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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강체 인쇄회로판 상에 배치된 도전성 패드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개시한다.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은 복수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 도전성 재료 및 적어도 2곳의 미리 선

택된 위치 사이에서 연장되는 도전선을 구비하는 가요성 절연 기판과; 각각 도전성 재료를 갖는 각각의 미리 선택된 위치

에서 가요성 기판에 고정되는 복수의 콘택트와; 탄성 압축 매트를 구비하는 압축 어셈블리; 및 탄성 압축 매트가 인쇄회로

판 상의 도전성 패드에 대항하여 가요성 기판에 고정되는 콘택트를 압박하도록 압축 어셈블리의 가요성 기판 및 강체 기판

을 서로 정렬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미리 선택된 구성을 갖는 콘택트를 형성하고 콘택트를 가요성 기판에 고정

함으로써 압축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한다.

대표도

도 1a

색인어

콘택트, 커넥터, 인쇄회로판, 압축, 패드, 도전성, 전달 필름, 가요성 기판, 압축 어셈블리, 압축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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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에 따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의 일실시예의 단면도.

  도 1b는 도 1a의 사각형 부분의 확대도.

  도 2a는 도 1에서 압축 어셈블리의 압축 매트의 평면도.

  도 2b는 도 2a의 압축 매트의 측면도.

  도 3a는 본 발명에 따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의 제2 실시예의 단면도.

  도 3b는 도 3a의 사각형 부분(3b)의 확대도.

  도 3c는 콘택트 부착 전 가요성 기판의 단면도.

  도 4는 선택사항적인 콘택트 구성을 갖는 가요성 기판의 실시예의 분해도.

  도 5a는 강체 회로판에 연결되는 본 발명의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단면도.

  도 5b는 도 5a의 강체 회로판에 연결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의 확대도.

  도 5c는 도 5b의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하는 압축 어셈블리의 커넥터 블록의 평면도.

  도 5d는 도 5c의 커넥터 블록의 단면도.

  도 5e는 도 5d의 압축 어셈블리의 단면도.

  도 6a는 도 1의 압축 커넥터에 사용되는 가요성 기판의 일실시예의 평면도.

  도 6b는 도 6a의 사각형 부분(6b)의 확대도.

  도 7a는 도 1의 압축 커넥터에 사용되는 복수의 콘택트를 포함하도록 형성된 도전성 스트립의 평면도.

  도 7b는 도 7a의 사각형 부분(7b)의 확대도.

  도 7c는 도 7b에서 라인(7c-7c)에 따른 단면도.

  도 8은 전달 필름과 함께 정렬되는 도 7a의 도전성 스트립의 평면도.

  도 9a는 전달 베이스 및 절단 기구 사이에 배치된 도 8의 도전성 스트립 및 전달 필름 구성의 단면도.

  도 9b는 전달 베이스 및 절단 기구 사이에 배치된 도 8의 도전성 스트립 및 전달 필름의 대안적 구성의 단면도.

  도 10은 리브를 제거한 후의 도 9a의 전달 필름 수납구에 수납되고 도 3a의 가요성 기판 내에 형성되는 관통 홀과 함께

정합 상태로 배치되는 도 7a의 도전성 스트립 콘택트의 단면도.

  도 11은 가요성 기판의 관통 홀 내에 수납되고 관통 홀에 납땜되는 콘택트의 포스트와 서로 정합되는 전달 필름과 가요성

기판을 도시하는 도 10과 유사한 단면도.

  도 12는 도 10 및 도 11과 유사하고 가요성 기판 및 콘택트로부터 전달 필름을 분리하는 것을 도시하는 단면도.

등록특허 10-0525630

- 2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기적 커넥터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2개 이상의 인쇄회로판 상에 배치된 전자 장치를 전기적으로 연

결하는 데 사용되는 고밀도의 전기적 커넥터에 관한 것이다.

  전자 장치의 집적도의 증가는 이들 장치를 수납하는 인쇄회로판에 대한 상호 접속에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구체

적으로, 이러한 전자 장치를 수납하는 2개 이상의 인쇄회로판을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요구되는 접속 수는 종래의

핀-인-소켓(pin-in-socket) 커넥터의 연결 밀도를 초과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이러한 핀-인-소켓 커넥터는 제어되지 않

은 임피던스를 가지는 비교적 길고 차폐되지 않은 배선 길이를 가지며, 이로 인해 원하는 전기적 성능에 미치지 못하게 된

다.

  2개 이상의 인쇄회로판 상에 수납되는 전자 장치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상기 기술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고밀도 콘택트 커넥터가 J. Campbell 등에 의해 "A High Density Edge Connector; Copyright 1995 IEEE"라는

논문에 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는 2 mil 두께의 폴리아미드 필름으로 형성되는 플렉스 회로(flex circuit)가 개시되어 있

으며, 상기 폴리아미드 필름은 그 일측 상에 도금되는 3 mil 폭의 구리선 및 회로선 대향측 필름과 상기 필름의 양 단부를

따라 도금된 25 mil의 원형 콘택트 패드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필름의 일측 상에 있는 콘택트 패드들 및 상기 필름의 타측

상에 있는 회로선 사이에 4 mil 직경으로 도금된 관통 홀, 즉 비아(via)가 연장되어 있다. 팔라디움 덴드라이트(dendrite),

즉 돌출부(spire)가 상기 콘택트의 각 표면 상에 전착(electro-deposit)된다. 이러한 덴드라이트 위에 쌓이는 먼지 또는 섬

유와 구멍 오일 또는 필름이 커넥터 정합 전에 각각의 콘택트 패드 상에 존재하고 각각의 콘택트 패드 상에 다수의 도전성

연결부를 생성한다. 커넥터는 엘라스토머 실린더가 성형되는 성형 플라스틱 포스 블록(force block)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린더는 조립 과정 중에 압축되는 경우 탄성력을 제공하는 스프링으로 작용하여 상기 필름 상의 콘택트 패드 및 인쇄회로

판 상의 패드 사이의 전기적인 연결을 형성 및 유지하게 된다. 하나의 실린더가 콘택트 각각에 대해 제공되고 평탄화 및 공

차 적층시의 임의의 변화을 보정한다. 원뿔형 정렬 핀이 조립 과정 중에 플렉스 회로 내의 정렬 홀과 상기 인쇄회로판 내의

정렬 홀을 정합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상기 필름 상의 콘택트 패드 및 인쇄회로판 상의 패드 사이의 적합한 정합을 보장한

다.

  도터 카드(daughter card) 및 머더 카드(mother card)를 연결하는 또 다른 가요성 회로 커넥터가, R.S. Pokrzywa에 의

해 논문 "A High Density Pad-On-Pad Connector Utilizing A Flexible Circuit; Copyright 1993 IEEE"에 개시되어 있

다. 이 커넥터는 도터 카드 및 머더 카드 상에 평면 인쇄회로 패드를 접착하는 도금된 구형 콘택트를 포함하는 양면 플렉스

회로를 사용한다. 상기 플렉스 회로 상의 구형 콘택트는 직경이 5 mil이고 니켈 및 금으로 과도금된 구리계 금속을 갖는다.

정렬 핀이 각각의 구형 콘택트가 소정의 인쇄회로판과 정합하도록 플렉스 회로, 도터 카드 및 머더 카드를 정렬하는 데 사

용된다. 급속 경화된 강철의 만곡 빔이 상기 구형 콘택트 및 인쇄회로판 사이의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위한 접촉력을 제공

한다. 작동되는 동안, 상기 만곡 빔은 콘택트 영역을 따라 균일한 부하를 발생하도록 균일하다. 상기 콘택트 영역을 따라

부하의 국부적 불일치를 수용하고 커넥터 힘을 집중시키도록 상기 빔 및 콘택트 영역 사이에 엘라스토머 패드가 배치된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엘라스토머 패드는 상기 구형의 콘택트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복수의 엘라스토머 실린더를 포함한

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구형 콘택트 각각에 대한 개별 실린더가 허용되지 않는 크기인 경우, 엘라스토머 리브(rib)가 일렬

의 구형 콘택트를 지지하는 데 사용된다.

