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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접속되는 대상물의 위치를 신뢰성 있게 수정하는 기능을갖춘 커넥터

요약

  제 1 방향으로 서로 반대로 돌출하는 돌출부를 가지는 대상물을 접속시키기 위해, 커넥터는 제 1 방향과 직교하는 제 2

방향으로 삽입 위치에 대상물을 안내하기 위한 하우징과, 이러한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는 접촉부와, 그리고 이러한 접촉부

에 대상물이 가압 접촉하도록 하우징에 대해 소정의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액츄에이터를 포함한다. 하우징은 돌출부를 각

각 수용하기 위한 수용부를 가진다. 액츄에이터는, 대상물이 접촉부와 가압 접촉하는 경우, 수용부와 마주하고 돌출부를

덮는 커버부를 각각 구비한다. 이러한 커버부는 대상물의 돌출부와 결합되는 경사면을 각각 구비하여, 대상물이 삽입 위치

로부터 벗어난 지점에 위치할 때, 액츄에이터의 이동시 삽입 위치를 향해 대상물을 밀어, 대상물을 접촉부에 가압 접촉하

게 한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접속된 케이블과 함께 종래의 제 1 커넥터의 사시도이다.

  도 1b는 케이블이 커넥터에 접속되지 않을 때의 도 1a의 커넥터의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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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c는 도 1a에 도시된 케이블의 특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인쇄 기판과 함께 종래의 제 2 커넥터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커넥터의 사시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커넥터의 평면도이다.

  도 5는 도 4의 Ⅴ-Ⅴ선을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 6은 인쇄 기판과 함께 도 3의 커넥터의 사시도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커넥터의 측면 단면도이다.

  도 8은 도 6 및 도 7에 사용된 인쇄 기판의 특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9는 인쇄 기판과 함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커넥터의 사시도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커넥터를 나타내는, 도 5와 유사한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하우징 1a : 수용부

  2 : 리셉터클 접촉부 3 : 액츄에이터

  3a : 축 3b : 압축면부

  3c : 커버부 3d : 하면부

  3e : 제 1 스탠딩부 3f : 제 2 스탠딩부

  3g : 경사면 3h : 테이퍼면

  4 : 홀드다운 5 : 가요성 프린트 기판

  5a : 폭방향 돌출부 5b : 삽입부

  5c : 접점부 7,8 : 공동

  9 : 피팅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커넥터의 접속 구조, 특히 가요성 인쇄 회로(flexible printed circuit; FPC) 및 가요성 평면 케이블(flexible

flat cable; FFC)이라고 하는 회로 기판과 같은 대상물을 접속시키기 위한 커넥터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일본 특허공개 제 2000-299153호 공보에 개시된 종래 기술(이하 "제 1 종래 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 1a 내

지 도 1c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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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넥터(11)는 프린트 배선판에 납땜(soldering) 등에 의해 부착된 커넥터 하우징(12)과, 이러

한 커넥터 하우징(12)에 일단부가 회전가능하게 지지되어 타단부가 X-Y방향으로 회전가능한 커넥터 로크부(connector

locking portion; 13)와, 그리고 이러한 커넥터 로크부(13)의 타단부로부터 그 양 측면에서 돌출하는 한 쌍의 커넥터 로크

부재(14)를 포함한다.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요성 평면 케이블(16)은 케이블 바디(17)와, 이러한 케이블 바디의 단

부에 형성된 케이블 접속부(18)와, 그리고 이러한 케이블 접속부(18)의 후부(rear part)에 형성된 케이블 로크 돌기부(19)

를 포함한다. 이러한 케이블 로크 돌기부(19)는 대체로 사다리꼴 형상을 가지며, 그 양 측면에서 한 쌍의 삼각형상부는 케

이블 바디(17)로부터 측면 외측으로 돌출한다.

