하며, 와이어 수신채널(510)의 전체 길이를 따라 확

장된다. 압접 콘택트는 와이어 수신채널(510, 512)내의 와이어와 연결되는 슬롯내에 배치된다. 종래기술에서 기지된 바와

같이, 와이어 수신채널내의 와이어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더 오랫동안의 압접 접속이 필요하다.

이제 로드바(504)내에 와이어를 설치하는 방법이 서술될 것이다. 도 31A 및 도 31B는 각각 와이어 4쌍을 구비하는 케이

블의 측면도 및 단면도이다. 4쌍의 와이어에는 녹색(Gr), 갈색(Br), 파란색(Bl) 및 오렌지색(Or)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각

쌍은 2개의 와이어, 팁 도선으로 지정된 하나의 와이어, 및 링 도선으로 지정된 다른 하나의 와이어를 포함한다.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쌍의 개개의 와이어들이 꼬여 있다 즉, 팁 및 링 도선은 서로 꼬여 있다. 도 31C는 도 31B에 도시된 상

기 케이블의 반대쪽 일단의 단면도이다.

도 31B에 도시된 케이블의 일단에서, 로드바(504)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로딩될 것이다. 우선, 일단으로부터 대략 1.5"

정도 케이블 피복을 벗긴다. 그런 다음, 도 3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Br과 Gr 쌍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Gr쌍은 Br 쌍과 Bl

쌍 사이에서 교차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Br쌍과 분리된 Bl쌍을 나눈다. 종래의 와이어링 기준에서 Bl쌍은 중간쌍

에서 스프레딩 되기 때문에 분리된 쌍으로 간주된다. 도 32에 도시된 바와 같이, Br쌍은 분리된 Bl쌍의 도선사이에 위치한

다. Bl쌍의 팁 및 링 와이어는 케이블 피복으로부터 최대 0.5"까지만 트위스트되므로써, 상기 쌍의 와이어들은 정확한 방

향으로 향한다. 그런 다음, 도 3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Bl쌍은 로드바내의 와이어 수신채널내에 레이싱되며, 트위스티

드 와이어가 로드바와 접촉할 때까지 당겨진다. 나머지 Or, Br 및 Gr 쌍들은 트위스트되지 않은 것이 필요할 것이며, 각각

의 적합한 와이어 수신채널내에 배치되므로써 교차되는 쌍은 없다. 각 쌍의 팁 및 링 도선을 와이어 수신채널(510)에 인접

하게 둔다. 그런 다음 와이어들을 로드바(504)의 일단에 가능한한 근접하게 잘라내어 정리한다.

함께 두는 Or, Br 및 Gr쌍들은 와이어 수신채널(510)의 제 1 플레인에 위치한다. Br쌍의 양쪽에 있는 분리된 Bl쌍은 종래

의 와이어링 기준에 따라 와이어 수신채널의 제 2 플레인에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분리된 Bl쌍은 누하를 거의 없애는데 큰

공헌을 한다. 와이어 수신채널(510)에 의해 형성된 제 2 플레인에 상기 쌍을 배치하여 와이어 수신채널(510)에 의해 형성

된 제 1 플레인과 분리시키므로써 분리된 쌍에 의해 발생되는 누하는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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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C에 도시된 케이블의 일단에서, 로드바(504)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로딩될 것이다. 우선, 일단으로부터 대략 1.5"

정도 케이블 피복을 벗긴다. 그런 다음, 도 3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Or과 Bl 쌍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Or쌍은 Br 쌍과 Bl쌍

사이에서 교차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Br쌍과 분리된 Bl쌍을 나눈다. 그런 다음 와이어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로드

바(504)내에 배치된다.

