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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 SET

1991년 최초 설립된 거천시스템(주) - GIANT SYSTEMS,INC는 1996년 법인등록

최초 WETSUIT 생산/공급을 위주로 국내 판매를 시작한 이래 다음해인 1997년 

해외 스킨 스쿠버 장비 생산업체와의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다이빙과 관련된 

모든 장비를 수입/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APEKS와 프랑스 AQUA LUNG, 폴란드 XDEEP, 대만 SAEKO DIVE 등과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

스킨스쿠버와 관련된 전 장비를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적인 해외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높은 품질의 제품만을 선정/공급

국내 다이빙 시장의 선진화 및 국산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요 장비 

세미나를 통하여 다이빙에 관한 지식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이브자이언트는 정직하며 항상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항상 앞서가려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다이브자이언트의 원동력은 언제나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이언트 가족과 더불어 

변함없는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입니다.

Vision

Divegiant, We are doing our best to 
supply by selecting a high quality 
diving products.

다이빙 통합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항상 부지런하며 
깨어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이브자이언트는 
높은 품질의 다이빙 제품을 선정하고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사 정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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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ATION BLACK 
HAWK
센세이션 블랙호크 BC

￦ 920,000 

세련된 디자인과 완벽한 기능을 갖춘 BC입니다.

ㆍ내구성이 강한 특수 라미네이팅 코팅 BC 원단

ㆍ옆면의 부력이 증가한 3차원 입체 부력 시스템

ㆍ웨이트의 무게가 분산된 전후면 웨이트 시스템

ㆍ옆면 SMB 주머니 부착

ㆍ하강 및 수중 부력 조절이 쉬운 3개의 덤프 밸브

ㆍ최적의 탱크 안전성과 탁월한 부력조절이 가능한 

   어깨 등판 일체형 하네스 시스템

ㆍ탱크와의 일체감과 착용감을 높여주고 높이를 조절해 주는 스트랩

ㆍ흡기 배기 시간이 매우 빠른 터보 인플레이터

ㆍ원 터치 스테인리스 탱크 밴드 버클 장착, 탈착이 매우 쉬움

ㆍ탈착 가능한 가슴 버클 스트랩

ㆍ수심 보정 탄력밴드 허리 밸트 부착

ㆍ조절 가능한 허리밸트

SENSATION RX
센세이션 RX

￦ 780,000 

상급다이버를 위한 고급 BC로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

특수 라미네이팅 코팅으로 내구성을 높혔으며, 측면 공간을 활용한

3차원 입체 부력 시스템입니다.

ㆍ악세서리 수납이 용이한 2개의 대형 포켓

ㆍ흡 배기가 용이한 터보 인플레이터

ㆍ3개의 덤프밸브 시스템으로 편리한 수중 부력조절

ㆍ원 터치 스테인레스 버클

ㆍ수심 보정 탄력밴드 허리벨트 부착

ㆍ다용도 허리벨트 지퍼 포켓

ㆍ부 력 | S : 19kg / M : 21kg / L : 23kg

ㆍ가슴둘레 | S : 69~107cm / M : 76~114cm / L : 89~127cm

SENSATION 
BASIC 
베이직 BC

￦ 700,000 

컴팩트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가벼움을 추구하는 BC

다이빙 입문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착용 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며,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부력조절기입니다.

ㆍ악세서리 수납이 용이한 2개의 대형 포켓

ㆍ흡 배기가 용이한 터보 인플레이터

ㆍ3개의 덤프밸브 시스템으로 편리한 수중 부력조절

ㆍ전통적인 캠 버클 타입

ㆍ조절형 허리벨트

ㆍ부 력 | S : 19kg / M : 21kg / L : 23kg

ㆍ가슴둘레 | S : 69~107cm / M : 76~114cm / L : 89~127cm

BUOYANCY COMPENSATORS

B. C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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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션 시스템

￦ 120,000 

멀티모션 시스템

￦ 140,000 

하네스 조절이 가능한 멀티모션 시스템은 다양한 포지션에 

대응하게 설계 되어 다이버의 편안함을 극대화 시킵니다.

그밖에도 웨이트 , 캐니스터 , 액세서리를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존을 별도로 갖추어 편의성 및 전문성을 도모합니다.

다이버의 편안함을 극대화 시킨 MMS1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탈부착을 더욱 손쉽게 하기 위한 버클시스템을 

적용한 신형 멀티모션 시스템 입니다.

구성품

NEW
LINE UP

MULTI MO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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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X PSD30/40 MMS II 
(웨이트 시스템 별도)

\ 1,940,000
(세트할인)

\ 1,720,000
(세트 구성품 변경 불가)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WTX PSD30/40 \ 950,000 웹 하네스 \ 150,000

백 플레이트 \ 280,000 싱글 아답터 \ 240,000

멀티모션 시스템  \ 140,000 스토리지 백 \ 10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WTX PSD30/40 MMS II 
(웨이트 시스템 별도)

\ 2,130,000
(세트할인)

\ 1,870,000
(세트 구성품 변경 불가)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WTX PSD30/40 ₩ 950,000 웹하네스 ₩ 150,000

백플레이트 ₩ 280,000 싱글아답터 ₩ 240,000

MMS II ₩ 140,000 웨이트포켓(2개) ₩ 9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싱글아답터웨이트 ₩ 100,000

스토리지백 ₩ 100,000

WTX PSD40/30
WTX PSD40/30 + MMS

WTX PSD30/40  
WTX PSD30/40 + MMS

A패키지  ￦ 1,700,000 C패키지  ￦ 1.720,000 

B패키지  ￦ 1,850,000 D패키지  ￦ 1,870,000 

B D

A C

PSD40
윙 징칙모습

PSD30
윙 장착모습

SINGLE W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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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X D40/30
WTX D 40/30 + MMS

WTX D30/40 
WTX D30/40 + MMS

WTX D30/40 MMS II 
(웨이트 시스템 별도)

\ 1,840,000
(세트할인)

\ 1,620,000
(세트 구성품 변경 불가)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WTX D30/40 ₩ 850,000 웹하네스 ₩ 150,000

백플레이트 ₩ 280,000 싱글아답터 ₩ 240,000

MMS II ₩ 140,000 스토리지백 ₩ 10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WTX D30/40 MMS II 
(웨이트 시스템 별도)

\ 2,030,000
(세트할인)

\ 1,770,000
(세트 구성품 변경 불가)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WTX D30/40 ₩ 850,000 웹하네스 ₩ 150,000

백플레이트 ₩ 280,000 싱글아답터 ₩ 240,000

MMS II ₩ 140,000 웨이트포켓(2개) ₩ 9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싱글아답터웨이트 ₩ 100,000

스토리지백 ₩ 100,000

D

C

A패키지  ￦ 1,600,000 

B패키지  ￦ 1,750,000 

B

A

C패키지  ￦ 1,620,000 

D패키지  ￦ 1,770,000 

SINGLE W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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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 II
텍 II 멀티모션 시스템

TEK II
텍 II 멀티모션 시스템

A패키지  ￦ 1,300,000 C패키지  ￦ 1,320,000 

B패키지  ￦ 1,450,000 D패키지  ￦ 1,470,000 

B

A

기존 TEK I BC 대비 슬림하게 제작된 TEK II에
멀티모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다이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 제품입니다.

