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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

요약

본 발명은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자세하게는 치수를 재고자 할 때 사용자는 한
손 만을 이용하여 블레이드를 토출하고 고정시켜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장에서 다
른 한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측정과 동시에 절단, 망치질, 마킹 등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편리
하고 작업능률이 향상될 수 있는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줄자, 블레이드, 자동인출, 블레이드 고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실시례에 따른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

도 2는 도 1의 조립 단면도.

도 3은 도 2의 바닥면 접촉롤러 및 지지체의 작동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 2실시례에 따른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를 도시한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블레이드 고정장치의 다른 실시례를 도시한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 3실시례에 따른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를 도시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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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제 4실시례에 따른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측면도.

도 8의 a,b는 도 7의 바닥면 접촉롤러 및 지지체의 작동을 도시한 개념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보빈 12 : 블레이드

13 : 슬롯 20 : 스프링

100 : 하우징 110 : 손잡이

14, 140 : 록킹 레버 15, 150 : 연결편

16, 160 : 실린더 17, 170 : 스프링

18, 180 : 스토퍼 300 : 바닥면 접촉롤러

310 : 홈 330 : 제 1기어

350 : 지지체 400 : 제 1회전력 전달장치

410 : 제 2기어 420 : 제 3기어

430 : 블레이드 접촉롤러 440 : 제 6기어

450 : 블레이드 접촉롤러 460 : 제 7기어

470 : 제 8기어 480 : 블레이드 접촉롤러

500 : 제 2회전력 전달장치 510 : 제 4기어

530 : 제 5기어 540 : 피동기어

T : 엔드 훅(end hook)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줄자는 하우징 내부에 탄성 지지되는 보빈상에 블레이드(blade)가 코일 형태로 탄성 지지되어 있는 보
빈상에 감겨져 내장되며, 블레이드 단부에 결합된 엔드 훅(end hook)이 하우징의 일측면 하부에 형성된 슬롯의 외
부로 노출되어 엔드 훅의 잡아당김에 의해서 하우징 내부의 블레이드가 하우징 외부로 인출되었다가 엔드 훅을 놓
게 되면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서 인출되었던 블레이드가 하우징 내부로 말려 들어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부 형태의 줄자는 하우징 외부로 인출된 상태에서 블레이드 단부의 엔드 훅에 가해진 인출장력이 제거된 경
우라도 블레이드가 스프링 텐션에 의해 후퇴되어 하우징 내부로 감겨들어 가지 않도록 하는 록킹 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록킹 수단이 구비되어 블레이드를 고정할 수 있는 줄자는 본 발명의 출원인이 기출원한 한국 특허 공개번호
제 2003-0065290호인 '줄자의 테이프 고정 장치'의 공보에 제시되어 있으며, 상기 공보는 본 명세서에 일체화한
다.

상기 공보에 따르면, 테이프 고정장치는 하우징 상단 일측에 록킹 레버가 힌지결합에 의해 장착되고, 록킹 레버로부
터 하부로 연장 형성된 연결편의 단부측에 외주면으로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실린더가 결합되며, 실린더 일단부에
마찰력이 높은 쐐기 형태의 스톱퍼가 장착되어 스톱퍼가 보빈에 권취된 테이프의 감김 외주면과 슬롯을 통해 인출
되는 직선상의 테이프 사이에 탄성적으로 삽입됨에 따라 스톱퍼면과 인출되는 테이프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인출된
테이프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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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래의 줄자는 양손을 사용하여 치수를 재어야 하므로 한손에 다른 공구를 들고 있거나 한손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한손 만을 사용하여 치수를 재는 줄자가 미국 특허 5,875,987호인 'POWER
OPERATED TAPE MEASURE'의 공보에 제시되어 있다. 이 공보에 따르면, 배터리 챔버 및 원형상의 챔버로 구성
된 케이스와, 케이스 내에 설치되며 출력축을 가지는 모터와, 케이스 내에 설치되며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배터리
챔버와 연결된 제 1스위치와, 원형상의 챔버에 내장된 고리형상의 릴과, 릴에 감겨지며 스프링에 의해 지지된 테이
프와, 테이프 면에 접촉되어 케이스 외부로 토출시키기 위해 모터의 출력축에 설치된 구동휠과, 구동휠에 연결된 로
드와, 케이스에 설치되며 로드에 연결되어 테이프 면으로부터 구동휠의 접촉을 해제시켜 테이프의 권취가 이루어지
도록 하는 제 2스위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종래공보에서 사용된 테이프는 블레이드와 같은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테이프와 블레이드를 혼용하여 사용한
다.

