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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클립(210)을 사용하는 한쌍의 간단한 커넥터 (10)을 함께 결합함으로써 
구성되는 복식 커넥터(300)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간단한 커텍터는 잭 리셉터클(40)으로 상호 잠그기 위
한 래치(12)를 포함하고, 각각의 간단한 커넥터는 향된 측면위에서 한쌍의 핀 수용 구멍(103-104,163-
164)을 포함한다. 각각의 클립은 상기 한쌍의 간단한 커넥터내로 억지끼워 맞추어지는 2개의 서로 다른 
영역의 각각에서 서로 다른 직경을 가지고 한쌍의 실린더 핀(203-204,264-264)을 구비하는 제1평면 구조
체(211)를 포함한다. 하나의 형상에서, 단일 클립(210)은 수평으로 적충된 복식 커넥터(300)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쌍의 간단한 커넥터를 함께 병렬로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형상에서, 제2평면 구조체(212)
는 스낵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2개의 래치(12)를 동시에 편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구조체의 상부 모서
리 (214)에 피봇가능하게 부착된다. 다른 형상에서, 한쌍의 클립(510)은 수직으로 적충된 복식 커넥터
(500)를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의 상부위에 다른 것을 함께 상기 간단한 커넥터를 결합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형상에서,  안티-스낵(anti-snag)  형상이 래치에 인접된 각각의 커넥터위에 장착된 외팔보 트리거
(trigger; 130)에 의하여 제공된다.

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안티-스낵의 복식 커넥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복식(duplex) 클립을 거쳐서 복식 커넥터로 조립되려고 하고, 래치와 안티-스낵 트리거를 각각 
구비하는 단식 한쌍의 광학 커넥터를 도시하는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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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잭 리셉터클내로 장착된 복식 커넥터의 사시도.

제3도는 제1도에 도시된 방법으로 조립된 복식 커넥터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제4도는 제1도에 도시된 방법으로 조립된 복식 커넥터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제5도는 안티-스택 트리거를 각각 포함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를 함께 결합함으로써 형성되는 복식 커넥
터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제6도은 안티-스택 트리거를 포함하는 단식 광학 커넥터의 결합 구성품의 전개 사시도.

제7도는 제6도에 도시된 커넥터용 하우징의 전방, 평면 및 우측면에서 본 사시도.

제8도는 제6도에 도시된 커넥터용 하우징의 단면도.

제9도 내지 제12도는 제1도 내지 제4도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복식 클립의 다양한 것을 도시하는 
도면.

제13도 내지 제16도는 제5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사용되는 복식 클립의 다양한 것을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10 : 단식 광학 커넥터                           30 : 케이블

120 : 래치                                           130 : 트리거

140 : 페럴                                           210 : 복식 클립

211 : 제1평면 구조체                           212 : 제2평면 구조체

400 : 안티-스낵 복식 커넥터                 500 : 수직으로 적충된 복식 커넥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1994년 7월 29일에 출원되고 제이. 엠. 앤더선(J.M.Anderson) 등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출원번
호 08/265,291와; 본 출원과 동시에 출원되고 알.램퍼트( N.P.Lampert) 등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출원번호 
08/520,808 와 관련된 것이다. 본 발명은 한쌍의 단식 커넥터를 병렬관계로 결합함으로써 조립되고 와이
어와 케이블의 집중 영역을 통하여 후방으로 밀릴 때 스낵을 방지하는 복식 커넥터에 관한 것이다.

모뎀, 전화, 팩시밀리 기계등과 같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사용하는 전화 스위칭 사무실과 회사는 
전기 또는 광학 케이블로써 상기 장치를 상호연결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상기 케이블은 다수의 비
슷한 케이블을 포함하는 덕트 또는 관통부내에 있게 된다. 각각의 케이블은 상호연결 방법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플러그내에 종결된다. 상기 장치가 체될 때 또는 새로운 상호연결부가 요구될 때, 이들 케이
블은 덕트로 부터 제거되는 다른 것에 의하여 제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덕트에 케이블을 부가하는 것
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닌 반면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질적으로, 제거는 커뮤니케
이션장치로 부터 풀러그를 분리하여, 상기 덕트를 통하여(즉, 결합 케이블에 의하여) 이것을 후방으로 밀
게 함으로써 성취된다. 상기 케이블로 부터 플러그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그는 
다른 케이블이 가압될  때 이 케이블을 스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유선형으로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와이어의 혼란을 통하여 낚시바늘 형상의 플러그를 가압함으로써 결합되는 어려움을 갖지만; 커뮤
니케이션 산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플러그가 상기 방법으로 형성된다. ('RJ형' 플럭그로 공지되어 있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기 플러그는 모든 전화에 사용되고 에드윈 씨. 하드스티(Edwin C. Hardesty)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3,860,316호를 포함하는 많은 특허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플러그가 비싸지 않고 신
뢰성있게 작동되며 작동이 직감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들 플러그는 고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
고 있다.

