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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체결 전기 커넥터는 커넥터 쉘과 외부접점을 포함하여 제공되며, 커넥터 쉘은 세로방향축을 따라 연장되고, 외부접점

은 커넥터 쉘에 보유되고 세로방향축으로 반경방향 외측으로 편향되는 유지빔이 형성되는 결합 단부를 가지며, 칼라

는 외부접점과 커넥터 쉘 주위에 위치하여 체결위치와 풀림위치 사이에서 커넥터 쉘에 대하여 슬라이딩이 가능하다. 

칼라는 차단면을 가지며 이 차단면은 칼라가 체결위치에 있을 때 유지빔이 반경방향 외측으로 편향되는 것을 차단하

도록 위치된다. 차단면은 칼라가 풀림상태에 있을 때 유지빔이 반경방향 외측으로 편향되는 것을 혀용하는 위치로 이

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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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커넥터 체결 조립체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전성 중심 소켓과 도 1의 커넥터 체결 조립체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1의 선3-3을 따라 취한 커네터 체결 조립체의 측단면도이다.

도 4는 도 1의 칼라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측단면도이다.

도 5는 도 1의 외부접점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결합잭과 도 5의 선6-6을 따라 취한 외부접점의 측단면도이다.

도 7은 도 1의 커넥터 체결 조립체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8은 도 1의 후부 쉘을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커넥터 체결 조립체 15 : 칼라

20 : 외부접접 35 : 후부 쉘

41 : 도전성 중심 소켓 145 : 결합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의 실시예는 전자부품 사이에서 전기적 접점결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커넥터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

는, 본 발명의 실시예는 안테나(antenna)와 도전성 소켓(Conductive socket) 사이에서 접점결합 상태를 유지하기 위

한 커넥터 체결 조립체(Connector locking assembly)에 관한 것이다.

많은 차들은 차의 지붕 위에 설치된 라디오 안테나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안테나는 차의 지붕과 직물 헤드라이

너(Headliner) 사이에서 차 내부에 설치된 도전성 소켓에 연결되어 전기신호를 전달한다. 도전성 소켓은 지붕의 구멍

을 통하여 안테나까지 연장한다. 안테나와 도전성 소켓은 커넥터 체결 조립체에 의해 접점결합 상태로 서로 고정된다.

커넥터 체결 조립체는 안테나를 빼내기 위해서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상화된다.

일반적으로 커넥터 체결 조립체는 외부 접점과, 유전체와, 후부 쉘을 포함하고, 이들은 차의 지붕 위에 설치되고 구멍

을 통해서 중심 일치된다. 외부 접점은 원통형이고, 원통형인 유전체 주위에서 동심원상으로 정렬된 유지빔(retention

beam)을 포함한다. 유지빔의 외측 단부는 유지빔의 본체로부터 반경방향 내측으로 연장되는 링(ring)형 림(rim)을 형

성하도록 구부려진다. 안테나는 원통벽의 주변에 연장되는 수용홈이 형성된 원통벽을 가지는 연결잭(connection jac

k)을 보유하는 베이스를 포함한다. 안테나는 유지빔에 의해서 결정되는 원통형 챔버에 연결잭의 원통벽을 삽입시킴으

로서 커넥터 체결 조립체에 장착된다. 연결잭의 원통벽은 유지 빔 림의 내경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외경을 가지므로, 

수용홈에 림이 결합될 때까지 외부접점에 연결잭이 삽입될 때 원통벽은 유지빔이 원주방향 외측으로 팽창하도록 작

용한다.

도전성 소켓은 본체와 헤드를 포함하고, 이들은 유전체의 내부에 위치하여, 연결잭이 외부접점에 완전히 삽입될 때 

헤드는 연결잭과 결합된다. 안테나는 외부접점으로부터 연결잭을 잡아 당김으로써 도전성 소켓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종래의 커넥터 체결 조립체는 단점이 있다. 연결잭은 외부접점으로부터 쉽게 분리되어, 도전성 소켓과의 전기적 접촉

상태가 해제될 수 있다. 연결잭이 외부점점의 내부에 위치될 때, 연결잭의 벽은 유지빔을 외측으로 민다. 연결잭이 외

부접점의 내부에 위치할 때 유지빔은 지속적으로 외측으로 밀리기 때문에, 유지빔은 결과적으로 외측으로 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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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도전성 소켓과 접촉하고 있는 연결잭을 느슨하게 지지하거나 심지어는 외부점점으로부터 완전히 연결잭이 분

