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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NCH
그린치

신 발상의 “감기” 프로그  

이전의 프로그가 가진 높은 스낵리스 성능은 그대로, 프로그 보디와 새드테일 웜을 융합시켜, 베이트 
피시 다운 형태로 완성한 것이 그린치입니다. 액션도 도그워크나 폽핑 액션이 아니라, 리트리브에 의한 
직선적인 유혹을 특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프로그에는 없었던 [감기 프로그] 콘셉트를 구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커버 안을 도망 치려하는 베이트 피시. 커버 아래에 들어가는 배스의 본능을 직격하고, 격한 
바이트를 유발합니다.

LengthName weight Price

135mmGRINCH 20g ¥1,650 (본체가격)

C202 C203 C204 C205

C098 C154 C200C046

C201

C041

MICRO POMPADOUR
마이크로 퐁파도르

시리즈 최소! 먹이게 하는 마이크로 사이즈!

川島勉(TSUTOMU KAWASHIMA)가 착수한 루어 중에서도 명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퐁파도르. 
다수의 실적을 자랑하는 퐁파도르에 먹이게 하는 의식을 한 마이크로 사이즈가 등장.
보통 감기에는, 메탈 부품이 확실하게 물을 잡고, 안정된 크롤을 공표. 더욱이 수면을 도망치려 하는 벌레 
등을 이미지 한 하나의 셰이크에도 대응합니다.
작은 바디로 수면을 헤엄쳐 오는 모습은, 사용하고 있는 것 만으로 사람도 물고기도 매료됩니다. 
초보자 분들의 최초 한 수로써, 낚시의 즐거움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물론, 압박감이 높은 장소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단지 작기 때문에 잡힌다. 라는 것이                                        
아니라, 川島勉(TSUTOMU KAWASHIMA)의 경험을 피드백하여, 잡히는 요소를 응축한 아이템으로 
완성시켰습니다.

LengthName weight

42mmMICRO POMPADOUR 6.5g

Type

Floating ¥1,740 (본체가격)

Price

A183 A184 A185A182A181

A348 A357 A358A347A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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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ADOUR
퐁파도르

배스와 앵글러의 본능을 직격하는 탑 워터 플러그

탑 워터 플러그의 묘미를 남김없이 체감 가능한 초실적형 노이지. 그것이 “퐁파도르”입니다.
레이 다운이나 오버행이 뒤얽혀, 복잡한 상황의 공력에, 태클 박스에서 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실적 
능력을 겸비하면서도, 루어 피싱 본래의 긴장감을 극한까지 높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크롤 액션을 
개시하는 스피드를 목안으로, STOP & GO를 섞은 리트리브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빅 배스에 뛰어난 
임팩트를 줍니다. 아무생각 없이 숨을 삼키게 하는 박력 있는 바이트 장면을 즐겨 주십시오.

LengthName weight Price

79mmPOMPADOUR 22.0g ¥2,80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OMPADOUR JR.
퐁파도르 주니어

대인기 탑 워터 플러그에 주니어 사이즈 등장!!

다이내믹한 탑 워터 게임을 체감 가능한 초실전형 노이지 “퐁파도르” 그리고, 보다 가벼운 장비에서의 
사용을 가능케 하고, 섬세한 먹임의 요소를 넣은 것이 “퐁파도르 JR.”입니다. 
저속에서도 헤엄침이 좋고, 이동거리를 제어한 핀 포인트에서의 액션에도 뛰어납니다. 오리지널과의 
사용 구분에서 탑 워터 게임을 더욱 격렬 시켜주는 것일 겁니다.

LengthName weight

66mmPOMPADOUR Jr. 18.0g ¥2,21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RB-M#5

시리즈 최소! 먹이게 하는 마이크로 사이즈!

川島勉(TSUTOMU KAWASHIMA)가 착수한 루어 중에서도 명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퐁파도르. 
다수의 실적을 자랑하는 퐁파도르에 먹이게 하는 의식을 한 마이크로 사이즈가 등장.
보통 감기에는, 메탈 부품이 확실하게 물을 잡고, 안정된 크롤을 공표. 더욱이 수면을 도망치려 하는 벌레 
등을 이미지 한 하나의 셰이크에도 대응합니다.
작은 바디로 수면을 헤엄쳐 오는 모습은, 사용하고 있는 것 만으로 사람도 물고기도 매료됩니다. 
초보자 분들의 최초 한 수로써, 낚시의 즐거움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물론, 압박감이 높은 장소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단지 작기 때문에 잡힌다. 라는 것이                                        
아니라, 川島勉(TSUTOMU KAWASHIMA)의 경험을 피드백하여, 잡히는 요소를 응축한 아이템으로 
완성시켰습니다.

D003 D005D002D001

D014 D015D012D009

D019 D020D018D017

D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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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KSY
빈쿠시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 되어진 확실한 전술

높은 압박감이나 애프터 스포닝 등, 슬로우 컨디션의 배스를 상대할 때, 프로 가이드 그리고 토너먼트 
프로로써 여러 필드와 마주해 온 川口直人(NAOTO KAWAGUCHI)라면, 주저하지 않고 탑 워터 플러그를 
선택합니다. 이동 거리를 짧게 줄이고, 핀스폿에서 몇 번이라도 약 올리게 유혹한다. 이것이 배스에 
스위치를 넣는 가장 효과적인 수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테크니컬한 전략을 더욱이 
고차원적인 레벨로 연출하기 위한 무기로써 탄생한 것이 빈쿠시. 프롭, 블레이드라는 메탈 부품이 이동 
거리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스플래시, 노이즈, 플래싱와, 복합적인 자극으로 바이트를 유발. 조작성, 
캐스팅성에 뛰어나고, 노지, 저수지, 넓은 호수와 어떠한 필드에서도 대응하는 완성도 높음을 
실현하였습니다.

LengthName weight

70mmBINKSY 12.4g ¥1,71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ST36BC#5

SK-POP GRANDE 平村(HIRAMURA) 커스텀

빅 배스를 커버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튜닝

琵琶湖(비와호) 가이드, 平村尚也(NAOYA HIRAMURA)의 손에 의해 튜닝 되어진 SK-POP 글란디. 
SK-POP 글란디 최대의 특징인 수평 뜸 & 중저음 POP 사운드를 확실하게 남기면서 빅 배스를 커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바늘 파워를 겸비하도록, 튜닝을 실시하였다. 바늘을 한 랭크 크게 하고, 선경이 굵은 
것으로. 굵은 바늘을 채용한데가, 루어 무게는 올리고, 뜨는 자세가 이전의 SK-POP 글란디 보다 잠기는 
느낌으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의 무게를 조절하였습니다. 이전의 수평 뜸 & 중저음 
POP 사운드를 계승하면서, 빅 배스와 대립이 가능한 SK-POP GRANDE 平村(HIRAMURA) 커스텀의 
등장입니다.

LengthName weight

65mmSK-POP GRANDE 平村(HIRAMURA) 커스텀 9.0g ¥1,61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ST36BC＃5

A169 A213A156A082

A324 A325 A326 A327 A328 A329

A216 A217A215A214

A221 A222A220A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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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BBY PENCIL 55
츄비 펜슬 55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필드에서 활약.

콤팩트 바디이면서, 뛰어난 비거리와 쾌적한 액션을 특징으로 하는 "츄비 펜슬 55". 세미 플랫 사이드에 
디자인 되어진 바디 형태에서 폭넓은 도그 워크를 가능하게하고, 탑 워터가 가지는 기본 성능을 
확실하게 겸비하여 물고기에게 어필. 그 사용감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필드에서 활약하고 줄 
것입니다. 츄비 펜슬의 위력을 꼭 필드에서 시험해 봐 주십시오.

LengthName weight

55mmChubby Pencil55 3.1g ¥1,30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ST36BC#12

A031 A089 A180A085 A178

CHUBBY POPPER 42
츄비 포퍼 42

노지의 가장 유력한 선수. 

다양한 게임 피싱을 대상으로 디자인되어진,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이크로 루어 "츄비 
시리즈".  작으면서 뛰어난 비거리와 경쾌한 액션을 특징으로 하는 이 시리즈에 탑 워터 플러그가 
추가되었습니다.  핀 포인트에서 스플래시 & 다이브부터 스피드 워킹 액션까지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대응하는 높은 범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편안한 사용감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장소에서 
활약해 줄 것입니다. 수면 공략까지 활약의 장을 펼친 "츄비 포퍼"를 꼭 필드에서 시험해 봐 주십시오.
            

LengthName weight

42mmCHUBBY POPPER42 3.3g ¥1,31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ST26TN#12

A089 A178 A180A085A031

A183 A184 A185A182A181

A183 A184 A185A182A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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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A
카에라

콤팩트에 감춰진 "낚다"를 위한 성능. 

오픈 워터에서도, 커버 주위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 프로그를 목표로 만들어진 
아이템이 "카에라"입니다. 커버 주위에서는, 바디 형태와 바늘 위치의 절묘한 균형에 의해 뛰어난 
스낵리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프로그에 필수적인 요소, 액션을 시키기 쉽게 특히 집념하였습니다. 
실루엣을 콤팩트하게 할 정도로 프로그는 도그 워크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카에라는 무게 배치와 뜨는 
자세의 연구를 통해 콤팩트하면서도 상당히 액션 시키기 쉬운 프로그로 완성되었습니다. 액션 시켰을 
때의 물 헤엄도 강하고, 바디 사이드에 마련된 플랫면이 물을 잡아 확실하게 수중에 그 존재를 
어필합니다. [배스에 먹혀, 무사히 돌아오지 않아]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이 붙여진 카에라는,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실 분의 오른팔로 놀라운 조획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GAVACHO FROG
가보쵸 프로그

수면 작렬!! GO BITE’EM

秦拓馬(TAKUMA HATA) 프로가 요구한 것은, 생명감과 어필력의 융합. 어느 때는 도망치려하는 베이트 
피시. 어느 때는 수면에서도 발버둥치는 곤충. 배스가 반응하는 여러 요소를 조합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가보쵸 프로그”입니다. 독자의 컵 형태는 좁은 범위로 테이블 턴을 이미지로. 또한, 바이트를 연발하는 
작은 물보라를 만듦과 동시에, 수생식물에 잘 걸리지 않는 광범위를 템보 좋게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훅킹에서의 초기 걸림을 추궁한 오리지널 훅에 불소가공을 실시하여, 관통 성능을 향상. 
강한 어필과 쓸모없는 이동 거리를 억제하는 실리콘 스커트나, 원투 성능에 뛰어난 바디 설계 등, 
앵글러라면 누구라도 납득하는 기능을 구체화 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LengthName weight

55mmKAERA     12.5g

Type

Floating ¥1,200 (본체가격)

Price

C177 C178 C179C176C110

C182 C183 C184C181C180

LengthName weight

69mmGavacho Frog 18.0g

Type

Floating ¥1,200 (본체가격)

Price

C151 C152 C153 C154 C155 C157

C158 C159 C160 C161 C162 C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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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Y115
마이키

최강의 3조인트 바디.

[포기하고 돌아보기 전에 먹인다!]를 콘셉트로 한 빅 조인트 표층 플러그. 슬로우 리트리브에서도 반응이 
좋은 3연결 바디가 만들어내는 호색적인 구불구불 액션은, 빅 배스의 본능을 강렬하게 자극. 그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바이트를 유발합니다. 琵琶湖(비와호) 등 넓은 호수에서 그 위력이 확인 된 이후, 지금 관동 
저수지를 비롯한 전국의 필드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은 피네스에서 반응하지 
않는 배스조차도 흥미를 유발시키고, 격한 물보라를 함께 잡아채는 충격의 바이트를 실현 해줍니다. 
오리지널 모델의 기본 성능은 그대로, 미디엄 클래스의 태클에서도 주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마이키 115]입니다. 적당한 중량감은 사용하는 낚싯대를 가리지 않고, 낚싯대의 대수가 한정되는 해안 
낚시나 소형 보트에서의 게임에 적합합니다. 또한 작은 장소에서 요구되는 기술 캐스팅에도 대응하기 
쉬워졌습니다. 스테디 리트리브의 요염한 액션과 강력한 파동을 계승하면서도, 미디엄 태클 특유의 로드 
워크를 발휘하는 적극적인 어프로치도 효과적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익사이팅한 서브  표층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A165 A168 A169A123A033

躱MIKEY/躱MIKEY115
카와시 마이키
 

"공격"의 마이키, 카와시 마이키 탄생. 

커버 크랭킹 방법을 시야에 넣은 튜닝을 실시한 "공격의 마이키" 그것이 [카와시 마이키]입니다. 구부러진 
립에 의해 잠행 심도를 크게 변경하고, 한편으로, 구조물을 띄워 회피하기 위해 부력을 강화. 이 부력을 
살린 「카와시(회피)」의 기술이, 더 치밀한 커버 크랭킹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워블링을 강화하여, 커버 
속에 숨어있는 빅배스에 대해 뛰어난 어필력을 발휘합니다. 미디엄 클래스의 태클로도 이용 가능한 
마이키 115에 튜닝을 실시한 것으로, 해당 필드의 폭을 넓혔습니다. 루어를 조종 해, 목표물을 잡는 
즐거움을 체감해 주십시오.

LengthName weight Type PriceHook Size

115mmMikey115 20.5g ¥2,810 (본체가격)Floating ST36BC＃5

A177A173A172

LengthName weight

140mm카와시 Mikey 31.5g ¥3,81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ST36BC＃4

115mm카와시 Mikey115 19.5g ¥3,010 (본체가격)Floating ST36BC＃5

A125 A128 A134A124A123

A140A139A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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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Z SWIMMER 220SF
다우즈 스위머 220SF

S자로 몰아서, 다트로 먹인다. 

秦拓馬(TAKUMA HATA) 프로가 요구한 S자 액션 구체화시킨 아이템이 다우즈 스위머입니다.  3연 
조인트에 의한 매우 부드러운 슬랄롬 액션이 특색. 이외에 秦拓馬(TAKUMA HATA) 프로가 고집하여 
요구 한 것이, 포식 스위치를 강제적으로 넣기 위함의 다트 이스케이프 액션.  낚싯대 조작을 더했을 때, 
휘날리다던지 수중에서 튀어나오는 것 없이, 좌우로의 완벽한 다트 액션을 보여줍니다. “여기다”라는 
경우에 먹이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한편, 정확하게 연출할 수 있는 S자 계열 빅 베이트입니다. 항상 빅 
배스를 추구한 秦拓馬(TAKUMA HATA) 프로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오른팔적인 존재, 그것이 다우즈 
스위머입니다.

LengthName weight

69mm다우즈 스위머 220SF 3.6oz

Type

Floating ¥4,980 (본체가격)

Price

A226 A312 A359A209A206

A362 A363 A364A361A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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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BITAREL
치비타렐

절묘하게 작은 블루길 사이즈! 매치 더 베이트 피시의 위력!! 

물고기의 본능을 자극하는 블루길 형태 빅 베이트 [간타렐]. 이 기본 성능은 그대로, 전국 각지에 무수히 
흩어져있는 작은 필드에 맞춰서 사이즈가 조정 된 것이 [치비타렐]입니다.  콤팩트화에 의한 사용의 
용이성을 손에 넣은 것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사이즈와의 구분에 의해서, 보다 더 필드에 맞게 매치 더 
베이트 피시의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냥 감기에서의 액션은 느긋한 슬랄롬 액션. 그리고 [간타렐]의 
가장 큰 특징인, 180° 회전의 "뒤돌기 턴"은 [치비타렐]에서도 건재합니다. 사소이 중에 트위치를 더하는 
것으로, 격렬하게 배스를 위협합니다.  체이스만으로 바이트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유감없이 그 
효과를 발휘 할 것입니다. 

LengthName weight

130mm치비타렐 43.5g ¥3,20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프론트 ST46TN#2 / 
리어 ST46TN#3

A039 A040 A154A033A031

A228 A229 A287A226A219

GIRON /BABY GIRON
기론 / 베이비 기론

매치 더 블루길.

빅 베이트의 메인 베이트로 알려진, 또한 산란시기에는 천적이 되는 블루길을 리얼하게 재현 한 플랫 
사이드의 S자 계열 루어입니다. 피치의 짧은 S자 계열 스트로크와 플랫 사이드가 가져다주는 플래싱 
효과로 배스를 매료 시킵니다. 한입 크기로 축소 한 베이비 기론은, 그 크기와는 정반대로 확실한 액션을 
일으켜 플래싱으로 배스를 유혹. 부담감이 큰 필드와 다양한 필드 상황에 대응합니다.

※1 베이비기론  색상
※2 기론 색상

LengthName weight

93mmGIRON 22.5g ¥2,41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프론트 ST36BC＃2／
리어 ST36BC＃4

61mmBaby GIRON 7.8g ¥1,910 (본체가격)Sinking
프론트 ST36BC＃8／
리어 ST36BC＃10

A039 A040 A041A033A031

A045 A046 A047A043A042

(※1) (※1),(※2) (※1),(※2)

(※1),(※2) (※1),(※2) (※1),(※2)(※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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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TAPPY
마이크로 테피

낚이는 요소를 가득 실은 마이크로 웨이크 베이트 

사용하는 사람의 수준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즐겁게 놀며 조과 내는 루어를 제공하고자하는 프로 앵글러 
古沢勝利(KATSUTOSHI FURUSAWA)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아이템이 마이크로 테피입니다.
누구나 던져 감는 것만으로 액션이 되고, 바이트가 눈에 보이는 표면 웨이크 베이트를 부담감 있는 
필드에서도 꾸준히 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사이즈화. 복부에 장착 된 블레이드, 부력이 있는 
플래싱 테일 복잡한 파동과 작은 물고기 떼 같은 플래싱을 연출하고 바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바디 모양이면서도, 각 부품이 생명감 넘치는 큰 어필을 만들고, 멀리서도 물고기를 끌어 모읍니다. 
작은 배스에서 빅 배스까지 미치게 하는 힘을 가진 마이크로 테피. 한마디 더 잡고 싶어 하는 고객은 물론, 
여성이나 어린이의 처음 한 마리도 도와 줄 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꼭 가까운 필드에서 시험해 
보십시오. 