RJ 형 플러그는 결합된 잭과 상호잠금하기 위하여 록킹태브(이후에는 '외팔보 래치' 또는 '래치'로 언급
함)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상기 래치는 상기 무모한 목적으로 디자인될지라도 와이어와 케이블의 집중된 
영역을 통하여 후방으로 가압될 때 다른 와이어와 케이블을 스낵한다. 상기 어려움은 모듈식 플러그의 사
용이 증가되는 사실(지금은 상기 플러그가 높은 속도의 전기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에 의하여 가속화된다. 오늘날, 광학 플러그는 동일하고 일반적인 스타일로 설계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상기 '스낵깅(snagging)'의 문제점을 플러그의 후방단부에서 한쌍의 경사진 측벽을 포
함함으로써 극복된다. 상기 형상은 '스낵리스(snaggless)' RJ-445 플러그에서 AT＆T 로 부터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미국특허 제4,611,875호에 도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상기 측벽은 래치의 자유단부보다 
더 클 필요가 있고, 결합된 리셉터클로 부터 플러그를 분리하기 위하여 하향으로 편향되어야만 한다. 상
기 측벽이 서로 매우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래치를 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은 어렵다.

커뮤니케이션 장치에서, 한쌍의 각 전달 매체와 연결을 확실하게 하고, 이들이 정확하게 위치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전달 매체가 전달 데이터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수신 데이터로 사용된다. 광학 시스템에서, 정확한 정렬이 필수적이고 각 광학섬유를 
정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편리함을 위한 요구는 2개의 광학섬유와 이것을 정렬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
는 복식 광학 커넥터를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4,787,706호는 한쌍의 버퍼된(bu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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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섬유를 포함하는 케이블을 종결하기 위한 복식 광학섬유 커넥터를 기재하고-- 여기에서, 상기 버퍼된 
광학섬유 각각은 페럴(ferrule)과 스프링이 로드된 베이스 부재를 포함하는 섬유유지 조립체내에 유지된
다. 

상기 섬유유지 조립체는 항하는 리셉터클과 상호잠금하기 위하여 2개의 가요성으로 성형된 플라스틱 축
부아암을 포함하기 위하여 형성된 공통의 하우징내에 내장된다. 상기 하우징은 다른 광학섬유 커넥터와 
상호연결할 동안에 극성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상세부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커넥터가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것은 연결장치의 족속이 요구되고 단일(단식) 커넥터용으로 설계된 장
치와는 상호연결되지 않는다.

미국 특허 제4,953,929호는 2개의 단식 커넥터를 함께 결합함으로써 구성되는 복식 커넥터에 하여 기재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된 단식 커넥터는 RJ형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스낵깅 문제점이 발생된다.

요구되는 것 그리고 겉보기에는 종래기술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한쌍의 RJ혈의 단식 커넥터로 구성되
고 와이어와 케이블의 집중영역을 통하여 후방으로 가압될 때 스낵깅을 방지하는 복식 커넥터이다. 바람
직하기로는, 상기 복식 커넥터는 값이 싸고 조립이 쉬우며 유사한 커넥터의 조밀한 어레이(array)에서 장
착될 때 수동으로 작동하기가 용이해야만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종래기술의 상술된 문제점은 복식 커넥터를 형성하기 위하여 복식 클립과 함께 한쌍의 단식 커넥터
를 결합히기 위한 장치에 의하여 극복된다. 각각의 단식 커넥터는 잭 리셉터클내로 삽입되기 위한 플러그 
단부와 전달 매체를 포함하는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케이블 입구 단부를 가진다. 각각의 단식 커넥터는 
잭 리셉터클과 상호잠금하기 위하여 상측부 표면위에 장착된 래치를 구비한 직사각형상이다. 각각의 단식 
커넥터는 왼쪽과 오른쪽 면위에서 하나 이상의 핀 수용구멍을 부가로 포함한다.

