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vegiant, We are doing our best to 
supply by selecting a high quality 
diving products.
다이브자이언트는 높은 품질의 다이빙 제품을 선정하고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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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LIGHT-FOR-ME, 이태리 RATIO 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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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통합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항상 부지런하며 

깨어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사 정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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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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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 / YOKE 선택가능

｜ 1단계 ｜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동계 키트 장착

 ACD(Auto Closure Device) 키트 적용

 긁힘에 강한 테크노 폴리머 블랙코팅

 LUX만의 고급스러운 블랙 & 핑크골드 컬러적용

 프리앵글 포트 적용으로 호수 꺾임 방지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10°C 이하 찬물다이빙 사용가능(CE 기준통과)

 미끄럼 방지 신형 요크 스크류 적용

 고압포트 2개, 저압포트 4개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MBS(MASTER BRETHING SYSTEM) 조절놉 적용

 입술보호를 위한 2단계 립 쉴드

 신형플렉시블 호스채택

 열교환 장치 장착

 Comfo-bite 마우스 피스 적용
  ￦ 1,950,000 (요크)

  ￦ 2,050,000 (딘) 

레전드 럭스 슈프림 호흡기
레전드 시리즈의 최 상위 모델로 고급스러운 컬러와
혁신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력이 접목 된
최고의 호흡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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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동계 키트 장착

ACD(Auto Closure Device) 키트 적용

유니크한 TWILIGHT 퍼플 컬러 적용.

크롬 코팅 적용

프리앵글 포트 적용으로 호수 꺾임 방지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미끄럼 방지 신형 요크 스크류 적용

고압포트 2개, 저압포트 4개

￦ 1,450,000

LEGEND LX TWILIGHT SUPREME

레전드 엘엑스 트와일라잇 슈프림
유니크한 스타일과 컬러의 레전드 엘 엑스 트와일라잇 모델은 LEGEND LX의 품격과 독특한 컬러로 특별
함을 원하는 다이버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 입니다.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MBS(MASTER BRETHING SYSTEM) 조절놉 적용

입술보호를 위한 2단계 립 쉴드

신형플렉시블 호스채택

열교환 장치 장착

Comfo-bite 마우스 피스 적용

전용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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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동계 키트 장착

ACD(Auto Closure Device) 키트 적용

프리앵글포트적용으로호수꺾임방지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10°C 이하 찬물다이빙 사용가능(CE 기준통과)

미끄럼 방지 요크 스크류

고압포트 2개, 저압포트 4개

￦ 1,410,000

LEGEND LX SUPREME

레전드 엘엑스 슈프림 호흡기
제 2세대 레전드의 주력모델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경량화에 중점을 두어 다이버에게 최고의 다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DIN / YOKE 선택가능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MBS(MASTER BRETHING SYSTEM) 조절놉 적용

입술보호를 위한 2단계 립 쉴드

신형플렉시블 호스채택

열교환 장치 장착

Comfo-bite 마우스 피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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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외장형 동계용 키트 장착

ACD(Auto Closure Device) 키트 적용

프리앵글 포트 적용으로 호스 꺾임 방지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미끄럼 방지 신형 요크 스크류 적용

고압포트 2개,저압포트 4개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MBS(MASTER BRETHING SYSTEM) 조절놉 적용

새롭게 디자인된 알루미늄 블랙커버

V.A.S(Venturi Adjustment Swithch) 장착

공기량 조절 놉 장착

입술보호를 위한 2단계 립 쉴드

열교환 장치 장착

Comfo-bite 마우스 피스 적용

열교환 장치 내장 호스 기본 장착

｜ 1단계 ｜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동계 키트 장착

ACD(Auto Closure Device) 키트 적용

프리앵글 포트 적용으로 호스 꺾임 방지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10°C 이하 찬물다이빙 사용가능(CE 기준통과)

미끄럼 방지 요크 스크류

고압포트 2개, 저압포트 4개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V.A.S(Venturi Adjustment Swithch) 장착

입술 보호를 위한 2단계 립 쉴드

신형 플렉시블 호스 채택

열교환 장치 장착

Comfo-bite 마우스 피스 적용

￦ 1,280,000

￦ 1,150,000

NEW LEGEND 
GLACIA 
SUPREME

LEGEND 
SUPREME

뉴 레전드 글라시아 슈프림

레전드 슈프림 호흡기

성능이 향상된 뉴 레전드 글라시아 
슈프림은 군 작전 및 해난 구조용으로 
최적화 설계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력의 상징 
레전드의 보급형 버전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레전드의 높은 품질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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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RAL

｜ 1단계 ｜
밸렌그다이아프램 방식

동계 키트 장착

복관식 형태로 1단계 버블 발생

10℃ 이하 찬물다이빙 사용가능(CE 기준통과)

4개의 저압포트로 보조호흡기, 

LP호스 장착가능

(고압포트 1개, 저압포트 4개)

｜ 2단계 ｜
복관내 드라이씰 처리로 내부 보호

입술 보호를 위한 2단계 립 쉴드

Comfo-bite 마우스 적용

￦ 1,550,000

미스트랄 호흡기

｜ 1단계 ｜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동계 키트 장착

ACD(Auto Closure Device) 키트 적용

프리앵글 포트 적용으로 호스 꺾임 방지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10°C 이하 찬물다이빙 사용가능(CE 기준통과)

미끄럼 방지 요크 스크류

고압포트 2개, 저압포트 4개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V.A.S(Venturi Adjustment Swithch) 장착

입술 보호를 위한 2단계 립 쉴드

신형 플렉시블 호스 채택

열교환 장치 장착

Comfo-bite 마우스 피스 적용

￦ 920,000

CORE 
SUPREME 코어 슈프림

코어 슈프림은 아쿠아렁 기술력과 
노하우를 접목시킨 보급형 호흡기 입니다. 
다양한 성능과 경량화로 국내외 투어에 
적합한 호흡기 입니다.

1943년 세계 최대의 수출 호흡기 아쿠아렁
CG43 호흡기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복관식 
호흡기로 다이버가 뱉은 공기는 1단계에서 
배출되는 시스템의 호흡기 입니다.

수중 사진촬영 및 군, 커머설 다이버의 
시야의 확보시에 탁월합니다

코어 슈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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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슈프림

￦ 880,000
MIKRON

CALYPSO

미크론 호흡기

칼립소 호흡기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혁신적인 
제품으로 해외 투어가 잦은 
다이버들에게 사랑 받는 제품입니다. 

총 중량-890g
(1단계-617g, 2단계-145g)

구조가 간단하고 호흡율이 우수한 
In-Line High Flow 피스톤 설계로, 
관리가 쉽고 안정적인 호흡이 우수하여 
리조트 및 교육장비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 520,000 (칼립소)

｜ 1단계 ｜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10°C 이상 다이빙 사용가능

고압포트 1개, 저압포트 4개

중량 : 617g

｜ 2단계 ｜
신형 플렉시블 호스 채택

공기량 조절놉 장착

퍼지커버 없이 호흡가능(리테이너 내장)

Comfo-bite 마우스 피스 적용

중량 :145g

｜ 1단계 ｜
피스톤방식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설계

고압포트 1개, 저압포트 4개

｜ 2단계 ｜
V.A.S(Venturi Adjustment Swithch) 장착

공구없이 좌우방향전환 가능으로

데코스테이지로도 활용가능

Comfo-bite 마우스 피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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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LUX 
SUPREME 2nd

LEGEND LX 
SUPREME 2nd

LEGEND LX TWILIGHT 
SUPREME 2nd

LEGEND 
SUPREME 2nd

￦ 750,000

￦ 650,000

￦ 700,000

￦450,000

균형식 밸스시스템
MBS 조절높 적용
동계 열교환 장치 장착

균형식 밸스시스템
MBS 조절높 적용
동계 열교환 장치 장착

균형식 밸스시스템
MBS 조절높 적용
동계 열교환 장치 장착

균형식 밸스시스템
V.A.S 장착
동계 열교환 장치 장착

129715

129675

129810

12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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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

￦ 320,000

￦ 390,000

￦ 250,000

LEGEND

CORE 

MIKRON

CALYPSO

레전드 옥토퍼스

코어 옥토퍼스

미크론 옥토퍼스

칼립소 옥토퍼스

혁신적인 디자인과 경량화 기술이
적용된 LEGEND 시리즈의
옥토퍼스 입니다.

