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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주의

전동릴을� 사용시� 주의� 해야할�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표시에� 대해서

이� 기호는� “꼭� 주의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의� 안이나� 근처에� 구체적인� 주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 기호는� “� 절대� 하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의� 안이나� 근처에� 구체적인� 주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 기호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의� 안이나� 근처에� 구체적인� 주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배터리�,� 배� 전원�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전압�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해진� 전압� 이외의� 것을� 사용시� 전동� 릴이� 
이상� 발열하여� 손을� 데거나� �I�C가� 고장� 날� 
우려가� 있습니다�.� 가정용전원�(교류�)에는� 
연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회로가� 합선� 되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손에� 닿는� 곳에� 보관�,� 
사용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보관주의�!

사용금지�!

경　고
기재사항을� 무시하여�,� 잘못� 다루면� 생명에� 지장�,�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정되어� 있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라인을� 내리는� 중에는� 
클러치레버를� �O�N으로� 하면� 실이� 엉킵니다�.� 
그� 때에는�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라인을� 스풀에� 평행으로� 감게하는� 
레벨와인드와� 본체� 사이에� 손가락을� 끼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시에는� 회전� 부나� 틈새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동행하시는� 보호자께선� 
주의해주십시오�.� 

접촉주의�! 접촉주의�!

취급주의

고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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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주의

●전동릴을� 사용하시면� 미약한� 전파가� 발생하여� 
보청기�,� 페이스� 메이커� 등� 의료기기가� 
오작동하는� 등�,�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페이스� 메이커를� 사용하시는� 분이� 
전동릴을� 사용하실� 경우� 심장� 두근거림�,�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본� 제품� 이용� � 전� 
필히� 의료기기의� 메이커�,� 혹은� 판매업자에게� 
전파에� 의한� 영향에� 대해� 

� �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끈� 등으로� 전동릴을� 몸에� 고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큰� 물고기에� 의해� 바닷물에� 빠지는� 
등� 생명에� 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급주의�!

사용금지�!

경　고
기재사항을� 무시하여�,� 잘� 못� 다루면� 생명에� 지장�,�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정� 되어� 있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기재사항을� 무시하여�,� 잘� 못� 다루면� 생명에� 지장�,�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정� 되어� 있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동� 시� 구동부분�(스풀�,모터�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상으로� 낚시도중� 모터가� 헛돌면�,�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전원을� 

� � � 분리� 하여� 주십시오�.� 

●액정� 안에� 물방울이� 보이는� 경우�,� 모터의� 
공회전� 등� �I�C가� 고장이나� 이상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이용을� 중지하시고� 수리를� 
맡겨주십시오�.

접촉� 금지�!

전원분리�!사용금지�!

물방울

분리



경고

올바른 사용을 ! 

주    의

접촉금지! 

전원끄기! 

●� 드랙력을� 설정� 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전동� 
자동� 감기를� �O�F�F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라인을� 당겨� 세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라인으로� 
손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기재� 사항을� 무시하여� 잘� 못된� 사용을� 하면� 생명에� 영향을� 주는� 장애�,� 부상을� 입을� 수� 있는� �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원빼기! 

빼기

빼기

사용주의! 

사용주의! 

●� 라인이� 빠르게� 방출되고� 있을� 때� 또는� 라인을� 
감고� 있을� 때� 라인을�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이� 
다칠� 수� 있습니다�.� � 

●� 실내에서� 라인을� 감을� 때에는� 고속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속으로�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라인을� 감게되면� 모터의� 발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동� 
감기� 성능이� 저하할� 수� 있습니다�.� 

후~ 

●� 선상에서� 코드� 재접속을� 하실� 때에는� 접속� 
부분에� 해수나� 수분이� 부착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마른� 천으로� 잘� 닦으신� 후�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접속을하시게되면� 쇼트되어� 감전�,� 연기�,� 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 

●� 사용상황이나� 보관상황에� 따라� 코드가� 단선�,� 쇼트� 
� � � 등의� 고장을� 일으켜�,� 연기나�,� 불이� 날� 수� � � 
� � � 있습니다�.� “코드� 사용상의� 주의”�,� “코드의� 
� � � 관리방법”�,� “기타� 관리상의� 주의”를� 반드시� 
� � �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드의� 관리는� 전원을� 
� � � 뺀� 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낡은� 코드는� 단선�,� 
� � � 쇼트� 등�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릴의� 성능을� 
� � � 유지하기� 위해서도� �2년마다�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손질하실때는� 구동을� 정지하여� 전원을� 빼고� 
� � 하시길� 바랍니다�.� 불의로� 구동하여� 다치는
� � 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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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주의

느슨하게한다

주　의
기재사항을� 무시하여�,� 잘못� 다루면� 생명에� 지장�,�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정되어� 있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는� 냄새� 등� 이상하다� 싶은� 상황일� 때� 바로� 
작동을� 멈추고� 전원을� 분리하여� 주십시오�.� 
발열�,� 발화�,� 감전� 등의� 원인이� 됩니다�.� 

●채비가� 바닥에� 걸렸을� 때에는� 대를� 잡아� � 
� � 당가지� 마시고� 실을� 손으로� 잡고� 칼이나� 가위� 
� � 등� 절단� 도구로� 라인을� 끊어� 주십시오�.� 
�(장갑이나� 타올로� 필히� 손을� 
보호해주십시오�)� 무리하여� 대를� 
잡아당기거나� 릴을� 작동시킬� 
경우�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드랙을� 느슨하게� 
푼� 다음� 접속하여� 주십시오�.� �I�C고장시� 모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채비가� 말려들어� 대를� 
파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처주의�!

전원분리�!

취급실시�!

●도장이나� 메키면� 등� 표면이� 파손되어� 날이� 
있는� 부분을� 만지게� 되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촉금지�!

●릴을� 낚시�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목적� 이외� 
사용금지�!

●와이어는� 원줄로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스풀이� 부식되어� 파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금지�!

●릴의� 회전부에는� 구리스나� 오일이� 주유되어� 
있으므로� 옷이� 지저분해�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취급주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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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기재사항을� 무시하여�,� 잘� 못� 다루면� 생명에� 지장�,�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정되어� 있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용중� 카운터� 표시가� 다르게� 표시되거나�,� 
원줄이� 끊어지거나�,� 전원이� 빠지거나�,� 큰� 장력� 
변동이� 있을� 때� 카운터� 표시� 설정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채비까지� 
감아� 낚시대를� 파손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면에� 채비가� 있을� 때� 리셋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라인이� 엉키거나� 밑� 걸림시� 
무리해서� 작동� 시키면� 낚시대나� 릴� 등� 장비의� 
파손�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취급주의�!

조작� 실시�!

●낙하� 등� 강한� 충격이나� 전압이� 가해질� 경우� 릴� 
외관상� 이상이� 없어� 보여도� 고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강한� 충격이나�,� 중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분해・개조� 등을� 하면� 릴의� 성능저하나� 고장� 
원인이� 되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코드를� 개조하게� 되면� 쇼트가� 되어� 발연�,� 
발화의� 고장원인이� 되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개조금지�!

금지�!

개조금지�!

금지�!

취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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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주의

취급상� 주의
전동릴을� 주의하지� 않고� 취급할� 시� 여러가지�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사용전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풀이나� 플레임� 등� 유격이� 있는� 부분에� 
봉이나� 금속종류를� 삽입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됩니다�.

●릴을� 발열기구� 근처에� 놓지� 말아주십시오�.� 
열에� 의한� 변형�/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릴을� 장기간� 보관� 할� 시� 수분을� 완전히� 
말리시고� 직사광선이�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드래그는� 풀어� 놓은� 상태로� 보관해� 
주십시오�.� 

●릴� 위에� 물건을� 놓거나� 깔고� 않거나�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

●전원을� 분리할� 때� 작동을� 완전히� 정지시킨� 
상태에서� 분리해� 주십시오�.

●낚시� 가기� 전에� 릴을� 점검해� 주십시오�.� 고장� 
난� 릴로� 인해� 낚시를� 못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인에� 염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관을� 할� 
경우� 스풀이� 부식되므로� 라인에� 남아있는� 
염분을� 충분히� 제거�(중성세제�,� 라인을� 풀어� 
별도로� 세척�)하신� 후� 직사광선이� 없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금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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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릴을� 세척하실� 때�,� 중성세제를� 
사용해주십시오�.� 염소�,� 산성�,� 알콜류는� 표면의� 
부식이� 되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수분이� 남아있는� 라인을� 강한� 장력으로� 감은� 

상태로� 릴을� 보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관시� 

라인이� 건조하게� 되면� 줄어�,� 스풀�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P�E라인� 전용� 기종에는� 나일론과� 

플로로� 라인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과� 코드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라인� 감기� 중에� 천� 종류가� 말려들지� 않게� 
주의바랍니다�.� 또한� 백러쉬� 등으로� 인해� 
느슨해진� 라인을� 감지� 않게� 주의바랍니다�.

