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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 커넥터용 잭 리셉터클(Jack receptacle for an otical connector)

요약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은(unipartite), (하나의 부품으로 된) 패널(200) 장착용 잭 리셉터클(40)은 고밀
도 광 상호접속을 위한 콤팩트한 구조를 제공한다. 리셉터클은 열가소성 재료로 일반적으로 사각형 형태
로 만들어지고(molded) 4개의 측벽으로 둘러싸인 적어도 1개의 공동(cavity), (460)을 구비한다. 이 공동
은 그 전단부(front end)에 광 커넥터(10)를 수용하기 위한 1개의 개구와 그 후단부에 원통형 얼라인먼트 
슬리브(alignment sleeve), (440)를 수용하기 위한 다른 개구(422)를 구비한다. 각 개구는 공동까지 뻗어 
있다. 1쌍의 패널로킹부재(캔틸레버(cantilever)), (410)는 리셉터클의 상부(415)에 장착되고 다른 쌍의 
캔틸레버는 그 하부(416)에 장착된다. 각 캔틸레버는 공동쪽으로 휘어지는 자유단부를 포함한다. 리셉터
클은 또한 셀프 타이트닝 끼워맞춤(self-tightening fit)으로 이들 사이에 패널에지를 결합하기 위한 캔
틸레버의 자유단부상의 완만하게 테이퍼진 벽(411)과 협동하는 플랜지(412)를 그 후부에 구비한다. 각 공
동의 서로 마주보는 측벽쪽으로 광커넉터의 래칭탭(120)상의 돌출부(121)와 상호 결합하는 탭 고정 숄더
가 성형된다. 1쌍의 동일한 잭 리셉터클(40)이 연속으로 연결되어 어댑터(400)를 형성한다. 원통형 핀
(423)과 홀(421)은 각 리셉터클의 뒷면(420)에 위치되어 조립체를 구성한다. 핀은 구멍보다 약간 큰 직경
을 가지므로 리셉터클은 접착제 또는 다른 접착 기술을 사용하지 안혹 함께 눌러 끼워 맞출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패널에 장착되고 1쌍의 광커넥터를 수용하는 4중 잭 리셉터클의 사시도.

제2도는 어댑터에 조립될 때의 연속하는 1쌍의 동일한 4중 리셉터클의 사시도.

제3도는 단면도로 나타낸 4중 잭 리셉터클 내에 삽입된 광섬유 커넥터의 사시도로서, 명료하게 보이기 위
해 커버가 제거되어 있는 사시도.

제4도는 1쌍의 상호접속된 광커넥터와 리셉터클의 단면도.

제5도는 2중 어댑터, 캐리어, 월 플레이트, 1쌍의 광커넥터 사이의 접속을 나타낸 벽 장착 조립체의 전개 
사시도.

제6도는 3개의 종래의 광커넥터와 결합된 광커넥터를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광커넥터            12 : 플러그 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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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광케이블            40 : 잭 리셉터클

100 : 커버               120 : 래칭탭

130 : 트리거             410 : 패널로킹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광섬유 커넥터를 수용하기 위한 잭 리셉터클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
밀도 광접속 장치에 적합한 어댑처에 관한 것이다.

광통신의 성장은 광섬유와 관련된 커다란 대역폭(정보 반송 능력)에 우선적으로 기인한다. 오늘날, 많은 
가정은  POTS(plain  old  telephone  service)를  위한  구리선을 통해  전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접속되고, 
CATV(cable television)를 위한 동축케이블을 통해 비디오 서비스 공급자에게 접속된다. 이들 와이어와 
케이블의 합해진 대역폭이 큰 반면, 미세한 광섬유의 대역폭은 특히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이 채용될 때, 크기가 적어도 몇 승 더 크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광섬유의 용량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초과(excess) 용량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모든 가정 및 사
업장에는 광섬유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초과용량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날에는 중
요하지 않으나 미래에는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및 성능을 고무시킬 것이다.

