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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가 쳐서 신발에 물이 들어가면，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 . 1 

그러한 말에 대응하여 , 시마노는 신발 안으로의 침수를 막는 2중 
소매 구조를 개발 . 

잘 미끄러지지 않는 클로로플렌 소재로 피트감도 향상된 2중의 안쪽 

소매를 신발에 덮으면 파도가 칠 때에도 침수를 대폭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더욱이 방한 방수 기능만이 아니라， 쥐운 움직임과 착용감도 추구 

스트레치 GORE-TEX 소재와 미끄럼성이 좋은 축열 안감을 
채용하여 ， 겹겹이 입어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 캐스팅이나 밑밥 

던지기 , 갯바위 이동 등 격한 갯바위 낚시의 움직임에도 적응되는 

스트레스 없는 입체 형태로 완성되어졌다. 

무릎이나 엉덩이 등의 마찰되기 쉬운 부분은 ， 두께가 있는 강도의 

높은소재로 . 

지퍼를 물까지 잠가도 턱이 잘 닿지 않아 호홀하기 쉬운 옷고름 

형태로도 되어져 있어 , 서|부까지 고집한 1 칙으로 되어졌다 . 

80Ä 

투로서 
~C> c) 

뚫훼훌훌흩웰흩훌뚫꿇 

3XL 

742858 

7429 1 9 

743374 

착틸가능한후드 

그닐의 기후나 흰경에 맞줘서 

후드의장칙이 기능히디 

NEXUS GORE-TEX 
프로텍티브 슈트 니MITED PRO며페 

2XL 

74284 1 

742902 

743367 

。u느: 
‘’‘l듀듀 

XL 

742834 

742896 

742964 

후드뒷부분에는조절부 탑재 

시이즈조절0 1 가능한조절부 

부칙의 후드는 미트김도높이 

비바링에도 :q:q 않는다 

NEXUS 

$ ERIE $ 

피트감. 

“ "'T'" 

슈E 

74282 7 

742889 

74295 7 

봅까지사용할 

M 

리미티드 블랙 742803 7428 1 0 

블러드 레드 742865 742872 

BB-X화이트 742933 742940 

.참고 중랑(L사이즈) / 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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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에 잘닿지 않는옷깃 

옷깃은 앞으로각도톨두고 턱0 1 

질닿지않는설겨로 게임종의 

스트레스톨 경강한다 

방한 

전례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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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SERIES 

01 밸훨 

작은 스트레스도 경감하는， 

갯바위낚시기본상품 

GORE-TEX 웨어 

뛰어난 투습 방수성을 겸비한 

[GORE-TEX 소재]의 월 
E 
-스

 
” 

매끄러운 피부 촉감으로 

움직임이 쉽고 따뜻한 카본 

실을 채용한 안감이 

특징이다. 

옷깃 주위는 여유가 있는 

새로운 옷깃 형태로， 마찰에 

의한 목이나 얼굴 주변의 

불쾌감을 억제하였다. 

뺏흩 
축열 안감으로따듯하다 

체내열을 번사하여 의복내 

온도를보유하는축열 안강툴 

채용하고있다 

턱에잘 닿지않는옷깃 
옷깃은앙으로 각도룰루고 턱이 

정닿지않는설계로 게임중의 

스트레스를경감한다 

.활랩 
훌웰훌훌흩웰훌훌훌훌 

락레드 

블랙 락블랙 

핍룹I뀔l 

NEXUS.GORE-TEX 월 슈트m꾀 
￥59 ， 9 00 (2X L~ ￥62 ， 9 00 ) 

M L Xl 2XL 3XL 

락레드 

락을랙 

?'42629 742636 74264 3 742650 

742667 742674 742681 742698 

블랙 742575 져2582 껴2599 져2605 742612 

.침고 중링(L，사이즈) / 1 ,4409 

깥 

방수이상의기능을 

넣은， 

져울의 쾌적 웨어. 