부탁

염소・산성・
알코올� 류� 세제

중성세제

●배� 난간� 구멍에� 릴을� 장착한� 상태로� 낚시대를� 
넣을� 시� 릴이� 구멍에� 부딪치지� 않는지� 확인� 
바랍니다�.� 충격에� 의해� 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뽑기식� 낚시대에� 릴을� 부착한� 상태로� 바닥에� 
“통통”충격을� 주게� 되면� 릴의� 무게로� 인해� 
낚시대� 혹은� 릴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카운터부에� 대해서
�1�.편광글라스� 사용
�2�.한겨울�(카운터의� 표면온도가� �-�1�0℃이하�)� 거나� 한여름�(카운터� 표면� 온도� �6�0℃이상일� 경우�)액정의� 
특성상� 문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3�.동틀녁이나� 해질녘� 태양광� 입사각에� 의한� 액정표면에� 그림자가� 질� 수� 있으나� 고장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리



클립은� 빨간� 커버� 쪽이� � � � 단자� 입니다�.� 

검은� 커버� 쪽이� � � 단자입니다�.

�8

전원에� 대해서

●전원� 연결� 방법

�1�.� 먼저� 코드의� 클립�(�2개�)와� 전원을� � � 

� � � 연결� 하시길� 바랍니다�.� 　

（세팅완료）（전� 점등） （표시변화）

※이상의� 작업이� 완료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시가� 변화한� 후에� 세팅이� 
됩니다�.

�2�.다음으로� 부속� 코드의� 코넥터로� 릴� 

본체와� 연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알람음
�0�.�5초

구멍에
맞춤

・한번� 전원이� 연결되면� 메모리� 백업�(카운터� 정보의� 보존�)�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최소� 
�1�5분간�)� 그� 후� 전원과� 재접속시에는� 상기� 표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팅이� 
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작동은� 아닙니다�.

삑�!

주
의



이� 릴은� 직류�(�D�C�)� �1�2�V� 대응의� 전동릴� 입니다�.� 지정� 외의� 전원�(예를� 들어�,� 가정용의� 

교류�(�A�C�)� �1�0�0�V�,� 배장비의� 직류� �2�4�V�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 전원은� 

발전기와� 배선의� 관계로� 전압이� 불안정하기� 쉽고�,� 릴의� 보호� 회로가� 작동하여� 회전이� 

멈추거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릴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도� 

당사� 제품인� 배터리� 등� 전동릴� 전용� 배터리를�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9

●전원에� 대하여

・출발�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1�.배터리는� 장시간� 방치해도� 자연� 방전�(잔량�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조� 전에는� 
필히�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2�.배� 전원은� 전압�,� 접속� 단자의� 형상� 등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자의� 부식� 등으로� 인해� 릴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식� 등을� 제거� 
후� 사용바랍니다�.� 

주
의

통전시에� 전원� 전압이� �D�C� �9�.�9�V� 이하가� 되면� � � � � � 마크가� 점멸� 표시됩니다�.� 

모터� 회전이� 멈춰� 있을� 때� 이� 표시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 배터리� 잔량의� 감소로� 인한� 

전압� 저하가� 생각됩니다�.� 그� 때는� 배터리를� 충전한� 것과�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배전원을� 사용한� 경우는� 전원의� 전압이나� 단자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코드레스배터리� �B�M에는� 잔량� 경고� 기능이� 있습니다�.� 남은� 용량� 약� �1�0�%에서� 릴� 
액정표시에� 저전압의� 전압� 경고� 표시가� 표시됩니다�.� 표시가� 나오면� 충전된� 배터리와�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전동감기� 중에는� 저전압의� 경고표시를� 할� 수� 없음으로� 감기� 
상태가� 지속되면� �1�0�%를� 다� 사용하여� 갑작스럽게� 멈추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배터리가� 꺼진� 상태로� 손으로� 라인을� 감으면� �(물고기와� 상대� 등�)� 다음의� 
배터리로� 전동감기를� 할� 경우� 채비까지� 감아�,� 낚시대를� 뿌러드리는� 가능성이� 
있음으로� 주의� 바랍니다�.� 이럴� 경우�,� 리셋� �/� 수면제로� 설정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P�2�9를� 참조�)

●배터리� 체크에� 대하여



�1

�1�2

손질방법

●릴의� 손질방법에� 대해서

이� 릴은� 물로� 세척할� 수� 있는� 전동릴입니다�.� 낚시가� 끝난� 후�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질방법

�1�.부드러운� 스폰지� 등으로� 릴� 본체를� 

세척하고� 오염물질을� 제거� 하십시오�.

�2�.물을� 뿌려서� 세제와� 이물질을� 잘� 

떨어내� 주십시오�.� 스풀� 부에도� 물을� 

잘� 뿌려서� 염분을� 떨어내� 주십시오�.� 

�3�.충분히� 물을� 제거�,� 하여�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급탕기를� 사용하실� 때는� 온도� 설정을� �3�0℃

이하로� 해주십시오�.

보관시에는� 드랙을� 느슨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액체（약용）비누� 등� 비누류� 및� 약� 알카리� 성� 

등� 중성� 이외의� 세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염이� 심한� 경우에� 사용하는� 세제는� 

중성세제� 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닷물로� 씻거나� 물에� 담궈� 세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장의� 원인이됩니다�.
・벤젠�,� 신나� 등의� 유기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릴� 본체에� 상처가� 발생함으로� 수세미나�,� 철� 
수세미� 등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장세제：릴� 용� 세제
　　　　　쾌적조행릴워시
　　　　　（상품코드：�0�4�9�2�0�3�7�9）

�2

�3

주의



・코드� 선을� 제거할� 경우� 필히� 커넥터� 

부분을� 잡고� 뽑아� 주세요�.

・�A（핀）、�B（외부）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구리스를� 주입해� 주세요�.

�A �B

・코드선을� 잡고� 릴을� 흔들지� 말아� 

주세요�.

・릴� 본체에� 코드선을� 꽂은� 채� 

본체에� 감지� 말아� 주세요�.� 

・코드선은� 씻지� 말아주세요�.

코드의� 단선� 등에� 따른�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필히� 지켜주십시오�.� 
※코드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예상치� 않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코드는� 소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1�3

●코드의� 사용�/관리� 방법

●코드의� 손질� 방법

●그� 외� 손질� 시� 주의사항

・사용� 후에는� 수돗물� 또는� 온수로�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외관부의� 오염� 부분을� 제거� 후� 잘� 말려주세요�.

・특히�,� 그립� 커버는� 커버를� 벗기고� 완전히� 말려� 주세요�.� 

・건조� 후에는� 코넥터� 부에� 주유를� 해� 주세요�.� 

・릴� 코드는� 본체에서� 제거� 후� 보관하여� 주세요�.� 

・이� 릴은� 전기� 회로� 모터� 등의� 정밀한� 부분을� 내장하고� 있어� 고객님� 자신이� 분해� 
조립하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커넥터부분� 보호로� 인해� 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방호용� 커넥트� 캡을� 씌워� 보관� 하십시오�.
・오래된� 코드는� 단선�,� 쇼트� 등�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릴� 성능� 유지를� 위해서도� �2년� 정도� 
주기로� 교환을� 권장� 합니다�.� 

・코드선� 위에� 무거운� 물건을� 

놓치거나� 코드선을� 결합하지� 

말아� 주세요�.



