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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량된 금속 래치를 구비한 SIMM 소켓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개량된 금속 래치를 구비한 SIMM 소켓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SIMM 소켓의 평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SIMM 소켓의 정면도.

제3도는 제2도의 우측면을 절취하여 도시한 단면도.

제4도는 제2도의 라인 4-4를 따라 절취하여 도시한 횡단면도.

제5도는 래치를 하우징 내에 장착하기 이전의 SIMM 소켓의 일부를 도시한 평면도.

제6도는 SIMM 소켓 하우징에 장착된 래치를 도시한 사시도.

제7도는 제6도에 도시된 SIMM 소켓 래치의 측면도.

제8도는 제7도의 도시된 래치의 정면도.

제9도는 제7도 및 제8도에 도시된 래치의 평면도.

제10도는 대체 SIMM 소켓 래치 및 하우징을 도시한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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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도는 제10도에 도시된 대체 래치의 측면도.

제12도는 제11도에 도시된 래치의 정면도.

제13도는 제11도 및 제12도에 도시된 래치의 평면도.

제14도는 SIMM 소켓 래치의 제3실시예를 도시한 측면도.

제15도는 제14도에 도시된 래치의 후방 입면도.

제16도는 제14도 및 제15도에 도시된 래치의 평면도.

제17도는 제14도 내지 제16도의 래치를 사용하는 SIMM 소켓의 일부분을 도시한 평면도.

제18도는 제17도에 도시된 SIMM 소켓의 후방 입면도.

제19도는 제17도 및 제18도에 도시된 SIMM 소켓의 단부 입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 : 단자                                          120 : 금속 래치

122 : 하우징 결합부                          130 : 래치 아암

160 : 하우징                                     166 : 슬롯

174 : 장착 포스트                              186 : 예비 하중 포스트

182,184 : 언더컷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개량된 금속 래치를 구비한 SIMM(single in-line memory module) 소켓에 관한 것이다.

통신 전송 장비,  컴퓨터 및 그 밖의 다른 전기 장치들은 상호 접속된 일련의 회로 기판을 포함한다. 
각  회로  기판은  기판  상에  배치된  다수의  집적  회로  칩  및/또는  그  밖의  다른  전자  메모리  수단을 
갖는 견고한 평면 기판을 포함한다.

소정의 회로 기판 상의 이러한 능동 회로는 이  회로  기판을 다른 회로 기판 상에 장착된 소켓에 결
합시킬  수  있도록  평면  기판의  한  에지를  따라  도전(conductive)영역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에 
관련해서,  소켓이  장착된  회로  기판은  전형적으로  주  기판(mother  board)이라  칭해진다.  소켓에 결
합된  기판은  보조기판(daughter  board),  에지  카드,  SIP(Single  In-line  Package),  회로  모듈,  회로 
모듈  애드-온(add-on)  또는  SIMM이라  칭해진다.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  소켓에  결합가능한 기
판은 본 발명에서 SIMM이라고 할 수 있고,  상기 소켓은 SIMM  소켓이라 한다.  이러한 용어는 이런 에
지 커넥터와 그에 결합가능한 기판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래 기술의 SIMM  소켓은 다수의 도전 단자를 내장한다.  각  단자는 기판 상의 회로에 납땜되거나 또
는  접속되는  기판  장착부  및  SIMM  상의  특정  도전  에지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촉하기  위한  결합부를 
포함한다.  SIMM은  종종 SIMM이  배치된 전기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제거
되어 대체된다.

또한 SIMM은  기판 상의 다수의 회로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전기 장치의 다른 곳에서의 고장 수리
(trouble-shooting)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거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SIMM  소켓은  소켓의  내ㆍ외부로  SIMM을  통상  직선으로  인출  및  삽입한다.  특히, 소켓내
로의  SIMM  에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소켓  내의  단자의  접촉  비임이  SIMM의  에지를  따라  도전  영역에 
대해  탄력적으로  편향되어  접촉력을  가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소켓  내부로  SIMM이  삽입되는 동안
에  수행되는  납땜  작업(wiping)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삽입력은  취약한  단자들을  손상시킬  수 있
다. 그 결과, SIMM 소켓 및 그밖의 에지 커넥터는 삽입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도록 발전되어 왔다.

매우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SIMM  소켓은  SIMM이  최소의  삽입력으로  제1각도로  삽입될  수  있고, SIMM
이  단자의  탄성  접촉  비임과  양호한  전기적  접속을  달성하도록  제2각도로  회전될  수  있다.  가장 최
근의 종래 기술의 SIMM  소켓은 소켓 내의 단자와 양호한 전기적 접속을 하게 하는 정렬 위치로 SIMM
을  착탈가능하게  보유하기  위한  래치  수단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SIMM  소켓의  일반적인  형태는 1986
년  3월  11일자로  월스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575,172호  및  1987년  12월  15일자로 레그니
어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713,013호에  개시되어  있다.  전술한  2개의  특허는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 

전술한  각  특허에서,  SIMM  소켓은  그  속에  단자를  장착하고  있는  플라스틱  하우징에  의해 형성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하우징은 SIMM  소켓을 고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회로 기판의 장착 개구 내
에  수납가능한  플라스틱  장착  페그(peg)의  일체로  성형된다.  전형적인  페그는  회로  기판  내의 구멍
을  통해  삽입되자마자  편향되고  이어서  상기  기판  상에  소켓을  보유하기  위해  편향되지  않은 상태
(최초 상태)로 탄성 복귀하는 편향가능한 레그 쌍을 형성하도록 배치된다.

전술한  특허에서  SIMM  소켓은  일체로  성형되어,  SIMM이  완전히  결합된  정렬위치로  회전될때  SIMM에 
의해  결합되는  경사진  전방  면을  갖고  있는  편향가능한  플라스틱  래치를  포함한다.  SIMM과  각 래치
의 전방 면  사이에서 생긴 경사 방향의 힘(ramping  force)은  래치를 상호 벌려주고,  SIMM을  계속 회
전시킬  수  있다.  SIMM이  완전히  결합되면,  플라스틱  래치는  상기  SIMM을  소켓  내에  보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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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편향  정렬  위치로  탄성적으로  복귀한다.  종래  기술에  의한  SIMM  소켓의  플라스틱  래치는  SIMM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멀어지도록 수동으로 회전된다.

전술한  SIMM  소켓은  컴퓨터의  급증,  진보된  전송  통신  장비  및  메모리  회로를  필요로  하는  다른 전
기장치들로  인해  이례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SIMM  소켓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소켓
의  소정작동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다.  특히,  기술자,  컴퓨터  사용자  등은 
SIMM을  제거하기  위해  SIMM  소켓  래치를  심하게  과다  편향시켰고,  이럼으로써  래치들이 베이스
(base)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거의  모든  SIMM  소켓 제조업자들
은  SIMM  소켓  래치가  상호  이격되어  회전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하기  위해  별도의  과다  응력  방지 
벽을  이용하였다.  과다  응력  방지벽은,  예컨대  1989년  5월  23일자로  브라운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
허  제4,832,617호,  1989년  7월  25일자로  월컵  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850,891호  및 제
1989년 5월 2일자로 전트웨이트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826,446호에 개시되어 있다.