MUSHBOB50 SR
무시밥50 SR

쉘로우에서 덫을 놓는다! 

房総半島(보소 반도)의 슈퍼 토박이 낚시꾼 川島勉(TSUTOMU KAWASHIMA)가 프로듀스한 크랭크 
베이트, 무시밥에 SR이 등장. MR와 같이, 덕 핀 립을 채용하는 것으로 뛰어난 커버 회피 능력을 획득. 
잠행 심도는 MR이 약 1.5M 비해, SR은 약 1.0M. 쉘로우나 수심 자체가 얕은 노지 등에서도 나오는 
차례가 많아집니다.
MR보다도 워블링이 강한 액션, 고속 리트리브에서도 확실한 헤엄치는 하이 밸런스 설계, 리트리브 중에 
궤도가 잠시 흔들려, 먹일 기회를 연출하는, 그 콤팩트 한 바디에 川島勉(TSUTOMU KAWASHIMA)의 
크랭킹 이론 이론이 담긴 크랭크 베이트입니다. 

LengthName weight

50mmMUSHBOB50 SR 9.0g ¥1,50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ST36BC#6

LengthName weight

54mmMICRO TAPPY 4.8g

Type

FLOATING ¥1,540 (본체가격)

Price

A182 A183 A184A181A121

A347 A348 A349A346A185

A119 A121 A154A033A013

A289 A297 A298A262A203

A301A300A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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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HBOB 50MR
무시밥 50 MR

"노리고 덫을 놓는다" 스몰 크랭크 

房総半島(보소 반도)의 슈퍼 토박이 낚시꾼 川島勉(TSUTOMU KAWASHIMA)가 제작 한 스몰 사이즈의 
베이트. 커버 두려움 없이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은 립에 있습니다. 폭넓은 형상이 방패가 되어 바닥 걸림을 
방지하면서도 적당히 걸려있는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굳이 장애물에 가볍게 스택시킴으로써 다음에 
루어가 빠지는 순간에 발생하는 "날카로운 움직임"을 노립니다. 커버에 숨어있는 배스도 이 움직임에 참지 
못하고 리액션 바이트를 해 버릴 것입니다. 川島勉(TSUTOMU KAWASHIMA)의 크랭킹 이론을 바탕으로 
태어난 "노리고 덫을 놓는다" 크랭크 베이트입니다. 

LengthName weight

50mmMUSHBOB 50 MR 9.5g ¥1,50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ST36BC#6

A119 A121 A154A033A013

A289 A297 A298A262A203

A301A300A299

CHUBBLE-SR
츄블 -SR

미노우 × 크랭크 베이트의 혁명적 융합!! 

지금까지 여러 루어 디자인을 다루고, 또한 누구보다도 크랭크 베이트를 던져 매일 연구를 거듭해 온 加
藤誠司(SEIJI KATO)에 있어서, "크기"· "형태"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도출 된 것이 미노우 모양의 크랭크 베이트 "CHUBBLE". 스퀘어 립을 갖춘 플로팅 바디에 의해 더 높은 
커버 회피 성능을 자랑하며, 지금까지 미노우에서는 공격 할 수 없었던 뒤얽힌 커버나 쉘로우 록 지역 
등에 효율적인 접근을 실현. 피라미와 숭어 새끼 등 중형 베이트 피시를 연상시키는 형태가 특정 먹이에 
집착하는 배스 포식 본능을 강렬하게 자극하고, 또한 사용하는 뜻대로 조작 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의 
넓이도 특색의 하나. 스톱 & 고 와 트위치라는 잔기술은 물론, 직진 안정성 성능도 매우 높고, 고속 
리트리브 방식에도 대응. 미노우와 크랭크 베이트 각각의 이점이 하나로 응축 된 차세대 플러그 
"CHUBBLE"의 위력을 체험해 주십시오.

LengthName weight

65mmCHUBBLE-SR 9.0g

Type

Floating ¥1,510 (본체가격)

Price

A111 A154 A166A110A085

A260 A261 A262A259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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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BBLE-MR
츄블-MR

중간층을 돌진하는 미노우 형태 크랭크 베이트 

加藤誠司(SEIJI KATO)프로듀서, 미노우 형태 크랭크 베이트 "츄블".
기존 SR 모델 외에도 MR 모델이 새롭게 등장. 
SR 모델이 최대 잠행심도 1.2M. 새롭게 등장하는 MR 모델은 최대 잠행심도 1.8M의 모델입니다. 
잠행심도의 확대에 의해, 지금까지 공격 못한 중간층까지 접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츄블 MR의 립에 덕 핀 모양의 립을 채용. 접한 구조물에서 떨어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숨어있는 배스를 정성스럽게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잘 걸리지 않는 이 립 형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액션 설정은 얼룩한 필드나 깨끗한 수질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타이트한 워블롤 액션.
미노우 같은 실루엣과 타이트한 액션으로, 베이트 피시를 대상으로 하는 배스에 유감없이 그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CHUBBLE80-SR
츄블 80-SR

미노우 × 크랭크 베이트의 혁명적 융합! 

루어 디자이너 加藤誠司(SEIJI KATO)가 세상에 내보낸, 베이트 피시 형태의 크랭크 베이트, 츄블 시리즈. 
업 사이징 모델 인 츄블 80은, 加藤誠司(SEIJI KATO) 자신이 USA 토너먼트에 참전에서 얻은 경험에서 
태어난 모델입니다. 
업 사이징에 의해 얻어지는 메리트는,
·액션의 파워 향상 
·집어력 향상. 
·부력이 증가하고, 커버 회피 능력이 향상 
·숭어와 피라미 등의 중형 베이트 피시의 실루엣에 더욱 가까워졌다. 
등 다양합니다. 덧붙여, 츄블 80 큼직한 몸 크기에도 불구하고, 헤엄의 안정성은 뛰어납니다.  
고속 리트리브에서도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헤엄치는 가장 높은 밸런스 설계로 완성되었습니다.
사용하면 아는 그 사용감과 조획 능력의 차이를 꼭 체감해 보십시오.

LengthName weight

80mmCHUBBLE80-SR 14.5g ¥1,75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RB-M（NSC)＃4   

LengthName weight

65mmCHUBBLE-MR 10.8g ¥1,51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RB-M#6 

A111 A154 A166A110A085

A260 A261 A262A259A256

A085 A110 A111 A154 A166 A256

A259 A260 A261 A262 A344 A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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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RBAIT 007R
라이저 베이트 007R (REAL TYPE)
 

날다 – 감는다 - 급부상

가장 큰 특징은 혁신적인 립 [라이저 립]. 지금까지의 미노우나 새드 같은 잠수시키기 위한 립이 아니라, 
뛰어난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무거운 바디"를 수면으로 부상시킨다, 는 정반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립입니다. 
동등한 크기의 탑 워터 플러그에 도달하지 못했던 원거리도 사정권에 넣고, 수면 공략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템입니다. 

007R의 효과적인 상황은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보일이 다발하는 상황. 뛰어난 비거리로 멀리 보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면에 작은 물고기가 도망치려 하는 액션과 리얼 형태로 선별적 배스에 입을 
사용하게 합니다.

LengthName weight

70mmRISERBAIT 007R 8.2g ¥1,80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ST36BC ＃10

A366 A367 A368A365A308

D-BILL SHAD 55MR/SR
디-빌 새드 55SR / MR
 

크랭킹 메서드 대응. 스낵리스 성능에 뛰어난 플로팅 새드

최근 많이 사용되어지는 크랭킹 새드 메서드에 대응하기 위해 태어난 "디-빌 새드". 라이트 커버에 
대해서도 바닥 걸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접근 할 수 있는 것처럼, 플로팅 설정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립의 
형태에도 집착했습니다. 라운드와 스퀘어 하이브리드, "덕 핀 립" 형태를 채용. 커버 접촉시 핥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립 후면에 훅 포지션이 유지되어, 뛰어난 스낵리스 성능을 발휘. 
더욱이, 커버에 대해서 립이 너무 박히는 것에 의한 바닥 걸림도 방지합니다. 또한 디-빌 새드에 채용 한, 
2장의 다른 자석을 조합시킨 "듀얼 매그 중심 이동 시스템"은 안정된 캐스팅감과 헤엄치는 액션을 양립. 
캐스팅시에는 추가 떨어져 뛰어난 비거리를. 리트리브 커버 접근시에는 추가 떨어지지 않고, 뛰어난 
헤엄침의 밸런스를 실현합니다. 리트리브 스피드는 저속 ~ 초고속 영역까지 폭넓게 대응. 고속 감기에서 
리액션 바이트를 노리고 싶은 상황에도 베스트 매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높은 균형의 플로팅 
새드로 마무리 한 디-빌 새드는 전국 모든 필드에서 올 시즌 활약 해 줄 것입니다.

LengthName weight

55mmD-BILL SHAD 55SR 5.5g ¥1.610 (본체가격)

Type

Floating

PriceHook Size

RB-M #8

A009 A013 A023A008A004

A256 A262 A302A121A085

A317A316A315

A220 A265 A302A087A009

55mmD-BILL SHAD 55MR 5.8g ¥1.610 (본체가격)Floating RB-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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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SHAD 45SP
소울 새드 45SP

아슬아슬한 반칙, 먹이게 하는 비장의 카드

올 시즌 대응의 높은 잠재력 새드 플러그 "서울 새드' 시리에 최소 모델인 45SP가 라인업에 추가. 고도의 
밸런스 설계가 뛰어난 헤엄 액션을 실현. 특히 고속 리트리브의 안정감은 놀라운 차원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리하게 짜여진 바디 형태이면서, 마그네틱 중심 이동에 의해 안정된 비거리를 
약속합니다. 액션 의한 반응도 좋고, 연속 트위치나 저크 & 포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물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억제하고 싶은 날카로운 액션이 대상을 유혹합니다. [상류]에 담긴 영혼을 체감해 
보십시오.

LengthName weight

45mmSOUL SHAD 45SP 2.7g ¥1,510 (본체가격)

Type

Suspend

PriceHook Size

트레블
RB-M#12

A163A162A161

A156A148 A160A089

A085 A088A010A009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소울 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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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SHAD / 52SP·58SP·58SRSP·62DR·62DDR·68SP
소울 새드 SERECT COLORS
 

프로 스텝 자신의 색상을 엄선. 소울 새드 선별 색상.

다수의 실적을 남겨온 소울 새드 시리즈에 선별 색상이 등장. 제각각의 프로 스텝이 필드나 상황에 맞춘 
모델과 색상 라인업을 엄선한 스페셜 색상이 등장하였습니다.

LengthName weight

52mm 4.0g ¥1,610 (본체가격)

Type

Suspend

PriceHook Size

트래블 RB-M#8

58mmSOUL SHAD 58SP 5.5g ¥1,610 (본체가격)Suspend 트래블 RB-M#8

58mmSOUL SHAD 58SR SP 5.0g ¥1,610 (본체가격)Suspend 트래블 RB-M#8

62mmSOUL SHAD 62DR 6.2g ¥1,610 (본체가격)Suspend 트래블 RB-M#8

62mmSOUL SHAD 62DDR 6.8g ¥1,610 (본체가격)Suspend 트래블 RB-M#8

68mm  SOUL SHAD 68SP 9.0g ¥1,710 (본체가격)Suspend 쇼트 섕크 훅 RB-M＃5

A163A162A161

A156A148 A160A089

A085 A088A010A009

[소울새드 유영층] 

SOUL SHAD 52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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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ANGE 110SP
리렌지 110SP

 날다, 잠긴다. 멈춘다. 의 3요소를 계승 한 다운 사이징 모델 

"早野剛史(TAKESHI HAYANO)" 감수의 긴 미노우, 리렌지에 새로운 사이즈가 라인업! 오리지널 130MM
에서 110MM로 다운 사이징 하였습니다. 베이트의 사이즈나 필드 상황에 맞춰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 중심 이동 시스템 “TG 제로 프릭션 슬라이드 구조”오리지널에서 계승. 뛰어난 원투성과 
액션의 안정성은 건재합니다. 잠행심도는 오리지널이 1.5 ~ 2M에 비해, 1 ~ 1.5M로 대응. 
 (트위치 & 저크로 1M 정도, 단순 감기에서 1.5M 정도) 

액션은 트위치 & 저크에 의한 가름을 중시한 세팅. 앵글러 측에 부담도 적고, 하루 동안의 트위치 & 
저크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WZVIDO 90SP
다우즈비도

도망치려 하는 베이트 피시의 [필사적 감]을 연출!! 

琵琶湖(비와코) 굴지의 프로 가이드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빅 배스와 대치 해 온 프로 앵글러 秦拓馬
(TAKUMA HATA)가 교활한 타깃을 속이기 위해 요구한 최종 병기. 그것이 DOWZVIDO (다우즈비도). 
몬스터 클래스에 포식 행동을 촉구하는 궁극적인 스위치로 그가 요구 한 것은 도망치려 하는 베이트 
피시의 재현이었습니다. 특필해야 할 것은 고속 리트리브에 대응하는 밸런스의 장점과 경쾌한 당김.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적인 생명감을 다우즈비도에 가져온 것은 다른 종류에서는 볼 수 없는 하이 피치 
롤링 액션.  3연 이동 중심기구에 의해 손에 넣은 뛰어난 캐스팅감에 의해 롤 주체의 액션이면서 안정된 
2M 이상 잠행심도를 실현하였습니다. 이상적인 액션을 유지 한 채 “목적 층을 보다 오랫동안 추적" 이 
효율적인 스트레스 없는 광범위한 탐색 능력이야말로 바이트 기회를 증가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LengthName weight

90mmDOWZVIDO 90SP 10.7g ¥1,700 (본체가격)

Type

SUSPEND

PriceHook Size

RB-M #7   

LengthName weight

110mmRERANGE 110SP 14.8g ¥1,850 (본체가격)

Type

SUSPEND

PriceHook Size

RB-M#6

A206 A207 A208A203A075

A211A210A209

A085 A087 A220A013A009

A303 A304 A305A302A256

A308A307A306



20

B
A

S
S
 / M

IN
N

O
W

 ·
 V

IB
R
A

T
IO

N

RERANGE 130SP
리렌지 130SP
 

날리고, 가라앉히고, 멈추는 3가지요소.

JB TOP50멤버 “早野剛史(HAYANO TAKESHI)”감수의 롱미노우. 하이피치한 롤을 보이면서 잠행하여 약
1.5~2M층까지 공략할수 있습니다. “TG제로프리쿠션슬라이드구조”라는 특수 중심이동 시스템을 
탑재하여 맞바람에도 지지않는 압도적인 비거리를 실현. 
“낚이는”미노우로써는 물론 사용하는 사람도 고려하였습니다. “리렌지130SP"는 리트리브만이 아니라 
트위칭 및 져크에서도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고 트위치를 가해주면 밸런스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좌우로 다트합니다. 또 다시 액션을 스톱하면 정지시에 보디도 멈추고 스테이합니다. 
입질유도의 틈을 줍니다.

LengthName weight

130mmRERANGE 130SP 21.5g ¥1,950 (본체가격)

Type

SUSPEND

PriceHook Size

숏 섕크 훅 
RB-M#4

TN50/60/70 TRIGON

TN50/60/70 트리곤

진화한 아웃터 메탈 시스템 탑재!

바이브레이션플러그의 정번이라고 할수 있는 TN시리즈 독자의 아웃터메탈시스템의 장점을 더욱더 
증강시킨 모델이 "TN TRIGON(트리곤)입니다. 웨이트를 증가시켜 보다 저중심화시킨 웨이트의 배치에 
의해, 비행자세가 안정되고 이차원의 비거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리트리브 불가능하였던 
딥에리어에서도 쾌적하게 리트리브가능하게 되었습니다. TN시리즈 공통, 보텀에서의 안정성도 건재. 
폭넓은 바닥접지면적을 확보하여서 바닥에 닿아서 쓰러지지 않고 발군의 스낵리스 성능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공략하지 못하였던 먼곳의 포인트 및 깊은 수심의 지역에서는 유일무이한 위력을 발휘해 
줍니다.

LengthName weight

52mmTN50 TRIGON 11.2g ¥1,58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트레블 RB-M
프론트 숏 섕크#8/리어#10  

A334 A335 A336A333A260

A339A338A337

60mmTN60 TRIGON 18.5g ¥1,680 (본체가격)Sinking
트레블 RB-M

프론트#6/리어#8  

70mmTN70 TRIGON 31.5g ¥1,850 (본체가격)Sinking 트레블 RB-M
프론트#4/리어#6

A308A307A306

A303 A304 A305A302A256

A085 A087 A220A013A009



¥1,460 (본체가격)

¥1,560 (본체가격)

¥1,460 (본체가격)

A002

A003 A004

A005 A006  A007 A008 A009

A010 A011 A012 A013 A014

A015 A016 A017 A018 A019

A020 A021 A022 A023

A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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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50 / TN50 FULL TUNGSTEN / TN50 SILENT

바이브레이션의 왕도

안정된 스위밍자세와 캐스트빌리티 뛰어난 바닥 감지 능력. 유영한 후 서있는 상태가 좋은 특성인 TN
시리즈. 슬로우리티리브부터 고속리트리브까지 훌륭하게 가능한 바이브레이션입니다. TN50에는 
노멀사운드 이외 사일런트․풀텅스텐․ 마루하타사운드․디스크 노커를 전개. 사운드로테이션에 의해 보다 
더 나은 조과를 가져다 줍니다.

