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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동물 구조
주사용품과 정량의 주사량으로 
동물을 구조합니다.

강력한 힘 석궁보다 강력하여 최장 60m발사됩니다.

경제성
소비재의 재활용으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무소음 무충격
발사 소리와충격이 적없어 
사람과 동물에게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쉬운조작
새총 원리로 강략조절이되고 조작법이 쉽
습니다

다양한활용
동물마취,로프발사,인명구조, 임산물채취 
등
맥스터 한대로 다양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BOWFISHING Bowfishing을 레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화약총, 공기총 맥스터 동물 마취총

비용 고비용 문제, 경제적, 

중량 무거운중량,   이동간편,

소음 소음 및 충격
무소음 및 무충격
민감한 동물치료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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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동물마취, 구명로프발사, 스킨스쿱작살발사, 임산물채취, 어로용 작살발사

제원
최대발사거리 18m 유효 거리

로프발사거리 릴낚시거리

전장 68cm 재질 강화알루미늄

중량 1.1kg 발사원리 라텍스탄성

비고
왼손오른손잡이전환가능
상하2개동시주사기발사가능
팔길이맞게 조절가능  원근거리 조절 가능

장전방법 p9. 참고

조준방법 p9. 참고

주의사항 p9. 참고

릴 줄 주의사항 p9. 참고

발사 해체방법 p10. 참고

주사기 사용법 p10. 참고

줄 교환 방법 p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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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동물마취, 구명로프발사, 스킨스쿱작살발사, 임산물채취, 어로용 작살발사

제원
최대발사거리 60m 유효 거리 50m

로프발사거리 릴낚시거리 50m

전장 88cm 재질 강화알루미늄

중량 2.5kg 발사원리 라텍스탄성력

비고

장전방법 p9. 참고

조준방법 p9. 참고

주의사항 p9. 참고

릴 줄 주의사항 p9. 참고

발사 해체방법 p10. 참고

주사기 사용법 p10. 참고

줄 교환 방법 p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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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동물마취, 구명로프발사, 스킨스쿱작살발사, 임산물채취, 어로용 작살발사

제원
최대발사거리 40m 유효 거리 30m

로프발사거리 릴낚시거리 40m

전장 88m 재질 강화알루미늄

중량 2.3kg 발사원리 고무탄성력

비고

장전방법 p9. 참고

조준방법 p9. 참고

주의사항 p9. 참고

릴 줄 주의사항 p9. 참고

발사 해체방법 p.10. 참고

주사기 사용법 p10. 참고

줄 교환 방법 p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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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동물마취, 구명로프발사, 스킨스쿱작살발사, 임산물채취, 어로용 작살발사

제원
최대발사거리 25m 유효 거리 20m

로프발사거리 릴낚시거리

전장 재질 강화알루미늄

중량 발사원리 라텍스 탄성

비고

장전방법 p9. 참고

조준방법 p9. 참고

주의사항 p9. 참고

릴 줄 주의사항 p.9 참고

발사 해체방법 p10. 참고

주사기 사용법 p10. 참고

줄 교환 방법 p10. 참고05

용도
동물마취, 구명로프발사, 스킨스쿱작살발사, 임산물채취, 어로용 작살발사

제원
최대발사거리 40m 유효 거리 30m

로프발사거리 릴낚시거리 40m

전장 88m 재질 강화알루미늄

중량 2.3kg 발사원리 고무탄성력

비고

장전방법 p9. 참고

조준방법 p9. 참고

주의사항 p9. 참고

릴 줄 주의사항 p9. 참고

발사 해체방법 p10. 참고

주사기 사용법 p10. 참고

줄 교환 방법 p10. 참고



악세사리 명칭 가격

블로우건세트
150,000원

표적지 500원

Reel 세트 10,000원

MAXTER 가방 10,000원

직선형 고무줄 세트 8,000원

연결세트 10,000원

우레탄 연결고리 2,000원

루버 핸들링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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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명칭 가격

New 주사기 15,000원

주사기 날개(w) 5,000원

3.5cc 주사기 9,000원

M:짧은 주사기  12,000원

M-Q 30,000원

주사기 바늘 2,000원

10cc 주사기 12,000원

석궁주사기 명칭 가격

블로우건 주사기 6,000원

석궁용 동물주사기 15,000원

석궁용 마취주사기 20,000원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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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방법

1. 방아쇠의 안전장치를 앞으로 밀고, 걸림 쇠를 수직으로 세운 후 발걸
이를 밟고 손잡이를 당겨서 발사상태를 유지한다.

