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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스피닝 낚시리일의 드래그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스커트형 스피닝낚시리일의 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에 관련된 종래의 스피닝리일의 사시도.

제3도는 제1도의 스피닝리일의 전면스풀부분의 종단면도.

제4도는 제3도의 4-4선에서 본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변형예를 도시한 제3도와 같은 종단면도.

제6도는 본 발명의 다른 변형예를 도시한 제3도와 같은 종단면도.

제7도는 본 발명의 다른 변형예를 도시한 제3도와 같은 종단면도.

제8도는 본 발명의 또다른 변형예를 도시한 제2도의 전면스풀부분의 종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스커트형  스피닝리일(spinning  reel)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스피닝리일
에 스풀이 장착된 드래그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드래그기구는  스풀의  허브,  리일동체의  후면  또는  스풀의  전면에  접촉되어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드래그기구는  스풀의  허브에  장착되어  있고,  이  허브의  드래그마찰부재는  허브의 
직경과  길이에  의하여  제한되며,  따라서  이와  같이  장착된  드래그기구는  이상적인  재료  및  구성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된다.  후면에  장착된  드래그기구는  상기 스풀
에  대향하여  리일동체의  한  단부에  장착되어  있다.  통상적인  장식품과  리일의  크기로  인하여  특히 
드래그조정범위  및  민감성에  있어서  드래그성능이  제한받는다.  드래그기구의  제3의  공통적인  형태는 
마찰부재인  대형  디스크가  상기  스풀의  전면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스페이스의 제한(미관
상)으로  인하여  상기  드래그조정노브에  의하여  지지되는  단일부재에  대하여  마찰부재를  제한하게 된
다.  드래그기구의  세가지  형태  모두는  회전에  대한  드래그저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마찰표면상의 
압력부하를 증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나사부재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본  발명은  스커트형의  종래  기술에  의한  스피닝리일에  이용되며,  이는  허브드래그장치와  대경의 전
방장착  드래그장치의  유리한  특징을  결합함으로써  종래기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상기 
스풀은  스풀의  요부에  배설된  제1드래그장치  및  스풀과  스풀의  심봉의  플랜지사이에  배설된 제2드래
그장치를  갖추고  있다.  드래그조정부재는  필요시에  드래그조정의  신속한  적용은  물론  정밀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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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대된  민감성으로  스풀에  보다  양호한  드래그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풀과  두  개의 드래그장
치 사이에 힘을 가해준다.

다음에, 본 발명에 대하여 첨부도면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에는  스커트형  오픈  페이스(open-face)  낚시리일(10)이  도시되어  있고,  제2도에는  종래  기술에 
의한  오픈  페이스  낚시리일(12)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두  종류의  낚시리일은  마찬가지로  작용하며, 
다만  스풀의  조정이  다르다.  이하  두  리일에서의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부호로  나타내며,  두 
리일의  특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부호로  나타낸다.  상기  리일(10),(12)은  하우징(20)을  갖추고 
있으며,  이  하우징내에는  일체로된  기억케이스(23)과  슈(25)를  연결하는  스텝(24)을  포함하고  있다. 
이  슈(25)는  상기  리일을  스피닝형  낚시리일에  부착시키는데  사용된다.  상기  리일은  제1도  및 제2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오른손으로  낚시대(도시되지  않음)을  쥐고  있으면서  왼손으로 낚시줄
을  감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전가능한  권취핸들(62)로  크랭크샤프트허브(61)를  회전시킬  수  있는 크
랭크결합체(60)를  포함한다.  상기  핸들(62)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기어케이스(23)의  다른쪽에 배
설해도 된다.