리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안테나의 연결잭을 양호하게 지지하고, 반복되는 연결 및 분리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커넥터 체결 조립체가 필

요하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특정 실시예는 세로방향축을 따라서 연장하는 커넥터 쉘과 커넥터 쉘에 유지되고 세로방향축으로부터 반경방향 외측

으로 편향가능한 보유빔이 형성된 결합단부를 갖는 외부접점을 포함하는 체결 전기 커넥터를 제공한다. 체결 전기 커

넥터는 또한 외부접점과 커넥터 쉘의 주위에 설치된 칼라를 포함한다. 칼라는 체결위치와 체결해제위치 사이에서 커

넥터 쉘에 대해 세로방향축을 따라서 슬라이딩가능하다. 칼라는 칼라가 체결위치에 있을 때 보유빔과 정렬하고 보유

빔의 반경방향 외측편향을 차단하도록 위치된 차단면을 갖는다. 차단면은 칼라가 체결해제위치에 있을 때 보유빔의 

반경방향 외측편향을 허용하는 위치까지 이동된다.

특정 실시예는 또한 세로방향축을 따라서 연장하는 쉘과, 쉘에 의해서 유지되고 세로방향축을 따라서 배열된 내부접

점 및 외부접점과, 내부접점과 외부접점을 분리시키도록 쉘에 의해서 유지된 유전체 코어를 포함하는 체결 동축 커넥

터를 제공한다. 체결 동축 커넥터는 또한 외부접점 주위에 설치된 칼라를 포함한다. 칼라는 체결위치와 체결해제위치

사이에서 외부접점에 대해서 세로방향축을 따라 슬라이딩이 가능하다. 외부접점은 세로방향축을 회당하는 반경방향

으로 이동가능하다. 칼라는 외부접점의 반경방향 외측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위치에 있을 때 외부접점을 둘러

싸고 칼라는 외부접점의 반경방향 외측이동을 허용하기 위하여 체결해제위치에 있을 때 외부접점을 노출시킨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커넥터 체결 조립체(10)의 사시도를 나타낸다. 커넥터 체결 조립체(connector locki

ng assembly)(10)는 일반적인 원통의 형상을 가지며, 세로방향축(40)을 따라 연장하도록 정렬되는 칼라(collar)(15)

를 포함한다. 칼라(15)는 후부 쉘(35)에 부착된 외부접점(20)을 둘러싼다. 칼라(15)는 외부접점에 대해 화살표(17)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며, 킬라(17)가 화살표(17)방향으로 이동할 때, 외부접점(20) 내부의 접촉부(contacting sectio

n)(62)는 칼라(15)의 림(rim)(100)을 넘어서 돌출한다. 이 방식에서, 외부접점(20)은 하기에 상세하게 설명되는 것처

럼 원통형 결합잭(mating jack)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칼라(15)의 림(100)을 넘어서 노출된다.

도 2는 도전성 중심 소켓(41)과 도 1의 커넥터 체결 조립체(10)의 사시도를 나타낸다. 외부접점(20)은 세로방향축(40

)을 따라 연장하는 튜브형상의 유전체 코어(dielectric core)(25)를 둘러싼다. 유전체 코어(25)는 도전성 중심 소켓(c

enter conductive socket)(41)을 수용하는 중공형 코어(27)를 포함한다. 도전성 중심 소켓(20)은 중공형의, 원통형

이며, 고정베이스(securing base)(42)와 외부벽(exterior wall)(43) 및 테이퍼진 접촉헤드(contact head)(44)를 포함

한다. 고정베이스(42)는 외부벽(43)과 일체로 형성되며 외부벽(43)으로부터 원주의 외측으로 연장한다. 고정베이스(

42)는 외부벽(43)의 외경보다 큰 외경을 구비하여 링 형상의 유지벽(retention wall)(52)을 형성한다. 고정베이스(42

)와 외부벽(43)은 도 1 및 도 2의 유전체 코어(25) 내부에서 도전성 중심 소켓(20)을 유지한다. 접촉헤드(44)는 고정

베이스(42)의 반대편에서 외부벽(43)에서 고정되고, 외부벽(43)의 외경보다 작은 외경으로 외측단부(outer end)(48)

까지 테이퍼진다.