그러나 상기 공보에 제시되어 있는 줄자는 모터 등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줄자의 무게가 무거워 사용상 불편하며, 구
성요소가 복잡하여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배터리를 이용하는 모터 작동에 있어서 테이프를 대략 6피트 이상 길게 인출할 경우 테이프 무게에 의해 테
이프가 처져 슬롯의 하면과 접촉되어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 마찰력에 의해 테이프의 인출 속도가 현저히 줄어
들게 되고, 테이프를 인출시키는 모터의 작동에 무리가 간다. 또한, 이렇게 테이프를 길게 토출하였을 경우 테이프
가 슬롯의 하면과 접촉되어 발생하는 상기 마찰력에 의해 테이프 권취시 테이프가 하우징 내부로 잘 들어가지 않는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치수를 재고자 할 때 사용자는 한손 만을 이용하여 블레
이드를 토출하고 고정시켜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장에서 다른 한손을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으므로, 측정과 동시에 절단, 망치질, 마킹 등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작업능률이 향상
될 수 있으며, 다른 한손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양손을 사용하기에 협소한 공간에서 유용하
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는 일측면 하단부에 슬롯이 형성되는 하
우징, 상기 하우징에 회전가능하게 내장되는 보빈, 상기 보빈에 코일형태로 감겨 상기 슬롯을 통해 외부로 토출되는
블레이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줄자에 있어서, 외부의 평평한 면과 접촉가능하도록 상기 하우징의 하단부에 회전
가능하게 마련되는 바닥면 접촉롤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를 외부의 평평한 면에 굴림으로
써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가 회전되며,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의 회전을 이용하여 상기 블레이드가 외부로 토출되도
록 이루어진다.

상기에서 바닥면 접촉롤러는 복수로 마련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에 있어서,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는 상기 블레이드의 하부에 마련되어 상기 블레이드에 토출력을 제공하며, 상
기 블레이드를 상부에서 지지하는 지지체가 부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례에 의하면,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와 상기 블레이드 사이에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의 회전력을
상기 블레이드에 전달하는 제 1회전력 전달장치가 부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례에 의하면,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는 상기 보빈에 회전력을 제공하며, 상기 바닥면 접촉롤
러와 상기 보빈 사이에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의 회전력을 상기 보빈에 전달하는 제 2회전력 전달장치가 부가된다.

상기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에 상기 토출된 블레이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블레이드 고정장치가 부가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례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적으로, 이하에서 설
명될 본 발명의 실시례의 구성들 중 종래기술과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전술한 종래기술을 참조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 1실시례에 따른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조립 단면도이다.

도 1 및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 1실시례의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는 일측면 하단부
에 슬롯(13)이 형성되는 하우징(100)과, 하우징(100)에 회전가능하게 내장되는 보빈(11)과, 보빈(11)에 코일형태
로 감겨 슬롯(13)을 통해 외부로 토출되는 블레이드(1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보빈(11) 내에는 회전축에 일단이 고정되어 코일형태로 감겨져 있는 판스프링(20)이 구비되어 있으며, 보빈(11)에
감겨진 블레이드(12)를 잡아당겼다가 놓게 되면 판스프링(20)의 탄성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블레이드(12)가 보빈
(11)에 감겨지는 형태이다.

하우징(100)의 외면에는 사용자가 파지하기 쉽도록 손잡이(110)가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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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100)의 하단부의 블레이드(12) 하부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바닥면 접촉롤러(300)가 회전가능하게 마련되
며, 이러한 바닥면 접촉롤러(300)는 외부의 평평한 면과 접촉가능하도록 일부분이 하우징(100) 외부로 노출되어 있
는 구조이다.

블레이드(12)는 인출시 구부러지지 않도록 통상 아래로 오목한 형상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블레이드(12)의
아래로 오목한 형상에 대응되도록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중앙부가 함몰된 형상으로 홈(310)이 형성되는 것이 바
람직하며, 홈(310)이 형성될 경우 바닥면 접촉롤러(300)가 외부면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므로 먼지 등에 의해 바닥
면 접촉롤러(300)가 쉽게 오염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재질은 다양한 실시례에 따라 경질 또는 연질로 될 수 있다. 예컨대, 바닥면 접촉롤러
(300)와 접촉되는 면이 유리나 목재처럼 비교적 딱딱한 면일 경우 바닥면 접촉롤러(300)는 탄성력이 있는 고무와
같은 연질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반대로 바닥면 접촉롤러(300)와 접촉되는 면이 카페트와 같이 비교적 부드
러운 면일 경우 바닥면 접촉롤러(300)는 금속과 같은 경질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닥면 접촉롤러(300)는 블레이드(12)의 하부에서 블레이드(12)와 접촉되는 반면, 하우징(100)에 마련되는 원통형
상의 지지체(350)는 블레이드(12)의 상부에서 블레이드(12)를 지지한다. 이때, 지지체(350)는 바닥면 접촉롤러
(300)와 같이 하우징(100)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어도 되지만, 하우징(100)에 고정되어 있어도 상관없다. 지지체
(350)는 블레이드(12) 하부에 마련된 바닥면 접촉롤러(300)와 대응하는 위치에 배치되어,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력 및 지지체(350)가 블레이드(12)를 상부에서 지지하는 힘에 의해 블레이드(12)가 외부로 토출되도록 한다.