밸런스 타입의 2단계로,
새로운 타이탄 엘 엑스의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가벼운 중량과 작은 사이즈
보조호흡기는 해외 투어가 잦은
다이버 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구조가 간단하여 관리가 쉽고
사용이 편리하여, 교육용, 렌탈 및
커머셜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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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LUX SUPREME Recreation   Set A

LEGEND LUX SUPREME 
Tech Recreation

1,950,000 원레전드 럭스 호흡기(YOKE)

2,050,000 원레전드 럭스 호흡기(DIN)

400,000 원레전드 보조 호흡기

750,000 원레전드 럭스 호흡기 2단계

320,000 원A/L 콘솔II(수심,압력계)

160,000 원DP0405-1 싱글압력게이지

95,000 원LP79 2m 호흡기 호스 

13,000 원SS225-86 스위벨 볼트 스냅

75,000 원HP-24 60cm 게이지 호스

20,000 원SS225-104 스위벨 볼트 스냅

6,000 원번지 고무줄

70,000 원요크전환아답타

150,000 원
손목형 번지 콤파스 B 
(APEKS)

2,820,000 원Total

세트 특가 2,700,000 원

세트 특가 2,970,000 원

3,239,000 원Total

전용가방 포함

전용가방 포함

Set B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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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LUX SUPREME Recreation
+ i450 / i300   Set A

LEGEND LUX SUPREME Tech 
Recreation + i450 / i300  Set A

1,350,000 원
AQUALUNG

i450 손목형 컴퓨터

1,350,000 원
AQUALUNG

i450 손목형 컴퓨터

580,000원
AQUALUNG

i300 손목형 컴퓨터

580,000원
AQUALUNG

i300 손목형 컴퓨터

2,820,000 원Full Lux Recreation SetA

3,239,000 원Full Lux Recreation SetB

2,820,000 원Full Lux Recreation SetA

3,239,000 원Full Lux Recreation SetB

i450 세트 특가 3,950,000 원

i450 세트 특가 4,220,000 원

i300 세트 특가 3,180,000 원

i300 세트 특가 3,450,000 원

4,170,000 원Total

4,589,000 원Total

3,400,000 원Total

3,819,000 원Total

전용가방 포함

전용가방 포함

Set C

Set D

i450 컴퓨터 

i450 컴퓨터 

i300 컴퓨터

i300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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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LX TWILIGHT SUPREME 
Recreation

LEGEND LX TWILIGHT SUPREME 
Tech Recreation

1,450,000 원레전드 LX TW 호흡기(YOKE)

1,450,000 원레전드 LX TW 호흡기(DIN)

400,000 원레전드 보조 호흡기

700,000 원레전드 LX TW 호흡기 2단계

320,000 원A/L 콘솔II(수심,압력계)

160,000 원DP0405-1 싱글압력게이지

95,000 원LP79 2m 호흡기 호스 

75,000 원HP-24 60cm 게이지 호스

13,000 원SS225-86 스위벨 볼트 스냅

6,000 원번지 고무줄

70,000 원AP0016 요크전환아답타

150,000 원
손목형 번지 콤파스 B 
(APEKS)

2,320,000 원Total

2,589,000 원Total

세트 특가 2,220,000 원

세트 특가 2,380,000 원

전용가방 포함

전용가방 포함

Set B

Set A

20,000 원SS225-104 스위벨 볼트 스냅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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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LX TWILIGHT SUPREME 
Recreation + i450 / i300 

LEGEND LX TWILIGHT SUPREME 
Tech Recreation + i450 / i300 Set A

AQUALUNG

i450 손목형 컴퓨터 1,350,000 원

AQUALUNG

i450 손목형 컴퓨터 1,350,000 원

AQUALUNG

i300 손목형 컴퓨터 580,000원

AQUALUNG

i300 손목형 컴퓨터 580,000원

Full LEGEND LX TWILIGHT 
SUPREME Recreation SetA

2,320,000 원

Full LEGEND LX TWILIGHT 
SUPREME Tech Recreation SetB

2,589,000 원

Full LEGEND LX TWILIGHT 
SUPREME Recreation SetA

2,320,000 원

Full LEGEND LX TWILIGHT 
SUPREME Tech Recreation SetB

2,589,000 원

i450 세트 특가 3,500,000 원

i450 세트 특가 3,660,000 원

i300 세트 특가 2,750,000 원

i300 세트 특가 2,900,000 원

Total 3,670,000 원

Total 3,939,000 원

Total 2,900,000 원

Total 3,169,000 원

전용가방 포함

전용가방 포함

Set C

Set D

i450 컴퓨터 

i450 컴퓨터 

i300 컴퓨터

i300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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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LX SUPREME 
Recreation

LEGEND LX SUPREME 
Tech Recreation

1,410,000 원레전드 LX 호흡기(YOKE)

1,410,000 원레전드 LX 호흡기(DIN)

400,000 원레전드 보조 호흡기

650,000 원레전드 LX 호흡기 2단계

320,000 원A/L 콘솔II(수심,압력계)

160,000 원DP0405-1 싱글압력게이지

95,000 원LP79 2m 호흡기 호스 

75,000 원HP-24 60cm 게이지 호스

13,000 원SS225-86 스위벨 볼트 스냅

6,000 원번지 고무줄

70,000 원AP0016 요크전환아답타

150,000 원
손목형 번지 콤파스 B 
(APEKS)

2,280,000 원Total

2,499,000 원Total

세트 특가 2,200,000 원

세트 특가 2,330,000 원

전용가방 포함

전용가방 포함

Set B

Set A

20,000 원SS225-104 스위벨 볼트 스냅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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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LX SUPREME 
Recreation + i450 / i300 Set A

LEGEND LX SUPREME 
Tech Recreation + i450 / i300 

전용가방 포함

전용가방 포함

Set C

Set D

AQUALUNG

i450 손목형 컴퓨터 1,350,000 원

AQUALUNG

i450 손목형 컴퓨터 1,350,000 원

AQUALUNG

i300 손목형 컴퓨터 580,000원

AQUALUNG

i300 손목형 컴퓨터 580,000원

Full LEGEND LX SUPREME 
Recreation Set A

2,280,000 원

Full LEGEND LX SUPREME Tech 
Recreation Set B

2,499,000 원

Full LEGEND LX  SUPREME 
Recreation Set A

2,280,000 원

Full LEGEND LX SUPREME 
Tech Recreation Set B

2,499,000 원

i450 세트 특가 3,500,000 원

i450 세트 특가 3,620,000 원

i300 세트 특가 2,700,000 원

i300 세트 특가 2,830,000 원

Total 3,630,000 원

Total 3,849,000 원

Total 2,860,000 원

Total 3,079,000 원

i450 컴퓨터 

i450 컴퓨터 

i300 컴퓨터

i300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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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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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벨런스란?
다이아프램식의 오버벨런스 방식은 다이아 프램의 표면면적 차이를 이
용해, 같은 수압을 받는 환경에서  면적 차이분 만큼의 압력을 더 받
아 벨브를 여는 힘을 줄여 호흡하는데 드는 힘을 줄이는 방식 수심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깊은 수심 에서도 충분한 호흡률을 제공합니다.