광섬유 통신 시스템에서의 예측되는 성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콤팩트하고 염가인 상호접속시스템이 설
계될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다양한 커넥터가 공지되어 있고, 1개의 섬유의 광반송 영억(코어)이 다른 
섬유의 코어와 축 방향으로 정렬되어 결과적으로, 1개의 섬유로부터 나오는 모든 빛이 다른 섬유와 연결
되도록 두 개의 광섬유 단부의 단부를 관리하는 일에 직면해 있다. 광섬유의 코어가 매의 작기 때문에 이
것은 도전해 볼만한 일이다. 예를 들면, 싱글모드 광섬유는 약 8 마이크론의 코어 직경을 가지며, 여기서 

1마이크론=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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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미터(㎜)이다. 광섬유 커넥터는 통상적으로 그 축 방향을 따라 설치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섬유를 가진 작은 실린더를 구비한다. 이러한 실린더는 일반적으로 페룰(ferrule)이라고 한다. 
2개의 광섬유 사이의 통상적인 접속에 있어서, 1쌍의 페룰은 단부를 맞대고 서로 접속되고, 빛은 경계면
을 가로질러 이동한다. 생길 수 있는 손실은 축 방향의 정렬, 섬유단면의 조건 및 경계 갭의 굴절율에 의
존한다.

광커넥터와 협력하는 것은, 커넥터를 수용하는 이들을 축 방향으로 정령하여 유지하기 위한 뒷면을 맞댄 
리셉터클을 포함하는 결합장치(어댑터)이다. 통상적으로 다수의 어댑터는, 상호접속이 이루어지고 주기적
으로 변경되는 패널에 장착된다. 이와 같은 패널은 테스트 및 서비스 재배열을 위한 개개의 광섬유에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통신시스템에 광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어댑터를 각 패널상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멀홀랜드(Mulhol land)등의 미국 특허 제5, 123, 071호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섯(6)개의 별개의 부분
을 포함하는 패널에 장착되는 어댑터가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어댑터는 1쌍의 SC 커넥터를 광학적으로 
상호 접속하기 위해 사용된다. 1쌍의 리셉터클은 서로 뒷면을 맞대고 접합되고, 각각은 SC 커넥터를 유지
하는 1쌍의 탄성 캐치피스(resilient catch pieces)를 가진 인서트를 구비한다. 이 인서트는 리셉터클 내
의 공동으로 잠겨서(snap), SC 커넥터가 삽입될 때 캐치피스는 이러한 공동으로 팰창한다. 인서트는 얼라
인먼트 슬리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앙 구멍을 구비한다. 너무 많은 부품이 이러한 어댑터에 요
구되므로, 공동 내의 공간이 캐치피스의 장착 작용에 필요로 되므로, 그것은 원하는 것보다 크고 고가이
다.

킹(King) 등의 미국 특허 제5,274,729호에는 ST, SC 또는 FC 커넥터의 임의의 조합과 상호 접속하는 어댑
터 내에 동일한 짝을 이루는 구조를 사용하여 서로 결합하는, 다수의 빌드아웃(buildout) 블록 및 빌드아
웃이 개시되어 있다. 빌드아웃 블록들은 패널상에 장착되고 적절한 빌드아웃을 선택함으로써, 상기 커넥
터의 임의의 조합사이의 상호접속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치들은 상이한 종류의 광커넥터 사이에 호환
성을 제공하는 반면, 각각 패널상에 장착되기 전에 함께 연결되어야 하는 다수의 개별 부품을 필요로 한
다. 게다가, 도시된 장치는 고밀도 응용에서 사용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상기 참조 자료들의 각각에 도시된 광커넥터는 새로운 소형 광커넥터의 세대가 도입됨으로써, 쓸
모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세대의 페룰의 직경은 약 1.25㎜인 반면, 상기 참조자료에 개시된 
원통형 페룰은 약 2.5㎜의 직경을 가진다. 실제로, NTT 인터내셔날 코포레이션은 MU 커넥터로 알려진 새
로운 장치를 최근 도입했는데, 이는 SC 커넥터의 소형화된 버젼으로서 가장 잘 설명된다. 패널장착 어댑
터는 비교적 소형이지만, 여전히 여섯(6)개의 별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MU 커넥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광커넥터는 점점 더 작아짐에 따라, 이들을 수용하는 리셉터클은, 소형화의 이점을 실현할 것
이라면, 비례하여 작게 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품이 작아짐에 따라, 구성의 복잡성 및 부
품의 수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 기술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면서,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수의 개개의 광커넥터가 패널 
등에 함께 밀집하여 장착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잭 리셉터클이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리셉터클은 
제조비용이 싸고, 조립하기에 용이하며, 설치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 기술의 전술한 문제점은 광커넥터용 단일 부품(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본 발명
에 의해 해결된다. 잭 리셉터클은 상부면(top surface) 및 후면(rear surface), 및 광커넥터를 수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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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어도 하나의 일반적으로 사각형인 공동(cavity)을 구비한다. 공동은 전단부(front end), 후단부
(back end) 및 4개의 측벽(side walls)을 가진다. 공동의 전단부는 광커넥터가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
록 한 일반적으로 사각형인 개구(opening)를 구비한다. 공동의 후단부는 광커넥터 내의 페룰이 공동을 빠
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원형인 개구를 구비한다. 공동의 적어도 하나의 측벽은 광커넥터 
상에서  가동  래칭  부재(movable  latching  member)와  결합(inter  lock)하기  위한  비가동 고정면(non-
movable retainign surface)을 가진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예에 있어서, 리셉터클의 상부면은, 캔틸레버 부재의 자유단이 리셉터클의 후단
부를 향해 위치된, 캔틸레버 부재를 구비한다. 플랜지는 또한 리셉터클의 후단부에 배치되고, 그것은 예
를 들면 리셉터클이 패널의 개구에 삽입될 때, 캔틸레버 부재의 자유단과 협력하여 이들 사이에 패널 에
지를 고정한다.