  구형 콘택트 패드 및 콘택트 패드 상에 전착된 덴드라이트의 문제점은 이들이 이들 상부에 존재하거나 또는 인쇄회로판

의 콘택트 패드 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산화물, 필름 또는 외부 재료와 같은 오염 물질이 불균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

라서, 상기 가요성 회로 상의 콘택트 패드 및 상기 인쇄회로판 상의 콘택트 패드 사이에 부적합한 전기적 콘택트가 형성되

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전기적 콘택트도 형성되지 못한다. 또한, 상기 가요성 회로의 콘택트 상의 덴드라이트 또

는 구형과 같은 외형 면을 형성하는 것은 상기 커넥터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

  현재 사용 가능한 가요성 회로는 제조 비용이 크고 특정 응용예에 대해서만 설계되고 있다. 압축 수단을 포함하고, 또한

다양한 응용예에 적용 가능하며 제조 비용이 저렴한 가요성 전기 커넥터 장치가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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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에 따른 커넥터의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는 압축 어셈블리 장치를 포함하는 가요성 회

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특정 응용예에 적용되는 인쇄회로판의 도전성 패

드로 전기적 콘택트를 개선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소정

콘택트를 제공하도록 탄성 압축 어셈블리 장치를 사용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종래기술에 따른 플렉스 회로 커넥터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조립 및 정렬이 용

이한 탄성 압축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기판에 배치되는 도전성 패드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압축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개시한다.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은 미리 도포된 도전성 재료의 복

수의 미리 선택된 위치를 갖는 가요성 절연 기판을 포함하고, 가요성 절연 기판 상방에서 하나 이상의 도전선이 솔더 페이

스트와 같은 미리 도포되는 도전성 재료의 미리 선택된 위치 중 적어도 두 곳 사이에서 연장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상기

기판에 조립되는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미리 선택된 구성의 복수의 콘택트를 포함한다. 콘택트는 각각 헤드 및 베이스를 구

비하여 상기 도전성 재료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상기 가요성 절연 기판에 고정됨으로써, 콘택트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베이스 및 헤드는 도전성 재료이다. 상기 매트릭스에서 콘택트는 각각 상기 베이스 및 가요성 기판으로부터 연장되는 미리

선택된 구조의 헤드를 구비한다. 콘택트는 각각 도전성이 있어서 상기 콘택트의 미리 선택된 구조에 대해 상기 기판 및 베

이스 상의 미리 도포되는 도전성 재료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한다. 한 구성에서,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은 그 내

부에 복수의 도전성 홀을 가진 가요성 기판을 포함하고, 가요성 기판 상부에 하나 이상의 도전선이 적어도 2개의 도전성

홀 사이에서 연장된다.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은 또한 복수의 콘택트를 포함한다. 콘택트 각각은 베이스 및 상기

베이스로부터 연장되는 헤드를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베이스는 헤드 반대 방향으로 베이스로부터 연장되는 포스트를 포

함할 수 있다. 베이스 또는 선택적인 각 콘택트의 포스트는 복수의 도전성 홀 중 하나에 고정된다.

  압축 매트는 복수의 콘택트의 헤드 대향측 가요성 기판 상에 배치된다. 압축 매트는 탄성 베이스로부터 연장되는 복수의

탄성 실린더를 포함한다. 각각의 탄성 실린더는 복수의 콘택트의 각각의 말단부와 정렬 가능하지만 콘택트 헤드 대향측 가

요성 기판 상에 말단부를 갖는다.

  상기 콘택트를 가요성 기판과 조립하는 경우, 전달 필름이 상기 복수의 콘택트를 가요성 기판에 전달하도록 사용된다. 1

회용 전달 필름은 상기 복수의 콘택트의 미리 선택된 구조의 헤드 부분을 수납 및 고정하는 탄력적으로 변형 가능한 복수

의 수납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요성 케이블 어셈블리는 강체 인쇄회로판과 같은 제1 기판에 부착되고, 제1 기판은 그 표면 상에 복수의 도전성 패드

및 하나 이상의 도전성 패드에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도전선을 가진다. 강체 기판 및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은 정

렬 가능하므로 상기 가요성 기판의 일 단부 상에 각각의 콘택트 헤드 부분이 상기 강체 기판의 표면 상에 하나의 도전성 패

드와 정합 상태로 정렬된다.

  상기 콘택트에 대하여 압축 매트를 압축하는 수단은 상기 압축 매트의 탄성 베이스에 이웃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압축

수단은 상기 가요성 케이블의 일 단부 상의 적어도 각각의 콘택트 헤드 부분을 상기 인쇄회로판의 도전성 패드 또는 그와

함께 정합되는 어셈블리에 함께 압박한다. 압축 매트의 탄성 지주(支柱)는 각각의 탄성 지주가 상기 콘택트 매트릭스의 콘

택트 대향측에 정렬되도록 상기 가요성 기판의 콘택트 매트릭스 헤드 대향측 가요성 기판 상에 접착된다. 상기 탄성 지주

는 압축되는 경우 스프링으로 작용하여 정합 어셈블리, 통상적으로 인쇄회로판과 같은 강체 기판의 표면 상의 도전성 패드

에 대하여 상기 가요성 기판의 콘택트 매트릭스 상의 콘택트 헤드를 압박한다. 대안적인 구성에 있어서, 상기 압축 매트의

각각의 탄성 지주는 상기 가요성 기판을 통해 연장되는 선택사항적인 콘택트 포스트의 말단부와 접착하고, 압축되는 경우

스프링과 같은 기능을 하여 상기 콘택트 헤드 및 대응 도전성 패드 사이의 양호한 전기적 연결이 형성되고 유지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가요성 기판 각각의 복수의 정렬 핀, 상기 강체 기판, 및 압축 매트를 포함하는 표면은 상기 탄성 실린더

가 상기 콘택트과 정합되고, 상기 복수의 콘택트의 헤드가 상기 복수의 도전성 패드와 정합되도록 상기 가요성 기판, 강체

기판 및 압축 매트를 정렬하는 복수의 정렬 부재와 상호 작용하게 된다. 각각의 정렬 부재는 나사 가공된 것일 수 있고 상

기 헤드 대향측 가요성 기판에 대하여 상기 매트를 압축하는 압축력을 발생시키는 이중의 목적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전성 헤드 및 도전성 베이스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콘택트로 이루어지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이다. 도전성 헤드는 베이스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소정 응용예에 대해 가장 적합하게 미리 선택된 설계의 것이다. 선

택사항적인 포스트는 헤드 대향측의 베이스로부터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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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콘택트의 베이스는 땜납과 같은 도전성 재료로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상기 가요성 기판에 고정되지만 미리 선택된

구조의 미리 성형된 헤드는 베이스로부터 연장된다. 대안적인 구성으로서, 상기 포스트 대향측의 베이스는 포스트의 종축

에 정합 상태로 그 내부에 형성되는 동공을 가질 수 있다. 베이스는 대체로 사각형의 외형을 갖는 주변부를 구비할 수 있

다. 상기 베이스의 대체로 사각형의 외형 각 모서리는 라운드형일 수 있고 복수의 돌출부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

의 돌출부는 베이스의 주변부와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라운드형 단부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은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복수의 콘택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커넥터를 구비하는 압축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콘택트는 베이스, 및 소정 응용예의 베이스 상

에서 선택되는 미리 선택된 구성의 헤드를 가지며, 헤드는 베이스로부터 돌출된다. 상기 콘택트는 임의의 적합한 미리 선

택된 헤드 형상으로 금속 가공에 의해 미리 성형되고, 상기 콘택트들은 리브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복수의 콘택트의 헤드

는 얇은 전달 필름 내에 있는 복수의 수납구에 삽입되는데, 전달 필름은 콘택트 부분이 상기 필름 대향측으로부터 돌출되

지만 헤드는 상기 전달 필름의 일측을 통해 돌출되도록 콘택트를 감싸게 된다. 이후 콘택트에 연결되는 얇은 리브가 상기

콘택트로부터 분리된다. 가요성 절연 기판에는 복수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 미리 도포되는 도전성 재료가 제공된다. 하나

이상의 도전선은 미리 도포되는 도전성 재료의 적어도 2개의 예정된 위치 사이에서 연장되고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콘택

트를 보유하는 전달 필름과 가요성 기판은 헤드 대향측 전달 필름으로부터 돌출되는 콘택트 부분을 갖는 전달 필름측을 상

기 가요성 기판 상에 미리 도포되는 도전성 재료와 정합하도록 함으로써 정합된다. 이러한 부분은 베이스 또는 선택사항적

인 포스트일 수 있다. 가열에 의해, 상기 콘택트가 가요성 기판 상의 미리 도포된 도전성 재료와 융착된다. 이후 상기 전달

필름은 가요성 기판으로부터 분리되어 상기 콘택트의 헤드가 가요성 기판의 일측 표면으로부터 돌출된다.

  대안적인 구성에서, 각각의 콘택트가 포스트 및 헤드와 함께 베이스를 갖는 복수의 콘택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커

넥터를 구비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복수의 헤드의 콘택트는 헤드 대향측

베이스에 연결된 포스트 부분이 복수의 수납구 밖으로 연장되도록 1회용 전달 필름 내에 있는 복수의 수납구에 삽입된다.