벨런스 타입
MP의 변화가 없을 시, 수심에 따라 압력이 증가함
■파란선

오버벨런스 타입
MP압의 상승이 주변압보다 빠르게 상승함.
■빨간선
다이버가 165ft 에 도달 했을 시 MP는 2기압이 더 증가 합니다.

결과  :  호흡기 호스에 더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2단계가 열릴 때 공기의 흐름을 더 빠르게 하여 호흡률을 더욱 좋아지게  
합니다.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벨런스 타입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수심에 따른 호흡저항의 비교 ( ■흰선-벨런스 , ■노란선-오버벨런스) 30m 에서 13 % 성능 향상  /  60m 에서 25 %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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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런스 타입
물이 중신 스프링 챔버로 직접 유입되어 다이아프램에 직접영향을 줌

MP(depth) = MP(surface)+ P(depth)

오버벨런스 타입
2개의 다이아프램이 일직선상에서 작동을 하여 주변압의 변화에 
안쪽 다이아 프램보다 바깥쪽의 다이아프램이 더 능동적으로 작동함

MP = MP(surface) + 1.36 X P (depth )

1.36 = 외부 diaphragm의 표면

중심 diaphragm의 표면

■빨간선
최대호흡량 : 12.35 mbar 에서 9.90 mbar로 감소 : 20% 성능향상

■파란선
호흡저항 : 0.49 j/l 에서 0.26 j/l로 감소 : 45% 성능향상
전체적으로 1.10 j/l 에서 0.89 j/l 로 감소 : 20% 성능향상

벨런스와 오버벨런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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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000

￦ 1,430,000

EXT WORK 0F BREATHING = 0.41 J/1  
세계 최고의 호흡률

전세계 상위 5% 다이버가 선택한 
사계절 전천후 호흡기

호흡기는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종류의 호흡기 중의 하
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Apeks는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이 매우 우수하
여 레크레이션 다이빙 및 전문 장비 혹은 테
크니컬 다이빙에 적합하여 선택의 폭을 줄여 
줍니다.
Apeks는 수년간 어떠한 환경에서도 호흡이 쉬
워 다이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연구해 왔으며, 최상의 품질과 편안함으로 US 
Navy group test(미국 해군 장비 시험)와 CE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으며, 이 두 가지 Test를 
Apeks 호흡기가 최초로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Apeks 호흡기는 직접 경험해본 친구, 가
족, 직장동료, Instructor들이 권장하여 많은 다
이버가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경험에
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John Bennett(세계최초수심 300미터 다이빙 
기록 보유)은 Apeks 호흡기에 모든 믿음을 걸
었고, "Apeks 호흡기는 호흡이 매우 쉬우며, 최
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1단계 ｜
 FSR Pressure Reducer
 Removable HP Seat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D.E.S 환경보호막 시스템
 동계용 드라이키트
 5포트 터릿 장착 가능
 POVAIR 필터
 저압포트 4개
 고압포트 2개
 Two Shot Hand Wheel
 호흡률(Wob) : 
 0.41 Joules/Liter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벤츄리 시스템
 이중의 놉조절 장치
 공기량 조절기능
 초미세 공기량 조절
 Heat Exchanger
 D.C.E 시스템
 R.V.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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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000

￦ 1,330,000

EXT WORK 0F BREATHING = 0.41 J/1  
세계 최고의 호흡률

영하의 온도에서도 결빙 방지 능력이 
탁월한 호흡기

US NAVY(미국해군)은 Apeks 호흡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Apeks 호흡기는 2004년 엄격한 
미국해군권장장비(ANU-Authorized for Navy 
use)사양 Test를 통과하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해군 장비시험연구
소는 Apeks 호흡기가 Cold Water에도 적합하
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ANU장비 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까다롭기로 유명한 
NEDU(Navy Experiment Diving Unit)에서 Cold 
Water와 ICE Water 온도시험을 모두 통과하였
습니다(조건 : 수심 60.7m이하, 온도 -1.7℃에
서 45분간 90ℓ/min으로 호흡기 작동).
NEDU는 프리플로우(Free Flow)의 위험성 시
험을 위해 제조사 스무 곳의 호흡기를 테스트
하였습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어떤 호흡기가 
-1.7℃에서 가장 호흡하기 좋은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Dry Seal이 되어있는 Apeks First Stage
만이 유일하게 프리 플로우가 없다고 판정되었
습니다. Apeks First Stage는 다이빙 이외에도 
군용탈출장비, 소방연대, 모터 레이싱팀, 화학 
장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peks 호흡기는 
최상의 품질로 사용이 쉽고, 결빙 방지 능력이 
탁월합니다.

｜ 1단계 ｜
 FSR Pressure Reducer
 Removable HP Seat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D.E.S 환경보호막 시스템
 동계용 드라이키트
 5포트 터릿 장착 가능
 POVAIR 필터 
 저압포트 4개 / 고압포트 2개
 Two Shot Hand Wheel
 호흡률(Wob) : 
 0.41 Joules/Liter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벤츄리 시스템
 이중의 놉조절 장치
 공기량 조절기능
 초미세 공기량 조절
 Heat Exchanger
 D.C.E 시스템
 R.V.S 시스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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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000

￦ 1,040,000

｜ 1단계 ｜
 FSR Pressure Reducer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D.E.S 환경보호막 시스템
 동계용 드라이키트(사계절용)
 5포트 터릿 장착 가능
 POVAIR 필터
 저압포트 4개
 고압포트 2개
 Ergonomic Hand Wheel
 호흡률(WOB) : 0.53 Joules/Liter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벤츄리 시스템
 이중의 놉조절 장치
 공기량 조절기능
 초미세 공기량 조절
 Heat Exchanger
 D.C.E 시스템
 R.V.S 시스템

｜ 1단계 ｜
 FSR Pressure Reducer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D.E.S 환경보호막 시스템
 동계용 드라이키트
 5포트 터릿 장착 가능
 POVAIR 필터
 저압포트 4개
 고압포트 2개
 Ergonomic Hand Wheel
 호흡률(WOB) : 0.65 Joules/Liter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벤츄리 시스템
 이중의 놉조절 장치
 공기량 조절기능
 초미세 공기량 조절
 Heat Exchanger
 D.C.E 시스템
 R.V.S 시스템

XTX 100

XTX 50

XTX 100 호흡기

XTX 50 호흡기

XTX 시리즈는 1단계에 5포트 터릿 장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저압포트를 사용하여
다이버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별매)

 타입  주문번호  호흡기 가방 세트구성여부   
 요크 타입(Yoke) AP0333/F O X  
 딘 타입(Din) AP0333/F-1 O X 

 타입  주문번호  호흡기 가방     세트구성여부   
 요크 타입(Yoke) AP0332/F  X       O 
 딘 타입(Din)  AP0332/F-1  X      O 

EXT WORK 0F BREATHING = 0.53 J/1  

EXT WORK 0F BREATHING = 0.65 J/1  

XTX 시리즈는 1단계에 5포트 터릿 장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저압포트를 사용하여
다이버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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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000

￦ 690,000

｜ 1단계 ｜
 FSR Pressure Reducer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D.E.S. 환경보호막 시스템
 동계용 드라이키트
 5포트 터릿 장착 가능
 POVAIR 필터
 저압 포트 4개
 고압 포트 2개
 Ergonomic Hand Wheel
 호흡률(WOB) : 0.85 Joules/Liter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벤츄리 시스템
 공기량 조절기능
 Heat Exchanger
 D.C.E.시스템
 R.V.S.시스템