자이언트가 독자개발 한 MMS(Multi Motion System) 시스템은

다이버가 착용하는 슈트에 따라 하네스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ㆍ수중에서 저항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유선형 디자인 적용

ㆍ새롭게 디자인 된 신형 어깨패드 및 스토리지 백

ㆍ외피원단 : 1,680 데니어

ㆍ내피원단 : 410 데니어

ㆍ인플레이터 : 흡/배기량이 뛰어난 인플레이터

ㆍ부력 : 35lbs(15.8kg)

ㆍ사이즈 : 41cm(폭) X 65cm(높이)

   공통 사항 mms

ㆍ풀림과 조임이 쉬운 하네스 조절 시스템

ㆍ다양한 악세서리 수납 및 장착가능한 스토리지 존 적용

ㆍ별도의 웨이트 패키지 별매 가능

   선택 사항 

ㆍ별도의 웨이트 패키지 별매 가능

텍 II MMS II 
(웨이트 시스템 별도)

\ 1,640,000
(세트할인)

\ 1,320,000
(세트 구성품 변경 불가)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TEK II ₩ 650,000 웹하네스 ₩ 150,000

백플레이트 ₩ 280,000 싱글아답터 ₩ 240,000

MMS II ₩ 140,000 스토리지백 ₩ 10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텍 II MMS II 
(웨이트 시스템 별도)

\ 1,830,000
(세트할인)

\ 1,470,000
(세트 구성품 변경 불가)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TEK II ₩ 650,000 웹하네스 ₩ 150,000

백플레이트 ₩ 280,000 싱글아답터 ₩ 240,000

MMS II ₩ 140,000 웨이트포켓(2개) ₩ 9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싱글아답터웨이트 ₩ 100,000

스토리지백 ₩ 100,000

D

C

SINGLE WING SYSTEM



BUYER'S GUIDE  2015-2016

16

B.C

17

B. C

블루호스 MMS II 
(웨이트 시스템 별도)

\ 1,670,000
(세트할인)

\ 1,340,000
(세트 구성품 변경 불가)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블루호스 ₩ 680,000 웹하네스 ₩ 150,000

백플레이트 ₩ 280,000 싱글아답터 ₩ 240,000

MMS II ₩140,000 스토리지백 ₩ 10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블루호스 MMS II 
(웨이트 시스템 별도)

\ 1,860,000
(세트할인)

\ 1,490,000
(세트 구성품 변경 불가)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블루호스 ₩ 680,000 웹하네스 ₩ 150,000

백플레이트 ₩ 280,000 싱글아답터 ₩ 240,000

MMS II ₩ 140,000 웨이트포켓(2개) ₩ 9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싱글아답터웨이트 ₩ 100,000

스토리지백 ₩ 100,000

D

C

BLUE HORSE 
블루호스 멀티모션 시스템

BLUE HORSE 
블루호스 멀티모션 시스템

A패키지  ￦ 1,320,000 C패키지  ￦ 1,340,000 

B패키지  ￦ 1,470,000 D패키지  ￦ 1,490,000 

B

A

도넛형의 에어 컨트롤과 말발굽형의
트림 컨트롤의 용이함을 접목한
퓨전 타입 블래더에 멀티모션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이언트가 독자개발 한 MMS(Multi Motion System) 시스템은

다이버가 착용하는 슈트에 따라 하네스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ㆍ트림조절이 용이한 퓨전 말발굽 타입

ㆍ새롭게 디자인 된 신형 어깨패드 및 스토리지 백

ㆍ외피원단 : 1,680 데니어

ㆍ내피원단 : 410 데니어

ㆍ인플레이터 : 흡/배기량이 뛰어난 인플레이터

ㆍ부력 : 32lbs(14.5kg)

ㆍ사이즈 : 50cm(폭)

   공통 사항 mms

ㆍ풀림과 조임이 쉬운 하네스 조절 시스템

ㆍ다양한 악세서리 수납 및 장착가능한 

   스토리지 존 적용

SINGLE W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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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X PSD40/30
Traveller 
WTX PSD 40/30 +
ULTRA LIGHT BACK + MMS

WTX D40/30
Traveller 
WTX D 40/30 +
ULTRA LIGHT BACK + MMS

  ￦ 1,450,000 

￦ 1,350,000 

TRI GOLDEN CROW
삼족오

￦ 1,150,000 

삼족오는 한 개의 윙 시스템으로
3가지의 다이빙(레크레이션, 사이드,
테크니컬)이 가능한 기능성 제품입니다.

ㆍ외피 원단 : 500데니아 코듀라 원단

ㆍ내피원단 : 특수코팅 된 210데니어 

                 고주파 처리 원단

ㆍ공기배출을 돕는 8개의 번지 시스템

ㆍ인플레이터 : 급 배기가능한 인플레이터

ㆍ스텐레스 백플레이트가 필요없는 구조로 

   경량화 유리

ㆍ총 4가지 사이즈 구성(S, M, L, XL)

ㆍ2개의 웨이트 포켓 과 1개의 

   다용도 포켓 기본제공

ㆍ부력 : 55lbs( (25kg)

ㆍ텍 다이빙용 캠버클 타입 적용

ㆍ탱크 높이 조절 끈과 손잡이

TRI GOLDEN CROW
삼족오 텍 어셈블리 키트

￦ 150,000 

텍 레크레이션 | GSC100

텍 레크레이션 | GSC50

WTX PSD30/40 Ultra light
\ 1,560,000

(세트할인)

\ 1,450,000
(세트 구성품 변경 불가)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WTX PSD40/30 ₩ 950,000 웹하네스 ₩ 150,000

울트라 라이트 백 ₩ 150,000 웨이트 포켓 (2개) ₩ 90,000

MMS I ₩ 120,000 캠버클 ₩ 100,000

WTX D30/40 Ultra light
\ 1,460,000

(세트할인)

\ 1,350,000
(세트 구성품 변경 불가)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WTX D40/30 ₩ 850,000 웹하네스 ₩ 150,000

울트라 라이트 백 ₩ 150,000 웨이트 포켓 (2개) ₩ 90,000

MMS I ₩ 120,000 캠버클 ₩ 100,000

MULTIPURPO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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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 55
패스파인더 멀티모션 시스템

￦ 1,150,000 

￦ 1,270,000 

넓은 공기 통로에 의해 공기흐름을
원활한 더블 블레더 타입으로,
멀티모션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이언트가 독자개발한 MMS(Multi Motion System) 시스템은

다이버가 착용하는 슈트에 따라 하네스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ㆍ테크니컬다이빙(더블탱크)에 최적화 된 디자인

ㆍ새롭게 디자인 된 신형 어깨패드 및 스토리지 백

ㆍ외피원단 : 1,680 데니어

ㆍ내피원단 : 410 데니어

ㆍ인플레이터 : 흡/배기량이 뛰어난 인플레이터

ㆍ부력 : 55lbs(20.5kg)

ㆍ사이즈 : 53cm(폭) X 57cm(높이)

   공통 사항 mms

ㆍ풀림과 조임이 쉬운 하네스 조절 시스템

ㆍ다양한 악세서리 수납 및 장착가능한 스토리지 존 적용

RIDER
라이더 사이드마운트 윙

￦ 800,000 

사이드마운트 전용 윙 라이더는
세련된 디자인과 경량화 소재로 제작되어
동굴 및 좁은지형, 다양한 환경에서 부력조절이 쉬워
다이버의 만족도가 뛰어납니다.