내부에 복수의 관통 홀을 갖고 상부에 복수의 도전선을 갖는 가요성 기판이 제공된다. 하나 이상의 도전선은 도전성 베이

스가 삽입되는 적어도 2개의 관통 홀 사이에서 연장되고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관통 홀은 도전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전달 필름 및 가요성 기판은 복수의 콘택트의 적어도 각각의 베이스 부분이 상기 가요성 기판 내 복수의 도전성 관통 홀에

수납되도록 정합된다. 복수의 콘택트의 베이스 부분은 상기 기술된 포스트일 수 있고, 상기 가요성 기판 내에 있는 복수의

관통 홀에 융착된다. 이후 전달 필름이 상기 가요성 기판 및 복수의 콘택트로부터 분리된다.

  복수의 콘택트는 임의의 종래 금속 성형 방법에 의해 도전성 재료의 스트립으로부터 성형된다. 각각의 콘택트는 금속 성

형 작업 동안 도전성 재료 스트립으로부터 형성되는 리브에 의해 이웃하는 콘택트에 연결된다. 각각의 콘택트는 전달 필름

내에 있는 하나의 수납구에 삽입된 후 연결 리브로부터 절단된다. 각각의 수납구는 탄성적으로 변형되어 그 내부의 콘택트

를 수납 및 유지한다.

  본 발명의 장점은 종래 기술의 커넥터의 결점을 해결하는 압축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가요성 케이블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 본 발명은 상기 커넥터 및 정합 회로의 도전성 패드들 사이의 확실한 접촉을 개선하도록 압축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전

기 커넥터를 포함하는 압축 어셈블리를 갖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정합 어셈블리

와의 확실한 접촉을 보장하도록 제공된 압축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조하는 개선된 방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분야의 변경을 포함하는 변경을 보다 용이하고, 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

고, 종래 기술의 플렉스 회로 커넥터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한 가요성 전기 케이블 및 커넥터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시적인 방식으로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첨부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 및 장점이 이하의 바람

직한 실시예의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a∼1b를 참조하면, FR-4 또는 세라믹으로 형성되는 강체 인쇄회로판과 같은 강체 기판(2)은 종래 기술로 알려진 방

식으로 그 상부에 형성된 복수의 도전성 패드(4)를 갖는다. 강체 기판(2)은 하나 이상의 도전성 패드(4)들 사이 또는 도전

성 패드(4) 및 강체 기판(2)에 연결된 전자 장치 사이에서 연장되는 하나 이상의 도전선을 포함할 수 있다. 도전선 및 전자

장치는 간단한 예시를 위해서 도 1a∼1b 내의 강체 기판(2) 상에 도시되지 않았다.

  가요성 절연 기판(6) 상에 고정되는 복수의 콘택트(8)를 갖는 가요성 절연 기판(6)으로 이루어지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

넥터 시스템(5)은 상기 강체 기판(2)에 이웃하게 배치된다. 가요성 기판(6)은 Kapton 또는 Mylar와 같은 폴리이미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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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apton 은 DuPont DeNemours & Company의 등록 상표이다. 콘택트(8)는 상기 강

체 기판(2) 상의 도전성 패드(4) 패턴에 정합하는 패턴으로 상기 가요성 기판(6)에 고정된다. 각각의 콘택트(8)는 상기 가

요성 기판(6)의 표면으로부터 연장되는 헤드(10)를 포함한다. 상기 가요성 기판(6) 및 강체 기판(2)을 정렬하는 것은 상기

강체 기판(2)의 도전성 패드(4)와 상기 가요성 기판(6)의 헤드(10)를 정합 상태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도 1a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압축 어셈블리(12)는 상기 콘택트(8)의 헤드(10) 대향측 가요성 기판(6) 상

에 배치되어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5)을 형성한다. 압축 어셈블리(12)는 정렬 슬리브(sleeve)(16)의 구멍(15)에

수납되는 압축 매트(mat)(14)를 포함한다. 도 2a∼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축 매트(14)는 대체로 사각형의 외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베이스(18), 및 베이스(18)로부터 연장되는 복수의 탄성 실린더(20)를 포함한다. 압축 매트(14) 및 가요성

기판(6)은 상기 탄성 실린더(20)의 말단부가 헤드(10) 대향측의 가요성 기판(6) 표면 상의 콘택트(8)와 정합 상태로 정렬

되도록 배치된다. 압축 어셈블리(12)는 압축 매트(14)의 베이스(18)에 이웃하는 정렬 슬리브(16)의 일측 상에 배치된 와셔

(22)를 추가로 포함한다. 정렬 슬리브 및 와셔는 단일 요소, 바람직하게는 압축 매트(14)일 수 있지만, 정렬 슬리브(16)는

폴리페닐렌 황화물인 UL 94 V-O로 형성되고, 와셔(22)는 강철로 형성되며, 압축 매트(14)는 가열 실리콘 고무로 이루어

진다.

  압축 어셈블리(12), 가요성 기판(6) 및 강체 기판(2)은 각각 복수의 정렬 구멍(24, 26, 28)을 갖는다. 도 1a에 도시된 구

조에서, 구멍은 압축 어셈블리, 가요성 기판 및 강체 기판을 통해 연장된다. 정렬 구멍(24, 26, 28) 각각은 너트(32)의 암나

사산과 정합되도록 결합되는 나사 가공된 단부(31)를 외측에 갖는 볼트와 같은 정렬 부재(30)의 샤프트(shaft)를 수납하는

데 사용된다. 너트(32)를 정렬 부재(30)의 나사 가공된 부분에 체결하면 압축 어셈블리(12), 가요성 기판(6) 및 강체 기판

(2)이 서로 압박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를 압박하는 것은 도전성 패드(4) 및 헤드(10)를 정렬 상태로 콘택트에 힘을 가하

고, 헤드(10) 대향측 가요성 기판(6)의 표면 상의 콘택트(8)와 함께 정렬 상태로 탄성 실린더(20)의 말단부에 힘을 가하는

것이다. 너트(32)를 정렬 부재(30)의 나사 가공된 단부에 계속 조이면 가요성 기판(6) 및 와셔(22) 사이의 압축 매트(14)를

압축하게 된다. 이러한 압축은 탄성 실린더(20)가 헤드(10) 대향측 가요성 기판(6) 상의 콘택트(8)에 대향하여 탄성적으로

변형되게 한다. 이러한 변형은 각각의 탄성 실린더(20)가 헤드(10) 및 이후 그와 함께 정합 상태로 도전성 패드(4)에 탄성

력을 가하게 한다. 헤드(10) 및 그와 함께 정합 상태로 도전성 패드(4) 사이의 이러한 탄성력은 양호한 전기적 콘택트의 형

성 및 유지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며, 평탄화 및 공차 적층시 임의의 변동을 보정한다. 도 1a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양면 테

이프(34)가 가요성 기판(6)의 이웃하는 표면 및 정렬 슬리브(16)측을 서로 접착시키도록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

만, 가요성 기판(6)은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임의의 적합한 수단을 통해 압축 어셈블리(12)에 부

착될 수 있다.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 구성에서, 콘택트(8) 각각의 헤드(10)는 베이스(40) 및 상기 베이스(40)의 주변부(43)에 배치된

복수의 돌출부(42)를 갖는다. 돌출부(42)는 베이스(40)측으로 연장되고 크라운형 헤드(10)를 제공한다. 콘택트(8)는 각각

또한 상기 돌출부(42) 대향측 베이스(40)의 중앙 부분으로부터 연장되는 포스트(44)를 갖는다. 동공(46)이 각각의 포스트

(44) 대향측 베이스(40) 및 포스트(44)의 종축(47)과 정합 상태로 형성된다.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 구성에서 돌출부(42)가 크라운형 헤드(10)를 제공하지만, 콘택트(8)는 각각 베이스(40) 및 미리

선택된 구성의 헤드(10)를 갖는다. 헤드(10)의 구성은 도 1a 및 도 1b에 나타낸 크라운형 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헤드

(10)는 임의의 미리 선택된 구성일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임의의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상에서 여러 위치로 변경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헤드 구성에도 불구하고, 종래 기술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콘택트(8)는 적어도 베이스(40) 및

상기 베이스(40)로부터 연장되는 헤드(10)를 갖는 임의의 형태 또는 형태의 조합인 콘택트(8)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콘택트(8) 각각의 헤드(10)는 가요성 기판(6) 대향측 베이스(40) 상에서 가요성 기판에 조립되는 경우 베이스(40)로부터

연장된다. 콘택트(8) 각각은 믿을 수 있는 전류 흐름을 보장하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가요성 기판(6)에 고정된다.