예시적인 실시 예에 있어서, 잭 리셉터클은 열가성 재료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로부터 성형된다. 더욱
이, 커넥터를 유지하기 위한 리셉터클 내의 이동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리셉터클은 소형화 및 보다 염
가로 할 수 있다. 2중 및 4중 리셉터클은 각각 2개의 공동과 4개의 공동을 가지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각 리셉터클의 후면 상의 원통형 핀과 구멍은 단지 3개(3)의 부품만을 사용하는 어댑터를 형성하기 위하
여, 1쌍의 동일한 리셉터클이 연속하여 함깨 연결되도록 위치된다. 핀은 구멍보다 약간 큰 직경을 가지므
로 리셉터클은 접착제 또는 다른 접합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함께 압력 끼워맞춤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패널(200)내의  사각형  개구(250)  내에  장착되고,  거기서  리셉터클의  상면  및  하면에 형성된
(molded)  패널로킹부재(410)에 의해 고정된 4중 잭 리셉터클(40)의 사시도이다. 하나의 광커넥터(10)가 
리셉터클의 4개의 공동(460) 중 하나에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의 동일한 광커넥터(10)가 막 설치되려고 
하는 것이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광커넥터(10)는 섬유지지 구조를 둘러 싸는 하우징(110)과 커버(100)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커넥터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1995년 8월 30일자 출원된 램퍼트
(Lampert) 등의 미국특허 제5,638,474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 광커넥터는 2중 커넥터, 4중 커넥터, 또
는 "n중 (n-plex)" 커넥터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결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멍
(103, 104)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2중 커넥터의 구체적인 설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예를 들면 1995년 8월 30일자에 출원된 램퍼트 등의 미국특허 제5,579,425호에 기재되어 있다.

광섬유 커넥터(10)는, 밴드-리미팅 스트레인-릴리프 부트(bend-limiting strain-relief boot), (20)와 함
께 광케이블(30)의 끝을 이룬다. 커넥터(10)는 잭 리셉터클(40)의 공동(460)에 삽입되는 플러그단부(12)
를 구비한다. 커넥터(10)의 외부면은 의도하지 않은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커넥터를 잭 리셉터클(40)에 
고정하는 래칭탭(120)을 구비한다. 래칭탭(120)은 커넥터에 성형되고 그것이 커넥터의 중심축에 직각인 
방향으로 상하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리빙  힌지(living  hinge)"를  구비한다.  마찬가지로, 트리거
(130)는 커넥터(10)에 성형되고, 또한 커넥터의 중심축에 직각인 방향으로 상하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리빙 힌지를 구비한다. 래칭탭(120)과 트리거(130)는 세로축이 커넥터의 중심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존재
하는 캔틸레버 빔이다. 이 캔틸레버 빔은 상호 작용하는 고정단 및 자유단을 구비한다. 트리거(130)가 눌
리면,  그  자유단은  커넥터(10)를  잭  리셉터클(40)로부터  해제하기  위해  래칭탭(120)의  자유단과 
결합한다. 각각 도시한 광커넥터(10)는 4.6×4.6의 풋프린트(단면치수)를 가지며, 다수의 이와 같은 커넥
터는 콤팩트한 배열로 통합할 수 있다.

