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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cific Challenge AR과 운동하기

1. 다른 운동기구와 마찬가지로 Pacific Challenge AR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2. 정확한 발의 위치와 기본적인 로잉 기술들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내 용

 1. Pacific Challenge AR 포장의 내용.

 2. 조립.

 3. 탱크 물 채우기 및 수질관리.

 4. 작동 요령.

 5. USB 기능(옵션사양)이 포함된 Pacific Challenge AR Computer.

 6.  Rower Belt를 교체.   

 7. Bungee Shock Cord를 교체.

 8.  유지보수 및 고장수리.

 9.  부품 목록.

 10.  보증기간.

1.  Pacific Challenge AR 은 보관 시 수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방의 구석과 같은 안전한 장소를 택해 보관해 주십시오. 

2.   기계의 메인프레임에 부착되어 있는 경고 스티커에서 가리키는 바와 

같이 손과 손가락들은 움직이는 부분에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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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Challenge AR 박스를 열어보면, 하기의 구성품과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Item Description Item Description 
1 Main Frame 14 6mm Hex key 

2 Seat Rail (boxed separately) 15 AA batteries (x2) 

3 Rower Seat 16 3cc blue dye glass vial 

4 M10x95mm bolt 17 Multi-tool 

5 M10 Washer 18 Water treatment pack (4x tablets) 

6 M10 Washer 19 Siphon 

7 M10 Dome nut 20 Rear seat rail leg 

8 M10 Nylock nut 21 Rear seat rail leg mounting  bracket 

9 M10 Washer 22 Rubber bump-stop for seat rail (rear) 

10 Plastic Dome cap  23 Seat rail rubber end cap 

11 M10x180mm seat rail bolt 24 M8x15mm rear leg bolts (x2) 

12 Owners manual 25 M6x10 countersink bolts (x2) 

13 8mm Hex key 26 M8 Washer (x2) 

 

Pacific Challenge AR 박스 구성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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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의 움푹 패인 곳(indentation)을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Rower Seat를 
Seat Rail위에 설치하십시오.

Indentation  

Rower Seat  

Seat Rail  

Seat(좌석) 및 Rear Leg(뒷다리)를 Seat Rail에 부착하기

 

Internal Seat Rail Bracket 

Rear Leg 

 

Rear Leg를 그림에서처럼 
조립합니다.  M8x15 볼트와 
워셔를 Rear Leg(뒷다리)와 
Seat Rail의 바닥을 관통해서 
위로 정렬시킨 다음, 그림과 
같이 Internal Seat Rail 
Bracket속으로 조입니다. 

M8x15mm bolts/washers  

Rear Leg 의 조립이 완료되면, 
Rubber End Cap을 조립합니다. 

다음은, 2x M6x10mm볼트를 사용하여 
Bumpstop을 Seat Rail의 아래에 설치하십시오.   
비스듬한 모서리는 반드시 앞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Rower Seat  

Underside of 
Seat Rail 

Beveled edge 

M6x10mm Bolts  

Rubber 
Bumpstop 

  

Rear Leg 

M8x15mm Bolt 
M8 Washer 

Internal Seat Rail Bracket 

Install front 
M8x15mm bolt 
and washer first 

 

 

Rear Leg Assembly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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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 Rail을 Mainframe에 설치

Tank 

M10x95mm 
bolt and 
M10 washer 

M10x95mm 볼트, 
2x M10 워셔와 
Dome 너트. 

 

Align Seat Rail and Mainframe here. 

Insert the Seat Rail until it just slightly protrudes behind the 
Footplate.  Shown here is the installation/alignment point for the 
M10x95mm Horizontal Seat Rail Bolt, M10 Washer and Dome 
Nut.  Install and secure. 

Bolt를 조이면서 Vertical Seat Rail을 설치

180mm Vertical Seat 
Rail Tensioning Bolt , 
Plastic Dome Cap, 
M10 Nylock and M10 
Washer. 

그림에서처럼 Seat Rail을 관통하면서 Vertical
Seat Rail Tensioning Bolt와 Plastic Dome 
Cap을 조립하세요. 
그리고, M10 Nylock Nut 와 Washer를 
이용하여 아래쪽에서 조여주세요. 

꽉 조이지 마십시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정확한 높이조절을 하십시오. 



6  

The Vertical Seat Rail Tensioning Bolt는 rower에 아무런 중량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바닥면에서 
중간 다리가 3~5mm 떨어져서, rowing stroke가 가해지는 동안에는 바닥에 살짝 닿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간 다리가 바닥면에서 들어 올려지기 시작할 때까지 조립체(assembly)를 
조여 주십시오.  

