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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두 전자 장치들을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어셈블리에 관한 것이다. 커넥터 어셈블리는 플

러그와 소켓이 상호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접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커넥터 어셈블리의 플러그는 스프링 핀

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포지셔닝 핀을 갖는다. 소켓에는 포지셔닝 핀을 수용할 수 있는 삽입홈을 갖는 포지셔닝 핀 콘

택트를 갖는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커넥터 어셈블리의 적용예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2는 도 1의 커넥터 어셈블리의 분해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커넥터 어셈블리의 부분 단면도;

도 4는 도 3에서 소켓에 플러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접속된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도;

도 5는 도 3에서 소켓에 플러그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접속된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월릿 PC 12 : 톱 하우징

14 : 바텀 하우징 16 : 보드

18 :오프닝 30 : 소켓

32 : 포지셔닝 핀 콘택트 32a : 삽입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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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핀 콘택트 36 :걸림턱

38 : 가이드 홈 40 : 플러그

42 : 포지셔닝 핀 44 : 스프링 핀

46 : 이젝트 버튼 46a : 훅

48 : 가이드 리브 50 : 하우징

60 : 케이블 62 : 접지 배선

64 : 플러스 배선 66 : 시그널 배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커넥터 어셈블리(connector assembly)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두 개의 전자 장치를 상호 전

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어셈블리에 관한 것이다.

월릿 PC(wallet personal computer),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HPC(hand-held personal computer) 등의

휴대형 컴퓨터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모델이 선보이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 휴대

형 컴퓨터들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와 사용이 쉽다는 점에서 노트북 컴퓨터(notebook computer)와

도 비교되고 있다.

이러한 휴대형 컴퓨터는 다른 전자 장치(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및 그 밖의 주변기기)와 서로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

다면 한낱 전자 수첩에 불과하다. 따라서, 휴대형 컴퓨터들은 전자 장치와 상호 정보를 전송하거나, 또는 전자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커넥터 어셈블리를 사용한다. 이 커넥터 어셈블리는 휴대형 컴퓨터들의 기능과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커넥터 어셈블리는 플러그와 소켓으로 구성된다. 상기 플러그는 소켓에 탄성적으

로 접속되는 스프링 핀을 갖는다.

이와 같은 종래의 커넥터 어셈블리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종래 커넥터 어셈블리의 플러그는 상하가 뒤집어진 상태에서도 상기 소켓에 접속이 가능하다. 상기 플러그가 

소켓에 역으로 접속되면 데이터 전송이 안되고 전자 회로에 데미지(damage)가 초래된다는 것을 컴퓨터 엔지니어(en

gineer)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플러그의 앞뒤를 확인한 후

플러그를 소켓에 접속시켜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둘째, 플러그가 소켓에 접속된 상태에서 플러그에 유동이 발생되면, 소켓 콘택트들과 스프링 핀 콘택트들과의 접촉 

불량이 발생된다. 즉, 소켓 콘택트들에 접촉되어 있는 스프링 핀 콘택트들이 움직이면서 그 접촉 위치가 달라지게 되

어 접촉 불량이 일어난다. 예컨대, 이러한 접촉 불량이 휴대형 컴퓨터와 전자 디바이스 사이의 데이터 전송 중에 발생

되는 경우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플러그가 소켓에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접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

넥터 어셈블리 및 이 커넥터 어셈블리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소켓에 접속

된 플러그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넥터 어셈블리 및 이 커넥터 어셈블리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특징에 의하면, 커넥터 어셈블리는 제 1 , 제 2 전자 장치들 간의 상호 전기적

인 접속을 위한 커넥터 어셈블리에 있어서, 제 1 전자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플러그와, 제 2 전자 장치에 접속되어 있

는 소켓과, 상기 플러그가 설치되는 플러그 하우징을 포함하되; 상기 플러그는 탄력성의 복수의 제 1 핀들과, 상기 제 

1 핀들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된 비탄력성의 제 2 핀을 구비하고, 상기 소켓은 상기 제 1 핀들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복수의 제 1 핀 콘택트들과; 상기 플러그와 상기 소켓이 상호 올바른 방향으로 접속될 때 상기 제 2 핀을 수용