방수성만이 아닌 쾌적함토 추구한 

[GORE-TEX INFINIUMTM]을 
채용하여， 

높은방풍， 투습， 발수성을 

발휘한다. 낚시의 움직임을 

철저 분석한 COREACT 
설계로， 갯바위에서 액션도 

자유^f재 
카본 안감으로 움직이기 쉽고 

따뜻하며 , 솜이 들어간 미툴러로 

되어져있다. 

풀훌 
띠듯한카본안감 

쉬운웅직임과 띠돗앙을앙림한 

카본안강을채용 

*햄575%” 톨릎 
뚫훼훌뿔흩웰훌휠흩끓뚫짧 

02 

블러드레드 

리미티드블랙 

-틀lfDI 
NEXUS GORE-TEX INFINIUM™ 
서멀 슈트 Ll MITED PROm랩 
￥42 ， 8 00 ( 2 X L~ ￥4 5 ， 3 00 ) 

M Xl 2XL 3XL 

리미티드 블랙 717153 717160 717177 717184 71719 1 717207 

블러드 레드 71721 4 71722 1 717238 717245 71η52 

ι; 

NEXUS SERIES -~~I:딩 

03 
경쾌한움직임과 

자유로운 수납을 즐길 수 있는 

다기능조끼 

낚시의 움직임을 과학의 시선으로 

철저하게분석한 

[CORE ACT 설계]의 
구명조끼라면， 게임상의 여러 액션을 

보다 경쾌하게 바꿔 준다. 

높은 피트감과 액션으로의 탈착을 

가능하게 한 BOA 시스템을 탑재. 
만에 하나의 낙수시에 조끼의 빠짐을 

방지하는 가랑이 끈은 물론， 

어깨부분의 내외로 미끄럼 방지를 

배치하여， 조끼가흘러내리지않는 

설계로되어져있다. 

수납면에서는 허리 주머리를 달착식의 

분할 타입으로 하여，자신의 취항에 

맞춰서바꿀수 

있도록완성하였다. 

3톰P!5 BOA 훌펠i 

블러드레드 

2WAY SYSTEM 빼 鐵 뿔 리미티드블랙 BB-X화이트 

R렘R흩I 

NEXUS 구명조끼 
Ll MITED PRom멀피 
￥ 39 ， 000 (2XL ￥ 41 ， 000 ) 

리미티드블랙 을러드레드 BB-X화이트 

M (옷자릭 최때툴러1/120cm) 759689 759726 759764 

L (옷지릭 최때툴러1/130cm) 759696 759733 759771 

XL (옷자릭 최대툴리1/14Scm) 759702 759740 759788 

2XL(옷자릭 최대툴레/160c찌 759719 759757 759795 

0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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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훼훌뿔 
톨릎 뚫짧뚫젊 
NEXUS넥원머 
LIMITEDPRO 

NEXUS SERIES 

{ R 꽉) 
리미티드블랙 

훌뿔꿇켈 
훌웰흩끓앓훌 

이소에서의 기능력과 강도를 강춘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듀라스트 댄츠 

NEXUS DURAST 팬츠 
LIMITEDPRO 
WP-13 1T ￥22，500 (2X L ~ ￥23 ，500) 

.oURAST 

프리 

리미티드블랙 

리미티드블랙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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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티드화이트 

• 릎웰흩웰흩웰 

리미티드블랙 

GORE-TEX 러|인캡 LIMITEDPRom힐피 

CA-110T ￥6，500 
매 I~을핵 뿔E러E 래|티팩뼈 

699183 699206 699220 

69919 0 69921 3 69923 7 

훌뿔 

I첼ERI 
경랑성과 보온성을 앙립한 부드러운 착용감 슬림한 저지 타입의 미들러 

NEXUS 저지 LIMITEDPRo m꽤 

M0-154T ￥ 18 ，800 (2X L ~ ￥19，600) 