�1�4

스위치� 각부분의� 명칭과� 동작

保証書

사용설명서
보증서

릴� 시트� 밴드

코드

릴� 봉투

라인통과핀
공구

실

●스풀� 프리� 조절� 다이얼

●�J�O�G파워레버

●레벨와인드

●핑거� 가드

●부속품

●방수�U�T�D�(얼티메이트� 토너먼트� 드랙�)

●원푸시� �O�N클러치� 레버

●원핸드� 클러치� 레버

�O�N



�1�5

릴� 시트� 보호� 
밴드

●스풀� 프리� 조절� 다이얼

・백래쉬�(라인이� 느슨해져� 파마되는� 현상�)를� 

방지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배의� 

흔들림이나� 채비의� 무게� 등에� 의해� 조절해� 

주세요�.� 

●조그� 파워� 레버
・레버의� 조작에� 따라� 끌어� 올리기� 파워
�(스피드�)를� �O�N�/�O�F�F�~�M�A�X까지� 자유자재로� � 
변속이� 가능합니다�.� 
・레버를� 앞�(�M�A�X쪽�)으로� 하면� 파워�(스피드�)가� 
올라갑니다�.� �(감아� 올리기� 속도�,� 증가�)

� 레버를� 원래�(�O�F�F측�)으로� 돌리면�,� 파워
�(스피드�)가� 내려갑니다�.� �(감아올리기� 속도�,� 
감소�)� 
・끌어올리기� 시작할� 때� 파워� 레버가� �O�F�F� 
위치가� 아닌� 경우�,� 레버를� 한번� �O�F�F
위치까지� 원위치� 시키고�(�O�F�F의� 위치에서� 
알람이� 울림�)� 
・침선� 정지� 위치� 근처에서는� 안전을� 위해� 
파워� 레버�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끌어올리기� 부하의� 변동� 등으로� 
조그파워레버의� 설정표시가� 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상은� 아닙니다�.

・스타� 드랙을� 조여� 조절하는� 것으로� 물고기의� 
급격한� 입질� 등에� 반응해� 스풀이� 
공회전하거나� 라인이� 끊어� 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1�.전동릴을� 낚시대에� 세팅하여� 라인을� 로드의� � 
� � � 가이드로� 통과� 시킨� 후� 조절하시길� 
� � 바랍니다�.
�2�.클러치� �O�N상태로� 손으로� 라인을� 빼내면서� 
� � 드랙을� 조절합니다�.� 통상은� 라인�(목줄�)이
� 끊어지기� 직전에� 스풀이� 공회전하게끔� 
조절합니다�.

●부속품

・코드� ・취급설명서� ・스티커� ・� 공구� ・보증서

・릴� 주머니

・라인� 통과� 핀

레벨와인드에� 라인을� 통과시킬� 때� 사용합니다�.� 

�(라인� 통과� 핀은� 부속품과� 함께� 비닐� 주머니� 

안에� 릴� 주머니와� 함께� 들어있습니다�.�)

・� 릴� 시트� 보호� 밴드

� � 릴�,� 로드� 상처� 방지� 및� 릴� 시트의� 

� � 흔들림� 방지로�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레벨와인드

・가이드에� 라인을� 통과� 시킵니다�.� 라인이� 

스풀에� 평행으로� 감을� 수� 있습니다�.

※라인을� 감을� 조건에� 따라� 스풀에� 라인이� 

고르지� 못하게� 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핸드� 클러치� 레버

・엄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밑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클러치가� �O�N됩니다�.

� � � ◆�O�N� 시→　

� � � ◆�O�F�F시→

핸들을� 돌리면� 라인이� 감깁니다�.

� 스풀이� 프리가� 됩니다�.� 핸들을� 

정방향으로� 회전� 시키면� 

클러치가� �O�N이� 됩니다�.

●원푸쉬� �O�N클러치� 레버� 

・클러치� �O�F�F시� 레버를� 넘기면� 클러치가� �O�N

됩니다�.

・낚시대를� 쥐고� 있는� 손으로� 빠르게� 클러치� 

조작� �O�N이� 가능합니다�. ※릴� 시트� 보호� 밴드를� 부착하면� 로드에� 따라� 
릴이�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릴� 시트부가� 회전하는� 낚싯대에서는� 
� 릴� 시트� 보호� 밴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릴� 시트를� 강하게� 조이면� 릴� 시트� 보호� 
밴드가� 변형되어� 스풀에� 접촉하고� 있는� 
스풀� 프리�(채비낙하�)가� � 안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수�U�T�D�(얼티메이트� 토너먼트� 드랙�)

　※드랙� 노브� 클릭� 부착

주의



・라인이� 끊어� 진� 경우의� 데이터� 수정� 이외는� 

카운터� 오차� 원인이� 되므로� 

　�R�E�S�E�T　스위치는� 길게� 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 � � � � （침선정지）의� 표시가� 나옵니다�.�)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위의� 카운터
�(수심카운터�)가� � � � � � � �m로� 됩니다�.

� 　또� 코마세� 타이머가� 리셋됩니다�.
※낚시를시작하기� 전에　�R�E�S�E�T� � 스위치를� 
필히�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스위치를� 누른� 시점을� 기준으로� � 침선� 
자동� 정지위치가� 설정� 됩니다�.� 

�1�6

스위치� 각부의� 명칭과� 동작

�S

�0�.�0
�2�.�0

　�M�E�M�O　스위치를� �2초� 누르면� 

침선정지가� 설정됩니다�.� 

　코마세타이머는� 이�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시작합니다�.

침선자동정지의� 초기� 설정은� 　　� 　�m로� 

되고� 있습니다�.� ”수면� 제로� 설정”

●�R�E�S�E�T（리셋）

●�M�E�M�O（침선정지）

침선정지� 스위치

살짝감기�/멈추기� 스위치

리셋� 스위치

코마세� 타이머� �/
조그파워� 레버� 설정� 표시

수심� 카운터

편리� 기능� 표시



�1�7

●�P�I�C�K�U�P�(살짝멈춤・살짝감기）

●�M�O�D�E（모드）

●수심� 카운터
・위（수면）부터의� 수심을� 표시합니다�.

●코마세� 타이머
・모터� 회전� 스톱� 시�,� 채비� 투입� 시간� 

�(코마세� 타이머�)를� 표시합니다�.

・파워레버의� 조작� 중에는� 파워레버� 설정� 

상태를� 표시합니다�.�(�1�~�H�i까지�)

●모드� 설정� 기능� 표시
・편리� 기능의�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세트하여� 작동하는� 기능은� 표시가� 점등

�(점멸�)합니다�.。　　　　　� 
�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점등합니다�.� �(수심제로

� � 설정을� 하지� 않으면� 침선
�5�.�0�m로� 침선정지합니다�.�)

� 점등→

모드� 설정으로� 살짝� 멈춤・살짝� 감기� 
�/고패질� 

・　�P�I�C�K�U�P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사이�,� 

전동으로� 감아� 올리기가� 가능함으로� 

라인의� 느슨함을� 제거할� 때나� 유혹할� 

시� 편리합니다�.

・감아올리기의� 빠르기는� 모드에서� �0�~�H�I

까지� 변환이� 가능합니다�.� 

※감아올리기� 속도를� �0으로� 한� 경우는�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침선정지위치�+�3�m부터는� 안전을� 위해�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살짝감기

・전동� 감기를� 하고� 있을� 때

　� �P�I�C�K�U�P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사이만� 전동� 감아� 올리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살짝멈춤

�S

�T 코마세타이머� 감아� 

올리기가� 작동합니다�.
� 점등→

� 점멸→ 전원전압이� 저하된� 경우�,� 

점멸합니다�.�(�M�O�D�E� 

스위치를� 눌러도�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 점등→ � �P�I�C�K�U�P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전동으로� 감아� 

올리기가� 가능합니다�.

　�M�E�M�O　스위치와� 
　� �P�I�C�K�U�P　스위치를� 동시에� �2초� 누르면� 
각종� 편리� 기능의� “설정화면”이� 
됩니다�.� 

� � ・한번� 설정하면� 다음� 조행에서도� 그� 
설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M�O�D�E　스위치를� 누를때마다� 

화면이”하나씩� 넘어갑니다�.

・� � � �M�O�D�E　� 스위치를� 지속적으로� 

누르면� “빨리넘기기”가� 되어 

“수심”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수치� 입력이� 끝나면� �M�O�D�E� 스위치를� 

눌러

・수치� 및� 기능의�O�N�/�O�F�F� 설정은� 모두� 

파워� 레버로� 이루어집니다�.

� （침선정지）

�(살짝� 감기�)

� （타이머）

�L�o



�4

�1�8

원줄입력방법� “타나센서브라이트편” �P�0� 지정입력

・핑거가드나� 플레임에� 라인이� 닿으면� 릴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라인이� 닿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실내에서� 저속・고텐션으로� 장시간（※�1）에� 걸쳐� 라인을� 감으면� 모터가� 매우� 과열� 되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조그파워레버를� �M�A�X로� 입력하고�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조시에는� 해수� 등으로� 냉각되므로� 걱정은� 없습니다�.

 

（※�1） �1�0분간� 연속으로� 라인을� 감으면�,� 모터� 과열방지� 기능이� 움직여�,� 모터가� 
정지하여� 화면� 표시가� 점멸�,� �5분간� 모든� 조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코마세타이머� 부분에� �4→�3→�2→�1→�0（분）카운터가� 내려가며� “삐�~”하는� 
소리가� 나면� 정지� 전의� 상태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1�.원줄을� 레벨와인드에� 통과� 시킨� 후� 

스풀에�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2�.조그파워레버를� �O�F�F까지� 

되돌립니다�.