접촉헤드(44)의 외측단부(48)는 두개의 테이퍼진 반원통형 반쪽(halves)(47)에 의해서 형성되는 내경을 갖는 원형의

수용포트(reception port)(46)를 포함한다. 반쪽(47)은 외측단부(48) 주위에서 서로 접촉되고, 외부벽(43)에 연결되

는 선단의 주위에서 서로 삼각형 갭(gap)만큼 서로 분리된다. 반쪽(47)은 원주형상으로 외측방향으로 구부려질 수 있

다. 도전성 중심 소켓(41)이 완전히 유전체 코어(25)에서 적절하게 위치할 때, 수용포트(46)는 커넥터 체결 조립체(10

)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결합잭(145; 도 6에 도시)의 원통형 접촉부(미도시)를 수용하도록 정렬된다. 접촉부가 수

용포트(46)에 진입할 때 접촉부가 반쪽(47)을 원주의 외측으로 가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접촉부는 수용포트(46)의 내

경과 비슷한 외경을 가진다. 도전성 중심 소켓(41)은 유전체 코어(25)의 내부에 고정되므로, 반쪽(47)의 외측방향 팽

창은 유전체 코어(25)에 의해서 제한되고 제지되며, 따라서 유전체 코어(25)는 접촉부와 수용포트(46)를 전기적 접점

상태로 유지한다.

도 3은 도 1의 선 3-3을 따라 취한 커넥터 체결 조립체(10)의 측단면도를 나타낸 반면에 도 7은 도 1의 커넥터 체결 

조립체(10)의 정면도를 나타낸다. 도 3의 다양한 부재와 부품은 아래의 도 4-8에서 개별적으로 더욱 상세히 도시된

다. 일반적으로 커넥터 체결 조립체(10)는 외부접점(20)를 둘러싸는 칼라(15)를 포함하고, 외부접점(20)은 세로방향

축(40)을 따라 외부접점(20)의 내부에서 동심원상으로 배열된 유전체 코어(25)를 순차적으로 둘러싼다. 중공형 코어(

27)는 유전체코어(25)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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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15)는 후부 쉘(35)의 후방단부(rear end)(36)가 칼라(15)의 후방단부(rear end)(37)를 넘어서 연장하고 있는 

후부 쉘(35)을 부분적으로 둘러싼다. 후부 쉘(35)은 외부접점(20)과 유전체 코어(25)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접점포

획부(180)를 포함한다. 후부 쉘(35)의 중간부는 스프링(spring)(33), 와샤(washer)(32, 34) 및 로킹 칼라(locking col

lar)(31)를 포함하는 스프링 보유 조립체(spring retention assembly)(30)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스프링(33)의 반대

편 단부는 와샤(32, 34) 사이에 보유된다. 로킹 칼라(31)는 칼라(15)의 후방단부(37)의 내부에 와샤(32)와 스프링(33

)이 보유될 수 있도록 칼라(15)의 후방단부(37)에 맞추어진다.

작동 중 사용자는 칼라(15)와 후부 쉘(35)을 잡고, 후부 쉘(35)에 대하여 화살표 A방향으로 칼라(15)를 슬라이딩 시

킴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 동작을 유도한다. 칼라(15)가 움직일 때 외부접점(20)은 후술 하는 결합잭(mating ja

ck)(145; 도 6에 도시됨)과 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림(100)을 넘어서 노출된다. 칼라(15)가 후부 쉘(35)에 대

하여 화살표 A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와샤(32, 34)는 서로를 향하여 편향되고, 이에 대해서 스프링(33)을 압축한다. 

결합잭(145, 도 6에 도시됨)이 커넥터 체결 조립체(10)에 삽입되면, 칼라(15)는 이완되고, 스프링(33)은 팽창하여 와

샤(32)에 대하여 화살표 B방향으로 와샤(34)를 가압한다. 스프링(33)이 팽창되었을 때, 유사한 방식으로 외부접점(2

0)가 완전히 칼라(15)의 내부에 둘러싸이는 초기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칼라(15)를 화살표 B방향으로 구동시킨다.

