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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동 쌍(differential pair)의 콘택과 접지 콘택(ground contact)이 그 순서대로 배열된 비대칭 핀 배열에 있어서, 접지 콘

택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전성 핑거형상부가 이 차동 쌍의 콘택 중에서 상기 접지 콘택으로부터 멀리 배치되어 있는 쪽의

콘택 근처에 배치되고, 그것에 의해, 상기 비대칭 핀 배열에 의해 발생하는 임피던스 불균형이 보상된다. 차동 쌍의 콘택과

접지 콘택이 같은 수평 라인 형태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 상기 도전성 핑거형상부는 상기 접지 콘택으로부터 먼 쪽에 있는

콘택의 상방 또는 하방에 배치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의 형태에 따른 커넥터를 도시하는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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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도 1의 커넥터의 정면도.

  도 3은 도 1의 커넥터의 평면도.

  도 4는 도 1의 커넥터의 측면도.

  도 5는 도 2의 커넥터의 Ⅴ-Ⅴ선에 따른 단면도.

  도 6은 도 2의 커넥터의 Ⅵ-Ⅵ선에 따른 단면도.

  도 7은 도 2의 커넥터의 Ⅶ-Ⅶ선에 따른 단면도.

  도 8은 도 2의 커넥터의 Ⅷ-Ⅷ선에 따른 단면도.

  도 9는 도 6의 커넥터의 Ⅸ-Ⅸ선에 따른 단면도.

  도 10은 도 1의 커넥터의 핀 배열을 보여주는 개략도.

  도 11은 도 1의 커넥터의 쉘을 제거한 상태의 절연체 하우징을 배면에서 본 사시도.

  도 12는 도 1의 커넥터의 쉘을 절연체로부터 제거한 상태로 도시하는 평면도.

  도 13은 2개의 동축 케이블을 접속한 상태의 도 1의 커넥터의 사시도.

  도 14는 동축 케이블을 접속한 도 13의 커넥터의 평면도.

  도 15는 동축 케이블을 접속한 도 13의 커넥터의 측면도.

  도 16은 도 2의 커넥터의 ⅩⅥ-ⅩⅥ선에 따른 단면도로서, 동축 케이블을 접속한 상태의 도면.

  도 17은 도 13의 커넥터에 있어서의 납땜 작업을 보여주는 설명도.

  도 18은 도 16의 커넥터의 ⅩⅧ-ⅩⅧ선에 따른 단면도.

  도 19는 도 16의 커넥터의 ⅩⅨ-ⅩⅨ선에 따른 단면도.

  도 20은 도 13의 커넥터의 쉘을 제거한 상태의 절연체 하우징을 그 배후에서 본 사시도.

  도 21은 도 1의 커넥터의 접지판의 변형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22는 도 21의 접지판의 ⅩⅩⅡ-ⅩⅩⅡ선에 따른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

  1 : 접지판 2 : 케이블 홀더

  3 : 도전성 핑거형상부 4 : 오목부

  5 : 융기부 10 : 커넥터

  21, 108 : 제 1, 2 콘택(신호 콘택) 22, 106 : 접지 콘택

  30 : 절연체(하우징) 34 : 추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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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관통 홀 50 : 동축 케이블

  52 : 중심 도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기 커넥터(이하, 간단히 커넥터라고 칭함)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커넥터

에 관한 것이다.

  고속 신호 전송 또는 차동 신호 전송을 위한 커넥터의 종래 기술에 있어서, 커넥터는 전압이 반대인 한 쌍의 신호, 즉 한

쌍의 양전압 및 음전압 신호를 수신/전송하기 위한 한 쌍의 콘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동 신호 전송은 고속 전송 시스

템에 있어서, 양호한 노이즈 내성을 얻기 위해, 가끔 사용된다. 이하에서, 상기 한 쌍의 콘택은 「차동 쌍의 콘택」이라고

부르며, 또한 유사하게 상기 한 쌍의 신호는 「차동 쌍의 신호」라고 부르기로 한다.