�3�.릴을� 통전� 시켜� 조그파워레버를� 

�M�A�X위치까지� 넘기고� 라인을�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4�.표시가� 　　　일때　

※부속� 라인� 통과� 핀을� 사용하시면� 쉽게� 
통과� 시킬� 수� 있습니다�.
※스풀� 표면에� 라인�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반드시� 라인� 스톱� 핀에�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접속� 방법에� 관해서는� “전원과의� 연결� 
방법”을� 참조바랍니다�.� 
※원줄은� 약� �1�k�g의� 텐션으로� 감아� 

지정입력은� 당사� 타나센서� 브라이트� 또는� 나일론� 라인을� 감을� 때� 다음� 페이지에� 기재되� 있는� 

라인� 종류�,� 호수�,� 감기량�,� 중에서� 선택하여� 세팅하는� 것만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타나센서브라이트�2호�2�0�0�m를� 감고� 입력하는� 것을� 예로� 설명합니다�.� �)

�1

원줄� 입력� 시는� 모터가� 과열하여� 플레임이� 매우� 뜨거워� 짐으로� 손으로� 직접� 
플레임을� 만지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젖은� 수건� 등으로� 프레임을� 잡고�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상에주의�!

라인정지핀원줄

레벨와인드

�2

ピッ！

ピッ！� � � � � � � � � � � � � � � � 스위치와

� � � � � � � � � � � � � � � � � � � 스위치

를� 동시에� �6초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7�.� 조그파워레버로� 수치가� 선택되면

� � � � � � � � � � � � � � � � � � � � 스위치

� � � 를� 눌러� 완료입니다�.

또는

의� 숫자가� 라인의� 호수를� 뜻합니다�.

�1�.�5호의� 경우　　� 

숫자가� 길이를� 뜻� 합니다�.

�1�9

※시보그�1�5�0�J�-�L에는� 
타나센서브라이트�2호�-�2�0�0�m의�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타나센서브라이트�2호�-�2�0�0�m를� 
감을� 경우는�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6�.조그파워레버를� 사용하여� 라인과� 
감을양의� 조합을�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알람음이� 울려� � � � � � � 표시의　
� � 점멸이� 끝나면� 완료입니다�.

아래� 표는� 데이터� 일람표입니다�.

�0�.�0

・레버를� 앞으로� 넘기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레버를� 원래대로� 돌리면� 수치가� 내려갑니다�.

�5�.초기설정�P�E�2호�-�2�0�0�m의� 화면이� 

됩니다�.

※약� �2초간� 살짝감기� 화면으로� 
바뀝니다만� 

� � 그대로� 누르고� 계십시오�.

※여기서� 일단� 스위치에서� 손을� 떼십시오�.

선택� 가능한� 데이터� 일람표

�P�E（오른쪽� 표시가� �P의� 경우 나일론（오른쪽� 표시가� �L의� 경우�)

�1호

�1�.�5호

�2호

�3호

�3호

�4호

�5호

�4�0�0

�3�0�0

�2�0�0

�1�5�0

�2�0�0

�1�4�0

�1�2�0

（ｍ） （ｍ）

※그림의� 경우는� �P�E�2호� �2�0�0�m의� 
데이터가� 세팅됩니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7

�6

편
리



�5

�2�0

라인입력방법� ”릴에� 감을� 양을� 알고� 있을� 때” �P�1� 라인입력

또는

※약� �2초� 후에� 살짝� 감기� 화면이� 되지만� 
그대로� 계속�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3�.릴을� 통전� 해주세요

�5�.초기� 설정� �P�E�2호�2�0�0�m의� 화면이� 

됩니다�.

릴에� 감는� 라인의� 전체길이를� 알고� 있을� 때� 편리한� 방법입니다�.

�(�P�E�2호�2�0�0�m를� 감고� 입력하는� 예로� 설명합니다�.�)

（　　　이� 점멸합니다）Ｐ�1

�7�.텐션을� 조절하여� 조그파워레버를� 

�M�A�X위치까지� 넘겨� 원줄을� 

감습니다�.

�6�.　

　를� 한번� 눌러� 라인길이� 

입력화면으로� 합니다�.

※여기서� 일단�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 주세요�.

※판넬� 좌측아래� 숫자가� �3�~�4가� 되게끔� 
텐션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7

원줄� 입력� 시에는� 모터가� 과열하여� 플레임이� 매우� 뜨거워� 짐으로� 손으로� 
직접� 플레임을� 만지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젖은� 타올� 등으로� 플레임을� 
잡고�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상에주의�!

�1�.원줄을� 레벨와인드로� 통과시켜� 

스풀에�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2�.조그파워레버를� �O�F�F까지� 돌려� 주세요�.

※부속� 라인� 통과핀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통과� 시킬� 수� 있습니다�.
※스풀� 표면에� 라인�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반드시� 라인� 스톱� 핀에�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4

�4�.표시가� 　　　일� 때

를� 동시에� �6초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6

스위치와

� � � 스위치

스위치



�2�1

�8�.모두� 감으면� 조그� 파워� 레버를� �O�F�F

위치까지� 되돌립니다�.�(알람음�)

�9�.　

　를� �2초� 이상�,� 표시가� � � � � � �m가� 

될때까지�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2�0�0

(�2�0�0은� 초기� 설정치� 입니다�.�)

�8

・핑거가드나� 플레임에� 라인이� 닿으면� 릴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 � 라인이� 닿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실내에서� 저속�,� 고텐션으로� 장시간�(※�1�)� 에� 걸쳐� 라인을� 감으면� 모터가� 매우� 과열하게� 
고장의� 원인이� 됩닌다�.� 조그파워레버를� �M�A�X로하여� 입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조시에는� 해수� 등으로� 냉각되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1） �1�0분간� 연속으로� 라인을� 감게되면� 모터� 과열� 방지� 기능이� 작동되어� 모터가� 
정지하여� 화면� 표시가� 점멸�,� �5분간� 모든� 조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코마세� 
타이머� 부분에� �4→�3→�2→�1→�0（분）� 카운터가� 내려가면� “삐�~”라고� 울리면� 
정지전의� 상태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2

�6

·라인을 끝까지 감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파워레버를 OFF의 위치로하여 
핸들로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게 되면 카운터의 오차의 원인이 됩니다.
·이 입력 방법은 PE.08호 미만의 세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PE0.8호를 감을 경우 스풀 외경 근처까지 감으면 스풀과 플레임 사이에 PE라인이 
파고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스풀 외경부터 1mm정도 적게 감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
의

레버�O�F�F

끝까지� 감지� � 않는다

주
의

스위치



�1�1�.� 

　를� �2초� 이상�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 � � � 알람음이� 울려� 표시� � � � � � � � 의� 

점멸이� 끝나면� 완료입니다�.

�2�2

원줄입력방법� “릴에� 감을� 라인의� 길이를� 알� 고� 있을� 때”�P�1� 라인길이입력

�1�1

�1�0�.조그파워레버로� 원줄의� 길이를� 

세팅합니다�.

�0�.�0

�E�r�r

�(그림은� �2�0�0�m에� 세팅한� 경우입니다�.�)
�(세팅하는� 수치는� �1�0�m단위입니다�.�)

�1�0

※　　　가� 된� 경우에는　

 

스위치를� 눌러� 처음부터� 재입력을� 
하여� 주십시오�.

 

스위치

올라간다

내려간다

스위치



묶는다

밑감기용� 라인

원줄

�3

원줄입력방법� 「밑� 감기� 입력」

반드시� 길이를� 알� 수� 있는� 원줄� �1�0�0�m이상이� 필요합니다�.

�P�2� 밑� 감기� 입력

（라인� 길이� 입력화면�) 또는

�1�.밑� 감기용� 라인을� 레벨와인드에� 
통과� 시켜� 스풀에� 묶어� 통전� 
해주시길바랍니다�.

�2�.밑� 감기용� 라인을� 감습니다�.

�3�.원줄과� 잘� 연결� 합니다�.

※조그파워레버가� �O�F�F의� 위치에� 없는� 
경우는� �1번� �O�F�F� 위치로（앞）으로� 
되돌리고� 출력� 하시길� 바랍니다�.