상기 복식 클립은 단식 커넥터의 핀 수용 구멍내로 억지끼움되는 하나 이상의 핀을 가지는 제1평면 구조
체를 포함한다. 상기 복식 커넥터는 단식 커넥터위에서 래치를 결합하도록 채택된 하나 이상의 외팔보 부
재를 포함하는 안티-스낵 형상을 가진다.

도시된 일실시예에서, 상기 안티-스낵 형상은 복식 클립내로 형성되고 제1평면 구조체의 상부 모서리에 
피봇가능하게 부착된 제2평면 구조체를 포함한다. 상기 제2평면 구조체는 사용자가 2개의 단식 커넥터 위
에서 래치를 동시에 수동으로 편향시키도록 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단식 커넥터는 제1평면 구조체의 
향 측부의 한쌍의 실린더형 핀을 가지는 복식 클립에 의하여 병렬 어레이로 함께 결합된다.

도시된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안티-스낵 형상은 단식 커넥터 그 자체내에 형성되고, 상기 단식 커넥터 
각각은 커넥터의 케이블 입구단부를 향하여 위치된 고정 단부와, 상기 외팔보 래치를 결합하도록 채택된 
자유단부를 가진 상부측 표면위에 장착된 외팔보 트리거를 포함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단식 커넥터는 한
쌍의 복식 클립에 의하여 저부측 표면을 따라 함께 결합됨으로써, 하나의 래치와 트리거 쌍은 복식 커넥
터의 2개의 향축부 각각의 위에 위치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제1도는 단일의 복식 클립(210)을 가진 단식 광학 커넥터(10)의 쌍을 함께 결합함으로써 형성되는 안티-
스낵의 복식 커넥터(300)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각각의 단식 커넥터는 광학 케이블(30)을 
종결하고, 케이블(30)내에서 광학섬유 전달매체를 보호하고 상기 섬유위에 부가될 수 있는 최소의 곡률반
경을 제한하는 굽힘이 제한되는 응력제거 부트(20)를 포함한다. 커넥터(10)는 잭 리셉터클내로 삽입되는 
플러그 단부(12)와, 상기 광학케이플을 수용하는 케이블 입구 단부(13)를 포함한다. 광학연결부는 예를 
들면, 페럴 또는 광학원 또는 검출기와 같은 장치와 정밀하게 정렬되는 다른 페럴의 단부면에 향하여 
상기 페럴(40)의 단부면을 향접착시킴으로써 구성된다. 상기 커넥터(10)의 외측면은 부주위한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잭 리셉터클에 커넥터를 고착하기 위한 래치(12)를 포함한다. 래치(12)는 커넥터내로 성
형되어 커넥터의 중심축(101;  도 8  참고)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승 및 하강하도록 하는 '리빙 힌지(li 
ving hinge)'를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트리거(130)는 커넥터내로 성형되어 커넥터의 중심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승 및 하강하
도록 하는 리빙 힌지를 포함한다. 래치(120)와 트리거(130)는 커넥터의 중심축을 포함하는 동일면에 있는 
종방향축을 가지는 외팔보 비임이다. 상기 외팔보 비임 각각은 고정단부(125,135)와 자유단부(124,134)를 
포함하고; 상기 자유단부는 서로 교차되도록 정렬된다. 트리거(130)가 가압될 때, 이것의 자유단부(134)
는 잭 리셉터클(제2도 참고)으로 부터 상기 커넥터(10)를 해제하기 위하여 래치(120)의 자유단부와 결합
된다.  상기 트리거(130)의 자유단부가 래치(120)의 자유단부위에 위치됨으로써, 상기 트리거가 가압될 
때 이것의 자유단부(134)는 래치의 자유단부(124) 위로 미끄럼운동하여 이것을 하향으로 가압한다. 트리
거(130)는 커넥터의 중심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매우 좁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커넥터가 조밀
한 어레이의 병렬로 위치될 때, 각각의 트리거는 인접된 트리거로 부터 최소의 간섭으로 수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보다 중용한 것은, 상기 트리거(130)는 와이어와 케이블의 집중영역을 통하여 후방으로 가압될 
때(케이블(30)에 의해) 스낵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사가 진다.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복식 클립(210)은 수평으로 적충된 복식 커넥터(3 00)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
로 병렬로 상기 단식 커넥터(10)를 결합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복식 클립은 서로에 하여 평행하지만 구
조체(211)의 평면에 수직으로 연장되는 핀을 포함하는 제1평면 구조체(211)를 포함한다. 이들 핀은 단일 
유닛으로 결합힉 위하여 단식 커넥터의 좌측 및 우측면에서 핀 수용구멍내로 억지끼움 맞춤으로 된다. 복
식 클립(210)은 제1평면 구조체(211)에 피봇 가능하게 부착되고 이것에 수직인 제2평면 구조체(212)를 부
가로 포함한다. 상기 제2평면 구조체(212)는 상기 단식 커넥터(10) 각각의 위에 있는 래치(120)를 결합하
고 이들을 하우징의 중심축(101)을 향하여 편향하도록 위치된다(제8도 참고).