  차동 쌍의 신호는 한 쌍의 신호 라인, 예컨대 한 쌍의 동축 케이블, 또는 트윈(패러렐(parallel)) 동축 케이블, 또는 트윈

(트위스티드(twisted)) 액셜 케이블(axial cable)(트위넥스(Twinax) 케이블)을 통해서, 커넥터에 혹은 커넥터로부터 전송

된다.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쌍의 동축 케이블(즉, 한 쌍의 ± 신호 라인)의 중심 도체인 한 쌍의 중심 도체

가 커넥터의 차동 쌍의 콘택에 각각 접속된다. 한 쌍의 동축 케이블의 쌍의 외부 도체는 한데 모아서, 커넥터의 접지 콘택

에 접속된다. 트윈 동축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쌍의 내부 도체가, 커넥터의 차동 쌍의 콘택에 각각 접속되고, 외부

도체가 커넥터의 접지 콘택에 접속된다. 트위넥스 케이블을 사용할 때에는 트위스트되어 있는 2개의 도체가 커넥터의 차

동 쌍의 콘택에 접속되고, 드레인선이 접지 콘택에 접속된다.

  여기에서, 커넥터는 복수개의 콘택을 가지며, 이들은 콘택 열(contact row)을 구성하도록 배열되어 있다. 각 콘택 열은 2

개의 차동 쌍의 콘택을 포함할 수 있다. 그 경우, 이들 2개의 차동 쌍의 콘택을 흐르는 2개의 차동 쌍의 신호간의 간섭을 최

소화하고, 또한 커넥터 중의 콘택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2개의 차동 쌍의 콘택 사이에 1개의 접지 콘택이 배치된

다. 즉, 1개의 차동 쌍의 콘택, 1개의 접지 콘택, 및 다른 차동 쌍의 콘택이 이 순서대로 배치되며, 2개의 차동 쌍의 콘택이

접지 콘택을 공용한다. 이러한 핀(콘택) 배열의 예로서, DDWG(Digital Display Working Group)에 의한 DVI(Digital

Video Interface)의 물리적 상호 접속 사양에 준거한 커넥터가 알려져 있다. 특히, 이 DVI에 준거한 커넥터는

TMDS(Transmission Minimized Differential Signaling)에 적합하며, 차동 쌍의 콘택은 TMDS에 있어서의 한 쌍의 ± 신

호를 수신하여, 전송한다.

  그러나, 상기 핀 배열은 대칭이 아니라, 차동 쌍의 콘택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대응하는 접지 콘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게다가, 이러한 비대칭 때문에, 임피던스의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발생하면 차동 쌍의 ± 신호의 전기 통로 길

이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차동 쌍 신호의 물리적 길이는 통상적으로 같다. 만일, 차동 쌍 신호의 전기 통로 길이

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면, 차동 쌍 신호의 전송 지연에 심한 차이가 생겨, 차동 쌍의 신호가 더이상 기능하지 않게 된다. 그

렇기 때문에, 비대칭인 핀 배열로부터 발생하는 임피던스의 불균형은 보상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커넥터의, 특히 각 콘택의 출력 임피던스는 통상, 상대 커넥터의 각 콘택의 입력 임피던스와 정합하도록, 미리 정

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상기 임피던스 불균형을 보상할 때에도 준수되어야만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임피던스 정합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상기 핀 배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임피던스 불균형을

보상할 수 있는 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적어도 제 1 및 제 2 신호 라인과 접지 라인을 상대 커넥터에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로서, 접지판(ground

plate)(1), 절연체(insulator)(30),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라인에 각각 접속될 제 1 및 제 2 콘택(21), 및 상기 접지 라인에

접속될 접지 콘택(22)을 가지며, 상기 접지판(1)은 상기 접지 콘택(22)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상기 절연체(30)는 상

기 제 1 및 제 2 콘택(21) 및 상기 접지 콘택(22)을 동일한 가로 열에 배열하도록 미리 할당된 배열 패턴으로 지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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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상기 제 1 콘택(21, 108)은 상기 제 2 콘택(21, 107)보다 상기 접지 콘택(22, 106)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는 커넥터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21, 108)의 근처에, 상기 접지판(1)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전성 핑거형상부

(finger portion)(띠편)(3)를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를 제공한다.