도 4는 도 1의 칼라(15)의 측단면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칼라(15)는 일반적으로 원통이며, 림(100)을 가지는 슬리브(

sleeve)(95)를 포함한다. 슬리브(95)는 슬리브(95)의 내주면(interior surface)(105, 110)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른 

직경의 챔버(chamber)(106, 116)를 포함한다. 내주면(105)은 내주면(105)으로부터 내주면(110)까지 반경방향으로 

연장되는 선반부(ledge)(115)에서 내주면(110)과 연결된다. 내주면(105)은 후부 쉘(35; 도 1, 도 3 및 도 8에 도시)의

일부를 둘러싸서 밀착한다. 챔버(106)는 외부접점(20)을 수용한다(도 5 및 도 6에 상세하게 도시 됨). 챔버(116)는 도

3의 스프링 보유 조립체(30)와 후부 쉘(35)을 둘러싸서 지지한다. 스프링 보유 조립체(30)의 로킹 칼라(31)는 내주면

(110)에 용접되고, 스프링 보유 조립체(30)는 제2단부로부터 와샤(34)와 결합하여 지지하는 선반부(115)까지 내주면

(110)을 따라 연장한다. 작업자가 도 3의 화살표 A방향을 따라 칼라(15)를 슬라이딩 시킬 때, 내주면(105)은 후부 쉘

(35)을 따라 슬라이딩 한다. 칼라가 화살표 A 방향을 따라 슬라이딩할 때, 선반부(115)는 스프링 보유 조립체(30)를 

밀고 이에 의하여 저항을 받으며, 외부접점(20)은 노출된다. 노출된 외부접점(20)은 결합잭(145; 도 6에 도시)을 수

용하거나 분리시키는 동안 원주방향 외측으로 자유롭게 팽창된다.

도 4를 참조하여 계속 설명하면, 림(100)은 슬리브(95)와 일체로 형성되고, 이로부터 반경방향 내측으로 연장한다. 

림(100)은 내주면(105)의 내경보다 더 작고 링 형상의 접촉면(contact surface)(120)을 한정하는 내경을 가진다. 접

촉면(120)은 칼라(12)가 최종체결위치에 있을 때 외부접점(20)과 결합되고, 외부접점(20)의 원주방향 외측팽창을 저

지한다.

도 5는 도 1의 외부접점(20)의 측면도이고, 반면에 도 6은 결합잭(145)과 도 5의 선 6-6을 따라 취한 외부접점의 측

단면도이다. 외부접점(20)은 일반적으로 원통형상이고, 일체형의 구부러진 유지빔(retention beam)(50)을 일단부에 

가지는 벽(wall)(45)을 포함한다. 유지빔(50)들은 간극(55)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고, 환상으로 정렬된다. 유지빔(50)

은 결합잭(145)의 벽(148)에 대하여 측정된 외경(146)과 유사한 외경(57; 도5에 도시됨)을 벽(45)과 공유한다. 유지

빔(50)은 고정융기부(60)를 형성하도록 벽(45)의 주변에서 반경방향 내측으로 크림핑된 지지부(51)를 가진다. 고정

융기부(60)는 외부접점(20)의 내부에 작은 제2내경(59)을 형성한다. 고정융기부(60)는 결합잭(145)의 주위에 홈(14

2)에 끼워지도록 형성된다. 유지빔(50)이 원통형으로 배열되고 간극(55)에 의해 분리되기 때문에, 유지빔(50)은 칼라

(15)의 림(100)을 넘어서 노출될 때 원주방향 외측으로 편향될 수 있다(도 1 및 도 4에 도시됨). 그러므로 칼라(15)가

화살표 A(도 3에 도시) 방향으로 미끄러져서 이동되어 외부접점(20)를 노출시킬 때, 결합잭(145)은 화살표 C 방향으

로 외부접점(20)에 삽입되어 결합잭(145)의 벽(148)은 홈(142)과 고정융기부(60)가 상호 결합할 때까지 고정융기부(

60) 및 유지빔(50)과 결합하고 반경방향 외측으로 민다. 이후에 유지빔(50)은 편향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하고, 칼라(

15)는 림(100)이 반경방향 내측으로 유지빔(50)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외부접점(20)위에 슬라이딩이 가능하도록 다

시 위치한다.

유지빔(50)은 벽(45)의 외경 이상으로 고정융기부(60)로부터 외측으로 펼쳐지는 직사각형 접촉부(62)를 한정한다. 

접촉부(62)는 결합하는 동안 결합잭(145)의 선행단부와의 정렬을 도와준다. 접촉부(62)는 접촉부(62) 주위에서 연장

하고 반경방향 외측으로 대면하는 정지패드(stop pad)(64)를 포함한다. 림(100)이 외부접점(20) 주변의 체결 위치에 

위치될 때, 정지패드(64)는 칼라(15)의 접촉면(contact face)(120)과 결합한다(도 4에 도시됨). 결합잭(145)이 외부

접점(20)의 내부에 유지되면, 결합잭(145)의 벽(148)이 유지빔(50)을 원주방향 외측으로 가압하도록 시도되었을 때, 

칼라(15)의 접촉면(120)은 유지빔(50)과 결합 하여 유지빔(50)의 이동을 억제하고 유지빔(50)을 내측으로 유지하며,

결합잭(145)이 외부접점(20)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벽(45)은 벽(45)의 후방단부(rear end)(67)에 인접하는 두개의 링형 돌기(65)와 대응하는 두개의 내부 공동(interior 

cavities)(75)을 포함한다. 돌기(65)는 벽(45)의 주변을 둘러싸고, 벽으로부터 원주방향 외측 및 내측으로 연장한다. 