축방향으로  장착된  로터하우징(30)은  크랭크(60)가  낚시줄을  감기  위하여  회전할  때  스풀(31)축 둘
레를  회전할  수  있게  장착되어  있으며,  낚시줄(14)은  도시된  바와  같이  낚시줄가이드결합체(41)를 
가로지르는  베일(40)에  의하여  포착되어  있다.  상기  베일(40)과  낚시줄가이드결합체(41)는  상기 로
터하우징(30)과  함께  회전하며,  따라서  낚시줄(14)은  스풀(31)에  감겨진다.  스크류(32)의 섕크
(shank)는  회전피봇지점으로서  작용하며,  따라서  배일암(42a),(42b)  및  (43a),(43b)을  통하여 베일
(40)의  회전중심이  된다.  로터하우징(30)이  스풀(31)둘레에  낚시줄(14)을  감을  때  내부기구는 낚시
줄스풀(31)을  축방향으로  왕복운동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피닝리일에  있어서와  같이 스
풀(31)은  그  센터샤프트둘레를  회전하지  않지만  후기하는  바와  같이  조정가능한 자유부동드래그기구
로  제어가능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물고기가  낚시줄(14)에  걸려서  수중에서  뛰고  있을  때  낚시줄을 
감는  동안  스풀의  상기와  같은  회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드래그  마찰력은  낚시줄의  장력으로 상쇄
된다.  투척하기  위하여  베일(40)이  개방위치에  있을  때,  낚시줄(14)은  립(99)위의  스풀(31)에서 자
유롭게  조출된다.  제1도  및  제2도에는  베일(40)이  "폐쇄",  "회수"  또는  "재권취"  위치를  나타낸 것
이  도시되어  있다.  낚시줄가이드롤러(44)는  회전가능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며,  즉 낚시줄마모
를 일으키는 슬라이드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형풀리가 바람직하다.

투척중  나낏줄  스풀(31)의  전방플랜지의  립(99)위의  낚시줄(14)을  조출하는데  있어서,  오픈  페이스 
스피닝리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낚시줄을  급정지시키고,  그  조출을  멈추기  위하여  손가락을 사용하
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통상의  낚시줄드래그기구는  리일이  재권취  또는  낚시줄의  회수모드 동
작상태가 아니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3도-제8도  특히  제3도  및  제4도에는  스커트형  오픈  페이스  낚시리일의  드래그적용  및  조정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스커트형  낚시줄  스풀(31)은  리일의  심봉(94)위에  결합되어  있으며, 로터하우
징(30)의  전방돌출슬리브(34)와  오버랩된다.  스풀(31)은  투척사이에  낚시줄을  격납하기  위한 낚시줄
격납포켓(36)을  가지고  있다.  이  포켓은  전방돌출립(39)이  있는  반경방향의  돌출전면(38)을  가지고 
있다.  스풀(31)은  그  중심을  관통하는  중심공(37)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심공은  리일의  심봉(94)에 
맞는  직경으로  되어  있다.  스풀의  스커트(70)내에  동심으로  스커트(70)에서  격리되어  링보스(72)가 
배설되어  있으며,  로터하우징(30)의  슬리브(34)내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링보스(72)는  스풀(31)과 
일체로  형성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스풀에  고착시켜도  된다.  이  링보스(72)는 
스풀(31)의  후방에  반경방향의  돌출축면(76)  부근에  요홈(74)을  가지고  있다.  링보스(72)의 내면
(80)에는  후기하는  바와  같이  오버랩수단으로서  복수개의  같은  간격의  내측의  돌출톱니(82)가 있어
서 클릭기어톱니로서 작용한다.

오픈페이스  스피닝리일에  있어서의  종래의  것과  같은  센터샤프트(90)는  하우징(20)에  대하여 회전하
지  않지만,  로터하우징(30)이  크랭크결합체(60)에  의하여  센터샤프트  둘레를  회전할  때, 하우징(2
0)에  대하여  축방향으로  전후방으로  센터샤프트를  요동  또는  왕복운동시키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구동핀(92)은  센터샤프트(90)의  표면에서  반경방향으로  돌출된  단부를  가지며, 센터샤프트
(90)를  가로로관통한다.  심봉(94)은  상기  센터샤프트(90)의  단부를  에워싸며,  종래  방법으로 센터샤
프트(90)에  계지되고,  푸쉬버튼해제장치(96)가  하우징(20)에  스풀(31)을  신속히  계탈시키도록 심봉
(94)과  작용할  수  있다.  이  푸쉬버튼해제장치(96)는  종래  기술에  의한  것으로  이  기술분야에서 공지
되어 있다.