편향가능한  플라스틱  래치와  SIMM  소켓  상의  과다  응력  벽을  조합하여도  SIMM  소켓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했다.  특히,상기  래치에  대해  SIMM을  단지  회전시켜  결코  인접할  수  없는 SIMM
과  래치  사이에  힘을  가함으로써  SIMM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회전력은  SIMM  상의  회로를 손
상시킬  수  있고  래치를  파손(snap)시킬  수  있다.  다른  사용자들은  래치를  서로  이격시키기  보다는 
동일  방향으로  수동  회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래치  상의  이러한  수동  회전력은  SIMM을 손상시키지
는 않으나 래치를 파손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들은 훨씬 높은 정도의 부적절한 힘을 인가하기 위해 
스크류드라이버(screwdriver)를 사용하였다.

파손  방지용  플라스틱  SIMM  래치를  설계하기  위한  시도는  편향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래치들,  즉 
SIMM을  소켓 내에 적절하게 보유하지 못하는 래치 또는 삽입 및 제거의 경우 몇회 사이클 후에 고장
날 수 있는 래치를 초래하였다.

래치  파손과  관련된  문제점  이외에도,  SIMM  소켓은  소켓을  회로  기판에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장착  수단의  파손의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특히,  장착  페그는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동안 용이하
게  편향하도록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SIMM  소켓을  정위치에  보유하기  위해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회로기판에  대한  SIMM  소켓의  임의의  이동은  소켓  내의  단자와  회로  기판  상의  도전  영역 사
이에  납땜  전기접속의  고장을  야기시킬  수  있다.  플라스틱  장착  페그는  운송  또는  초기  설치  시도 
중에  고장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이  결과,  상기  소켓은  반품되거나  소켓을  회로  기판에 적절하
게 유지시킬 수 없는 파손된 장착 페그로써 장착된다.

SIMM은  임의의 두께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강도 특성을 갖고 있는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SIMM특
성의 이러한 변화는 SIMM  소켓용의 상이한 래치 규격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SIMM  소켓의 후방 벽
과  래치의  로킹  면  사이의  상대  거리는  SIMM의  두께에  따라  변해야  한다.  또한,  래치의  가요성은 
SIMM의  상대적인 강도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플라스틱 SIMM  소켓은 이러한 다양한 
설계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재가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재가공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

래치가  소켓  내의  SIMM  수납  슬롯에  수직으로  연장하는  평행축  주위로  편향하도록  하기  위해  래치의 
편향을  더욱  확실하게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롯을  수납하는  SIMM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축 주
위로  래치가  편향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  래치의  비틀림도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SIMM  소켓  상에  래치의  더욱  큰  보유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SIMM  소켓의 
과다  응력  벽을  추가로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SIMM에  부적절하게  가해진  힘에  의해 손상
될 가능성이 보다 적은 SIMM 결합 면을 갖고 있는 래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관점에서,  본  발명의  목적은  파손을  거의  방지하는  래치  수단을  갖는  SIMM  소켓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용이하게  편향가능하고  확실히  고정시킬  수  있으며  파손을  방지하는  SIMM 
소켓용 래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소켓을  완전히  재가공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크기  및  강도  특성을  갖는 
기판을 제공할 수 있는 SIMM 소켓용 래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SIMM에  부적절하게 인가된 힘에 의한 파손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래치
수단을 갖는 SIMM 소켓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래치의 모멘트 아암을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SIMM  소켓용 래치를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편향에  필요한  힘을  거의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래치의  길이를  따른 비틀
림을 방지하는 SIMM 소켓용 래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단일  축에  대한  편향으로  적절히  제한되는  SIMM  소켓용  래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보강된 과다 응력 방지 벽을 갖는 SIMM 소켓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소켓용  금속  래치와  상기  소켓에  견고하게  장착된  래치를  갖는  소켓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소켓은  종축  방향의  대향  단부,  상기  단부들  사이에서  연장하는  종축  방향으로  정렬된  전방 
및 후방 벽,  종축 방향으로 정렬된 기판 결합 면 및 종축 방향으로 정렬된 대향 접속 면을 갖는 연
신된  비전도성  하우징을  포함한다.  상기  접속  면은  에지를  따라  도전  영역을  갖고  있는  다른  회로 
기판 또는 SIMM의 에지를 수납하기 위해 종축 방향으로 연장하는 슬롯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SIMM  소켓은  다수의  전도성  단자들을  추가로  포함한다.  각  단자는  양호하게는  SIMM  소켓 
하우징  내의  슬롯의  대향  측면  상에  각각  배치된  한  쌍의  접촉  비임을  양호하게  포함한다.  접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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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최소  삽입력으로  제1정렬  위치로  SIMM  에지를  수납하도록  구성되고,  소켓의  접촉  비임이 SIMM
의 개별도전 에지영역과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제2정렬 위치로 SIMM이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각  단자는  단자를  하우징  내에  고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수단과  회로  기판  상에  인쇄되거나  달리 
배치된  개별  회로  수단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회로  기판내의  대응  구멍을  통해  연장하도록 배
치된  땜납  꼬리부(solder  tail)와  같은  기판  접속  수단을  포함한다.  특히,  SIMM  소켓용으로 효과적
인 단자에 대해서는 전술한 미합중국 특허 제4,575,172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SIMM  소켓은  SIMM을  완전히  삽입된  정렬  위치로  정확하게  위치  설정하고  선택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수단을  각  대향  단부에  구비한다.  SIMM  소켓의  각  단부에  위치한  상기  보유  수단은  소켓의 단
자와  SIMM  사이의  최적  접촉을  위해  정렬되도록  SIMM의  회전을  제한하는  견고한  후방  벽을 양호하게
는  포함한다.  후방벽은  회로  기판의  평면과  대체로  직교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낮은  자세(low 
profile)의  SIMM  소켓은  회로  기판의  평면에  대략  20  내지  25도의  예각으로  배치된  후방  벽을 포함
할  수  있다.  SIMM  소켓의  각  후방  벽은  SIMM  내에  대응되는  크기의  개구를  결합하기  위해  전방으로 
연장하는  돌출부를  포함할  수  있다.  후방벽의  돌출부는  SIMM의  에지를  따른  소정의  접촉  영역을 갖
는  단자의  정확한  정렬을  보장하기  위해  SIMM을  소켓의  슬롯  내에서  종축  방향으로  위치  설정하도록 
작용한다.  또한,  돌출부는  SIMM이  소켓  내의  슬롯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인출되거나  슬롯과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진동되지 않도록 기능한다.