M L XL 
717269 717276 717283 

3XL 
717306 
717351 

2L 
717290 
717344 

I NF I N I UMTM 캡 

훌뿔톨꿇흩훌 

블랙 

699282 

699299 

프리 

'" 。
프리 

'" 。

짧훌뚫젊 

NEXUS GORE-TEX 
CA-1295 ￥4，900 

블랙 레드 

65036 8 650382 
650375 

프리 

킹 

어레인지 가능한 니트 모자가 달린 서멀 모자 

N E X U S G 0 R E - T E X I N F I N I U MTM 캡 
CA-1165 ￥6，500 *FR템쁨‘ 

리DI티드블랙 을러E레드 

뚫훼훌뿔흩뚫흩헬 프리 

킹 

을러드레드 

다폐 

리미티드블랙 

블러드레드 

+ u랬 뚫훼릎뿔흩웰흩훌 
작은 스트레스도 경감하는 , 갯바위 낚시의 기본 상풍 GORE-TEX 슈트 

NEXUS GORE-TEX 월슈트 EX 
RT-1195 ￥59 ，900 (2X L ~ ￥62 ，900) 

NEXUS SERIES 

- 딩-

3XL 
654342 

2XL 

654335 
654441 

XL 
654328 
654434 

톨릎짧 
흘습 알열 소재 BREATH HYPER + 'c를 채용 
편안한 따뜻힘을 추구 한 리미티드 프로 디자인의 셔츠 

N E X U S .BREATH HYPER +"C. 
월 셔츠 LIMITEDPRo m꽤 

SH-13 1T ￥17 ，300 (2X L ￥18， 100) 
M L 

759504 75953 5 

BB - X화이드 

흙훤 

리미티드 블랙 

훌뿔흩훨 
흩휠흩끓뚫렐 

NEXUS 베이직 캡 
CA-141T ￥3 ，600 

블랙 레드 

66721 2 667236 
66722 9 667243 

• 흩훌훌뚫흩훌 

NEXUS GORE-TEX 
레인캡 EX 
CA-119T ￥6.500 

블랙 레드 

667090 66711 3 
667106 

블러드레드 

• 릎웰團훌훌 
05 I 06 

화이트 

667250 
667267 

프리 

킬 

프리 

킬 

프리 

킹 

2XL 
759559 
759597 
759634 

XL 
759542 
759580 
759627 

리미티드 블랙 

블러드레드 

BB二즈효맨밑 

XL 
655226 

미들러에 적효i한 라이트 재킷 

NEXUS DURAST 재킷 
LIMITEDPRO 
WJ-1565 ￥ 19 ，900 (2X L ~ ￥20，700) 

M L 
655202 65521 9 

2XL 3XL 
655233 655240 

&짧흩웰훌훌團 
도선시등의 의외로 땀을 흘리는 활동에서도 잘 놀둑해지지 
않는 방풍투습소재를 채용 

DURAST 스트레치후드 
LIMITEDPRo m꾀 

WJ-165T ￥ 10，900 (2X L ~ ￥11 ，700) 

S M L 

76941 1 76942 8 76943 5 

76945 9 769466 

.oURAST 

리미티드을랙 

.oURAST 

GORE-TEX 러|인 캡 
LIMITEDPRO 
CA-1005 ￥6.500 

을러드레드 러매믿회~~ 

63221 0 632234 
63222 7 63224 1 

리미티드 블랙 

리미티드 블랙 

XL 
769442 리미티드블랙 

리미티드블랙 



.떤월I쉰훌를끊11피-COLD WEATHER WATERPROOF CLOTHING COLD WEATHER WATERPROOF CLOTHING 

01 02 03 04 廳뺏 麗훨| 훌짧 

움직이기 쉬운， 따뜻함을 추구 추위로부터 

하의를쾌적하게보호 

혹한의 필드에서도. 따뜻함과 

든든한기능을갖춘 편리함을갖춘 

방한방수팬츠 

시마노오리지널의 

방한방수재킷 반하 반스 ij:H* 
._ --.__ -- .... ------ 바하바6. .6.1: c; ì:! C; I "TT'=' 

익스플로러 월 재킷과 세트로 
겨울낚시가 더욱 즐거워진다. 