그런 다음 로드바(504)는 하우징(502)내에 삽입된다. 로드바(504)를 하우징(502)에 고정하기 위해 로드바(504)와 하우징

(502)을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다. 리세스(506)는 하우징(502)내에서 루트면(508)을 수용한다. 로드바(504)가 하우징내

에 적절하게 배치될 때, 와이어 수신채널(510)들은 슬롯(516)과 일직선에 정렬된다. 2개의 슬롯(524)과 2개의 와이어 수

신채널(512)들 또한 2개의 슬롯(516)과 일직선으로 정렬된다. 압접 일단을 구비하는 콘택트 블레이드(blade)는 슬롯

(516)내에 배치되고 와이어 수신채널(510, 512)내의 와이어와 연결되기 위해 권축된다. 와이어 수신채널(512)내에 위치

하는 분리된 쌍의 콘택트 블레이드는 와이어 수신채널(510)내에 위치하는 접촉 블레이드보다 길이가 더 길다. 텔레커뮤니

케이션 플러그(500)는 여러가지 잇점을 제공한다. 우선, 각 쌍에서 트위스트되지 않은 양은 감소되고 로드바에 의해 제어

된다. 각 쌍의 위치 또한 로드바에 의해 통제되며, 와이어를 플러그내에 밀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드바는 와이어가

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므로, 플러그는 매우 작고 일관된 범위의 전동 기능을 갖는다. 이것은 특히 누하 보상회로소자가

플러그 기능에 맞춰져야 하는 경우에 이롭다. 로드바내에서 와이어를 끝내는 것은 최종의 어셈블리를 보다 간소하게 한다.

도 33-36은 90도의 또 다른 아웃렛(600)을 도시한다. 아웃렛(600)은 상술한 바와 유사한 하우징과 콘택트 캐리어를 포함

한다. 콘택트(602, 604)는 교대로 아웃렛(600)을 가로질러 배치된다.

도 34는 도 33의 라인(34-34)을 따라 얻은 아웃렛(600)의 단면도로서, 제 1 콘택트(604)을 상세하게 도시한다. 제 1 콘택

트(604)는 회로기판에 연결되는 일단(606)을 구비한다. 상기 일단(606)으로부터 콘택트(604)가 콘택트 캐리어의 베이스

로 들어가고 다리(608)를 형성하기 위해 대략 90도 정도 구부러진다. 그런다음, 콘택트(604)는 다리(610)를 형성하기 위

해 대략 90도 구부러진다. 콘택트(604)는 다리(612)를 형성하기 위해 90도 이상 구부러진다. 다리(612)는 콘택트 캐리어

의 베이스 하부에 대해 상대적 제 1 높이로 후면벽에서 나오며 후면벽에 대해 비스듬한 각으로 나온다. 콘택트(604)의 타

단(614)은 하우징의 후면상에 형성되며 콘택트 캐리어의 정면 엣지의 위쪽에 위치하는 립(616)의 아래에 위치한다. 콘택

트(604)의 경로는 콘택트 캐리어에 배치된 제 1 부재(618)와 제 2 부재(620)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된다. 제 1 부재와 제

2 부재 사이에 다리(608)를 수용하기 위해 갭이 생긴다.

도 35는 도 33의 라인(35-35)을 따라 얻은 아웃렛(600)의 단면도이다. 도 35는 제 2 콘택트(602)를 상세하게 도시한다.

콘택트(602)는 회로기판과 연결되는 일단(622)을 구비한다. 일단(622)으로부터 콘택트(602)는 콘택트 캐리어의 베이스

로 들어가고 다리(624)를 형성하기 위해 약 90도 정도 구부러진다. 그런 다음, 콘택트(602)는 콘택트 캐리어의 하부에 대

해 상대적인 제 2 높이로 후면벽에서 나오며, 후면벽에 대해 직각을 이루는 다리(628)를 형성하기 위해 약 90도 정도 구부

러진다. 콘택트(602)는 90도 이하로 구부러져서 타단(632)이 하우징의 후면상에 형성되며 콘택트 캐리어의 정면 엣지 위

쪽에 위치하는 립(616) 아래에서 끝난다. 콘택트(602) 경로는 부분적으로 제 3 부재(634) 및 제 4 부재(636)에 의해 형성

된다. 제 3 부재(634) 및 제 4 부재(636) 사이에는 다리(624)를 수용하기 위해 갭이 생긴다.

도 36은 아웃렛(600)의 저면도이다. 아웃렛(600) 또한 표준 모듈러 잭(일반적으로 100in) 보다 콘택트(602)열과 콘택트

(604)열 사이의 간격을 더 둠으로써 콘택트(602, 604)가 회로기판과 매칭되는 영역에서 누하를 감소시킨다.