  도 3a, 도 3b, 및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의 제2 실시예에서, 가요성 기판(806)은 도시

된 바와 같이 거의 균일한 두께의 평면체이다. 기판(806)의 두께는 필요하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될 수 있다. 땜납

과 같은 도전성 금속 재료(850)는 강체 기판(2) 상에서 요구되는 도전성 패드(4)에 대응하는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가요성

기판(806)에 미리 도포된다. 도전성 금속 재료(850)는 하나 이상의 도전선(852)에 연결되거나 또는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2개의 미리 선택된 위치 사이에서 연장되는 가요성 기판 표면 상에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도전성 접지면(도시

되지 않음)에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도전성 접지면은 도전선과 동일한 가요성 기판

표면 상에 형성된다. 이러한 도전성 접지면은 도전선들 사이의 간섭(cross-talk)을 감소 또는 제거하고, 및/또는 외부 소스

로부터의 전자기 장애가 하나 이상의 도전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 또는 제거한다. 또한, 도전선(852) 및 도전성 접지면이

가요성 기판(806)측 상에 형성되기 때문에, 금속 재료가 전기 안테나로 작용하도록 기판 내 임의의 구멍을 통해 연장되고

장애원이 될 가능성이 제거된다. 이 실시예에서,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콘택트(808)의 도포 전에 가요성 기판 상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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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보다 고밀도이고, 땜납과 같은 도전성 금속 재료(850)의 도포는 이전의 실시예보다 양호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이러

한 도포에는 땜납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재료지만, 구리 또는 그 합금과 같은 기타 도전성 재료가 플라즈마 침착(plasma

depositing), 스프레잉(spraying), 레이저 침착(laser depositing), 도금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방법과 같은 적합한 기

술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될 수 있다. 도 1a 및 도 1b에 나타낸 압축 어셈블리(12)와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압

축 어셈블리(12)로 이루어진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이 가요성 기판(806)에 조립되어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

스템(805)을 형성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의 변형으로, 가요성 기판(906)은 강체 기판(2) 상에 설치된 콘택트 패드

위치(4)에 대응하는 기판 표면 상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 동공(948) 또는 오목부를 포함한다. 동공(948) 또는 오목부는 가

요성 기판(906)의 두께보다 작은 깊이를 갖는다. 도전선(952) 또는 도전성 접지면(도시되지 않음)은 상기 가요성 기판 상

에서 적어도 2개의 동공(948) 사이에서 연장된다. 이 실시예에서, 콘택트(908)는 각각 포스트 (944), 베이스(940) 및 미리

선택된 구성의 헤드(910)를 갖는다. 콘택트(908) 각각의 헤드(910)는 가요성 기판(906) 대향측 베이스 상에서 베이스

(940)로부터 연장된다. 콘택트(908) 각각의 포스트(944)는 가요성 기판(906)에 있는 카운터보어(948)의 크기와 거의 동

일한 크기를 갖는다. 포스트(944)의 높이는 동공(948)의 깊이와 거의 대등하지만, 포스트(944) 각각의 측면 크기는 동공

(948) 각각의 크기보다 약간 크거나, 동일하거나, 또는 약간 작을 수 있다는 점은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측면 크기

의 선택은 기판(906)에 콘택트(908)를 고정시키는 선택 방법에 좌우된다. 예를 들면, 포스트(944) 및 카운터보어(948) 사

이에 적합한 장애물이 요구되는 경우, 포스트의 측면 치수는 상기 동공 크기보다 약간 크고, 땜납(942)이 동공에 미리 도포

된다. 액체 땜납이 가요성 기판을 넘어서 동공(948)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 이때 포스트 크기는 액체 땜납이 예를 들어 모

세관 작용에 의해 상기 동공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동공 크기보다 약간 작다. 도 1a, 도 1b, 도 3a, 또는 도 3b에 도시되거

나 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압축 어셈블리가 가요성 기판(906)과 함께 사용되어 강체 기판(2)의 도전성 패드(4)와 함께

콘택트로 가요성 기판(906) 상의 헤드(910)를 압박하기 위해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도 5a는 앞에서 기술된 회로판과 같은 강체 기판(2)에 조립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가요성 회로 압축 커

넥터 시스템을 나타낸다. 강체 기판(2)은 도전성 패드(4)를 포함하며, 도전선(도시되지 않음)이 복수의 도전성 패드(4) 사

이에서 연장된다.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512)은 가요성 절연 기판(506), 커넥터 블록(550), 및 탄성 압축 실린

더(20)를 갖는 탄성 압축 매트(14)로 이루어진다. 도 5b는 도 5a의 일부 확대도이다. 커넥터 블록(550)의 바람직한 실시예

의 평면도가 도 5c에 도시되고, 도 5d에는 단면도가 도시된다. 커넥터 블록(550)은 절연 재료로 이루어진다. 커넥터 블록

자체는 압축성 비(非)전도성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도시된 실시예에서 커넥터 블록(550)은 경화성 재료로 이루어진

다. 커넥터 블록이 소정의 형상을 갖는 외형으로 용이하게 성형 가능하거나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임의의 수축성이 낮은 열

경화성 또는 열가소성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커넥터 블록은 현재 폴리페닐렌 황화물로 제조된다. 커넥터 블록(550)

은 사각형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임의의 적합한 외형을 가질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구멍(552)이 커넥터 블록(550)을 통해

연장된다.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넥터 블록(550)은 상부면(554), 하부면(556) 및 2개의 단부면(558)을 가지며 한

쌍의 구멍(552)을 포함한다. 상부면(554)과 유사한 2개의 측면(555)이 도 5d의 평면과 나란하게 배치되고 도 5c의 평면

내로 수직하게 연장된다. 상부면(554)은 구멍(552)과 동축 상에 있는 상부면(554)으로부터 상부 방향으로 연장되는 2개

의 연장부 또는 입구(560)를 포함한다. 상부면(554)을 통해 상기 입구(560) 사이에는 리세스(562)가 있다. 도 5c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커넥터 블록(550)은 또한 필요에 따라 챔퍼(chamfer)(559)를 포함함으로써 가요성 기판에 대해 압력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한다. 챔퍼 또는 곡면부(도시되지 않음)는 원할 경우 잠재적 압력 요인을

제거하도록 각각의 에지 상에 사용될 수 있다. 구멍(552)은 하부면(556)을 따라 배치된 카운터보어(564)를 포함한다. 이

러한 카운터보어가 상부면(554)을 따라 배치될 수 있거나 또는 카운터보어가 구멍 각각의 양 단부에 배치될 수 있으며, 이

러한 구조는 모두 균등한 것임은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리세스(562)와 동일한 리세스가 선택적으로 각각의 측면(555) 상

에 포함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하부면(556) 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입구(560) 및 구멍(552)은 선택적으로 추가 연결부를 수

납하는 리세스를 갖는 임의의 표면 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입구 및 구멍은 어셈블리들의 정렬을 보조하며,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이웃하는 표면의 외형이 가해지는 힘을 제한한다.

  이하 도 5e를 참조하면,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은 탄성 압축 매트(14)는 커넥터 블록(550)의 상부면(554)을 따

라 리세스(562)에 조립된다. 탄성 압축 매트(14)는 매트 베이스(18)로부터 연장되는 탄성 실린더(20)를 포함한다. 리세스

(562)는 탄성 압축 매트(14)를 수납할 뿐만 아니라 상부면(554)을 따라 적합한 위치에 탄성 압축 매트(14)를 중앙 정렬시

키는 크기 및 공차를 갖는다. 이 실시예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각각의 측면(555)에서 리세스(562)와 동일한 선택적인 리

세스가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은 도 5e의 평면과 나란하고 하부면(556)은 또한 탄성 압축 매트(14)와 유사한 매트를 수납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탄성 압축 매트(14)는 탄성 실린더(20) 대향측 측면 상의 탄성 압축 매트 베

이스(18)에 적용되는 접착부(525)와 함께 미리 제작되어, 돌출면이 접착부로부터 떨어질 수 있고 미리 제작된 탄성 압축

매트(14)가 필요시 커넥터 블록(550)의 리세스(562)에 조립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 접착부는 필요시 커넥

터 블록(550)에 도포될 수 있고 탄성 압축 매트(14)는 상기 접착부에 도포될 수 있다. 나사 가공된 삽입체(570)가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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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564)에 조립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카운터보어(564)에 추가되는 삽입체로서 도 5a, 도 5b 및 도 5e에 도시되어

있지만, 나사 가공된 삽입체는 커넥터 블록(550)이 제조되는 경우 커넥터 블록(550)의 통합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커넥터

블록(550)에 성형될 수도 있다. 도 5a, 도 5b, 도 5c, 도 5d 및 도 5e에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리세스(562)는 탄성

압축 매트(14)를 수납하기 위해 존재하고 상부면(554) 또는 측면(555)을 따라 탄성 압축 매트(14)를 배치시키는 편리한

수단을 나타낸다. 하지만, 탄성 실린더(20)가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강체 기판(2) 상의 도전성 패드(4)에 대

향하여 콘택트(508)를 압박하기 위해 콘택트(508) 대향측 가요성 기판(506) 부분에 대향하는 위치에 있도록 상부면(554)

을 따라 정확하게 배치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세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단 나사 가공된 삽입체(570) 또는 그