또한,  SIMM  소켓은 SIMM을  소켓 후방 벽에 인접한 완전히 삽입된 정렬 위치로 보유하기 위한 금속래
치를  포함한다.  양호하게는,  각  SIMM  소켓은  SIMM  소켓  하우징의  단부  부근에  각각  장착된  한쌍의 
래치를 포함한다.  각 래치는 단일 조각의 탄성 금속 재료로부터 스탬핑 및 성형 가공될 수 있다. 래
치는  하우징  상의  대응  구조에  상기  래치를  고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하우징  결합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SIMM  소켓 하우징의 각 단부는 이들과 일체인 래치 장착 수단을 포함하고 래치를 고
정적으로 결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각  래치는  SIMM의  완전  삽입에  대응하는  정렬  위치로  착탈가능하게  결합하기  위한  선택적으로 
편향가능한 SIMM  결합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SIMM  결합 수단을 후향 로킹 면,  삽입 중에 SIMM에 의
해 가해진 힘에 따라 래치의 자동 편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향 경사 면 및 SIMM을  소켓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래치의  편향을  가능하게  하는  측향  작동  면을  갖는  선택적으로  편향가능한 래치아암
을  형성할  수  있다.  래치  아암은  전향  경사  면에  대한  SIMM의  삽입력에  따라  래치  아암을  정확하게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 SIMM  소켓의 하나 이상의 면과 활주 접촉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후술되는 바
와  같이,  양호한  실시예에서  래치  아암은  SIMM  소켓  상의  대응  면과  활주  결합하도록  배치된  한 쌍
의 이격된 표면을 구비할 수  있다.  SIMM  소켓과 래치의 활주 결합가능한 표면은 래치의 양호한 편향
축에 수직으로 정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양호한 축에 대한 래치의 편향은 SIMM  소켓 상의 대
응 면과 래치의 활주 결합에 의해 확실해진다.

래치의 길이를 따라 발생하는 래치의 비틀림은 래치의 폭을 증가시킴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폭이  넓은  래치는  편향하기가  어려우므로,  SIMM을  SIMM  소켓  내로  삽입하는  동안  래치의 경
사면에 대하여 더욱 크고 현저한 손상이 SIMM에  의해서 그  상에 가해질 수  있다.  래치를 편향시키는 
데에  필요한  힘은  래치  아암  내에  종축  방향으로  연장한  슬롯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하게는  낮은 수준
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폭이  넓은  래치  아암이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고,  슬롯이  래치 아
암  내의  금속의  양을  감소시키므로  편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래치  아암은 래
치의  하우징  결합  수단으로부터  SIMM  결합  수단으로  연장하는  2개의  평행  아암에  의해  효과적으로 
형성된다.

양호하게는,  래치  아암은  래치  아암이  하우징에  대해  미리  부하를  받도록  래치를  SIMM  소켓 하우징
에  장착하는  동안  탄성  편향된다.  래치  아암의  예비  부하상태는  SIMM을  삽입  또는  제거하는  동안 
SIMM에  가해진  힘에  따라  래치  아암의  정확한  위치  설정  및  예측가능한  성능을  보장하는데에  도움이 
된다.

SIMM  소켓의  하우징은  금속  래치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킬수  있는  래치의  과다  편향을  방지하는 수단
을 포함할 수  있다.  과다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금속 래치에 발생 가능한 편향량을 제한하기 
위해  SIMM  소켓의  종축  방향의  최외측  단부에  배치된  벽을  형성할  수  있다.  SIMM  소켓의  과다  편향 
방지 벽은 래치 자체의 일부분에 의해 보강될 수 있다.  특히,  래치의 하우징 결합 수단은 과다 응력 
방지 벽을 보강하기 위해 과다 응력 방지 벽과 결합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래치  및  이에  결합되는  SIMM  소켓은  주요한  몇몇  장점들을  제공한다.  특히,  래치는  거의 
파손되지  않으며,  SIMM의  삽입과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정의  양호한  편향  특성을  제공한다. 
또한,  래치의  이동  가능한  범위는  SIMM  소켓  하우징과  일체로  성형된  안내  벽  구조에  의해  적절히 
제어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금속 래치의 금속은 확실히 보이는 래치 표시를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래치를  우선  작동시키지  않고서  SIMM에  소켓  외부에서  부적절하게  힘을  가하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독립적인  금속  래치를  준비함으로써  사용되는  SIMM의  크기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래치 구조
를 갖는 통상의 SIMM 소켓 하우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SIMM  소켓은 제1도  내지 제4도에 참조 번호 10으로 표시되어 있다.  SIMM  소켓(10)은 
통상  사각형  형상의  일체  성형된  플라스틱  하우징(12)을  포함한다.  하우징(12)은  종축  방향의  대향 
단부(14,16),  전방  면(18),  대향  후방  면(20),  하부(22)  및  상부(24)를  포함한다.  회로  기판에 근접
하게  장착될  수  있는  하부(22)는  SIMM  소켓  하우징(12)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하부(22)는  납땜 용융
제의  세척,  및/또는  적합한  피복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스탠드오프(stand-off,  26)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SIMM  소켓  하우징(12)의  상부(24)는  SIMM의  에지가  삽입될  수  있는  종축  방향으로 
연장되는  슬롯(28)을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상부"  및  "하부"라는  용어는  참조용으로  사용된 
것이지, SIMM 소켓(10)의 소정의 중력적 높낮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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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IMM  소켓(10)은  하우징의  길이  방향을  따라  거의  일정하게  이격된  위치에서  하우징(12)내에 
결합된  다수의  단자(30)들을  포함한다.  제4도에  명확히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단자(30)는 하우징
(12)내에  단자(30)를  결합하여  보유하기  위한  장착  수단(34)을  갖는  베이스(32)를  포함한다.  또한, 
단자(30)는  하우징(12)내의  SIMM  수납  슬롯(28)의  대향  측면  상에  통상  배치된  접촉  비임(38,40)을 
형성하는  통상  C형  접촉  구조(36)를  포함한다.  접촉  비임(38,40)은  각각  상이한  길이를  가져서, 최
소  삽입력으로  제1정렬  위치로  SIMM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고  접촉  비임(38,40)이  SIMM의  에지를 따
라 개별 도전 영역에 대해 큰  수직 접촉력을 작용시키는 제2정렬 위치로 SIMM의  연속 회전을 허용한
다.  또한,  단자(30)는  C형  접촉구조(36)에  대향인  베이스(32)의  측면으로부터  연장하는  땜납 꼬리부
(42)를  포함한다.  땜납  꼬리부(42)는  회로  기판(도시되지  않음)  내의  구멍을  통해  더  연장하기  위해 
SIMM  소켓  하우징(12)의  하부(22)로부터  연장한다.  제4도를  참조하면,  인접  단자(30a)의  땜납 꼬리
부(42a)는  회로  기판을  관통하는  구멍의  단일  선형  배열로  인하여  회로  기판이  과다하게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옵셋되거나  서로  엇갈리게  된다.  SIMM  소켓  단자에  대해서는  미합중국  특허 제
4,575,172호에 더욱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SIMM  소켓  하우징(12)은  상기  하우징(12)의  종축  방향의  대향  단부(14,16)에  근접하게  각각 
배치된  후방  벽(44,46)을  포함한다.  제1도  내지  제4도에  도시된  SIMM  소켓(12)의  후방  벽(44,46)은 
SIMM  소켓(10)이  장착되는  회로기판(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  거의  직각으로  연장하도록  정렬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낮은 자세의 SIMM  소켓은 상기 회로 기판에 예각으로 정렬된 후방 벽을 구
비할  수  있다.  제4도에  가장  명확히  도시된  바와  같이,  후방  벽(44,46)은  SIMM이  소켓(10)  내로 삽
입될때  가해진  힘에  따라  휘지  않는  아주  견고한  후방  벽(44,46)이  되도록  상기  회로  기판에  아주 
인접한  위치에서  주요치수를  크게  한다.  또한,  후방  벽(44,46)은  SIMM이  완전히  삽입된  정렬  위치로 
결합가능한  접속  면(48,50)을  포함한다.  또한,  후방  벽(44,46)은  SIMM을  단자(30)에  대해  정확하게 
위치  설정하고  SIMM의  부적절하거나  우발적인  인출(withdrawal)을  방지하기  위해  SIMM내에  그 크기
에 해당하는 개구를 결합하기 위한 전방으로 연장된 각 돌출부(51,52)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또한,  SIMM  소켓(10)은  각각  대향  단부(14,16)에  근접한  금속  래치(54,56)를  포함한다.  각 래치
(54,56)는  단일  조각의  금속  재료로부터  스탬핑  및  성형  가공되어  형성된다.  금속  래치(56)는  제6도 
내지  제9도에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특히,  상기  래치(56)는  한쌍의  대향  U형  아암(60,62)과  로킹 
탱(locking  tang,  64)에  의해  형성된  하우징  결합부(58)를  포함한다.  상기  아암(60,62)은  하우징의 
단부(16)에  근접한  하우징(12)과  일체로  성형된  테이퍼진  장착  포스트(66)  위로  삽통되도록  크기가 
정해진다.  장착포스트(66)의  테이퍼진  형상은  래치(56)를  하우징(12)에  용이하게  장착하게  한다. 탱
(64)은  래치(56)가  상기  하우징(12)으로부터  자유  활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우징의 단부(16)
에  근접한  하우징(12)의  대향  표면에  결합하도록  크기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금속  래치(56)는 아암
(60,62)에  의해  마찰력을  갖고서  보유되고  확실히  위치  설정되며,  탱(64)은  래치(56)의  잉여  로킹 
보유력을 하우징(12)에 제공한다.