｜ 1단계 ｜
 FSR Pressure Reducer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D.E.S 환경보호막 시스템
 동계용 드라이키트
 5포트 터릿 장착 가능
 POVAIR 필터
 저압포트 4개
 고압포트 2개
 Ergonomic Hand Wheel
 호흡률(WOB) : 0.96 Joules/Liter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벤츄리 시스템
 이중의 놉조절 장치
 공기량 조절기능
 초미세 공기량 조절
 Heat Exchanger
 D.C.E 시스템
 R.V.S 시스템

XTX 40

XTX 20

XTX 40 호흡기

XTX 20 호흡기

 타입  주문번호  호흡기 가방 세트구성여부   
 요크 타입(Yoke) AP0331/F X X  
 딘 타입(Din) AP0331/F-1 X X 

 타입  주문번호  호흡기 가방    세트구성여부   
 요크 타입(Yoke) AP0330/F  X      X 
 딘 타입(Din)  AP0330/F-1  X     X 

EXT WORK 0F BREATHING = 0.85 J/1  

EXT WORK 0F BREATHING = 0.96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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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FSR Pressure Reducer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Removable HP Seat
 D.E.S. 환경보호막 시스템
 동계용 드라이키트
 5포트 터릿 장착 가능
 POVAIR 필터
 저압포트 4개
 고압포트 2개
 Two Shot Hand Wheel
 100%산소 사용가능
 (산소세정 상태로 출고)
 호흡률(WOB) : 0.65 Joules/Liter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벤츄리 시스템
 이중 놉조절 장치
 공기량 조절기능
 초미세 공기량 조절
 Heat Exchanger
 D.C.E. 시스템
 R.V.S. 시스템
 100%산소 사용가능
 (산소세정 상태로 출고)

￦ 1,390,000

￦ 1,100,000

｜ 1단계 ｜
 FSR Pressure Reducer
 오버 밸런스 다이아프램 방식
 Removable HP Seat
 D.E.S. 환경보호막 시스템
 동계용 드라이키트
 5포트 터릿 장착 가능
 POVAIR 필터
 저압포트 4개
 고압포트 2개
 Two shot hand wheel
 100% 산소 사용가능
 (산소세정 상태로 출고)
 호흡률(WOB) : 0.41 Joules/Liter

｜ 2단계 ｜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벤츄리 시스템
 이중 놉조절 장치
 공기량 조절기능
 초미세 공기량 조절
 Heat Exchanger
 D.C.E. 시스템
 R.V.S. 시스템
 100% 산소 사용가능
 (산소세정 상태로 출고)

XTX 200

XTX 50

NITROX

NITROX

XTX 200 나이트록스 호흡기

XTX 50 나이트록스 호흡기

 타입  주문번호  호흡기 가방 세트구성여부   
 딘 타입(Din) AP0334/F-1 O X 

 타입  주문번호  호흡기 가방    세트구성여부   
 딘 타입(Din)  AP0332/F-1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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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000

XTX 50 OCTO
XTX 50 옥토퍼스

 타입  주문번호  
 옥토퍼스 AP0342F/Y 

￦ 370,000

XTX 40 OCTO
XTX 40 옥토퍼스

 타입  주문번호  
 옥토퍼스 AP0341F/Y 

￦ 310,000

XTX 20 OCTO
XTX 20 옥토퍼스

 타입  주문번호  
 옥토퍼스 AP0340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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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000

￦ 750,000

￦ 650,000

XTX 200 TUNGSTEN 1st

XTX 200 1st

XTX 50 1st

XTX 200 텅스텐 1단계

XTX 200 1단계

XTX 50 1단계

방식 : 오버 밸런스 다이아 프램
코팅 : PVD 방식의 텅스텐 코팅
고압포트 : 2개
저압포트 : 4개

※ 주문시 요크, 딘, 타입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시 요크, 딘, 타입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시 요크, 딘, 타입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 오버 밸런스 다이아 프램
코팅 : 황동 크롬
고압포트 : 2개
저압포트 : 4개

방식 : 오버 밸런스 다이아 프램
코팅 : 황동 크롬
고압포트 : 2개
저압포트 : 4개

 타입 주문번호 
 요크 타입(Yoke) AP0364/F 
 딘 타입(Din)  AP0364/F-1 

 타입 주문번호 
 요크 타입(Yoke) AP0363/F 
 딘 타입(Din)  AP0363/F-1 

 타입 주문번호 
 요크 타입(Yoke) AP0361/F 
 딘 타입(Din)  AP0361/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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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00

￦ 640,000

￦ 510,000

XTX 200 TUNGSTEN 2nd

XTX 200 2nd

XTX 50 2nd

XTX 200 텅스텐 2단계

XTX 200 2단계

XTX 50 2단계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 벤츄리 시스템
동계형 열교환기 장착
신형 콤포바이트 마우스피스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 벤츄리 시스템
동계형 열교환기 장착
신형 콤포바이트 마우스피스

균형식 밸브 시스템
I.V.S 통합 벤츄리 시스템
동계형 열교환기 장착
신형 콤포바이트 마우스피스

 타입 주문번호 
 2단계 AP0354/2/F 

 타입 주문번호 
 2단계 AP0353/2/F 

 타입 주문번호 
 2단계 AP0352/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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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X-200 텅스텐 Recreation 

XTX-200 텅스텐 Recreation
+ i750 / i300 

제  품 가 격

\ 2,400,000

\ 2,300,000

\ 2,280,000

\ 2,180,000

\ 2,220,000

\ 2,120,000

XTX 50 OCTO
\ 490,000

XTX 200

텅스텐

\ 1,430,000

AG III

아날로그 게이지

\ 480,000

XTX 40 OCTO
\ 370,000

XTX 20 OCTO
\ 310,000

Set A

Set C

Recreation Set A 가격 세트특가

\ 3,850,000

\ 3,700,000

\ 3,730,000

\ 3,580,000

\ 3,670,000

\ 3,520,000

XTX 50 OCTO
\ 2,400,000

i750 손목형 컴퓨터 

\ 1,450,000

XTX 40 OCTO
\ 2,280,000

XTX 20 OCTO
\ 2,220,000

A/L 손목형 컴퓨터 가격

\ 2,980,000

\ 2,800,000

\ 2,860,000

\ 2,680,000

\ 2,800,000

\ 2,620,000

XTX 50 OCTO
\ 2,400,000

i300 손목형 컴퓨터

\ 580,000

XTX 40 OCTO
\ 2,280,000

XTX 20 OCTO
\ 2,220,000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B.C 호스 별매

B.C 호스 별매

i750 컴퓨터 i300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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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X-200 텅스텐 Tech Recreation 

XTX-200 텅스텐 Tech Recreation
+ i750 / i300 

제  품 가 격

\ 1430000XTX200 텅스텐 호흡기(DIN)

\ 690,000XTX200 텅스텐 2단계

\ 160,000DP0405-1 싱글압력게이지

\ 95,000LP79 2m 호흡기 호스 

\ 13,000SS225-86 스위벨 볼트 스냅

\ 20,000SS225-104 스위벨 볼트 스냅

\ 6,000번지 고무줄

\ 70,000AP0016 요크전환아답타

\ 2,559,000TOTAL

\ 2,450,000세트 특가

Set B

Set D

 A/L 손목형 컴퓨터 가격 세트특가

\ 4,009,000

\ 3,850,000

\ 3,139,000

\ 2,950,000

i750 손목형 컴퓨터
\ 1,450,000Full XTX-200 텅스텐 

Tech Recreation Set (B)