균등물을 포함하는 압축 어셈블리(12)가 커넥터 블록(550) 상에 탄성 압축 매트(514)를 부착하여 조립되는 경우,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은 가요성 기판(506)을 압축 어셈블리(512)에 부착함으로써 조립된다. 가요성 기판(506)은 원하

는 경우 접착부의 도포에 의해 압축 어셈블리(512)에 영구 부착될 수 있다.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요성 기

판에서 정렬 구멍(526)은 가요성 기판(506) 상의 콘택트(508)를, 상부면(554) 위로 그리고 입구(560) 상부의 아래로 연장

된 가요성 매트(14)의 압축 실린더(20)와 적합하게 정렬하도록 입구(560)에 대해 미끄러지고,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

스템을 형성한다. 강체 기판(2)은 정렬 구멍(28)를 포함하며, 입구(560)의 외측 반경은 정렬 구멍(28)의 반경보다 작다. 가

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505)은 정렬 구멍(28)에 입구(560)를 삽입함으로써 강체 기판(2)에 용이하게 조립된다. 지

지면(582)을 갖는 나사 가공된 파스너(fasteners)(580)는 나사 가공된 삽입체(570)에 나사식으로 체결되도록 강체 기판

(2)의 정렬 구멍(28) 및 구멍(582)을 통해 조립되고, 상기 체결이 지지면(582)을 강체 기판(2)과 함께 콘택트를 압박하고,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505)의 헤드가 이전에 설명한 방식으로 도전성 패드(4)를 확실히 구속하도록 콘택트(8)

에 대향하여 압축 어셈블리(12) 내의 탄성 실린더(20)를 압박한다. 탄성 실린더(20)가 상부면(554) 위로 그리고 입구

(560)의 상부 아래로 연장되는 상기 외형은 상기 도전성 패드에 대하여 가요성 기판의 콘택트를 압박하도록 선택된다. 하

지만, 적합한 크기라면, 가요성 기판 상의 콘택트에 대향하여 상기 탄성 실린더로부터 총체적인 면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추가적인 장점을 제공하여, 강체 기판에 대하여 상기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과도하게 조임으로써 상기 콘택트들과의

정렬을 벗어나게 하는 상기 탄성 실린더의 변형은 발생할 수 없다.

  가요성 기판(6, 506, 806, 906)은 다양한 응용예에 대해 적합한 여러 가지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공하도

록 본 발명의 압축 어셈블리에 조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시예를 포함한다. 또한, 하나 이상의 가요성 기판은 다중 연결

능력을 갖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압축 어셈블리(506)에 조립될 수 있다.

  도 6a∼6b 및 계속하여 도 1a∼1b를 참조하면, 가요성 기판(6)은 가요성 기판(6) 내부에 형성되는 복수의 관통 홀(48)을

가지며, 복수의 관통 홀(48)은 상기 콘택트(8)의 포스트(44)를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관통 홀(48) 각각의 벽은 도전성 관

통 홀을 형성하도록 관통 홀(48)에 형성되는 금속 피막(metallization)(50)을 포함한다. 관통 홀(48) 각각에서 상기 금속

피막(50)은 가요성 기판(6) 상에 형성되는 도전선(52) 또는 하나 이상의 도전성 접지면(53)에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하나 이상의 도전성 접지면(53)은 도전선들(52) 사이의 간섭을 감소 또는 제거하고 및/또는 외부 소스로부터 전자기

장애가 미치는 하나 이상의 도전선 상의 영향을 감소 또는 제거하도록 상기 가요성 기판(6)의 일면 또는 양면 상에 형성된

다. 관통 홀(48) 각각의 금속 피막(50), 도전선(52) 및 도전성 접지면(53)은 종래 기술로 알려진 방법으로 가요성 기판(6)

상에 형성된다. 관통 홀(48)에 수납되는 콘택트(8) 각각의 포스트(44)를 유지하기 위해, 관통 홀(48) 각각의 금속 피막(50)

및 그 내부에 수납되는 콘택트(8)의 포스트(44)는 바람직하게는 땜납(54)을 사용하여 서로 접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b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이한 실시예에서, 가요성 기판(806, 906)은 가요성 기판을 통해 연장되는 관통 홀

(48)을 구비하지 않는다. 대신에, 단지 콘택트(808, 908)가 가요성 기판(806, 906)의 일측 상에 배치된다. 도전성 접지면

및 도전선(852, 952)은 상기 가요성 기판의 동일 측면 상에 배치된다. 콘택트(808, 908)는 유사한 방식으로 가요성 기판

에 조립된다; 하지만, 일 실시예에서, 포스트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하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도 6a 및 도 6b에 도시

된 회로와 유사한 패턴을 갖지만 관통 홀이 없는 가요성 회로가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은 금속 피막(50) 위치에 대응하는

복수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 부착되는 땜납과 같은 도전성 금속 재료(850)에 조립되는 콘택트를 갖는다. 접지면 및 도전선

이 적어도 2개의 미리 선택된 위치 사이에서 연장된다. 콘택트(808)는 베이스(740) 및 헤드(810)를 포함하지만 포스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콘택트는 도전성 금속 재료(850)와 정렬하도록 콘택트의 베이스(840)를 구비하고 금속 재료에 베이스

(840)를 부착하도록 가열함으로써 가요성 기판(806)에 부착된다. 이것은 또한 리플로 납땜에 의해, 또는 대안으로 액체 땜

납의 웨이브가 가요성 기판에 대해 유입되는 잘 알려진 기술인 웨이브 납땜에 의해, 또는 금속 재료(850)가 미리 도포된 땜

납인 경우 땜납을 간단히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의 변형으로, 가요성 기판(906)은 상기 가요성 기판(906)을 통해 완전히 연장되지 않

는 리세스, 오목부 또는 동공(948)을 포함한다. 동공(948)은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은 위치에 대응하는 복수의 미리 선택

된 위치에 배치된다. 콘택트(908)는 헤드(910), 베이스(940) 및 포스트(944)를 포함한다. 포스트가 동공(948) 내에 조립

되도록 설계되고 콘택트가 동공(948) 내에 땜납(94)과 같은 도전성 금속 재료를 제공하여 가요성 기판(906)에 조립됨으로

써,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콘택트가 가요성 기판(906)에 접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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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술된 실시예를 조합한 또 다른 변형에서, 가요성 기판(도시되지 않음)은 관통 홀(48) 및 콘택트에 대한 미리 선택

된 위치와 같은 가요성 기판을 통해 연장되고 가요성 기판의 단지 일측 상에 배치되는 관통 홀의 조합을 포함하는데, 콘택

트에 대한 미리 선택된 위치 및 관통 홀은 어레이를 형성하며 상기 콘택트에 대한 미리 선택된 위치 및 관통 홀은 상기 어

레이 상의 교번하는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도전선은 상기 가요성 기판의 일측 상에 배치될 수 있고 콘택트들

사이에서 이어질 수 있으며, 도전성 접지면은 상기 가요성 기판의 반대측에 배치될 수 있고 관통 홀들 사이에서 이어질 수

있다. 도전선은 가요성 기판의 반대 측에서 적어도 2개의 콘택트 사이에서 연장된다.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교

번하는 위치에서 콘택트가 베이스, 헤드, 및 금속 피막된 관통 홀에 고정되는 포스트를 포함하며, 한편 이웃하는 콘택트가

베이스, 헤드, 및 선택적으로 관통 홀에 이웃하는 미리 선택된 위치에 고정되는 포스트를 포함하도록 관통 홀 및 콘택트에

대한 미리 선택된 위치의 어레이 상의 위치들 내로 콘택트 어레이가 조립되게 해준다. 이러한 구성에서, 콘택트 어레이의

밀도는 동일하지만, 회로의 밀도는 도전성 접지면이 가요성 기판의 일측 상에 배치되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도

전성 접지면이 가요성 관통 홀에 고정되는 콘택트에 의해 고정되지만, 도전선 및 그 연관 회로는 가요성 기판의 반대측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구멍이 단지 접지면에 연결되는 콘택트를 수납하는 경우 전기 안테나로

작용하고 장애원이 되는 가요성 기판에서 구멍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가요성 기판(6, 506, 806, 906)에 조립될 수 있는 콘택트 어레이는 몇 가지 상이한 실시예 및 상기 실시예들의 조합을 포

함한다. 콘택트 구성이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이 사용되는 회로의 특정한 특징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콘택트를

형성하고 콘택트를 가요성 기판에 조립하는 방법은 실제로 동일하다. 도 7a∼7c를 참조하면, 미리 선택된 구성을 갖는 콘

택트(8) 어레이는 스탬핑 작업으로 도전성 재료인 얇고 평평한 스트립(60)을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실시예로 형성된다.