  커넥터(11)와 가요성 평면 케이블(16)을 접속시키는 방법을 아래에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커넥터(11)의 커넥터 로크부(13)를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방 상태까지 X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다음에, 가요

성 평면 케이블(16)의 케이블 접속부(18)를 커넥터 로크부(13)와 커넥터 하우징(12) 사이에 설치된 접속 단자에 접속시킨

다. 여기서 커넥터(11)와 가요성 평면 케이블(16)은, 케이블 접속부(18)가 커넥터(11)에 삽입 가능한 가장 안쪽 위치까지

완전히 삽입되면 접속된다. 케이블 접속부(18)가 커넥터(11) 안으로 완전하게 삽입되지 않아 가장 안쪽 지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즉 케이블 접속부(18)가 반삽입 상태(semi-inserted state)에 있다면, 커넥터(11)는 가요성 평면 케이블(16)에

접속되지 않는다.

  다음에, 커넥터 로크부(13)를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폐쇄 상태가 될 때 까지 Y방향으로 회전시킨다. 이 결과, 커넥터

(11) 및 가요성 평면 케이블(16)이 고정되어, 이들 사이의 접속이 완료된다. 이 때, 케이블 접속부(18)가 접속 단자에 접속

된다면, 커넥터 로크부(13)가 폐쇄되고 커넥터 로크 부재들(14)이 그 양 측면에서 케이블 로크 돌기부(19)의 바닥 엣지

(bottom edge)와 결합된다. 따라서, 가요성 평면 케이블(16)에 예기치 못한 힘(force)이 가해지더라도, 가요성 평면 케이

블(16)이 커넉터(11)로부터 해제되지 않는다. 한편, 케이블 접속부(18)가 접속 단자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면, 커넥터 로크

부(13)를 폐쇄 상태로 회전시키는 경우 커넥터 로크 부재(14)가 케이블 로크 돌기부(19)의 양쪽의 삼각형상부의 상면에 접

촉하게 된다. 따라서, 반삽입 상태에서 커넥터 로크부(13)가 폐쇄될 수 없다.

  그러나, 제 1 종래 기술에서는 완전한 삽입 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반삽입 상태를 완전한 삽입 상태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예기치 않은 외부력으로부터 가요성 평면 케이블(16)의 전단부를 보호할 수 없다.

  다음에, 일본 실용신안공개 제 1995-19978호(JP 7-19978 U) 공보에 개시된 다른 종래 기술(이하 "제 2 종래 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커넥터(21)는 하우징(22) 및 로크 부재(23)를 포함한다. 이러한 하우징(22)에는 개구부(22a) 및 내부 공동(cavity)(22b)

이 제공되어 있다. 하우징(22)은, 일단부가 내부 공간(22b) 안으로 돌출되고 타단부가 외측으로 돌출하는 복수의 접촉부

(24)를 유지한다.

  로크 부재(23)에는 전단부 근처에 융기부(23a)가, 후단부의 양측에 폭방향으로 돌출한 한 쌍의 압축부(23b)가 각각 형성

되어 있다.

  FPC(26)는 베이스 필름(base film; 26a)과, 이러한 베이스 필름 상에 서로 평행하게 형성된 복수의 리드선(26b)과, 이러

한 리드선(26b)의 단부에 형성된 접속 단부(26c)와, 이러한 접속 단부(26c)를 제외하고 리드선(26b)를 덮는 오버코트층

(overcoat layer; 26d)과, 접속 단부(26c)를 보강하도록 베이스 필름(26a)의 후면에 부착된 보강판(26e)과, 그리고 접속

단부(26c) 근방의 양측에 형성된 한 쌍의 폭방향 돌출부(26f)를 포함한다.

  커넥터(21)와 FPC(26)를 접속시키는 방법을 아래에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폭방향 돌출부(26f)가 하우징(22)과 접촉하게 될 때까지 FPC(26)의 접속 단부(26c)를 내부 공동(22b) 안으로 삽입

시킨다. 다음에, FPC(26)의 후면을 따라 하우징(22)의 내부 공간(22b) 안으로 로크 부재(23)를 삽입시킨다. 이 경우, 로크

부재(23)의 융기부(23a)는 보강판(26e) 및 베이스 필름(26a)을 통해 각 리드선(26b)을 접촉부(24)의 일단에 가압 접촉

(press contact)시킨다. 로크부(23)의 압축부(23b)가 FPC(26)의 폭방향 돌출부(26f)를 압축한다. 이 결과, FPC(26)가 하

우징(22) 안으로 가압 삽입되어, FPC(26)가 커넥터(21)에 접속된다.