  특히, 절연체(30)는, 제 1 내지 제 3 관통 홀(35)과 추가 홀(34)을 가지며, 상기 제 1 내지 제 3 관통 홀(35)은 같은 수평

라인 상에 배열되어 있고, 그곳에 상기 제 1 및 제 2 콘택(21) 및 상기 접지 콘택(22)이, 상기 미리 정해진 핀 배열에 따라,

각각 삽입되어 있고, 상기 추가 구멍(34)은 절연체(30) 중의 상기 제 1 관통 홀(35)의 위 또는 아래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

기 도전성 핑거형상부(3)를 수용하고 있다.

  상기 제 1 및 제 2 콘택(21)은, 차동 쌍의 신호를 각각 수신/전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각각 + 및 -, 또는

- 및 +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도전성 핑거형상부(3)는 접지판(1)과 일체로 형성되어도 무방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커넥터는, 퍼스널 컴퓨터와 그 모니터의 사이의 고주파 신호 전송에 사용된다.

  도 1 내지 도 9를 참조하면, 커넥터(10)는 복수개의 콘택(21, 22 및 24)과, 이들 콘택(21, 22 및 24)을 홀딩하는 절연체

하우징(30)과, 이들 콘택(21, 22 및 24)과 절연체 하우징(30)을 둘러싼 쉘(shell; 11)과, 접지판(1(1a, 1b, 1c))을 가지고

있다. Z방향으로의 커넥터(10)의 전단부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은 상대 커넥터와의 결합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Z방향

은 커넥터의 상대 커넥터로의 삽입 방향이다. 한편,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은, 커넥터(10)의 Z방향 배면측에 부착된다. 케

이블의 부착은, 또 다른 도면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더욱이, 상대 커넥터로의 삽입의 위치 결정으로서, Z방향 선단의 결합

부에는, 키(23)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키(23)는, 쉘(11), 콘택(21, 22 및 24) 등의 강도에 따라서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 커넥터는 24개의 콘택(21, 22 및 24)을 가지고 있다. 참조 부호 21로 표시되는 콘택은, 고속 신호 전

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차동쌍의 신호를 받아 전송하는 신호 콘택으로서 사용된다. 즉, 각 2개의 인접한 콘택(21)은, 차동

쌍의 콘택을 구성한다. 참조 부호 22로 표시되는 콘택은, 접지 콘택으로서, 접지판(1)의 대응되는 것에, 각각 접속되어 있

다. 참조 부호 24로 표시되는 콘택은, 고속 신호 전송 및 접지 이외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콘택(21, 22 및 24)의 핀 배치를, 특별히 도 10에 도시한다. 상기 도면에 있어서, Y방향은 커넥터의 바닥에서부터 꼭대기

를 향하는 방향이고, X방향은 커넥터의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도 10

에서는, 각 콘택에 독자적인 참조 부호를 부여해, 괄호로 묶어서 나타내고 있다.