※약� �2초� 후� 살짝� 감기� 화면으로� 되지만� 
그대로� 누르면� 원줄� 설정� 화면이� 

Ｐ�1

※여기서� 한번� 스위치에서� 손을� 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시� 
를� 누르면　　　이� 점멸합니다�.

원줄입력시에는� 모터가� 과열하여� 플레임이� 매우� 뜨거워� 짐으로� 손으로� 직접� 
플레임을� 만지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젖은� 수건� 등으로� 플레임을� 잡아� 
입력하시길� 바랍니다�.화상에주의�!

※부속의� 통과� 핀을� 사용하면� 쉽게� 통과� 
시킬� 수� 있습니다�.
※스풀� � 표면에� 라인�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반드시� 라인� 스톱� 핀에�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4�.표시가� 　　　일� 때　

를� 동시에� �6초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1

라인� 스톱� 핀원줄

레벨와인드

�2

ピッ！

�4 ピッ！

�2�3

스위치와� 
� � � �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라인을� 감기� 시작하면　　　의� 주변의� 
테두리가� 회전합니다�.

조그파워레버를� 넘기면� � � � � � � 가� 텐션� 
표시로� 바뀜으로� �3�~�4가� 될� 때까지� 
텐션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P�2

�P�2

�2�4

�5�.라인길이� 입력� 화면이되면� 다시한번

　　　　　　　　　　� � � 　
� � � 를� 누르고� 밑감기� 입력� 화면으로

� � � 하시길� 바랍니다

　　　가� 점멸합니다�.�P�2

�6�.텐션을� 걸고� 라인� 색에� 주의하면서� 

나머지� �1�0�0�m가� 될� 때� 까지원줄을�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8�.텐션을� 걸고� 라인색에� 주의하면서� 

�5�0�m� 원줄을�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핑거가드나� 플레임에� 라인이� 닿으면� 릴이�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 � 라인이� 닿지� 않게� 주의바랍니다�.
・실내에서� 저속�,� 고텐션으로� 장시간�(※�1�)에� 걸쳐� 라인을� 감으면� 모터가� 과열하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조그파워레버를� �M�A�X로� 하여� 입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 � 또한� 실조시에는� 해수� 등으로� 냉각되므로�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1） �1�0분간� 연속으로� 라인을� 감으면� 모터� 과열� 방지� 기능이� 작동하여� 모터가� 정지�,� 
화면표시가� 점멸하여� �5분간� 모든� 조작이� 할� 수� 없게됩니다�.� 코마세� 타이머� 
부분에� �4→�3→�2→�1→�0（분）으로� 카운트다운되어� “삐�~”라고� 울리면� 정지전의� 
상태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5�0�P�2

�7�.

　를� �2초� 이상�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가� 점멸�,� 카운터가� � � � � � � � � � � � � � � � � � � � � � � � � � 
으로� 됩니다�.

�6

원줄입력방법� 「밑감기입력」 �P�2� 밑감기입력

�5

�7

주
의



�1�1�.

　를� �2초� 이상� 누르고� 표시� � � � 　� � 

의� 점멸이� 끝나면� 완료입니다�.

�1�0�0�P�2　　　　　가� 점멸하여� 카운터가

　　로� 됩니다�.

�2�5

 

�1�0�.텐션을� 걸어� 라인색에� 주의하면서� 

나머지� �5�0�m를�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0�.�0

�9�.

　를� �2초� 이상� 눌러� 주시길� 

�E�r�r※　　　가� 된� 경우는� 

　

　를�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 

해주시길바랍니다�.

・라인을� 모두� 감지� 않게� 주의바랍니다�.� 앞에서� 조그파워레버를� �O�F�F의� 위치로하여� 
핸들을�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다� 감게되면� 카운터� 오차의� 원인이됩니다�.� 
・�P�E�0�.�8호� 미만의� 얇은� 라인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P�E�0�.�8호를� 감을� 경우� 스풀� 외경근처까지� 감게되면� 스풀과� 플레임� 사이에� �P�E라인이� 
들어가는� 위험이� 있음으로�,� 스풀� 외경부터� �1�m�m정도� 적게� 감는� 것을� 권장합니다�.

 

�1�1

�9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주
의



�2�6

원줄입력방법� 「인출입력」

원줄감기가� 끝난� 상태부터� 인출하여� 다시� 입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길이를� 알� 수� 있는� 원줄이� �1�0�0�m이상이� 필요합니다�.

�1�.� 통전해주시길� 바랍니다�.

�P�3� 인출입력

또는

�2

※살짝감기� 화면이� 되지만� 그대로� 누르고� 
있으면� 원줄설정화면이� 됩니다�.

�3�.
　

� � 를� �3번� 누르면� 인출하여� 

입력화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　　　가� 점멸하면� 아래의� 카운터에� 
� � � � � � � 표시됩니다�.

�P�3

�5�0

※여기서� 한번� 스위치에서� 손을� 떼시길� 바랍니다�.

�2�.

　를� 동시에� �6초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와

스위치



�2�7

�8�.빼낸� 라인을� �1�0�0�m감기� 

완료입니다�.

�5�.

　를� �2초이상�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4�.라인의� 마크에� 주의하면서� �5�0�m

빼냅니다�.

숫자가� 　　　이� 됩니다�.�1�0�0

숫자가� 　　　　이� 됩니다�.�1�0�0�.�0

�6�.라인의� 마크에� 주의하면서� �5�0�m� 더� 

빼냅니다�.

�7�.

　를� �2초� 이상� 눌러� 주시길� 

�E�r�r※　　　가� 된� 경우는� 

　

　를� 눌러� 다시� 처음부터�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5

�7

・라인을� 끝까지� 감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파워레버를� �O�F�F의� 위치로하여� 
핸들로�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게� 되면� 카운터의� 오차의� 원인이� 됩니다�.
・이� 입력� 방법은� �P�E�.�0�8호� 미만의� 세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P�E�0�.�8호를� 감을� 경우� 스풀� 외경� 근처까지� 감으면� 스풀과� 플레임� 사이에� �P�E라인이� 
파고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스풀� 외경부터� �1�m�m정도� 적게� 감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
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살짝감기스피드）（수심화면） （알람�O�N・�O�F�F）

수심화면으로� 돌아간다（코마세타이머감기）

실조총감아올리기길이（�k�m）

실조이력 실조이력

실소총시간（�H）

�2�.　　　　　　　� 

　를� 누르고� 세팅하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 � � � � 를� 누를� 때마다� 

설정� 할� 수� 있는� 기능의� 표시가� 바뀝니다�.

※모드화면에서� 설정치를� 변경하여도� 각� 

화면에서� � � � � � � � � � � � � � � � � � � � � � 를� 

누르면� 초기�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2�8

기능설정의� 기본조작「�1�.모드� 화면의� 사용법」

●편리기능의� 설정� 방법

�2초� 누르기

�(살짝감기� 화면이� 됩니다�.）

・모드� 중에는� 편리한� 기능이� 많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조그파워레버를� 조작하여� 수치� 및� 기능의� �O�N�/�O�F�F을� 선택하여
　　　　　　　　　　　　� 를� 눌러� 다음� 화면이� 되면� 세팅� 완료입니다�.
※세팅한� 기능은� 다음의� 조행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드� 설정� 직후에� 전원을� 끊은� 경우�,� 기록�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작동방지를� 위해� �2초� 이상� 누르게� 되어� 

�1�.

　를� 동시에� �2초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1

�2

표시보정데이터

스위치와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와

스위치스위치스위치스위치

스위치를� 동시에



�4�.　　　　　　　　

　를�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세팅� 완료입니다�.

�2�9

・이� 릴은� 구조상� 기존의� 전동라인� 보내기는� 되지� 않습니다�.
� 채비� 낙하� 시� 조그파워레버를� 조작하여도� 라인을� 내보내는� 보조는� 되지� 않습니다�.� 
모터과열로� 트러블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으로� 삼가바랍니다�.
・채비� 낙하� 중에� 조그파워� 레버로� 조작하여� 모터� 회전을� �O�N상태로� 클러치를� �O�N
으로하면� 클러치� 고장의� 원인이됩니다�.� 반드시� 모터회전을� �O�F�F로� 한� 상태로� 클러치를� 
�O�N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3�.조그파워레버로� 각� 기능의� 

�O�N�/�O�F�F나� 수치를� 선택합니다�.

・조그파워레버� “�M�A�X”는� 

수치의� 빨리� 넘기기�,� “

�O�F�F”는� 수치의� 빨리� 

되돌리기가� 됩니다�.

・조그파워레버의� “

�M�A�X”와”�O�F�F”간의� 수치는� 

천천히� 넘기기가� 됩니다�.