LengthName weight

52mmTN50 9.0g

Type

Sinking

PriceHook Size

ST36BC＃8

52mmTN50 Full Tungsten 9.5g Sinking ST36BC＃8

52mmTN50 Silent 8.3g Sinking ST36BC＃8

A 0 0 4

A 0 0 5

A 0 0 6

A 0 0 7

A 0 0 8

A 0 0 9

A 0 1 0

A 0 1 1

A 0 1 2

A 0 1 3

A 0 1 4

A 0 1 5

A 0 2 0

A 0 2 1

A 0 2 2

A 0 2 3

A 0 0 3

A 0 0 2

A 0 0 1

스  펙 노멀 사운드 텅스텐 사운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티엔50 / TN 50 풀 텅스텐 / TN50 사일런트



TNSKULL SHELL MARUHATA
스컬 쉘 마루하타
 

秦拓馬(TAKUMA HATA)의 오랜기간 시크릿사운드

안정된 스위밍자세와 캐스트빌리티, 뛰어난 바닥 감지 능력. 유영한 후 서있는 상태가 좋은 특성인 TN
시리즈. 본 소재의 보디 채용이 스컬 쉘 마루하타 사운드 입니다. 秦拓馬가 오랜 기간 지니고 있던 시크릿 
사운드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LengthName weight

70mmTN70 MARUHATA 17.3g ¥1,61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ST36BC
프론트＃4／리어＃6

60mmTN60 MARUHATA 12.8g ¥1,510 (본체가격)Sinking
ST36BC

프론트＃6／리어＃8

A076 A077 A078 A079 A080 A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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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사운드
헤드측에 텅스텐볼이 1개, 베리측에 황동볼을 탑재한 
오리지널 모델. 황동이 연주하는 높은 음이 광범 위하게 
울려 퍼집니다.

풀 텅스텐
경질의 텅스텐 소재 볼이 내벽에 접촉되어서 다른 모델을 
압도하는 대음량을 발생. 넓게 탐색할 때나 리액션 
유발에 효과적입니다,

사일런트
저중심에 고정된 웨이트는 진폭파워를 보디에 다이렉트 
하게 전달. 사운드는 없어도 액션의 파동은 시리즈 최대.

디스크 노커
래틀이 원주형상의 전용웨이트로 되어 있어, 보디의 
내벽에 어택할 때 노커사운드를 발생합지다

스컬 쉘 마루하타‘
스컬 쉘 바디를 채용하여, 보디 내부에서 발생 하는 사운드의 
수중으로 전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운드는 필드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수 있는  너무 격하지 않는 얕은 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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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60 / TN60 FULL TUNGSTEN / TN60 SILENT
티엔60 / 티엔60 풀 텅스텐 / 티엔60 사일런트
 

바이브레이션의 왕도

안정된 스위밍 자세와 캐스트 빌리티 뛰어난 바닥 감지 능력. 유영한 후 서있는 상태가 좋은 특성인 TN
시리즈. 슬로우 리티리브부터 고속 리트리브까지 훌륭하게 가능한 바이브레이션입니다. 
TN60에는 노멀사운드 이외 사일런트․ 풀 텅스텐․ 마루하타 사운드․  디스크 노커를 전개. 
사운드 로테이션에 의해 보다 더 나은 조과를 가져다 줍니다.

LengthName weight

60mmTN60 12.7g ¥1,51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ST36BC
프론트＃6／리어＃8

60mmTN60 Full Tungsten 13.0g ¥1,610 (본체가격)Sinking

60mmTN60 Silent 12.0g ¥1,510 (본체가격)Sinking

ST36BC
프론트＃6／리어＃8

ST36BC
프론트＃6／리어＃8

A 0 0 4

A 0 0 5

A 0 0 6

A 0 0 7

A 0 0 8

A 0 0 9

A 0 1 0

A 0 1 1

A 0 1 2

A 0 1 3

A 0 1 4

A 0 1 5

A 0 2 0

A 0 2 1

A 0 2 2

A 0 2 3

A 0 0 3

A 0 0 2

A 0 0 1

스  펙 노멀 사운드 텅스텐 사운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A002

A003 A004

A005 A006  A007 A008 A009

A010 A011 A012 A013 A014

A015 A016 A017 A018 A019

A001

A020 A021 A022 A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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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70 / TN70 FULL TUNGSTEN / TN70 SILENT
티엔70 / 티엔70 풀 텅스텐 / 티엔70 사일런트
 
 
 

바이브레이션의 왕도

안정된 스위밍 자세와 캐스트 빌리티 뛰어난 바닥 감지 능력. 유영한 후 서있는 상태가 좋은 특성인 
TN시리즈. 슬로우 리트리브부터 고속리트리브까지 훌륭하게 가능한 바이브레이션입니다. 
TN70에는 노멀사운드 이외 사일런트․ 풀 텅스텐․ 마루하타 사운드를 전개. 사운드 로테이션에 의해 
보다 더 나은 조과를 가져다줍니다.

LengthName weight

70mmTN70 18.0g ¥1,61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ST36BC
프론트＃4／리어＃6

70mmTN70 풀 텅스텐 18.5g ¥1,710 (본체가격)Sinking

70mmTN70 사일런트 17.0g ¥1,610 (본체가격)Sinking

ST36BC
프론트＃4／리어＃6

ST36BC
프론트＃4／리어＃6

A 0 0 4

A 0 0 5

A 0 0 6

A 0 0 8

A 0 0 9

A 0 1 2

A 0 1 3

A 0 1 4

A 0 2 0

A 0 2 1

A 0 2 2

A 0 2 3

A 0 0 3

A 0 0 2

A 0 0 1

스  펙 노멀 사운드 텅스텐 사운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A012 A013 A014 A020

A021 A022 A023

A005 A006  A008 A009

A002A001

A003 A004



25

B
A

S
S
 / V

IB
R
A

T
IO

N

TN65 / TN65 FULL TUNGSTEN / TN65 SILENT
티엔65 / 티엔65 풀 텅스텐 / 티엔65 사일런트
 

다양한 필드에서 활약

발군의 비거리&격한 수중액션을 발생하는 액션, 사운드. 슬로우리트리브에서도 유영 밸런스와 좋은 
자세. 바이브레이션에 요구되어지는 기본요소를 고차원으로 클리어한것이 TN시리즈. 그중에서도 
절묘한 밸런스를 불어넣어 65MM의 [TN65]가 탄생하였습니다.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은 최적의 
보디사이즈는 이상적인 중량감을 가지게 하여 필드․태클․상황을 가리지 않는 높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LengthName weight

64mmTN65 15.0g ¥1,61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64mmTN65 Full Tungsten  15.0g ¥1,710 (본체가격)Sinking

64mmTN65 Silent 15.0g ¥1,610 (본체가격)Sinking

ST36BC
프론트＃5／리어＃6

ST36BC
프론트＃5／리어＃6

ST36BC
프론트＃5／리어＃6

A 0 0 4

A 0 0 5

A 0 0 6

A 0 0 8

A 0 0 9

A 0 1 2

A 0 1 3

A 0 1 4

A 0 2 0

A 0 2 1

A 0 2 2

A 0 2 3

스  펙 노멀 사운드 텅스텐 사운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A004 A005 A006

A008 A009 A012

A013 A014 A020 A021 A022 A023

TN SLIM8
티엔 슬림8

 실루엣으로 포식본능을 자극!!     

루어디자이너로써 또 자신이 현장에서의 테스트를 하여온 프로앵글러로써 풍부한 경험에서
加藤誠司(KATO SEIJI)프로가 지도하여 포식본능을 자극하는 루어로써 개발된 아이템이 이 "TN 
SLIM8“입니다. 자칼 독자의 구조인 ”아웃터메탈시스템“을 탑재하였고, 압도적인 비거리와 액션반응의 
이점은 그대로 미노우 같은 실루엣과 타이트한 파동이 배스의 포식본능을 자극합니다. 
바닥에서 쓰러지지 않는 자세는 바닥걸림 회피성능이 뛰어나고 고속리티리브에서는 도망치는 
베이트피쉬를 연출 가능합니다. 슬림보디이면서 손에 확실히 전달되는 파동은 앵글러의 집중력을 높여 
미세한 입질도 놓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TN SLIM8“은 로드워크에 따라서 자유롭게 다트액션을 
반복할 수 있어서 높은 조작성을 획득하였습니다. 수심 공략에 따라서 자유롭게 컨트롤하면서 
져크베이트로써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래의 바이브레이션플러그를 능가하는 ”매치 더 
베이트“의 힘을 집합시켜 탄생한 ”TN SLIM8".이 높은 실조능력으로 바이브레이션플러그의 개념을 
뒤엎었습니다.

LengthName weight

80mmTN SLIM8 12.0g ¥1,51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쇼트 생크 훅

RB-M#6

A031 A064 A085 A089 A090 A112 A144

A202 A220 A263 A264 A265 A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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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BURN
키번
 

기판보디를 탑재. 혁명적 바이브레이션

경량이면서 기판보디를 탑재한 혁명적 바이브레이션. 이것이 “키번”입니다. 최대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메탈바이브레이션과는 선을 그은, 압도적으로 뛰어난 움직임의 빠름이 있습니다. 기판보디이어서 
실현가능한 잘 서는 액션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배스도 리액션바이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엄동기에도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폴. 키번은 흔들흔들 거리는 “진동폴액션”으로 입질의 기회를 주면서 
바로 직하로 폴링하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밸런스 좋아서 훅에 라인꼬임도 경감. 조작성이 
뛰어난 바이브레이션플러그입니다.

Name

weight

KEEBURN 1/4oz ¥860 (본체가격)

PriceName

KEEBURN

KEEBURN

3/8oz

1/2oz

¥910 (본체가격)

¥960 (본체가격)

CHUBBY VIBRATION 40

440MM의 보디사이즈에 감춰진 강한 액션

40MM의 보디사이즈에서 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액션으로 고기의 본능을 자극하는 “CHUBBY 
VIBRATION".액션의 안정성도 뛰어나고 슬로우리트리브부터 패스트리트리브까지 안정되어 유영하는 
좋은 밸런스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 또 내장된 철제구슬에서 독자의 사운드를 냅니다. 다양한 게임피쉬, 
상황에 활약합니다.                     

LengthName weight

 40mm Chubby Vibration 40 4.8g ¥1,30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ST36BC
프론트#10/리어#12

A199 A200 A201A198A196

A085 A089 A090A064A031

츄비 바이브레이션
 

A028 A031 A089 A090 A195

A248 A249 A250 A251 A252

A253 A254 A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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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IN’ JAW
녹인’ 죠
 

광범위하게 “가로”를 탐색하는 보텀노크 특화형

돌출된 턱이 특징인 “녹인 죠”. 이 이름과 같이 바닥을 턱으로 노크하면서 옆방향으로 탐색합니다. 게다가 
보디에 있는 3개의 구멍을 사용 구분하여 패스트리트리브~슬로우리트리브, 리프트앤폴에도 
대응합니다.

LengthName weight

58mmKnockin' Jaw 1/2oz ¥96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SD-36#6
더블 훅

52mmKnockin' Jaw 3/8oz ¥910 (본체가격)Sinking

46mmKnockin' Jaw 1/4oz ¥860 (본체가격)Sinking

SD-36#8
더블 훅

SD-36#8
더블 훅

Price

MASK VIBE GENE
마스크 바이브 젠

 “마스크바이브”의 유전자를 계승하여 탄생한 MASKVIBE GENE

JACKALL이 제안한 혁명적루어 “마스크바이브”의 유전자(GENE)를 계승하여 탄생한 MASKVIBE GENE. 
소프트소재의 에라스토마 보디의 특성을 살려, 경질수지보디의 루어에서 발생시키지 못한 수중파장으로 
고기를 유혹합니다. 게다가 훅이 보디에 부딪치는 소리까지 억제시켜 궁극의 사일런트베이트로 프레샤가 
많은 수역에서도 위력을 발휘, 작은 롤액션과 결합하여 도망치면서 헤매는 베이트피쉬를 타깃으로 
포식본능에 스위치를 넣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을 정도의 높은 입질 유도 능력을 가진 서치베이트로써 
여러 상황에서 활약해 줍니다.

LengthName weight

55mmMASK VIBE GENE55 5.5g ¥89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

70mmMASK VIBE GENE70 9.7g ¥920 (본체가격)Sinking

A275 A276 A277 A278 A279 A280

A114 A115 A116 A117 A118 A119 A120

A028 A031 A109 A110 A111 A112 A113

A121 A122

A067 A111 A154 A264 A272 A273 A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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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ABALL
데라볼

 롱캐스팅이 척척 결정된다.

“쉽고 즐겁게” 스윔베이트를 사용할수 있게, 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템이 데라볼입니다. 미관상 특징은 
원형보디는 水野浩聡(MIZUNO HIROAKI)씨가 최고로 신경쓴 포인트입니다. 원형보디는 캐스트시에 공기저항을 잘 
받지 않고 마치 야구볼을 던지는것과 같은 비행을 실현. 노지의 반대편 바위까지도 사정거리를 둔 만큼 비거리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스키핑으로 어프로치도 쉽고, 오버행하에서도 미끄러지듯이 캐스팅가능합니다. 액션시에는 
구형보디가 확실히 물을 휘져으면서 어필하므로 발군의 집어효과를 발휘. 실루엣도 너무 크기 않고 한입에 삼킬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구형보디는 다양한 베이트 피쉬에도 모방가능한 잇점이 있습니다. 개구리&블루길, 물에 떨어진 소형동물등. 노지 
및 강가등 다양한 씬에 맞추어 사용방법을 보여주는 아이템입니다.

LengthName weight

26gDERABALL 3.2inch ¥1,40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

DUNKLE5″
던클5″

 탐색과 입질의 다운사이징모델

오리지널사이즈의 던클7“을 사이즈를 작게하여 노지 및 소규모의 필드에서도 사용하기 쉽게 만든 던클5”. 단순한 
사이즈다운징이 아니라 보디에 대해 테일사이즈의 비율을 올려 테일파워를 크게 하여 실루엣은 작게 되어도 
존재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고기에게 어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하였습니다.
도 저속~고속리트리브가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헤엄치는 안정성은 7인치부터 확실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태클 
및 상황을 가리지 않는 사이즈감을 살려 탐색베이트로서는 물론 보디사이즈 및 실루엣의 크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질을 유도시키는 패로써 활약합니다.

Name
Name

B018 B019 B020B017B016

LengthName weight

29.5gDUNKLE5" 5inch ¥1,68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

DUNKLE7″
던클7″
 

빅임펙트&내추럴액션

프로 앵글러 秦拓馬(TAKUMA HATA)씨가 “던클”에 요구한것은 다양한 필드에서 최대어를 잡기 위한 성능. 
스윔베이트에서 필요한 테일액션은 너무 강하지 않는 워블롤링액션. 헤드부에서부터 꼬리에서 발생하는 액션을 
전달하는 파워를 가지고 위화감을 주지 않는 내추럴한 보디액션으로 배스를 매료. 빅베이트부터 생겨난 물에 대한 
임펙트와의 상승효과로 발군의 집어력을 가지면서 배스의 입질을 유발하는 액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독자의 
훅셋팅시스템은 어프로치하는 상황에 대해 보디의 상하 어느곳에도 셋팅가능. 수면부터 바닥까지 공략하고 싶은 
층을 스트레스 없이 공략하기위해서는 불가결합니다 秦拓馬의 생각이 반영된 던클의 위력을 꼭 체감하여 주십시오.

Name

Name

LengthName weight

62gDUNKLE 7” 7inch ¥1,98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

B004 B014 B015B002B001

B001 B002 B004 B006 B011 B012 B013

B004 B006 B008B002B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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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ERUPTION JR.
슈퍼 이럽션 주니어
 

기적으로 블레이드가 바뀐다. 콤팩트 범용 와이어 베이트

확실하게 [잡는다]를 위한 디자인이 최고 걸작 [슈퍼 이럽션]. 
이 기본 성능을 이어받아, 소규모 강 및 하천등 에서도 사용이 용이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는 콤팩트 
사이즈화를 실현한 것이 슈퍼 이럽션 주니어입니다. 
헤드 형상과 내추럴한 스커드의 절묘한 밸런스, 신뢰의 0.88MM 탑 그레이드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그대로 계승 하였고 테스트를 반복하여 만들어 낸 높은 잠재력을 체험해 보십시오.

Price

MEGALO DOOON
메갈로 던

  크기외의 사이즈와 중량감!  “스피너 베이트형 빅 베이트”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일반 크기 이상의 사이즈와 중량감. 한번 던져보면 알 수 있는, 강력한 집어력과 플래싱. 
어떤것과 비교하더라도 전부가 상상 이상의 크기의 메갈로 던
메갈로 던을 직접 다뤄본 秦拓馬(TAKUMA HATA)씨는 “스피너 베이트형 빅 베이트”라고 평했습니다.
이 말처럼 #12(1.5OZ)및 #15(2OZ)라는 거대한 사이즈의 블레이드가 발생하는 파동과 반짝거림은 빅 베이트와 견주고, 
혹은 그 이상의 집어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초거대 블레이드는 가벼운 저항감도 지니고 있습니다. 
볼때 느끼는 인상과는 다른 리트리브시의 경쾌함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2M의 쉘로우 레인지를 패스트 리트리브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한다.
·3~4M의 미디움 레인지를 템포 좋게 공략한다.
·7~8M의 딥 레인지를 슬로우 리트리브로 유혹해서 먹게한다.
·스낵리스 성능을 살리고, 위드 및 스트럭쳐 주변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등, 메갈로 던은 종래의 빅  베이트에는 불가능 하였던 공략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유일무이의 무기가 되는 
아이템인 곧 메갈로 던입니다.

C119 C120 C121C118C117

C128C124C122

Name weight

Super ERUPTION Jr. 1/4・3/8・1/2oz ¥1,110 (본체가격)

Price

TW-C016 TW-C018 TW-C019 TW-C021 TW-C024 TW-C025

TW-C029 TW-C030 TW-C032 TW-C033 TW-C035 TW-C036

TW-C037 TW-C038 TW-C039 TW-C040

Name weight

MEGALODOOON 1.5oz ¥2,800 (본체가격)

Price

MEGALODOOON 2.0oz ¥2,900 (본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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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ON
던

 

Name weight

DOOON 1/4oz ¥1,260 (본체가격)

Price

秦拓馬(TAKUMA HATA) 프로듀스의 개성파 스피너베이트 “DOOON"

빠른 템포로 광범위를 탐색하는 서치 베이트로서의 기능이 뛰어난 타이트 액션 스피너 베이트이면서 
떠오르는것을 억제시킨 밸런스를 실현 하였고, 빠른 감기에도 높은 대응력을 자랑합니다. 스피드를 살린 
리액션 바이트의 유혹은 물론, 한편으로 노지등의 소규모 필드에 있어서도 이 약파동을 무기로 프레샤를 
억제시킨 입질 유도의 스피너베 이트로써도 이용가능. 靜과 動, 목적에 맞추어서 구분 사용을 할 수 있어 
필드 공략의 폭을 넓힙니다.