대경플랜지(98)는  상기  심봉(94)과  일체로  형성되며,  센터샤프트(90)의  핀(92)에  대하여  약간 오버
랩되어  반경방향의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다.  플랜지(98)는  심봉(94)과  일체로  형성된  것으로 도시되
어  있지만,  이  플랜지(98)는  심봉(94)에서  분리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연결되면 일체부분
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플랜지(98)에는  스풀의  축면(76)의  상당부분과 
오버랩되는  축면부분이  있으며  이  플랜지의  대향측에  스크류부재(102)  등에  의하여  플랜지(98)에 피
봇고정된  클리커암(101)을  가지는  클리커기구(100)가  있다.  중심위치에  있는  클리커암을 플랜지(9
8)에서  반경방향의  외측으로  돌출된  위치로  유지되도록  플랜지(98)와  클리커암(101)  사이에 스프링
(103)이  설치되어  있다.  이  지점은  상기  링보스(72)의  톱니(82)를  오버랩하여  스풀(31)과  심봉위의 
플랜지(98)와의  상대운동은  클릭음을  발생하고,  이  음은  스풀(31)이  센터샤프트(90)에  대하여 회전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제1드래그적용장치(105)가  설치되고,  이는  스풀(31)의 축면(76)
과  접촉하도록  위치한  마찰부재로서의  드래그와셔(104)를  포함한다.  이  드래그와셔에는 플랜지(98)
의  축면과  오버랩  및  대향  접촉하고  있는  축면(76)이  있다.  드래그와셔(104)의  원형에지부(106)는 
스풀(31)이  심봉(94)에서  분리될  때  드래그와셔(104)의  분리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보스
(72)의 요홈(74)에 자리잡고 있다.

제2드래그적용장치(110)는  스풀(31)의  요부(112)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  요부(112)는  스풀의 전면
에서 축방향의 내측으로 형성되어 있다. 마찰부재로서의 드래그와셔(114)는 요부(112)내에 
위치하며,  스풀의  축면(116)에  지지된다.  드래그와셔(114)의  재료는  상기  축면(116)과의  마찰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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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대로  얻는데  적당한  것이다.  다른  드래그와셔(118),  바람직하게는  금속으로된  와셔에는 푸쉬
버튼해제장치(96)의  섕크(121)의  스플라인(120)에  위치하고  있는  돌출부(119)가  있다.  이 섕크(12
1)는  심봉(94)과  같은  직경을  가지며,  푸쉬버튼해제장치(96)가  계지되어  있을  때,  심봉(94)과 인접
하여  심봉(94)에  로크되어  있다.  드래그와셔(118)는  섕크(121)  및  심봉(94)에  대하여  회전하지 않으
며,  심봉의  스플라인(120)은  드래그와셔(118)가  심봉의  축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탄발수단인 디
스크형  스프링와셔(122)는  섕크(121)주위에  고정되어  있으며,  드래그와셔(118)를  지지하고  있는  한 
부분과  드래그조정노브(124)의  내부면을  지지하고  있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드래그조정노브
(124)는  나사홈(126)에  의하여  심봉(94)에  나합하며,  중심공(128)이  있어서  이  중심공으로 푸쉬버튼
해제장치(96)의  푸쉬버튼(130)이  돌출되어  있다.  로크팅(132)은  드래그조정노브(124)가  섕크(121)에 
완전히  나합할  경우에  드래그적용장치(110)가  스풀에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부(112)의 
내부면주위에 형성된 홈(134)안에 위치하고 있다.

드래그조정노브(124)가  있는  스커트형  스풀(31)은  상기  섕크(121)와  상기  심봉(94)사이의  연결을 해
제하기 위하여 푸쉬버튼(130)을 압압함으로써 리일하우징에서 분리할 수 있다.