・조그파워레버� 조작으로� “

�O�N”과� “�O�F�F”가� 

교호하면서� 나타납니다�.

・설정화면일� 때

　를� 누르면� 초기� 설정치로� 돌아갑니다�.

　（실조이력은� 제외합니다�.）

� 

를� 계속� 누르면� 화면이� 빨리� 넘기기가� 되어� 

수심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수심화면으로� 되돌리고� 낚시를� 시작하십시오�.

빨리되돌리기빨리넘기기 천천히� 넘기기

�3

�4

주
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표시가� 　　　�m가� 되어� 　　� 점등하여� 

세팅� 완료입니다�.

�3�0

기능설정의� 기본조작� 「�2�.낚시를� 시작하기전에」

●수면제로설정

�1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설정� 해� 주십시오�.

●원줄이� 끊어졌을� 때

�1�.코드선을� 연결하여� 라인을� 빼내어� 

채비를� 세팅합니다�.

・새로운� 라인을� 감을� 때나� 대물을� 걸었을� 때는� 라인이� 늘어나� 수면� 제로� 설정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다시한번� 수면제로�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2�.낚시대를� 내리고� 채비가� 수면에� 

있을� 때� 

� � 를� 누릅니다�.� 

�0�.�0 �S

・라인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라인� 수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끊어진� 라인� 만큼�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통전� 상태에서� 낚시대를� 감고�,� 　　　　　　

　　　　　　　　　　� � 를� �2초이상�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표시가� � � � � � 가� 되면� 

완료입니다�.� 

※상기� 작업으로� 인해� 라인데이터가� 덮어쓰기�(수정�)됩니다�.

※라인이� 끊어진� 경우� 데이터� 수정� 이외는� 카운터� 오차의� 원인이� 되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를� 길게� 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0�.�0

�2

주
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3�1

기능설정의� 기본조작� 「�3�.선택� 가능한� 수심� 자동정지」

●선택� 가능한� 수심� 자동정지

자동� 정지� 위치가� 내� 마음대로

�2�.로드를� 세우고� 채비를� 회수하기� 

쉬운� 위치� 또는� 대응하기� 쉬운� 

위치까지� 라인을� 내립니다�.

그림의� 경우� �1�.�5�m

표시가　　　�m이� 됩니다�.� �0�.�0

�4�.채비를� 회수할� 때에는� 설정치로� 

자동� 전동감기를� 정지함으로� 로드를� 

세우면� 채비가� 손에� 돌아옵니다�.� 

�1�.�5�m

�2
� 코마세� 낚시의� 경우
・낚싯대를� 세웠을� 때� 밑밥통이� 손에� 
들어오게끔� 설정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선택가능한수심자동정지는　　　　　　　　　　　� � � � 를� 누른� 위치보다� �1�m�~�5�m

범위내에서� 자동� 정지� 위치를� 임의로� 선택하며�,� 세팅할� 수� 있습니다�.� �(�1�0�c�m단위�)

� 특히� 코마세� 낚시의� 경우는�,� 자동정지하여� 로드를� 세우면� 밑밥통이� 손에� 들어오게끔� 

자동정지위치를� 세팅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라인이� 늘어져� 자동정지� 위치가� 달라진�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수면제로�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정지위치� 부근에서는� 안전을� 위해� 조그파워레버로� 조작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릴을� 통전하여� 수면에� 채비를� 건� 

상태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를� 누릅니다�.� �(수면제로설정�)

※수심� 자동정지의� 초기� 설정은�2�.�0�m

입니다�.　　　　　　　　　　　　를� 

누르지� 않는� 경우는� �5�.�0�m에서� 

멈춥니다�.

※설정이� 완료하면　　� � � � （자동정지）

�3�.그� 위치에서

　를� 약� �2초간� 누릅니다�.

�S

�S

�1

�3

　　� （자동정지）가� 점멸하면� 

� � � 세팅완료입니다�.

편
리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3�2

기능설정의� 기본조작� 「�4�.살짝감기� 스피드� 설정방법」

●살짝감기

●살짝감기� 스피드� 설정방법
　

�1�.

　를� 동시에� �2초간� 누르고� 모드� 

화면으로� 하여� “살짝감기”

화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2�.조그파워레버로� 스피드� 

설정합니다�.

설정치는� �1�~�H�i까지� 입니다�.

� 　　　　　　　　　　　를� 누르고� 있을� 때만� 전동릴에� 감기를� 시킬�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살짝감기� 속도는� 초기� 설정은�1�5이지만� 모드�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1�~�H�i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3�.

　를� �5회� 눌러� “수심”화면으로� 

� � � � 되돌리면� 세팅� 완료입니다�.

화면에� 　　　� （살짝감기）가� 표시됩니다�.

・자동정지위치�+�3�m부터는� 안전을� 위하여�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다

� 올라가다�2

（�2�5로� 설정한� 경우）

�1

�3

주
의

스위치와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전동감아� 올리기를� 하고� 있을� 때　　　　　　　　　　　　를� 누르고� 있을� 때만� 

전동감아올리기를� 멈출�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스위치를� 놓으면� 

조그파워레버의� 위치의� 속도로� 감아올리기를� 시작합니다�.

�3�3

기능설정의� 기본조작� 「�5�.살짝멈추기� 설정방법」

●살짝멈추기

　

�1�.

　를� 동시에� �2초간� 눌러주시길

� � 바랍니다�.

화면의� 　　　� （살짝감기）가� 소등합니다�.

�1

�3

●살짝� 멈추기� 설정방법

�3�.

　를� 누르고� 수심화면으로� 돌아가면� 

세팅� 완료입니다�.

�2�.조그파워레버를� 조작하여� 제로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살짝� 감기� 화면이� 됩니다�.

・　　　　　　　　　　　를� 누르고� 

정지하고� 있을� 때도� 원래� 위치부터� ±�3
이상� 조그파워레버를� 조작한� 경우�,� 안전을� 

위해� 감아� 올리기를� 정지합니다�.� 

（살짝� 멈추기）
조그파워� 레버로

�2

스위치

스위치와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채비� 투입� 개시부터� 경과� 시간을� 

표시합니다�.� 코마세� 고패질이나�,� 채비� 

회수의� 타이밍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코마세� 타이머는

� � 가� 눌리지� 않았을� 때는� 수심카운터

・코마세타이머� 표시는� 자동위치까지� 감아� 

올리면� 소등합니다�.

타이머� 표시가� 있어� 채비� 투입� 경과� 시간을� 표시� 가능�.� 페이스를� 만들� 때� 매우� 
편리�.

※바깥틀� �1개가� �1�0초를� 뜻합니다�.� 
순서대로� 점멸합니다�.

�3�4

기능설정의� 기본조작� 「�6�.코마세타이머」

●코마세타이머

・도중에� 　　　　　　　　　를� 누른� 경우는� 타이머� 표시가　　　부터� 표시가� 

시작합니다�.

※�1분� 이내는� 초단위�,� �1분� 이상은� 
분단위로� 표시됩니다�.
※타이거� 기능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0�.�0

�7�.�0�m부터� 자동� 시작합니다�.

주
의

스위치

스위치



・코마세타이머는� 감아올리기� 전에� 알람으로� 

� � 알립니다�.

　

�2�.　　　　　　　　　� 　　� � 를� �2회� 눌러� 

타이머� 설정� 화면으로� 합니다�.

� � � � � � � � � 가� 표시됩니다�.

�3�5

기능설정의� 기본조작� 「�7�.코마세타이머� 감아올리기」

●코마세� 타이머� 감아올리기

�T

초보자도� 프로� 처럼�!� 기다리는� 시간을� 세팅하면� 릴이� 자동으로� 감아� 올려줌으로� 
더욱� 효율� 적인� 낚시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회� 투입의� 대기� 시간으로� �5분으로� 릴에� 설정하면� 타이머가� 시작된� 시점에서�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릴이� 고속으로� 채비를� 감아� 올립니다�.

・코마세타이머� 감아� 올리기사� 세팅되면� 액정� 안에　　　（타이머）가� 점등합니다�.해제� 할� 

때는� 설정을� 　　　� �(�O�F�F�)로� 하시길� 바랍니다�.　　　（타이머）가� 소등합니다�.

・세팅한� 시간은　　　　　　　　　　� � � � 를� 눌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코마세타이머� 감아� 올리기� 설정은� 전동� 감기� 중� 이외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은� �O�F�F로� 되어� 있습니다�.

　

�1�.