  도 10을 참조하면, 콘택(21, 22 및 24)(즉, 101∼124)은, 가로 방향의 3열, 즉 상단, 중간단 및 하단의 열을 구성하며, 이

들 열은 각각 8개씩, 즉 101∼108, 109∼116, 및 117∼124의 콘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콘택은, 각 열 3개씩,

세로 방향의 8열로 배열되어 있다. 상세하게는, 상단의 열은, 3개의 콘택(24(101∼103))과, 4개의 신호 콘택(21(104,

105, 107, 108))과, 1개의 접지 콘택(22(106))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신호 콘택(21)의 2개의 인접하는 것(104,

105)은 차동 쌍의 콘택이고, 다른 2개의 인접하는 것은, 다른 차동 쌍의 콘택이다. 이들 2쌍의 차동 쌍의 콘택(21(104,

105, 107, 108))은, 그들 사이에 있는 접지 콘택(22(106))을 공용한다. 중간단의 열은, 3개의 콘택(24(109∼111))과, 4개

의 신호 콘택(21(112, 113, 115, 116))과, 1개의 접지 콘택(22(114))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신호 콘택(21)의 2개

의 인접하는 것(112, 113)은 차동 쌍의 콘택이고, 다른 2개의 인접하는 신호 콘택(21(115, 116))은, 다른 차동 쌍의 콘택

이다. 이들 2쌍의 차동 쌍의 콘택(21(112, 113, 115, 116))은, 그들 사이에 있는 접지 콘택(22(114))을 공용한다. 하단의

열은, 6개의 신호 콘택(21(117, 118, 120, 121, 123, 124))과, 2개의 접지 콘택(22(119, 122))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

에서, 신호 콘택(21)의 2개의 인접하는 것(117, 118)은 차동 쌍의 콘택이고, 접지 콘택(22) 중의 1개(119)는 이 차동 쌍의

콘택에 대한 것이고, 다른 2개의 인접하는 신호 콘택(21(120, 121))은 다른 차동 쌍의 콘택이며, 또 다른 2개의 인접하는

신호 콘택(21(123, 124))은, 또 다른 차동 쌍의 콘택이다. 이들 2쌍의 차동 쌍의 콘택(21(120, 121, 123, 124))은, 그들 사

이에 있는 다른 접지 콘택(22(122))을 공용한다.

  커넥터(10)는, 또한 도 10에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7개의 도전성 핑거형상부(3), 또는 도전성 탭, 또는 가늘거나 좁

고 길다란 도전성 부재를 구비하고 있다. 각 도전성 핑거형상부(3)는, 접지판(1)을 통해서 접지 콘택(22(106, 114, 118,

122))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게다가, 각 도전성 핑거형상부(3)는 각 차동 쌍의 콘택 중의 신호 콘택(21(105, 107,

113, 115, 118, 121, 123))보다, 접지 콘택(22(106, 114, 119, 122))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쪽의 신호 콘택(21(104, 108,

112, 116, 117, 120, 124))의 근처에 배열되어 있다. 한편, 도시된 도전성 핑거형상부(3)는 대응하는 신호 콘택(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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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12, 116, 117, 120, 124))의 하측에 배치되어 있으나, 그것들의 상측에 배치해도 상관없다. 이러한 도전성 핑거형

상부(3)는, 신호 콘택(21(104, 108, 112, 116, 117, 120, 124))의 임피던스를 다른 신호 콘택(21(105, 107, 113, 115,

118, 121, 123))의 임피던스와 실질적으로 같은 값으로 조종하여, 이것에 의해, 상기 신호 콘택(21)의 핀 배치로부터 발생

하는 임피던스 불균형을 보상하는 것이다.

  도 1 내지 도 10에 부가하여,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여, 커넥터의 구조를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쉘(11)은 도시하지 않은 전자장치의 회로기판 상에 탑재된 상대 커넥터와 결합하기 위한 전방 관형상부(front tubular

portion)(13)와, 사각 관형상의 후방 관형상부(14)와, 이들 전방 관형상부(13)와 후방 관형상부(14)의 조인트부로부터 X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돌출된 플랜지부(12)를 갖는다. 이러한 플랜지부(12)는, 커넥터(10)와 상대 커넥

터의 접속을 고정하여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사를 수용하기 위한 둥근 구멍(12a)을 가지고 있다. 전방 관형상부(13)는