콘택트(602, 604)가 다른 높이와 다른 각도로 콘택트 캐리어의 후면벽에서 나오는 것은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이다. 콘택

트 캐리어를 가로 질로 콘택트(602, 604)를 교대로 배치하고, 콘택트(602, 604)가 다른 높이와 다른 각도로 콘택트 캐리

어의 후면벽에서 나오도록 하므로써 인접하는 콘택트(602, 604)들 사이의 인접영역은 축소되며, 이러한 축소는 누하감소,

반사 감쇠량의 개선 및 더 나은 균형 유지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킨다.

도 37-42는 또 하나의 다른 아웃렛(700)을 도시한다. 아웃렛(700)은 도 11-도 16과 관련하여 상술된 것과 유사한 콘택트

캐리어(254)를 포함한다. 아웃렛(700)은 아웃렛의 표면상에 1-8의 번호로 표시된 곳에 위치하는 8개의 접접을 포함한다.

각각의 콘택트는 도 38-도 42와 관련하여 여기에 서술된 바와 같이 성능을 향상시키고 누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성된다.

도 38은 도 37의 라인(38-38)을 따라 얻은 콘택트(274)의 단면도이다. 콘택트(274)는 도 13-16과 관련하여 상술된 콘택

트(274)와 동일하다. 콘택트(274)은 아웃렛(700)의 1, 3, 5 및 7번에 위치한다. 슬롯(1)의 콘택트(274)은 포스포 브론즈

콘택트보다 좀더 탄력이 있는 베릴륨 구리로 만들어진다. 몇몇 플러그들은 1번과 8번 위치에 콘택트를 필요로 하며, 아웃

렛(700)내의 접접 1번과 8번에 과도한 힘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베릴륨 구리로 슬롯(1, 8)의 콘택트를 만드는 것은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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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사용될 때 슬롯(1,8)에서 콘택트의 변형을 막아준다. 추가로, 슬롯(1,8)의 콘택트들은 슬롯(3,5,7)의 콘택트들보다

더 베이스(256)에 근접한 콘택트 캐리어(254)의 후면벽(258)에서 나오므로써, 아웃렛(700)과 매칭되는 1번과 8번 위치의

콘택트를 필요로 할 때, 슬롯(1,8)에서 콘택트들이 기울어지는 정도가 줄어든다.

도 39는 도 37의 라인(39-39)을 따라 얻은 콘택트(276)의 단면도이다. 콘택트(276)는 도 13-16과 관련하여 상술된 콘택

트(276)와 동일하다. 콘택트(276)는 아웃렛(700)의 4번과 6번에 위치한다.

도 40은 도 37의 라인(40-40)을 따라 얻어진 콘택트(702)의 단면도이다. 콘택트(702)는 아웃렛(700)내의 2번에 위치한

다. 콘택트(702)는 전술한 바와 같이 회로기판에 장착되기 위해 콘택트 캐리어의 후면벽으로부터 뻗어 나오는 일단(704)

을 구비한다. 콘택트(702)은 다리(246′)을 형성하기 위해 약 90도 정도 구부러지며, 다리(248)를 형성하기 위해 90도 이상

구부러진다. 다리(248)은 후면벽(258)에서 나와서 제 1 콘택트(274)의 출구높이와는 다르고 베이스(256) 하부에 대해 상

대적인 제 2 높이로 개구부(706)내로 확장되며, 후면벽(258)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스듬한 각으로 나온다. 콘택트(702) 경

로는 후면벽(258)에 위치한 제 3 부재(277) 및 제 5 부재(708)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된다. 다리(246′)를 형성하기 위해

제 3 부재(277)와 제 5 부재(708) 사이에 갭이 생긴다. 콘택트(702)는 콘택트(276)과 같은 높이와 같은 각으로 후면벽

(258)에서 나와서 개구부(706)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콘택트(276)와 유사하다. 콘택트(702)와 콘택트(276) 사이의 차이점

은 다리(246′)가 도 15에 도시된 다리(246) 보다 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704)은 콘택트(276, 274)의 일단(244,

280) 각각과 다른 높이에 위치한다. 도 42와 관련하여 후술되는 바와 같이, 콘택트의 배치는 아웃렛의 성능을 개선시킨다.