금속  래치(56)는  기판  결합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데,  이것은  본  실시예에서  하우징(12)내의 개구
(70)를  통과하는  한  쌍의  탄성  변형가능한  기판  결합  아암(67,68)을  형성한다.  아암(67,68)은 아암
(67,68)이  회로  기판  상의  적절한  크기의  장착  개구  내로  삽입될때  작용된  힘에  따라  아암(67,68)의 
내부로의  절첩(collapse)을  발생시키는  각  하부  경사  표면(69,71)을  포함한다.  아암(67,68)은 하우
징(12)이  위치하는  표면에  대향하는  회로  기판의  표면을  결합하기  위해  각  로킹  면(72,74)을 포함한
다.  각  아암(67,68)의  길이는  상기  회로  기판의  두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구성으로,  금속 래치
(56)의  하우징  결합부(58)는  상기  래치를  하우징(12)에  견고하게  결합하도록  작용하고,  기판  결합 
아암(67,68)은  래치(56)와  전체  하우징(12)을  회로  기판에  견고하게  보유하도록  작용하며,  상기 기
판과 결합 아암(67,68) 사이의 땜납 작용으로써 훨씬 영구적인 전기 접속을 접지 회로(ground 
circuit)에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잉여  장착  구성은  SIMM에  대한  래치(56)의  양호한  정렬을 확실
히  보장해  준다.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금속  기판  결합  아암(67,68)은  전적으로  플라스틱  장착 
수단을  이용하는  종래  기술의  회로에  발생되는  바와  같이  적하,  취급  또는  장착하는  중에  파손되지 
않는다.

금속  래치(56)는  하우징  결합부(58)로부터  상부로  외팔보  지지되는  탄성  변형가능한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을  추가로  포함한다.  SIMM  결합  래치  아암(76)과  하우징  결합부(58)의  경계  면에서의 노치
(77)는  상기  아암(76)의  양호한  탄성에  따라  선택된  깊이를  한정한다.  상기  래치  아암(76)은  SIMM 
쪽으로의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의  이동  범위를  제한  및  명확히  한정하기  위해  하우징(12)과 일체
로  성형된  대응  정지  벽(80)을  결합하는  정지  벽(78)에  의해  한정된다.  그러므로,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은  SIMM의  측면  에지  상에  우발적인  힘을  가하지  않게  된다.  래치아암(76)은  하우징(12)의 
후방  벽과  대향인  SIMM의  평면을  결합시키는  SIMM  결합  로킹  벽(82)을  추가로  포함한다.  래치 아암
(76)의  SIMM  결합  벽(82)과  정지  벽(78)은  상호간에  통상  직교  정렬된다.  또한,  SIMM  결합  벽(82)은 
소켓(10)에 장착된 SIMM과 거의 평행하게 대면하도록 정렬된다.

래치  아암(76)은  대략  45도의  각도  "a"로  SIMM  결합  벽(82)에  정렬되는  경사진  캠  벽(camming  wall, 
84)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SIMM이  삽입  정렬  위치로  회전됨에따라,  SIMM의  후방  면은  SIMM을  전부 
삽입할  수  있도록  제6도의  화살표  "b"로  표시된바와  같이  비임(76)을  외부로  압착하기  위한  경사 방
향의  힘을  생성하기  위해  래치  아암(76)의  캠  벽(84)과  결합한다.  화살표  "b"로  표시된  방향으로의 
SIMM의  이동은  하우징(12)  상의  정지  벽(80)의  정면(86)을  따라  SIMM  결합  벽(82)의  활주  이동에 의
해 안내된다.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은 상기 아암(76)의 정지 벽(78)에 통상 평행하게 연장하는 작동부
(actuator,  88)에서  종단한다.  작동부(88)은  소켓(10)으로부터  SIMM의  의도적  해제및  제거를 용이하
게  하기  위해,  화살표  "b"방향으로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을  압착하도록  사용자의  집게  손가락 또
는  엄지  손가락에  의해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다.  제7도  및  제9도에  도시된  금속 
래치(56)는  하우징(12)내로  장착하는  동안  래치  아암(76)에  미리  하중을  가하여  금속  래치(56)의 정
지  벽(78)과  하우징(12)의  대응  정지  벽(80)  사이에  수직  예비  하중힘을  형성하도록  초기 바이어스
(initial  biasing)가  필요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예비  하중은  금속  래치(56)를  반복하여  사용한 후

17-5

특1996-0002550



에도  SIMM  결합  벽(82)을  정확하게  위치  설정할  수  있도록  대략  20도  정도로  SIMM  결합  래치 아암
(76)을 이동시킴으로써 달성된다.