그 상하 바깥면에 딤플(dimples)(리세스)(13a)을 갖는다. 이들 딤플(13a)은 커넥터(10)와 상대 커넥터와 쉘끼리의 전기적

접속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후방 관형상부(14)는, 그 상하 벽 및 좌우 측벽의 후단부에 후방 가장자리부(14a, 14a, 14b, 14b)를 가지고 있다. 이들 후

방 가장자리부는, 뒤쪽 및 안쪽을 향해 구부러지고,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도록 후방을 향해 연장되어 있다. 후방 관

형상부(14)는, 더욱이, 그 상하 벽에 5개의 개구(14c)를 가지고 있다. 절연체 하우징(30)이 후방 관형상부(14)에 설치되기

전에는, 후방 관형상부(14)는, 그 상하 벽에 5개의 U자형 절개부(랜스 슬릿(lance slit))를 형성함으로써, 상하 벽에 훅

(hook)부(14c1)를 구비하고 있다(도 12 참조). 절연체 하우징(30)을 후방 관형상부(14) 안에 삽입할 때, 훅부(14c1)를 후

방 관형상부(14) 안에 삽입된 절연체 하우징 쪽으로 구부러뜨린다. 그 결과, 후방 관형상부(14)의 상하 벽에는, 상기한 바

와 같이, 개구(14c)가 형성된다. 이 결과, 이들 훅부(14c1)는, 절연체 하우징(30)의 바깥면에 형성한 리세스(30a) 안에 수

용되어, 이것에 의해 절연체 하우징(30)을 쉘(11) 안에 고정시킨다.

  절연체 하우징(30)은, 가이드 하우징(31)과, 접지판 지지부(32, 33)를 가지고 있다. 가이드 하우징(31)은 판형상으로, 그

내부에 콘택(21, 22, 24) 및 키(23) 등이 압입 지지되어 있다. 더욱 상세하게는, 가이드 하우징(31)은, 복수개의 관통 홀

(35)(도 7에 명확히 도시되어 있음), 복수개의 추가 홀(34)(도 5 및 도 8에 명확히 도시되어 있음) 및, 5개의 리세스

(30a)(도 9 및 도 11에 명확히 도시되어 있음)를 가지고 있다. 리세스(30a)는, 상기한 바와 같이, 훅부(14c1)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상세히 말하면, 접지판(1)과 콘택(21, 22, 24)을 가진 절연체 하우징(30)(도 11 참조)이, 쉘(11)(도 12 참조)

안에 Z방향으로 삽입되어, 훅부(14c1)가 안쪽으로 구부러지면, 절연체 하우징(30)은 쉘(11) 안에 고정된다.

  관통 홀(35)은, 각 열 8개씩 3열로 배열되어 있다. 즉, 관통 홀(35)은, 앞서 말한 콘택(21, 22, 24)과 동일한 패턴으로 배

열되어 있다. 이들 관통 홀(35) 안에는 콘택(21, 22, 24)이 가이드 하우징(31)의 후방에서부터 삽입되어, 그것에 의해 지지

되어 있다.

  추가 홀(34)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지 콘택(22(106, 114, 119, 122)의 각각으로부터 떨어진 쪽의 신호 콘택

(21(104, 108, 112, 116, 117, 120, 124))에 대응하는 관통 홀(35)의 하방에 형성되어 있다. 이 추가 홀(34)에는, 도전성

핑거형상부(3)가 가이드 하우징(31)의 후방으로부터 삽입되어, 그곳에 홀딩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실시예에서는 추가

홀(34)은 관통된 구멍이다.

  접지판 지지부(32, 33)는, 가이드 하우징(31)의 배면 상에 서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으며, 가이드 하우징(31)으로부

터 후방(도 11에 있어서, 지면상 좌측 하방)에 서로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다. 접지판(1(1a, 1b, 1c))은, 이들 접지판 지지부

(32, 33)를 가교연결하여, 그들 양쪽이 접지판 지지부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접지판 지지부(32, 33)는 가이드 하우징(31)

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며, 예컨대 수지로 형성된다.