DOOON 3/8oz ¥1,260 (본체가격)

DOOON 1/2oz ¥1,260 (본체가격)

C019 C117 C118 C119 C120 C121

C122 C123 C124 C125 C126 C127

C128 C129 C130 C131

DERASPIN
데라스핀

 

Name weight

DERASPIN 1/8oz ¥920 (본체가격)

조과에 중점을 둔 콤팩트 스피너 베이트

피싱프레샤가 심한 오늘날의 필드에서 마릿수 낚시를 즐겁게 하기 위한 콤팩트 스피너 베이트로써 
탄생한 루어가 데라스핀입니다. 배스가 좋아하는 “작은 실루엣에 큰 파동&플래싱이 나오도록 특유의 
인디아나 형상의 블레이드를 채용. 손에 전달되어 지는 명확한 바이브레이션이 스커드를 흔들리게 하고 
면적이 넓게 설계되어 큰 반짝거림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자연스러운 입질까지 유도하기 위해 훅에는 
깃털이 달려 있어 훅의 존재를 위장. 바이트율 향상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스피너 베이트의 스낵리스 성능을 살려, 방해물 주변에도 과감하게 사용하고 극히 바이트 많이 받는 
스피너 베이트로 만들었습니다.

DERASPIN 1/4oz ¥920 (본체가격)

DERASPIN 3/8oz ¥920 (본체가격)

Price

C142 C165 C185C029C021

C188C187C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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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CRACKER
파이어크랙커
 
 

대음량 크랙음 & 충격파! 초하이 임팩트 버즈 베이트   
“폭죽”이라는 의미를 가진 파이어 크랙커. 이 이름이 연상 시키듯이 대음량의 크랙음을 발생하는 버즈 베이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펠라와 암부분에 설계된 반시계 방향 회전하는 프롭이 상호 조합되어 높은 크랙음과 강한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발생된 사운드와 충격파는 수중에도 광범위하게 울려 퍼지고 배의 측선을 크게 자극합니다. 광범위의 배스를 불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리액션 바이트 및 위협 바이트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즈 베이트가 효과적인 시즌, 장마철~여름의 해뜰녁․ 해질녁은 물론 턴 
오버 시즌의 저활성도 가을에도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 절대적인 조과를 발휘합니다. 게다가 파이어 크랙커는 후방 중심 설계에 의해 원투 
성능도 뛰어납니다. 광범위를 서치하는 버즈 베이트에는 큰 무기중의 하나가 될것입니다.

Name weight

FIRECRACKER 3/8oz ¥1,500 (본체가격)

FIRECRACKER 1/2oz ¥1,500 (본체가격)

Price

DERABUZZ
데라버즈
 
 

조과를 집중한 콤팩트 버즈 베이트

버즈 베이트에는 쾌적한 사용감과 안정된 조과를 요구 탄생한 루어. 이것이 “데라버즈”입니다. 
콤팩트한 실루엣에 의해 뛰어난 캐스트 빌리티를 획득 하였고, 베이트․ 스피닝 어느 태클에도 스트레스 없는 사용감을 실현. 버즈 베이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롭은 헤드 사이즈 전용 설계를 하였습니다. 3/16OZ는 표층을 슬로우하게 유혹하는 입질유도 중시. 1/4OZ는 
빠른 감기의 어프로치에 최적인 리액션 바이트 중시. 둘다 프롭 엔진에 윙을 배치하여 강하게 물을 감아 강한 물보라를 일게 하여 높은 
어필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또 윙의 효과에 의해 안정된 직진성도 데라버즈의 매력입니다. 익사이팅한 탑 워터게임을 누구라도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Name weight

DERABUZZ SPEC-S 3/16oz ¥920 (본체가격)

DERABUZZ SPEC-S 1/4oz ¥920 (본체가격)

Price

C056 C171 C172 C173 C174 C175

C021 C033 C141 C142 C143 C144

C145 C146 C147 C148

DERA BREAK
데라 브레이크
 
 

SMALL SHAPE CUSTOM BLADE JIG‼

마릿수 공략의 콤팩트 블레이드 베이트, 이것이 “데라 브레이크”입니다. 뛰어난 레인지 키핑력과 안정된 액션을 가능하게 하는 밸런스 
설계. 작은 보디에 다양한 효과를 장착하여 장소를 가리지 않는 아이템이 탄생하였습니다. “데라 브레이크”의 위력을 체감하여 주십시오.

Name weight

DERA BREAK 1/8oz ¥920 (본체가격)

DERA BREAK 3/16oz ¥920 (본체가격)

Price

DERA BREAK 1/4oz ¥920 (본체가격)

C021 C052 C144 C164 C165 C166

C167 C168 C169 C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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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BLADE
브레이크 블레이드

발군의 액션 반응

기본이 되는 것은 폭넓은 리트리브 스피드에 대응 가능한 고밸런스 설계. 한편으로는 사용하는 트레일러 
및 릴링 워크를 조합시켜서 의도적으로 밸런스를 망가트리는 절묘한 유연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공략 의도 데로 어프로치를 실현해 주는 범용성 이것이 브레이크 블레이드의 묘미입니다. 
안정된 액션으로 템포 좋게 탐색(섀드계 트레일러), 혹은 트리키액션의 연출(주로 핀테일계 트레일러)와 
상황에 따라 구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대응의 폭을 한층 더 넓혀 주는것이 무게별로 
블레이드까지 전용 설계된 라인업의 존재입니다.
·베이트 피네스태클의 이용을 고려한 3/16OZ        ·쉘로우의 스피드한 서치에 최적인 1/4OZ
·안정력이 높고 무엇보다도 범용스타일의 3/8OZ     ·깊은 곳의 슬로우 롤에 대응하는 1/2OZ

BREAK BLADE W.S.
브레이크 블레이드 위닝스펙

片岡壮士(KATAOKA SOSHI)프로튠 사양. 혼신의 커스터 마이즈 모델!!

일본 배스 피싱 토너먼트의 최고봉, 片岡壮士를 우승으로 이끈 “브레이크 블레이드” 극한까지 피싱 
프레샤를 받는 시합에서도 피쉬를 공략할 수 있는 혼신의 커스터마이징 모델이 브레이크 블레이드. 위닝 
스펙입니다. 액션시의 좋은 움직임과 섬세한 타이트 액션을 우선시, 종래의 셋팅보다 한단계 작게 설정. 
또, 가늘고 섬세한 실리콘 러버를 벌키한 볼륨으로 타이닝하여 유연하고 내추럴한 생명감 넣치는 
물가름을 실현하였습니다. 노지 및 소규모 하천 등의 좁은 수역 및 프레샤가 많은 필드에도 강하고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한 배스의 입질을 유도합니다.

Name weight

Break Blade 3/16oz ¥1,110 (본체가격)

Break Blade 1/4oz ¥1,110 (본체가격)

Price

Break Blade 3/8oz ¥1,210 (본체가격)

Break Blade 1/2oz ¥1,210 (본체가격)

C002 C041 C042 C043 C044 C045 C046

C048 C049 C050 C051 C052 C054

C134 C135 C136C133C132

C139 C140C138C137

Name weight

Break Blade W.S. 3/8oz ¥1,360 (본체가격)

Break Blade W.S. 1/2oz ¥1,360 (본체가격)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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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TA JIG

액션을 연출시키는 웨이트

매그넘 가이드 서비스 伸田浩紀씨의 고안에 의해 탄생한 고성능 커스텀 러버지그, 
이것이 “NAKATAJIG"입니다. 개발 콘셉트는 ”액션 시키는 웨이트“. 독자의 헤드 형상과 아이 포지션에 
의해 서있는 상태로 유혹합니다. 쉐이크를 주는 것만으로 헤드를 지점으로 트레이를 높게 하고 맞춤 
트레일러의 선택에 의해 액션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조작성은 깊은 수심 
층에서도 의도대로 액션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도/회피력/조작성/어필/훅킹. 전 과정에 있어서도 높은 
성능을 겸비한 프로가이드의 시크릿 모델입니다. ”NAKATAJIG"의 포텐션을 반드시 체험해 주십시오.

Name weight

NAKATA JIG 1/4oz ¥720 (본체가격)

NAKATA JIG 3/8oz ¥750 (본체가격)

Price

NAKATA JIG 1/2oz ¥780 (본체가격)

C003 C018 C066 C067 C068 C069

C070 C071 C072 C073 C074 C075

ONE TOUCH RUBBER
원터치 러버

지그 헤드 리그, 텍사 스리그의 악센트로 추가하여 
새로운 어필력 향상!

풍부한 컬러 라인업! 원터치 러버는 와이어 베이트의 셋팅은 물론 지그 헤드 리그, 텍사 스리그의 
악센트로써 추가해 새로운 어필력 향상 역할을 합니다.

Name Quantity

ONE TOUCH RUBBER 2본입 ¥310 (본체가격)

Price

K056 K057 K059 K061 K062 K063

K064 K065 K066 K067 K068

나카타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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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AJI
코사지

일단 낚이는 마법의 작은 스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낚을 수 있는 즐거움을 체감하여 주기를, 이런 川島勉(KAWASHIMA TSUTOMU)의 
생각을 형태로 만든 것이 전 루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스푼이라는 형상이었습니다. 
川島勉가 프로듀서한 이 [코사지]는 블랙 배스는 물론 블루길, 배스, 황어 및 잉어등 담수에 생식하는 
여러 가지 육식성 어종에 유효합니다.
감기만으로 병든 작은 물고기를 연출하여 누구라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으로는 딥에서의 리프트 & 폴에도 대응하고 심플한 형상 이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 
초보자 및 여성, 어린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일단 한 마리를 잡고 싶다! 라는 생각에 답해 주는 
아이템.

DERACOUP
데라쿱

통산 1000本오버의 조과를 낸 작은 실력자

워킹 낚시 앵글러에서 활약하는 水野浩聡(MIZUNO HIROAKI)가 전국의 앵글러가 보다 쉽게 배스 피싱을 
즐기기 위해 구체화 시킨 아이템이 이 데라쿱. 한입 사이즈의 콤팩트한 보디 이면서도 캐스팅성능이 
뛰어나고 그냥 감는 것만으로도 액션은 OK. 블레이드가 반짝반짝함과 파동의 어필로 입질을 유도함과 
동시에 감을시의 저항이 손에 전달 되어집니다. 하이 시즌은 물론 엄한기의 반짝이는 베이트로써 대활약. 
필드를 가리지 않는 믿음직한 아군입니다.
NEW 웨이트 추가!
데라쿱이 가진 콤팩트한 실루엣은 그대로 낚시의 폭을 넓힌 3/4, 1OZ의 헤비 웨이트 모델이 추가!
보다 멀리에 보다 딥에 최대의 콘셉트. 본래의 앵글러를 단순하게 크게 한것이 아니라 복부를 육후하게 
하여 전체적인 실루엣을 억제 시켰지만 웨이트는 업 시켰습니다.

LengthName weight

31mmcosaji1.8g 1.8g ¥70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

C085 C086 C087C033C025

C091 C092 C093C089C088

C096 C098 C101C095C094

41mmcosaji3.3g 3.3g ¥700 (본체가격)SINKING

48mmcosajig4.8g 4.8g ¥700 (본체가격)SINKING

Name weight

DERACOUP 1/4oz ¥810 (본체가격)

Type

Sinking

PriceHook Size

#10

DERACOUP 3/8oz ¥810 (본체가격)Sinking#8

DERACOUP 1/2oz ¥810 (본체가격)Sinking#8

DERACOUP 3/4oz ¥810 (본체가격)Sinking#8

DERACOUP 1oz ¥810 (본체가격)Sinking#8

K351 K352 353K350K166

K356K355K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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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6 B050 A226 B052 B053 A054

B021 B022 B023 B024 B026 B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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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 SHAKE3.8”/4.8”/5.8”

모든 배스를 돌려 세운다.

스트레이트 웜의 보디를 약간 휘게하여 미묘한 커브를 가지게 하여 지금까지에 없었던 조과를 약속. 이 
계산을 한 커브의 선단이 폴링시에 실룩실룩 파동을 나오게 하여 마치 살아있는 지렁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배스를 유혹시킵니다. 종의 움직임이 옆의 움직임으로 바뀌어져서 종래의 움직임에 
무반응이었던 배스도 일격필조를 약속. 지그헤드와키를 부동의 리그로 민 우수한 소프트베이트입니다.

Price

Price

플릭쉐이크 3.8"/4.8"/5.8"

Name Length

Flick Shake3.8 3.8inch ¥710 (본체가격)

Quantity

１０개입

PriceColor

노멀컬러

Flick Shake3.8 3.8inch ¥810 (본체가격)１０개입투톤컬러

Flick Shake4.8 4.8inch ¥710 (본체가격)８개입노멀컬러

Flick Shake4.8 4.8inch ¥810 (본체가격)８개입투톤컬러

Flick Shake5.8 5.8inch ¥810 (본체가격)７개입노멀컬러

FLICK SHAKE 6.8″

빅배스대응. 벌키모델

빅배스공략의 패로 지금까지 다수의 런커피쉬를 제압한 [FLICK SHAKE 6.8"]이 컬러라인업을 새롭게. 
수중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계산된 커브보디의 파동이 빅배스의 포식본능을 자극. 폴링시에 발생하는 
자발적인 바이브레이션과 착저시의 “흔들림”에 의해 생명감 넘치는 액션으로 일격필조을 약속. 또 
새우가루가 배합되어 방치액션에서도 강렬하게 고기를 유혹, 숏바이트마져도 놓치지 않습니다. 6.8
인치의 보디사이즈는 빅배스에 대응하는 강력한 라입업이고 텍사스리그 및 와키네코, 노싱커와키등의 
다양한 리그에 대응. 이 중에서도 秦拓馬(TAKUMA HATA)프로가 특기인 [바인리그]는 이 모델이 
없어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플릭쉐이크 6.8"

LengthName Quantity

6.8inchFlick Shake 6.8" 7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2/0～#4/0 ¥4,980 (본체가격)

Price

B029 B031 B032 B034 B036 B037

B038 B041 B042 B043 B044 B045

B046 B047 B048 B049 B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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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 SHAKE SIGHT MAGIC3.8″/4.8″
플릭쉐이크 사이트 매직 3.8"/4.8"

고비중이 가져오는 궁극의 베이트

국산웜NO.1의 인기를 자랑하는 오리지널. 플릭쉐이크가  소금함유량 3배가 된 초고비중모델. 정번의 
지그헤드와키에서 보다 경량인 리그의 사용을 허가하는것만이 아니라 노싱커에서의 자유로운 
어프로치를 실현. 공략한 장소에 캐스팅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롱리그를 행하는 세진동이면서 
폴링액션을 보다 내츄럴하게 연출합니다. 
원형이 된 모델은 加藤誠司(KATO SEIJI)가 3년간 비밀리에 사용하여 TOP50의 위닝루어에도 빛나는 
실적을 가진 소프트베이트. 
이름은 이 패턴에서 유래하는 사이트피싱스페셜모델입니다. 컬러는 베이직색에 더해, 롤링시의 대조가 
효과적인 2패턴컬러도 라인업. 또 하나의 플릭쉐이크가 새로운 조과향상을 약속합니다.

FLICK SHAKE9.8″

빅배스공략의 패!

잘 잡히는 웜의 대명사 [플릭쉐이크]에 새로운 사이즈의 [플릭쉐이크9.8“]이 등장.
전국각지의 빅배스를 공략하기 위해 생겨난 웜
플릭쉐이크만의 절묘한 커브를 지닌 형상돠 9.8“이라는 다이나믹한 보디로 지그헤드와키만이 아니라 
텍사스리그 및 네코리그등에서도 복잡한 파동을 이끌어 내어 수중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보디내부에는 솔트를 배합하고 있어서 폴링시의 자발적인 바이브레이션은 물론 착저시의 ”흔들림“까지 
마치 살아있는듯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이 웜의 등장에 의해 빅배스공략의 새로운 포진이 넓어집니다.

Name Length

Flick Shake sight magic3.8" 3.8inch ¥710 (본체가격)

Quantity

１０개입

PriceColor

노멀컬러

Flick Shake sight magic3.8" 3.8inch ¥810 (본체가격)１０개입투톤컬러

Flick Shake sight magic4.8" 4.8inch ¥710 (본체가격)８개입노멀컬러

Flick Shake sight magic4.8" 4.8inch ¥810 (본체가격)８개입투톤컬러

B022 B023 B028 B032 B036 B037

B097 B098 099 B100 B101

B044 B048 B051 B052 B088 B096

B023 B032 B048 B051 B052 B088

LengthName Quantity

9.8"Flick Shake9.8" 5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3/0～#5/0 ¥860 (본체가격)

Price

플릭쉐이크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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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MO

어떤 배스도 속이는 “미나모쉐이크”

미나모는 이 이름과 같이 수면에 미세파동을 발생시켜 사용하는 플로팅웜
기본이 되는 리그는  송어바늘의 와키 걸이(노싱커).액션을 추가해 보디를 휘어지게 하여 그후 원형으로 
돌아가는 탄력이 발생. 이동거리를 억제 천천히 유혹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중이 있는 보디는 긴 
거리의 어프로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본체에 설계된 깊은 홈은 물을 확실히 잡아서 복잡한 수류를 발생시킵니다.
사용방법은 라인슬랙을 가져올 정도의 작은 쉐이크. 짧은 이동거리에서 수면에 파문을 계속 내는것이 
미나모의 핵심입니다. 중층에 서프펜드 되어 있는 영리한 배스도 수면까지 끌어내어 입질을 유도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루어 및 도구에도 흥미를 가지지 않는 영리한 배스를 공략하는 “미나모쉐이크”.
小野俊郎(ONO TOSHIRO)프로가 반한 NEW 방법을 체험해 보십시오.