상기  스풀(31)을  하우징(30)에  결합함으로써  스풀에  설치된  드래그는  드래그와셔(104), 플랜지(98)
와  스풀(31)의  한  축면(76),  그리고  드래그와셔(114),  비회전드래그와셔(118)와  스풀의  다른 축면
(116)  사이의  드래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드래그조정노브(124)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스풀(31)로  낚시줄(14)을  감는  동안,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너
무  무겁거나  낚시바늘에서  요동하는  경우에  낚시줄을  지나치게  잡아  당기면  심봉에  대하여  스풀이 
비틀거리게  된다.  잡아당기는  힘이  만약  드래그설정을  초과하면  스풀은  상기  심봉에  대하여 회전하
며,  이  회전은  스풀의  링보스(72)가  상기  심봉(94)의  비회전플랜지(98)에  대하여  가동할  때 톱니
(82)에서  스냅하는  클리커암(101)에  의하여  발생한  클릭음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심봉의 플랜지
(98)  및  섕크(121)에  계지된  드래그와셔(118)는  하우징(20)에  대하여  고정되고,  드래그와셔(104)  및 
(114)는  스풀의  회전에  저항하기  위하여  스풀의  대향면에  지지되어  있다.  스풀의  한  면에  있는 드래
그와셔(114)와  스풀의  다른  면에  있는  다른  드래그와셔(104)에  의하여  가해지는  결합드래그력은 확
실하며 효과적이므로 드래그설정은 뜻대로 정확히 조정이 가능하다.

제5도에는  변형된  드래그조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수의  공통부재가  있고,  이  공통부재에 대하
여는  제3도  및  제4도의  부호와  동일한  부호가  붙어  있다.  제1드래그적용장치(205)는  스풀(31)의 후
방에  설치되고,  스풀(31)의  내면(80)에  형성된  두  개  이상의  세로방향의  스플라인(73)이  있는 대형
링보스(172)를  가지고  있다.  상기  스플라인(73)은  축방향의  돌출톱니(82)를  지나서  뻗어  있으며, 드
래그와셔(180)에서  반경방향의  외측으로  돌출된  드래그와셔(75)를  수용한다.  심봉(94)위의 플랜지
(198)는  드래그와셔(188)에서  반경방향의  내측으로  뻗은  러그(186)을  수용하는  두  개  이상의 세로방
향의  스플라인(184)을  가진  스텝(182)을  갖추고  있다.  3개의  드래그와셔(190),(192),(194)는  각각 
플랜지(198)의  축면과  드래그와셔(180)의  사이,  드래그와셔(180)와  드래그와셔(188)의  사이,  그리고 
드래그와셔(188)와  스풀(31)의  축면(176)  사이에  배설되어  있다.  플랜지(198)는  스풀(31)과 심봉사
이의  상대운동중에  링보스(172)상에서  톱니(82)를  계합하기  위하여  클리커암(101)상에  위치한 클리
커기구(100)를 가지고 있다.

제2드래그적용장치(210)는  스풀의  전면에  형성된  전방향요부(212)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요부(21
2)는  드래그와셔(218)에서  반경방향의  외측으로  뻗은  드래그와셔(216)를  수용하는  요부의  벽에 형성
된  두  개  이상의  세로방향의  스플라인(214)을  가지고  있다.  2개의  드래그와셔(118)에는 푸쉬버튼해
제장치(96)의  섕크(121)의  스플라인(120)에  수용된  돌출부(119)가  배설되어  있다.   3개의 드래그와
셔(220),(222),(224)는  스풀의  축면(116)과  한개의  드래그와셔(118)사이,  드래그와셔(118)와 드래그
와셔(218)사이,  그리고  드래그와셔(218)와  제2드래그와셔(118)사이에  각각  배설되어  있다.  디스크형 
스프링와셔(122)는  섕크(121)둘레에  위치하여  드래그와셔(118)와  드래그조정노브(124)의  내부면에 
지지된다.  이  드래그조정노브(124)는  섕크(121)상의  나사홈(126)에  나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하우징
(20)에  대해서  노브(124)의  회전이  스풀의  드래그를  증대  또는  감소시키도록  심봉(94)의 플랜지
(198)에  대해서  노브를  전진  또는  후퇴시킨다.  로링(132)은  상기  요부내에  제2드래그장치를 지지하
도록  요부(212)의  요홈(134)의  내측에  위치하고  있다.  비회전플랜지(198),  드래그와셔(180)  및 드래
그와셔(190),(192),(194)  및  (220),(222),(224)를  통하여  작용하는  2개의  드래그와셔(118)는 드래그
와셔(180),  축면(176),  축면(116)  및  드래그와셔(216)를  통하여  작용하는  스풀(31)의  회전에  저항을 
제공한다.