내부 공동(75)은 후부 쉘(35)을 파지하고 유지하며, 이에 의해서 외부접점(20)을 후부 쉘(35)상에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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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45)은 또한 벽(45)과 일체형으로 제작되고 벽으로부터 반경방향 내측으로 구부러진 직사각형 보유탭(retention ta

b)(85)을 포함한다. 보유탭(85)은 벽(45)과 수직이고 후부 쉘(35)의 내부에 유전체 코어(25; 도 3에 도시됨)를 보유한

다.

도 3과 도 7을 다시 참조하면, 유전체 코어(25)는 비전도체이며, 일반적으로 원통형상이다. 중공형 코어(27)는 마주

하는 개방 단부(147, 149)를 가진다. 유전체 코어(25)는 얇은 벽(130)과 두꺼운 벽(135)이 적층되는 방식으로 제작

된다. 얇은 벽(130)은 두꺼운 벽(135)보다 작은 외경을 갖는다. 얇은 벽(130)과 두꺼운 벽(135)은 반경방향으로 연장

하는 링 형상 보유선반부(retention ridge)(150)에서 결합한다. 중공(27)의 단부(end)(149)는 단부(149)의 주위에 소

켓 보유벽(socket retention wall)(160)을 형성하도록 긴 챔버(chamber)(159)에 개방된다.

유전체코어(25)는 칼라(15)의 내부에 위치하여 두꺼운 벽(135)은 후부 쉘(35)에 의해 둘러싸이고 후부쉘(35)의 내부

에 보유되며, 얇은 벽(130)은 외부접점(20)의 동심원상으로 현수되고 외부점점(20)으로부터 이격된다. 공간(131)은 

얇 은 벽(130)과 외부접점(20) 사이에 제공된다. 공간(133)은 외부접점(20)와 칼라(15)사이에 제공된다. 외부접점(2

0)의 보유탭(85)은 유전체코어(25)의 보유선반부(150)와 결합하고 보유하며 후부 쉘(35)의 내부에 두꺼운 벽(135)을

유지한다.

유전체코어(25)는 커넥터 체결 조립체(10)의 내부에 도 3의 도전성 중심 소켓(41)을 보유시킨다. 도전성 중심 소켓(4

1)의 외부벽(43)과 접촉헤드(44)는 얇은 벽(130)의 내부에 둘러 싸인다. 도전성 중심 소켓(41)의 고정베이스(42)는 

챔버(159)의 형상이고, 챔버(159)의 내부에 보유되어 도전성 중심 소켓(41)의 유지벽(52)은 유전체코어(25)의 소켓 

보유벽(160)과 결합한다. 작동 중, 유전체코어(25)는 결합잭(145)이 화살표 A의 방향을 따라 커넥터 체결 조립체(10)

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될 때 단부(147)를 통하여 결합잭(145; 도 6에 도시됨)의 접촉부(미도시)를 수용한다. 결합잭(

145)이 커넥터 체결 조립체(10)에 완전히 삽입되었을 때, 접촉부는 도전성 중심 소켓(41)의 접촉헤드(44)에 수용되어

전기적으로 접촉한다.

도 8은 도 1의 후부 쉘(35)의 측단면도이다. 후부 쉘(35)은 원통형 접점포획부(180)와 원통형 본체부(185)와 원통형 

리세스부(recessed setion)(190)를 포함하며 이들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후부 쉘(35)은 그 사이에 연장하는 

통로(passageway)(197)를 포함한다. 통로(197)의 챔버(198)측 일단부는 개방된다. 접점포획부(180), 본체부(185), 

리세스부(190)는 각각 외경이 감소하는 제1외벽(200), 제2외벽(205), 제3외벽(210)를 가진다. 링형 유지벽(215)은 

제2 외벽(205)과 제1외벽(200) 사이의 교차부에 제공된다. 유지벽(215)은 칼라(15; 도 4에 도시됨)의 선반부(115)를

따라 정렬되고, 화살표 B방향(도 3에 도시됨)을 따르는 와샤(34)의 이동을 억제시킨다.