미나모

Name Length

MINAMO5" 5inch ¥800 (본체가격)

Quantity

8개입

Price

MINAMO6" 6inch ¥800 (본체가격)7개입

FLICK CURLY 7.8″

롱컬리테일웜에도 경이적인 입질수를.

플릭컬리 7.8“은 비와호프로페셔널 가이드 平村尚也(HIRAMURA NAOYA)가 생각해낸 플릭컬리4.8”의 
사이즈 업모델입니다.
7.8“라는 표기에서부터 와 닿는 크기의 인상은 후에, 가늘게 보이는 실루엣과 얇은 컬리형상이 이 
크기를 느끼지 않게 한다. 
이 가늘고 긴 실루엣은 어필력이 크고 입질용이하다는 상반된 2가지의 요소를 양립하고 있습니다. 
범용성은 높고, 텍사스리그 및 리더가 없는 다운샷리그등에서 위드 및 스트럭쳐 주변의 공략에도 좋고 
네코리그 및 다운샷리그에서의 피네스한 공략전개에도 좋은 롱컬리테일웜입니다.
누가 사용해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이라는 플릭컬리의 실력은 그대로, 사용용도의 확장을 가지게 한 
플릭컬리 7.8“의 실조능력을 체감해 주십시오.

플릭컬리 7.8"
 

LengthName Quantity

7.8inchFlick Curly 7.8" 6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2/0・#3/0 ¥880 (본체가격)

Price

B086 B119 B120B065B051

B171 B195 B196B124B122

B021 B023 B028 B034 B086 B140

B144 B145 B168 B169 B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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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 CURLY 4.8″
플릭컬리 4.8"

경이의 입질수를 보이는 컬리테일

비와호에서 연간 가이드수가 약250일을 넘는 平村尚也(HIRAMURA NAOYA)프로듀스의 컬리테일웜. 누가 사용하더라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이라는 콘셉트로 개발된 웜입니다. 미세한 수류에서도 액션이 나오도록 설계된 “컬리테일”이 
자발적으로 액션을 내어 배스를 유혹합니다. 프레샤가 있는 휴일의 필드에서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FLICK CURLY 3.8″

일요일의 오후에 낚는다!

비와호 프로가이드 平村尚也(HIRAMURA NAOYA)프로듀스의 플릭컬리는 발매이래, 압도적인 입질수를 받아 조과를 
약속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4.8인치, 7.8인치로 이어지는 시리즈 최소사이즈 3.8인치가 등장하였습니다. 3.8인치라는 사이즈는 스몰레이크부터 
빅레이크까지 필드를 가리지 않고 사용가능합니다.
플릭쉐이크의 굴곡진 몸체와 내추럴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테일으로 유혹 플릭컬리는 휴일의 하이프레샤한 상황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아이템입니다.

LengthName Quantity

3.8inchFlick Curly 3.8" 9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2・1 ¥800 (본체가격)

Price

LengthName Quantity

4.8inchFlick Curly 4.8" 8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1・＃1/0 ¥800 (본체가격)

Price

플릭컬리 3.8"
 

I SHAD TAIL 3.8″/4.8″
아이쉐드 테일 3.8"/4.8"

I자당김에 미세파동의 스파이스를

I자계 소프트베이트의 섀드테일버젼, 아이새드테일 등장. 슬림 섀드테일이 발생시키는 내추럴한 파동이 
블랙배스의 측선을 자극. 지그헤드, 텍사스리그등 다양한 리그에 고차원으로 대응합니다. 또 아이 
섀드와의 액션로테이션에 의해 새로운 조과를 냅니다.

LengthName Quantity

3.8inchi Shad Tail 3.8" 8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1・#1/0 ¥760 (본체가격)

Price

B021 B023 B028 B032 B034 B086 B140

B141 B142 B144 B149 B168 B175

B028 B034 B086B023B021

B144 B168 B175B142B140

4.8inchi Shad Tail 4.8" 6개입 오프셋 #2/0・#3/0 ¥760 (본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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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 CURLY 5″

먼 곳에서부터 고기를 불러 모이게 하는 “강력한 파동 컬리테일웜”

하이 밸런스 섀드테일웜 “리듬 웨이브”의 시리즈로써 만들어진 “리듬 컬리” 최대의 특징은 육후 컬리 
테일이 발생 시키는 강력한 파동 액션.
험한 커버 밑 거리가 있는 스트럭쳐에서 고기를 끌어내어 입질까지 연계시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파동을 내는 테일을 유지하는 것은 뚱뚱한 리브 보디. 테일액션에 의해 난폭성을 
나타내고 자중을 실은 노싱커리그에서의 캐스팅 거리도 확보합니다. 
옆방향의 “감기”의 낚시를 특기로 하는 리듬컬리는 텍사스리그의 스위밍, 스위밍지그의 트레일러, 
노싱커리그에서의 표층 리트리브에 베스트 매치 저속~고속까지 폭넓은 리트리브 스피드로 고차원으로 
대응합니다.
텍사스리그 및 스위밍지그에서의 보텀을 천천히 감는 사용방법부터 노싱커리그에서의 표층을 템포있게 
탐색하는 사용방법까지 다양한 어프로치가 가능한 컬리 웜입니다.

리듬 컬리 5"

Name

RHYTHM WAVE

 
저속~고속 리트리브에 대응. 하이 피치 워블링 액션!

섀드테일웜에 요구 되어지는 요소는 발군의 집어능력과 입질유도 성능. 그리고 새로운 리그와의 
범용성과 릴링 스피드의 대응폭의 넓음에 있음을 고려 이것들을 전부 함축시킨 아이템이 “
리듬웨이브”입니다. 볼때는 심플하게 보이는 형상이지만 테일의 굵기 및 보디에서부터 테일까지의 
길이등 전부 밸런스를 몇 번이고 체크하여 만든 형상입니다. 액션은 하이피치한 워블링중심의 액션. 
이 액션에 의한 은혜는 슬로우~패스트까지 여러 가지 릴링스피드에 대응을 가능케 할 뿐만아니라 
광범위부터 배스를 불러 내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입질을 유도합니다. 
또 리그 범용성도 높고 노싱커리그의 수면 탐색 및 근래 다양한 필드에서 다용하게 된 스위밍 지그 
방법은 물론, 스위밍 텍사스리그 및 지그헤드리그등 스위밍액션을 필요로 하는 리그에는 폭넓게 
대응합니다.  자칼이 자랑하는 섀드테일웜의 뉴 스탠더드를 체감해 주십시오.

리듬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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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Name Quantity

 5inch RHYTHM CURLY 5" 5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3/0~#5/0 ¥800 (본체가격)

Price

LengthName Quantity

2.8inchRHYTHM WAVE 2.8” 8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1 ¥700 (본체가격)

Price

3.8inch  RHYTHM WAVE 3.8” 7개입 오프셋 #1/0 ¥700 (본체가격)

B022 B023 B044 B065 B071 B086 B142

B148 B149 B150 B151 B152

4.8inch  RHYTHM WAVE 4.8” 5개입 오프셋 #4/0 ¥750 (본체가격)

5.8inch  RHYTHM WAVE 5.8” 4개입 오프셋 #5/0 ¥800 (본체가격)

B051 B086 B148B023B022

B171 B172 B173B150B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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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TE SHAD 4.5″
암모나이트 섀드 4.5"

신의 액션 다운사이징

[신의 액션을 낸다]라고 말해지는 [암모나이트 섀드]의 다운사이즈 버전. 오리지널의 5.5인치 에서의 
볼륨이 너무 많다 라고 느껴지는 상황 및 베이트 피쉬가 작은 사이즈 장소에서 활약합니다.

다트 액션으로 포식 스위치를 넣는다.

로드 액션으로 좌우로 다트시키는 것이 가능한 플랫쉐이프웜. 기본적으로는 오프셋 훅을 이용하여 
노싱커로 사용. 다트시에는 테일은 펄럭이면서 다트하여 피쉬이터에 쫓기는 블루길을 이미지하였습니다. 
또 액션을 멈추면 스파이럴 폴링을 보여주고 입질의 계기 연출합니다. 움직여도 좋고 멈추어도 좋은 
NEW 콘셉트 블루길웜입니다. 스피닝에서도 사용이 용이한 2.8인치와 베이트 태클에서도 원투도 가능한 
4.8인치의 두 가지 사이즈 등장.

LengthName Quantity

2.8inchDEADFIN DARTER2.8" 6개입

권장 훅사이즈

오프셋 ＃1 ¥800 (본체가격)

Price

배스를 날뛰게 하는 [신]의 액션!

프리스폰기에 빅 배스를 잡는 낚시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및 올 시즌 활약하는 것이 인식되고 있는 
스위밍 지그의 낚시. 이 트레일러로써 秦拓馬(TAKUMA HATA)가 요구한 것이 이 형상. 
러버 지그의 트레일러만이 아니라 텍사스 및 지그헤드 노싱커등의 스위밍에서도 효과적입니다.

LengthName Quantity

 5.5inchAmmonite Shad 5.5" ５개입

권장 훅사이즈

오프셋 #4/0～#5/0 ¥860 (본체가격)

Price

LengthName Quantity

 4.5inch   Ammonite Shad 4.5" 6개입

권장 훅사이즈

오프셋 #2/0～#3/0 ¥860 (본체가격)

Price

AMMONITE SHAD 5.5″
암모나이트 섀드 5.5"

B491B190B189B188B086B058B041B023

B028 B063 B065B023B022

B073 B074 B075B072B071

DEADFIN DARTER
데드핀 다터

4.8inch  DEADFIN DARTER4.8" 4개입 오프셋 ＃4/0~5/0 ¥850 (본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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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KCRAW 3.5″

타깃을 도발!! 다채로운 액션으로 배스를 녹아웃!!

폴링 시에 압도적인 생명관을 매료시키는 컬리테일의 발톱. 착저후에 시간차로 강하게 물을 밀어내는 2
개의 패들. 이 두 군데의 부분이 연동되어 하나의 팔에서부터 복합액션을 발생. 또, 2개의 다리에 설계된 
선단 부품과 보디에 대한 역으로 부착된 4대의 팔은 팔랑팔랑 미진동하고 섬세한 유혹을 실현. 이 궁극의 
입질유도 파동과 물을 강하게 밀어내는 2개의 팔과 발톱이 폴링 시에 강렬한 파동을 끌어내고 커버에 
숨어있는 배스부터 중층에 떠 있는 배스까지 충분하게 어필. 각 부품에 의해 다양한 액션은 커버 공략 
일련의 동작으로 어느 순간에도 일절 쓸데없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청크 크로우 3.5"

LengthName Quantity

 3.5inchCHUNKCRAW3.5" 6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1/0・#2/0 ¥760 (본체가격)

Price

큰 집게 다리에 의한 강력한 물눌림. 다채로운 액션으로 배스를 녹아웃

청크 크로우 3.5“는 [스피드&피네스액션]을 요구되는 것에 비해 4”는 [조용하게 움직여서 내추럴하게 
입질을 유도한다]를 콘셉트로 설계. 청크크로우의 특징인 커리테일형상의 발톱과 2개 집게부품은 
그대로. 각각 2개의 큰 집게다리가 액션 시에 강력한 물을 밀어내는 현상을 발생. 난공불락의 커버지역 
및 탁한 수질지역에서도 확실히 존재감을 어필. 러버지그 및 텍사스리그는 물론 헤비 다운샷리그 및 
네코리그까지 대응 가능한 범용성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五十嵐将実(SHOMI IGARASHI)프로가 
프로듀스한 [청크 크로우4“]는 새로운 필드에서 빅배스공략 무기로써 활약합니다.

LengthName Quantity

 4inch  CHUNKCRAW4" 5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2/0・#3/0 ¥760 (본체가격)

Price

CHUNKCRAW 4″
청크 크로우 4"

펀칭,플릿핑 도구대응. 커버공략용 모양

복잡하게 얽힌 커버도 빠져 나오고, 입질까지 가져가게 하는 힘이 있는 커버공략 포그로 개발된 웜이 아르케론입니다. 
커버에서부터 잘 빠져 나오는 성능이 뛰어나고 커버에 넣을 때 방해가 되는 일절의 부분은 전부 배제. 리그를 넣기 힘든 
장소에도 어렵지 않게 캐스팅가능하고 조금 딱딱한 소재의 채용으로 커버에서부터 리그를 회수할 때 훅이 빠져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보디의 홈구조는 수중에서의 생명감이 넘치는 물누름과 배스가 입질을 하였을때 뱉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무겁고 질량이 있는 싱커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 커버피싱. 웜이 가진 “생명감”이 배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키포인트입니다. 또 아르케론에는 라이트홀 장착이 가능합니다. 커버가 복잡하게 얽힌 곳에서 배스에게 루어를 
어필할 때에도 확실히 소리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배스에게 신선한 임팩트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리그는 텍사스리그, 
리더 없는 다운샷, 러버지그트레일러에 대응. 커버피싱에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요소를 집약시킨 아르케론으로 다이내믹한 
파워게임을 즐겨 주십시오.

ARCHELON
아르케론 4.5"
 

LengthName Quantity

 4.5inchARCHELON 4.5" 5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3/0～#5/0 ¥800 (본체가격)

Price

B128 B129 B130 B131 B132 B133

B023 B032 B041 B048 B051 B087 B127

B032 B048 B051B028B023

B165 B166 B167B140B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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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서 떨어트리는 것만으로도 잡힌다! 고비중노싱커웜 “웸웸
48”등장!

웸웸48은 노싱커리그에서의 조과와 사용하는 사람을 추구한 스몰실루엣 고비중웜입니다. 
자칼웜중에서도 최고 비중이 높은 소재(자중3G)를 사용하고 있어서 48MM라는 작은 실루엣이면서 
발군의 비거리와 침하 스피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헤드부터 훅을 꽂는 노멀셋팅에서는 수평 폴. 
꼬리에서 훅을 꽂는 역셋팅에서는 백슬라이드폴을 보여줍니다.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폴자세의 
사용구분이 가능합니다. 폴링 시에는 2本의 긴 다리가 초미세진동을 발생시켜 던져서 떨어트리는 
것만으로도 배스를 매료시킵니다. 노지 및 소규모 하천, 강, 호수등 전국의 여러 필드에서 확실한 
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WAMWAM 48
웸웸 48

LengthName Quantity

 48mmWAMWAM 48 5개입

권장 훅 사이즈

#1 ¥480 (본체가격)

Price

B150 B163 B164B148B144

COVER SLIDE 3″

커버 깊숙이 숨어 있는 배스를 노싱커리그로 공략하기 위해 개발된 “커버슬라이드”에 3인치모델이 
등장. 한입사이즈의 보디는 배스에게 경계심을 주지 않고 입질까지 가져가게 합니다. 또 자중 약9G의 
무게이어서 미디엄~미디엄헤비급의 베이트태클을 사용한 라이트 커버게임에 있어서도 발군의 
사용감을 얻을 수 있고 .쾌적한 캐스팅 감을 줍니다.

커버 슬라이드 3"

LengthName Quantity

 3.5inchCOVER SLIDE 3" 6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1/0・2/0

Price

경이의 백슬라이드폭과 캐스트빌리티

초고비중소재와 평평한 보디형상을 채용하여서 역부착 노싱커상태에서 
비할데 없는 백슬라이드성능을 가지게 한 아이템이 “커버슬라이드”입니다. 텍사스리그 및 러버지그등 
싱커를 부착한 리그에서만 공략 가능했던 복잡하게 얽힌 커버에서도 노싱커로 용이하게 공략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커버의 깊숙이 숨어 있는 영리한 배스에 대해서도 내츄럴한 어프로치로 용이하게 입을 
열게 합니다. 게다가 19G의 무게이어서 베이트태클에서도 발군의 캐스트빌리티를 자랑하고 앵글러에 
쾌적한 캐스팅 감을 줍니다.

LengthName Quantity

 4inch  COVER SLIDE 4" 5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4/0・#5/0 ¥800 (본체가격)

Price

COVER SLIDE ４”

 

커버 슬라이드 4"

B140 B145 B147           B089B055

B048 B050 B051B032B023

B041 B097 B140B032B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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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SSOR COMB
시저 콤

궁극의 자연 분자 파동.

치바현 亀山湖의 토박이 川島勉(TSUTOMU KAWASHIMA)가 사람이 낚시를 한 후에도 배스를 낚기 위해 
만든 이형의 웜. 최대의 특징은 역방향으로 설계된 4개의 다리. 이 웜이 물에 부딪쳐서 바이브레이션, 
게다가 조금 롤링 액션이 병행되어 나타납니다. 보디는 커버에 미끄러지는 콤팩트 설계입니다. 배스를 
끌어들이는 힘은 강력! 보다 가벼운 싱커에서 커버의 깊숙한 곳까지 넣어서 어필력이 강한 세밀한 
바이브레이션으로 프레샤가 높은 필드에서도 조과를 냅니다. 시저 콤의 특징적인 액션은 폴, 쉐이크, 
바닥끌기, 퍼핑, 또 약한 수류에서도 움직여서 스테이(방치)에서도 발생. 
여러 가지 액션,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한 올마이티웜입니다.

LengthName Quantity

2.5inchScissor Comb 2.5" 10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4・＃3 ¥760 (본체가격)

Price

3inchScissor Comb 3" 오프셋 ＃3・#2 ¥760 (본체가격)

3.8inchScissor Comb 3.8" 오프셋 ＃1・#1/0 ¥760 (본체가격)

4.8inchScissor Comb 4.8" 오프셋 ＃2/0・#3/0 ¥760 (본체가격)

6inchScissor Comb 6"  오프셋 ＃3/0・#4/0 ¥810 (본체가격)

8개입

7개입

6개입

5개입

FIVOSS
파이보스

LengthName Quantity

3.8inchFIVOSS3.8" 5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2/0、3/0 ¥800 (본체가격)

Price

4.5inchFIVOSS4.5" 오프셋 #4/0、5/0 ¥850 (본체가격)5개입

5개의 패들이 발생시키는 슬라이드 폴

西村嘉高(NISHIMURA YOSHITAKA)프로가 추구한 [슬라이드 폴하는 웜]을 구현화 한것이 파이보스 
입니다. 대·소 5개의 패들이 집합된 보디는 라이트 텍사스리그 및 싱커프리의 텍사스리그, 
프리리그에서는 물에 잘 동화되는 내추럴한 슬라이드 폴을 발생. 게다가 착 저 시에는 큰 패들이 물을 
강렬하게 밀어내면서 넘어집니다. 폴링부터 착 저 후까지 생명감이 넘치는 리더 없는 다운샷 및 무거운 
싱커와의 조합한 텍사스리그에서는 슬라이드 폭을 억제, 물을 밀어내는 강한 포그계 웜으로서도 높은 
실조 성능을 자랑합니다. 사이즈는 4.5인치와 3.8인치의 2가지 사이즈. 본체 사이즈와 리그의 조합으로 
새로운 상황을 공략합니다.