ㆍ사이드마운트에 적합한 2+1 덤프밸브 구조

ㆍ블래더 탈거시 싱글아답터 호환가능(싱글윙 사용가능)

ㆍ외피 원단 : 라미네이팅 된 500데니어 텍스쳐 원단

ㆍ내피 원단 : 초 경량 PU 코팅 원단

ㆍ블래더 중량 : 900g

ㆍ부력 : 36lbs( (16.3kg)

사이드마운트 전용 탱크 어셈블리 키트
￦ 220,000

사이드 마운트 | GMH711

사이드 마운트 | GTS10

B

A

MULTIPURPO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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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001 하네스

￦ 150,000 

ㆍ전통적인 원피스 웹 하네스

GS-1103 하네스

￦ 370,000 

ㆍ신형 어깨패드 및 멀티모션 시스템 적용

ㆍ하네스 웨빙끈 조절가능

GS-1102 하네스

￦ 350,000 

ㆍ신형 어깨패드 및 멀티모션 시스템 적용

ㆍ하네스 웨빙끈 조절가능

TEK II 텍 투 블래더

￦ 650,000 

ㆍ 수중에서 저항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유선형 디자인 적용

ㆍ 외피원단 : 1,680 데니어

ㆍ 내피원단 : 410 데니어

ㆍ 인플레이터 : 흡/배기량이 뛰어난 인플레이터

ㆍ 부력 : 38lbs(15.8kg)

ㆍ 사이즈 : 41cm(폭) X 65cm(높이)

ㆍ 탱크 높이 조절끈과 손잡이가 있어 세팅과 이동 시 용이

블레더 | GMH31

BLUE HORSE 블루 호스 블래더

￦ 680,000 

ㆍ 수중에서 저항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유선형 디자인 적용

ㆍ 외피원단 : 1,680 데니어

ㆍ 내피원단 : 410 데니어

ㆍ 인플레이터 : 흡/배기량이 뛰어난 인플레이터

ㆍ 부력 : 32lbs(14.5kg)

ㆍ 사이즈 : 50cm(폭) X 55m(높이)

ㆍ 등판 손잡이가 있어 탱크세팅이 용이 함

블레더 | GMH51

RIDER 라이더 블래더

￦ 650,000 

ㆍ 사이드 마운트 전용블래더

ㆍ 사이드 마운트에 적합한 2+1탱크밸브 구조

ㆍ 외피원단 라미네이팅 텍스처 원단

ㆍ 내피 초경량 PU코팅원단(경량화)

ㆍ 부력 : 36lbs(16.3kg)

블레더 | GMH61

PATHFINDER 55 
패스파인더55 블래더

￦ 700,000 

ㆍ 형태 : 도넛 형태의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여 

             균형있고 편안한 자세 유지

ㆍ 외피 : 1,680 메트원단

ㆍ 내피 : 410 PU 특수 열코팅 재질, 내구성 증대

ㆍ 인플레이터는 흡/배기가 뛰어나며 꺾임이 없는 자바라 호스 사용

블레더 | 
GMH71

GS-1101 하네스

￦ 230,000 

ㆍ기존 하네스에 신형 어깨패드 적용

다이브 기어 | GS1101다이브 기어 | GS1001

GS-1003 하네스

￦ 300,000 

ㆍ탈착이 쉬운 버클 결합 타입의 하네스

다이브 기어 | GS1003

다이브 기어 | GS1103다이브 기어 | GS1102

B.C

23

WING PARTS



BUYER'S GUIDE  2015-2016

24

B.C

25

B. C

알루미늄 백 플레이트
￦ 230,000 

ㆍ재질 : 알루미늄(3T)

ㆍ내구성이 높은 표면 가공처리(긁힘 강화)

ㆍ해외 다이빙 투어시 무게 감소

ㆍ무게 : 0.74kg

싱글 아답터 1 (캠 벨트 타입)

￦ 240,000 

ㆍ재질 : 스테인레스(316SUS)

ㆍ전통적인 캠버클타입

ㆍ구성품 : 캠 벨트 2개, 싱글아답터,

              나비볼트 1조(2개) 포함

다이브 기어 | GS201

싱글 아답터 2 (퀵 벨트 타입)

￦ 260,000 

ㆍ재질 : 스테인레스(316SUS)

ㆍ원터치 퀵릴리즈 버클타입

ㆍ구성품 : 퀵릴리즈 벨트 2개, 싱글아답터, 

              나비볼트 1조(2개) 포함

다이브 기어 | GS201

퀵 릴리즈 탱크밴드
￦ 60,000 

ㆍ국내외 판매되는 싱글아답터 및 BC호환

다이브 기어 | GS306

캠 버클 탱크밴드
￦ 50,000 

ㆍ국내외 판매되는 싱글아답터 및 BC호환

다이브 기어 | GS303

싱글 아답터 바디
￦ 140,000 

ㆍ재질 : 스테인레스(2T)

ㆍ광택소재의 표면 특수가공

다이브 기어 | GS207

스테인레스 백 플레이트
￦ 280,000 

ㆍ재질 : 스테인레스(316SUS/3T)

ㆍ광택소재의표면특수가공

ㆍ정밀한 후가공으로 수명 증가

ㆍ무게 : 2.2kg

스토리지 백
￦ 100,000 

ㆍ백 플레이트에 부착하여 SMB, 리프트 백을 수납가능

ㆍ신형 디자인 적용으로 볼트 너트 6개 포함

HARNESS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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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 STEEL BAND 80 
트윈 스틸 탱크밴드 80

￦ 240,000 

ㆍ재질 : SS 304

ㆍ구성 : 트윈 밴드 본체 2개, 볼트

           (두께 8.36㎜ / 길이 132㎜) 2개,

            육각 너트 2개, 일반 와셔 6개,

            스프링 와셔 2개, 나비너트 2개

GS222

TWIN STEEL BAND 40 
트윈 스틸 탱크밴드 40

￦ 260,000 

ㆍ재질 : SS 304

ㆍ구성 : 트윈 밴드 본체 2개, 볼트

            육각 너트 2개, 일반 와셔 6개,

            스프링 와셔 2개, 나비너트 2개

            논 슬립 탱크밴드

ㆍ폭 : 50mm

GS333

TEK ARGON MOUNT A 
텍 아르곤 마운트 A

￦ 65,000 GK456

TEK ARGON MOUNT B 
텍 아르곤 마운트 B

￦ 65,000 

ㆍ일반형 볼트 너트 2세트 포함

GK457

V 웨이트 포켓 
￦ 60,000

ㆍ2개의포켓으로구성 ㆍ더블탱크 전용 꼬리형 웨이트

ㆍ방향전환해서 사용가능 ㆍV웨이트 별매 : 개당 ￦ 40,000

 
GS268

싱글 아답타용 웨이트 
￦100,000 

ㆍ2개의포켓으로구성

ㆍ삼족오및라이더에최적화장착가능

ㆍ최대 4kg으로 수중트립자세 용이

ㆍ볼트/너트 2개 기본 포함

 
GW400

포켓 웨이트 팩 1 (버클)
￦ 45,000 

ㆍ2kg, 1kg 코팅 납 및 일반납 수납가능

GS262

포켓 웨이트 팩 2 (벨크로)
￦ 45,000 

ㆍ2kg, 1kg 코팅 납 및 일반납 수납가능

 
GS264

등판웨이트 팩 
￦ 90,000 

ㆍ2개의포켓으로구성

ㆍ삼족오및라이더에최적화장착가능

ㆍ최대 4kg으로 수중트립자세 용이

ㆍ볼트/너트 2개 기본 포함

GS267

트림 웨이트 팩 
￦ 20,000 

ㆍ2kg, 1kg 코팅 납 및 일반납 수납가능

ㆍ심플한 디자인으로 가로, 세로방향 웨빙 결합 가능

GS266

NEW
LINE UP

NEW
LINE UP

장착 모습
V 웨이트

50mm 웨빙 장착 모습
상하좌우 방향으로 장착 가능

50mm 웨빙 장착 모습
상하좌우 방향으로 장착 가능

TANK BAND & WEIGH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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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 SET

XTX 200 텅스텐 SET (A) XTX 200 텅스텐 SET (C)

XTX 200 텅스텐 SET (B)

REGULATOR SET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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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 SET

XTX 200 SET (A) XTX 200 SET (C)

XTX 200 SE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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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 SET

XTX 50 SET(A) XTX 50 SET(C) 

XTX 50 S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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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 SET

ATX40 DS4 SET (1)

ATX40 DS4 SET (2)