　를� 동시에� �2초간� 눌러� 모드� 화면으로� 

들어가� 살짝� 감기� 설정화면으로� 합니다�.。

� �T

� �T�0

※코마세� 타이머� 감아� 올리기� 시작은� � � � � � 　　　　　　　　　　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1

�2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와

스위치

스위치



�3�6

�T

・채비� 투입� 개시부터의� 경과� 시간을� 표시합니다�.� 코마세나� 채비� 회수의� 
타이밍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코마세타이머는� 수심� 카운터� �7�.�0�m부터� 자동� 시작합니다�.

힌트�!

기능설정의� 기본조작� 「�7�.코마세타이머� 감아올리기」

�5�.� 세팅한� 시간이� 오면� 자동적으로� 

�M�A�X� 스피드로� 채비를� 감아� 

올립니다�.

화면에　　　（타이머）가� 점등합니다�.

・감아올리기전에� 알람이� 울려� 알립니다�.

（그림은� 대기� 시간을� �5분으로� 세팅한� 
경우입니다�.）

레버를� 올리면� 수치가� 올라가�,� 앞으로� 
당기면� 수치가� 내려갑니다�.。

�3�.조그파워레버� 조작으로� 

대기시간�(분�)을� 입력합니다�.

　

�4�.

　를� 눌러� 수심화면으로� 돌아가면� 

세팅� 완료입니다�.

�4

내려가다

올라가다�3

스위치



�3�7

기능설정의� 기본조작� 「�8�.� 표시보정」

●표시보정

（예）라인색으로는� 딱� �1�0�0�m에� 대해� 카운터� 표시를� �1�0�3�m부터� 라인색� �1�0�0에� 맞춰� 

보정하는� 경우�.

카운터� 표시가� 라인색에� 대해� 오차가� 생겼을� 때� 라인색에� 맞추어� 카운터� 표시를� 

보정� 할� 수� 있습니다�.

�1�.

　를� 동시에� �2초간� 눌러� 모드� 

화면으로� 한� 후에� 

　를� 눌러� 실조이력�(실조시간�)의� 

화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 실조중에� 카운터를� 보정� 할� 수� 
있습니다�.

�1

편
리

스위치와

스위치

스위치

�(그림은� �0시간� 미사용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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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설정의� 기본조작「�8�.표시보정」

�2�.

　를� 동시에� �2초� 이상�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2

�4�.�1�0�0에� 세팅되면� 

　

　를� 눌러� 수심화면으로� 돌아가면� 

완료입니다�.

※보정화면일� 때

� � � 를� 누르면� 보정전� �(초기설정치�)

� � � � 의� 표시로� 돌아갑니다�.

�3�.조그파워레버를� 위의� 카운터가� �1�0�0

이� 될� 때� 까지� 손� 앞�(�O�F�F�)으로� 

되돌리시길� 바랍니다�.� 

표시보정화면이� 됩니다�.

※지나치게� 내려간� 경우는� �M�A�X로� 하면� 

수치는� 올라갑니다�.

※�1�0�0�.�0이� 딱� 되지� 않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숫자에�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표시보정）

3

4

올라가다

내려가다

스위치와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파워레버로

�3�9

기능설정의� 기본조작� 「�9�.그� 외� 편리기능」

●여러가지� 알람� 기능

●카운터� 램프

여러가지� 정보를� 소리로� 알리는� 알람

알람음� 설정으로� 인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알람�O�N・�O�F�F선택

●브레이커� 작동� 표시

・어두운� 곳에서도� 카운터가� 잘� 보이게끔� 
통전중에는� 항상� 카운터� 안의� 램프가� 켜져� 
있습니다�.

� 카운터� 안의� 램프가� 항상� 점등�.

・조그파워� 레버� 알람

・조그파워레버의� �M�A�X의� 위치와� �O�F�F의� 위치를� 알람음으로� 알립니다�.

・배� 난간� 알람

・감아� 올리기� 중� 배� 난간� 정지� �6�m이전부터� �2�m간격으로� 삑�,� 정지� 위치에서� 삐익�~이라고� 울려� 채비가

� 위로� 올라오는� 것을� 알립니다�.� 

・스위치� 알람

・각� 스위치를� 누르면� 알람�(삑�)이� 울려�,� 스위치가� 확실하게� 눌러진� 것을� 소리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드설정으로� 인해� �O�F�F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전압경고알람

・전원전압이� 릴의� 사용� 가능� 범위� 보다� 높을� 대� 연속� 알람음을� 울려� 경고합니다�.� 곧� 바로� 그� 전원의� 사용을� 

그만� 두시길� 바랍니다

・타이머� 감아� 올리기� 알람

・코마세� 타이머� 감아� 올리기전에� 알람으로� 알립니다�.

・초기설정은�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람을� �O�F�F로� 하면� 스위치조작이나� 조그� 파워레버를

조작하여도� 알람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1�.모드� 화면에서� 알람� �O�N・�O�F�F화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2�.조그파워레버를� 조작하여� �O�F�F로� 하시길� 바랍니다�.

�3�.� 　　　　　　　　　　　　　　를� 눌러� 

수심화면으로� 돌아가면� 세팅� 완료입니다�.

・안전한� 낚시를� 하기� 위해� 릴에� 큰� 부하가� 
걸리면� 브레이커가� 작동하여� �1�5초간� 전동� 감아� 
올리기를� 정지합니다�.� 작동시는� 
코마세타이머�/조그파워레버� 위치� 표시부분에� 
그림과� 같은� 표시가� 나옵니다�.

점멸표시



�4�0

기능설정의� 기본조작� 「�1�0�.핸들노브의� 분리� 방법」

�1

�2

�3

�1�.핸들노브를� 손으로� 잡으면서� 부속의� 

공구로� 핸들� 노브� 캡을� 느슨하게� 

하여� 분리합니다�.

�2�.드라이버로� 노브� 내부의� 스쿠류를� 

느슨하게하여� 뺍니다�.

�3�.부품� 구성은� 그림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나사는� 반대� 나사로� 되어� 있음으로� 

주의� 바랍니다�.� 또한� 핸들노브캡에� 부속� 

공구를� 잘� 맞추어� 돌리지� 않으면� 핸들� 

노브� 캡이� 상처� 입을� 수� 있음으로� 

주의바랍니다�.

※스쿠류에는� 느슨해짐� 방지제가� 붙어� 

있어� 느슨해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사를� 조심하여�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느슨하게

핸들노브 부속� 공구

핸들노브
캡

나사

드라이버

느슨하게

샤프트

베어링

베어링

핸들노브

핸들노브
캡

워셔

나사 �O링



�4�1

사양� 일람표

●릴� 사양� 일람

수심표시범위

사용가능온도

카운터：�0�.�0～�9�9�9�.�9�m

－�1�0℃～�6�0℃

※개량으로� 인해� 사양을� 예고� 없이� 변경할� � 수� 있습니다�.

●카운터� 일부� 사양

시보그� �1�5�0�J�-�L

�2�0

제품코드 �0�0�8�0�1�2�6�3

무부하시

최대

정격

무부하시

�4�.�8：�1
�4�5�5�g

�7�k�g

�1

�1�.�5

�2

�3

�3

�4

�4�0�0�m

�3�0�0�m

�2�0�0�m

�1�5�0�m

�2�0�0�m

�1�4�0�m

�1�1�/�1

�D�C�1�2�V～�1�6�.�8�V
�3�5�k�g

�1�4�1�m�/分
�9�k�g

�1�9�0�m�/分
�3

�1�5

�6

�0～�1�9�0�m�/分（무단계변속）

베어링� 입수（볼� �/� 롤러）
전원전압

최대감기힘

통상감기속도（�1�k�g부하시）
�J�A�F�S기준감기힘� 

�J�A�F�S기준속도� 

전류（�A）

변속기능

최적배터리� 

브라이트
（호）

나일론
（호）

표준권상량

※�1
※�2

※�3
※�3

※�4

※브라이트란� 당사� 타나� 센서
브라이트�(�P�E�)를� 뜻합니다�.