\ 2,559,000 i300 손목형 컴퓨터
\ 580,000

Tech Recreation Set B 가격

B.C 호스 별매

B.C 호스 별매

\ 75,000HP-24 60cm 게이지 호스

i750 컴퓨터 i300 컴퓨터



2016 APEKS  ● 레규레터 ● 옥토퍼스 ● 세트 

38

XTX-200 Recreation 

XTX-200 Recreation
+ i750 / i300 

제  품 가 격

\ 2,300,000

\ 2,200,000

\ 2,180,000

\ 2,080,000

\ 2,120,000

\ 2,020,000

XTX 50 OCTO
\ 490,000

XTX 200

\ 1,330,000

AG III

아날로그 게이지

\ 480,000

XTX 40 OCTO
\ 370,000

XTX 20 OCTO
\ 310,000

Set A

Set C

Recreation Set A 가격 세트특가

\ 3,750,000

\ 3,600,000

\ 3,630,000

\ 3,480,000

\ 3,570,000

\ 3,420,000

XTX 50 OCTO
\ 2,300,000

i750 손목형 컴퓨터 

\ 1,450,000

XTX 40 OCTO
\ 2,180,000

XTX 20 OCTO
\ 2,120,000

A/L 손목형 컴퓨터 가격

\ 2,880,000

\ 2,700,000

\ 2,760,000

\ 2,580,000

\ 2,700,000

\ 2,520,000

XTX 50 OCTO
\ 2,300,000

i300 손목형 컴퓨터

\ 580,000

XTX 40 OCTO
\ 2,180,000

XTX 20 OCTO
\ 2,120,000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B.C 호스 별매

B.C 호스 별매

i750 컴퓨터 i300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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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X-200 Tech Recreation 

XTX-200 Tech Recreation
+ i750 / i300 

Set B

Set D

B.C 호스 별매

B.C 호스 별매

\ 1,330,000XTX200 호흡기 (DIN)

\ 640,000XTX200 2단계

\ 160,000DP0405-1 싱글압력게이지

\ 95,000LP79 2m 호흡기 호스 

\ 75,000HP-24 60cm 게이지 호스

\ 13,000SS225-86 스위벨 볼트 스냅

\ 20,000SS225-104 스위벨 볼트 스냅

\ 6,000번지 고무줄

\ 70,000AP0016 요크전환아답타

\ 2,409,000TOTAL

\ 2,310,000세트 특가

가 격제  품

 A/L 손목형 컴퓨터 가격 세트특가

\ 3,859,000

\ 3,710,000

\ 2,989,000

\ 2,810,000

i750 손목형 컴퓨터
\ 1,450,000Full XTX-200

Tech Recreation Set (B)

\ 2,409,000 i300 손목형 컴퓨터
\ 580,000

Tech Recreation Set B 가격

i750 컴퓨터 i300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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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X 50 Recreation 

XTX 50 Recreation
+ i750 / i300 

제  품 가 격

\ 2,010,000

\ 1,910,000

\ 1,890,000

\ 1,790,000

\ 1,830,000

\ 1,730,000

XTX 50 OCTO
\ 490,000

XTX 50 (YOKE)

\ 1,040,000

AG III

아날로그 게이지

\ 480,000

XTX 40 OCTO
\ 370,000

XTX 20 OCTO
\ 310,000

Set A

Set C

Recreation Set A 가격 세트특가

\ 3,460,000

\ 3,310,000

\ 3,340,000

\ 3,190,000

\ 3,280,000

\ 3,130,000

XTX 50 OCTO
\ 2,010,000

i750 손목형 컴퓨터 

\ 1,450,000

XTX 40 OCTO
\ 1,890,000

XTX 20 OCTO
\ 1,830,000

A/L 손목형 컴퓨터 가격

\ 2,590,000

\ 2,410,000

\ 2,470,000

\ 2,290,000

\ 2,410,000

\ 2,230,000

XTX 50 OCTO
\ 2,010,000

i300 손목형 컴퓨터

\ 580,000

XTX 40 OCTO
\ 1,890,000

XTX 20 OCTO
\ 1,830,000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호흡기가방

호흡기가방

B.C 호스 별매

B.C 호스 별매

i750 컴퓨터 i300 컴퓨터



2016 APEKS  ● 레규레터 ● 옥토퍼스 ● 세트 

41

XTX 50 Tech Recreation 

XTX 50 Tech Recreation
+ i750 / i300 

Set B

Set D

호흡기가방

B.C 호스 별매

B.C 호스 별매

제  품

호흡기가방

\ 1,040,000XTX 50 (DIN)

\ 510,000XTX-50 2단계

\ 160,000DP0405-1 싱글압력게이지

\ 95,000LP79 2m 호흡기 호스 

\ 75,000HP-24 60cm 게이지 호스

\ 13,000SS225-86 스위벨 볼트 스냅

\ 20,000SS225-104 스위벨 볼트 스냅

\ 6,000번지 고무줄

\ 70,000AP0016 요크전환아답타

\ 1,989,000TOTAL

\ 1,900,000세트 특가

가 격제  품

 A/L 손목형 컴퓨터 가격 세트특가

\ 3,439,000

\ 3,300,000

\ 2,569,000

\ 2,400,000

i750 손목형 컴퓨터
\ 1,450,000Full XTX-50 

Tech Recreation SET(B)

\ 1,989,000 i300 손목형 컴퓨터
\ 580,000

Tech Recreation Set B 가격

RECREATION REGULATOR SET

i750 컴퓨터 i300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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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X-200 텅스텐 Technical 

XTX-200 Technical 

Set A

Set B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B.C 호스 별매

B.C 호스 별매

\ 2,860,000XTX200텅스텐(DIN)2개

\ 160,000DP0405-1 싱글압력게이지

\ 95,000LP79 2m 호흡기 호스 

\ 75,000HP-24 60cm 게이지 호스

\ 13,000SS225-86 스위벨 볼트 스냅

\ 20,000SS225-104 스위벨 볼트 스냅

\ 6,000번지 고무줄

\ 140,0005포트터릿(2개)

\ 3,369,000TOTAL

\ 3,250,000세트 특가

가 격제  품

\ 2,660,000XTX200 (DIN)2개

\ 160,000DP0405-1 싱글압력게이지

\ 95,000LP79 2m 호흡기 호스 

\ 75,000HP-24 60cm 게이지 호스

\ 13,000SS225-86 스위벨 볼트 스냅

\ 20,000SS225-104 스위벨 볼트 스냅

\ 6,000번지 고무줄

\ 140,0005포트터릿(2개)

\ 3,169,000TOTAL

\ 3,060,000세트 특가

가 격제  품

호흡기가방 2개

호흡기가방 2개

AP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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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3 XTX 50 Technical 

XTX 50 Tech Technical 

Set D

Set C

B.C 호스 별매

B.C 호스 별매

제  품

호흡기가방 1개

호흡기가방 1개

\ 2,080,000XTX 50 (DIN) 2개

\ 160,000DP0405-1 싱글압력게이지

\ 95,000LP79 2m 호흡기 호스 

\ 75,000HP-24 60cm 게이지 호스

\ 13,000SS225-86 스위벨 볼트 스냅

\ 20,000SS225-104 스위벨 볼트 스냅

\ 6,000번지 고무줄

\ 140,0005포트터릿(2개)

\ 2,589,000TOTAL

\ 2,490,000세트 특가

가 격제  품

\ 2,080,000TEK3 XTX50 (DIN)2개

\ 160,000DP0405-1 싱글압력게이지

\ 95,000LP79 2m 호흡기 호스 

\ 75,000HP-24 60cm 게이지 호스

\ 13,000SS225-86 스위벨 볼트 스냅

\ 20,000SS225-104 스위벨 볼트 스냅

\ 6,000번지 고무줄

\ 2,449,000TOTAL

\ 2,340,000세트 특가

가 격제  품

TECHNICAL REGULATO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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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MOUNT XTX50 플렉시블 호스 세트
SIDE MOUNT XTX50 고무 호스 세트