상기 제2평면 구조체(212)는 안티-스낵 트리거(130)를 포함하지 않는 복식 커넥터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가 있는 상태에 특히 유용하다. 상기 상태는 제4도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의 단식 커넥터(15)는 래치(120)를 포함하지만, 안티-스낵 트리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식 커넥터(15)는 

11-3

1019960034573



공통의 평면 구조체(211)의 향측부에 부착되고 그곳으로 부터 연장되는 핀에 의하여 함께 유지된다. 상
기 핀은 단식 커넥터(15)의 왼쪽과 오른쪽 면에서 보조 구멍과 향된다. 상기 발생된 복식 커넥터(400) 
위의 래치(120)는 결합된 케이블(30)에 의하여 밀려질 때 스낵깅을 방지하는 복식 커넥터(400)의 방법으
로 평면 구조체(211)에 피봇 가능하게 부착된 고정단부를 가진 외팔보인 구조체(212)에 의하여 스낵깅이 
방지된다. 리셉터클로 부터 상기 커넥터(44)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가압할 때 외팔보(212)에 직접 
결합된다. 따라서, 제4도는 안티-스낵 복식 커넥터(400)를 구성하기 위하여 안티-스낵 트리거를 포함하지 
않는 단식 커넥터(15)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제3도은 복식 클림(210)은 안티-스낵 복
식 커넥터(300)를 구성하기 위하여 안티-스낵 트리거(130)를 포함하는 단식 커넥터(101)로 사용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에서, 각각의 단식 커넥터는 단지 4.6×4.6mm의 푸트프린트(footprint; 단면적 크
기)를 가지고, 상기 다수의 커넥터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팩트한 어레이에서 그룹으로 될 수 있
다. 여기에서, 3개의 4중통신(quadruplex) 잭 리셉터클이 도시되고, 이들 각각은 4개의 단식 커넥터까지 
수용한다. 복식 클립(210)은 한쌍의 단식 커넥터가 단식 커넥터를 수용하도록 채택되게 설계된 캐비티
(460) 내로 결합되는 복식 커넥터(300)를 형성하기 위하여 병렬 어레이로 함께 결합되도록 한다.

그러나, 복식 커넥터가 삽입될 때, 각각의 립셉터클(40)은 특정 배향에서 결합되도록만 하는 특징을 포함
한다. 예를 들면, 포스트(462)는 제5도에도시되고 수직으로 적충된 복식 커넥터의 특정 배향을 배제하는
데 사용되고; 상기 리세스(461)는 제3도과 제4도에 도시되고 수평으로 적충된 복식 커넥터의 특정 배향을 
배제하는데에 사용된다.

상기 립셉터클(40)의 전방측은 평탄한 패널(200)을 통하여 돌출되는 것이 도시된다. 립셉터클(40)은 개구
를 통하여 패널(200)의 좁은 단부를 가압함으로써 패널(200)의 직사각형 개구내에 장착된다. 상기 립셉터
클은 래치(410)에  의하여 유지되고,  래치를 스퀴징(squeezing)하고  상기  패널(200)을  향하여 립셉터클
(40)을 가압함으로써 패널로 부터 제거될 수 있다.

복식 커넥터의 또 다른 실시예는 제5도에 도시되고, 여기에서 한쌍의 클립(5 10)은 수직으로 적충된 복식 
커넥터(500)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것의 상부 위에 하나를 함께 광학의 단식 커넥터(10)를 결합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형상에서, 안티-스낵 형상은 래치(120)에 부착된 단식 커넥터위에 장착된 외팔보 트리거
(130)에 의하여 제공된다. 복식 커넥터(500)은 클립(510)과 포스트(462) 사이의 간섭으로 인하여 측부중
의 하나에 부착된 클립(510)으로서 리셉터클(40; 제2도 참고)내로 단지 삽입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
이, 포스트(462)는 정확한 극성화를 보장하는데 사용된다 (즉, 복식 커넥터(500)는 4중통신의 잭 리셉터
클(40)의 정확한 캐비티(46)내로 삽입되는 것을 보장된다.)