접점포획부(180)는 챔버(198)와 제1외벽(200)사이에 동심원상으로 정렬된 원통형 리세스(recess)(222)를 포함한다

. 리세스(222)는 내측 리세스면(230)으로부터 외부로 연장되며 일체로 형성되는 두개의 링형 보유돌기(retention pr

otrusions)(240)를 포함한다. 유지돌기(240)는 도 5 및 도 6의 외부접점(20)의 내부 공동(75)과 유사한 크기를 가진

다. 외부접점(20)은 리세스(222)의 내부에 위치되어 내부 공동(75)이 보유돌기(240)와 결합하여 이를 보유하고 후부

쉘(35)의 리세스(222)의 내부에 외부 접점을 유지시킨다.(도 3에 도시됨)

본체부(185)는 제2외벽(205)보다 큰 외경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외벽(205)의 외측으로 연장되며, 제2외벽(20

5)과 일체로 형성되는 삼각형 유지바브(retention barb)(245)를 포함한다. 유지바브(245)는 와샤(32)와 결합되고 유

지벽(215; 도 3에 도시됨)에 대하여 스프링 보유 조립체(30)를 지지되도록 한다. 유지바브(245)는 로킹 칼라(31)가 

화살표 B(도 3에 도시됨)의 방향으로 제2외벽(205)을 따라 슬라이딩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접점(20) 주위에 칼라(

15)가 위치하는 것을 유지한다.

리세스부(190)는 일반적으로 튜브 형상이고, 차의 지붕(미도시)을 통하여 차의 헤드라이너(미도시)까지 하방으로 연

장된다. 리세스부(190)는 갭이 지붕과 본체부(185)사이에 존재하도록 지붕을 통해서 위치되어, 칼라(15)의 후방단부

(37)가 지 붕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라(15)가 화살표 A방향으로 슬라이딩이 가능하게 위치되도록 한다. 도 2의

도전성 중심 소켓(41)은 리세스부(190)의 통로(197) 내측에 슬라이딩이 가능하게 위치되고, 본체부(185)는 유전체 

코어(25; 도 3에 도시됨)의 중공형 코어(27)에 위치된다. 도전성 중심소켓(41)은 도전성 중심소켓(41)으로부터 통로(

197)를 관통하여 자동차의 헤드라이너까지 연장하는 다른 전자부품(미도시)을 포함할 수 있다.

커넥터 체결 조립체(10)는 다수의 이득을 준다. 첫째, 칼라(15)는 결합잭(145)을 유지할 때 유지빔(50)이 원주방향 

외측으로 연장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접점(20)의 유지빔(50)을 둘러싸고 고정시킨다. 그러므로, 결합잭(145

)은 외부접점(20)으로부터 쉽게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커넥터 체결 조립체(10)은 스프링 보유 조립체(30)에 

기초한 스프링과 와샤를 이용한다. 스프링 보유 조립체(30)는 결합잭(145)을 수용하거나 해제시키기 위하여 칼라(15

)가 외부접점(20)를 노출시키도록 슬라이딩 가능하게 위치되도록 하고, 스프링 유지 조립체(30)는 또한 비편향된 칼

라(15)를 외부접점(20) 주위에 견고하게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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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재되었지만, 기술분야의 숙련된 당업자에 의해서 본 발명의 요지로부터 벗어나

지 않고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동등한 것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부가하여, 특정 상황 또는 물질을

그 요지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의 교시에 채택할 수 있도록 많은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

은 개시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첨부된 청구범위의 요지와 일치하는 모든 실시예를 포함하는 것을 의도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세로방향축을 따라 연장하는 커넥터 쉘;

상기 커넥터 쉘에 유지되고, 상기 세로방향축으로부터 반경방향 외측으로 편향가능한 유지빔이 형성된 결합단부를 

갖고, 상기 유지빔은 결합잭을 수용하도록 형상화된 외부접점;

상기 외부접점과 커넥터 쉘 위에 장착되고, 체결위치 및 체결해제위치 사이에서 상기 외부접점에 대해 세로방향축을 

따라서 슬라이딩이 가능한 칼라-상기 칼라는 상기 칼라가 체결위치에 있을 때 상기 유지빔을 둘러싸서 세로방향축으

로부터 상기 유지빔이 반경방향 외측으로 편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위치된 차단면을 갖고, 상기 차단면은 상기 칼라