만약 머리부분이 로잉 도중에 과도하게 흔들리거나/껑충껑충 뛸 때는 Vertical Seat Rail Tensioning Bolt가 
정확하게 조절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Pacific Challenge AR의 적절한 튜닝:

바닥에서 3-5mm 
떨어지는 것이 이상적임. 

Mid Leg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Vertical Seat Rail 
Tensioning Bolt를 체결하십시오. Vertical Seat Rail Tensioning Rail 

Tensioning Bolt M10 Nylock의 
위치를 자세히 보여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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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 최대한의 물이 

flywheel(바퀴)에 걸리게 

되어 최대치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

―――

최소 : 가벼운 저항을 

생성하기 위해일정량 만큼의

물을 가두게 됩니다. 

저항 조절이 가능(AR)한 탱크:

First Degree Fitness가 개발하여 특허 받은 저항조절 가능한 탱크와 함께 다양한 단계의 
저항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AR탱크의 "storage" (저장) 및 "active"(활동)공간 사이에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귀하의 새로운 로잉머신은 가정에서 각각의 사용자가 선호하는 저항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소 저항을 얻기 위해서는, 탱크 조절을 “MIN"에 맞추십시오. 최소량의 물을 바깥쪽(활동성) 
탱크에 남겨둔 채, 중앙의(저장형) 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는 10번의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저항을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페이스(분당 20~25 strokes 정도)로 힘차게 로잉을 시작하십시오.
 로잉을 하는 동안에도 저항레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저항을 크게 할 때는 거의 즉각적으로 저항 조절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저항을 줄일 때는 
중앙의(저장형) 탱크에 물이 가득 찰 때 까지 10번의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GETTING STARTED

사용자가 일단  자신에게 요구되는 운동량을 제공해주는 적정 레벨을 찾게 되면, 사용자는 
입력하는 에너지 단계를 훨씬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SPM과 스트로크 강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인터벌 훈련은 대부분의 로잉 운동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낮은 강도의 구간이 높은 
강도의 짧은 인터벌과 결합되는 구간입니다.  FDF사의 로잉머신은 혼자 운동하는 동안 다양한 
단계의 저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변경을 신속하게 하여 줍니다.  

운동 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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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Tank에 물을 채울 때 주의사항:

중요: 탱크에 물 채우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

물 채우기 전에 조절손잡이를 
“MAX"로 설정

주의 :

AR tank에 물을 채울 때, 조절 핸들은 정확한 만수위 레벨을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MAX" 위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MAX"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설정하여 만수위 레벨이 정확하지 않게 되면, 심한 경우 사용 중 또는 
스탠딩(세워서) 위치로 보관 시, 물이 샐 수도 있습니다.   

계기판에 나타난 최대치인 17리터보다 더 많게 물을 채우지 마십시오.   탱크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레벨을 나타내는 전사인쇄(Level Decal)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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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 상단에서 고무로 된 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2. 로잉머신 옆에 큰 양동이의 물을 준비하시고, 그림에서 보듯이 호스의 딱딱한 부분은 양동이 
   속에 넣고, 호스의 부드러운(접힌) 부분은 탱크 속으로 넣어주세요.  

주의: 물을 채우기 전에 사이펀(siphon/고무호스) 상단에 있는 작은 숨마개 밸브를 꼭 잠궈 주십시오.   

주의: 만약 수질이 나쁜 곳이라면, FDF사는 증류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사이펀(고무호스)을 짜주면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탱크 옆면에 표시된 레벨 게이지를 
  사용하여 탱크 속의 물의 양을 측정합니다.  중요: 절대로 과도하게/넘치게 채우지 마십시오 !    

4. 탱크에 물을 적정 렙ㄹ까지 채우고 난 다음, 사이펀(고무호스) 상단의 밸브를 열고 초과된 
  물이 빠져 나가게 해 주십시오. 

5. 물 채우기와 수질 관리 절차가 완료되면 탱크 플러그를 제자리에 잠그셨는지를 확인하십시오.

Siphon(고무호스) 사용 시 요령 : 양동이 위치를 탱크보다 더 높게 해야, 탱크에 물을 채울 때 siphon이
자동으로 펌프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채우기  및 수질  관리:

Tank plug 

Siphon 

물 채우기 및 수질 관리 절차

주의: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17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손잡이 
핸들을 :
MAX"위치
로만 맞추어 
채우십시오.