제6도은  결합  구성품을  도시하고  안티-스낵  트리거를  포함하는  단식  광학  커넥터의  전개사시도이다. 
특히, 제6도은 하우징(110), 커버(100) 및, 페럴(140), 베이스 부재(150) 및, 상기 베이스 부재에 하여 
배치된 스프링(160)을 포함하는 섬유 유지 구조체를 구비하는 커넥터(10)의 상세한 구성을 설명한다. 상
기 섬유 유지 구조가 2편의 조립체로 도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편의 유닛이 될 수 있다. 하우징(110)은 
섬유 유지 구조체를 수용하기 위하여 이것의 전방단부에서 제1캐비티(114)를 가지며, 응력 제거 부트(20) 
위에서 플랜지(25)를 수용하기 위하여 후방단부에서 제2캐비티(112)를 구비하는 U자형 구조체이다. 상기 
커버(100)는  섬유  유지  구조체와 플랜지가 그곳에 장착된 이후에 상기  하우징(110)에  결합된다. 커버
(100)는  하우징(110)위에서 향된 스냅 형상(116-118)과  상호잠금되는 스냅형상(106-108)를  포함한다. 
일단 함께 록크되면, 상기 커넥터의 전방단부는 커넥터를 수용하도록 형성된 리셉터클(40; 제2도)내로 결
합되는 일반적으로 사각형상이다. 상기 커넥터(10)는 광학 케이블(30)을 수용하는 케이블 입구단부(13)의 
제1개구(119)와, 상기 섬유운반 구조체의 단부면이 관통하여 돌출하도록 하는 플러그 단부(12)에서의 제2
개구(111)를 포함한다. 이들 개구(111,119)는 각각 개비티(114,112)내로 연장되어 커넥터(10)의 향단부
에 위치된다. 하우징 부재(100,110)는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열가소성 물질로 성형된다. 상기 래치(12
0)와 트리거(130)는 하우징(110)내로 성형된다.

원통형 페럴(14)은 베이스 부재(150)의 향 개구내에 유지된다. 압축 스프링( 160)은 베이스 부재의 후
방부를 둘러싸고, 동시에 캐비티(114)의 내부면(115)과 플랜짐(152)의 후방부에 하여 가압된다. 플랜지
(152)의 전방부의 챔퍼된 면(151)은 6개의 서로 다른 안정된 위치중 하나에서 상기 하우징(110)내에서 상
기 베이스 부재(15)를 선택적으로 시트하기 위하여 캐비티(114)내의 경사진 표면(113)내에서 협력한다. 
압축 스프링(16)은 개구(111)를 통하여 페럴(14)의 단부면을 가압한다. 

상기 페럴은 광학 섬유의 단부를 수용하기 위하여 중심축을 통하여 좁은 통로(직경이 126㎛)를 가지는 유
리, 금속,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실린더가 될 수 있다. 상기 페럴은 약 1.25mm의 외경과 약 7.0mm 의 길
이를 가지는 것이 양호하다. 광학 케이블 (30)의 구성에서, 얇은 유리섬유가 보호를 위하여 2개 층의 자
외선 경화 물질(예를 들면 폴리아크릴레이트)로 피복된다. 그 다음, 상기 피복된 섬유는 섬유 버클링(buc 
kling)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열가소성으로 피복되며, 이것은 버퍼된 섬유(33)으로 언급
된다. 상기 버퍼된 섬유를 파열시킬 수 있는 인장력을 견디기 위하여, 상기 케이블은 버퍼된 섬유를 둘러
싸는 인장 부재(32)의 형태로 로드 유지부로 구성된다. 아라미드 실과 같은 높은 인장력의 길고 가는 중
합체 섬유는 상기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다. 

예를 들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를 포함하는 외부자켓(31)은 광학 케이블(30)의 구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버퍼된 섬유와 강성부재를 둘러싼다. 서로 다른 물질의 층은 페럴(40)내로 삽입되기 전에 유리섬유의 단
부로 부터 모두 벗겨진다. 접착제는 페럴(40)의 중심축을 통하여 통로내로 분사된다. 그 다음, 상기 광학 
섬유의 피복되지 않은 부분은 페럴의 통로내로 삽입되어 접착부착된다. 상기 스프링(160)은 케이블를 가
진 페럴/베이스 부재 보조조립체(140/150) 위에 미리 가압되어, 하우징(110)내로 삽입된다. 