도 41은 도 37의 라인(41-41)을 따라 얻어진 단면도로서, 콘택트(730)를 도시한다. 콘택트(730)는 아웃렛(700)의 8번에

위치한다. 콘택트(730)는 전술한 바와 같이 회로기판에 장착되기 위해 콘택트 캐리어의 후면벽으로부터 확장되는 일단

(734)을 구비한다. 콘택트(730)는 일단(734)으로부터 다리(282′)를 형성하기 위해 대략 90도 정도 구부러진다. 그런 다

음, 콘택트(730)는 베이스(256) 하부에 대해 상대적인 제 1 높이로 후면벽(258)에서 나와서 후면벽(258)과 직각을 이루는

다리(284)를 형성하기 위해 약 90도 정도 구부러진다. 콘택트(730)는 90도 미만으로 구부러져서 타단(286)은 도 14와 관

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하우징의 후면상에 접하여 형성된 립(288)아래에서 끝난다. 콘택트(730) 경로는 제 1 부재(293)

와 제 6 부재(736)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공된다. 다리(282′)를 수용하기 위해 제 1 부재(293)와 제 6 부재(736) 사이에 갭

이 생긴다. 콘택트(730)는 콘택트(274)와 동일한 높이와 동일한 각으로 후면벽(258)에서 나와 개구부(706)내로 확장된다

는 점에서 콘택트(274)와 유사하다. 콘택트(730)와 콘택트(274)의 차이점은 도 14에 도시된 다리(282) 보다 다리(282′)가

짧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734)은 콘택트(276, 274)의 일단(244, 280)의 각각의 높이와는 다른 높이에 위치한다. 도

42와 관련하여 후술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콘택트들의 배치는 아웃렛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슬롯(1)의 콘택트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슬롯(8)내의 콘택트(730)는 1번과 8번에 위치하는 콘택트를 필요로 하는

플러그를 수용하기 위해 베릴륨 구리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콘택트 다리(284)는 슬롯(3,5,7)내

의 콘택트들보다 베이스(256)에 더 근접하는 콘택트 캐리어(254)의 후면벽(258)에서 나오므로써, 1번과 8번 위치에서 콘

택트를 필요로 하는 플러그가 아웃렛(700)과 매칭될 때 콘택트(730)가 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도 42는 콘택트(274, 276, 702, 730)의 일단의 위치를 도시한 아웃렛(700)의 배면도이다. 도 42에 도시된 바와 같이, 1,

3, 5 및 7번에 위치하는 콘택트(274)의 일단은 아웃렛(700)의 엣지로부터 제 1 간격(d1) 떨어진 한 줄로 위치한다. 콘택트

(702, 730)의 일단은 아웃렛(700)의 엣지로부터 제 2 간격(d2) 떨어진 2번과 8번 위치에 한줄로 위치한다. 4번과 6번에

위치하는 콘택트(276)의 일단은 아웃렛(700)의 엣지로부터 제 3 간격(d3) 떨어져서 한줄로 위치한다. 아웃렛(700)에서

콘택트(274, 276, 702, 730)들의 위치는 콘택트쌍들 사이의 누하를 감소시킴으로써 아웃렛(700)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지금까지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와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다양한 수정과 변경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한정됨이 없이 실례를 통해 서술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우징;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는 콘택트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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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과 타단을 구비하며, 상기 일단으로부터 상기 타단까지의 경로는 상기 콘택트 캐리어의 제 1 부분에서 상기 콘택트 캐

리어로부터 나오는 복수의 제 1 콘택트들; 및

일단과 타단을 구비하며, 상기 일단으로부터 상기 타단까지의 경로는 상기 콘택트 캐리어의 제 1 부분과 다른 제 2 부분에

서 상기 콘택트 캐리어로부터 나오는 복수의 제 2 콘택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웃렛.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트 캐리어는 하부, 정면 엣지 및 상기 정면 엣지의 반대편 후면 엣지에서 상기 베이스에 접하는

후면벽을 가지는 베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콘택트들의 경로는 상기 후면벽을 통과하여 상기 베이스 하부에 대해 상대

적인 제 1 높이로 상기 후면벽에서 나오며, 상기 제 2 콘택트들의 경로는 상기 후면벽을 통과하여 상기 베이스 하부에 대해

상기 제 1 높이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대적인 제 2 높이로서 상기 후면벽에서 나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