화살표  "b"방향과  다른  방향으로의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의  이동은  하우징(12)  상의  정지 벽(8
0)의  정면(86)과  위치  설정  벽(90)에  의해  방지된다.  특히,  상기  위치  설정  벽(90)은  견고한  장착 
포스트(66)의  일부분으로서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작동부(88)의  아래에  그리고  SIMM  결합  래치 아
암(76)의  전방에  위치한다.  위치  설정  벽(90)은  부적절하게  인가된  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의 전방 방향 회전을 방지한다.

"b"방향으로의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의  과다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하우징(12)은  하우징(12)의 
단부(14,16)에  견고하게  배치된  과다  편향  방지  벽(92)을  추가적으로  구비한다.  과다  편향  방지 벽
(92)은  SIMM을  삽입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을  충분히 편향할 수 있게 하지
만,  과다하고  큰  손상을  일으키는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SIMM  결합  래치  아암(76)에  접촉하도록 배
치되어 정렬된다.

금속  래치(56)는  기판  결합  아암(67,68)을  단지  하우징(12)  내의  개구(70)를  통해  압착함과  동시에 
U형  아암(60,62)을  하우징(12)의  테이퍼진  장착  포스트(66)  위로  압착함으로써  하우징(12)에 장착된
다.  U형  아암(60,62)과  장착  포스트(66)  사이의  마찰력은  상기  래치(56)가  장착  포스트(66)의 테이
퍼진  형상의  관점에  의하면  하우징  상에서  하향으로  압착됨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게  된다. 하우징
(12)에  대한  래치(56)의  추가  로킹  결합은  탱(64)에  의해  달성된다.  제3도  및  제4도에  더욱 명확하
게  도시된  바와  같이,  완전히  결합된  위치에  있어서,  편향  가능한  기판  결합  아암(67,68)은 하우징
(12)의  하부  면(22)으로부터  연장한다.  그  다음,  전체  소켓(10)은  기판  결합  아암(67,68)을  회로 기
판  내의  대응되는  크기의  장착  개구  내로  단순히  압착함으로써  회로  기판에  장착될  수  있다.  SIMM 
결합  비임(76)의  이동은  하우징(12)의  단부(14,16)에서  일체로  성형된  플라스틱  구조체에  의해 정확
하게  제어된다.  특히,  소켓(10)의  대향  단부  방향으로의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의  내향  이동은 정
지 벽(80)에  의해 방지된다.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의  후방 방향 이동은 래치 아암(76)의  SIMM 결
합  벽(82)과  정지  벽(80)의  정면(86)  사이의  접촉에  의해  방지된다.  SIMM  결합  래치  아암(76)의 전
방  방향  편향은  장착  포스트(66)의  위치  설정  벽(90)에  의해  방지된다.  최종적으로,  "b"방향으로의 
SIMM 결합 비임(76)의 필요한 편향은 과다 편향 방지 벽(92)에 의해 엄밀하게 제어된다.

금속  래치는  제10도  내지  제13도에  도시된  선택적인  실시예에서는  참조  번호  96으로  표시된다. 
또한,  금속  래치(96)는  단일조각의  금속  재료로부터  스탬핑  및  성형  가공되어  형성되고,  하우징 결
합부(98),  기판  결합부(100),  및  편향  가능한  래치  아암(102)을  형성하는  SIMM  결합부를  포함한다. 
금속  래치(96)의  하우징  결합부(98)는  SIMM  소켓  하우징(110)  내의  개구(108)에  마찰  보유된  한 쌍
의 U형 아암(104,106)을 포함한다.

래치(96)의  SIMM  결합  래치  아암(102)은  하우징  결합부(98)의  하부  기저부(root  portion,  112, 11
3)로부터  대향  U형  아암(104,106)에  의해  형성된  통상  사각형  구조를  통해  상향으로  연장하는  2개로 
분기된  베이스(base)를  갖는다.  기저부(112,113)로부터  멀리  위치한  SIMM  결합  래치  아암(102)의 부
분은  상기  SIMM  소켓의  사용자의  집게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에  의해  작동되도록  크기가  정해진 
작동부(114)를  형성하도록  제조된다.  작동부(114)의  궁형  형상은  SIMM이  완전히  결합된  위치로 회전
될  때  작동부(114)상에  가해진  힘에  따라  "c"방향으로  SIMM  결합  래치  아암(102)의  편향을  발행시킬 
수  있다.  또한,  작동부(114)는  SIMM  소켓의  사용자의  집게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에  의해 용이하
게  작동하도록  크기가  정해진다.  에지(116)는  래치  아암(102)의  SIMM  결합부를  형성하고, 하우징
(110)의 후방 벽(118)에 대해 완전히 결합된 정렬 위치로 SIMM을 견고하게 보유한다.

금속  래치(96)의  기판  결합부(100)는  SIMM  결합  래치  아암(102)  내에  달리  배치될  수  있는  금속 재
료의  일부분으로부터  연장하도록  스탬핑  가공된다.  전술한  실시예에  대비되어,  기판  결합부(100)는 
단지  하우징(110)이  장착되는  기판과  견고한  로킹  결합이  되도록  편향되거나  납땜  될  수  있는  단일 
기판  결합  꼬리부를  한정한다.  금속  래치(96)는  전술한  실시예에서  설명되고  도시된  금속 래치(56)
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하우징(110)에  장착된다.  또한,  금속  래치(96)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작
동한다.  특히,  금속  래치(96)는  기판과  하우징(110)에  견고히  장착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는 방향
으로의  SIMM  결합  래치  아암(96)의  편향은  전술한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된  하우징  구조에  의해 방지
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SIMM  결합  래치  아암(102)의  전후  편향은  SIMM  결합  아암(102)이  연장되는 
2개의  분기된  기저부(112,113)에  의해  거의  방지된다.  SIMM  방향으로의  상기  아암의  과다한  편향은 
후방 벽(118)에  의해 방지될 수  있다.  SIMM  결합  래치 아암(102)의  탄성은 스탬핑 가공된 기판 결합
부(100)의  폭을  변경시켜서  2개로  분기된  기저부(112,113)  사이의  노치의  폭을  변경함으로써 용이하
게  제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속  래치(96)는  기판  결합부(100)의  길이를  변경함으로써  임의의 
회로  기판  두께가  적용되도록  형성될  수  있고  작동부(114)의  상기  형성된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임의
의 SIMM 두께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실시예의  금속  래치는  제14도  내지  제16도에서  참조  번호  120으로  표시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
와  같이,  금속  래치(120)는  단일  조각의  탄성  금속으로부터  스탬핑  및  성형  가공된다.  래치(120)는 
상기  래치  (120)의  한  종축  단부를  형성하는  하우징  결합부(122)를  포함하도록  스탬크  및  성형 가공
된다.  하우징  결합부(122)는  전방  및  후방의  U형  아암(124,126)이  연장하는  평면의  중앙 기저부
(123)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전방(front)"과  "후방(rear)"이라는  용어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하우
징을  결합하기  위해  후방으로  SIMM을  회전시키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상기  기저부(123)와  대향하는 
래치  아암(124,126)의  부분은  후술되는  바와  같이  그들  사이의  하우징  부분을  수납하기  위해  서로 
이격된다.