커버(100)는 수직측 하중(load)이 커넥터에 가해졌을 때 광커넥터(10)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된 잭 리셉터클 내에서 쌍을 이루는 오목한 곳(461), (도 2 참조)과 협력하는 보강 키(102)를 구비한
다. 대칭으로 위치된 보강키(도시하지 않음)는 동일 목적으로 하우징(110)의 옆에 성형된다.

도 2는 뒷면을 맞대고 단일 어댑터(400)로 조립되려고 하는, 1쌍의 동일한 4중 잭 리셉터클의 
사시도이다. 리셉터클(40)은 밀착 배열되어 도 1에 나타낸 형태의 복수의 광커넥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4개의 동일한 공동(460)을  구비한다.  각  잭  리셉터클(40)은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1쌍의 원통형 핀
(423), 안쪽으로 형성되는 1쌍의 원통형 구멍(421), 및 얼라인먼트 슬리브(440)를 수용하는 4개의 개구
(422)를 구비하는 일반적으로 평평한 뒷면(420)을 가진다. 핀(423)은 각각 구멍(421)보다 약간 큰 직경을 
가진다. 실례로, 핀과 구멍은 명목상 각각 1.5㎜의 직경을 가지나, 핀과 구멍사이의 실질적인 영구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약  0.44㎜의  저촉(interference)이  사용된다(즉,  각  핀은  대응하는 구멍의 직경을 약 
0.04㎜ 만큼 초과하는 직경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이 약간 작은 구멍으로 용이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각 핀은 경사면(bevel) 또는 테이퍼(425)를 그 말단부상에 구비한다.

조립시,  얼라인먼트 슬리브(440)는  리셉터클 중 하나의 개구(422)에  삽입된다(각각의 이들 4개의 개구
(422)는 리셉터클(40)의 4개의 공동(460)까지 뻗어 있는 보스(424)의 하부(도 4 참조)를 포함한다).1쌍의 
잭 리셉터클(40-40)은, 한 리셉터클의 핀(423)이 다른 리셉터클의 구멍(421)과 짝을 이루도록 정렬되고, 
한 리셉터클의 얼라인먼트 슬리브(440)는 다른 리셉터클의 개구(422)와 짝을 이루도록 위치된다. 이들 리
셉터클은 이후 충분한 힘으로 함께 가압되어 이들 평탄한 뒷면(420-420)이 서로 접촉하도록 한다. 각 핀
(423)은 짝을 이루는 구멍(421)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리셉터클의 쌍은, 유리하게도 접착제 또는 초음파 
용접없이 함께 압력끼워 맞춤될 수 있다(press-fit).

수직으로 적층된 2중 커넥터는 한 광커넥터 위에 다른 광커넥터를 연결하는 식으로 한 쌍의 광커넥터를 
결합함으로써 조립될 수 있다. 클립은 각 커넥터의 한 면에 부착되어 이들을 함께 연결한다. 결과물인 2
중  커넥터가 소정  방향으로 리셉터클(40)에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포스트
(462)는 2중 커넥터가 잘못된 공동에 삽입되는 경우에 클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리셉터클(40)의 전면에 
성형된다.

4중 잭 리셉터클(40)의 상부면(415)과 하부면(416)은 동일하고 복수의 패널로킹 부재(410, 410)를 구비한
다.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패널로킹부재(410)는 각 공동에 결합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패널로킹
부재(410)와 측벽(465) 사이의 개구(463)는 유리하게는 단순 U,자형 성형 인서트가 공동(460) 내의 탭고
정 숄더를 성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패널로킹부재(410, 410)는 평면 패널의 개구로 리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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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40)의 삽입 중, 자유단은 플랜지(412)와 협력하여 패널의 에지를 이들 사이에 결합 및 유지하는 캔틸
레버를 포함한다.