B192 B193 B194B140B089

B032 B048 B051B023B021

B028 B032 B048B023B022

B110 B111 B112B109B108

B114B113 B115

B105 B106 B107B103B051



B183 B184 B185B182B181

B178 B179 B180B177B176

B143 B144 B146B142B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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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MY FISH3″

필요한 것은 훅 ONLY

노싱커에서 발군의 비거리를 자랑하는 고비중 스틱 베이트입니다.
트위칭하면 절도 있는 다트를 보여주고, 폴링에서는 수평 자세로 폴링 되면서 궤도가 흔들리는 자발적 
액션을 발생. 표층 그냥 감기에서도 무방비로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를 연출 가능하고 복잡한 조작 및 
리그를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라고 사용하기 쉬운 아이템입니다.

야미 피쉬3" 

LengthName Quantity

3inchYammy Fish3"  5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1・1/0

Price

Name
WOBBRING2.5″
워블링2.5"
 
 탑 토너먼트가 요청한 피네스 웜의 결정판!!

워블링2.5“는 깊게 파인 홈 형상 보디에서 부터 생명감이 넘치는 물에 저항을 발생, 바이브레인션 
테일에서는 보디를 뒤집는 듯 한 큰 워블링 액션을 만들어 냅니다. 학습능력이 높은 배스도 작은 보디에서 
부터 나오는 복잡하면서 큰 파동을 내는 워블링에는 참지 못하고 입질을 합니다. 사용하는 리그 범용성도 
높고 다운샷 리그와 잘 맞고 리액션 피네스로서의 사용 방법으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또 
캐롤라이나리그에 셋팅한 경우에도 웜 본체가 회전하지 않고 확실히 헤엄치는 높은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480 (본체가격)

LengthName Quantity

2.5inchWOBBRING2.5" 6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3

Price

¥480 (본체가격)

WOBBRING3″
워블링3"
 
 매치 더 베이트를 실현하기 위한 업사이징

발매이래 학습된 배스 킬러 아이템으로서 전국을 압권한 워블링2.5“. 이 이름과 같이 워블링 액션의 
집어력과 보디 홈에서 발생시키는 생명감 넘치는 파동은 그대로, 3인치사이즈와의 업사이징하였습니다. 
단지 업사이징만이 아니라 보디 사이즈에 맞춘 테일 파워를 몇 번이고 수정하여 베스트 밸런스를 추구. 
헤엄이 빠르고 보디가 회전하지 않는 상반된 2가지의 요소를 혼재시키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3인치의 
등장에 의해, 전국 각지의 필드에서 매치 더 베스트를 의식한 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운샷리그 
및 지그헤드리그, 캐롤라이나리그에서의 사용은 물론 보디가 길게 되어서 네꼬리그에서의 새우를 의식한 
사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LengthName Quantity

3inchWOBBRING3" 6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3・＃2
Price

¥480 (본체가격)

B086 B138 B140B041B023



B140 B142 B174B097B058

B158B157B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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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 SHAKE 2.8″
플릭쉐이크 2.8"

고기를 흥분시키는 다운사이즈  플릭

스트레이트웜의 보디를 절묘하게 커브시켜 지금까지 없었던 조과를 가져옵니다. 플릭 쉐이크에 먹기좋은 
2.8인치가 등장. 커브의 선단이 폴링시에 팔랑팔랑 진동하고 마치 살아 있는 지렁이와 같은 액션을 계승. 
필드 및 상황에 맞춘 사이즈 선택으로 보다 나은 조과 향상을 기대 가능합니다.

LengthName weight

130mmChan Wake 130 24g

Type

Floating ¥2,200 (본체가격)

PriceLengthName Quantity

2.8inchFlick Shake 2.8" 7개입 ¥480 (본체가격)

Price

B127 B138 B155B028B023

NEKO FLICK 4.8″
네코 플릭 4.8"

플릭 쉐이크의 네꼬리그 대응 버전이 드디어 등장!

플릭 쉐이크의 네꼬리그 대응 버전이 드디어 등장! 플릭쉐이크의 보디 형상을 네코리그에 최적화. 굵은 
헤드는 물에 부딪치면서 전후 좌우로 불규칙한 바이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이 진동이 세신의 테일을 
움직여 미세한 움직임을 유발합니다. 
실적발군의 플릭 쉐이크의 커브 폼 보디를 계승하고 있어서 배스에게 잘 학습시키지 않는 복잡한 
움직임을 보여 줍니다.
또 착 저 시에는 서있는 자세가 되어 방해물이 많은 바닥에서도 눈에 잘 띠고 핀 스폿에서의 점 
쉐이크부터 바닥 끌기등의 광범위를 탐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 네코 플릭은 워킹낚시에서 가장 큰 아군입니다.

LengthName Quantity

4.8inchNEKO Flick 8개입 ¥760 (본체가격)

Price

반드시 먹게 만드는 극소 플릭

초 스몰 사이즈의 플릭 쉐이크. 배스가 좋아하는 새우계열과 고비중의 솔트 넣은 보디를 채용 하였고, 극 
소사이즈 이면서도 강한 어필로 입질을 유발. 
새로운 피네스 리그에 대응. 압도적 잠재력으로 배스에게 어필합니다.

LengthName weight

130mmChan Wake 130 24g

Type

Floating ¥2,200 (본체가격)

PriceLengthName Quantity

2.5inch Micro Flick 2.5″ 7개입 ¥480 (본체가격)

Price

B032 B041 B051B023B022

MICRO FLICK 2.5″
마이크로 플릭 2.5"



B157 B186 B187B142B140

B041 B044 B097B023B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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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 GRUB 2.4″

여러 리그에 대응하는 만능웜

현대의 필드에 맞추어진 자칼이 보내는 그럽형 웜이 리듬 그럽 입니다.
그럽으로써는 높은 범용성을 발휘 가능 하도록 보디의 굵기, 테일의 사이즈 및 형상을 설계하였습니다. 
노싱커에서도 충분한 비거리와 액션의 안정성을 발휘하고 표층공략 배스 및 빠른 감기에도 보디가 
회전하지 않고 헤엄 칩니다. 또 지그헤드, 텍사스, 캐롤라이나, 다운샷, 지그의 트레일러등 여러 가지 리그에 
대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패스트 초이스 아이템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리듬 그럽 2.4"

LengthName Quantity

2.4inchRhythm Grub 2.4"  5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2・1

Price

¥480 (본체가격)

I SHAD 2.8″/ 3.8″
아이 쉐드 2.8"/3.8"

내추럴 미파동의 유혹

특히 클리어 워커의 필드 및 베이트가 많은 에리어에서는 [어떤것을 던지더라도 반응이 없다][살아 있는 
베이트만 본다]라는 상황과 조우합니다. 이런 영리한 배스에 대해서 유효한것이 [아이새드]입니다. 어떤 
변칙도 없는 스트레이트의 소프트 베이트이면서 이 성능은 상상을 초월, 여러가지 루어에 무반응이었던 
배스를 확실하게 유혹합니다.

LengthName Quantity

2.8inchi Shad 2.8" 6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3

Price

¥480 (본체가격)

3.8inchi Shad 3.8" 5개입 오프셋＃1・#1/0  ¥480 (본체가격)

B023 B044 B086 B097 B142 B146 B149 B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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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NE FROG
클론 프로그
 
 웜 소재의 뜨는 개구리 웜

전국의 필드에 서식하는 개구리를 완전 모방한 웜입니다.
오프셋 노싱커 리그로 표층을 공략하는 것이 가능하고 액션을 가하면 발을 움츠려서 헤엄치는 모습은 
개구리 그 자체. 웜 소재만의 내추럴 감으로 입질을 유도합니다.

Name Quantity

Clone Frog 3개입

권장 훅 사이즈

오프셋 #1・1/0

Price

¥480 (본체가격)

C177 C206 C207 C208 C209 C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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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텅스텐싱커  불렛
HEAVY TYPE

헤비커버대응. 위드레스효과 발군의 프론트헤비탑재

JK 텅스텐커스텀싱커에 새로운 사이즈인 헤비타입이 등장. 헤비커버도 용이하게 공략할수 있는 
프론트헤비 구조. 착저시의 접지면이 적어서 감도도 대폭 향상. 또 풍부한 웨이트라인업에 의해 
필드상황 및 앵글러의 용도에 맞추어서 최적의 웨이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WeightName Quantity

17.5g (5/8oz)BULLET SINKER HEAVY TYPE 2개입 ¥850 (본체가격)

Price

JK 텅스텐커스텀불렛 
COLOR

싱커의 존재를 웜에 동화시켜 내추럴하게 어프로치 가능한 그리펀컬러의 불렛싱커

21.0g (3/4oz)BULLET SINKER HEAVY TYPE 2개입 ¥950 (본체가격)

28.0g (1oz)BULLET SINKER HEAVY TYPE 2개입 ¥1,200 (본체가격)

35.0g (1・1/4oz)BULLET SINKER HEAVY TYPE 2개입 ¥1,450 (본체가격)

42.0g (1・1/2oz)BULLET SINKER HEAVY TYPE 2개입 ¥1,700 (본체가격)

56.0g (2oz)BULLET SINKER HEAVY TYPE 2개입 ¥1,200 (본체가격)

WeightName Quantity

1.8g (1/16oz)JK 텅스텐싱커  불렛 COLOR 5개입 ¥580 (본체가격)

Price

2.7g (3/32oz)  JK 텅스텐싱커  불렛 COLOR 5개입 ¥580 (본체가격)

3.5g (1/8oz)JK 텅스텐싱커  불렛 COLOR 4개입 ¥580 (본체가격)

5.0g (3/16oz)JK 텅스텐싱커  불렛 COLOR 3개입 ¥580 (본체가격)

7.0g (1/4oz)JK 텅스텐싱커  불렛 COLOR 3개입 ¥600 (본체가격)

8.5g (5/16oz)JK 텅스텐싱커  불렛 COLOR 2개입 ¥600 (본체가격)

10.5g (3/8oz)JK 텅스텐싱커  불렛 COLOR 2개입 ¥600 (본체가격)

14.0g (1/2oz)JK 텅스텐싱커  불렛 COLOR 2개입 ¥700 (본체가격)

BULLET SINKER

텅스텐소재채용. 점으로 설치하여 생겨난 고감도. 파워라인대응의 대구경튜브을 채용

WeightName Quantity

1.8g (1/16oz)BULLET SINKER 6개입 ¥510 (본체가격)

Price

2.7g (3/32oz)BULLET SINKER 6개입 ¥530 (본체가격)

3.5g (1/8oz)BULLET SINKER 5개입 ¥530 (본체가격)

5.0g (3/16oz)BULLET SINKER 4개입 ¥530 (본체가격)

7.0g (1/4oz)BULLET SINKER 3개입 ¥550 (본체가격)

8.5g (5/16oz)BULLET SINKER 2개입 ¥550 (본체가격)

10.5g (3/8oz)BULLET SINKER 2개입 ¥550 (본체가격)

14.0g (1/2oz)BULLET SINKER 2개입 ¥650 (본체가격)

불렛 싱커

JK텅스텐커스텀싱커스틱
DS ROUND EYE

헤비다운샷리그&리더없는 다운샷리그에 최적! 슬림스틱형상

WeightName Quantity

3.5g (1/8oz)JK텅스텐커스텀싱커스틱DS ROUND EYE 4개입 ¥550 (본체가격)

Price

5.0g (3/16oz)JK텅스텐커스텀싱커스틱DS ROUND EYE 3개입 ¥550 (본체가격)

7.0g (1/4oz)JK텅스텐커스텀싱커스틱DS ROUND EYE 3개입 ¥650 (본체가격)

10.5g (3/8oz)JK텅스텐커스텀싱커스틱DS ROUND EYE 2개입 ¥650 (본체가격)

14.0g (1/2oz)JK텅스텐커스텀싱커스틱DS ROUND EYE 2개입 ¥900 (본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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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KY JIG HEAD

지그헤드와키용으로 개발된 전용지그헤드

플릭쉐이크등을 셋트한 지그헤드 와키용으로 개발된 전용 지그헤드. 헤드에는 고비중텅스텐을 
사용하였고 바닥 및 스트럭쳐 접촉느낌을 예민하게 느낄수 있습니다. 가드 유무에 따른 2종류를 준비

와키 지그 헤드

WeightName Quantity Price

0.6g・0.9gWACKY JIG HEAD 5개 ¥510 (본체가격)

1.3g・1.8g・2.2gWACKY JIG HEAD 4개 ¥510 (본체가격)

2.7gWACKY JIG HEAD 3개 ¥510 (본체가격)

ROD BELT MINI TYPE – Ⅰ

워킹낚시 및 2피스로드에 최적!

중요한 로드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하이그립네오플랜채용의 로드 벨트. 미니타입은 2피스에 
최적입니다. 팁측은 숏타입으로 필요이상으로 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워킹낚시에서도 사용하는 
로드갯수가 적을 때 편리한 아이템입니다.

Length

15×3cm&20×3cm셋트로드 벨트 미니타입1 ¥700 (본체가격)

PriceName

ROD BELT TYPE – Ⅰ

중요한 로드를 확실하게 결속시킬 수 있는 하이그립네오플랜채용의 로드 벨트 타입1. 
팁측은 숏타입으로 필요이상 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Size

26×4cm/38cm×4cm 2본셋트로드 벨트타입1 ¥1,200 (본체가격)

PriceName Color

블랙

26×4cm/38cm×4cm 2본셋트로드 벨트타입1 ¥1,200 (본체가격)레드

로드 벨트타입 - 1

로드 벨트 미니 타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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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RBAIT 008
라이즈베이트 008

날리고  감고 급부상

가장 큰 특징은 이 혁신적인 립 [라이저립]. 지금 까지의 미노및섀드와 같이 가라앉게 하기 위한 립이 
아니라 발군의 비거리를 내기 위한 “무거운 보디”를 수면에 띄우게 한다 라는 반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립입니다.
동등 사이즈의 탑워터 플러그에서는 도달하지 못하였던 원거리도 사정권에 들어오고 수면의 공략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템입니다.
008은 쇼어에 서부터 농어, 소형·중형 회유어가 메인 타깃. 먼 거리의 하천, 간석지등의 쉘로우에서의 
씨배스 게임부터 멸치, 정어리등의 베이트 보일링 공략에 적당합니다.
또 워킹부터 삼치 및 방어의 새끼를 공략 시 에도 베이트 피쉬를 쫓아서 수면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유효한 아이템입니다.

LengthName weight Price

80mmRISERBAIT 008 Sinking ¥1,900 (본체가격)

G091 G092 G093G090G089

G096 G097 G098G095G094

type

21.7g

Hook Size

 SP-MH＃6 



50

BIGBACKER 80
빅파커 80

슬림 쉐이프 보디 & 고속 리트리브 대응의 타이트 액션!!

타이트 액션에서 뛰어난 고속 리트리브 대응력을 갖춘 빅파커 80. 슬림한 형상이 소형 베이트가 질주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씨배스에 눈을 돌릴 틈을 주지않습니다. 템포가 좋은 빠른 탐색 능력과 명확하게 리액션 
바이트를 노리는 액션을 실현 하였고, 어려운 상황 및 데이 게임공략에 중요한 패로써 활약해 줍니다.

 

LengthName weight

82mmBIG BACKER 80 25g

Type

Floating ¥1,150 (본체가격)

Price

G050 G087 G088 G115 G124 G126 G127

G128 G132 G136 G137 G138 G139 G140

BIGBACKER SOFTVIB
빅파커 소프트바이브

이 생명감. 압도적! 교환 가능한 소프트 보디 바이브레이션

웜 보디에도 불구하고 전시파동으로 유혹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루어입니다. 
철판 보디의 바이브레이션과의 상이한 파동을 발생시키고 어프로치의 폭을 넓게 합니다. 
게다가 소프트 보디는 형상이 다른 2종류. 헤드부는 라인을 묶은채로 간단하게 보디 형상을 교환 가능. 
핀테일과 섀드테일을 하나의 헤드로 구분 사용할 수 있어서 필드 상황에 빠르게 조율합니다.
또 소프트한 보디는 스페어 판매도 되어 파손한 경우 및 보디만의 컬러 로테이션도 가능합니다.

LengthName weight Price

115mmBIG BACKER SOFT VIB 21g 21g（헤드16g） ¥1,100 (본체가격)

Type

FAST Sinking

G064 G070 G077G063G056

G080 G081 G082G079G078

115mmBIG BACKER SOFT VIB 28g 21g（헤드16g） ¥1,100 (본체가격)

BB SPARE BODY/PINTAIL ¥550 (본체가격)

BB SPARE BODY/SHADTAIL ¥550 (본체가격)

FAST S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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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코 너클2” SQ

단지 감기!! 살랑살랑 테일액션!!