즉, 도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바닥면 접촉롤러(300)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도록 하우징(100)을 앞으로 밀면,
바닥면 접촉롤러(300)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고 지지체(350)는 시계방향으로 회전되어, 바닥면 접촉롤러(300)
와 지지체(350) 사이의 블레이드(12)가 슬롯(13)을 통하여 하우징(100) 외부로 토출된다.

상기에서 반시계방향 및 시계방향이란 본 명세서의 도면상에서의 반시계방향 및 시계방향을 말하며, 하기에서 설명
되는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도 본 명세서의 도면상에서의 방향임을 유의하기 바란다.

상기에서는 바닥면 접촉롤러(300)가 블레이드(12) 하부와 접촉하여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력이 그대로 블레
이드(12)에 전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제 2실시례로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바닥면 접촉롤러
(300)와 블레이드(12) 사이에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력을 블레이드(12)에 전달하는 제 1회전력 전달장치
(400)가 부가될 수 있다. 제 1회전력 전달장치(400)는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축에 연결된 제 1기어(330)와,
제 1기어(330)와 치합되는 제 2기어(410)와, 제 2기어(410)와 치합되는 제 3기어(420), 제 3기어(420)의 회전축에
연결되며 블레이드(12)의 하면과 접촉하는 블레이드 접촉롤러(430)로 구성된다.

즉, 바닥면 접촉롤러(300)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도록 하우징(100)을 앞으로 밀면, 바닥면 접촉롤러(300) 및 제
1기어(330)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고, 제 1기어(330)와 치합된 제 2기어(410)는 시계방향으로 회전되고, 제 2기
어(410)와 치합된 제 3기어(420) 및 블레이드 접촉롤러(430)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며, 블레이드(12) 상면에 접
촉된 지지체(350)는 시계방향으로 회전되어, 블레이드 접촉롤러(430)와 지지체(350) 사이의 블레이드(12)가 슬롯
(13)을 통하여 하우징(100) 외부로 토출된다.

상기에서 제 1회전력 전달장치(400)의 기어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하우징(100)을 뒤로 밀면 블레이드(12)가 토출
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례의 제 1회전력 전달장치(400)는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제 3실시례에 따른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바닥면 접촉롤러
(300)와 보빈(11) 사이에 제 2회전력 전달장치(500)가 마련된다. 여기서 상기 제 1실시례와 동일한 구성에 대하여
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른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제 2회전력 전달장치(500)는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축에 연결된 제 1기어(330)와, 제 1기어(330)와 치합되
는 제 4기어(510)와, 제 4기어(510)와 치합되는 제 5기어(530)와, 제 5기어(530)와 치합되며 보빈(11)의 회전축에
연결된 피동기어(5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바닥면 접촉롤러(300)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도록 하우징(100)을 앞으로 밀면, 바닥면 접촉롤
러(300) 및 제 1기어(330)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고, 제 1기어(330)와 치합된 제 4기어(510)는 시계방향으로 회
전되고, 제 4기어(510)는 제 5기어(530)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며, 제 5기어(530)와 치합된 피동기어(540) 및
보빈(11)은 시계방향으로 회전되어 블레이드(12)가 하우징(100) 외부로 토출된다.

상기의 제 2실시례의 제 1회전력 전달장치(400)와 마찬가지로 제 2회전력 전달장치(500)의 기어수를 적절하게 조
절하여 하우징(100)을 뒤로 밀면 블레이드(12)가 토출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례의 제 2회전
력 전달장치(500)는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하우징(100)에는 토출된 블레이드(12)를 고정시키기 위한 블레이드 고정장치가 부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블레이드 고정장치의 구조와 관련하여, 이와 동일한 구조는 본 발명의 출원인이 기출원한 한국 특허 공개
번호 제 2003-0065290호의 공보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며, 상기 공보는 본 명세서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적으로, 이하에서 설명될 본 발명의 블레이드 고정장치의 구성들 중 종래기술과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전술
한 종래기술을 참조하기로 하고 별도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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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고정장치는 하우징(100) 상단 일측에 장착되는 록킹 레버와, 록킹 레버에 결합되어 록킹 레버를 따라 상하
유동되는 압착편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록킹 레버를 하부로 이동시키면 압착편이 슬롯을 통해 토출되는 직선상의
블레이드(12)면에 밀착되어 블레이드(12)를 고정시킨다. (상기 특허공보 참조)