4중 리셉터클(40)은 바람직하게는 열가소성 물질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로부터 성형되고, 성형이 용이
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면, 패널로킹부재(410)는 리셉터클의 상부면(415)의 U,자형 개구(463)를 성형함
으로써 형성된 캔틸레버 빔이다. 이러한 개구(463)는 리셉터클의 공동내에서 광커넥터를 리셉터클에 결합
하기 위해 사용되는 1쌍의 탭고정 숄더로의 직접 액세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단순 성형 인서트는 캔틸레
버 및 탭고정 숄더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수의 4중 잭 리셉터클(40)은 길다란 사각형 개구를 가진 패널 내에 제1 수평행으로 나란히 정착된다. 
인접하는 리셉터클 사이의 공간은 필요없다. 그러나, 제 1행의 위 및/또는 아래에 제 2행의 4중 리셉터클
을 장착할 때, 사용자가 삽입된 광커넥터(10), (도 1에 나타냄)상의 트리거(130) 또는 래치(120)를 수동
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행 사이에는 작은 수직 간격이 필요하다.

도 3은 4중 잭 리셉터클(40) 내에 삽입된 광섬유커넥터(10)의 사시도이다. 그리고, 4중 리셉터클은 광커
넥터를 수용하기 위한 4개의 공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단 2개의 공동만이 단면으로 도시되어 있다. 또, 
단지 공동 내부만을 특정하여 상세히 도시하기 위해 하나의 커넥터 만이 삽입되어 있다. 상부 공동 하부 
공동은 서로 거울상이다. 끝으로, 명료하게 보이도록 그 커버(100), (도1 참조)가 제거되어 커넥터(10)가 
도시되어 있다. 리셉터클(40)의 콤팩트한 정도는 그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리셉
터클로부터 커넥터(10)를 제거하기 위해, 트리거(130)에 액세스하는 것이 요구된다. 리셉터클(40)에 수직
으로 적충된 공동은, 하나의 커넥터 상의 트리거가 위쪽으로 면하는 반면 나머지 커넥터 상의 트리거가 
아래쪽으로 면하도록 구성된다.

커넥터의 하우징(110)은 대략 U자형이고 페룰(ferrule), (140), 베이스 부재(150), 및 스프링(160)을 포
함하는 섬유 지지구조체를 지지한다. 스프링(160)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베이스 부재(150)의 뒤쪽 
원통형 부분을 포위하여, 우에서 좌로 페룰(140)의 단면을 밀고 있다. 페룰(140)은 광섬유의 단부를 수용
하기 위해 그 중심축을 지나는 좁은 통로(약 126㎛의 직경)를 가진 유리, 금속,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실
린더일 수 있다. 예시하면, 페룰은 외경 약 1.25㎛이고 길이가 약 7.0㎛이다.

리셉터클(40)은 패널로킹부재(410) 상의 테이퍼진 면(411)을 통해 패널(200), (도 1 참조)에 고정된다. 
이들 테이퍼 면은 플랜지(412)와 협동하여 상이한 두께의 패널에 대해, 편리한 방식(snug manner)으로 리
셉터클과 패널을 상호 고정(inter lock)시킨다. 패널로킹부재를 밀어 넣고 리셉터클을 앞으로 밀어서 리
셉터클(40)이 패널로부터 제거 된다. 도 2와 관련지어 설명한 바와 같이, 2개의 동일 리셉터클(40-40)은 
패널에 삽입되기 전에 그 뒷면(420)의  단부와 단부를 함께 접속함으로써 연결된다.  짝을 이루는 부분
(421, 423)은 적절한 정렬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넥터 내의 페룰(140)이 완벽
하게 정렬되도록 하기 위해, 얼라인먼트 슬리브(440), (도 4 참조)가 리셉터클이 연결되기 전에 원통형 
보스(424)에 설치된다. 금속,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적합한 얼라인먼트 슬리브가 종래 기술
에서 잘 알려져 있어서 추가로 설명하지 않는다.

리셉터클(40)의 각 공동은 대칭으로 배치된 1쌍의 탭고정 숄더이고, 각각 수평면(431)과 수직면(432)에 
의해 형성된다. 수평면(431)은 그것을 하향으로 편향(즉, 커넥터의 중심축을 향함)시키기 위해, 래칭탭
(120) 상의 돌출부(121)와 상호 작용한다. 수직면(432)은 돌출부(121) 상의 수직면(122)과 상호작용하여 
광커넥터(10)를 리셉터클(40)에 고정시킨다.