전술한  실시예와  달리,  래치(120)는  하우징을  결합하기  위해  스탬핑  및  성형  가공된  탱을  구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U형  아암(124,126)이  후술되는  바와  같이  SIMM  하우징  상에  형성된 견부(shoulde
r)를  로킹  결합할  수  있는  상부  에지(127,128)를  형성하도록  스탬핑  가공된다.  또한,  래치(120)는 
상시  실시예에서  설명된  래치와는  달리  개별적인  기판  장착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래치(120)의  에지(127,128)는  하우징에  견고하게  로킹  결합될  수  있고,  상기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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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쇄 회로 기판에 독립적으로 로킹 장착될 수 있다.

금속  래치(120)는  하우징  결합부(122)의  기저부(123)로부터  외팔보  지지된  폭이  "c"인  탄성 편향가
능한  SIMM  결합  래치  아암(130)을  추가로  포함한다.  폭이  "d"인  종축  방향으로  연장하는 슬롯(132)
은  통상  래치  아암(130)의  거의  전체  길이  만큼  연장한다.  그러므로,  래치  아암(130)은  각각이 기저
부(123)로부터  외팔보  지지되는  제1  및  제2이격  평행  비임(134,136)을  효과적으로  형성한다. 슬롯
(132)의  폭  "d"는  래치  아암(130)에  대한  특정  편향력  및/또는  소정의  편향력에  따라  선택된다. 특
히,  더  큰  폭(d)을  갖는 슬롯(132)을  갖는 래치 아암(130)은  폭이 좁은 슬롯(132)을  갖는 래치 아암 
또는  슬롯(132)이  없는  래치  아암(130)보다  더  용이하게  편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슬롯(132)의  폭 
"d"는  이것의  크기와  강도  뿐만  아니라  래치(120)가  형성되는  금속의  형태,  상기  금속의  두께,  래치 
아암(130)의  길이  및  SIMM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자들에  따라  선택된다.  래치  아암(130)을  구성하는 
2개의  평행  이격된  편향가능한  비임(134,136)은  래치  아암(130)의  종축  방향  비틀림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고,  래치(120)가  스탬핑  및  성형  가공되는  금속  평면에  수직으로  연장하는  축에  대한  래치 
아암(130)의  회전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결국,  과다하게  큰  편향력이  없이도  SIMM은  견고하게 
보유될  수  있다.  더욱이,  비틀림과  다른  불필요한  굽힘에  대한  저향력은  래치(120)의  오랜  수명을 
보장한다.

제15도를  참조하면,  래치  아암(130)이  하우징  결합부(122)의  기저부(123)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평
면에  정렬되도록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래치  아암(130)은  U형  아암(124,126)의  성형 
가공된  구조에  대향하는  평면의  기저부  방향의  측면으로  연장한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래치(120)
의  특정  구조는  래치(120)의  하우징  결합부(122)가  상기  하우징의  과다  응력  방지  벽  상에서  보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래치  아암(130)이  상기  하우징에  대해  예비  부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우징  결합부(122)로부터  멀리  위치한  래치(120)의  단부는  SIMM  결합부(140)를  형성한다.  SIMM 결
합부(140)는  래치  아암(130)으로부터  전방  방향으로  통상  일체로  연장하는  평면의  래치  지지 벽
(142)을  포함한다.  작동부  벽(144)은  래치  지지  벽으로부터  일체로  연장하고,  통상  래치  지지 벽
(142)과  거의  면대향  인접하도록  형성된다.  작동부  벽(144)은  SIMM을  제거하기  위해  래치 아암(13
0)을  편향시키는  엄지  손가락  또는  집게  손가락에  의해  용이하게  결합되도록  크기가  결정된다.  캠 
벽(146)은  작동부  벽(144)으로부터  일체로  연장하고,  예각으로  작동부  벽에  정렬된다.  캠  벽(146)은 
전술한  제1실시예의  캠  벽(84)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캠  벽(146)  상에  작용하는  SIMM의  힘은 
래치  아암(130)과  이로부터  연장하는  SIMM기능을  수행한다.  캠  벽(146)  상에  작용하는  SIMM의  힘은 
래치 아암(130)과 이로부터 연장하는 SIMM 결합부(140)의 편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SIMM  결합  벽(148)은  래치  지지  벽(142)  방향의  후방에  대해  수직으로  캠  벽(146)으로부터  일체로 
연장한다.  SIMM  결합  벽(148)은  SIMM이  회전을  종료하자마자  하우징  내의  완전히  결합된  정렬 위치
로  SIMM을  결합하도록  배치되고  크기가  결정된다.  정지  벽(150)은  SIMM  결합  벽(148)과  일체로  통상 
이에 수직하게 연장한다. 특히 정지 벽(150)은 래치 지지 벽(142)과 거의 면대향 결합으로 
배치된다.  정지  벽(150)은  제1실시예의  정지  벽(78)에  통상  필적할만하고,  후술되는  바와  같이 하우
징  상의  대응  정지  벽에  대해  예비  부하를  받을  수  있다.  로킹  탭(152)은  정지  벽(150)의  일부분과 
일체로  연장하고  래치  지지  벽(142)의  후방  에지(154)와  결합한다.  후방  에지(154)는  래치  지지 벽
(142)과  작동부  벽(144)  사이의  관절  결합부와  대향한  래치  지지  벽(142)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로
킹 탭(152)은  완전히 결합된 SIMM  상에  가해진 힘에 따라 SIMM  결합  벽(148)과  캠  벽(146)의  저지를 
보장해  준다.  특히,  SIMM을  SIMM  결합  벽(148)에  대해  회전함으로써  SIMM을  제거하고자  하는 부적절
한 시도는 로킹 탭에 의해 저지되므로,  SIMM  결합  벽(148)과  캠  벽(146)이  이러한 힘에 따라 변형하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안내  벽(156)은  정지  벽(150)으로부터  일체로  연자하지만  로킹 
탭(152)과  반대  방향이다.  안내  벽(156)은  SIMM  결합  벽(148)과  평행하고,  후술된  바와  같이  상기 
래치(120)의  비틀림 또는 우발적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SIMM  하우징 상의 대응 안내 벽과 활주 결
합되도록 배치되고 크기가 결정된다.