다른 실시례로서, 블레이드 고정장치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록킹 레버(14)와 실린더(16)와 스톱퍼(18)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다. 록킹 레버(14)는 하우징(100) 상단 일측에 힌지결합에 의해 장착되고, 하부에는 연결편(15)이 연
장 형성되어 있다. 연결편(15)의 단부측에는 외주면에 코일스프링(17)이 장착된 실린더(16)가 결합되며, 실린더
(16)의 일단에는 쐐기 형태의 스톱퍼(18)가 장착되어, 스톱퍼(18)가 보빈(11)에 귄취된 블레이드(12)의 감김 외주
면과 슬롯(13)을 통해 인출되는 직선상의 블레이드(12) 사이에 탄성적으로 삽입됨에 따라 스톱퍼(18)면과 인출되는
블레이드(12)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인출된 블레이드(12)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구성된다.

또 다른 실시례로서, 블레이드 고정장치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의 실시례와 마찬가지로 록킹 레버(140)와
실린더(160)와 스톱퍼(18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록킹 레버(140)와 실린더(160)와 스톱퍼(180)의 구성은 상기
실시례와 동일하나, 스톱퍼(180)가 지지체(350)와 슬롯(13)을 통해 토출되는 직선상의 블레이드(12) 사이에 탄성
적으로 삽입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도 5에서와 같이 연결편(15)의 단부측에는 외주면에 코일스프링(17)
이 장착된 실린더(16)가 결합되며, 실린더(16)의 일단에는 스톱퍼(18)가 장착될 수도 있지만, 도 2에서와 같이 연결
편(150)에 판스프링(170)이 장착되어 하우징(100)에 지지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 실시례의 경우에는 지지체(350)가 구성요소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제 2실시례와 같이 보빈(11)을 회전시
키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제 4실시례에 따른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우징(100)의
측면에는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축이 전후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슬롯(120)이 형성되어 있고, 바닥면 접
촉롤러(300)의 회전축이 이동하여 슬롯(120)의 맨 앞쪽으로 위치할 경우 및 맨 뒤쪽으로 위치할 경우에 바닥면 접
촉롤러(300)의 회전력을 전달하여 블레이드(12)가 토출되도록 하는 제 1회전력 전달장치가 구비된다.

본 발명의 제 4실시례는 바닥면 접촉롤러(300)와 블레이드(12) 사이에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력을 블레이드
(12)에 전달하는 제 1회전력 전달장치(400)가 부가되는 상기 제 2실시례의 다른 실시례라고 할 수 있다.

제 4실시례에 따른 제 1회전력 전달장치는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축에 연결된 제 1기어(330)와, 바닥면 접
촉롤러(300)의 회전축이 슬롯(120)의 맨 앞쪽에 위치할 때 제 1기어(330)와 치합되는 제 6기어(440)와, 제 6기어
(440)의 회전축에 연결되며 블레이드(12)의 하면과 접촉되는 블레이드 접촉롤러(450)와,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축이 슬롯(120)의 맨 뒤쪽에 위치할 때 제 1기어(330)와 치합되는 제 7기어(460)와, 제 7기어(460)와 치합되
는 제 8기어(470)와, 제 8기어(470)의 회전축에 연결되며 블레이드(12)의 하면과 접촉되는 블레이드 접촉롤러
(480)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바닥면 접촉롤러(300)를 외부의 면에 접촉시킨 후 하우징(100)을 앞쪽으로 밀면, 도 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축은 슬롯(120)의 맨 뒤쪽으로 이동하여 바닥면 접촉롤러(300) 및 제 1기
어(330)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 제 1기어(330)와 치합된 제 7기어(460)가 시계방향으로 회전되고, 제 7
기어(460)와 치합된 제 8기어(470) 및 블레이드 접촉롤러(480)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블레이드 접촉롤러
(480)가 회전되는 회전력 및 지지체(350)가 블레이드(12) 상부에서 지지하는 힘에 의해 블레이드(12)는 토출된다.
이때, 전방에 위치한 블레이드 접촉롤러(450) 및 제 6기어(440)는 블레이드(12)가 토출되는 힘에 의해 반시계방향
으로 회전된다.