시마노가 독자적의 「방수 투습 소재 드라이 

실드」의 방한 방수 자켓 . 
축열안감 효과로 웨어 안이 쾌적한 
온도로 유지됩니다 . 또한 낚시에서 팔의 
액션을 고려한 입체 재단 

rUp SWING PATTERN 설계」를 
채택하여 가볍고 움직이기 펀한 

구조로 마감하였습니 다 . 

시마노독자적의 

「방수 투습 소재 드라이 실드」의 
때딩 방한 방수 바지 
축열 안감의 효과로 겨울철 오한으로부터 
하의를 편안하게 보호합니다 . 

착달식 멀빵으로되어 있어 

그날의 환경이나 분위기에 맞게 다른 

바지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뛰어난 투습 방수성을 발휘하는 

rGORE-TEX 소재」의 먼 
안솜 들어간 방한 방수 슈트
안감에는 기모트리코를 
채용하여 ， 감촉이 좋은 
피부 닿음과 따뜻함에 

집념하였다.마찰되기 

쉬운 엉덩이 부분은 이중 
소재로 보강하고， 높은 
내구성을 실현. 
다이나믹한 움직임에도 

확실하게 대응한다 

겉감은 뛰어난 방수 

투습성을 강춘 
고어텍스 2레이어 사앙 

안에 솜이 들어간 

고어텍스 방한 방수 

팬츠. 

가엽고촉열 안김으로 따뭇 

체내 열을 반사융뼈 의딛 내 

온도를유지 축열 안감을 채용 
가벼웅을 실현 히였습니다 

UP SWING PATTERN을 채용 
딸액션이 용이하도록 고려된 
입체 재단으로 마우리되어 
있습니다 

UP SWING PATTERN을 채용 
필 액션이 용이하도록고려된 
입체 재단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111 
틸칙가능한엘빵포할 

틀연샤l 엘빵을 징칙foK져 
환경에 맞는 바지 스타일을 
즐길수~응니다 

가엽고축얼 안김으로 따릇 

체내 열을 번사응뼈 의복 내 

온도를 유지 축열 안감을 채용 
가벼움을 실현 하였습니다 

마질에강한이중원단 

마모가 일생하기 쉬댄은 힘 
부분은 마칠벼| 강한 01충 
원단으로 보，?:t.히였습니다 

픔활 
쉐도우네이비 

틸ξ에| 연리한땐츠 여닫이 지퍼 

물의침입을앙지하는r삼각 매치 
부착 따도가심한 일드에서도 

안심할수 ~딩니다 

툴루그레이 블랙다크카모 스트레치 2홍소매로 방풍시앙 

비비람의 침응을효끄찍으로 
경깅할수 g는스트레치 2중 
소매 시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칙용김이 높은 2중소매부 

밀착성이 높은 클로로프렌 

소지떨 내부소매에 
채택했습니다 

CR露ELD펼 
붙헬흩웰훌훌 

4훌활웰 
홈훨훌훌흩웰흩훨 흩

뽑
 

염
뽑
 

꿇
 觀 • 릎웰흩뚫흩훨 블랙 쉐도우브라운 

를핵 네이비툴러쉬카모 브라운를러쉬카오 

뻐필iDI를. 

DS익스플로러 레인재킷 m뀔I휠꽤 
￥19 ， 000 (2X L ~ ￥ 19 ， 800 ) 

맙룰m률l 

GORE-TEX 월 슈트 m꾀 
블랙、블루그레이 ￥49 ， 000 (2X L~ ￥51 ， 500 ) 
네이비블러쉬카모、브라운블러쉬카모 ￥5 2 ， 000 ( 2 X L ~ ￥55 ， 000 ) 

맙룰i필히. 