제6도에는  드래그조정장치의  다른  변형예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  변형예는  스풀(31),  링보스(72), 
심봉(94),  클리커기구(100)를  갖춘  플랜지(98),  스풀의  측면(76)과  플랜지(98)  사이에서  지지되느 
드래그와셔(104)를  갖춘  제1드래그적용장치(105)를  비롯하여  제3도  및  제4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다
수의  공통부재를  가지고  있다.  제2드래그적용장치(310)는  스풀의  요부(112)의  축면(116)에  지지되는 
드래그와셔(114)와  섕크(121)의  스플라인(120)에  계지된  돌출부(119)를  가진  드래그와셔(118)를 포
함하고  있다.  탄발수단인  코일스프링(322)은  섕크(121)를  둘러싸며,  드래그와셔(118)와 제2드래그와
셔(318)에  지지되어  있다.  드래그와셔(318)는  섕크(121)의  스플라인(120)에  계지된  돌출부(319)를 
가지고  있다.  제2드래그적용장치(310)는  상기  요부벽내의  홈(134)내에  위치한  로코링(132)에  의하여 
요부(112)내에  지지되어  있다.  드래그조정노브(124)는  섕크(121)에  나합되며,  드래그와셔(318)에 지
지되어  드래그조정노브를  회전시키면  스풀의  드래그가  변화되도록  한다.  탄발수단인 코일스프링
(322)은  노브(124)로부터의  탄성력을  가한다.  드래그와셔는  스프링의  단부를  지지시키며,  따라서 스
프링은 노브(124)의 동작에 의하여 하중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트위스트되지 않는다.

제7도에는  본  발명의  또다른  변형예가  도시되어  있으며,  스프링와셔(122)와  드래그조정노브(124)를 
제외한  제3도  및  제4도의  모든  요소가  적용이  되며,  그  대신  드래그조정노브(424)가  설치되고, 이에
는  드래그와셔(118)에  직접  지지되는  전방의  돌출원통부(426)가  있다.  노브(424)는  두  개의  상이한 
대소경부(430),(432)를  가진  요부를  가지고  있다.  소경부(432)는  콜러(436)를  가진  슬리브(434)의 
전단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수용한다.  대경부(430)는  센터샤프트(90)에  대하여  평행으로  뻗은 스플라
인(435)이  배설되어  있다.  콜러(436)는  스플라인(435)에  위치한  돌출부(437)를  가지고  있다.  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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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436)의  나사홈(438)은  푸쉬버튼해제장치(96)의  섕크(121)위의  나사홈(440)에  나합되어  있다 탄발
수단인  코일스프링(442)은  노브의  대경부에  위치하여  대소경부(430),(432)의  숄더(444)와  콜러(436) 
사이에  지지되어  있다.  로크링(446)은  슬리브(434)와  결합된  부품이  노브(424)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요부벽내의  홈(448)에  위치하고  있다.  노브를  회전시키면  상기  노브의  원통부(426)를  통하여 작동하
는  스프링의  압축력에  의하여  스풀(31)에  가해진  드래그를  증대  또는  감소시키도록  슬리브(434)와 
노브(424)가 전진 또는 후퇴한다.

제8도는  본  발명의  변형예에  스커트가  설치되지  않은  종래의  스풀(531)을  적용한  것이  도시되어 있
다.  스풀(531)은  일체로  형성된  링보스(572)(상기와  같이,  링보스(572)는  스풀에  부착된  별체일  수 
있음)가  설치되어  있다.  이  링보스(572)는  회전로터하우징(30)의  슬리브(34)내에서  둘러싸여  있다. 
제1드래그적용장치(505)에는  센터샤프트(590)의  스플라인(594)에  계지된  돌출부(592)에  의하여 센터
샤프트(590)에  끼워진  플랜지인  드래그와셔(598)가  배설되어  있다.  드래그와셔(598)는 센터샤프트위
의  스톱(596)에  지지되어  있다.  클리커기구(100)는  드래그와셔(598)에  의해  움직이며, 링보스(572)
의  톱니(82)와  계합한다.  드래그와셔(504)는  스풀의  축면(576)과  드래그와셔(598)의  축면사이에 위
치한다. 드래그와셔(504)는 제3도에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같이, 요홈(74)에 위치하고 있다.