가 체결해제위치에 있을 때 상기 칼라가 상기 유지빔의 반경방향 외측으로 편향하는 것을 허용하여 결합잭을 수용하

도록 채택되는 위치까지 이동함-;

를 포함하는 체결가능한 전기 커넥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쉘은 일단부에 접점 포획부를 포함하고, 상기 접점 포획부는 링형 리세스에 의해서 둘러싸인 중심챔버를

포함하고, 상기 중심챔버와 링형 리세스는 상기 커넥터 쉘의 일단부 측으로 개방하여 있고, 상기 중심챔버는 유전체 

코어를 수용하고, 상기 링형 리세스는 상기 편향 빔에 마주하는 상기 외부접점의 단부 를 수용하고, 상기 유전체 코어

는 상기 외부 코어의 내부에서 동심원상으로 배열되는 체결가능한 전기 커넥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유지빔은 상기 세로방향축으로부터 반경방향 외측으로 전개되어 상기 외부접점의 주연 주위에서 외측으

로 대면하는 정지면을 결정하는 단부를 갖고, 상기 정지면은 상기 칼라가 상기 체결위치에 있을 때 상기 차단면과 정

렬하고 인접하는 체결가능한 전기 커넥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는 상기 세로방향축을 향해 내측으로 연장하여 상기 차단면을 결정하는 내부 림을 포함하고, 상기 차단면은

상기 칼라의 내경보다 작은 내경을 갖는 체결가능한 전기 커넥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면은 상기 유지빔의 전개된 단부의 외경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경을 포함하는 체결가능한 전기 커넥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쉘의 본체부에 장착된 스프링을 더 포함하고, 상기 스프링은 상 기 칼라의 내부에 보유되고, 상기 스프링

은 상기 체결위치에 있는 칼라를 상기 외부접점에 대해 편향시키는 체결가능한 전기 커넥터.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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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쉘에 유지된 관형 유전체 코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유전체 코어는 상기 세로방향축을 따라서 연장하고 

정렬된 중공형 통로를 포함하고, 상기 유전체 코어는 내부 접점을 수용하고, 상기 내부접점, 외부접점 및 유전체 코어

는 서로 동심원상으로 정렬되는 체결가능한 전기 커넥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빔들은 갭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고 상기 세로방향축 주위에서 링형상으로 정렬되고, 상기 유지빔은 반경방

향 내측으로 클림핑되어 고정 융기부를 형성하는 유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 융기부는 상기 외부접점의 내경보다 

작은 내경을 갖는 체결가능한 전기 커넥터.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접점의 결합단부는 상기 칼라가 체결해제위치에 있을 때 상기 칼라의 외단부를 넘어서 연장하는 체결가능

한 전기 커넥터.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위치에 있는 상기 칼라를 상기 외부접점에 대해 편향시키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체결가능한 전기 커넥

터.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접점에 대해 상기 칼라를 상기 체결위치로 편향시키는 스프링 보유 조립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프링 보

유 조립체는 상기 커넥터 쉘의 주위에 장착된 스프링과, 상기 스프링의 양단부에 위치된 와샤와, 상기 칼라와 상기 커

넥터 쉘 사이에 상기 와샤와 스프링을 유지하도록 상기 칼라의 후방단부의 내부에 견고하게 끼워지는 체결칼라를 포

함하는 체결가능한 전기 커넥터.

청구항 12.
동축 케이블 잭에 결합가능한 체결 커넥터에 있어서,

세로방향축을 따라 연장하는 쉘;

상기 세로방향축을 따라서 동심원상으로 정렬하도록 상기 쉘에 의해 고정된 내부접점 및 외부접점;

상기 내부접점과 외부접점 사이에서 상기 쉘에 의해 고정된 유전체 코어;

상기 외부접점 주위에 설치되고, 체결위치 및 체결해제위치 사이에서 상기 외부접점에 대해 세로방향축을 따라서 슬

라이딩이 가능한 칼라-상기 외부접점은 상기 세로방향축에 대해 횡단방향으로 이동가능하고, 상기 칼라가 상기 체결

위치에 있을 때 상기 외부접점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칼라의 단부를 넘어서 노출되는 상기 횡단방향을 따르는 상기 

외부점점의 이동을 방지하고 상기 칼라가 상기 체결해제위 치에 있을 때 상기 외부접점의 반경방향 외측 이동을 허용

할 수 있도록 상기 칼라는 상기 외부접점을 둘러싸고 있음-;