Use물을 채울 때 바닥이나 카펫이 오염(얼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 밑에 페인트받이 천을 깔아주십시오. 주의:

Tank Plug 

수질 관리 절차:

1. 염소정제를 투여.
2. 수년 간 수질 관리할 분량의 충분한 
 염소정제가 함께 제공됩니다.   
 물이 더럽고 흐려질 때마다 
 염소정제 1개를 투여하십시오. 

경고: 오직 First Degree Fitness사가 
공급하는 수질관리용 정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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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ing/Changing Tank Water:

1. 조절 핸들을 “MIN"으로 설정

2. 저수 탱크를 가득 채우기 위해, 최소 10번의 스트로크를 가능한 완벽하게 로잉을 해주십시오. 

3. 탱크 플러그를 제거.

4. 사이펀(고무호스)의 딱딱한 끝을 탱크 속에 넣고, 부드러운(접히는)호스는 큰 양동이 
  속에 넣어 주세요. 

5. 탱크에서 물을 빼내고(대략 40%의 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본 매뉴얼의 탱크 물 채우기 부분에 
  나타난 순서대로 탱크에 물을 채워주세요. 

주의: 사이펀(고무호스) 상단의 밸브는 적절한 배수를 위해 반드시 닫혀져야 합니다. 

주의: 수질 관리가 일정대로 유지된다면, 탱크 속 물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소정제를 추가로
       투여하는 것은 오직 물색깔이 변색될 때만 필요합니다. 

주의: 태양광선에 노출되는 것은 수질에 영향을 줍니다.  로잉머신을 직사광선을 피해 이동해 주시고
       수질 관리 사이의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파란색 염료를 첨가해 주세요. 

.

고무호스의 딱딱한 끝을 탱크 속으로

탱크 물 교환

조절 핸들을 “MIN"으로
설정

탱크에서 물빼기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10번의 
완전한 스트로크의 로잉을 해주십시오. 탱크 플러그를 
제거하고 사이펀(고무호스)의 딱딱한 끝을 탱크 속에 
집어넣고 물빼기를 시작합니다. 
주의:  탱크 속에는 대략 40%의 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분해를 하지 않고는 A/R 탱크의 물을 완전히 
빼낼 수는 없습니다. 



11  

 

Slider(상하 이동식) 발판

Slider(상하 이동식) 발판은 다양한 발사이즈에 맞추기 위해 고안되었고, 또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조절하기 위해선, 발판의 미끄러지는 부위 상단을 들어서 위아래로 미끄러지게 합니다. 
1-6까지의 숫자는 적절한 길이 조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나타냅니다. 발판을 고정용 
못(peg)에 끼워서 제 위치에 고정하게끔 확실하게 아래로 밀어 주세요.   

발걸이 끈을 튼튼하게 조인 다음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경고 : 발을 발걸이 끈에 발을 정확하게 고정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Slider
(상하 이동식)발판의 미끄러지는 부위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전에는 
로잉머신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

To adjust, lift and slide 
Mounting pegs 

Foot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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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자주 하나요?

하루에 한번 5분간 훈련하는 것으로,  500미터 시간을 2분 30초에서 2분 45초로 운동할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스트로크 중간에 물이 계속 순환하는 속도로 로잉하십시오.  

일주일에 3~4회 30~40분간 운동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루에 몇 분씩 운동량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유산소운동 지구력 향상, 근육의 긴장도 강화 그리고 체중감량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충분한 칼로리 
소모를 가능케 하여 줍니다. 

주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면 곧 바로 운동을 중단하십시오. 

     

Catch
등과 팔을 곧게 
펴서 편안히 
앞으로 
향해줍니다. 

Drive
팔을 곧게 편 
상태로 다리를 
밀어줍니다. 

Finish
팔과 다리를 약간
흔들면서 골반지점
까지 당겨주세요.

Recovery
상체가 골반을 지나 
앞으로 약간 기울여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Catch
바를 붙잡고 다시 
시작합니다. 

로잉을 어떻게 하나요?

1. 편안하게 앞으로 갔다가, 팔들과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강하게 밀면서 스트로크를 
   시작하십시오.   

2. 팔들이 무릎을 지나갈 때 뒤로 잡아당기며 골반을 지나는 지점까지 스트로크를 유지합니다. 

3. 출발 위치로 돌아온 다음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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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Instructions: 

The Trident Challenge AR Computer:  

TIME: 자동 출발 경과 시간.

500M TIME: 500미터를 로잉하는 시간, 매 스트로크가 종료할 때 마다 업데이트됨.