할 수 있는 삽입홈을 갖는 제 2 핀 콘택트를 구비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서 상기 소켓은 상기 핀 콘택트가 설치된 소켓의 양측면에 각각 형성된 가이드 홈을 부가하고; 그

리고 상기 플러그는, 상기 플러그의 양측면으로부터 돌설되고, 상기 소켓에 접속될 때 상기 가이드 홈에 끼워지는 가

이드 리브를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서 상기 소켓은 양측에 각각 형성된 걸림턱을 부가하고; 그리고 상기 플러그는 상기 플러그 하우

징에 설치되고 상기 플러그가 상기 소켓에 접속된 상태에서 임의로 분리되지 않도록 상기 걸림턱에 걸려 결합되는 이

젝트 부재를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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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본 발명에서 상기 제 2 핀은 전원 배선들(접지 배선과 플러스 배선)중 어느 하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제 1 핀들은 상기 전원 배선들중 다른 하나와 시그널 배선들이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서 상기 제 1 , 제 2 전자 장치중 적어도 하나는 컴퓨터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커넥터 어셈블리에서, 플러그와 소켓에 각각 제 2 핀과 이와 대응되는 삽입홈을 갖는 제 2 핀 콘택

트를 구비함으로써, 상기 플러그와 소켓이 상호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접속될 때 상기 제 1 핀들은 상기 제 1 핀 콘

택트들에 접속되지 않는다. 또한, 가이드 리브와 가이드 홈을 구비함으로써, 플러그가 소켓에 접속된 상태에서 유동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커넥터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도면들에 있어서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 번호가 병기되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커넥터 어셈블리를 월릿 PC에 적용한 예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커

넥터 어셈블리와 월릿 PC의 구성을 보여주는 분해 사시도이다. 도 3은 플러그와 소켓이 장착된 부분의 부분 단면도

이다.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넥터 어셈블리는 플러그(40), 소켓(30), 플러그 하우징(50) 그리고 이젝트 버

튼(eject button;46)으로 구성된다. 월릿 PC(10)은 톱 하우징(12), 바텀 하우징(14) 그리고 보드(16)으로 구성된다. 

상기 보드(16)는 상기 톱 하우징(12)과 바텀 하우징(14)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내부공간에 설치된다. 물론, 도시

되지 않았지만, 상기 내부공간에는 월릿 PC(10)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전자 디바이스들(electronic devices)

과 전원 장치 등 이 설치된다.

상기 플러그(40)는 복수의 제 1 핀들(이하 '스프링 핀들'이라 함;44)과 제 2 핀(이하 '포지셔닝 핀'이라 함;42)을 갖는

다. 상기 스프링 핀들(spring pins;44)은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상기 소켓에 접속되는 통상적인 핀 구조

로 이루어진다.(도 3참조).

상기 포지셔닝 핀(positioning pin;42)은 상기 플러그(40)에 고정되어 있다. 상기 포지셔닝 핀(42)은 상기 스프링 핀

들(44)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포지셔닝 핀(42)는 플러그와 소켓 간의 연결

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상기 스프링 핀들(44)이 핀 콘택트들에 접촉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을 이격시킬 수 있는 만큼

의 길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포지셔닝 핀(42)은 소켓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핀의 기능과 플러

그가 소켓에 올바르게 접속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주는 기능 그리고 플러그와 소켓간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플

러그의 스프링 핀들이 소켓의 핀 콘택트들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톱퍼(stopper) 기능을 갖는다. 상기 플러그(4

0)는 플러그 하우징(50)에 장착된다. 이때, 상기 스프링 핀들(44)과 포지셔닝 핀(42)의 핀들을 플러그 하우징(50) 외

부에 위치된다.