를 포함하는 체결 커넥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쉘은 상기 쉘의 단부에 개방하는 챔버를 포함하는 접점 포획부를 포함하고, 상기 챔버는 상기 유전체 코어의 일

단부를 고정식으로 수용하는 체결 커넥터.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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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쉘은 상기 세로방향축의 주위에 설치된 링형 리세스를 갖는 접점 포획부를 포함하고, 상기 링

형 리세스는 상기 접점 쉘의 일단부에 개방하고 상기 링형 리세스는 상기 외부접점의 단부를 고정식으로 유지시키는 

체결 커넥터.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접점은 그의 결합단부에 형성된 유지빔을 포함하고, 상기 유지빔은 상기 세로방향축으로부터 반경방향 외

측으로 편향가능하고, 이에 의해서 그 안에 결합접점을 수용하도록 채택되는 체결 커넥터.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쉘과 칼라에 장착된 스프링을 더 포함하고, 상기 스프링은 상기 칼라와 쉘을 상기 체결위치로 편향시키는 체결 

커넥터.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와 쉘을 상기 체결위치로 편향시키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체결 커넥터.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쉘에 대해 상기 칼라를 상기 체결위치로 편향시키는 스프링 보유 조립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프링 보유 조립

체는 상기 쉘의 주위에 장착된 스프링과, 상기 스프링의 양단부에 위치된 와샤와, 상기 칼라와 상기 커넥터 쉘 사이에 

상기 와샤와 스프링을 유지하도록 상기 칼라의 후방단부의 내부에 견고하게 끼워지는 체결칼라를 포함하는 체결 커

넥터.

청구항 19.
세로방향축을 따라 연장하는 커넥터 쉘;

상기 커넥터 쉘에 유지되고, 상기 세로방향축으로부터 반경방향 외측으로 편향가능한 유지빔이 형성된 결합단부를 

갖는 외부접점;

상기 외부접점과 커넥터 쉘의 주위에 장착되고, 체결위치 및 체결해제위치 사이에서 상기 커넥터 쉘에 대해 세로방향

축을 따라서 슬라이딩이 가능한 칼라-상기 칼라는 상기 칼라가 체결위치에 있을 때 상기 유지빔과 정렬하고 상기 유

지빔의 반경방향 외측편향을 차단하도록 위치된 차단면을 갖고, 상기 차단면은 상기 칼라가 체결해제위치에 있을 때 

상기 칼라가 상기 유지빔의 반경방향 외측편향을 허용하는 위치까지 이동함-;

상기 칼라를 상기 커넥터 쉘에 대해 상기 잠금위치로 편향시키는 스프링 보유 조립체;

를 포함하는 체결 전기 커넥터.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쉘은 일단부에 접점 포획부를 포함하고, 상기 접점 포획부는 링형 리세스에 의해서 둘러싸인 중심챔버를

포함하고, 상기 중심챔버와 링형 리세스는 상기 커넥터 쉘의 일단부 측으로 개방하여 있고, 상기 중심챔버는 유전체 

코어를 수용하고, 상기 링형 리세스는 상기 편향 빔에 마주하는 상기 외부접점의 단부를 수용하는 체결 전기 커넥터.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유지빔은 반경방향 외측으로 전개되어 상기 외부접점의 주연 주위에서 외측으로 대면하는 정지면을 결

정하는 단부를 갖고, 상기 정지면은 상기 칼라가 상기 체결위치에 있을 때 상기 차단면과 정렬하고 인접하는 체결 전

기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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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는 상기 차단면을 결정하는 내부 림을 포함하고, 상기 차단면은 상기 칼라의 내경보다 작은 내경을 갖는 체

결 전기 커넥터.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면은 상기 유지빔의 전개된 단부에 의해서 결정된 외경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경을 포함하는 체결 전기 커

넥터.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쉘의 본체부 주위에 장착되고 상기 칼라의 내부에 보유된 스프링을 더 포함하고, 상기 스프링은 상기 커

넥터 쉘에 대해 상기 칼라를 상기 체결위치로 편향시키는 체결 전기 커넥터.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 보유 조립체는 상기 커넥터 쉘의 주위에 장착된 스프링과, 상기 스프링의 양단부에 위치된 와샤와, 상기 

칼라와 상기 커넥터 쉘 사이에 상기 와샤와 스프링을 보유하도록 상기 칼라의 후방단부의 내부에 견고하게 끼워지는 

체결칼라를 포함하는 체결 전기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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