  그러나, 제 2 종래 기술에 있어서, 커넥터(21) 안으로 삽입된 FPC(26)의 반삽입 상태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예기치 않

은 외력으로부터 FPC(26)의 전단부를 보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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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접속되는 대상물의 반삽입 상태를 자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외력으로부터 대상

물의 전단부를 보호할 수 있는 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세한 설명을 진행함에 따라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르면, 제 1 방향으로 서로 반대로 돌출하는 한 쌍의 돌출부를 갖춘 대상물에 접속하게 되는 커넥터가 제공된

다. 이러한 커넥터는 제 1 방향과 직교하는 제 2 방향으로 삽입 위치까지 대상물을 안내하기 위한 하우징과, 이러한 하우징

에 의해 유지되는 접촉부와, 그리고 이러한 접촉부에 대상물을 가압 접촉시키도록 하우징에 대해 소정의 방향으로 이동가

능한 액츄에이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하우징은 돌출부를 각각 수용하기 위한 한 쌍의 수용부를 각각 구비하고 있다. 액츄

에이터는, 대상물이 접촉부와 가압 접촉하게 될 때, 각각 수용부와 마주하고 돌출부를 덮는 한 쌍의 커버부를 구비한다. 커

버부는, 대상물이 삽입 위치로부터 벗어난 지점에 위치할 때, 대상물의 돌출부와 결합되어, 액츄에이터의 이동시 대상물을

삽입 위치를 향해 밀어, 대상물을 접촉부와 가압 접촉하게 하는 경사면을 가진다.

도 3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커넥터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 내지 도 7에 도시된 커넥터는 절연체 하우징(1)과, 이러한 하우징(1)에 의해 유지되고 단일 어레이로서 제 1 방향

(A1)으로 배열되어 있는 복수의 도전성 리셉터클 접촉부(2)를 포함한다. 하우징(1)에는 개방 위치와 폐쇄 위치 사이에서

회전가능한 절연 액츄에이터(3)가 제공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액츄에이터(3)에는 그 양측부에 형성되어

제 1 방향(A1)으로 외측으로 돌출하는 한 쌍의 축(axes; 3a)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축들(3a)은 하우징(1)의 양측부에

각각 형성된 베어링(도시 안됨)에 의해 각각 회전가능하게 지지되어, 액츄에이터(3)의 회전의 중심으로서 기능한다. 따라

서, 액츄에이터(3)는 소정의 방향 즉, 회전 방향(A0)(도 7)으로 이동가능하다. 하우징(1)의 바닥면에는 그 양측부의 중앙

영역에 부착된 한 쌍의 홀드 다운(hold down; 4)이 제공된다.

  접속되는 대상물인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이 도 8에 도시되어 있다.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츄에이터(3)가 개

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은 제 1 방향(A1)과 직교하는 제 2 방향(A2)으로 삽입 위치를 향해 하우징

(1)을 따라 안내된다. 삽입 위치에서 각각의 리셉터클 접촉부(2)의 피팅부(fitting portion; 9)가 위치한다.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은 그 표면상에서 복수의 지점에 형성된 복수의 접점부(contact points; 5c)가 설치된 삽입부(5b)를 포함한다. 삽

입부까지 안내된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은 리셉터클 접촉부(2) 각각의 피팅부(9) 안으로 삽입되어, 접점부(5c)가 리셉터클

접촉부(2)와 각각 가볍게 접촉한다.

  가요성 프린트 기판(5)에는 제 1 방향(A1)으로 그 양측부에 형성된 한 쌍의 폭방향 돌출부(5a)가 제공된다. 이러한 폭방

향 돌출부(5a)의 하면부를 수용하기 위해, 하우징(1)은 바닥면으로부터 전방으로 연장되는 한 쌍의 수용부(1a)를 구비한

다. 폭방향 돌출부(5a)의 각각은 수용부(1a)의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각각의 수용부(1a)가 각각의 폭방향 돌출부

(5a)보다 다소 면적이 크다.