FA
RA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XTX50 1,2단계 (DIN) 2조 XTX50 1,2단계 (DIN) 2조

AP5709 싱글압력게이지 2개 AP5709 싱글압력게이지 2개

AP0274 5포트 업그레이드 킷 2개(장착) AP0274 5포트 업그레이드 킷 2개(장착)

AP0903/ K90º 2단계엘보 1개 AP0903/ K90º 2단계엘보 1개

SS225-76 스위벨볼트 스냅 1개 SS225-76 스위벨볼트 스냅 1개

플렉시블 호스 20CM (B.C/DRY) 2개 고무 호스 20CM (B.C/DRY) 2개

플렉시블 호스 62CM 호흡기 1개 고무 56CM 호흡기 1개

플렉시블 호스 200CM 호흡기 호스 1개 고무 200CM 호흡기 호스 1개

고무 호스 19CM 게이지 호스 2개 고무 호스 19CM 게이지 호스 2개

번지 고무줄 번지 고무줄

\ 2,700,000TOTAL \ 2,609,000TOTAL

\ 2,600,000세트 특가 \ 2,500,000세트 특가

S/M XTX50 플렉시블 호스 세트 (FA) S/M XTX50 고무호스 세트 (FA)

호흡기가방

아팩스 오리지널 제품 아팩스 오리지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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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MOUNT XTX50 

호흡기가방

SIDE MOUNT REGULATOR SET

Set B

\ 2,080,000XTX50 1,2단계 (DIN) 2조

\ 300,000
DP0408-1, DP0407-1 

싱글압력게이지 2개(선택)

\ 140,000AP0274 5포트 업그레이드 킷 2개(장착)

\ 85,000AP0903/ K90º 2단계엘보 1개

\ 140,000AP0016 요크전환아답타 2개

\ 13,000SS225-86 스위벨볼트 스냅 1개

\ 80,000플렉시블 호스 25CM (B.C/DRY) 2개

\ 60,000고무 호스 60CM 호흡기 1개

\ 95,000고무 호스 200CM 호흡기 호스 1개

\ 130,000고무 호스 15CM 고압 게이지 호스 2개

\ 6,000번지 고무줄

\ 3,129,000TOTAL

\ 3,000,000세트 특가

가 격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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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 XTX 50 
NITROX SET 
(80/40 CUFT)

DECO XTX 50 
SET 
(80/40 CUFT)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100,000XTX50 NITROX (DIN) \ 1,040,000XTX50 (DIN)

\ 150,000DP3030-1 산소용싱글게이지 \ 150,000DP 0407-1 싱글압력게이지

\ 65,000HP06 15CM 게이지 호스 \ 65,000HP06 15CM 게이지 호스

\ 70,000LP40G 1M 녹색 호흡기 호스 \ 70,000LP40 1M 호흡기 호스

\ 1,385,000TOTAL \ 1,325,000TOTAL

\ 1,340,000세트 특가 \ 1,280,000세트 특가

가 격제  품 가 격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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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큐빅 데코탱크 밴드 세트
￦ 110,000 

ㆍ하네스에 장착이 쉬운 신형 스위벨 볼트 적용(10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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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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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OR AND BAND SET

설치예

설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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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X40 DS4  Set A

ATX40 DS4  Set B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사계절용/오버밸런스>

                     2단계
<사계절용/밸런스타입>

\ 820,000

\ 1,120,00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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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팩스 AT20 2ndAT 20 US4 호흡기 APEKS AG II

+ +

 아팩스 AT20 2ndAT 20 US4 호흡기 APEKS AG II

+ +

교육센터 & 리조트 렌탈용 장비 set 
AT20 US4 STAGE 4 + 루키 B.C

￦ 540,000  

오로지 리조트와 교육센터 렌탈용으로
만들어진 남녀노소 모든 사이즈를 지원하는
B.C와 저렴하면서 훌륭한 호흡률을
자랑하는 APEKS사 AT20 US4 호흡기
세트와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특가세트!

ㆍ국내외 리조트와 교육센터만 주문가능

ㆍ주문 수량 3set 이상

   사이즈 --------

   XS, S, M, ML, L, XL
 

  

AT20 US4 STAGE 4 + WAVE B.C

￦ 590,000  

ㆍ주문 수량 3set 이상

   사이즈 --------

   XXS, XS, S, M, L, XL
 

  

특가
판매

특가
판매

다이브자이언트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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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

￦ 85,000

￦ 150,000

￦ 80,000

￦ 70,000

￦ 100,000

￦ 160,000

￦ 25,000

5포트 터릿 200

90̊ 2단계 엘보

딘 밸브 키트

가압 밸브

5포트 터릿 50

FCD

요크 밸브 키트

1단계 저압호스 
아답타

적용 모델 : XTX 200 TUNGSTEN / XTX 200 / XTX 100 적용 모델 : XTX 50 / XTX 40 / XTX 20

구형 APEKS 1단계

 타입 주문번호

 부 품 AP0274-1

 타입 주문번호

 악세서리 AP0903

 타입 주문번호

 KIT AP0211F

 타입 주문번호

 악세서리 AP0640

 타입 주문번호

 부 품 AP0274

 타입 주문번호

 악세서리 AP0223

 타입 주문번호

 부 품   AP1402-1 

 타입 주문번호

 악세서리          AP302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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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 6,000￦ 10,000

호스 프로텍터 마우스피스 클램프립 쉴드

     마우스피스 

아펙스콤보 아펙스 레귤러

￦ 15,000

C/B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

일반 타입

 타입 주문번호 

 악세서리 AP5324 

 타입 주문번호 

 악세서리 AP1434 

￦ 45,000

레귤레이터 넥레이스
 타입 주문번호 

 악세서리 AP0480/k 

설치예

￦ 16,000 ￦ 9,000

딘 타입 먼지마개 요크 타입 먼지마개

 타입 주문번호 

 악세서리 AP6202/K 

 타입 주문번호 

 악세서리 AP1404 

￦ 22,000 ￦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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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OYANCY
COMPENS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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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ICE

BLACK ICE TWIN KIT

블랙아이스 BC

블랙아이스 BC 더블 키트

￦ 160,000

앞 뒤

20

￦ 1,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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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CONTROL 
SYSTEM

WRAPTURE HARNESS SYSTEM
웹쳐 하네스 시스템

SCUBA DIVING 
EVOLUTION

신뢰도 높은 안정성
i3는 다이버가 부력조절을 쉽게 익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수중에서 덤프밸브 오작동시 통제 불능 상황을 제거하며,

긴급상승을 위해 인플레이터를 고속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동방법
i3는 간단하게 공기의 주입과 배기를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상승시 레버를 올리고, 하강시 내리는 조절방법 입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
i3는 다이버의 왼손이 자연스럽게 놓이는 곳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

초보 다이버도 쉽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진보적인 공기배출
i3는 Flat E-valve를 작동시킴에 있어, 공기나 수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PUSH-ROD 기술적용으로 공기 배출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Back Plate 백 플레이트는 다이버의 신체에 가해지는 중량을 분산시킴 동시에, 실린더를 중심을 고정시켜 좌, 우 이동을 막아줍니다.

Tank Band 하나의 독립된 밴드는 실린더와 백 플레이트를 견고히 연결하여 실린더를 수직으로 밀착시켜 줍니다.