또한, 상기 케이블(30)의 강성부재(32)는 응력 릴리프 부트(20)의 플랜지 (25) 주위에서 뒤로 접혀져서 
그곳에 접착제가 적용된다. (상기 커넥터에 강성부재를 결합하기 위한 적절한 접착제는 히솔(Hysol) 151-
-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2부분의 에폭시이다.) 그 다음, 프랜지(25)는 하우징(110)의 후방단부에서 캐비티
(112)내로 가압됨으로써 케이블 자켓(31)과 강성부재(32)는 플랜지와 캐비티(112)의 측벽사이에 '샌드위
치'된다. 커버(100)는 상기 하우징위에 스냅된다. 10 파운드 이상의 축방향 끌어당기는 힘이 케이블(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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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될 때 케이블(30)은 커넥터(10)에 부착되게 된다.

응력 릴리프 부트(20)는 약 38mm 길이이며 적절히 유연한 물질로 부터 제조되므로, 이것의 후방부는 중심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굽혀질 수 있다. 상기 응력 릴리프 부트는 향상된 엘라스토머 시스템, LP로 부터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Santoprene
R
 엘라스토머와 같은 열가소성 고무로 제조된다. 응력 릴리프 부트(20)

는 동심으로 형성되고, 일단부(22)에서 약 5,6mm의 최  직경으로 부터 다른 단부(24)에서 약 3.0mm의 최
소직경까지 테이퍼진다. 상기 부트(20)는 케이블(30)용 응력 릴리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기 케이블
은 유리섬유에 부가되는 적절치 않는 응력이 없이 상호 연결한 다음 반복된 굽힘을 견딜 수 있다.

래치(120)는 집중된 영역을 통하여 가압될 때 다른 와이어와 케이블 스낵하지 않고, 트리거(130)가 상기 
스낵깅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트리거(130)는 래치(120)를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용
하기에 보다 용이하게 한다. 도 7과 도 8에서, 래치(120)와 트리거(130) 사이의 협력관계가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도 7은 하우징(110)의 전방, 평면 및, 우측 사시도이고; 도 8은 하우징의 단면도이다. 측부하
중이 커넥터에 적용될 때, 하우징(110)은 광학 커넥터(10)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합된 잭 
리셉터클내에서 개향 리세스(461; 제2도)와 협력하는 강화 릿지(161)를 포함한다. 유사한 강화 릿지(10
2)가 상기 목적을 위하여 커버(100; 제6도 참고)의 측부내로 성형된다.

구멍(163,164)는 복식 또는 보다 높은 등급의 조립체에서 다른 광학 커넥터에 쉽게 결합될 수 있도록 하
우징(10)의 측부내로 성형된다. 커넥터의 적절한 극성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구멍(163,164)은 다른 
직경을 가지고 하나의 특정 설치에서 복식 클립에 부착될 수 있다. 유사한 쌍의 구멍(163,164)은 상술된 
목적을 위하여 커버(100; 제6도 참고)의 측부내로 성형되고, 또한 이들은 서로 다른 직경을 가진다.

도면부호 120으로 도시된 탄성래치가 유전체 하우징(11)와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상기 래치는 2.3mm 폭, 
9.0mm  길이,  약  0.65mm의  최소두께를 가진다.  상기 래치(120)는  향된 측부위에 위치된 한쌍의 견부
(120)를 포함한다. 상기 견부는 결합된 잭 리셉터클내로 삽입될 동안에 하향으로 자동적으로 편향된다. 
또한 도면부호 130으로 도시된 탄성 트리거는 유전체 하우징(110)과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상기 트리거는 
약 2.3mm 폭, 7.5mm 길이와, 약 6.5mm의 최소두께를 가진다.

제8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래치(120)는 하우징(110)의 플러그 단부를 향하여 위치된 고정단부
(125)와, 하우징의 케이블 입구단부(13)를 향하여 위치된 자유단부(124)를 구비하는 외팔보 비임을 포함
한다. 래치의 종방향 축이 하우징(110)의 중심축에 한 각도(α; 약 15°)에서 배향될 수 있도록 성형된
다. 상기 래치가 하우징의 상부면에 만나는 영역(126)은 약 0.25mm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트리거(130)는 
하우징(110)의 케이블 입구단부(12)를 향하여 위치된 고정단부(135)와, 하우징의 플러그 단부(12)를 향하
여 위치된 자유단부(134)를 구비하는 외팔보 비임을 포함한다. 상기 트리거의 자유단부는 트리거를 작동
시키는 돌출면(132)을 포함한다. 표면(132)을 포함한다.