제17도  내지  제19도를  참조하면,  상기  래치(120)는  SIMM  하우징(160)에  장착될  수  있다.  특히,  상기 
하우징(160)은  전술한  하우징(10)과  유사한  연신  구조이다.  그러나,  하우징(160)은  낮은  자세의 구
조이고,  하우징(160)이  장착되는  인쇄  회로  기판에  예각으로  하우징  내에  장착된  SIMM이  정렬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하우징(160)은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기  위한  하부  면(162)과  그  속에서 연
장하는  SIMM  수납  슬롯(166)을  갖는  대향의  상부  접속면(164)을  포함한다.  전방  면(168)과  후방 면
(170)은  하부  면(162)과  상부  면(164)  사이에서  각각  연장한다.  후방  면(170)은  SIMM이 하우징(16
0)의 슬롯(166) 내로 접합하는 동안 회전되는 방향으로 SIMM 하우징(160)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SIMM  하우징(160)은  한  쌍의  종축  방향의  대향  단부를  포함하는데,  이것의  제1단부는  제17도  내지 
제19도에  참조  번호  172로  표시되어  있다.  장착  포스트(174)는  제1단부(172)에  근접하고  상부 면
(164)에서  후방  면(170)  방향으로  연장한다.  장착  포스트(174)는  하우징(160)의  제1단부(172)를 형
성하는  장착  포스트의  측면  상의  정렬  블록(176)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정렬  블록(176)은  U형 아암
(124,126)의  이격된  에지들  사이에  끼워  맞추어지도록  크기가  결정된다.  정렬  블록(176)은 래치
(120)의  적절한  극성(polarity)과  정렬을  보장해주고,  상기  래치(120)가  부적절한(reversed)  정렬 
위치로  견고히  결합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장착  포스트(174)는  정렬  블록(176)의  대향  측면 상
의  언더컷부(undercut  portion,  178,  180)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언더컷부(178,180)는  장착 포스
트(174)상의  래치(120)가  완전히  결합하자마자  U형  아암(124,126)의  상부  에지(127,128)를  각각 결
합하기 위한 견부(182,184)를 형성한다.

하우징(160)  상에  래치(120)가  완전히  결합된  위치에  있어서,  장착  포스트(174)는  하우징(160)의 단
부(172)와  래치  아암(130)의  중간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장착  포스트(174)는  하우징(160)의 단부
(172)쪽으로  래치  아암(130)의  편향을  제한함으로써  과다  응력  방지  벽으로서  기능한다.  과다 응력
을  방지하는  장착  포스트(174)의  성능은  래치(120)용  장착  수단을  제공하면서  장착  포스트(174)를 
보강하는 래치(120)의 U형 아암(124,126)에 의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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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160)은  장착  포스트(174)와  평행하게  이격된  예비  하중  포스트(186)를  추가로  포함한다. 장
착  포스트(174)와  상기  예비  하중  포스트(186)  사이의  거리는  래치  아암(130)이  이들  사이에  활주 
삽입될  수  있도록  선택된다.  또한,  래치  아암(130)의  상대  정렬과  장착  포스트(174)  및  예비  하중 
포스트(186)의  배치는  래치  아암(130)이  예비  하중  포스트(186)에  의해  편향되어  이에  의해  예비 부
하를  받도록  선택된다.  더욱이,  장착  포스트(174)와  예비  하중  포스트(186)  사이의  거리는 하우징
(160)의  접합  슬롯(166)  내에서  SIMM이  적절하게  회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래치  아암(130)이  예비 
하중  포스트(186)와  떨어져서  장착  포스트(174)  방향으로  충분히  편향할  수  있도록  선택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장착 포스트(174)는 래치 아암(130)의 과다 편향을 방지한다.

예비  하중  포스트(186)는  또한  전방  U형  아암(124)의  상부  에지(127)를  로킹  결합하도록  배치되는 
언더컷부(188)와  견부(190)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래치(120)는  하우징(160)의  양 견부
(182,190)와  상부  에지(127)와의  결합  및  견부(184)와  상부  에지(128)와의  결합에  의해  하우징(160) 
상에서 충분히 고정된다.

제18도에  가장  명백하게  도시된  바와  같이,  래치(120)의  SIMM  결합  벽(148)은  하우징(160)의 제1단
부(172)로부터  이격되어  예비  하중  포스트(186)를  초과하도록  연장한다.  그러나,  SIMM  결합  벽은 예
비  하중  포스트(186)의  전방  및  상향을  향하는  면(192)과  활주  결합되도록  배치된다.  제18도를  더 
참조하면,  래치(120)의  안내  벽(156)은  예비  하중  포스트(186)의  하부  및  후방을  향하는  면(194)과 
활주  결합되도록  배치된다.  이러한  구조로써  예비  하중  포스트(186)와  멀어지는  래치  아암(130)의 
편향은  래치  아암(130)의  평면에  배치된  축에  대해  래치  아암의  길이에  수직하게  회전하도록 제한된
다.  이  점에  관해서,  예비  하중  포스트(186)의  정면(192)과  SIMM  결합  벽(148)의  활주  결합은  래치 
아암(130)이  SIMM에  의해  캠  벽(146)에  가해진  힘에  따라  하부로  또는  후방으로  편향되지  못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예비  하중  포스트(186)의  하부의  후방  면(194)에  대한  안내  벽(156)의  활주 결합
은  래치  아암(130)을  장착   포스트(174)  방향으로  먼저  편향시키지  않고서도  SIMM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에  의해  작용되는  힘에  따라  상부  및  전방으로  상기  래치  아암(130)이  편향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예비  하중  포스트(186)의  면(192)과  SIMM  결합  벽(148)의  활주  결합  및  예비  하중 포스트
(186)의  면(194)과  안내  벽(156)의  활주  결합은  래치  아암(130)의  비틀림을  방지한다.  비틀림은 전
술한 래치 아암(130)의 슬롯 구조에 의해 추가로 방지된다.