이와 반대로, 바닥면 접촉롤러(300)를 외부의 면에 접촉시킨 후 하우징(100)을 뒤쪽으로 밀면, 도 8b에 도시한 바
와 같이,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축은 슬롯(120)의 맨 앞쪽으로 이동하여 바닥면 접촉롤러(300) 및 제 1기어
(330)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 제 1기어(330)와 치합된 제 6기어(440) 및 블레이드 접촉롤러(450)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블레이드 접촉롤러(450)가 회전되는 회전력 및 지지체(350)가 블레이드(12) 상부에서 지지하
는 힘에 의해 블레이드(12)는 토출된다. 이때, 블레이드 접촉롤러(480) 및 제 8기어(470)는 블레이드(12)가 토출되
는 힘에 의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고, 제 8기어(470)와 치합된 제 7기어(460)는 시계방향으로 회전된다.

이렇게 구성되면, 사용자가 하우징(100)을 미는 방향 즉, 바닥면 접촉롤러(300)의 회전방향과 관계없이 블레이드
(12)가 토출되므로 편리하다.

이하, 전술한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실시례의 작용을 설명한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먼저 사용자가 줄자의 손잡이(110)를 한 손으로 파지하고 하우징(100)의 외부
로 노출된 바닥면 접촉롤러(300)를 외부의 평평한 면에 접촉되도록 한 다음, 하우징(100)을 앞으로 밀면 바닥면 접
촉롤러(300)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된다. 이때 블레이드(12)의 상면에 접촉된 지지체(350)는 시계방향으로 회전됨
으로써, 바닥면 접촉롤러(300)가 회전되는 회전력 및 지지체(350)가 블레이드(12) 상부에서 지지하는 힘에 의해 블
레이드(12)는 슬롯(13)을 통하여 하우징(100) 외부로 자동 토출된다.

이때, 하우징(100) 내에 구비되어 있는 블레이드 고정장치의 스톱퍼(180)가 블레이드(12) 면에 밀착되어 토출된 블
레이드(12)는 자동 정지하여 고정되고, 사용자는 하우징(100) 외부로 토출된 블레이드(12)에 의해 길이측정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길이측정이 끝나 사용자가 하우징(100) 상단에 돌출 결합된 록킹 레버(140)를 누르게 되면, 스톱퍼(180)가 블레이
드(12)면과의 접촉이 해제되어 하우징(100) 내부로 블레이드(12)의 자동 권취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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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닥면 접촉롤러(300)가 블레이드(12) 하면과 접촉되어 블레이드(12)를 지지하여 주므로 블레이드(12)가
길게 토출되고 다시 권취되는 경우 블레이드(12)는 바닥면 접촉롤러(300)에 의해 처지지 않으므로 슬롯(13)의 하면
과 접촉되지 않으며, 블레이드(12)는 바닥면 접촉롤러(300)와 접촉되어 구름마찰력이 발생하므로 블레이드(12)의
인출 및 되감김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례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기술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또는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치수를 재고자 할 때 사용자는 한손 만을 이용하여 블레이드를 토출하고 고정시켜 사용함으로써,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장에서 다른 한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측정과 동시에 절단, 망치질, 마킹 등의 작
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작업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한손으로 블레이드의 토출이 가능하므로 고소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다른 한손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양손을 사용하기에 협소한 공간에서 유용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측면 하단부에 슬롯이 형성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에 회전가능하게 내장되는 보빈,

상기 보빈에 코일형태로 감겨 상기 슬롯을 통해 외부로 토출되는 블레이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줄자에 있어서,

외부의 평평한 면과 접촉가능하도록 상기 하우징의 하단부에 회전가능하게 마련되는 바닥면 접촉롤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를 외부의 평평한 면에 굴림으로써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가 회전되며,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
의 회전을 이용하여 상기 블레이드가 외부로 토출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
능한 줄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는 상기 블레이드의 하부에 마련되어 상기 블레이드에 토출력을 제공하며, 상기 블레이드를
상부에서 지지하는 지지체가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와 상기 블레이드 사이에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의 회전력을 상기 블레이드에 전달하는 제 1회
전력 전달장치가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레이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는 상기 보빈에 회전력을 제공하며, 상기 바닥면 접촉롤러와 상기 보빈 사이에 상기 바닥면 접
촉롤러의 회전력을 상기 보빈에 전달하는 제 2회전력 전달장치가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레이드 자동 토출
이 가능한 줄자.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에 상기 토출된 블레이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블레이드 고정장치가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레이
드 자동 토출이 가능한 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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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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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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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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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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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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