도 4는 평평면(70-70)에서 만나는 1쌍의 광섬유 사이의 거의 대칭인 상호접속을 나타낸다. 그리고 커넥터
에 커넥터가 대면하고 있는 예가 도시되어 있는 반면, 이 커넥터는 임의의 광학장치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도면은 거의 대칭이기 때문에, 상기 좌측 반쪽 부분에 관한 것은 또한 우측의 반쪽 부
분에도 적용된다. 각 광섬유의 단부(코팅이 제거되어 있음)는 페룰(140)의 축 방향 통로 내에 유지되고, 
각 페룰은 베이스부재(150)의 짝을 이루는 공동 내에 유지된다. 압축 스프링(160)은 베이스부재를 둘러싸
고 베이스부재, 및 그 결합된 페룰을 다른 베이스부재 및 페룰을 향해 가압한다. 1쌍의 페룰은 동일한 얼
라인먼트 슬리브(440)의 반대쪽 단부로 삽입함으로써 축 방향으로 정렬된다. 얼라인먼트 슬리브는 각 리
셉터클(40)의 후단으로 성형되는 뒷면을 맞대고 있는 보스(424, 424)에 의해 형성된 원통형 통로 내에서 
지지된다.

커넥터(10)는 리셉터클의 원통형 보스(424) 내의 얼라인먼트 슬리브(440)에 의해 2개의 페룰이 스프링 적
재되어 지지되는 "플로팅(floating)" 설계가 고려되어 있다. 제1 커넥터가 좌측 리셉터클에 삽입될 때, 
그 결합된 페룰(140)은 리셉터클(40, 40) 사이의 광평면(70-70)을 지나쳐 버린다. 제2 커넥터가 우측 리
셉터클에 삽입되면, 이들 2개의 페룰의 단부면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페룰이 후방으로 밀리고 베이
스부재(150, 150)는 내부에서 하우징(110)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다. 제1 페룰은 평형이 압축스프링에 
의해 부여된 2개의 페룰의 스프링 하중 사이에 도달할 때까지 후방으로의 이동을 계속한다.

도 4에서 관심있는 것은, 리셉터클(40)에 삽입되면서 상향으로 이동하는 래칭탭(120)이며, 그러나 삽입후
에는 튀어 오름(상향)은 종료한다. 래치의 하향 이동은 래치상의 돌출부(121)와 리셉터클를 상의 수평면
(431) 사이의 간섭(삽입 중)에 의해 일어난다. 이후, 리셉터클 상의 수직면(432)은 래칭탭(120)의 돌출부
(121) 상의 수직면과 작용하여 커넥터를 리셉터클에 고정한다. 커넥터의 제거는 래칭탭(120)을 손으로 눌
러 커넥터를 바깥쪽으로 당김으로써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트리거(130)는 래칭탭을 액세스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연장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2개의 커넥터가 동일 리셉터클(40)에 삽입 될 때, 
그 외의 하나는 이들 래치가 바깥쪽으로 위치되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개선시킨다. 상당히 많은 수의 광섬
유 커넥터를 작은 면적으로 한데 모을 필요성으로 인해 6에 나타낸 여러 가지 종래 기술의 리셉터클을 개
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도 4에서 다른 관심 있는 것은, 리셉터클(40)이 패널의 개구(250)에 설치될 때 플랜지(412)와 협력하여 
이들 사이에 패널(200)의 에지를 결합하는 패널로킹부재(410)의 구성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예시적인 실
시 예에 있어서, 패널(200)은 공칭 두께 약 1.65㎜(0.065인치)인 대략 평면구조를 포함한다. 패널로킹부
재(410)의 자유단은 패널(200)의 평면에 대하여 약 14도의 예각으로 테이퍼진 완만한 경사의 벽(411)을 
구비한다(다른 면에서 보면, 완만한 경사의 벽은 약 104도의 둔각으로 패널로킹부재를 가로지른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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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테이퍼진 벽(411)과 플랜지(412)  사이의 최소 및 최대 지리는 각각 약 1.5㎜ 및 1.8㎜이다. 패널
(200)에 리셉터클(40)의 삽입시, 패널로킹부재(410)는 아래쪽으로 편향된다. 그러나, 복원력은 패널 에지
가 부재와 플랜지 사이에 위치된 후 패널로킹부재(410)가 위쪽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그러나, 패널 에지
는 최소거리보다 두꺼우므로, 경사진 벽(411)으로부터 패널(200) 상에 압력이 항상 존재할 것이다. 바람
직하게는, 리셉터클은 셀프 타이트닝 되기 때문에 개구(250) 내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종래 기술은 완만하게 경사진 벽(411) 대신에 스테어-스텝(stair-step)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고객은 패널이 너무 두꺼워 하나의 스테어 스텝상에 고정할 수 없고, 두껍지 않
아도 차후의 보다 큰 스텝을 완전히 이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헐거운 끼워맞춤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
은 설계는 품질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패널 상의 페인트 두께의 변동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
다). 다른 종래 기술의 설계는 리셉터클을 패널에 부착하기 위해 스크루와 너트를 사용하고 있다(예를 들
면, 도 6 참조). 이들 설계는 헐거운 끼워맞춤의 문제는 해결하나, 추가의 부품 및 노동비용은 해결하지 
못한다.