상기 소켓(30)은 월릿 PC(10)의 보드(16)에 장착된다. 하지만, 상기 소켓은 월릿 PC에만 한정되어 설치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소켓(30)은 상기 바텀 하우징(14)의 일면에 형성된 오프닝(opening;18)을 통해 외부

로 노출되도록 위치된다. 상기 소켓(30)에는 제 1 핀 콘택트들(이하 '핀 콘택트들'이라 함;34)과 제 2 핀 콘택트(이하 '

포지셔닝 핀 콘택트'라 함;32)가 설치된다. 상기핀 콘택트들(pin contacts;34)은 상기 스프링 핀들(44)과 각각 대응되

도록 설치된다. 이 핀 콘택트들(34)은 상기 플러그(40)가 소켓(30)에 접속될 때 상기 스프링 핀들(44)과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포지셔닝 핀 콘택트(positioning pin contact;32)는 상기 포지셔닝 핀(42)과 대응되도록 설치된다. 이

포지셔닝 핀 콘택트(32)의 일면에는 삽입홈(32a)이 형성된다. 이 삽입홈(32a)은 상기 플러그(40)가 소켓(30)에 올바

른 방향으로 접속될 때 상기 포지셔닝 핀(42)이 삽입되어 접속되도록 형성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커넥터 어셈블리에 있어서 상기 포지셔닝 핀(42)과 포지셔닝 핀 콘택트(32)는 상기 플러그(40)

가 소켓(30)에 역방향으로 접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커넥터 어셈블리의 플러그(40)는 케이블(예컨대, RS232C 케이블;60)과 전기적

으로 연결된다. 상기 케이블(60)은 다른 전자 장치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RS232C란 직렬포트를 사용한 컴퓨

터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관한 미국 전자공업 협회가 추천하는 표준이다.) 하지만, 본 발명의 커넥터 어셈블리는 이 R

S232C 케이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케이블(60)에는 6개의 시그

널 배선들(66)과 2개의 전원 배선(접지 배선(62), 플러스 배선(64)들을 갖는다. 상기 6개의 시그널 배선(66)과 플러스

배선(64)은 정해진 각각의 스프링 핀들(44)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나머지 접지 배선(62)은 상기 포지셔닝 핀(42)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커넥터 어셈블리는 7개, 8개 또는 그 이상의 스프링 핀과 이에 대응되는 핀 콘택트들(34)

을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커넥터 어셈블리에서 상기 소켓에 접속된 플러그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기 

플러그(40)의 양측면에는 가이드 리브(guide rib;48)가 형성된다. 이 가이드 리브(48)는 상기 플러그(40)가 소켓(30)

에/으로 접속/착탈되는 방향으로 돌설된다. 이 가이드 리브(48)는 상기 플러그(40)가 소켓(30)에 접속될 때 소켓(30)

의 가이드 홈(guide recess; 38)에 끼워진다(도 4 참조). 이 가이드 홈(38)은 소켓(30)의 양측에 형성된다.

한편, 이젝트 버튼(46)은 상기 플러그 하우징(50)의 좌우에 각각 설치된다. 이젝트 버튼(46)은 상기 플러그(40)가 월

릿 PC(10)의 소켓(30)에 접속된 상태로부터 임의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이젝트 버튼(46)의 끝단에는 훅

(hook;46a)이 형성된다. 이 훅(46a)은 상기 소켓(30)의 양측에 형성된 걸림턱(36)에 체결된다. 이 훅(46a)은 상기 걸

림턱(36)의 내면과 접촉되는 방향으로 돌출되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는 도 3에서 소켓에 플러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접속된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상기 플러그 하우징(50)을 손으로 잡고 소켓(30)쪽으로 밀어 넣는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포지셔닝 핀(42)

은 상기 삽입홈(42a)에 삽입되어 포지셔닝 핀 콘택트(32)에 접속된다. 그리고 상기 스프링 핀들(44)은 각각의 대응되

는 핀 콘택트들(34)에 접속된다. 상기 핀 콘택트에 접속된 스프링 핀들(44)의 핀들은 내부 로 밀려들어 가면서 스프링

을 압축시킨다. 이 압축된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서 상기 핀들은 핀 콘택트에 탄력적으로 접속된다. 그리고 상기 이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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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버튼(46)의 훅(46a)은 상기 플러그(40)가 소켓(30)에 완전히 접속되었을 때 상기 걸림턱(36)에 걸린다. 상기 플러

그(40)는 이 훅(46a)에 의해서 소켓(30)으로부터 임의로 이탈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기 가이드 리브(48)는 상기 가이