TEK 3 XTX 50 SET
ㆍ롱 호스와 윙 호스를 포함하는 주 호흡기 세트

ㆍ호흡기 호스와 게이지를 포함하는 보조 호흡기 세트

ㆍ보조 호흡기 거치용 넥 레이스 포함

ㆍ2m 롱 호스 채택으로 안전성 확대

ㆍ주 호흡기 미 사용시 고정을 위한 스냅

ㆍ게이지 고정을 위한 스냅

ㆍ주 호흡기, 보조 호흡기 DIN밸브 기본 장착

ㆍ나이트록스 사용을 위한 산소 세정 기본 사양

ㆍ사용자 맞춤 셋팅을 위한 다양한 호스 선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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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MOUNT XTX 50 SET A SIDE MOUNT XTX 50 SET B

SIDE MOUNT REGULATOR SET



BUYER'S GUIDE  2015-2016

38

39REGULA
TO

RS

REGULA
TO

RS

DECO XTX50 
NITROX  
SET (80/40 CUFT) 

DECO XTX 50
SET (80/40 CUFT)  

장착모습
(탱크미포함)

장착모습
(탱크미포함)

80큐빅 데코탱크 밴드 세트
￦ 110,000 

ㆍ하네스에 장착이 쉬운 신형 스위벨 볼트 적용(105mm)

ㆍ상단은 탱크밸브에 걸고 하단은 스텐 밴드로 고정

ㆍ구성 : 스텐밴드(1), 데코밴드 라인(1), 80큐빅 고무밴드(2),

           감압스테이지 스티커

GS243

40큐빅 데코탱크 밴드 세트
￦100,000 

ㆍ하네스에 장착이 쉬운 신형 스위벨 볼트 적용(105mm)

ㆍ상단은 탱크밸브에 걸고 하단은 스텐 밴드로 고정

ㆍ구성 : 스텐밴드(1) , 데코밴드 라인(1), 40큐빅 고무밴드(2),

           감압스테이지 스티커

GS242

80큐빅 고무밴드
￦ 6,000  

GRB80

40큐빅 고무밴드
￦ 5,000  

GRB40

웨빙 고무밴드
￦ 10,000 

ㆍ50mm 웨빙 결합용 고무밴드(10개)

 
GRB20

DECO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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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 리조트 렌탈용 장비 set 
루키 + US4 & AT20

￦ 540,000  

오로지 리조트와 교육센터 렌탈용으로
만들어진 남녀노소 모든 사이즈를 
지원하는 B.C 와 저렴하지만 
훌륭한 호흡률을 자랑하는 US4 세트와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특가세트!

ㆍ국내,외 리조트와 교육센터 만 주문 가능

ㆍ주문 기본 수량 3 set

   사이즈 --------

   XS, S, M, ML, L, XL
 

  

NEW
LINE UP

특가
판매

 아팩스 US4 1st  아팩스 AT20 2nd

다이브자이언트 DG2

메쉬망 기본제공

다이브자이언트 루키 

 아팩스 AT20 OCTO



BUYER'S GUIDE  2015-2016

42

43

싱글 압력게이지
￦ 150,000 

ㆍ사이드 마운트, 데코 호흡기, 주압력게이지

ㆍ전면 활자가 크고 야광처리되어 식별 용의

ㆍ게이지 핀 기본제공

DP0407-1

미니게이지
￦ 45,000 

SPO 018

손목형 번지 콤파스 A
￦ 120,000 

ㆍ고무 번지줄로 손목에 탈착이 용이함

DCMB09

손목형 번지 콤파스 B
￦ 150,000 

ㆍ고무 번지줄로 손목에 탈착이 용이함

ACMB08

콤파스 호스 마운트
￦ 120,000 

ㆍ사이드 마운트, 데코 호흡기, 주압력게이지

ㆍ전면 활자가 크고 야광처리되어 식별 용의

ㆍ게이지 핀 기본제공

SC5560

싱글 스냅게이지
￦ 170,000 

ㆍ사이드 마운트, 데코 호흡기, 주압력게이지

ㆍ전면 활자가 크고 야광처리되어 식별 용의

ㆍ게이지 핀 기본제공

DP0409-1

싱글 산소게이지
￦ 150,000 

ㆍ데코 호흡기, 산소 게이지(Nitrox 100%가능)

ㆍ옆 후면 니켈도금 황동재질

ㆍ게이지 핀 기본제공

DP3030-1

싱글 압력게이지
￦ 160,000 

ㆍ테크니컬 호흡기, 주압력게이지

ㆍ전면 활자가 크고 야광처리되어 식별 용의

ㆍ황동재질로 충격에 강함

ㆍ게이지 핀 기본제공

DP0405-1

재고 소진시 우측 
화이트 제품으로 공급됩니다

공통사항

GUAGE

GUAGE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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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 SUIT
텍 슈트
맞춤형 5mm 슈트로 신소재 i Span 원단이 적용되어
보온성과 신축성이 우수하여, 텍 다이빙에 
최적화된 기능성 슈트 입니다.

   공통사양

ㆍ원단 : 5mm 및 3mm 아이스판 원단 선택가능

ㆍ내구성 및 착용감이 우수한 네오프렌 무릎패드

ㆍ색상 : 블랙(기타 색상 문의)

ㆍ주문시 로고 및 단체 마크 프린팅 가능(별도 문의)

사이즈 공통

HOOD 
SAFARI
후드 사파리

￦ 300,000 

WIND 
JACKET
윈드 자켓

￦ 260,000 

 방풍 방수가 탁월하여, 다이빙 전 후 체온 유지 
 및 신체 보호용으로 탁월합니다.

ㆍ원단 : 3mm 네오프렌 원단   ㆍ후드가 달린 롱 자켓(사파리) 타입   

ㆍ손목 조절형 벨크로   ㆍ주머니 지퍼 부착

ㆍ색상 : 블랙   ㆍ주문시 로고 및 단체 마크  프린팅 가능(별도 문의)

 맞춤형 후드형조끼, 일반조끼
ㆍ원단 : 2~3mm 슈퍼스트레치 티타늄 원단  

ㆍ슈트 내부 착용으로 보온성 극대화  ㆍ색상 : 블랙

VEST 조끼 ￦ 110,000 

HOOD VEST 
￦ 130,000 후드 조끼

DIVE W
EAR

DIVE W
EAR

DIVE WEAR

29



BUYER'S GUIDE  2015-2016

46

47

AQUA SHORT
아쿠아 숏 부츠

￦ 35,000 

ㆍ5mm 고급형 네오프렌 원단 적용

ㆍ물의 유입을 최소화 시켜주는 세미타입

ㆍ발등부분 강화 고무코팅

ㆍ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ㆍ사이즈 : 270, 280, 290

BEACH SANDAL
비치 샌들

￦ 30,000 

ㆍ비치용 샌들

ㆍ밑창의 망 처리로 통풍 및 발수

ㆍ미끄럼 방지 효과

ㆍ사이즈 : 250~290mm

밑창 망처리

KEVLAR
케블라 글러브

￦ 60,000 

ㆍ3mm 티타늄 코팅 동계용 장갑

ㆍ미끄럼 방지 케블라 원단 사용

ㆍ인체공학적 설계 디자인

ㆍ사이즈 : S, M, L

DIVE 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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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210
￦ 80,000 

M1102
M1102 마스크

￦ 75,000 

ㆍ넓은 시야 확보는 물론 접이식 기능이 있습니다.

ㆍ프레임이 없는 블랙 실리콘 마스크

ㆍ유연한 마스크 스트랩 버클로 착용감이 편안합니다.

ㆍ버클은 원터치 방식으로 스트랩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M1102

M2203
M2203 마스크

￦ 75,000 

ㆍ럭셔리한 디자인으로 옆버클의 편리성을 최대로 극대화.

ㆍ착용시 버클과 본체가 실리콘 밴드로 연결되어

   어느 각도에서나 얼굴에 잘 맞도록 하였습니다.

ㆍ원형 스트랩 스토퍼를 상하로 누르면

   스트랩 조정이 매우 편리합니다.

ㆍ렌즈의 아랫쪽이 길어 얼굴 아랫쪽 시야 확보가 용이합니다.