도 5는 그 중 어댑터(500), 캐리어(300), 월플레이트(100), 1쌍의 광커넥터(10) 사이의 접속을 나타낸 벽
부착 조립체의 분해사시도이다. 1쌍의 2중 잭 리셉터클(50)은 도 2에 나타낸 4중 잭 리셉터클(40)과 관련
지어 설명된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하여 함께 연결된다. 압력 끼워맞춤 후, 2중 잭 리셉터클
(50)은 1쌍의 광커넥터(10)와 다른 쌍의 광커넥터(도시하지 않음)를 접속하는 기능이 있는 2중 어댑터
(500)라고 한다.

2중 어댑터(500)는 이후 플랜지(512)가 추가의 전진이동을 차단할 때까지 캐리어(300)의 뒤쪽으로 삽입된
다. 캐리어(300)는 또한 잭 리셉터클(50) 상의 패널로킹부재(510)와 상호작용하여 이것을 캐리어에 연결
시키는 플랜지(330), (단지 하나의 플랜지만이 도시됨)를 구비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잭 리셉터클은 이
것이 패널(200), (도 4 참조)에 결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플랜지(330)와 결합한다.

월 플레이트(100)는 치수가 대략 7.0×11.4㎜(2¾×4½)인 대략 평면구조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폴리비
닐 염화물(PVC) 재료로부터 성형되고 캐리어의 뒤쪽으로부터 삽입되는 캐리어(300)를 수용하기 위한 구멍
(115)을  구비한다.  설치  중,  캐리어(300)는  정지  부재(321)가  추가의  전진이동을 금지할 때까지 구멍
(115)으로 밀려 들어간다. 가요성 부재(323)는 그 자리에서 캐리어를 결합시키는 예를 들면 쐐기형 탭
(324)의 돌기를 구비한다. 월 플레이트(100)의 구멍의 형상은 캐리어(300)의 형상과 대응하고, 쐐기형 탭
(324)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으므로 캐리어는 슬롯(112)으로 용이하게 스냅결합할 것이고 
내부에서 레지(ledge),  (113)에 의해 고정된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 예에 있어서, 레지(113)는 슬롯
(112)에 수직으로 형성된다. 월 플레이트(100)에 관한 다른 상세한 사항은 여기에 참고로 기재되어 있는 
미국 특허 제5,096,439호에 개시되어 있다.

[종래기술]