PULSE: 옵션사양인 수신기와 chest strap(가슴 끈) (별도 판매)가 필요합니다. 

SPM: 매 스트로크마다 업데이트되는 분당 스트로크.

CAL HOUR:           매 스트로크마다 업데이트 됨.

WATT:          로잉 스트로크 마다 업데이트되는 전력의 단위.

LEVEL UP/DOWN:  

선택옵션::

자동 출발:  로잉을 시작하면 바로 작동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최초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리셋됩니다.  

버튼을 한번 씩 누를 때마다 1000m씩 거리가 

더해져서 요구하는 거리를 축적하게 되며, 

그러면 로잉을 시작해서 카운트백(count-back)을 

시작합니다. 

자동 멈춤: 운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되면, 
다음의 결과들이 초래됩니다.:

5초 이상 그리고 5분 미만 동안 :

SPM/500METER/WATT 가 zero가 되고. 
Distance/ TIME 값이 저장된다.  
CAL per hour(시간당 소모칼로리)가 전체 
칼로리에 디폴트 값으로 저장된다.

5분 이내에 운동을 재개하면, 
Distance/TIME이 자동으로 저장된 값에서 
다시 시작된다. 

Auto Power Down: 5분 이상. 
모든 값이 restart이후에 zero로 변환된다. 

정확한 500M/Distance/CAL/

WATTS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플루이드

탱크의 저항조절 핸들과 함께 LEVEL 

UP/DOWN 버튼을 이용하세요. 

       MAX:  Level 4 
       —— 
       ——   
       MIN: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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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사의 모든 새로운 모델들에 현재 내장되는 USB 연결성 및 IPM은 사용자의 가정용 PC 또는 

노트북에 바로 연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운동 경험을 향상시켜 줍니다.  FDF사의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좋아하는 영화를 감상하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NetAthlon 2 XF for Rowers 는 가상현실 3D 환경이나 train solo내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로잉 운동자들과 함께 경주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  FDF사의 Website로부터 USB Device Driver(CDM2xxxx_Setup.exe for 32 and 64 

    bit Windows 7/Vista/XP)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2. FDF사의 Website

(www.firstdegreefitness.com)에서 샘플 USB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http://www.webracing.org/downloads.htm로부터 NetAthlon 2 XF for Rowers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 USB 커넥터는 센서 및 심박모니터 커넥터와 함께 IPM의 뒤쪽에 있는 플라잉  
 리드(flying lead)에 있습니다.   

- 표준 USB cable을 사용하여 Laptop 또는 PC에 연결하고, Windows가 USB Device 
  Driver를 실행시키는 동안 잠시 기다리십시오. 

First Degree Fitness사의 USB 인터페이스 활용

설명:

USB 연결을 설정

계기판에 연결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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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er Belt를 떼어내기:

Rower Belt를 다시 붙이기:

1. 벨크로면이 그림에서처럼 위로

 향하게 하여, Rower Belt 

 Pulley에 끼어 넣어서 감기 

 시작합니다. 

2. 다음은, 벨트를 그림에서처럼 
 Idle Wheel에 꿰어주세요. idle 
 wheel을 한 바퀴 돌았으면,
 Rower Belt를 Belt/Bungee
 Pulley에 부착합니다.
 부착부위에 “입술”자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Idle Wheel 

Velcro 
facing up-
ward 

3. Rower Handle이 앞 방향으로

 가장 멀리 갈 데까지 Rower

 Belt를 Belt/Bungee Pulley에
 감아요. 

Rower Handle 

Belt/Bungee Pulley 

   

힌트 :
만약 Bungee Shock Cords의 이전의 장력(tension)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판단하는 좋은 방법은  rewoR 
Handle이 bungee tension 단독으로 메인프레임의 상단에서 가장 먼 지점까지 가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간단히 이전의 지점에 타이를 묶어주십시오. 만약 되돌아오는 것이 너무 늘어진다면, 정확한 장력을 찾을 때까지 
장력을 소폭씩 증가하면서 테스트해보십시오. 만약 로잉 스트로크 동안, Rower Handle이 seat rail(좌석레일)의
끝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Bungee Shock Cord의 장력이 너무 센 것입니다. 

4. Bungee Shock Cord를

 (Idle Wheel의 반대방향으로)

 Bungee Pulley를 거슬러서

 다시 꿰어준 다음, 부착부위를

 타이(tie)로 묶어주세요.