ㆍ착용감이 편안하여 얼굴과 더욱 밀착되어 넓은 시야을 확보해줍니다.

ㆍ색상 : 파스텔 블루, 파스텔 검정

ㆍ교정렌즈 : (-)1.0~6.0  /  40,000원 (좌우별도)

M2203

WIDE MASK
와이드 마스크

￦ 100,000 (일반형)

￦ 110,000 (고급형) 

ㆍ와이드는 렌즈와 스커트가 프레임없이 결합된  

   디자인으로 무게와 부피가 작습니다.

ㆍ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넓고, 둥근 얼굴형에 편안히 

   착용 할 수 있습니다.

ㆍ얼굴과 더욱 밀착되어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ㆍ부피가 적어 밀착된 마스크는 강한 조류에도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ㆍ블랙 실리콘 소재로 기존의 투명 실리콘 마스크에 비해

   변색이 안되며 시야의 집중력이 증가합니다.

ㆍ부피가 적어 TECH 다이빙 백업용으로 용이합니다.

ㆍ1안식 렌즈로 넓고 환한 시야가 확보됩니다.

ㆍ안전강화 유리렌즈

SM108

SM108-1

M2210

M2208
￦ 80,000 

M2208

M302
￦ 65,000 

M302

블랙(BK)

블랙(BK)

블루(BL) 그린(GR)

화이트(WH)

화이트(WH)

NEW
LINE UP

NEW
LINE UP

MASK

SKIN GEAR

SKIN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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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 DRY
세미 드라이 스노클

￦ 38,000 

ㆍ세미 드라이형으로 최대한 물의 유입을 막아주어 

   배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ㆍ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유연한 자라바 호스는 

   턱의 피로함을 덜어줍니다.

ㆍ부드럽운 마우스피스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ㆍ퀵릴리즈 스노클 키퍼 : 탁찰이 매우 용이

ㆍ색상 : 파스텔 파랑, 파스텔 빨강, 검정(티타늄 컬러)

스노클 | 1033LKS

FULL DRY
풀 드라이 스노클

￦ 42,000 

ㆍ수면 , 수중활동시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드라이 시스템

ㆍ퀵릴리즈 스노클 키퍼 : 탈착이 매우 쉬움

ㆍ부드럽고 편안한 교체 가능한 실리콘 마우스피스

ㆍ부드러운 자바라로 착용시 턱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ㆍ색상 : 파랑, 노랑, 검정

스노클 | 1031S

SHARK FIN PRO
샤크 핀 프로

￦ 240,000 

ㆍ고급형 스프링 스트랩 기본장착

ㆍ탄성이 우수한 고무소재를 사용하여

   순발력과 파워킥 구현

ㆍ테크니컬 다이빙용으로 적극추천

ㆍ넓은 포켓(드라이슈트 부츠에 적합)

ㆍ색상 / 사이즈 

VENT
벤트 스노클

￦ 25,000 

ㆍ3중 퍼지밸브 장착으로 물빼기 용이한 스노클

ㆍ색상 : 파랑, 연두

RUBBER JET FIN
러버 제트핀

￦ 130,000 (일반형) 

￦ 170,000 (고급형) 

ㆍ고반발탄성이 우수한 고무소재 적용

ㆍ넓은 포켓으로 드라이 부츠에 적합

ㆍ텍, 레크레이션 다이빙 입문용으로 적합한 기능성 핀

ㆍ타입 : 일반형 / 고급형

ㆍ색상 / 사이즈

옐로우(YL) 옐로우(RE)화이트(WH)

고급형 스프링 스트랩

블랙(BK)

블랙(BK)

검정 L 250~260mm

 XL 265~270mm

 XXL 275~290mm

노랑 XL 265~270mm

 XXL 275~290mm

빨강 L 250~260mm

 XL 265~270mm

흰색 M 230~245mm

 L 250~260mm

 XL 265~270mm

검정 L 250~260mm

 XL 265~270mm

FIN

SNORKEL

SKIN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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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ER TITANIUM
해머 티타늄 나이프

￦ 160,000 

ㆍ부식방지 100% 티타늄 나이프

ㆍ버클식 스트랩

ㆍ안전 잠금장치

ㆍ망치기능

ㆍ전장 : 24.7cm

ㆍ날 길이 : 12cm

ㆍ구성 : 나이프, 칼집, 퀵 릴리즈 스트랩(2개)

다이브 나이프 | 3113TK

HAMMER
해머 나이프

￦ 75,000 

ㆍ녹 방지 304 스테인레스 나이프

ㆍ버클식 스트랩

ㆍ안전 잠금장치

ㆍ망치기능

ㆍ전장 : 24.7cm

ㆍ날 길이 : 12cm

ㆍ구성 : 나이프, 칼집, 퀵 릴리즈 스트랩(2개)

다이브 나이프 | 3113K

SPORTS TITANIUM
스포츠 티타늄 나이프

￦ 150,000 

ㆍ부식방지 100% 티타늄 나이프

ㆍ버클식 스트랩

ㆍ안전 잠금장치

ㆍ전장 : 24.7cm

ㆍ날 길이 : 12cm

ㆍ구성 : 나이프, 칼집, 퀵 릴리즈 스트랩(2개)

다이브 나이프 | 3006TK

SPORTS
스포츠 나이프

￦ 70,000 

ㆍ녹 방지 304 스테인레스 나이프

ㆍ버클식 스트랩

ㆍ안전 잠금장치

ㆍ전장 : 24.7cm

ㆍ날 길이 : 12cm

ㆍ구성 : 나이프, 칼집, 퀵 릴리즈 스트랩(2개)

다이브 나이프 | 3006K

FOLDER TITANIUM
폴더 티타늄 나이프

￦ 85,000 

ㆍ부식방지 100% 티타늄 나이프

ㆍ접이식 나이프

ㆍ전장 : 21cm (폈을때) / 12cm(접었을 때)

ㆍ날 길이 : 10cm

ㆍ구성 : 나이프, 손목걸이 용 스트랩

다이브 나이프 | 3008T

FOLDER
폴더 나이프

￦ 40,000 

ㆍ녹 방지 304 스테인레스 나이프

ㆍ접이식 나이프

ㆍ전장 : 21cm (폈을때) / 12cm(접었을 때)

ㆍ날 길이 : 10cm

ㆍ구성 : 나이프, 손목걸이 용 스트랩

다이브 나이프 | 3008

KNIFE

KNIFE

KN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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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게이토 랩 (L 사이즈)
￦ 120,000 

ㆍ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길이가 길고 굵은형

SEA SNIP
수중가위

￦ 45,000 

ㆍ칼로 자르기 힘든 라인, 그물 등에 사용 가능

ㆍ안전 잠금장치

ㆍ망치기능

ㆍ전장 : 19cm

ㆍ무게 : 90g

ㆍ구성 : 수중가위, 가위 집

커터 | AS-11

KNIFE CASE
네오프렌 칼집

￦ 50,000 

ㆍ착용감이 뛰어난 네오프렌 칼집

ㆍ퀵 릴리즈 버클 장착

ㆍ장착 가능 모델 : 헤머, 스포츠(티타늄 포함)

   기타 다리에 착용가능한 나이프

나이프 악세서리 | GK110

KNIFE STRAP
나이프 스트랩

￦ 7,000

ㆍ퀵 릴리즈 버클 (1개)

ㆍ장착 가능 모델 : 헤머, 스포츠(티타늄 포함) 외

   (기타 제품 문의)

나이프 악세서리 | 1077-2

LINE CUTTER
라인커터

￦ 20,000 

ㆍ어망 및 수중 라인 제거칼

커터 | SD329

3단 게이토 랩 (M 사이즈)
￦ 90,000 

ㆍ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길이가 짧은형

다이브기어 | GGS03

3단 게이토 랩 (L 사이즈)
￦100,000 

ㆍ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길이가 짧고 굵은형

4단 게이토 랩 (M 사이즈)
￦ 110,000 

ㆍ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길이가 긴형

다이브기어 | GGS04

다이브기어 | GGS05

다이브기어 | GGS06

CUTT
ER

CUTT
ER

CUTTER & GATOR WRAPS



BUYER'S GUIDE  2015-2016

56

57

백업용으로 최적화된 미니 라이트

ㆍLED 타입 : CREE XML-L2 LED 

ㆍ지름 36 mm 

ㆍ길이 : 131mm

ㆍ재질 : 알루미늄 스크레치 저항 코팅.