DS 익스플로러 월 팬츠 m훨I핀빼 
블랙、카키 ￥ 13 ， 000 (2X L ~ ￥ 1 3 ， 800 ) 
블랙다크카모 ￥ 1 5 ， 000 ( 2 X L ~ ￥ 1 5 ， 8 00 ) 

GORE-TEX 익스플로러 월 팬츠 m뭘I뀐믿꾀 
RB-Ol PS 블랙、텅스텐 ￥20 ， 000 ( 2 X L~ ￥ 21 ， 000 ) 

타이드카키 ￥22 ， 000 (2X L ~ ￥ 2 3 ， 000 ) XS M XL 2XL 

블랙다크카모 736765 736772 736789 736796 

카키다크카모 736802 736819 736826 736833 736840 

률핵 736857 736864 736871 736888 736895 73690 1 

쉬|도우너 O 삐 736925 736932 736949 736956 

쉬|도우브라운 736963 736970 736987 

l참고종행니에즈)/580g 

3XL 

XS M XL 2XL 3XL 4Xl 

XS M Xl 2XL 3XL 4XL 블랙 717368 717825 717832 717849 717856 717863 717870 717887 XS S XL 2 XL 3 XL 4 XL M 
툴랙 65 3796 653802 65381 9 65382 6 65383 3 653840 65385 7 653864 

카키 65 387 1 653888 65389 5 65390 1 

블랙다크카모 736994 737007 73701 4 737021 737038 737045 

너이비를러쉬카오 717894 717900 717917 717924 717931 

브라운툴러쉬키모 717948 717955 717962 717979 

블루 그러101 717986 717993 718006 71801 3 

l잠고중혼<<LÁIO i2'l/ l ， 330g 

736918 블랙 653086 653093 653109 653116 653123 653130 653147 653154 

텅스텐 721013 721020 7 2103 7 721044 721075 7 2108 2 

타이드카키 721099 721105 721907 721 9 14 

.침고중링(L시{)1"'1/620g l잠고종량(Lλ101즈1/5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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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뭘l 

뭘훌뭘 

웰뀔굉 

IN -020Q 
IN-025Q 

IN -03 0R 
IN -035R 

IN -0505 
IN -0555 

IN-040Q 
IN -045Q 

톨릎 흩웰뚫뚫뚫꿇 
공기를 가득 머금은 특수 기모로 경01로운 따뜻함을 가능하게 하는 특열히 두꺼운 사앙 

브레스 하이퍼+.c 스트레치 언더 셔츠(두꺼운 타입) 
IN-030R ￥10.700 
브레스 하이퍼+.c 스트레치 하이넥 언더 셔츠(두꺼운 타입) 
IN-031 R ￥ 11 ，300 

브레스 하이퍼+.c 스트레치 언더 타이즈(두꺼운 타입) 
IN-035R ￥10，200 

M L XL 
|N-030R 툴랙 618009 618016 618030 

lN-03 1R 들랙 618047 618054 618061 

IN-035R 를랙 618078 618085 618092 

뚫웰많뚫훌끓 
3D 입체 형상으로 매우 두꺼운 시앙으로 움직이기 쉬운 피싱 언더웨어의 기본이되는 아이템 

브레스 하이퍼+.c 스트레치 언더 셔츠(매우 두꺼운 타입) 
IN-020Q ￥8，500 (2XL~ ￥9，000) 

브레스 하이퍼+.c 스트레치 하이넥 언더 셔츠(매우 두꺼운 타입) 
IN-021Q ￥9，000 (2XL~ ￥9，500) 

브레스 하이퍼+.c 스트레치 언더 타이즈(매우 두꺼운 타입) 
IN-025Q ￥8，500 (2XL~ ￥9，000) 

XS M XL 2XL 3XL 
IN -020Q 툴랙 53465 1 534668 534675 534682 534699 534705 53471 2 
IN-020Q 너1 0 1비 65203 4 65204 1 65205 8 65206 5 
IN-021Q 블랙 53472 9 534736 534743 534750 534767 53477 4 534781 
IN -02 1Q 네이비 652072 652089 652096 652102 
IN -025Q 블랙 534798 534804 534811 534828 534835 534842 534859 
I N -02 5Q 네이비 65211 9 652126 652133 652140 