상기 스탬핑 작업은 또한 이웃하는 콘택트들 사이에서 연장되고 서로 고정되는 복수의 리브(62)를 스트립(60)으로부터 형

성한다. 상기 스트립은 임의의 도전성의 변형 가능한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 청동, 카트리지 청동 및 황동이 도전

성, 변형 가능성 및 저렴한 비용 때문에 선호된다.

  일 실시예에서, 콘택트(808)는 각각 거의 디스크형 베이스(840), 및 완만한 돔(dome)형 헤드(810)를 포함하며, 여기에

서 헤드는 도 3a 및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 에지로부터 상부 및 내부 방향으로 돌출된다. 다른 실시예(도시되지

않음)에서, 베이스는 각각 거의 사각형이고, 콘택트 각각의 헤드는 베이스로부터 상부 방향으로 돌출되는 하나 이상의 미

소 피라미드형 널(knurl)로 이루어진다. 상기 헤드는 또한 강체 회로판(2) 상에 배치되는 도전성 패드(4) 형상에 대응하는

디스크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헤드는 정합 회로판 상의 재료가 얇은 경우에 바람직하며, 오염 문제도 예견되지 않는

다. 오일, 산화 형성 또는 확산에 기인하는 간단한 금속의 이동과 같은 오염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콘택트가 요

구되는 경우 역피라미드 또는 다이아몬드 형상과 같은 적극적 헤드 구성이 설계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헤드

(10) 각각의 베이스(40) 주변부(43)는 통상적으로 사각형의 외형을 갖는다. 상기 베이스(40의 통상적으로 사각형의 외형

의 각각의 모서리(66)는 라운드형이고 하나의 돌출부(42)를 포함한다. 각각의 돌출부(42)는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베이

스(40)의 주변부(43)와 연속해서 형성되는 라운드형 에지(68)를 갖는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가요성 기판(6, 506, 806, 906)의 외형에 따라, 콘택트 어레이의 각각의 콘택트는 헤드 및 베이스

를 포함하지만, 포스트를 포함할 수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포스트가 포함되는 경우, 포스트의 길이는 상기 가

요성 기판이 상기 기판으로부터 연장되는 관통 홀 또는 리세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헤드의 형상은 스탬핑 작업이 사용되는 경우 금속 가공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임의의 구성일 수 있고, 헤드의 형상

은 스탬핑 다이(die)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스탬핑 다이는 여러 가지 헤드 형상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헤드 형상은 어레이

내의 위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콘택트는 금속 스트립을 식각하여 형성되지만, 그 외형은 간단한 프로파일로 제한되고, 스

탬핑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가요성은 부족하게 된다.

  도 8을 참조하면, 가요성 기판에서 형성된 콘택트(8)를 설치하는 새로운 방법이 기술된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임의의

바람직한 구성을 갖는 형성된 콘택트(8) 어레이는 먼저 Kapton 또는 Mylar와 같은 가요성 전달 필름(70)에 전달된다.

단지 예시를 위한 목적으로, 콘택트 구성이 도 7c에 예시되고, 당업자에 의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어레이 내의 콘택트는

임의의 바람직한 형상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어레이 내 콘택트는 얇은 리브에 의해 서로 연결되며 또한 스탬핑 작업으로

형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트립 내부에 형성된 콘택트(8) 어레이를 구비하는 스트립(60)은 전달 필름(70)과 정렬되어

각각의 콘택트(8)가 전달 필름(70) 내 복수의 수납구(72) 중 하나와 접합 상태로 정렬된다. 이것은 전달 필름(70)의 구멍

(77)과 스트립의 구멍(67)를 정렬함으로써 용이하게 달성된다. 전달 스트립의 구멍은 변형 가능하고 상기 콘택트를 수납

하기 위해 적어도 콘택트 부분보다는 약간 작다. 이러한 과정이 임의의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렬은 용이

하게 자동 정합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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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스트를 보유하는 콘택트에 대해, 콘택트를 보유하는 전달 필름(70)은 콘택트(8)의 포스트

(44)가 전달 필름(70)의 수납구(72)를 통해 전달 베이스(76)와 대향하여 배치되도록 스트립(60) 및 전달 베이스(76) 사이

에 배치된다. 복수의 블레이드(80) 및 복수의 푸시 핀(82)을 갖는 절단 기구(78)가 전달 필름(70) 대향측 도전성 스트립

(60) 상에 배치된다. 사용시, 절단 기구(78)는 블레이드(80)가 리브(62)로부터 콘택트(8)를 절단하도록 베이스(76)를 향해

이동된다. 이후 절단된 콘택트(8)는 포스트(44)의 종축(47)이 수납구(72)의 종축(83)과 거의 동축이 되도록 상기 푸시 핀

(82)에 의해 수납구(72) 내로 삽입된다.

  콘택트(8)를 삽입하기 전에, 각각의 수납구(72)는 상기 베이스(40)의 대향측 모서리 사이의 대각선 길이(86)(도 7c에 도

시됨)보다 작은 직경(84)을 갖는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납구(72)는 그 내부에 상기 콘택트(8)의 헤드(10)를 수납

및 고정시키도록 탄성적으로 변형된다. 바람직하게, 각각의 헤드(10)는 전달 필름(70)의 두께보다 큰 높이(88)(도 7c에 도

시됨)를 갖는다. 따라서, 헤드(10)가 수납구(72)에 삽입되는 경우, 상기 콘택트(8)의 포스트(44)는 수납구(72)의 외부에 배

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헤드(10)가 수납구(72)에 삽입되는 경우, 전달 필름(70) 및 가요성 기판(6)은 정합 상태로

되고 관통 홀(48)에 수납 가능하도록 배치된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요성 기판(6) 및 전달 필름(70)은 상기 포스트(44)가 관통 홀(48)의 금속 피막(50) 내에 수

납되도록 모이게 된다. 상기 콘택트(8)는 포스트(44) 및 관통 홀(48)의 금속 피막(50)을 땜납(54)에 의해 서로 접착시킴으

로써 상기 가요성 기판(6)에 고정된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달 필름(70)의 가요성 및 수납구(72)의 탄성 변형성은 전달 필름(70)이 가요성 기판(6)에

고정되는 콘택트(8)로부터 분리되게, 예들 들어 떨어지게 해준다. 전달 필름(70)이 분리되는 경우, 가요성 기판(6) 및 콘택

트(8)는 도 1a∼1b에 관련하여 상기 기술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콘택트(808)가 헤드(810) 및 베이스(840)를 포함하지만 포스트는 포함하지 않는 도 9b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전달

필름(870)은 상기 콘택트(808)의 헤드(810)가 전달 필름(870)의 수납구(872)를 통해 전달 베이스(876)의 수납 동공

(899)과 대향하여 배치되고 헤드가 구멍(872)을 통해 삽입되도록 스트립(860) 및 전달 베이스(876) 사이에 배치된다. 복

수의 블레이드(880)를 갖는 절단 기구(878)가 전달 필름(870)의 대향측 도전성 스트립(860) 상에 배치된다. 절단 기구

(878)는 전달 필름(870)과 접촉하게 되는 스트립(860)과 전달 필름(870)을 전달 베이스(876)에 대항하여 압박하는 비

(非)절단 압박 돌출부(881)를 포함한다. 적어도 콘택트(808)의 헤드(810)는 전달 필름(870)의 수납구(872)의 직경(884)

보다 큰 직경을 갖는다. 전달 필름(870)의 수납구(872)는 헤드(81)가 압박 돌출부(881)에 의해 전달 베이스(876)의 수납

동공(899)에 압박되는 경우 상기 헤드(810)를 수납하도록 탄성적으로 변형된다. 절단 기구(878)가 전달 베이스(876)를

향해 계속 이동할 때, 절단 기구(878)의 블레이드(880)는 리브(862)로부터 콘택트(808)를 절단함으로써 콘택트(808)을

스트립(870)으로부터 절단한다. 이제 콘택트(808)를 보유하게 된 전달 필름(870)은 전달 베이스(878)로부터 제거되고 스

트립이 전달 필름(870)으로부터 분리 및 제거된다. 리브(862)는 헤드(810)가 구멍 (872)에 압박되기 전 또는 압박된 후에

절단될 수 있다. 절단 기구의 설계는 구멍(872) 내로 헤드를 삽입한 후, 완전히 필름을 관통하지 않고 리브를 절단하게 할

수 있고, 또는 대안으로 푸시 핀에 의해 최종 삽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헤드에 의한 필름의 변형 전에 리브를 절단할 수 있