Bungee Shock Cord 

Bungee Pulley 
 

1. 벨트를 떼어내기 위해선, 벨트가 벨트 번지 

  풀리로부터 떨어질 때까지 정상적인 로잉 

  스트로크보다 더 세게 잡아당기십시오. 

  요령:  벨트가 떨어지기 전에 벨크로(velcro)가 

  분리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2. 번지 부착부위에 번지를 지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타이(tie)를 절단하고, 줄(cord)을 3개의 풀리를 

  모두 통과해서 잡아당기되, 탱크 상단에 약간 

  남아있는 여분은 그대로 두십시오 .

Bungee Shock Cord 

Bungee Attachmen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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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정확한 번지의 장력을 얻기 위해서는, Rower Handle이 프레임의 앞쪽 멀리 있는 
Rower Pulley Belt Bracket의 앞쪽에 쉽게 도달하기 위해 충분히 되감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Rowing Handle이 Seat Rail의 뒤쪽 끝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Bungee Cord의 장력이 너무 세기 때문이며, 이 때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Bungee Shock Cord를 교체:

Shock Cord를 Mid Frame과 Lower(아래쪽) Bungee Pulleys를 관통하고, Idle Wheel의 
반대방향으로, Upper Frame을 관통해서 재설치한 다음, 정확한 장력 지점에 플라스틱 타이 
랩으로 묶어주세요. Frame plug를 교체해 주십시오. 

Bungee 
Shock Cord 

Bungee 부착지점

Bungee가 
확실하게 빠져
나올 때까지 
당겨주세요

Bungee Shock Cord를 제거 : 
먼저, move the Rowing Handle을 메인프레임의 
가장 먼 앞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플라스틱 
타이를 절단하고 상기 그림대로 번지를 제거합니다. 
다음은, Bungee Shock Cord가 프레임의 상단을 
통해 꿰어지도록 Upper Frame Plug를 제거합니다.

주의:  구멍들을 정확하게 정렬시키기 위해선 
Belt/Bungee Pulley를 회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벨트가 번지 교체 도중에 빠지게 된다면, “Rower 
Belt의 부착/재부착”에 대한 앞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ungee 
Shock Cord 

번지 부착 지점

Upper Frame Plug 

수돗물의 수질이 나쁜 곳에서는, FDF사는 
증류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단 Bungee Cord 와 Upper Frame Hole이 정렬되면, 
그림에서처럼 Bungee Cord를 프레임을 관통해서 위로 
밀어내어 주세요. 

Upper Frame 
Hole 

Belt/ Bungee 
Pu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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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가능한 원인   해결책

물색깔이 변하거나 
흐려질 때

로잉머신이 직사광선 아래에
놓여있거나 또는 수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로잉머신을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여
위치를 이동시켜 주십시오.  
수질관리를 해주시고, 파란색 염료를
넣거나 또는 본 매뉴얼의 수질관리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탱크 속 물을
교체해 주십시오.

Rower belt가 belt/bungee
pulley에서 벗겨졌을 때

Bungee의 장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

Bungee cord를 본 매뉴얼의 “Bungee
/ShockCord의 교체”에서의 지시사항을 
따라 조여 주십시오. 

로잉머신 앞쪽이 격한 운동
도중에 약간 들려 올라갈 때

M10X180mm Vertical Seat
Rail Tensioning Bolt가 
약간 느슨해진 경우

Bolt를 1/2바퀴 조여 준 다음 다시 
로잉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여 보십시오. 
주의: 이 볼트를 너무 세게 조이게 되면 
Seat Rail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수정될 때까지 볼트를 조금씩 
조여 줘야 합니다.  

배터리 설치 이후에  
Pacific Challenge 
AR의 컴퓨터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을 때

배터리가 부정확하게 설치
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배터리를 정확한 위치에 다시 설치
하시고 재시도해 보십시오. 
LCD창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컴퓨터 내에서 배터리를 약간 회전시켜
보십시오.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지역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세요. 

Pacific Challenge AR 
Computer screen에 
조명은 들어오는데, 로잉시
기록이 되지 않을 때 

배선연결이 느슨해졌거나 
끊어진 경우

컴퓨터 리드선이 정확하게 연결되었
는지를 확인하세요.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지역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세요. 