도 6은 리셉터클(611, 621, 631)에 각각 삽입하기 위한 다수의 공지된 광섬유 커넥터(610, 620, 630), 
(각각 2.5㎜ 직경의 페룰을 가짐)를 도시하고 있다. 이들 공지된 커넥터에 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킹
(King) 등의 미국 특허 제5,274,729호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광커넥터(610)는 일반적으
로 잭 리셉터클(빌드아웃 블록), (611)에 끼우는 SC 커넥터라고도 한다. 조립하는 동안, 빌드아웃 블록은 
패널(60)의 사각형 구멍을 통해 밀어 넣어지고, 패널로킹부재(612)에 의해 제자리에 유지된다. 이러한 패
널로킹부재(612)는  플랜지(613)와  협력하여  이들  사이에  패널(60)을  고정하는  자유단부를  구비한다. 
SC(610)의 삽입 및 제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손가락을 그 반대편으로 끼울 수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
문에, 수평 및 수직으로 적층된 커넥터들을 포함하는 어레이로부터 하나의 특정한 커넥터를 빼내는 것을 
어렵게 한다. 커넥터의 양쪽 면을 접촉해야 할 필요성은 전체적인 패킹 밀도(packing density)를 감소시
킨다. 더욱이, 리셉터클(611)은, 커넥터(610)가 삽입될 때 공동으로 팽창하는 1쌍의 탄성 캐치피스(catch 
pieces)를 포함하는 내부 래칭 부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시된 리셉터클(611)은 원하는 것보다 크
다.

광커넥터(620,  630),  (FC-형  및  ST-형)는,  이들  각  빌드아웃  블록(621,  631)으로  삽입하고  제거하는 
동안, 사용자가 손가락을 커넥터의 양측에 대고 커넥터를 완전히 회전시켜야 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 중
용한 것은, 이들 빌드아웃 블록 각각은 패널(60)에 부착하기 위한 너트(622, 632)를 필요로 하며, 어레이
에 대규모로 장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 본 발명의 여러 가지 특정한 실시 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이들 변형은, 인쇄배선 보드상에 장착하는 잭 리셉터클, 및 특정 실시 예에 나타
낸 수와는 다른 수의 공동을 가진 잭 리셉터클을 포함하나,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2개의 
리셉터클이 조립되어 어댑터를 형성할 때, 이들 변형은 상이한 형상, 위치 및 양의 핀/구멍의 사용, 리셉
터클을 조립하기 위해 핀/구멍 이외의 접합 기술의 사용, 하나의 잭 리셉터클은 하나의 형태의 광커넥터
를 수용하고 한편 다른 잭 리셉터클은 다른 형태의 광커넥터를 수용하는 어댑터를 포함하지만 이들에 제
한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효과

.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단부(front-ends)와 후단부(back-ends),  상부표면과 하부표면, 및 한 쌍의 공동(cavity)을 포함하는, 
한 부분으로 성형된(one-piece molded) 잭 리셉터클에 있어서, 각 공동은 (ⅰ) 상기 리셉터클의 상기 전
단부로 트인 사각형 개구(opening), (ⅱ) 상기 리셉터클의 상기 후단부로 트인 원형 개구, 및 (ⅲ) 상기 
상부 표면에 트인 U자형 개구를 가지고, 상기 U자형 개구는, 자유단부(free-end portion)가 상기 공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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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휘어지는(deflect) 캔틸레버를 형성하며, 각 공동은 상기 공동 내에 광커넥터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
이지 않는 유지면(retaining surface)을 가지고 있고, 상기 유지면은 상기 U자형 개구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잭 리셉터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캔틸레버의 상기 자유단부와 플랜지 사이에 패털에지를 포착(capture)하기 위해, 
상기 캔틸레버틸레버의 상기 자유단부와 협력하는 상기 플랜지(412)를 더 포함하는 잭 리셉터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셉터클은 열가성 재료로 성형되는 잭 리셉터클.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를 포함하는 잭 리셉터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1공동에 인접하는 제2공동을 부가적으로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공동은 1개의 공
통된 측벽을 가지는 잭 리셉터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후단부는 일반적으로 평평하고, 적어도 하나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핀(423)과 적어
도 하나의 안쪽으로 돌출된 구멍(hole), (421)을 구비하고, 상기 핀과 구멍은 이들이 뒤를 맞댄 상태로 
향해 있을 때, 동일한 잭 리셉터클(40)과 상호결합할 수 있도록 위치되는 보완적인 짝을 이루는 형상을 
가지는 잭 리셉터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핀(423)과 상기 구멍(421)은 원통형이고, 상기 핀은 상기 구멍보다 약간 큰 직경을 
가지는 잭 리셉터클.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핀(423)은 약간 작은 구멍(421)에 끼워맞춰질 수 있도록 그 말단이 점점 작아져 있
는(tapered) 잭 리셉터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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