제2의  드래그적용장치(510)는  센터샤프트의  스플라인(120)에  돌출부(119)에  의하여  계합된 드래그와
셔(118)에  의해  축면(116)에  지지된  드래그와셔(114)를  가지고  있다.  드래그조정노브(524)는 숄더
(544)가  있는  요부(530)를  가지고  있다.  스플라인(535)은  노브의  요부(530)내에  형성되어  있다. 슬
리브(534)는  센터샤프트에  나합되어  있으며,  노브의  파일롯구멍(533)에서  슬라이드  가능한  전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요부(530)내에서  반경방향으로  뻗은  콜러(536)를  가지고  있다.  콜러(536)의 돌
출부(537)는  상기  요부내의  스플라인(535)에  계합하며,  따라서  상기  노브와  슬리브는  슬리브(534)가 
노브에  대하여  축방향으로  슬라이드할  때  함께  회전한다.  탄발수단인  코일스프링(542)은 숄더(544)
와  콜러(536)  사이에  위치하여  이에  대하여  축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노브(524)는 드래그와셔(118)
에  지지되는  원통부(526)를  가지고  있다.  스냅링(532)은  상기  요부(530)내에  배설되어 슬리브(534)
와  스프링(542)을  지지하도록  한다.  드래그조정노브(524)를  회전시키면  스풀의  드래그를  증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드래그와셔(598)에 대하여 노브를 전진 또는 후퇴시킨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량된  드래그조정기구는  스커트형  및  종래의  스피닝리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드래그  조정기구는  두  개의  드래그조정장치로  구성되며,  그중  하나는  스풀의 대
경면부분에  드래그를  가하고,  다른  것은  스풀의  소경대향면  부분에  드래그를  가한다.  본원  발명은 
낚시줄을  잡아당김으로써  드래그설정력이  초과되는  때를  나타내는  클리커결합체를  포함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드래그조정기구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우징(20)과,  이  하우징에  지지되어  축방향으로  왕복운동  및  비회전하는  센터샤프트(90,590)와, 센
터샤프트에  지지되고,  투척중의  스풀이  비회전하며,  이로부터  낚시줄(14)이  축방향으로  풀어지도록 
하는  낚시줄스풀(31,531)과,  핸드크랭크(60)와,  트랜스미션에  의하여  핸드크랭크에  연결되어 회전가
능하게  장착된  로터하우징(30)과,  이  로터하우징과  함께  회전하도록  이  로터하우징에  선회적으로 장
착된  베일(40)로  이루어지는  낚시리일에  있어서,  제1드래그적용장치(105,205,505)와, 제2드래그적용
장치(110,210,310,510)와,  드래그조정노브(124,424,524)로  이루어지는  낚시줄스풀에  대한 드래그적
용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제1드래그적용장치는  낚시줄스풀의  축면(76,176,576)과  센터샤프트에 지지
된  플랜지(98,198,598)사이에  장착되고,  상기  제2드래그적용장치는  낚시줄스풀의  제2축면(116)과 드
래그조정노브사이에  장착되고,  상기  노브는  센터샤프트에  지지되며,  제1  및  제2드래그적용장치에 의
하여  낚시줄스풀에  가하는  드래그를  증대  또는  감소시키도록  센터샤프트에  따라  축방향으로 조정가
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드래그적용장치(105,205,505)는  플랜지(98,198,598)의  접촉면과  낚시스풀의 축
면(76,176,576) 사이에 위치한 드래그와셔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2드래그적용장치(110,210)는  낚시줄스풀의  제2축면(116)에  인접하여 
위치한  제2드래그와셔(114)와,  센터샤프트(90)에  계합되어  상기  제2드래그와셔(114)에  대해 지지되
어  있는  제3드래그와셔(118)와,  제3드래그와셔(118)와  노브(124)  사이에  위치하여  노브가  스풀의 드
래그를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조정하는  스프링와셔(122)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
시리일.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노브(124)는  상기  센터샤프트(90)에  나합됨으로써 센터샤프트(9
0)에  대하여  노브(124)를  회전시켜  스풀의  드래그를  증대  또는  감소시키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낚시리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풀은  제1드래그적용장치(105,205)를  오버랩하는  후방으로  돌출된 링보스
(72,172)와,  플랜지(98,198)에  지지된  크리커기구(100)를  가지고,  링보스상에  오버랩되어 센터샤프
트에 대한 스풀의 동작이 가청클릭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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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1드래그적용장치(205)는  상기  센터샤프트(90)에  계합된  최소한  1개의 드래그와셔
(188)와,  스풀에  계합된  최소한  1개의  드래그와셔(75)와,  상기  드래그와셔(188,75)와  플랜지(198) 
사이에 위치한 복수개의 드래그와셔(190,192,194)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제2드래그적용장치(210)는  센터샤프트에  계합된  최소한  1개의 드래그와
셔(118)와,  드래그조정노브(124)에  계합된  드래그와셔(218)와,  상기  드래그와셔(118,218)와  스풀의 
제2축면(116)  사이에  위치하는  복수개의  드래그와셔(220,222,224)와,  전방에  있는 드래그와셔(118)
에  지지되어  있는  탄발수단(122)과,  스풀의  드래그를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  탄발수단(122)을  수축 
또는  신장시키기  위하여  센터샤프트에  따라서  조정가능한  드래그조정노브(124)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클리커기구(100)는  플랜지(98)와  스풀상의  오버랩부분에  의해  지지함으로써  스풀이 
센터샤프트에 대하여 이동할 때 가청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스풀에  대하여  제1  및  제2드래그적용장치를  탄발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하여 탄발수
단(122,322,442,542)을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탄발수단(122,322)은  제2드래그적용장치와  노브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낚시리일.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탄발수단(442,5412)은  노브의  두부분(426,432)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낚시리일.