  콘택(21과 24)은 각각 테일(tail)부, 즉 단자부(21a(21a1, 21a2, 21a3)와 24a)를 갖는다. 이들 단자부(21a(21a1, 21a2,

21a3)와 24a)는, 이들 콘택 열의 하단에 있는 것일수록 길게 형성되어 있다(도 8 참조). 즉, 상단의 것보다 하단의 것이 길

이가 길게 되어 있다. 각 접지 콘택(22)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내지 제 3 부분(22a, 22b, 22c1∼22c3)을 가지

고 있다. 제 1 부분(22a)은, Z방향으로 곧장 뻗어서, 상기한 바와 같이 관통 홀(35)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제 2 부분(22b)

은,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 1 부분(22a)으로부터, 그것과 둔각을 이루며 연장되어 있다. 제 3 부분

(22c1∼22c3)은, 제 2 부분(22b)으로부터, 그것과 둔각을 이루며 연장되어 있다. 도 7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제 1 부분

(22a)과 제 3 부분(22c1∼22c3)은, 실질적으로 서로 평행하다. 제 1 및 제 2 부분(22a 및 22b)에 의해 만들어지는 둔각은,

제 2 및 제 3 부분(22b 및 22c1∼22c3)에 의해 만들어지는 둔각과 실질적으로 같다. 더욱이, 제 3 부분(22c1∼22c3)은,

3열의 콘택 열에 있는 접지 콘택(22) 중에서, 하단에 있는 것일수록 길어지도록 형성되어 있다(도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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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실시예에서는, 24개의 콘택이 매트릭스의 3개의 가로 열과 8개의 세로 열로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당연히, 커넥터

의 설계상의 필요성으로부터, 어떠한 개수의 콘택이라도, 다른 개수의 가로 열과 세로 열로 배열할 수 있다. 또한, 가로 열

마다 다른 개수의 콘택을 배열할 수도 있다.

  도 7 내지 도 9에 명확히 도시한 바와 같이, 접지판(1(1a, 1b, 1c))은 케이블 홀더(2)와, 오목부(4)와, 융기부(5)를 가지

고 있다. 오목부(4) 상에는, 접지 콘택(22)의 제 3 부분(22c1∼22c3)이 배치되어 있다. 오목부(4)는, 제 3 부분을 납땜에

의해 접지판(1a∼1c)에 접속할 때의 땜납을 저장하는 뱅크(bank)로서 작용한다. 각 융기부(5)는, 각각의 접지판(1a∼1c)

에, 커넥터(10)를 조립할 때 융기부(5)와 콘택(21 및 24)의 대응되는 것과의 사이에 소정의 공간이 남도록 형성된다. 신호

경로를 적절한 임피던스를 갖도록 조절하기 위해, 단자부(21a1, 21a2, 21a3)는, 접지판과 평행하게 곧장 뻗는 동시에, 같

은 목적으로 단자부(21a1, 21a2, 21a3)와 접지판(1)과의 사이에 소정의 공간이 남겨진다. 융기부(5)는, 커넥터에 동축 케

이블을 접속할 때, 그 동축 케이블, 특히 그 중심 도체를 부착하기 위한 것이다. 융기부(5)는, 동축 케이블의 중심 도체를

콘택(21)에 적절히 부착할 수 있는 위치에 그 중심 도체를 조절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높이를 갖는다. 또한, 도 11을 참조

하면, 각 케이블 홀더(2)는 단면이 반루프(half-loop) 형상이며, 구체적으로는, Z방향으로 뻗는 반육각통이다. 각 케이블

홀더(2)는, 접지판(1)에, 2개의 슬릿을 Z방향으로 간격을 둔 위치에 형성하고, 그러한 슬릿에 의해 끼워진 부분을 끌어올

림으로써 형성된다. 각 케이블 홀더(2)는 대응하는 융기부(5)와 공동으로, 2개의 동축 케이블을 홀딩하여, 그 높이를 위치

결정한다.