ㆍ사용가능시간 : 110 min

ㆍ스위치 : 마그네틱 스위치

ㆍ배터리 : 18650 - 1 개, 2400mAh , 4.2V

ㆍ최대수심 : 100m 

ㆍ루멘 : 400 lm

ㆍ방수등금 : IP68

LUNA 1300
루나 1300

  ￦ 950,000 

다양한 다이빙 형태에 적용이 가능한
다기능 중형 LED 라이트.

ㆍ광원 : CREE XP-G R5 LED

ㆍ색온도 : 6000K(Cool White)

ㆍ밝기 : 1,300lm

ㆍ조사각 : 25°

ㆍ하우징 : 해상용 알루미늄 합금 (블랙아노다이징코팅) 

              및 아세탈(POM)

ㆍ크기 : 길이157mm / 헤드직경 : 66mm

ㆍ무게 : 750g(배터리 포함, 육상)

ㆍ스위치 : 마그네틱 360°로터리 방식

              (스위치 부분 침수 가능성 제로)

ㆍ배터리 : 삼성/LG Li-ion 충전지팩

              (11.1V 2600mAh)

ㆍ사용시간 : 100% - 2시간 20분 

                  75% - 3시간 15분

                  50% - 4시간 30분

ㆍ충전시간 : 약 2시간 20분

ㆍ충전기 : INPUT_ AC 100V-240V, 

              50Hz-60Hz OUTPUT_ DC 12.6V 2A

              (충전시 : 적색, 충전완료시 : 녹색)

ㆍ배터리 잔량 체크 기능

ㆍ배터리팩 탈부착 방식

ㆍ안전밸브 사용

ㆍ렌즈 : 고강도 폴리카보네이트 (고압을 견딜수 있으나

           스크레치에 약함, 교체비용 2만원)

ㆍ최대 방수수심 : 100M

라이트 | GLL1300

SAFTY VALVE

누수로 인하여 라이트의 내부 압력 상승 시 

자동으로 내부 압력을 낮추어 폭발 위험성을 

없애주며, 내부 압력 상승으로 개폐가 안될 시 

수동으로 압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량표시 기능

전용가방 제공

라이트 장착모습
다른 라이트와 장착가능

충전 단자

접지가 확실한 바나나플러그 적용

LIGHT GRIP

ㆍ라이트 그립은 3t 두께로 제작되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ㆍ침수 우려가 없는 마그네틱 로터리 스위치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ON/OFF 시 확실한 

   동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LUNA1300 
BATTERY
    ￦ 160,000 

ㆍ리튬이온 전용 배터리(Li-ion)

ㆍ전압 : 11.1V / 2,600mA

라이트 | GLL500

라이트 제거된 모습 버튼을 돌려 두상 딱 맞게 조정 가능

측면 로고 부착 가능한 벨크로 장착

LITE MINI 라이트미니

￦ 160,000 

NEW
LINE UP

경량화해 목의 피로를 최소화 하고 
익스트림 다이빙의 필수품.

ㆍ무게 : 510 g

ㆍ사이즈 : 내부 조절형 스트랩으로 머리 조절가능

ㆍ다목적 사이드 레일

ㆍ벨크로 부착으로 팀마크 

   부착이 용이함

DIVE 
HELMET
다이브 헬멧  

￦ 185,000 (인터넷가격)

LIG
HT &

 HELM
ET

LIG
HT &

 HELM
ET

LIGHT & HEL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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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안전     
    고리끈 적용 ▶

리튬이온 충전지
 ￦ 12,000 (일반형: 인터넷가격)  GL1020 | 2600mAh

 ￦ 15,000 (고급형:인터넷가격)  GL1030 | 3000mAh

ㆍ리튬이온 회로보호 전용 배터리(Li-ion)

ㆍ일반 용량(2,600mAH)과 고용량(3,000mA)으로 선택가능

2구 충전기
  ￦ 30,000 (인터넷가격)  GL1040

LIGHT GRIP 1
대형 라이트 그립

￦ 50,000 
 라이트 | GLG65

ㆍ웨빙과 밸크로를 사용하여 사이즈 조절

ㆍ라이트 사용과 동시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안한 다이빙 가능

ㆍ라이트 그립을 사용하면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다이빙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ㆍ그립에는 안전고리가 있어 라이트의 고리를 연결하면 

   부주의로 인한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IGHT GRIP 2
소형 라이트 그립

￦ 50,000 
 라이트 | GLG65

ㆍ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손 쉬운 사이즈 조절

ㆍ그립에 안전고리 끈이 있어 각종고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ㆍ부주의로 인한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LUMINIUM GRIP 
알루미늄 라이트 그립

￦ 100,000 
 

라이트 | GLG65

ㆍ소형 라이트 그립

ㆍ알루미늄 소재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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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01
￦ 140,000     

릴포함 SET ￦ 160,000 

ㆍ220D 데니어 열처리 특수 코팅
ㆍ과팽창 밸브 부착
   (상승시 공기량 조절 용이)
ㆍ하단부 공기 배출방지 락 장치 적용
ㆍ색상 : 식별이 뛰어난 형광 주황
ㆍ30M/40M릴 선택    ㆍ개방형

  사이즈 --------------

  폭 : 21cm / 길이 : 150cm

GSM 11
￦ 140,000     

릴포함 SET ￦ 160,000 

ㆍ220D 데니어 열처리 특수 코팅
ㆍ과팽창 밸브 부착
   (상승시 공기량 조절 용이)
ㆍ하단부 공기 배출방지 락 장치 적용
ㆍ색상 : 식별이 뛰어난 형광 주황
ㆍ30M/40M릴 선택    ㆍ개방형

  사이즈 --------------

  폭 : 17cm / 길이 : 115cm

GSM 04
￦ 160,000     

릴포함 SET ￦ 180,000 

ㆍ220D 데니어 열처리 특수 코팅
ㆍ과팽창 밸브 부착
   (상승시 공기량 조절 용이)
ㆍ공기주입용 오랄 인플레이터 장착
ㆍ색상 : 식별이 뛰어난 형광 주황
ㆍ30M/40M릴 선택    ㆍ개방형

  사이즈 --------------

  폭 : 21cm / 길이 : 150cm

GSM 12
￦ 150,000     

릴포함 SET ￦ 170,000 

ㆍ220D 데니어 열처리 특수 코팅
ㆍ과팽창 밸브 부착
   (상승시 공기량 조절 용이)
ㆍ공기주입용 오랄 인플레이터 장착
ㆍ색상 : 식별이 뛰어난 형광 주황
ㆍ30M/40M릴 선택    ㆍ개방형

  사이즈 --------------

  폭 : 17cm / 길이 : 115cm

GSM   03
￦ 130,000     

릴포함 SET ￦ 150,000 

ㆍ220D 데니어 열처리 특수 코팅
ㆍ과팽창 밸브 부착
   (상승시 공기량 조절 용이)
ㆍ공기주입용 오랄 인플레이터 장착
ㆍ색상 : 식별이 뛰어난 형광 주황
ㆍ30M/40M릴 선택    ㆍ밀폐형