본  발명은  양호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후속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한정된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본  발명을  여러가지로  변경시킬수  있다.  예를  들어, 슬롯
형 래치 아암구조,  보강된 래치,  하우징에 대한 래치의 활주 이동 및 과다 응력 방지 포스트의 보강
은 모두 금속 래치가 회로 기판에 장착되는 실시예에 서로 독립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적인 평면 회로 모듈의 한  에지를 수납하기 위해 그  속에 형성된 연신 슬롯(166)을  가지며 모듈
의  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후방  벽(170)을  구비한  일체  성형된  비전도성 하우징(160)
과,  상기  모듈이  최소  삽입력으로  제1정렬  위치에서  상기  슬롯  내로  삽입될  수  있고  전도성  단자를 
상기  하우징에  접촉시키기  위해  제2정렬  위치로  회전될  수  있도록  상기  슬롯(166)에  인접하게 하우
징(160)내에  장착되는  다수의  전도성  단자(30)와,  상기  래치의  하우징  결합부(122)에서  상기 하우징
(160)에  장착되고,  상기  하우징  결합부로부터  외팔보  지지되는  편향가능한  래치  아암(130)과  상기 
하우징  결합부(122)로부터  멀리  위치한  래치  아암(130)의  한  단부로부터  일체  연장되고  상기  하우징 
내의  제2정렬  위치로  회로  모듈을  로킹  결합시키도록  구성되는  래치부(140)를  구비하는  금속 래치
(120)를  포함하는  소켓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160)은  상기  슬롯(166)  단부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착  포스트(174)를  포함하고,  상기  금속  래치(120)는  상기  하우징(160)의  장착  포스트(174) 
주위에 견고하게 장착된 하우징 결합부(122)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상기 장착 포스트(174)와 이격된 예비 하중 포스트(186)를 
포함하고,  상기  금속  래치(120)는  상기  장착  포스트(174)와  상기  예비  하중  포스트(186)  사이에 위
치되며,  상기  금속  래치(120)의  래치부(140)는  래치  아암(130)의  편향  제어  및  종축  방향  비틀림 방
지를  위해  예비  하중  포스트(186)와  활주  결합되도록  배치된  한  쌍의  대향  평행면(148,156)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장착  포스트(174)는  상기  슬롯(166)과  대향하는  그  측면  상에  정렬  블록(176)을 포
함하고,  금속  래치(120)의  하우징  결합부(122)는  상기  장착  포스트  상에  금속  래치를  적절히 정렬하
기 위해 장착 포스트(174)의 정렬 블록(176)과 결합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장착  포스트(174)는  로킹  견부를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언더컷부(182,184)
를  포함하고,  금속  래치(120)의  하우징  결합부(122)는  상기  금속  래치를  상기  하우징에  견고하게 고
정하기  위해  상기  장착  포스트의  로킹  견부를  로킹  결합하도록  배치되고  크기가  정해지는  하나 이상
의 에지(127,12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하우징  결합부(122)는  하우징의  장착  포스트(174)에  견고하게  결합되도록  크기가 
결정된 한 쌍의 대향 U형 아암(124,12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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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래치  아암(130)은  크기  및  사이  간격이  래치  아암의  비틀림을  방지하고  래치 아암
의  편향에  필요한  힘을  제어하도록  선택되는  한  쌍의  평행  이격된  비임(134,13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U형  아암(124,126)은  상기  장착  포스트(174)  주위로  억지  끼워맞춤되도록 크
기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장착  포스트(174)는  상기  슬롯(166)과  대향하는  그  측면  상에  정렬  블록(176)을 포
함하고,  금속  래치(120)의  하우징  결합부(122)는  상기  장착  포스트  상에  금속  래치를  적절히 정렬하
기 위해 장착 포스트(174)의 정렬 블록(176)과 결합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장착  포스트(174)는  로킹  견부를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언더컷부(182,184)
를  포함하고,  금속  래치(120)의  하우징  결합부(122)는  상기  금속  래치를  상기  하우징에  견고하게 고
정하기  위해  상기  장착  포스트의  로킹  견부를  로킹  결합하도록  배치되고  크기가  정해지는  하나 이상
의 에지(127,12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10 

일반적인 평면 회로 모듈의 한  에지를 수납하기 위해 그  속에 형성된 연신 슬롯(166)을  가지며 모듈
의  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후방  벽(170)을  구비한  일체  성형된  비전도성 하우징(160)
과,  상기  모듈이  최소  삽입력으로  제1정렬  위치에서  상기  슬롯  내로  삽입될  수  있고  전도성  단자를 
상기  하우징에  접촉시키기  위해  제2정렬  위치로  회전될  수  있도록  상기  슬롯(166)에  인접하게 하우
징(160)  내에  장착되는  다수의  전도성  단자(30)와,  상기  래치의  하우징  결합부(122)에서  상기 하우
징(160)에  장착되고,  상기  하우징  결합부로부터  외팔보  지지되는  편향가능한  래치  아암(130)과  상기 
하우징  결합부(122)로부터  멀리  위치한  래치  아암(130)의  한  단부로부터  일체  연장되는 래치부(14
0)를  구비하는  래치(120)를  포함하는  소켓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160)은  상기  슬롯(166)의  한 단부
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예비  하중  포스트(186)와,  상기  예비  하중  포스트와  이격되어  있으며 
과다  응력  방지  벽을  구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착  포스트(174)를  포함하고,  상기  금속 래치
(120)는  장착  포스트  주위에  견고하게  장착된  하우징  결합부(122)와,  하우징의  예비  하중 포스트
(186)에  대해 예비 하중을 받는 정지 벽(150)을  구비하는 상기 래치부와,  그리고 상기 예비 하중 포
스트(186)와  활주  결합하면서  상기  정지  벽(150)에  수직으로  연장하는  모듈  결합  벽(148)을 포함하
고,  이럼으로써 상기 예비 하중 포스트에 대한 정지 벽(150)의  예비 하중을 받는 래치 및 예비 하중 
포스트에  대한  모듈  결합  벽의  활주  배치가  상기  회로  모듈에  대한  상기  래치부의  정확한  정렬  및 
위치 결정을 보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래치(120)는  모듈  결합  벽(148)에  평행  이격되어  배치된  안내 벽(156)
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안내  벽은  예비  하중  포스트(186)의  표면과  활주  결합하도록  배치되어 있
고,  이럼으로써  예비  하중  포스트(186)에  대한  안내  벽(156)  및  모듈  결합  벽(148)의  활주  배치가 
래치 아암의 비틀림을 방지하고 래치 아암의 편향을 제어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하우징  결합부(122)는  하우징의  장착  포스트(174)를  견고하게  결합하도록  크기가 
결정된 한 쌍의 대향 U형 아암(124,126)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장착  포스트(174)는  상기  슬롯(166)의  대향  측면  상에  정렬  블록(176)을 구
비하고  있으며,  금속  래치(120)의  하우징  결합부(122)는  장착  포스트  상의  금속  래치의  적절한 정렬
을  보장하기  위해  상기  장착  포스트의  정렬  블록(176)을  결합하도록  형상화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소켓.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장착  포스트(174)는  로킹  견부를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언더컷부(182,18
4)를  포함하고,  금속  래치(120)의  하우징  결합부(122)는  상기  금속  래치를  상기  하우징에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  상기  장착  포스트의  로킹  견부를  로킹  결합하도록  배치되고  크기가  정해지는  하나 이
상의 에지(127,12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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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특1996-0002550



    도면1

    도면2

    도면3

17-10

특1996-0002550



    도면4

    도면5

17-11

특1996-0002550



    도면6

    도면7

17-12

특1996-0002550



    도면8

    도면9

    도면10

17-13

특1996-0002550



    도면11

    도면12

    도면13

17-14

특1996-0002550



    도면14

    도면15

    도면16

17-15

특1996-0002550



    도면17

    도면18

17-16

특1996-0002550



    도면19

17-17

특1996-0002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