  이하, 도 13 내지 도 20을 참조하여, 커넥터(10)와 동축 케이블의 접속에 대해 설명한다.

  외부 피복(53)을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한 쌍의 동축 케이블(50)을 커넥터(10)의 후방으로부터 케이블 홀더(2)에 삽입한

다. 계속해서, 동축 케이블(50)을, 그 위에 남겨진 외부 피복(53) 부분에서, 케이블 홀더(2)에 의해 홀딩함과 동시에, 내부

절연부(54)를 융기부(5) 상에 설치한다. 그 결과, 도 18에 잘 나타낸 바와 같이, 동축 케이블(50)은 그들의 중심 도체(52)

가 각각의 콘택(21)과 적절히 접속되는 위치로 조정되어, Y방향으로 고정된다. 이들 2개의 동축 케이블(50)의 외부 도체

(51)는, 한데 묶어서 접지 콘택(22)의 제 3 부분(22c1, 22c2, 22c3)의 대응되는 것에 납땜에 의해 접속된다. 납땜시에는,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목부(4)가 땜납(7)을 수용하고, 땜납이 접지 콘택(22)의 근방에 있는 신호 콘택(21)의 임피던

스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한편, 중심 도체(52)는, 2개의 대응하는 신호 콘택(21)에 땜납(7)에 의해 각각 납땜된다.

  이들 도면, 특히 도 18 및 도 19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접지판(1)은, 콘택(21)과 동축 케이블(50)의 중심 도체(52)와 커넥

터(10)를 둘러싼 공기에 의해 전송 선로로서의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을 구성하는 동시에, 커넥터(10)를 둘러싸는 공기가

그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의 절연부로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신호 라인의 임피던스는 적절히 유지된다.

  한 쌍의 고속 신호의 전송로로서 한 쌍의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을 예시하였으나, 1개의 트위넥스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경우, 트위넥스 케이블의 드레인선은, 접지 콘택(22)에 접속된다.

  더욱이, 싱글 케이블 홀더(2)는, 2개의 동축 케이블을 홀딩하도록 설명하였으나, 한 개의 동축 케이블을 홀딩하도록 해도

상관없다.

  더욱이, 접지 콘택(22)은 접지판(1)과 일체로 형성되어도 무방하다. 그 일례로서, 접지 콘택(22)을 갖는 접지판(1)을 도

21 및 도 22에 도시한다. 이것은 상단 및 중간단 열의 접지 콘택(22)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접지 콘택(22)의 제 3 부분은 접지판(1)의 일부를 구성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임피던스 정합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상기 핀 배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임

피던스 불균형을 보상할 수 있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커넥터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제 1 및 제 2 신호 라인과 접지 라인을 상대 커넥터에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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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라인에 각각 접속될 제 1 및 제 2 콘택(21)과,

  상기 접지 라인에 접속될 접지 콘택(22)과,

  상기 접지 콘택(22)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접지판(1)과,

  상기 제 1 및 제 2 콘택(21) 및 상기 접지 콘택(22)을, 같은 가로 열에 배열함과 동시에, 상기 제 1 콘택(21, 108)을 상기

제 2 콘택(21, 107)보다 상기 접지 콘택(22, 106)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위치시키도록 미리 할당된 배열 패턴으로 지지

하고 있는 절연체(30)와, 그리고

  상기 제 1 콘택(21, 108)의 근처에 배열되고 상기 접지판(1)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도전성 핑거형상부(3)를 갖는

커넥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체(30)는 제 1 내지 제 3 관통 홀(35)과 추가 홀(34)을 가지며, 상기 제 1 내지 제 3 관통 홀(35)은 같은 수평 라