  사이즈 --------------

  폭 : 13cm / 길이 : 118cm

▲
핑거릴

릴세트 주문시  
30m / 40m 선택가능

NEW
LINE UP

NEW
LINE UP

150 cm

140cm

130cm

120cm

SU
RFACE M

AKER

SU
RFACE M

AKER
SURFACE MAKER

32



BUYER'S GUIDE  2015-2016

62

63

케이브 릴 1  ￦ 160,000  다이브 릴 | 1307

ㆍ‘오머 서브 MATCH 플라스틱 릴’베이스 제품

ㆍ합성수지 플라스틱 재질

ㆍ정교한 가공과 적은 부피로 텍 다이빙에 최적합

ㆍ길이 : 30m

ㆍ시인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은 낙하산 줄 사용

핑거릴 30m  ￦ 40,000  다이브 릴 | GSM37

ㆍ재질 : 시인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은 낙하산 줄 채용 (국내제작)

ㆍ크기 : 폭 40mm / 외경 76mm / 내경 31mm

ㆍ길이 : 30m

ㆍ더블앤드 스냅(116mm) 포함

릴 도르레  ￦ 10,000  다이브 릴 | GSM10

ㆍ황동 재질의 360도 회전 스위벨 타입

ㆍ줄의 꼬임을 방지

 EDS 1 
  ￦ 40,000  

  GS252

 EDS 2 
  ￦ 60,000  

  GS253

핑거릴 45m  ￦ 50,000  다이브 릴 | GSM36

ㆍ재질 : 시인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은 낙하산 줄 채용 (국내제작)

ㆍ크기 : 폭 40mm / 외경 76mm / 내경 31mm

ㆍ길이 : 30m

ㆍ더블앤드 스냅(116mm) 포함

케이브 릴 2  ￦ 230,000  다이브 릴 | 1314

ㆍ‘오머 서브 MATCH 플라스틱 릴’베이스 제품

ㆍ합성수지 플라스틱 재질

ㆍ정교한 가공과 적은 부피로 텍 다이빙에 최적합

ㆍ길이 : 30m

ㆍ시인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은 낙하산 줄 사용

테크니컬 다이브 릴 100m  ￦ 180,000  다이브 릴 | 1801

ㆍ테크니컬 다이브 릴

ㆍ정교한 아세탈 가공

ㆍ길이 : 100m, 고급형 베어링 사용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는 릴

ㆍ시인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은 

   낙하산 줄 사용(국내제작)

ㆍ색상 : 흰색(WT), 블랙(BK)

◀구형 대비 15mm가 길어져 장갑 착용시 
   그립감 증대로 편안한 사용가능

REELS
 & EDS

REELS
 & EDS

REELS &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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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HOSE
레귤레이터 호스

BC HOSE
비씨 호스

DRY HOSE
드라이 호스

HP HOSE
고압 호스

모델번호 제조사(국명) 길이 (cm) 규격 색상 가격(원)

AH-07 SAEKO(TAI) 20 고무/수리용 검정  35,000 

LP-22 DAI(USA) 56 고무 검정  55,000 

LP-24 DAI(USA) 60 고무 검정  55,000 

AH-03-27 SAEKO(TAI) 69 고무 검정  55,000 

AH-14-27 SAEKO(TAI) 69 고무/스위벨 검정  40,000 

AP-0203 APEKS(UK) 72 고무(표준) 검정  60,000 

AP-0203-G APEKS(UK) 72 고무(표준)/NITROX 검정  60,000 

AP-0203-1 APEKS(UK) 72 플렉시블(표준) 검정  60,000 

AP-0203-1G APEKS(UK) 72 플렉시블(표준)/NITROX 검정  60,000 

LP-28 DAI(USA) 72 고무(표준) 검정  60,000 

LP-34 DAI(USA) 86 고무 검정  65,000 

AP-0206 APEKS(UK) 92 고무/옥토퍼스 노랑  80,000 

AP-0206-1 APEKS(UK) 92 플렉시블/옥토퍼스 노랑  80,000 

AH-15 SAEKO(TAI) 92 고무/옥토퍼스&에어노즐 노랑  30,000 

LP-40 DAI(USA) 100 고무 검정  70,000 

LP-40G DAI(USA) 100 고무 녹색  70,000 

LP-79 DAI(USA) 200 고무 검정  95,000 

LP-79G DAI(USA) 200 고무 녹색  95,000 

LP-84 DAI(USA) 213 고무 검정  100,000 

모델번호 제조사(국명) 길이 (cm) 규격 색상 가격(원)

AH-04FN-6 SAEKO(TAI) 15CM 플렉시블 검정  30,000 

AH-04-10 SAEKO(TAI) 25CM 고무 검정  35,000 

AH-04FN-10 SAEKO(TAI) 25CM 플렉시블 검정  35,000 

AH-04-22 SAEKO(TAI) 56CM 고무 검정  50,000 

AH-04-26 SAEKO(TAI) 66CM 고무 검정  55,000 

AH-04FN-27 SAEKO(TAI) 68CM 플렉시블 검정  55,000 

모델번호 제조사(국명) 길이 (cm) 규격 색상 가격(원)

HP-06 DAI(USA) 15CM 고무 검정  60,000 

HP-20 DAI(USA) 50CM 고무 검정  70,000 

HP-24 DAI(USA) 60CM 고무 검정  75,000 

HP-36 DAI(USA) 92CM 고무(표준) 검정  85,000 

AH-13FS SAEKO(TAI) 92CM 우레탄 검정  70,000 

모델번호 제조사(국명) 길이 (cm) 규격 색상 가격(원)

DSQD-36 DAI(USA) 92CM 고급형 검정  80,000 

AH-04-36 SAEKO(TAI) 92CM 표준호스 검정  60,000 

플렉시블 호스

B.C 호스

드라이 슈트 호스

바이톤오링

HOSE

HOSE

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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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YLINDER
AIR CYLINDER

THERMO VALVES
써모 밸브

DOUBLE VALVE
더블 탱크밸브

￦ 430,000  AP-0008

ㆍ225Bar 사용 더블탱크밸브

ㆍDIN겸용

MIDDLE VALVE
미들밸브 파트

￦ 160,000  AP-0008M

ㆍ더블밸브 이음새 미들밸브 파트

VALVE PLUG
밸브 플러그

￦ 25,000  

ㆍ좌, 우 밸브 마감재

SIDE VALVE
사이드마운트 탱크밸브

￦ 180,000  

ㆍ좌, 우 구분 사이드마운트 탱크밸브

ㆍ DIN겸용

좌우별도

AP-0008L(좌) / AP-0008R(우)

세계 최대 알루미늄 고압가스 실린더 제조 업체인 럭스퍼 실린더

모든 실린더는 옥시전 클리닝이 되어 있어 나이트록스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써모밸브 적용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필)

좌우별도

6027(좌) / 6026(우)

 VA
LV

E

TA
NK 

TANK &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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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지퍼 포켓
￦ 100,000  

다이브기어 | GS298                      

벨트용 포켓
￦ 60,000  

다이브기어 | GS291
 

ㆍ웨빙장착용 포켓

ㆍ다양한 수납공간

ㆍ사이즈 : 21cm(가로) X 29cm(세로) X 7cm(높이)

다용도 포켓
￦ 70,000  다이브기어 | GS300

 
 

슈트 사이드 벨크로 포켓
￦ 80,000  

다이브기어 | GS293
 

ㆍ신형 디자인 적용된 슈트 부착용 포켓

ㆍ고무줄 링 양쪽 부착

ㆍ사이즈 : 21cm(가로) X 29cm(세로) X 7cm(높이)

슈트 사이드 지퍼 포켓
￦ 80,000  

다이브기어 | GS294
 

ㆍ슈트 부착용 포켓

ㆍ고무줄 링 양쪽 부착

ㆍ사이즈 : 18cm(가로) X 28cm(세로) X 8cm(높이)

세척용 망가방
￦ 45,000  다이브기어 | GS297

 
ㆍ각종 악세서리 및 컴퓨터 등의 세척용 망가방

ㆍ사이즈 : 18cm(가로) X 28cm(세로) X 8cm(높이)