리지테일의 초미세파동이 고기를 매료하는 [자코너클2“]. 볼락 및 전갱이등의 라이트솔트워터게임에 
고차원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그냥 감기것만으로 안정된 조과를 발휘하여서 탐색베이트로써 야간등 
주변에서의 워킹에 최적. 테일에서부터 발생하는 미세한 당기는 느낌과 높은 층유지력에 있어서는 
정보량이 적은 나이트게임에서도 집중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LengthName Price

2inch자코너클2" ¥420 (본체가격)

Quantity

10개입

E029 E030 AE032 E033 E034 E035

E036 E037 E042 E043 E047 E048



E029 E030 E032 E033

E029 E030 E032 E033 E034 E035

52

S
A

L
T
 W

A
T
E
R
 / R

O
C

K
F
IS

H
·

A
JI

E017 E030 E032 E034 E036 E042

E044 E045E047 E048 E049 E050

E034 E035 E036 E037 E042 E043

페케링 2″

링형상의 리브에 의해 플랫보디가 특징인 페케링. 페케페케시리즈와 같은 아주 얇은 테일을 탑재하였고 섬세한 전갱이의 
입질을 놓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소형이면서 강한 파동과 확실한 실루엣으로 어필력이 있는 유혹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를 
가리지 않는 마릿수낚시에도 최적한 2인치모델. 슬림보디의 페케페케와  겸용하여 보다 전략적인 아징을 즐길수 있습니다.

LengthName Price

2inch페케링2" ¥420 (본체가격)

Quantity

10개입

페케링 2.5″

링형상의 리브에 의해 플랫한 보디가 특징인 “페케링”. 

페케페케시리즈와 같은 아주 얇은 테일을 탑재하였고 섬세한 전갱이의 입질을 놓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강한 파동과 절묘한 
사이즈감으로 용도를 가리지 않는 아징의 파일롯루어로써 활약해 줄것입니다. 보디저면의 홈이 물을 확실히 밀어내어 
슬로우폴링을 의식한 유혹을 가능하게 합니다.

LengthName Price

2.5inch페케링2.5" ¥420 (본체가격)

Quantity

8개입

아미아미

발군의 흡입성과 “섬세한 유혹”을 실현!!

근년 라이트게임에 필수불가결한 키워드 “흡입성” 아미아미에 채용된 숏보디는 발군의 흡입성을 실현하였습니다.
또 아미패턴으로 불러지는 마이크로 베이트를 포식하고 있는 타깃에 대해서 유효한 형상입니다. 플랫한 리브와 조합으로 
고기에 대해서 안정된 파동의 어필과 낚시인이 쾌적하게 느끼는 물저항을 양립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모방한 지금까지의 웜형상과는 선을 그은 수생곤충・새우형 풍부한 움직임으로 유혹하는 2.3인치와 
콤팩트실루엣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1.5인치. 적절한 라인업으로 라이트게임의 스탠더드웜으로써 활약합니다. 

LengthName Quantity Price

1.5inch아미아미 1.5" 10개입 ¥420 (본체가격)

2.3inch아미아미 2.3" 8개입 ¥420 (본체가격)

E036 E037 E042 E043 E044 E045

E047 E048 E049 E050

E044 E045 E047 E048 E049 E050



E043 E044 E045 E046

E036 E037 E038 E039 E040 E042

53

B
A

S
S
 / T

O
P
 W

A
T
E
R
 

키비키비나고2″

단순감기부터 다트액션까지 멀티하게 완전대응

근년, 아징게임 및 라이트록피쉬게임에 있어서 주목되어지고 있고 다트조법에 대응 가능한 웜을 목표로 
개발된 키비키비나고2” 보디형상은 물 가름이 좋은 삼각주 형상. 테일부는 다트액션을 발생하는 
크로스테일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인아이후방에 위치한 지그헤드와 조합으로 유혹의 다트액션이 용이하게 연출 가능합니다. 전갱이 및 
볼락 등의 타깃부터 갈전갱이 및 꼬치고기등의 피쉬 이터까지도 매료하는 키비키비나고2“. 라이트게임 
공략의 폭을 넓히는 아이템입니다.          

LengthName Price

2inch키비키비나고2" ¥420 (본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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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10개입

E029 E030 E031 E032 E033 E034

DEKA 키비나고 2.5″

라이트게임을 보다더 용이하게 . 어종을 가리지 않는 멀티아이템

다트조법대응의 마이크로소프트베이트 “키비나고2인치”의 성능을 이어 받고 업사이징화한것이 “DEKA 
키비나고 2.5인치”. 좋은 사이즈의 전갱이 및 볼락을 타깃으로한 절묘한 볼륨감을 신형하는것과 동시에 
쏨뱅이로 대표되는 바닥고기 및 갈전갱이, 꼬치고기등 다양한 어종을 커버합니다. 2G이상의 조금 큰 
지그헤드와 조합하여 누구라고 쉽게 다트액션을 발생킬수 있는 것이 가능. 또 부드러움은 유지한채로 
사이즈업 된 보디는 테일을 흔들면서 고기를 유혹합니다. 절도있고 격한 다트에 의한 액션과의 
조합으로 정과 동의 혼합된 액션을 양립한 DEKA키비나고는 라이트게임을 보다 한층 용이하고 즐겁게 
해 줍니다.

LengthName Price

2.5inchDEKA 키비나고2.5" ¥420 (본체가격)

Quantity

8개입

E029 E030 E031 E032 E033 E034

E041 E042 E043 E044 E045

E035 E036 E037 E038 E039 E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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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크크로우 2.8″솔트워터 버전

다양한 액션으로 포식본능을 자극

풍부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자칼의 감성돔시리즈 중에서 최고 어필력이 높은 아이템이 청크크로우 
2.8“입니다. 큰 보디와 다양한 부분에서부터 발생하는 복잡한 파동이 감성돔의 포식본능을 자극합니다. 
바닥끌기 주력의 낚시방법뿐만아니라 암벽등을 공략하는 종낚시에서도 활약합니다. 또 감성돔을 
유혹하는 ”냄새“에도 철저하게 특화, 굴과 새우를 분말화한 강력한 가루를 배합하였습니다. 실적이 
높은 컬러 라인업으로 새로운 조과 향상에 공헌합니다.

바리부루 새드

 
바다낚시전용으로 설계의 강파동새드테일

능성어 및 놀래미등의 록피쉬부터 광어 및 양태까지 바다낚시에서는 빠질 수 없는 새드테일웜. 
보디전체에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리브가 배치되어 물을 밀어내는 형상입니다. 스위밍주체의 스피디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활성도가 낮은 고기의 반응에도 타협하지 않고 추구한 소재의 부드러움. 
텍사스리그, 지그헤드 및 JACKALL의 NEW리그 채터블레이드, 텍사스텐야 등 어떤 스타일의 낚시에도 
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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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Name Price

3inch바리부루 새드3"  ¥650 (본체가격)

Quantity

8개입

LengthName Price

2.8inchCHUNKCRAW 2.8" ¥485 (본체가격)

Quantity

6개입

E051 E053 E055 E056 E057 E070 E071

E072 E073 E074 E076 E077 E078

4inch바리부루 새드4" ¥650 (본체가격)7개입

E059 E060 E063E058E046

E067E066E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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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옥슬라이드 W 어필

안정된 조과를 끌어내는 비밀의 조합. 공개합니다.

2매를 겹친 넥타이가 격한 명감 및 반짝임 효과를 끌어내는 스페셜 커스텀 W넥타이 사양의 신 
시리즈입니다. 높은 실적을 자랑하는 조합을 엄선하였습니다.

라인업의 소개
파이어레드 : 멸치등의 무리 중에서 가장 눈에 띠는 실루엣 중심의 배색입니다.
캔디차트 : 모래지역에서는 내추럴한 온색계배색. 갯지렁이 패턴에 최적입니다.
도스그린 : 오징어계등의 마이크로 베이트로 고실적의 피네스 배색입니다.
다크콜라 : 바닥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다크컬러. 흐릴 때도 최고 실적입니다.

빈빈옥슬라이드

 
유저의 요청에 의해 실현된 또 하나의 빈빈玉 유동식 빈빈옥 탄생!

각지에서 수많은 실적을 올린 타이카브라 빈빈옥. 다수의 지지를 받아온 이유는 고비중의 텅스텐 소재와 
이특성을 살린 헤드 형상에 의한 것입니다. 당김 저항이 가볍고 조류의 변화를 느끼기 쉬운 헤드는 때를 
놓치지 않고 빠른 조류에서도 안정된 액션을 유지 하는것이 가능. 
그리고 이 낚이는 헤드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유동식]. 훅으로의 부하를 분산 시키고 털림을 방지하는 
성능에 정평이 있는 유동식. 그러나 이것은 특징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전부 앵글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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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65F063 F066F064

WeightName

 45g 빈빈옥슬라이드 W 어필45g ¥1,600 (본체가격)

Price

60g빈빈옥슬라이드 W 어필60g ¥1,900 (본체가격)

80g빈빈옥슬라이드 W 어필80g ¥2,300 (본체가격)

100g빈빈옥슬라이드 W 어필100g ¥2,700 (본체가격)

120g빈빈옥슬라이드 W 어필120g ¥3,100 (본체가격)

WeightName

 45g 빈빈옥슬라이드45g ¥1,500 (본체가격)

Price

60g빈빈옥슬라이드60g ¥1,800 (본체가격)

80g빈빈옥슬라이드80g ¥2,200 (본체가격)

100g빈빈옥슬라이드100g ¥2,600 (본체가격)

120g빈빈옥슬라이드120g ¥3,000 (본체가격)

F027

F019F018

F028F024 F026

F021 F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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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옥슬라이드 156G(TG헤드)

무겁게 될수록 그 차 이는 더 크다.

100M를 넘는 깊은곳을 공략하기 위해 탄생한 전문앵글러 전용의 타이라바헤드입니다.
고비중 텅스텐 소재에 의해 납 헤드의 100G과 같은 정도의 크기 이면서도 1.5배 이상의 중량을 
자랑합니다.
텅스텐헤드는 착저감도에도 뛰어나서 깊은 곳의 바닥감지도 선명합니다. 특히 [딥도테라] 스타일에 
있어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본제품은 타이라바 전문가를 위해 개발된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헤드 단품으로 발매 이므로 이용 시에는 여러분에게 맞는 부품․ 훅을 준비하십시오.

Name Price

빈빈옥슬라이드156g ¥3,580 (본체가격)

Quantity

156g

F067 F068 F069F030F015

F072F071F070

PB빈빈옥슬라이드 W어필

안정된 조과를 끌어내는 비밀의 조합. 해금합니다.

2매를 겹친 넥타이가 격한 명감 및 반짝임 효과를 끌어내는 스페셜 커스텀 W넥타이 사양의 신 
시리즈입니다.
높은 실적을 자랑하는 조합을 엄선하였습니다.

라인업의 소개
파이어레드 : 멸치등의 무리 중에서 가장 눈에 띠는 실루엣 중심의 배색입니다.
캔디차트 : 모래지역에서는 내추럴한 온색계배색. 갯지렁이 패턴에 최적입니다.
도스그린 : 오징어계등의 마이크로 베이트로 고실적의 피네스 배색입니다.
다크콜라 : 바닥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다크컬러. 흐릴 때도 최고 실적입니다.
   

WeightName

 45g PB빈빈옥슬라이드 W어필45g ¥900 (본체가격)

Price

60gPB빈빈옥슬라이드 W어필60g ¥950 (본체가격)

80gPB빈빈옥슬라이드 W어필80g ¥1,000 (본체가격)

100gPB빈빈옥슬라이드 W어필100g ¥1,050 (본체가격)

120gPB빈빈옥슬라이드 W어필120g  ¥1,100 (본체가격)

F064 F066F065F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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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빈빈옥슬라이드
 

유동식 구조가 가능하게한 납 소재의 빈빈옥헤드

코스트 퍼포먼스의 이점을 양립시킨 납소 재의 타이가브라헤드. 많은 요청에 의해 빈빈옥 형상의 납제 
헤드가 실현 되었습니다. 납식 빈빈옥슬라이드는 헤드의 볼륨을 무기로 어필력 강한 공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텅스텐제의 빈빈옥 및 빈빈옥슬라이드와 상황에 따라 구분 사용함으로서 전술의 폭을 넓게, 
지금까지 없었던 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또 라인의 데미지를 극한까지 억제해주는 초저마모소재의 
PTFE터프네스 파이프를 표준장착. 유동식의 불안 재료이었던 헤드와의 쓸림에 의한 라인 끊어짐도 
철저하게 방지하였습니다.

BAKURYU PB빈빈옥슬라이드 W어필

 안정된 조과를 끌어내는 비밀의 조합. 공개합니다.

2매를 겹친 넥타이가 격한 명감 및 반짝임효과를 끌어내는 스페셜 커스텀 W넥타이 사양의 신 
시리즈입니다.
높은 실적을 자랑하는 조합을 엄선하였습니다.

라인업의 소개
파이어레드 : 멸치 등의 무리 중에서 가장 눈에 띠는 실루엣 중심의 배색입니다.
캔디차트 : 모래지역에서는 내추럴한 온색계배색. 갯지렁이 패턴에 최적입니다.
도스그린 : 오징어계등의 마이크로 베이트로 고실적의 피네스 배색입니다.
다크콜라 : 바닥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다크컬러. 흐릴 때도 최고 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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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Name

 45g PB빈빈옥슬라이드45g ¥800 (본체가격)

Price

60gPB빈빈옥슬라이드60g ¥850 (본체가격)

80gPB빈빈옥슬라이드80g ¥900 (본체가격)

100gPB빈빈옥슬라이드100g ¥950 (본체가격)

120gPB빈빈옥슬라이드120g ¥1,000 (본체가격)

WeightName

 45g BAKURYU PB빈빈옥 슬라이드 W어필45g ¥900 (본체가격)

Price

60gBAKURYU PB빈빈옥 슬라이드 W어필60g ¥950 (본체가격)

80gBAKURYU PB빈빈옥 슬라이드 W어필80g ¥1,000 (본체가격)

100gBAKURYU PB빈빈옥 슬라이드 W어필100g ¥1,050 (본체가격)

130gBAKURYU PB빈빈옥 슬라이드 W어필130g ¥1,150 (본체가격)

F021 F022 F024F019F018

F028F027F026

F064 F066F065F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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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8 F043 F044 F045F026F021

BAKURYU PB 빈빈옥슬라이드

극한까지 액션 성능을 높인  납 사양 빈빈옥슬라이드 “바쿠류”

본류저항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탄생한 것이 “바쿠류” 납 사양 빈빈옥슬라이드. 격한 조류와 수심 깊은 
곳의 공략은 물론, 수류 저항을 강하게 받는 흘림낚시와 캐스팅의 사용에서도 최적이다. 슬라롬궤도의 
헤드 액션에 의한 종래의 빈빈옥과의 가려 쓰는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특징은 유선형의 헤드 형상은 
부속의 날림을 경감하는 능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원형에서는 실현 곤란한 200G 초과의 중량급 라인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신 구조 백 파이어 캡을 탑재하는 것으로 스커트를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하고 
과잉적인 부속 날림을 더욱 경감한다. 부속 교환 방법도 준비되어 있고, 흔들리는 선상에서도 쾌적하게 
작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빈빈옥 스루메데스

타이라바의 상식을 파괴하다! 타이라바 빅 헤드!

큰 미끼의 집어력, 그것은 다양한 낚시 장르에서 인정받고,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타이라바”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조과로 연결되는 만큼의 충분한 볼륨을 키우는 
방법이 없었다. 상징적인 오징어형 트레일러를 탑재 한 빅 베이트 “스루메데스” 이제까지 없었던 사이즈 
업은 다양한 타깃 피쉬에 지금까지 없었던 큰 임팩트를 전한다. 스루메데스의 집어력에 의해 테스트 
단계부터 참돔, 바닥고기 뿐만 아니라, 청어까지도 매료시키는 것이 증명 되었다.
무게 라인업도 풍부하게 준비하고, 활약의 장소는 내만, 외만 불문하고 필드에서 그 효과를 기대한다.

F073 F074 F075 F076 F077 F078

WeightName

45g BAKURYU PB 빈빈옥슬라이드45g ¥800 (본체가격)

Price

60gBAKURYU PB 빈빈옥슬라이드60g ¥850 (본체가격)

80gBAKURYU PB 빈빈옥슬라이드80g ¥900 (본체가격)

100gBAKURYU PB 빈빈옥슬라이드100g ¥950 (본체가격)

130gBAKURYU PB 빈빈옥슬라이드130g ¥1,050 (본체가격)

160gBAKURYU PB 빈빈옥슬라이드160g ¥1,200 (본체가격)

200gBAKURYU PB 빈빈옥슬라이드200g ¥1,350 (본체가격)

250gBAKURYU PB 빈빈옥슬라이드250g ¥1,500 (본체가격)

WeightName

80g빈빈옥 스루메데스80g ¥1,200 (본체가격)

Price

100g빈빈옥 스루메데스00g ¥1,300 (본체가격)

130g빈빈옥 스루메데스130g ¥1,450 (본체가격)

160g빈빈옥 스루메데스160g ¥1,600 (본체가격)

200g빈빈옥 스루메데스200g ¥1,750 (본체가격)

250g빈빈옥 MEGA스루메데스250g ¥2,000 (본체가격)

300g빈빈옥 MEGA스루메데스300g ¥2,250 (본체가격)

F054
160g·200g·250g에만 라인업

F052
160g·200g·250g에만 라인업

F053
160g·200g·250g에만 라인업

F051
45g·60g에는 채용하지 않음

45g·60g에만 채용

F047 F055
160g·200g·250g에만 라인업

F046
45g·60g에만 채용

F049
45g·60g에는 채용하지 않음

F050
45g·60g에는 채용하지 않음

F048
45g·60g에는 채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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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 웜 트레일러 스루메데스

임팩트 발군의 웜 트레일러

빈빈옥 스루메데스의 트레일러이다.
볼륨에 의한 시각적인 어필과 날카롭게 물을 가르는 파동의 효과로 바이트를 유발한다.
사이즈는 M, L, LL의 3종이 라인 업.
트레일러 사이즈에 의해 침강 스피드가 달라지므로 필드에 맞추어서 사용을 바란다.
※다른 웜 트레일러와 다른 소재로 개별 보관하세요.

빈빈 인치쿠

인치쿠&타이라바 2WAY 어구!!