  액츄에이터(3)의 하면부 중심에는 압축면부(3b)가 형성되어 있다. 액츄에이터(3)의 양측부에는 한 쌍의 커버부(3c)가 일

체로 형성되어 있다. 각각의 커버부(3c)는 하면부(3d)와, 폭방향으로 연장되도록 상기 하면부(3d)의 일단면으로부터 수직

으로 돌출하는 제 1 스탠딩부(standing portion; 3e)와, 길이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하면부(3d)의 다른 단부면으로부터 수

직으로 돌출하고 제 1 스탠딩부(3e)에 수직하게 접속된 제 2 스탠딩부(3f)를 가진다. 제 1 스탠딩부(3e)의 내부 엣지에는

경사면(slant surface; 3g)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사면(3g)은 회전 방향(A0) 및 제 2 방향(A2)에 대해 기울어져 있

다. 제 2 스탠딩부(3f)의 내부 엣지에는 테이퍼면(tapered surface; 3h)가 제공된다. 이러한 테이퍼면(3h)은 회전 방향

(A0) 및 제 1 방향(A1)에 대해 기울어져 있다. 압축면부(3b)와 그의 양측의 하면부(3d)의 각각의 사이에는 작은 스텝부

(step; 3i)가 형성되어 있다.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이 하우징(1)에 세팅된 후, 액츄에이터(3)는 회전 중심인 축(3a)에 대해,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개

방 위치로부터 도 3 내지 도 5에 도시된 폐쇄 위치로 회전된다. 이 경우에, 커버부(3c)는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의 폭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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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부(5a)와 하우징(1)의 수용부(1a)를 덮어서, 예기치 않은 외력으로부터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의 전단부를 보호한다.

동시에, 압축면부(3b)가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의 상부면을 압축한다.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이 하우징(1)에 대해 반삽입

상태(하우징(1) 안으로 완전히 삽입되지 않음)에 있다면 즉,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이 삽입 위치로부터 오프셋(offset) 또

는 변위되거나 또는 벗어나 있다면, 경사면(3g)은 삽입 위치를 향해 제 2 방향(A2)으로 폭방향 돌출부(5a)를 압축시켜, 가

요성 프린트 기판(5)이 완전하게 삽입된 상태의 삽입 위치로 이동한다. 따라서,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의 위치는 제 2 방향

(A2)으로 자동적으로 수정된다.

  또한, 하우징(1)에 대한 정규 위치로부터 좌측 또는 우측으로 변위된 위치 또는 벗어난 지점에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이

위치하는 경우에, 테이퍼면(3h) 중 하나가 폭방향 돌출부(5a) 중 하나를 우측 또는 좌측으로 가압한다. 따라서, 가요성 프

린트 기판(5)은 제 1 방향(A1)으로 정규 위치로 이동한다. 따라서, 가요성 프린트 기판(5)의 위치가 제 1 방향(A1)으로 자

동적으로 수정된다.

  커넥터는 커버부(3c)의 하면부(3d), 제 1 스탠딩부(3e), 제 2 스탠딩부(3f), 및 하우징(1)의 수용부(1a)에 의해 둘러싸인

공동(7)을 구비한다.

  다음,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커넥터를 설명한다. 도 3 내지 도 7에 도시된 커

넥터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사용한다.

  도 9 및 도 10에 도시된 커넥터에서는, 도 6의 스텝(3i)과 동일한 상응하는 구성요소가 압축면부(3b)와 각각의 하면부

(3d) 사이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본 실시예의 커넥터는 커버부(3c)의 하면부(3d), 제 1 스탠딩부(3e), 제 2 스탠딩부(3f),

및 하우징(1)의 수용부(1a)에 의해 둘러싸인 공동(cavity; 8)을 구비한다. 이러한 공동(8)은 도 5의 공동(7)보다 수직 방향

으로 깊이가 다소 얕다.

발명의 효과

  도 3 내지 도 10과 관련하여 설명된 각각의 커넥터는 아래의 장점을 가진다.