ㆍ사이즈 : 가로 18cm × 세로 28cm × 높이 8cm

뒷모습
고무밴드와 밸크로 타입으로

사이즈 조절가능

YKK 10호 쌍지퍼 사용
고무줄 링 부착, 각종 악세서리 고리

사용 가능, 넓은 수납공간

ㆍ웨빙장착용 포켓   ㆍ다양한 수납공간

ㆍ사이즈 : 21cm(가로) X 29cm(세로) X 7cm(높이)

POCKET

POCKET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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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손잡이와 소음이 적은 우레탄 바퀴 ▶ 

AQUA CARRIER
아쿠아 캐리어 백

￦ 240,000  GE20

ㆍ새로운 디자인의 캐리어

ㆍ넓고 다양한 사이즈 수납공간

ㆍ소음이 적고 이동이 편리한 우레탄 바퀴 적용 

AQUA GEAR
아쿠아 기어백

￦ 170,000  GE311

ㆍ내구성 높은 헤비메트 1,680 데니어 원단 사용

ㆍ동급 최고의 원단 사용으로 내구성 강화

ㆍ사이즈 : 67cm(가로) X 38cm(세로) X 40cm(높이)

GIANT MESH
자이언트 메시 백

￦ 130,000  GE312

ㆍ내구성 높은 헤비메트 1,680 데니어 원단 사용

ㆍ가볍고 내구성이 높으며, 대형 사이즈 가방

ㆍ사이즈 : 84cm(가로) X 40cm(세로) X 43cm(높이)

MULTI BAG
수중 멀티 백

￦ 120,000  GE315

ㆍ커머셜 다이버의 공구 및 자재 수납이 용이한 백

ㆍ내구성이 뛰어나고 식별이 용이한 색상

ㆍ수중용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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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카본 스피어 폴 세트  ￦ 240,000  GH333
카본 3단건

￦ 180,000  
GH311

카본 2단건
￦ 150,000  

GH211

사각 채집망
￦ 38,000  

GH511

기능성 고급 채집망
￦ 65,000  

GH513

고기꿰미
￦ 15,000  

GH405

작살 고무줄
￦ 15,000  

GH220

사각 지퍼 채집망
￦ 38,000  

GH514

원형 채집망
￦ 25,000  

GH512

2단 카본 스피어 폴 세트  ￦ 220,000  GH222

외촉  ￦ 30,000  GH401

삼지촉  ￦ 25,000  GH402

강선 삼지촉  ￦ 30,000  GH403

ㆍ구성 : 3단 스피어 폴 건, 삼지촉, 외촉, 고기꿰미

ㆍ구성 : 2단 스피어 폴 건, 삼지촉, 외촉, 고기꿰미

SPEAR POLE
 

SPEAR POLE
 

SPEAR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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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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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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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명 담당자 연락처 주소

강원 APEKS KOREA 심재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옛길 3(나동)   033-636-8748 

중부 CJ 네모선장스쿠바 고대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56-2 
 홈플러스별관C동 105호 

 044-863-9482 

서울 디시피시스템 이민호  서울 송파구 삼전동 73-10 202호   070-7672-1391 

지역 센터명 담당자 연락처 주소

서울

씨넥스솔루텍 임응순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5-17 진하우스1층  02-572-4522 

디로그(UDIT) 박성운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2-3 B1  010-3903-3319 

잠실스킨스쿠버 손태식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잠실종합운동장내 
 스킨스쿠버풀 

 02-415-6100 

엔비다이버스 정회승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95-5 대진빌딩2층  02-423-6264 

다이브아카데미 주호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202 (잠실동)  010-9501-5928 

(주)퐁당닷컴 김영우  서울 강동구 성내로36 (성내동 2층)  02-565-9897 

골드피쉬스킨스크버 김도형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8-5번지 신라빌딩 5층  070-7716-5690 

마린파크(MarinePark) 박진만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5-13번지 2층  070-7579-8098 

캠와이즈 최기홍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 라인아파트 
 관리동 201호 

 02-599-7869 

C.E.O.DIVING 장철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3-6 가동 203호  070-4113-1345 

리쿰 스쿠버 이원교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48길 25 B1  010-3542-5288

경기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 윤재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36-1 5층 
 일산 스쿠버풀장 

 070-8801-7711 

경남 바다여행 잠수교실 안광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31-7  010-5157-3370

부산

부산 스쿠버 아카데미 구진희  부산 동래구 사직동 71-37  051-503-8896 

씨랩 장용정  부산 남구 대연동 76-5번지 현대오피스텔 304호  051-627-8522 

스쿠버맥스 우영현  부산 남구 대연동 30-4 2층  051-625-5100 

전국 지사

     DIVE GIANT NETWORK      DIVE GIANT EVENT

전국 판매점

   

아이스다이빙 (홍천 야간) 아이스다이빙 (홍천 주간)

테크니컬다이빙 교육(개방 수역) 테크니컬다이빙 교육(제한 수역)

호흡기 리페어 세미나 중에서

세미나 수료 행사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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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S INFORMATION

최상의 서비스와 숙련된 기술자들이
정확한 수리를 약속합니다.

보증기간
1년간 무상점검 및 A/S(공임비 무료)제공 됩니다.
소모품은 별도 가격이 발생합니다.
기계적 결함에 한하여 보증합니다.
본사에서 출고되지 않는 제품은 무상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보증 예외 제품
인증되지 않은 센터에서 수리 후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출고 되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 별도의 비용이 청구 됩니다.

 오버홀 가격표
 키트외의 부품이 파손되어 교체되는 경우 부품비가 별도 청구 됩니다.

1단계 + 2단계 + 옥토퍼스 ￦ 120,000

1단계 + 2단계 ￦ 100,000

1단계 ￦ 60,000

2단계 ￦ 45,000

옥토퍼스 ￦ 45,000 

   걸스포츠 장인환 011-277-8855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1-12

  다이브 포 정주환 010-7107-2617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4-2 2층

리쿰 스쿠버 이원교 010-3542-5288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48길 25 B1

아이눈스쿠버 이달우 010-7414-2110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7-10번지 2층

스쿠버 엔지니어링 이수민 010-3139-6666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48길 27 2F

씨혼다이브 박재우 010-8764-4723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0-2 예원빌딩 2F 

C.E.O 다이빙 장철기 010-3695-1345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3-6번지 대현빌딩 203호

    아펙스코리아 심재호 010-5317-8748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옛길 3 (나동)

  인투더씨 오형근 010-8786-7548 강원도 강릉시 관솔길 59(회산동)  

Pax Scuba House 박철웅 010-5127-6887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244-1번지

 노틸러스 클럽 유기정 010-4571-8704 울산광역시 남구달동 왕생로14 구이구이본부

   바다여행 잠수교실 안광모 010-5157-337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31-7

    부산 스쿠버 아카데미 박복룡 010-8384-8837 부산 동래구 사직동 71-37 

   스쿠버맥스 우영현 010-8781-9221 부산 남구 대연 3동 30-4 2F

  T.K 레포츠 도현욱 010-3802-6422 대수 수성구 지산동 1268-19

GNS 스포츠 강종진 010-8442-9292 대구 서구 중리동 1030-53번지

  CJ네모선장    

  고대훈   010-9482-0059

세종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68-5 홈플러스 별관 C동 105호

 스쿠버이야기   김경식   

                    010-9168-4843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강남 2길 42-2

그린지구  유우상 010-2001-7887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2-1 영지빌딩 5층

라온다이브 강우섭 010-8951-357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상미로 42번길 11-7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 강정훈 010-5256-3088 인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수원블루홀 박우진 010-4631-49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9번지 2층

서울

강원

경남

중부

경기

정주환장인환 이원교 이달우 이수민 박재우 장철기

고대훈

김경식

박우진 강정훈 강우섭유우상 

박철웅

우영현 강종진 

오형근

박복룡 도현욱 

심재호

안광모유기정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