톨릎랬 흩웰뚫짧뚫끓 
움직이기 쉽고， 너무 덤지 않음 두꺼움 X 중간 두께의 하01브리드 시앙의 이너웨어 

브레스 하이퍼+.c하이브리드 언더 셔츠 
IN-050S ￥7 ，500 (2XL ￥8 ，000) 

브레스 하이퍼+.c하이브리드 언더 타이즈 
IN-055S ￥7 ，500 (2XL ￥8 ，000) 

M L XL 2XL 
lN-0505 블랙 652157 652164 652171 652188 

IN-055S 블랙 65223 2 652249 65225 6 65226 3 

톨릎싫 뚫웰뚫짧뚫끓 
3D 입체 형상으로 움직이기 쉽고 신축성있는 중간 두께 시앙의 이너임때 

브레스 하이퍼+.c 스트레치 언더 셔츠(중간 두께 타입) 
IN-040Q ￥6，800 (2XL~ ￥7 ，300) 

브레스 하이퍼+.c 스트레치 언더 타이즈(중간 두께 타입) 
IN-045Q ￥6，800 (2XL~ ￥7 ，300) 

XS M XL 2XL 3XL 

lN-040Q 블랙 534866 53487 3 53491 0 53492 7 53493 4 53494 1 53495 8 

IN-045Q 블랙 534965 53497 2 53498 9 53499 6 535009 53501 6 53502 3 

COLD WEATHER WATERPROOF CLOTHING •• 걷월I딩흩롤링|ι 

충전재슴 훌뿔 

훌훌團훌훌 
빙한 의류의 기본 따뜻힘을 겸비한， 
안솜이 들어간 스탠다드 슈트 

DS 어드밴스 월 슈트 m훨I훤렘 
RB-025S ￥31 ，000 (2XL ~ ￥33，000) 

M LS XLS 
블랙 653284 653291 653307 65331 4 
툴루 721921 721938 

올레드 721969 721976 

XL 2XL 3XL 4XL 
블릭 65332 1 65333 8 65334 5 65335 2 

블루 721945 721952 
올레드 721983 721990 

.침고 중링( L사이즈)/ 1 .520g 

g議ELD u랬 團흩훌團훌웰 
미들러와의 조힘으로온도조절하기 쉬운 

요뻐| 솜이 없는 방수 아우터 슈트 

DS 어드밴스 
프로텍티브슈트 m렐I필꾀 

RT-025S ￥29，500 (2XL ~ ￥31 ，000) 

M LS XLS 
블랙 65405 2 654069 65408 3 654090 
올레드 74272 8 742735 

블루 742766 74277 3 

XL 2XL 3XL 4XL 
블릭 654120 65413 7 654144 654151 

올레드 742742 742759 
을루 742780 742797 

l참고 중링( L사이즈)/1 . 270g 

웰뿔 

:휠 릎웰흩웰흩휠 CRYSHIELD 

빙수투습소재 드라이실드를 채용하고， 폭넓은 상횡에서 훨약 ， 

풍부한 사이즈와 색상전개의 베이직 슈트 

DS 베이직슈트 
RA-0270 를랙키키 ￥9，600 (2X L- ￥ 1 α 100) 

、〈 그러 이 머시픽 카모￥ 11 ，3 00 (2X L ￥ 1 2 ， 100) 

~ 5 M ~ 

블랙 48541 0 48542 7 48543 4 48544 1 

카키 485502 485519 

그~IO I머 시먹기오48567 0 48568 7 48569 4 485700 48571 7 

XLS XL 2XL 3XL 4XL 
을럭 485458 485465 485472 485489 485496 
카키 48552 6 48553 3 48554 0 48555 7 
그러 이 며시믹치모 485724 48573 1 4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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