2. 발사할 동물주사기를 총구부분에서부터 삽입한다. (주의 점은 주사기
뒷부분의 3개날개 중 하나가 수직으로 총구하단을 향하게 하여 총열 윗
부분이 동틈 새에서 보았을 때, 주사기의 날개가 보이지 않게 한 후 주
사바늘 등을 이용하여 총열 뒷부분 끝까지 밀어 넣는다.) 

3. 주사기화살의 앞부분을 직물이나 손수건으로 감싼 후 잡아당겨서 
MAXTER 뒷부분의 방아틀 뒷부분에 밀어 넣어 장전되는 "찰칵!" 소리
가 나면 완성된다. 

조준방법

1. 발사준비상태에서  격발체 바로 이동틈새시작지점을 기준으로 총구 
끝지점과 목표물을 일치시켜서 발사한다. 

2. 구멍을 통하여 주사기화살 앞부분 돌출부위와 목표물을 일치시켜 발
사하여 기준점을 잡고 거리에 따라서 상하로 오조준 한다. (거리조정과 
상하좌우조절은 각개인의발사 자세와습관을 고려하여 오조준한다)  

3. 동물주사기가 직선비행하는 성질을 응용지향사격하면 효과적이다.

4. 주사기 화살에 깃의 위치는 우측 그림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확
도를  높인다. 

해체방법
발사상태를 해체하려면 한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방아쇠
를 당겨서 해체한다. 

주의사항

공타(Dry Fire)금지 
1. 동물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발사하면 격발체가 총열에서 
이탈한다. 거듭 주의를 요한다

2. 또한 발사시 총신을 잡고 있는 손이  격발체 이동로에서 완전 벗어나
도록  하여야 한다. 

3. 원활한 발사를 위해 10~20회 정도  사격 후 총열 내부에 윤활유
(자동차용 물 왁스)를  발라준다. 

4. 주사기를 화살을 장전하기전 뒷마개가 끝까지 완전히 잠겨 있는지 
확인 후 장전한다 .  소홀히 하면 이탈 발사 될 소지가있다. 

로프 릴 줄 발사
시유의사항

릴줄을 발사에 앞서 미리40 - 50m 풀어놓고 발사한다 

주사기사용법
1. 약물주사기의 고무바킹이 올라와 있을 때 살짝 눌러준다 
2. 큰주사기로 고무바킹을 위아래로 조절해 약물 넣을 공간을 마련한다.
3. 약물을 주입한다. 
4. 실리콘 고무마개가 된 주사바늘을 강력하게 돌려서 끼워준다.
5. 큰주사기로 약물주사기 뒤를 강하게 누른 상태에서 뽑아준다.

주사기 사용법 동영상보기 
https://youtu.be/gREKt7RUoMI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모르는 점은 전화 문의 주십시요

줄교환방식
1. 먼저 중심점에서 양쪽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표시하고'r'을 사용하여 볼을 끼운 후 
케이블 타일로 묶는다. 

2. 양쪽 균형의 조절은 정확도와 관련되므로 수차례 발사 후 상기방법으로 다시 조절한
다.  

3. 격발체의 나사를 풀어  제거 ->  총열제거 ->  교환할 라텍스줄을
고정링에 끼우기 좋게 가위로 자른 후 -> 고정링에 끼우고 라텍스 줄의 강도는 자신의 취
향에 따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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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70.7502.0940
전화. 010.3796.8488
팩스.   031.556.2750

이메일. Maxterkr@naver.com
사이트.  http://www.maxter.org

블로그.  maxterkr.blog.me

입금계좌. 서삼현
 농협360-12-07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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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사용법

개스충전방식
1. 개스충전방식은 1회용주사바늘을 라텍스고무에 꽂아 
압축실까지 통과시킨 후 그림과같이액체가스를충전한다. 
주사기화살의 하단에 물방울형태의 가스가 육안으로
확인되면 압축이 완성된것으로 대략 2시간정도 압축이 유지된다.
2. 공기압축방식보다 추진력이 2배정도 강하여
 많은양의 주사액도 순간적으로 주입되며 압축을 
눈으로 확인하고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공기압축방식
1. 공기압축방식은 30cc 주사기를 화살뒷부분에 꽂고 7~8회 이상 펌프질을 하여 공기를압축시
킨 후 물컵에 담궈 압축여부를 확인한 후 발사한다. 
압축유지시간은24~28시간정도고 개스식이불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한다. 

※개스충전과 공기압축 두 가지 방식 공히 주사기 윗부분
을 열고 약물을 주입한 후 뚜껑을 잠그고, 밀대로윗부분 끝
까지 이동박킹을 밀어올리고, 뒷부분을 잠근 후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