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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 및 환경을 위한 기술

줄낚시용 튼튼한 경량 어등  
비용을 절감하면서 어획률을 높이는데 효과적

프로글로우 소개
조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오래 지속되는 LED 조명 막대

경제적인 비용
1년동안 화학 야광 스틱 사용하는 
것보다 10배 더 저렴 

높은 효과
높은 어획량 (세트기간 내내 지속적인 
밝은 빛 유지)

쉬운 사용법
여러 첨부 파일 옵션 가능(스플릿링, 
잠금 이음고리, ProGlow 스냅).  

설치후 잊어 버리라
어업 방식을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

장기 배터리 수명
1700시간 배터리 수명(슈퍼 밝기 모델 
기준) 

자동 침전 스위치
수중에서 온/오프 자동 기능

내구성
튼튼한 폴리카보네이트 하우징,  
1000m 깊이 사용 가능

다양한 색상과 밝기 선택 가능: 
깜박이거나 일정한 불빛 
녹색, 흰색, 파란색, 디스코 색상

영국생산 제품



기술 사양서

옵션 1: 흰색 장금 장치

제품 사양

프로글로우 배터리 수명*

*배터리 지속시간은 대략적이며 수온과 배터리 품질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맞춤제작 모델은 요청시 가능.

옵션 2: 스플릿 링

옵션 3: 프로글로우 갈고리 스냅

설치 방법

배터리 교환 방법 (홈페이지 영상에도 포함)

흰색 장금장치에 사용하는 줄은 단섬유(mono-filament)를 사용 하시고 1.2mm ~ 2.4mm지름의 줄을 사용하세요.

넣은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90도 소리가 
날때까지 돌리고, 줄이 홈 안에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2. 타원형 모양 스냅을 
낚시줄에 누르면서 설치하세요.

제품 위에 흰색 부분사이의 홈에 줄을 
넣어야 합니다.

1. 

갈고리 윗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줄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3. 횐색 장금장치를 시계방향으로 
소리가 날때 까지 놀려주세요.

2. 

배터리를 방향에 맞게하여 
교환하시면 됩니다. (+_부분을 
확인할것)

2. 제품 바닥 베이스 센터에 있는 
작은 사각 홈에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살짝 밀어서 
열어 줍니다.

1. 3. 프로글로 바닥 베이스 
뚜껑을 정확하게 닫은후,  
제품 밑부분에 손가락을 
전체적으로 다이게하여 제품 
작동 유무를 확인하세요.

3. 

스냅 막대 부분을 흰색 장금 
장치에 있는 홈 안에 돌려주세요

1. 

2. 

타원형 모양 스냅을 (미포함) 링에 
설치하세요.

1. 

LED 모드 모델 (돌기) 색상 옵션**
슈퍼 브라이트 밝기- 초

강력 밝기
(0.21 루멘)

울트라 브라이트 밝기- 
강력 밝기
(0.70 루멘)

깜박이는 타입 2,700 시간 800 시간 녹색, 흰색, 파랑색, 디스코색

깜박이지 않는 
타입

1,700 시간 500 시간 녹색, 흰색,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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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92mm x 27mm x 16mm
건전기 포함 무계 41 그램

물 안에서의 무계 17 그램

한계 수심 1000미터

구성품 1. 흰색 장금장치   2. 스플릿링   3. 프로글로우 스냅

배터리 종류 교환이 가능한 2개의 AAA 사이즈 건전지

침전 스위치 침전시 자동 온오프 스위치

하우징 튼튼한 폴리카보네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