다. 수납구(872) 내의 헤드(810)와 함께, 전달 필름(870) 및 가요성 기판(806)은 헤드(810) 대향측의 전달 필름(870)으로

부터 돌출되는 콘택트(808)의 베이스(840)가 가요성 기판(806) 상에서 미리 도포된 도전성 재료(850)인 솔더 페이스트와

정합 상태가 되도록 배치되는데, 여기에서 콘택트(808)의 헤드(810)는 전달 필름(870) 및 가요성 기판(806)의 인터페이

스로부터 외부를 향하거나 또는 벗어나도록 돌출된다. 콘택트(808)는 리플로 납땜과 같은 임의의 종래의 방법에 의해 가

요성 기판(806)에 고정된다. 이 실시예에서, 가요성 기판(806)이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미리 도포된 솔더 페이스트를 사용

하는 경우, 콘택트(808)는 땜납을 가열 액화시킴으로써 가요성 기판(806)에 고정된다. 상기 땜납이 냉각된 후, 전달 필름

(870)이 용이하게 제거되는데, 그 이유는 상기 전달 필름은 전달 필름(87)의 항복 강도보다 훨씬 큰 항복 강도를 갖는 금속

결합에 의해 가요성 기판에 고정되는 콘택트로부터 떨어지도록 탄성적으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은

예에 의해, 관통 홀(48) 중 제1 복수의 홀(96) 및 관통 홀(48) 중 제2 복수의 홀(98)은 상기 가요성 기판(806)의 대향측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택트(8)가 관통 홀(48) 중 제1 및 제2 복수 홀(96, 98)에 접착되는 경우, 관통 홀(48) 중 제1

복수 홀(96)에 이웃하는 가요성 기판(6)측은 하나의 강체 기판(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되도록 사용될 수 있고, 관통 홀(48)

중 제2 복수 홀(98)에 이웃하는 가요성 기판(6)측은 다른 강체 기판(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되도록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강

체 기판 사이의 전기적 접속이 달성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각각의 포스트(44)의 직경은 7 내지 8 mil이고, 길이는 2 mil이다. 콘택트(808) 각각의 헤드(810)의

높이는 10 mil이고, 동공(46)의 깊이는 3 mil이다. 돌출부(42) 각각의 높이는 4 mil이고, 대각선으로 대향측 모서리(66) 상

의 돌출부(42)의 라운드형 에지들(68) 사이의 거리(94)(도 12에 도시됨)는 21.5 mil이다. 스트립(60) 및 콘택트(8)는 1/4

하드 황동 스트립으로 형성된다. 콘택트(8)는 50 마이크로 인치의 설터네이트 니켈(sultanate nickel) 상부의 30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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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의 팔라디움 니켈 위에 5 마이크로 인치의 소프트 골드로 도금된다. 가요성 기판(6)의 도전선(52) 및 도전성 접지면

(53)은 가요성 기판(6) 상에 시트로 부착되고 이후 종래에 알려진 노광 및 식각 기법을 사용하여 패턴 형성 및 식각되는 1/

2 온스의 구리로 형성된다. 앞에서 기술된 것을 기초로 하여, 콘택트(8)는 가요성 기판(6)의 관통 홀(48) 내로 콘택트(8)를

수동 조작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작다는 점은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스트립(60)으로부터 콘택트(8)

어레이를 형성하는 것은 콘택트(8)가 어레이로서 조작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전달 필름(70)은 콘택트(8)가 스트립

(60)으로부터 가요성 기판(70)까지 어레이로서 전달되도록 해준다. 전달 필름(70)은 또한 콘택트(8)가 가요성 기판(6)의

금속 피막(50)에 콘택트(8)를 접착시키는 동안 가요성 기판 상에서 도전성 금속과 연결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 상기 금

속 피막은 강한 금속 결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기 가요성 기판의 일측, 또는 상기 가요성 기판 상의 동공 내 금속 피막 또

는 금속 피막된 관통 홀 상에 땜납이 미리 도포된다. 따라서, 콘택트(8)는 스탬핑 작업으로 스트립(60)으로부터 형성되는

때부터 가요성 기판(6) 상에서 도전성 금속 피막 상에 융착될 때까지 어레이로서 조작된다. 이러한 콘택트(8)의 어레이로

서의 조작은 본 발명의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제조되고 저렴하도록 해준다. 또한, 본 발명의 압축

시스템은 가요성 기판 상의 콘택트를 도금하는 종래의 기술을 회피하고, 다양한 가요성 기판의 사용을 허용한다.

  상기 가요성 기판 상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금속 피막(50) 및 도전선(52)이 가요성(6) 기판 상에 미리 형성되기 때문에,

상기 절단 기구(78)의 블레이드(80)로 도전선(52) 또는 관통 홀(48) 내의 금속 피막을 절단하는 것을 고려하여, 리브(62)

로부터 콘택트를 절단하기 전에 금속 피막에 상기 콘택트(8)을 납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콘택트(8)

는 상기 가요성 기판(6)에 콘택트(8)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고 이후 그 상태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배치될 수 있는 가

요성 전달 필름(70)에 먼저 전달된다.

  상기 실시예에 기술되지는 않지만, 콘택트는 대안적으로 전달 필름 상으로 직접 도전성 금속을 침착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전달 필름은 소정의 헤드, 베이스 및 선택적인 포스트 외형에 따라 미리 선택된 구성의 동공을 포함한

다. 이 실시예에서, 리브는 형성되지 않으며 리브를 절단하는 작업이 생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콘택트의 다양한 구성은 종래 기술의 시스템에 대해 강체 기판(2) 상의 콘택트 패드(4)를 가진 개선된 콘

택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통상은, 가요성 기판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압축 어셈블리는 가요성 기판 상의 콘택트

매트릭스에 압축 매트에 의해 인가되는 일정한 탄성력 때문에 상기 가요성 기판 상의 콘택트 매트릭스 및 상기 강체 기판

상의 콘택트 패드 사이의 개선된 접촉을 제공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형성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은 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적 성능의 하락없이 강체 기판에 가요성 기판을 반복하여 조립 및 해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상기 시스템이 일정한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헤드 또는 수납 소자의 변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탄

성 매트의 일정한 탄성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헤드 구성은 설계자나 엔

지니어가 직면하는 다양한 응용예에 이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 구성에서, 하나의 상기 콘택트 패드(4)에 접촉하는 돌

출부(42) 각각의 라운드형 에지(68)는 정합 전에 콘택트 패드(4) 및/또는 콘택트(8) 상에 존재할 수 있는 오일 또는 필름을

지나감으로써, 콘택트 패드(4)와 접촉하는 각각의 돌출부(52) 사이에 도전성 경로가 형성되게 한다. 하지만, 디스크 또는

반구의 구성과 같은 소극적 헤드 설계는 얇은 박막 때문에 완전한 총체적 연결에 대해 관련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하지

만, 오염 또는 확산 문제가 염려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헤드 구성이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성에서, 가요성 회로 압

축 커넥터 시스템은 커넥터 블록 어셈블리 및 하나 이상의 가요성 기판을 포함한다. 이러한 커넥터 블록 어셈블리는 원래

의 장비로 다중 연결에 대한 복수의 가요성 케이블이 제공될 수 있고, 또는 필요한 경우 추가의 연결부를 제공하도록 추가

적인 가요성 케이블을 수용하는 것과 같이 언제든지 용이하게 변형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되었다. 본 명세서를 읽고 이해되는 경우 명백한 변형 및 수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첨부되는 청구범위 내 또는 그 균등 범위 내에 있는 한 모든 변형 및 수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앞서 말한 것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인쇄회로판의 도전성 패드와 전기적인 접촉을 개선하는 가요

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

대해 적합한 여러 가지 콘택트 구성을 통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기존의 커넥터 시스템을 대체할 필요없이 언제든지

다중 가요성 케이블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제공된 압축 어셈블리를 정합 회로 연결과 함께 개선된 콘택

트를 제공하도록 사용되고 종래 기술의 가요성 회로 커넥터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한 회로 커넥터로서 사용되는 가요성 회

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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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나 이상의 기판 상에 배치되는 도전성 패드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에 있어서,

  복수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 도전성 재료를 구비하는 가요성 절연 기판으로서, 이 가요성 절연 기판 상에는 상기 미리 선

택된 위치 중 둘 이상의 위치 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도전선이 연장되는 것인 가요성 절연 기판과;

  미리 선택된 구성을 갖는 헤드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베이스를 각각 구비하는 복수의 콘택트로서, 상기 헤드는 베이스로

부터 연장되며, 각각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가요성 기판에 고정되는 각각의 콘택트의 적어도 베이스는 상기 각각의 콘택

트의 헤드가 상기 가요성 기판으로부터 연장되도록 도전성 재료를 가지는 것인 복수의 콘택트와;

  압축 어셈블리;

  를 포함하며,

  상기 압축 어셈블리는,

  베이스로부터 연장되는 복수의 탄성 지주를 갖는 압축 매트로서, 각각의 탄성 지주는 상기 헤드 대향측의 가요성 기판

상의 각각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 가요성 기판과 정합 정렬 가능한 말단부를 가지는 것인 압축 매트와,