청구항 12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탄발수단(122)은  디스크형  스프링와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
일.

청구항 13 

제10항에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탄발수단(322,442,542)은  코일스프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청구항 14 

하우징(20)과,  이  하우징에  지지되어  축방향으로  왕복운동  및  비회전하는  센터샤프트(90,590)와, 센
터샤프트에  지지되고,  투척중의  스풀이  비회전하며,  이로부터  낚시줄(14)이  축방향으로  풀어지도록 
하는  낚시줄스풀(31,531)과,  핸드크랭크(60)와,  트랜스미션에  의하여  핸드크랭크에  연결되어 회전가
능하게  장착된  로터하우징(30)과,  이  로터하우징과  함께  회전하도록  이  로터하우징에  선회적으로 장
착되어  스풀에  낚시줄을  감는  베일(40)로  이루어지는  낚시리일에  있어서,  상기  센터샤프트(90)에 고
정된  심봉(94)과,  이  심봉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스풀과,  상기  심봉에서  반경방향으로  외측으로 
돌출되며,  스풀의  한면에서  축방향으로  격리되어  있는  플랜지(98,198,598)와,  플랜지와  스풀사이의 
드래그와셔(104,190,192,194,504)와, 스풀의 제2축면(116) 부근에 위치한 제2드래그적용장치
(110,210,510)와,  상기  심봉에  계합되며,  제2드래그적용장치를  지지하는  드래그와셔(118)와,  상기 
드래그와셔에  지지되어  있는  탄발수단(122,322,442,542)과,  상기  심봉에  대하여  축방향으로 조정가
능하며,  스풀에  드래그를  가하기  위하여  드래그적용장치에  대한  스풀의  축면을  가동시키기  위한 탄
발수단(122,322,442,542)에 계합하는 노브(124,424,524)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탄발수단(122)은 디스크형 스프링와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탄발수단(322,442,542)은 코일스프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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