표면(132)은 트리거(130)의 수동작을 용이하게 하고, 이것을 수동 또는 펜의 선단으로 고밀도 적용으로 
용이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표면(132)은 다수의 릿지를 포함한다. 트리거의 종방향 축은 하우징(10)의 중
심축(101)에 하여 각도(β; 약 50°)로 배향될 수 있도록 트리커(130)가 성형된다. 상기 트리거가 하우
징의 상부면에 맞닿는 영역은 약 0.25mm의 곡률반경을 가진다. 트리거(130)의 하부측은 트리거가 하향으
로 가압될 때 래치(120)의 표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캠밍면(133)을 포함한다. 상기 트리거가 하우징의 중
심축(101)을 향하여 하향으로 가압될 때, 래치는 과도하게 된다. 래치가 작동될 수 있는 길이를 따라 효
과적으로 연장되는 트리거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본 발명의 장점이다. 또한 사용자가 하우징(110)의 
케이블 입구단부로 부터 하우징을 향하여 도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가락은 트리거를 작동하여 래치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하우징을 향하여 가압하는 장점을 본 발명을 가지게 된다. 이들 표면이 다른 각각과 
적절하게 결합함으로, 상기 트리거는 래치위와 오버행으로 위치된다. 캠밍면( 133)은 'S'자형상이 양호하
지만, 본 발명을 실행하는 데는 다른 형상이 효과적이다.

복식 클립(210)에 하여는 제9도 내지 제1도,제2도와 관련하여 설명되고, 복식 클립(510)에 하여는 제
1도 제3도 내지 제1도 제6도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복식 클립(210, 510; '분리기'로 언급됨)은 단식 커넥
터 각각에 부착되고, 이들 사이의 소정의 분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편부분으로 
도시되지만, 이들은 일체의 하우징으로 성형으로 될 수 있다. 상기 일체화된 하우징의 전방단부는 상술된 
단식 커넥터의 전방부를 포함하고, 적절하게 형성되어 잭 리셉터클(40)에서 한쌍의 인접된 캐비티 (460; 
제2도 참고)로 결합된다.