Valve Retention Strap 실린더의 상단을 Trim Strap으로 고정시켜, 등과 수평을 만들어 앞으로 숙여짐을 막아줍니다.

Swivel Shoulder Buckle 스위벨 타입의 어깨버클은 다이버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여 어깨와 BC의 밀착력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LDPE Plastic 유연성이 저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는 각각의 연결 된 스트랩을 온몸에 감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위 각각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 Wrapture™ Harness 시스템을 만들고, 다이버에게는 최고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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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TECHNICAL INFORMATION

WRAPTURE HARNESS SYSTEM

BC 기술정보

ADV JACKET
스타일
입체적으로 감싸주는 착용 시스템으로

다이버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AQUALUNG만의 스타일 입니다.

GRIPLOCK™
실린더 밴드 시스템
입체적으로 감싸주는 착용 시스템으로

다이버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AQUALUNG만의 스타일 입니다.

2단
폴더카고 포켓
입체적으로 감싸주는 착용 시스템으로

다이버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AQUALUNG만의 스타일 입니다.

높이 조절
가슴버클
입체적으로 감싸주는 착용 시스템으로

다이버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AQUALUNG만의 스타일 입니다.

OCTOPUS
POCKET
입체적으로 감싸주는 착용 시스템으로

다이버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AQUALUNG만의 스타일 입니다.

QUICK RELEASE
WAISTBAND
Waistband는 Quick Release Clip을 

사용하여 D-Ring을 어느방향으로 

당겨도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SQUEEZE LOCK
나이프
입체적으로 감싸주는 착용 시스템으로

다이버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AQUALUNG만의 스타일 입니다.

FLAT E-VALVE 
시스템 
슬림형 덤프밸브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어떠한 자세에서도

쉽고 빠르게 공기배출이 가능합니다.

GAUGE
POCKET
게이지를 수납 할 수 있는 전용 주머니가

달려있어 별도의 리트렉터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AIR
SOURCE 3(별매)
호흡기 기능과 인플레이터 기능이

결합 된 통합형 보조 호흡기입니다.

(BC호스 분리가능)

SURELOCK II™
통합형 웨이트 시스템

특허받은 SureLock II™통합형 웨이트

시스템으로 레일방식 웨이트 포켓을

사용.(3종류의 웨이트 포켓)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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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OM i3 P/I

￦ 1,600,000

엑시움 아이 쓰리 피 아이 BC
AXIOM i3 P/I는 신개념의 부력조절 장치인 
i3 시스템과 급배기가 가능한 
파워인플레이터가 장착되어
다이버의 편의성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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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OM i3

AXIOM

￦ 1,500,000

￦ 1,250,000

엑시움 아이 쓰리 BC

엑시움 BC

프로페셔널 다이버를 위한 AXIOM i3는 입체적으
로 감싸주는 ADV 자켓형 타입에 신개념의 부력
조절 장치인 i3 시스템 적용되어 수중에서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다이빙경험을 제공합니다.

AXIOM BC는 전통적인 ADV 자켓 타입의 플래그쉽 
모델로 아쿠아렁을 대표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BC 입니다.

●  ADV 자켓형 타입
●  i3 컨트롤 시스템 적용
●  Wrapture harness 시스템 장착
●  SureLock II통합형 웨이트 시스템
●  GripLock 실린더 밴드 시스템
●  후면 Trim Weight 시스템(포켓2개-개당 5lbs)
●  Quick Release Waistband적용으로 쉽고 편한 허리조절
●  편의성을 극대화 시킨 미세 조절타입 가슴버클 적용하여
  어깨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스위벨 버클 적용
●  슬림형 덤프밸브(E-Flat Valve)
●  측면 2단 접이식 대용량 카고 포켓 제공
●  Squeeze Lock 나이프 기본장착

●  ADV 자켓형 타입
●  Wrapture harness 시스템 장착
●  SureLock II통합형 웨이트 시스템
●  GripLock 실린더 밴드 시스템
●  후면 Trim Weight 시스템(포켓2개-개당 5lbs)
●  Quick Release Waistband적용으로 쉽고 편한 허리조절
●  어깨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스위벨 버클 적용
●  슬림형 덤프밸브(E-Flat Valve)
●  Squeeze Lock 나이프 기본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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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i3

SOUL i3 P/I

￦ 1,500,000

￦ 1,600,000

소울 아이 쓰리 BC

소울 아이 쓰리 피 아이 BC

여성전용으로 개발 된 SOUL i3 는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착용감이 뛰어난 ADV 자켓형 BC로 
측면과 후면을 모두활용한 3D 입체부력에, 
i3시스템이 적용된 BC 입니다.

AXIOM i3 P/I는 신개념의 부력조절 장치인 
i3 시스템과 급배기가 가능한 파워인플레이
터가 장착되어 다이버의 편의성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  여성전용 ADV 자켓형 타입
●  i3 컨트롤 시스템 적용
●  측면 2단 접이식 대용량 카고 포켓 제공
●  Squeeze Lock 나이프 기본장착
●  Wrapture harness 시스템 장착
●  SureLock II 통합형 웨이트 시스템
●  GripLock 실린더 밴드 시스템
●  후면 Trim Weight 시스템(포켓2개-개당 5lbs)
●  Quick Release Waistband적용으로 쉽고 편한 허리조절
●  편의성을 극대화 시킨 미세 조절타입 가슴버클 장착
●  어깨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스위벨 버클 적용
●  슬림형 덤프밸브(E-Flat Valve)

●  SOUL i3 기본구성 외 파워인플레이터 
  장착 제품
●  LP호스 연결시 I3 컨트롤러 혹은 
  파워 인플레이터 
  선택 사용가능(동시사용 불가)
●  SOUL i3 와 SOUL i3 P/I BC의 사이즈 
  및 부력은 동일합니다.

Women's
LINE

Women'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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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DIMENSION
디멘션 BC

￦ 1,200,000

￦ 1,150,000

로터스 BC
● 2가지색상 (블랙/차콜, 블랙/핑크)
● wrapture 시스템으로 곡선으로 되어진 어깨끈과    
   사이드로브를 적용하여 착용감이 뛰어남
● 통합 웨이트 시스템

Air cell 은 변색방지 Resistek fabric 재질로 
만들어진 변색방지 1050데니어 방탄재질로 
만든 Armor X 제질이고 Back pad core는 
편안한 오픈 셀로 구성

●  슈어락
●  대용량 접이식 포켓
●  슈어락 기본장착
●  슬립형 덤브벨브(E-Flat valve)

SIZE 

XS/SM (307401)

MD  (307402)

ML  (307403)

블랙/차콜

각종 고리들 (디링, 옥토포스 고리, 게이지고리 등 )

블랙/핑크

●  통합 웨이트 시스템

●  진보된 Reistek™적용으로 
  변식과 마모에 강함

●  대형 접이식 포켓
●  물의 저항을 최소화한 flat value 적용
●  트림웨이트 포켓 적용
●  옥토퍼스 홀더

SIZE 

SM (309401)

MD (309402)

ML (309403)

LG (309404)

XL (309405)

Women'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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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 690,000

웨이브 BC
심플한 디자인과 내구성이 뛰어난 WAVE BC는 기본에 충실하고 
실용적인 장점과 동시에 낮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교육센터 및 
리조트 렌탈장비로 최적화 된 장비입니다.

●  전통적인 클래식 타입의 자켓형 BC
●  내 외피 높은 내구성이 1,000데니어 원단 적용
●  좌 우측 수납이 용이한 벨크로포켓 장착
●  수중에서 식별이 용이한 오렌지 컬러의 덤프 손잡이
●  식별이 용이한 사이즈 표기
●  경량화 된 플랫타입의 스텐레스 D링 장착

PRO HD

￦ 980,000

프로 HD
PRO HD는 넓은 범위에 다이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통합 웨이트 시스템의 부력
조절기입니다.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가치를 저렴한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ResisteK™을 사용해 염분에 강합니다.