※�1：최대감기힘�=전원전압�1�3�V� 축� 토크� 참고치

※�2：통상강기속도＝전원전압�1�3�V�,�1�k�g부하시의� �1�0�0�m감기속도평균

※�3：�J�A�F�S기준감기힘�/속도�=일본조구용품공업회규정�,� 전원전압�1�3�V� 측정치

※�4：무부하시�=전원전압�1�3�V� 측정치

폐사� 배터리� 

기어비� （수동� 시）
무게

최대드랙력



※調整、その他により、展開図、部品表内容が製品と一致しない場合がありますので、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No, 部品名 No, 部品名 No, 部品名 No, 部品名
103
104
105
106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60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ﾄﾞﾗｸﾞｶﾗｰW
ﾊﾝﾄﾞﾙﾎﾞｰﾙﾍﾞｱﾘﾝｸﾞ
ﾊﾝﾄﾞﾙﾍﾞｱﾘﾝｸﾞW
ﾄﾞﾗｸﾞSP･W
ﾄﾞﾗｸﾞﾎﾙﾀﾞｰ
ﾄﾞﾗｸﾞﾎﾙﾀﾞｰﾘｰﾌSP
ｽﾀｰﾄﾞﾗｸﾞW
ｽﾀｰﾄﾞﾗｸﾞ
ﾊﾝﾄﾞﾙｶﾗｰ
ﾊﾝﾄﾞﾙ
ﾊﾝﾄﾞﾙﾅｯﾄ
ﾊﾝﾄﾞﾙｷｬｯﾌﾟ
ﾒｶﾆｶﾙﾌﾞﾚｰｷﾉﾌﾞOﾘﾝｸﾞ
ﾒｶﾆｶﾙﾌﾞﾚｰｷﾉﾌﾞW(A)
ﾒｶﾆｶﾙﾌﾞﾚｰｷﾉﾌﾞW(B)
ﾒｶﾆｶﾙﾌﾞﾚｰｷﾉﾌﾞ
ﾌｨﾝｶﾞｰｶﾊﾞｰ
ﾌｨﾝｶﾞｰｶﾊﾞｰSC
ｺﾈｸﾀｰｷｬｯﾌﾟ
ｺｰﾄﾞ
LSﾌﾟﾚｰﾄSC・W
ドライバー
マニュアル
フィッティングパット
イトトオシピン
ハンドルノブＷ
ハンドルノブカラー
ハンドルノブ
ハンドルノブSC
ハンドルノブキャップ
ハンドルノブキャップOリング

42

展開図
シーボーグ 150J－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ﾌﾚｰﾑ 
ﾓｰﾀｰﾎﾙﾀﾞｰ 
ﾓｰﾀｰﾎﾙﾀﾞｰOﾘﾝｸﾞ 
ﾓｰﾀｰ 
ﾓｰﾀｰﾎﾙﾀﾞｰSC 
ｸﾗｯﾁﾌﾟﾚｰﾄ(R) 
ｸﾗｯﾁﾌﾟﾚｰﾄ(L) 
ｳｫｰﾑｼｬﾌﾄ 
ﾚﾍﾞﾙﾜｲﾝﾄﾞ 
ｳｫｰﾑｼｰﾙﾄﾞ 
ﾚﾍﾞﾙﾜｲﾝﾄﾞﾎﾟｽﾄｶﾗｰ 
ﾎﾟｰﾙW 
ﾎﾟｰﾙ 
ﾚﾍﾞﾙﾜｲﾝﾄﾞﾎﾟｽﾄ 
ﾚﾍﾞﾙﾜｲﾝﾄﾞﾎﾟｽﾄﾘﾃｨﾅｰ 
ｳｫｰﾑｼｬﾌﾄｶﾗｰ 
ｳｫｰﾑｼｬﾌﾄW 
ｳｫｰﾑｼｬﾌﾄﾘﾃｨﾅｰ 
ﾓｰﾀｰﾊｳｽｷﾞﾔｰ 
ﾓｰﾀｰｷﾞﾔ-(A) 
ﾓｰﾀｰｷﾞﾔ-(A)W/0.3 
ﾓｰﾀｰｷﾞﾔ-(A)W/0.1 
ﾓｰﾀｰｷﾞﾔ-(B)ｶﾗｰ 
ﾓｰﾀｰｷﾞﾔ-(B) 
ﾓｰﾀｰﾊｳｽﾍﾞｱﾘﾝｸﾞW 
ﾓｰﾀｰﾊｳｽﾎﾞｰﾙﾍﾞｱﾘﾝｸﾞ 
ﾓｰﾀｰｷﾞﾔ-(B)ﾎﾞｰﾙﾍﾞｱﾘﾝｸﾞ 
LSｾｯﾄﾌﾟﾚｰﾄ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A)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A)ｶﾗｰ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A)SC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B)W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B)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B)ﾎﾞｰﾙﾍﾞｱﾘﾝｸﾞ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B)ｼｬﾌﾄ 
ｸﾗｯﾁｶﾑ 
ｸﾗｯﾁｶﾑﾌﾟﾚｰﾄ 
ｸﾗｯﾁｶﾑﾌﾟﾚｰﾄSC 
ｸﾗｯﾁﾌﾟﾚｰﾄ 
ｸﾗｯﾁSP 
ｷｯｸﾚﾊﾞｰ 
ｷｯｸﾚﾊﾞｰSC 
ｷﾞﾔｰｼｬﾌﾄW 
ｷﾞﾔｰｼｬﾌﾄｶﾗｰ 
ｷﾞﾔｰｼｬﾌﾄ 
ｷﾞﾔｰｼｬﾌﾄﾌﾟﾚｰﾄ 
ｷﾞﾔｰｼｬﾌﾄﾌﾟﾚｰﾄSC(A) 
ｷﾞﾔｰｼｬﾌﾄﾌﾟﾚｰﾄSC(B) 
ｸﾗｯﾁﾚﾊﾞｰ(A) 
ｽﾌﾟｰﾙﾎﾞｰﾙﾍﾞｱﾘﾝｸﾞ 
ｽﾌﾟｰﾙﾍﾞｱﾘﾝｸﾞｶﾗｰ 
ｽﾌﾟｰﾙ 
ｽﾌﾟｰﾙﾋﾟﾝ 
ｽﾌﾟｰﾙｷﾞﾔｰﾍﾞｱﾘﾝｸﾞｶﾗｰ 
ｽﾌﾟｰﾙｷﾞﾔｰﾎﾞｰﾙﾍﾞｱﾘﾝｸﾞ 
ｽﾌﾟｰﾙｷﾞﾔｰ 
ｽﾌﾟｰﾙｷﾞﾔｰﾘﾃｨﾅｰ 
ｽﾌﾟｰﾙW(A)/0.5 
ｽﾌﾟｰﾙW(B)/1.0 
RSｾｯﾄﾌﾟﾚｰﾄ 
RSｾｯﾄﾌﾟﾚｰﾄSC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C)ｶﾗｰ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C)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C)W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C)SC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D)ｶﾗｰ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D)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D)W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D)SC 
ﾌﾚｰﾑｷﾞﾔｰ 
ﾌﾚｰﾑｷﾞﾔｰSC 
ICﾓｼﾞｭｰﾙ 
ｺｰﾄﾞｶﾊﾞｰ 
RSﾌﾟﾚｰﾄ 
RSﾌﾟﾚｰﾄSC(A) 
RSﾌﾟﾚｰﾄSC(B) 
RSﾌﾟﾚｰﾄSC(C) 
RSﾌﾟﾚｰﾄSC(D) 
ｸﾗｯﾁｶﾑSP 
ｷｯｸﾚﾊﾞｰSP 
ﾗﾁｪｯﾄ 
ｽﾄｯﾊﾟｰ 
ｷﾞﾔｰｼｬﾌﾄOﾘﾝｸﾞ 
ﾄﾞﾗｲﾌﾞｷﾞﾔｰW 
ﾄﾞﾗｲﾌﾞｷﾞﾔｰ 
ﾄﾞﾗｸﾞW 
ｷﾞﾔｰｼｬﾌﾄOﾘﾝｸﾞ 
ﾄﾞﾗｸﾞﾃﾞｽｸｶﾗｰ 
ﾄﾞﾗｸﾞﾊﾟｯｷﾝ 
ｸﾗｯﾁﾚﾊﾞｰ(B)ｶﾗｰ 
ｸﾗｯﾁﾚﾊﾞｰ(B) 
ﾓｰﾀｰｷﾞﾔ-(C) 
ﾋﾟﾆｵﾝﾘﾃｨﾅｰ 
ﾗｲﾝｽﾄｯﾊﾟｰ 
LSﾌﾟﾚｰﾄ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B)ｼｬﾌﾄｶﾗｰ 
ｾｯﾄﾌﾟﾚｰﾄｷﾞﾔｰ(B)ｼｬﾌﾄﾘﾝｸﾞ 
LSﾎﾞｰﾙﾍﾞｱﾘﾝｸﾞ 
LSﾍﾞｱﾘﾝｸﾞﾘﾝｸﾞ 
LSﾌﾟﾚｰﾄSC(A) 
LSﾌﾟﾚｰﾄSC(B) 
ﾄﾞﾗｸﾞｶﾗｰ 

16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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