  1. 하우징 안으로 삽입되는 대상물이 반삽입 상태에 있는 경우, 조작되는 액츄에이터의 경사면이 대상물의 폭방향 돌출

부를 삽입 방향으로 압축하여, 대상물을 삽입 위치로 이동시킨다. 하우징 내의 정규 위치로부터 좌측 또는 우측으로 벗어

난 지점에 대상물이 위치하는 경우에, 테이퍼면들 중 하나가 대상물의 폭방향 돌출부 중 하나를 우측 또는 좌측으로 가압

하여, 대상물을 정규 위치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대상물의 위치가 정규 위치로 자동적으로 수정된다.

  2. 대상물의 폭방향 돌출부 아래에 하우징의 수용부가 위치한다. 이러한 폭방향 돌출부의 상부면은 액츄에이터의 커버부

에 의해 보호된다. 따라서, 대상물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예기치 않은 힘이 인가될지라도, 대상물이 확고히 유지된다.

  3. 대상물의 폭방향 돌출부는 하우징 내부에 상기 돌출부가 삽입되지 않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커넥터의 폭방

향(대상물의 삽입 방향과 수직하는 방향) 크기가 증가되지 않는다. 또한, 대상물의 각각의 폭방향 돌출부가 각각의 수용부

의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조작자는 하우징에 대한 대상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몇 가지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액츄에이터가 선형으로 이동가능하도록 유지될 수도 있다. 대상물이 상이한 유형의 프린트 기판

또는 가요성 평면 케이블일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방향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출하는 한 쌍의 돌출부를 가지는 대상물에 접속되는 커넥터로서, 상기 커넥터는,

  상기 제 1 방향과 직교하는 제 2 방향으로, 삽입 위치에 상기 대상물을 안내하기 위한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는 접촉부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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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접촉부에 상기 대상물을 가압 접촉시키도록 상기 하우징에 대해 소정의 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액츄에이터를 포함하

며,

  상기 하우징은 상기 돌출부를 각각 수용하기 위한 한 쌍의 수용부를 구비하고,

  상기 액츄에이터는, 상기 대상물이 상기 접촉부와 가압 접촉하게 될 때, 상기 수용부와 마주하고 상기 돌출부를 각각 덮

는 한 쌍의 커버부를 구비하며,

  상기 커버부는 상기 대상물의 돌출부와 결합되는 경사면을 각각 구비하여, 상기 대상물이 상기 삽입 위치로부터 벗어난

지점에 위치할 때, 상기 액츄에이터의 이동시 상기 대상물을 상기 삽입 위치를 향해 밀어, 상기 대상물을 상기 접촉부와 가

압 접촉하게 하고,

  상기 커버부는, 상기 대상물이 상기 제 1 방향으로 정규 위치로부터 벗어난 지점에 위치할 때 상기 돌출부 중 대응하는 하

나와 테이퍼면(tapered surface)이 결합하여, 상기 액츄에이터의 이동시 상기 정규 위치를 향해 상기 제 1 방향으로 상기

대상물을 밀어, 대상물을 상기 접촉부와 가압 접촉하도록 형성된 테이퍼면을 상호 한정하는 커넥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경사면 각각이 상기 제 2 방향 및 상기 소정의 방향에 대해 경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

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부는, 상기 커버부가 상기 돌출부를 덮을 때 상기 제 2 방향으로 상기 돌출부와 각각 마주하

는 스탠딩부를 가지며, 상기 경사면은 상기 스탠딩부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퍼면이 상기 제 1 방향 및 상기 소정의 방향에 대해 경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부는, 상기 커버부가 상기 돌출부를 덮을 때 상기 제 1 방향으로 상기 돌출부와 각각 마주하

는 스탠딩부를 가지며, 상기 테이퍼면은 상기 스탠딩부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가 상기 하우징에 대해 회전가능하도록 상기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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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는 상기 제 1 방향으로 연장되는 회전 중심 축선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가 상기 하우징에 대해 선형으로 이동가능하도록 상기 하우징에 의해 유지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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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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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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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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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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