  말단부를 갖는 탄성 지주가 각각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상기 가요성 기판과 정합되도록 상기 압축 매트를 상기 가요성

절연 기판과 정렬시키는 수단과,

  상기 가요성 기판 및 압축 어셈블리를 도전성 패드를 구비하는 하나 이상의 기판과 정렬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콘택트는 상기 미리 선택된 구성이 얇은 도전성 금속 스트립을 스탬핑 및 식각 중 하나에 의해 형성되는 미

리 선택된 위치의 금속 콘택트 어레이를 포함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헤드의 상기 미리 선택된 구성은 상기 베이스로부터 돌출되는 돔(dome) 형상인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

터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는 상기 베이스 대향측 헤드 상에 평탄한 프로파일을 갖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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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상의 헤드의 상기 미리 선택된 구성은 디스크 형상, 절두형 역피라미드 형상, 또는 절두형 역원추 형상으로 이루

어진 집합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한 형상인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헤드의 상기 미리 선택된 구성은 하나 이상의 널(knurl)형 미소 역피라미드형 돌출부를 포함하며, 이 피라미

드형 돌출부의 선단은 상기 베이스로부터 돌출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헤드의 상기 미리 선택된 구성은 하나 이상의 다이아몬드형 돌출부를 포함하며, 이 다이아몬드형 돌출부의

선단은 상기 베이스로부터 돌출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스탬핑에 의해 형성되는 상기 콘택트 어레이는 상기 어레이를 대응하는 부품(mating part)과 정렬시키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 수단은 상기 대응하는 부품에 있는 돌출부에 대응하는 2개 이상의 구멍을 포함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

넥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 수단은 상기 대응하는 부품에 있는 구멍에 대응하는 2개 이상의 돌출부를 포함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

넥터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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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탬핑에 의해 형성되는 상기 콘택트 어레이는 상기 어레이에 있는 이웃하는 콘택트들을 연결하는 절개 가능한 얇은 리

브(rib)를 더 포함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트는 기판에 미리 도포된 금속 재료와 함께 각각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상기 가요성 기판에 고정되는 것인 가

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도포된 금속 재료는 땜납인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트는 납땜 또는 리플로(reflow) 납땜에 의해 상기 기판에 고정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어셈블리는 상기 압축 매트를 정렬하는 수단으로 압축 블록을 더 포함하며, 이 압축 블록은 상부면과, 하부면

과, 측면을 가지며, 적어도 상부면은 상기 탄성 지주가 상부면 상방에서 연장되도록 상기 상부면 상에 압축 매트를 수납하

고 배치하기 위한 리세스(recess)를 포함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블록의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면은 상기 압축 매트의 탄성 지주가 상기 추가적인 면 상방에서 연장되도록 추가

의 압축 매트를 수납하고 배치하기 위한 리세스를 포함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매트는 접착 재료에 의해 상기 압축 블록 어셈블리에 부착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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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 재료는 상기 압축 매트의 베이스에 미리 도포된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어셈블리의 압축 블록은 상기 리세스를 구비하는 각각의 면 상에 하나 이상의 돌출부를 더 구비하며, 이 돌출

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구멍이 상기 하나 이상의 돌출부를 수납하여 상기 압축 매트의 복수의 탄성 지주를 상기 가요성 기

판에 고정된 복수의 콘택트와 정렬시키도록 상기 가요성 절연 기판 상의 하나 이상의 구멍에 대응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기판 및 압축 어셈블리를 하나 이상의 도전성 패드를 구비하는 기판과 정렬시키는 수단은 상기 리세스를 구

비하는 표면 상에 상기 하나 이상의 돌출부를 가지며, 이 하나 이상의 돌출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구멍이 상기 하나 이상의

돌출부를 수납하여 상기 가요성 기판에 고정된 복수의 콘택트를 상기 기판 상의 도전성 패드와 정렬시키도록 상기 도전성

패드를 구비하는 기판 상의 하나 이상의 구멍에 대응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22.

  제1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패드를 구비하는 기판에 대항하여 상기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압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

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패드를 구비하는 기판에 대항하여 상기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을 압박하는 수단은 카운터보어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구멍이 있는 압축 블록과, 지지면 및 나사 가공된 단부를 가지는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카운터보어는 나사 가공된 삽입체(insert)를 포함하며, 상기 압축 블록에 있는 구멍은 상기 도전성 패드를 구비한 기

판에 있는 하나 이상의 구멍에 대응하며, 상기 부재는 상기 각각의 구멍을 통해 연장되며, 상기 부재의 나사 가공된 단부는

상기 나사 가공된 부재의 지지면이 상기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과 도전성 패드를 구비하는 기판을 서로 압박하도

록 나사 가공된 삽입체에 의해 맞물리고, 상기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은 상기 기판의 도전성 패드와 정합하는 콘

택트를 구비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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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압축 어셈블리와, 가요성 기판을 도전성 패드를 구비하는 기판과 정렬시키는 수단은 상기 가요성 기판, 도전성 패드

를 구비하는 기판 및 압축 어셈블리 각각에 있는 복수의 대응 정렬 구멍과, 상기 가요성 기판, 도전성 패드를 구비하는 기

판 및 압축 어셈블리 각각에 있는 복수의 정렬 구멍 중 하나를 통해 각각 수납될 수 있는 복수의 정렬 핀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정렬 구멍 및 정렬 핀은, 상기 가요성 어셈블리에 고정된 복수의 콘택트의 헤드가 상기 기판의 복수의 콘택트 패드

와 정합 정렬되고 상기 압축 매트의 탄성 지주가 상기 콘택트 대향측 기판 상에서 가요성 절연 기판과 정렬되도록, 상기 가

요성 기판, 상기 도전성 패드를 구비하는 기판 및 압축 어셈블리를 정렬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 핀은 볼트이고, 이들 볼트는 각각 나사 가공된 너트의 암나사산과 정합되도록 되어 있는 수나사산을 가지는 나

사 가공된 단부를 포함하며,

  상기 너트를 볼트에 체결함으로써 상기 콘택트의 헤드 대향측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가요성 기판에 대항하여 상기 압

축 어셈블리의 탄성 지주를 압박하고, 이에 의해 상기 기판의 도전성 패드에 대항하여 상기 헤드를 압박하여 전기적 접속

을 제공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콘택트는 헤드 대향측 베이스 상에서 베이스로부터 연장되는 포스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가요성 기판은 복

수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동공을 더 포함하고, 이 동공은 상기 콘택트의 포스트 및 도전성 재료를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동공은 상기 가요성 기판을 통해 연장되는 관통 홀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절연 기판은 상기 기판의 일측 상에 도전성 재료를 갖는 위치와 교번하여 상기 기판을 통해 연장되는 금속

피막 관통 홀을 갖는 미리 선택된 위치와, 상기 기판의 일측 상에 도전성 재료를 갖는 위치 중 둘 이상의 위치 사이에서 연

장되는 제1 도전선과, 도전성 재료를 갖는 위치의 대향측 기판 상에 상기 금속 피막 관통 홀 중 둘 이상의 관통 홀 사이에서

연장되는 제2 도전선을 포함하고;

  복수의 콘택트는 각각의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상기 가요성 기판에 고정되는데, 금속 피막 관통 홀을 갖는 미리 선택된

위치에 고정되는 콘택트는 상기 헤드 대향측 베이스 상에 베이스로부터 연장되는 포스트를 더 포함하며, 이 포스트는 상기

금속 피막 관통 홀에 의해 수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상기 기판의 일측 상에 도전성 재료를 가지는 교번하는 위치에 고

정되는 콘택트는 상기 헤드에 연결된 베이스를 적어도 가지며, 상기 복수의 콘택트의 헤드는 상기 제1 도전선을 포함하는

측에서 상기 가요성 기판으로부터 연장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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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헤드의 상기 미리 선택된 구성은 크라운형이고, 베이스 및 복수의 돌출부를 구비하며, 이 돌출부는 상기 베이스의

주변부에 배치되고 상기 베이스의 일측으로 연장되며, 상기 콘택트는 상기 돌출부 대향측의 베이스로부터 연장되는 포스

트를 더 포함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트 대향측의 베이스 상에, 포스트의 종축과 정합하는 동공을 더 포함하는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각각의 베이스는 모서리가 있는 대체로 사각형인 외형을 가지는 주변부를 구비하고,

  상기 베이스의 대체로 사각형인 외형의 각각의 모서리는 라운드형인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의 상기 외형의 각각의 모서리는 상기 복수의 돌출부 중 하나를 포함하며, 이 돌출부는 각각 상기 각 베이스

의 주변부와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라운드형 에지를 가지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청구항 3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콘택트는 미리 선택된 위치에서 상이한 미리 선택된 구성을 갖는 헤드를 구비하는 콘택트를 포함하는 것인

가요성 회로 압축 커넥터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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