그러나, 양호한 실시예에서 복식 클립(210,510)은 2쌍의 핀을 포함하는 각각의 편부분이다. 한쌍의 핀
(23,264)은 하나의 단식 커넥터의 향 구멍(163,164; 제7도 참고)내로 삽입되고; 다른 쌍의 핀(203,20
4)은 다른 단식 커넥터의 향 구멍(103 ,104; 제6도 참고)내로 삽입된다. 상기 핀(203,263)과 핀 수용 
구멍(103,163)의 공칭직경은 1.15mm이고; 핀(203,204)과 핀 수용 구멍(104,164)의 공칭직경은 
0.90mm이다. 그러나, 상기 핀과 핀 수용 구멍 사이의 영구적인 결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0.025 mm의 간섭
이 사용된다(각각의 핀은 약 0.025mm에 의하여 응하는 핀 수용구멍의 직경을 초과하는 직경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은 조금더 작은 구멍내로 쉽게 삽입될 수 있고, 각 핀의 단부는 챔퍼를 포함한다. 
제9도에서, 복식 클립(210)의 제1 및 제2평면 구조체(211 및 212)를 포함한다. 평면 구조체(211)의 상부 
모서리(214)는 약 0.25mm의 곡률반경을 가지고 평면 구조체(212)에 연결되며 부레이킹이 없이 반복된 굽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얇게(약 0.65mm의 최소두께)된다. 제10도에서, 제2평면 구조체(212)의 외부평면(2 
15)은 커넥터의 극성화의 인식을 돕는 정보(여기에서는 A와 B가 사용된다)로 새기게 된다. 또한, 복식 클
립(21)은 다른 많은 복식 커넥터를 포함하는 패널에 장착될 때 보다 양호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다른 색
깔의 플라스틱 재로로 부터 성형될 수 있다. 제1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면 구조체(212)는 평면 구조
체(211)의 상부 모서리에 하여 예각(β; 약 50°)을 형성한다. 한쌍의 단식 커넥터에 부착한 다음, 상
기 예각은 커넥터의 케이블 입구단부를 향하여 점형상으로 되고, 그래서 클립(210)은 스낵깅을 방지한다. 
또한 제12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제3도)은 래치(120)를 편향하기 위하여 트리거(130)와 협력하고,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제4도)는 래치(120)와  직접 협력하는 평면 구조체(212)의  양호하게 굽혀진 내부면
(216)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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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도 내지 제16도은 제5도에 도시된 방법으로 복식 커넥터(500)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쌍의 단식 커넥터
를 조립하는데 사용하는 복식 클립(510)을 상세하게 도시한다. 각각의 복식 클립(510)은 한쌍의 수직으로 
적충된 단식 커넥터(10)에서 향 구멍(103,104,163,164; 제6도,제7도 참고)에 부착하기 위하여 2쌍의 핀
(203,204,2 63,264)를 구비하는 내부면(516)을 포함한다. 외부면(515)은 복식 커넥터(500)의 극성화를 인
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정보(여기에서 A와 B가 사용된다)로 도시적으로 새기게 된다. 또한, 복식 클립
(510)은 많은 다른 복식 커넥터를 포함하는 패널에 장착될 때 양호하게 인식하도록 다른 색깔의 플라스틱 
재료로 성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의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들 
수정예는 핀과 구멍의 형상, 위치 및 양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
은 상기 클립이 분리되지 않은 부분이고; 하우징의 구조체내로 성형되는 복식 커넥터를 고안한다. 그리고 
단지 광학 커넥터만이 도시되지만, 본 발명은 복식의 하이브리드 커넥터는 물론 복식의 전기 커넥터(즉, 
전기 커넥터를 가진 광학 커넥터의 결합)를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식 클립(210,510)에 의하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10)의 결합부에 있어서, 각각의 단식 커넥터
는 전달매체(30)를 종결시키며, (i) 리셉터클(40)내로 삽입하기 위한 플러그 단부(12)와, (ii) 상기 전달
매체를 수용하기 위한 케이블 입구단부 (13)와, (iii) 상부, 저부, 복식 클립과 상호연결하기 위하여 하
나 이상의 핀 수용 구멍(103,104,163,164)을 포함하는 왼쪽 면 및 오른쪽 면과, (iv) 리셉터클에 하우징
을 고착하기 위하여 상부면 위에 장착된 래칭 부재(120)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하우징을 구비하며; 상기 
복식 클립은 단식 케넥터의 핀수용 구멍을 상호연결하기 위해여 하나 이상의 핀(203,204,263,264)을 구비
하는 제1평면 구조체(211)를 포함하고; 결합 수단(212,130)은 리셉터클로 커넥터로 부터 각각의 하우징을 
해제하기 위하여 래칭 부재를 미끄럼가능하게 결합하고, 또 상기 단식 커넥터가 이들의 전달매체에 의하
여 당겨질 때 다른 와이어 및 케이블이 스낵깅되는 것으로 부터 상기 래칭 부재를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복식 클립에 의하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의 결합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식 클립(210)은 하나의 단식 커넥터(10)의 왼쪽면을 다른 단식 커넥터(10)의 오
른쪽 면에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 클립에 의하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의 결합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식 클립(510)은 하나의 단식 커넥터(10)의 저부면을 다른 단식 커넥터(10)의 저
부면에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 클립에 의하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의 결합부.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식 클립(210)은 2쌍의 실린더 형상의 핀(203,204, 263,264)을 포함하고, 상기 각 
쌍내의 핀은 서로 다른 직경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 클립에 의하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의 결합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핀(203,204,263,264)과 핀 수용 구멍(103,104, 163,164)은 실린더 형상이며, 각각
의 핀은 이것의 응하는 핀 수용 구멍보다 조금 더 큰 직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 클립에 
의하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의 결합부.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식 클립(210,510)과 커넥터(10)은 열가소성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 클
립에 의하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의 결합부.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물질은 폴리카보네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 클립에 의하
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의 결합부.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식 클립(210)은 제1평면 구조체(211)에 피복가능하게 부착되어 그곳에 수직인 제
2평면 구조체(212)를 부가로 포함하고, 상기 제2평면 구조체는 커넥터(10)의 저부면을 향하여 래치(120)
를 편향하기 위해 제1평면 구조체와 공통 평면인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 클립에 
의하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의 결합부.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식 클립(210)은 열가소성 물질로 성형되고, 상기 제1 및 제2평면(211,212) 사이
의 이동가능한 부착부는 상기 평면을 결합하는 라이빙 힌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 클립에 
의하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의 결합부.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부재(120)를 미끄럼가능하게 결합하기 위한 수단은 각 하우징(10)의 상부면 위
에 장착된 외팔보 트리거(1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 클립에 의하여 결합되는 한쌍의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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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의 결합부.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매체(30)는 광학 섬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 클립에 의하여 결
합되는 한쌍의 단식 커넥터의 결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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