고장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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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 조립도  

61063 

90104 

10129 

61067 61064 

30608 

65931 

60707 

60705 

60706 

10190 

90707 

10081 

60702 

 
 

10082 

64141 

60812 

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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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s List 
Part # QTY Description Part # QTY Description 

10036 12 
Grub Screw M3x20 SUS  

60615 1 
Bungee Cord 8mmx1950 & Clip #60617 & 
Tie #61008 

10041 1 Nut Nylock M10 60616 1 Frame Spacer Internal 
10052 1 Grub Screw M4x6 60702 4 Seat Wheel 
10081 4 Washer M6 60705 4 Seat Wheel Short Spacer  
10082 5 Washer M10 60706 2 Inner Axle Bushing Long 52.5mm 
10097 7 Nut Dome Head M10 60707 3 Bolt M8x120 
10129 1 Decal - How to Row 60709 3 Nut Nylock M8 
10139 8 Spring Washer M10 60710 4 Washer M6x11 
10176 2 Foot Strap with Buckle 60711 4 Screw M6x20 
30608 8 Nut M5 Nylock 60801 1 Seat Rail with Decal 
60100 1 Upper Main Frame 60802 1 Rear Leg Internal Mounting Plate 
60108 4 Bungee Pulley Spacer 60803 2 Rubber Bump Stop - Seat Rail 
60109 2 Bungee Pulley  60804 2 Seat Rail End Cap 75x75 
60110 2 Belt Pulley Spacer 60805 2 Rear Leg Adjustable Height End Caps 

60111 1 
Belt Pulley 100mm (inc. 2x60112 
Bearing) 

60806 
1 

Bolt M10x180 

60112 4 Belt pulley bearing 6000ZZ 60807 4 Bolt M6x10 

60113 1 Main Shaft Oil Bushing - Lower 60808 2 Screw M8x15 

60114 1 
Magnet Ring (inc. 6x60124 Mag-
net) 

60809 
1 

Plastic Dome Cap 10mm 

60115 1 Flywheel Shaft spacer  60812 4 Decal—Pacific Challenge AR 

60119 1 Idle wheel inc. 2x60112 Bearing 60900 1 
Bungee/ Belt Pulley complete 

60120 1 Roll Pin 6mm 60903 1 Velcro Strip 
60121 1 Bolt M10x90 61001 4 Tank Bonding Strip 3M-VHB 

60123 1 
Idle Shaft Upper Frame Mount 
10mm 

61002 
2 

Heel Adjuster Decal 

60124 6 Rare Earth Magnet 5mmx4mm 61003 2 Main Frame Side Decal 

60125 1 Idler Pulley Shaft 61004 1 Main Frame Upper Warning Decal 
60126 2 C Clip 10mm 61007 1 Main Frame Lower Warning Decal 
60128 2 Bolt M8x65 61063 2 Footplate Slider 
60129 2 Nut Dome Head M8 61064 2 Footplate Slider Base 
60130 2 Frame Rubber Bumper 61067 8 Screw M5 x 15 

60131 
1 

Tank Outer Rubber Protection 
Ring 

62001 
1 

Rubber Pulley Cover 

60132 24 Screw M3x20 63118 1 Tank Large Ring Seal - Yellow 
60133 24 Nut Nylock M3 63144 1 Tank Plug  
60135 5 Bolt M10x95 64141 1 Computer with USB - AR 

60137 1 
Tank/Mainframe Impeller Shaft 
Spacer 65121 

2 
Seat Frame Bracket 

60138 1 Impeller End Cap 65944 1 Decal - Tank Level 
60139 

3 
Tank Internal Screw S/Steel 
M6x15 

65971 1 Impeller - AR 

60140 2 Computer Mount Plastic Bushing 65980 1 Lower Tank Shell 
60142 1 Bolt M10x60 65981 1 Upper Tank shell—Outter 
60143 1 Sensor 65982 1 Inner Reserve Tank Shell / AR 

60147 2 Washer O Ring 9.5x6.5x1.5mm 65983 1 Tank adjuster outer cup 
60148 1 Computer Heart Rate Lead 65984 1 Tank adjuster inner cup 

60150 1 
Main Shaft Nylon Bushing - Up-
per 

65985 1 Decal - AR Resistance  

60200 1 Lower Frame 65986 1 Adjuster Knob 
60209 4 End Cap 75mm Round 65991 1 End cap-Adjuster Knob 
60210 4 Transport Wheel Fastener 65992 4 Grub Screw M3x12 SUS 
60211 2 Transport Wheel 76.2 90104 2 Rubber Hook Cover 
60212 2 End Cap 25x50mm 90136 2 INA One Way Bearing 2016 

60400 1 Rear Leg 90707 1 Lower Seat Wheel Axle Spacer 102mm 

60500 1 Rower Handle Comp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