션 아웃렛.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트는 상기 후면벽에 대해 거의 수직으로 후면벽에서 나오며 상기 제 2 콘택트는 상기 후면

벽에 대해 비스듬한 각으로 후면벽에서 나오는 다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웃렛.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트 및 상기 제 2 콘택트는 상기 콘택트 캐리어를 가로 질러 교대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웃렛.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트 및 제 2 콘택트는 상기 콘택트 캐리어의 표면을 통해 회로기판에 연결되도록 후면벽에

서 뻗어나오는 일단을 구비하며, 상기 하우징의 개구부는 상기 표면에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웃

렛.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트 및 제 2 콘택트는 상기 콘택트 캐리어의 표면을 통해 회로기판에 연결되도록 후면벽에

서 뻗어 나오는 일단을 구비하며, 상기 하우징의 개구부는 상기 표면과 수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웃

렛.

청구항 7.

하우징;

상기 하우징를 넘어서 확장되는 일단을 구비하며, 상기 하우징의 엣지로부터 제 1 간격 떨어져 위치하는 제 1 열에 정렬되

는 제 1 콘택트;

상기 하우징를 넘어서 확장되는 일단을 구비하며, 상기 하우징의 엣지로부터 제 2 간격 떨어져 위치하는 제 2 열에 정렬되

는 제 2 콘택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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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우징를 넘어서 확장되는 일단을 구비하며, 상기 하우징의 엣지로부터 상기 제 1 간격보다 크고 상기 제 2 간격보다

작은 제 3 간격 떨어져 위치하는 제 3 콘택트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웃렛.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콘택트는 두개 이상의 제 3 콘택트로 이루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웃렛.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트는 동일한 형태를 가진 4개를 구비하여 아웃렛의 4개 슬롯에 각각 배치하고, 상기 제 2

콘택트는 동일한 형태를 가진 2개를 구비하여 아웃렛의 2개 슬롯에 각각 배치하며, 상기 제 3 콘택트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2개를 구비하여 아웃렛의 2개 슬롯에 각각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웃렛.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콘택트는 상기 아웃렛을 가로 질러제 1 콘택트, 제 3 콘택트, 제 1 콘택트, 제 2

콘택트, 제 1 콘택트, 제 2 콘택트, 제 1 콘택트, 제 3 콘택트의 순서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

웃렛.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콘택트는 제 1의 제 3 콘택트 및 제 2의 제 3 콘택트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 1의 제 3 콘택트

는 상기 제 2의 제 3 콘택트와 다른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웃렛.

청구항 12.

베이스;

상기 베이스로부터 확장되며, 제 1 폭과 타단을 갖는 제 1 치;

상기 베이스로부터 확장되며, 제 1 폭 보다 큰 제 2 폭을 갖는 제 2 치; 및

상기 제 1 치의 각 면상에 위치하는 한쌍의 콘택트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치는 한쌍의 외부면과 한쌍의 내부면을 구비하며, 상기 타단에서 팁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각각의 외부면과 상

기 각각의 내부면은 상기 타단을 향해 테이퍼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연결블록.

청구항 13.

제 1의 팁 및 링 쌍의 제 1 도선과 제 2 도선을 각각 수용하며, 제 1 플레인에 위치하는 제 1 와이어 수신채널 및 제 2 와이

어 수신채널;

상기 제 1 및 제 2 와이어 수신채널 양쪽에서 제 2의 팁 및 링 쌍의 제 1 도선과 제 2 도선을 각각 수용하며, 상기 제 1 플레

인과는 다르며 상기 제 1 플레인에 대체로 평행한 제 2 플레인에 위치하는 제 3 및 제 4 와이어 수신채널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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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제 3의 팁 및 링 쌍의 제 1 도선과 제 2 도선을 각각 수용하며, 상기 제 1 플레인에 위치하는 제 5 와이

어 수신채널 및 제 6 와이어 수신채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플러그.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제 4의 팁 및 링 쌍의 제 1 도선과 제 2 도선을 각각 수용하며, 상기 제 1 플레인에 위치하는 제 7 와이

어 수신채널 및 제 8 와이어 수신채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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