어필력이 높은 “폴 액션”과 “격렬한 플래싱”을 실현한 “빈빈 인치쿠”. 떨굼을 방지하는 유동식 구조를 
채용하는 것으로, 폴 시에 바이트도 고 확률로 후크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성공. 또한 초저마찰 불소수지 
“PTFE파이프”를 준비하여 리더의 마찰을 방지하고 라인 브레이크를 철저하게 회피하였다. 유동식에 
의한 바늘의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소형 훅 탑재를 가능하게 한 참돔 대응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물론, 가지고 있는 부속을 세팅하여 타이카브라(타이라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QuantityName

115mm빈빈 웜 트레일러 스루메데스M ¥900 (본체가격)

Price

160mm빈빈 웜 트레일러 스루메데스L ¥900 (본체가격)

210mm빈빈 웜 트레일러 스루메데스LL ¥900 (본체가격)

length

 4개입

3개입

2개입

F035 F036 F037 F038 F039 F040 F041 F042

WeightName

60g빈빈 인치쿠60g ¥1,050 (본체가격)

Price

80g빈빈 인치쿠80g ¥1,100 (본체가격)

100g빈빈 인치쿠100g ¥1,150 (본체가격)

130g빈빈 인치쿠130g ¥1,300 (본체가격)

160g빈빈 인치쿠160g ¥1,450 (본체가격)

200g빈빈 인치쿠200g ¥1,600 (본체가격)

빈빈 로켓 W 어필

파동+격한 명멸효과!

2장을 겹친 넥타이가 격한 번쩍임과 플래싱 효과를 일으키는 스페셜 커스텀.
“W넥타이 사양”의 신 시리즈이다. 높은 실적을 자랑하는 조합을 엄선하여 채용하였다.
게다가 헤드가 격하게 유영하는 빈빈 로켓 전용으로 헤드에도 명멸효과 높은 컬러링을 배치하였다.

라인업의 소개
파이어 레드 : 정어리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실루엣 중시의 배색.
캔디챠트 : 모래에서는 내추럴한 따뜻한 컬러계 배합. 개불 패턴에 최적이다.
도스그링 : 까나리 등의 마이크로 베이트로 높은 실적의 피네스 배색이다.
다크컬러 : 바닥에서 존재감을 표시하는 다크컬러. 흐린 날씨에도 실적이 높다.

F146 F149F147 F148 F150 F151

WeightName

20g빈빈 로켓 W 어필20g ¥950 (본체가격)

Price

30g빈빈 로켓 W 어필30g  ¥1,000 (본체가격)

45g빈빈 로켓 W 어필45g  ¥1,050 (본체가격)

F064 F066F065F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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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BIN ROCKET

던지다! 공략하다! 파동의 타이라바!!

캐스팅을 중심으로한 “비스듬한 유혹”에 특화된 인치구형 헤드. 부들부들 떠는 강한 액션과 격한 
플래싱으로 고기를 유혹한다. 통상의 타이라바와 비교해 떠오름이 좋은 것도 큰 특징이다. 연안에서 
사용해도 쾌적한 떠오름으로 적절한 레인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돔 겨냥의 캐스팅 게임은 
당연하고 락 피쉬와 광어 겨냥도 효과적이다. 웜으로는 도달하지 않는 장소도 압도적인 비거리로 공략이 
가능하게 되었다. 타이라바, 쇼어 지깅의 서브 아이템으로서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가능하다.

빈빈옥 스페어 러버 세트/슬라이드

세븐 슬라이드 탑재. 스커트, 넥타이의 2세트!!

유동식 타이카브라, 빈빈옥슬라이드의 순정 스페어 러버 세트. 
세븐 슬라이드를 채용하고 스커트, 넥타이가 세트로 되어 있어 바늘과 조합만으로 현장에서 부속 교환이 
가능하다. 낚시 장소에서 그 날의 상황에 맞추어 컬러 교환이 가능하고 입질 컬러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WeightName

20g빈빈 로켓20g ¥850 (본체가격)

Price

30g빈빈 로켓30g ¥900 (본체가격)

45g빈빈 로켓45g ¥950 (본체가격)

F125 F126 F127 F128 F129 F130

F131 F132 F133 F134 F135 F136

F046

F061F060 F062

F058F045F021 F059

Name

빈빈옥 스페어 러버 세트/슬라이드

Quantity

2개입 ¥500 (본체가격)

Price

빈빈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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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옥 튜닝 넥타이 스트레이트

내구력도 우수하고 발색이 좋아 다양한 컬러 베리에이션을 가능하게 한 
얇은 타입 실리콘시트.

내구력에도 우구하고 발색이 좋아 다양한 컬러 베리에이션을 가능하게 한 얇은 타입 실리콘시트를 
채용한 타이카브라 전용 넥타이. 오리지널 모델에도 채용되어 지는 스트레이트 타입의 넥타이는 
절묘하고 미세한 파동으로 고기를 유혹하고 장소를 고르지 않고 올 마이티하게 활약한다.

빈빈옥 튜닝 넥타이 쇼트 커리

 콤팩트하면서 복잡한 액션으로 유혹하는 쇼트 커리 테일.

내구력도 우수하고 발색에 의한 다양한 컬러 베리에이션을 가능하게 한 얇은 타입 실리콘 시트를 
채용한 타이카브라 전용 넥타이. 스트레이트 넥타이와 오리저널 커리 넥타이의 중간적인 어필력을 
가지는 쇼트 커리 테일. 생명감이 넘치는 미세 파동으로 입질이 없는 상황에서 공략이 가능하고 
존재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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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빈빈옥 튜닝 넥타이 스트레이트

Quantity

5개입 ¥410 (본체가격)

Price

AF056 F101 F102F006F005

F109 F110 F111F107F103

F114 F115 F116F113F112

F005 F006 F056 F101 F102 F103 F107

F108 F109 F110 F113 F114 F115 A230

Name

빈빈옥 튜닝 넥타이 쇼트 커리

Quantity

3개입 ¥410 (본체가격)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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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옥 튜닝 넥타이 커리

큰 파동과 볼륨이 있는 실루엣으로 유혹하는 트윈 커리 테일.

내구력도 우수하고 발색에 의한 다양한 컬러 베리에이션을 가능하게 한 얇은 타입 실리콘 시트를 채용한 
타이카브라 전용 넥타이. 큰 파동과 볼륨이 있는 실루엣으로 고기를 유혹하는 커리 테일은 작은 
수류에서도 움직임이 좋은 오리지널 커트를 채용하고 있다.

빈빈옥 튜닝 스커트 와이드

내구력도 우수하고 발색에 의한 다양한 컬러 베리에이션을 가능하게 한 얇은 타입 실리콘 시트를 채용한 
타이카브라 전용 넥타이. 1MM 폭으로 설정된 와이드 스커트 사양은 볼륨만 키운 것이 아니라 복잡한 
조류에 있어서도 스커트의 엉킴을 방지해 주는 탄력과 강함을 준비하였다.

Name

빈빈옥 튜닝 스커트 와이드

Quantity

3개입 ¥310 (본체가격)

Price

Name

빈빈옥 튜닝 넥타이 커리

Quantity

3개입 ¥410 (본체가격)

F056 F102F101F006F005

F110F107 F112

볼륨 업을 가능하게 하고 복잡한 조류에서도 엉킴이 적은 와이드 스커트

F005 F006 F056 F101 F102 F103 F107

F108 F109 F110 F111 F114 F115 F116

F117 F118 F119 F120 F121

Price

F114F113 F115 F116F103



F120F119 F121 F118F117

F112F111F107 F116F114 F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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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옥 튜닝 스커트

적절하게 물을 누르는 소재의 탄력을 남기면서, 수류에 대한 자연적으로 
나부끼는 절묘한 선경으로 재단한 타이카브라용 스커트 실리콘. 

적절하게 물을 누르는 소재의 탄력을 남기면서, 수류에 대한 자연적으로 나부끼는 절묘한 선경으로 
재단한 타이카브라용 스커트 실리콘. 양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게 취급이 용이하고 
또한, 길이를 원하는 만큼 절단 가능해 약간 길게 설정하였다. 통상의 타이카브라에 원 포인트 악센트로 
또는 오리지널 컬러의 베이스 스커트로서 튜닝 넥타이로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빈빈 웜 트레일러 타이부시 스트레이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만능 넥타이!

입체적인 형태로 어필하는 부드러운 소재의 넥타이. 절묘한 두께로 설계된 심플한 핀 테일 형상은 
여러개를 겹쳐도 최적이다. 게다가 사용 전에 미리 “절”을 원하는 길이로 커트 하면 바늘로의 스타일로도 
대응한다. 다양한 사용방법을 갖춘 만능 넥타이. 또한 소재의 특성상 바늘이 넥타이에 꽂았을 때 
트러블과 스트레스가 없는 게임 전개를 가져온다. 소재에는 맛과 향의 효과를 높이는 집어향 “폭련”사양. 
소프트 매트리얼과의 상승 효과로 입질을 유발한다.

S
A

L
T
 W

A
T
E
R
 / M

A
D

A
I

Name

빈빈옥 튜닝 스커트

Quantity

3개입 ¥310 (본체가격)

Price

Name

빈빈 웜 트레일러 타이부유 스트레이트

Quantity

3개입 ¥460 (본체가격)

Price

F114 F056 F138 F137 F107

F116 F006 F005

F103F005 F101 F102F006 F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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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38

빈빈 웜 트레일러 타이 콤

슬로우로 유혹한다! 전신 미세 파동 액션!

설치가 간단한 트레일러. 초동 움직임이 좋은 미세 파동 액션으로 고기를 유혹한다. 
게다가 강력한 맛과 향이 고기의 포식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슬로우한 전개가 되면 될 수록 높은 
효과를 발휘해 준다. 그 날의 감는 속도와 어필력의 강함으로 다른 커스텀 트레일러와 가려 쓰기 바란다.

빈빈 웜 트레일러 타이 페케

훅킹률 향상! 트레일러

설치가 간단한 트레일러. 바늘 주위의 공격을 재촉하는 바이트 마커로 활약한다. 고부력 엘라스토머 
소재로 보다 바늘 포지션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얻기 위해 우수한 트러블 회피 성능과  훅킹률의 향상이 
더욱 기대된다. 맛과 향이 효과를 높이는 집어향이 더욱 입질을 유발한다.
숏 바이트가 고민이라면 먼저 타이 페케를 추천한다.

Name

빈빈 웜 트레일러 타이 페케

Quantity

5개입 ¥460 (본체가격)

Price

Name

빈빈 웜 트레일러 타이 콤

Quantity

5개입 ¥460 (본체가격)

Price

빈빈웜 트레일러 타이 커리

요염한 커리 액션!

큰 어필력을 자랑하는 커리테일 타입의 웜 넥타이. 부드러운 소재에 의해 저속부터 고속까지 안정된 
움직임으로 고기를 유혹합니다. 
동부분을 굳이 스트레이트 형상으로 하여 바늘 걸림에 의해 트러블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요염하고 생명감이 넘치는 액션과 강력한 맛과 향으로 타깃을 매료시켜 줄것입니다. 고활성 고기를 
탐색하기에는 먼저 타이 커리의 셋팅을 추천합니다. 

Name

빈빈웜트레일러 타이 커리  

Quantity

5개입 ¥460 (본체가격)

Price

F114F056 F138F137F107 F116F006F005

F114F056 F137F107 F116F006F005

F114F056 F138F137F107 F116F006F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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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VYMETAL TYPE-ZER0
엔초비 메탈 타입 제로

언제라도 기대하게 되는 만능 지그!

엔초비 메탈 TYPE–ZERO는 갈치를 잡기 위해 필요한 기본요소를 응축한 만능 메탈 지그이다. 처음에 
묶는 루어로서 또는 어떤 루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일 때 안심하고 이용해보기 바란다. 처음 시작한 
초보자분에게도 추천한다. 두께가 있는 형상은 4면 여러 가지 색과 화려함의 변화를 일으킨다. 
시각에 의지한 미끼를 포식하는 갈치에 효과적인 자극을 전한다. 
TYPE-ZERO을 기본으로 하는 엔초비 메탈 TYPEⅠ,Ⅱ,Ⅲ의 사용법을 달리하는 전개도 쉽게 된다.

WeightName

80g엔초비 메탈 TYPE-ZERO 80g ¥630/¥730☆ (본체가격)

Price

100g엔초비 메탈 TYPE-ZERO 100g

130g엔초비 메탈 TYPE-ZERO 130g

160g엔초비 메탈 TYPE-ZERO 160g

200g엔초비 메탈 TYPE-ZERO 200g

¥660/¥760☆ (본체가격)

¥760/¥860☆ (본체가격)

¥860/¥960☆ (본체가격)

¥1,060/¥1,160☆ (본체가격)

G022 G023 G032G021G017

G035 G036 G037G034G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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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VYMETAL TYPE-Ⅱ

하이 어필 타입

엔초비 메탈 타입Ⅱ는 교묘한 수평폴 액션으로 갈치를 유혹하는 하이 어필 타입의 메탈지그 이다. 로드를 
크게 들어 올리는 슬로우 지깅 스타일에서의 사용에 최적이다. 리트프&폴의 반복에 의한 차분하고 
매혹시키는 낚시가 유효하고, 또한 원 피치 쇼트 저크에 있어서도 TYPE-Ⅰ과 비교하여 와이드한 액션 
설정을 위해 지그의 사용법을 명확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테스트 단계부터 갈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어종을 잡은 고실적 메탈 지그이다. 조행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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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초비 메탈 타입-2

WeightName

80g엔초비 메탈 TYPE-ll　80g

Price

100g엔초비 메탈 TYPE-ll　100g

130g엔초비 메탈 TYPE-ll　130g

160g엔초비 메탈 TYPE-ll　160g

200g엔초비 메탈 TYPE-ll　200g

250g엔초비 메탈 TYPE-ll　250g

¥630/¥730☆ (본체가격)

¥1,060/¥1,160☆ (본체가격)

¥1,160/¥1,260☆ (본체가격)

¥660/¥760☆ (본체가격)

¥760/¥860☆ (본체가격)

¥860/¥960☆ (본체가격)

G022 G023 G032G021G017

G035 G036 G037G034G033

ANCHOVYMETAL TYPE-I
엔초비 메탈 타입-I

급속침강! 넓은 범위를 탐색하는 갈치 겨냥의 선발 메탈 지그.

“엔초비 메탈 TYPE-L”은 진폭을 억제한 액션 설정으로, 갈치 지깅의 기본이 되는 모델이다. 빠르게 
유영층을 겨냥해 공략하는 폴의 속도를 갖추고, 폴 스피드를 이용하거나 액션 바이트 겨냥에도 유효하다. 
액션은 원 피치 쇼트 저크에 의한 템포가 좋은 유혹을 쾌적하게 하고 넓은 층을 찾을 때는 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시리즈 전개를 예정하고 있는 엔초비 메탈과 엔초비 미사일 등의 루어를 
로테이션 하는 것으로 보다 게임성이 높은 갈치 지깅을 즐길 수 있다.

WeightName

80g엔초비 메탈 TYPE-l　80g

Price

100g엔초비 메탈 TYPE-l　100g

130g엔초비 메탈 TYPE-l　130g

160g엔초비 메탈 TYPE-l　160g

200g엔초비 메탈 TYPE-l　200g

250g엔초비 메탈 TYPE-l　250g

¥630/¥730☆ (본체가격)

¥1,060/¥1,160☆ (본체가격)

¥1,160/¥1,260☆ (본체가격)

¥660/¥760☆ (본체가격)

¥760/¥860☆ (본체가격)

¥860/¥960☆ (본체가격)

G034

G017

G036

G022G021 G023

G033 G037

G032

G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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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VYMETAL TYPE-Ⅲ

의지가 되는 “메탈지그”

거친 컨디션 공략!! 입질의 TYPE-Ⅲ
섬세하게 유혹하고 팔랑팔랑 떨어진다. 거친 컨디션을 공략하는 입질의 메탈지그, 그것이 엔초비 
메탈“TYPE-Ⅲ”이다. 슬림한 모양이 만들어 내는 TYPE-Ⅰ 이상의 노 액션으로 섬세하게 갈치를 
유혹한다. 그리고 TYPE-Ⅲ 최대 특징은 섬세한 유혹 뒤에 기다린다. 먹게 하는 폴 액션이 있다. 섬세하게 
유혹하고 지그를 쫒아온 갈치를 클러치를 중단한 순간의 교묘한 폴에서 리액션 바이트를 지니고 있다. 
TYPE-Ⅰ과TYPE-Ⅱ의 액션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메탈 지그로 활약을 한다.

엔초비 메탈 타입-3

WeightName

80g엔초비 메탈 TYPE-III　80g

Price

100g엔초비 메탈 TYPE-III　100g

130g엔초비 메탈 TYPE-III　130g

160g엔초비 메탈 TYPE-III　160g

200g엔초비 메탈 TYPE-III　200g

250g엔초비 메탈 TYPE-III　250g

¥630/¥730☆ (본체가격)

¥1,060/¥1,160☆ (본체가격)

¥1,160/¥1,260☆ (본체가격)

¥660/¥760☆ (본체가격)

¥760/¥860☆ (본체가격)

¥860/¥960☆ (본체가격)

G034 G061

G017

G060G036

G022G021 G023

G033

G032

앤초비 드라곤 텐야

노리는 것은 “드라곤 급”
커스터마이즈의 자유도 무한대!!

정말로 낚시로 이긴다! 다기능 텐야!
대형 갈치낚시에 유효한 수단으로 루어 앵글러에게도 주목을 모으는 “갈치텐야” 지역성과 고기의 활성에 
의한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는 것이 이 낚시의 특징이다.
엔초비 드라곤 텐야는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은 갈치 텐야이다. 베이직한 
사양을 갖추면서 상황에 응하는 최적인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드라곤 급의 
갈치를 노리기 위해서.

Name

엔초비 드라곤 텐야 30호

Weight

110ｇ ¥830 (본체가격)

Price

엔초비 드라곤 텐야 40호 150ｇ ¥880 (본체가격)

엔초비 드라곤 텐야 50호 190ｇ ¥980 (본체가격)

G021 G023 G057G056

G059G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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