드 홈(38)으로 삽입된다. 그리고 플러그(40)의 중심을 기준으로하여 가이드 리브(48)의 안쪽면은 가이드 홈(38)의 내

벽(38a)에 맞닿게 된다. 따라서, 플러그(40)는 소켓(30)에 접속된 상태에서 유동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상기 플러그(40)를 상기 소켓(30)으로부터 착탈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상기 플러그 하우징(50)

의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이젝트 버튼을 두 손가락으로 누른다. 그러면 상기 이젝트 버튼의 훅(46a)이 안쪽으로 이동

되면서 상기 걸림턱(36)에 걸린 상태에서 해제된다. 즉, 상기 이젝트 버튼(46)을 누른 상태에서 상기 플러그 하우징(5

0)을 잡고 당기면 상기 소켓(30)으로부터 착탈된다.

도 5는 도 3에서 소켓에 플러그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접속된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뒤집어진 플러그(40)는 소켓(30)에 완전한 접속이 불가능하다. 상기 포지셔닝 핀(42)은 포

지셔닝 핀 콘택트(32)에 위치하지 않고 정 반대의 핀 콘택트(34)에 위치된다. 이 포지셔닝 핀(42)은 상기 핀 콘택트(3

4)에 접속되지만, 삽입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젝트 버튼(46)의 훅(46a)도 상기 걸림편(36)에 결합되지 않는다. 따라

서, 다른 스프링 핀들(44)은 포지셔닝 핀 콘택 트(32)에 삽입홈(32a)에 삽입되지 못한 포지셔닝 핀(42)에 의해서 상기

소켓(30)의 상기 핀 콘택트들(34) 간의 전기적인 접촉이 생기지 않는다. 한편, 포지셔닝 핀(42)은 소켓(30)에 접속되

더라도 보드(16)의 전자회로에 데미지를 초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포지셔닝 핀(42)에는 접지 배선(62)이 연결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커넥터 어셈블리는 플러그(40)가 소켓(30)에 역으로 접속하려 해도 그 결합

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플러그(40)가 소켓(30)에 올바르지 않게 접속되고 있는 사실을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고안을 적용하면 플러그가 소켓에 반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그와 소켓간

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 플러그의 스프링 핀들과 소켓의 핀 콘택트들 간의 전기적인 접촉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오접촉으로 인한 전자장치의 전자회로에 전기적인 데미지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켓에 접속된

플러그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커넥터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커넥터 어셈블리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전자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플러그와, 제 2 전자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소켓과, 상기 플러그가 설치되는 플러그 

하우징 및 상기 플러그 하우징에 설치되고 상기 플러그가 상기 소켓에 접속된 상태에서 임의로 분리되지 않도록 상기

소켓의 결합되는 이젝트 부재를 구비한 전자 장치들 간의 상호 전기적인 연결을 위한 커넥터 어셈블리에 있어서 :

상기 플러그는 탄력성의 복수의 제 1 핀들과, 상기 제 1 핀들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된 그리고 비탄력성의 제 2 핀

을 구비하고,

상기 소켓은 플러그가 소켓에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될 때 상기 제 1 핀들과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제 1 핀 콘택트들과,

상기 제 2 핀이 삽입되어 접촉되는 삽입홈을 갖는 제 2 핀 콘택트를 구비하고,

상기 소켓은 상기 제 1 , 2 핀 콘택트가 설치된 소켓의 양측면에 각각 형성된 가이드 홈을 부가하고; 상기 플러그는, 

상기 플러그의 양측면으로부터 돌설되고, 상기 소켓에 접속될 때 상기 가이드 홈에 끼워지는 가이드 리브를 부가적으

로 포함하며,

상기 제 2 핀은 상기 플러그와 소켓간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 상기 제1핀들과 상기 제1핀 콘택트

를 간의 전기적인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이격시킬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어셈블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핀은 접지 배선 또는 플러스 배선 중 어느 하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제 1 핀들은 상기 접지, 플러

그 배선 중 다른 하나와 시그널 배선들이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어셈블리.

청구항 3.
제 1 내지 제 2 항 중에서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 제 2 전자 장치중 적어도 하나는 컴퓨터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어셈블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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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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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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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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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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