인 상에 배열되어 있고, 그곳에 상기 제 1 및 제 2 콘택(21) 및 상기 접지 콘택(22)이 상기 미리 정해진 핀 배열에 따라 각

각 삽입되어 있고, 상기 추가 구멍(34)은 절연체(30) 중의 상기 제 1 관통 홀(35)의 위 또는 아래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도전성 핑거형상부(3)를 수용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콘택은 각각 + 및 -, 또는 - 및 +인 한 쌍의 차동 쌍의 콘택임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핑거형상부(3)는 접지판(1)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 콘택(22)이

  상기 커넥터의 삽입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상기 절연체(30)에 의해 지지되는 제 1 부분(22a)과,

  상기 제 1 부분으로부터 둔각을 이루며 연장되는 제 2 부분(22b)과,

  상기 제 2 부분으로부터 둔각을 이루며 상기 제 1 부분과 평행하게 연장되고, 상기 접지판(1)과 접속되기 위한 제 3 부분

(22c)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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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 콘택(22)이 상기 접지판(1)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 콘택(22)이 상기 접지판(1)과 일체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접지판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판(1)이 상기 접지 콘택(22)의 제 3 부분(22c1, 22c2, 22c3)을 수용한 오목부(4)를 가지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

는 커넥터.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각각이 상기 제 1 내지 제 3 부분(22a, 22b, 22c1, 22c2, 22c3)을 갖는 복수개의 접지 콘택(22)이 하나 이상의 세로 열로

배열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세로 열의 접지 콘택(22)의 제 3 부분(22c1, 22c2, 22c3)은 세로 열 중의 하단에 있는 것일수록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콘택이 적어도 제 1 및 제 2 세로 열 중에 배열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제 1 세로 열 중의 각 신호 콘택 및 상기

제 2 세로 열 중의 각 신호 콘택은 상기 신호 콘택의 가로 열 중의 제 1 및 제 2 신호 콘택(21)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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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쌍의 제 1 및 제 2 신호 콘택과 복수개의 접지 콘택이 가로 열과 세로 열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열되어 있

고, 상기 매트릭스에서는 한 쌍 이상의 제 1 및 제 2 신호 콘택과 1 개 이상의 접지 콘택이 순서대로, 각 가로 열 중에 배열

되어 있으며, 인접하는 3개의 제 1, 제 2 및 제 3 세로 열 중에 배열되어 있는 콘택은 상기 가로 열 중의 제 1 신호 콘택, 제

2 신호 콘택, 및 접지 콘택임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세로 열 중의 제 1 신호 콘택(21)은 상기 세로 열 중에서 하단에 있는 것일수록 길게 형성된 단자부(21a1,

21a2, 21a3)를 구비하며, 상기 제 2 세로 열 중의 제 2 신호 콘택(21)은 상기 세로 열 중에서 하단에 있는 것일수록 길게

형성된 단자부(21a1, 21a2, 21a3)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라인으로서 제 1 및 제 2 동축 케이블(50)의 2개의 중심 도체(52)를 각각 수용하는 동시에, 상기

접지 라인으로서 상기 제 1 및 제 2 동축 케이블(50)의 외부 도체(51)를 함께 수용하기 위한 커넥터로서, 상기 제 1 및 제 2

동축 케이블(50)의 적어도 한쪽을 홀딩하는 케이블 홀더(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홀더(2)가 접지판(1) 상에, 단면이 반루프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동축 케이블(50)은 상기 2 개의 중심도체(52)를 덮는 내부 절연부(54)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접지판(1)

은 융기부(5)를 가지고 있고, 상기 융기부와,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콘택(21)의 단자부(21a1, 21a2, 21a3) 사이에는 소정

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융기부(5)는 상기 동축 케이블(50)의 내부 절연부(54)를 설치하는데 사용되며,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라인을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콘택(21)에 적절히 접속할 수 있는 위치에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라인을 조절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높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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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신호 라인 및 접지 라인으로서 트위넥스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커넥터로서, 이 트위

넥스 케이블을 홀딩하는 케이블 홀더(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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