●  SureLock™II 통합웨이트 시스템으로 쉽고 빠른 탈착 시스템.
●  탱크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무패드 적용
●  진보된 ResisteK™적용으로 변색과 마모에 강한 저항
●  양쪽에 적용된 유틸리티 포켓으로 탈, 부착에 용이
●  넓은 폭으로 조정 가능한 허리밴드
●  물의 저항을 최소화 하는 flat valve 적용
●  탱크에 최대한 가까운 트림 웨이트 포켓으로 트림에 용이
●  포켓 상단에 옥토 홀더를 적용시킴으로서 찾기 쉽고,  눈에 잘 들어옴
●  손이 손쉽게 닿는 위치에 나이프 적용 (나이프 기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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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FLATOR

￦ 180,000

파워 인플레이터
빠른 공기배출 및 오럴기능이 포함 된
파워 인플레이터 입니다.

ORAL 
INFLATOR

￦ 100,000

오럴 인플레이터
i3 시스템 혹은 일반 BC에 입으로 
공기주입과 배출이 쉽도록 간편하게 
설계된 인플레이터 입니다.

GRIP LOCK 
TANK BAND

￦ 130,000 ￦ 55,000

￦ 90,000

￦ 80,000

￦ 70,000

그립락 탱크 밴드(아쿠아렁)
1단계 버클, 2단계 벨크로 적용으로 
미세조절이 가능합니다. 고무로 된 Rubber 
Traction Pad로 실린더 고정시 그립력을 
향상시켜, 완벽한 세팅을 도와줍니다.

SURELOCK 10 KIT

SURELOCK 15 KIT

SURELOCK 16 KIT

슈어락 10 키트

슈어락 15 키트

슈어락 16 키트

아쿠아렁 BC의 통합형 웨이트
중      량 : 10파운드
적용모델 : AXIOM i3, AXIOM i3 P/I
              SOUL i3, SOUL i3 P/I, PEARL, 
              PRO LT 

아쿠아렁 BC의 통합형 웨이트
중      량 : 15파운드
적용모델 : AXIOM i3, AXIOM i3 P/I, 
              PRO LT

아쿠아렁 BC의 통합형 웨이트
중      량 : 16파운드
적용모델 : PRO LT / BLACK ICE

RETRACTOR 
CONSOLE KIT
리트렉터 콘솔 키트
다양한 악세서리 장착이 가능한
콘솔 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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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ATION BLACK 
HAWK
센세이션 블랙호크 BC

￦ 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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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스포츠 B.C

63

SENSATION RX
센세이션 RX

￦ 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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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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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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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X H100 SYSTEM
WTX H100 시스템

WTX H100 시스템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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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0,000

 ￦ 2,200,000

WTX PSD 시리즈

WTX D 시리즈

WTX H100 시리즈

A형

B형

세트
할인

세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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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X PSD30/40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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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S  \ 140,000 스토리지 백 \ 10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WTX PSD30/40 MMS
(웨이트 시스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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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00 웨이트포켓(2개) ₩ 9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싱글아답터웨이트 ₩ 100,000

스토리지백 ₩ 100,000

WTX PSD30/40  
WTX PSD30/40 + MMS

A 패키지  ￦ 1.720,000 

B 패키지  ￦ 1,870,000 

B

A

하네스 끈 조절이 가능(좌우 웨빙 홀더 부착)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편의성 및 전문성을 도모합니다.
탈부착이 손쉬운 버클시스템 (라이트캐니스틱 탈부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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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X D30/40 
WTX D30/40 + MMS

WTX D30/40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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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00 스토리지백 ₩ 10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WTX D30/40 MMS
(웨이트 시스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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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00 웨이트포켓(2개) ₩ 9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싱글아답터웨이트 ₩ 100,000

스토리지백 ₩ 100,000

B

A

A 패키지  ￦ 1,620,000 

B 패키지  ￦ 1,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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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 II
텍 II 멀티모션 시스템
TEKII는 멀티모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다이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 제품입니다. 
MMS시스템은 다이버가 착용하는 슈트에 따라 
하네스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ㆍ수중에서 저항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유선형 디자인

ㆍ어깨패드 및 스토리지백

ㆍ외피:1,680 D 메트 원단(직조)

ㆍ내피:410 D 특수코팅 원단(내구성강화)

ㆍ흡/배기량이 뛰어난 인플레이터

ㆍ부력:35lbs(15.8kg)

ㆍ사이즈:41cm(폭)X65cm(높이)

A 패키지  ￦ 1,320,000 

B 패키지  ￦ 1,470,000 

텍 II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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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00 스토리지백 ₩ 10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텍 II MMS
(웨이트 시스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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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00 웨이트포켓(2개) ₩ 9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싱글아답터웨이트 ₩ 100,000

스토리지백 ₩ 100,000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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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호스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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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0 스토리지백 ₩ 10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블루호스 MMS
(웨이트 시스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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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00 웨이트포켓(2개) ₩ 90,000

어깨패드(좌/우) ₩ 80,000 싱글아답터웨이트 ₩ 100,000

스토리지백 ₩ 100,000

B

A

BLUE HORSE 
블루호스 멀티모션 시스템
도넛형의 에어 컨트롤과 말발굽형의 트림 컨트롤의 용이함을
접목한 퓨전 타입 블래더에 멀티모션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MMS시스템은 다이버가 착용하는 슈트에 따라 하네스 길이를 
자요롭게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ㆍ수중에서 저항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유선형 디자인

ㆍ트림조절이 용이한 퓨전 말발굽 타입

ㆍ새롭게 디자인 된 신형 어깨패드 및 스토리지 백

ㆍ외피원단 : 1,680 데니어

ㆍ내피원단 : 410 데니어

ㆍ인플레이터 : 흡/베기량이 뛰어난 인플레이터

ㆍ부력 : 32lbs(14.5kg)

ㆍ사이즈 : 50cm(폭)

A 패키지  ￦ 1,340,000 

B 패키지  ￦ 1,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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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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2개의 웨이트 포켓 과 1개의 

   다용도 포켓 기본제공

ㆍ부력 : 55lbs( (25kg)

ㆍ텍 다이빙용 캠버클 타입 적용

ㆍ탱크 높이 조절 끈과 손잡이

싱글 윙 시스템 테크니컬 더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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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마운트 윙 시스템삼족오 텍 어셈블리 키트

￦ 150,000 

\ 20,00080 Cuft 탱크 고무밴드(4)

\ 40,000스냅 & 고무번지줄

\ 14,0003 bar 와이드 슬라이드(2)

\ 108,000고리끈 볼트스냅(2)

\2,000텍 와셔(2)

\ 184,000TOTAL

\ 150,000세트 특가

가 격제  품

모든 SET의 구성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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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User-friendliness상 수상
2011년 ZEOS 38모델은 NURAS 

독자 사이에서 실시 된 여론조사에서 

700 표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안티 박테리아 코팅처리

다이버들은 사이너스 압착이 오

는 이유를 생각해 본적이 있을 것

입니다. Wing 내부는 병원성 박

테리아가 서식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부비동에 문제가 오

면 몇 주 동안 다이빙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줄

이기 위해 ZEOS의 Wing 내부에

는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는 약품

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수면에서의 편안함

블래더는 다이빙 전 후에 다이버

를 수면에 띄워 주고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ZEOS

의 블래더는 다이버가 수면에서 

있을 때 작은 부분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제작 되어 몸이 앞으

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최소화했

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이 수면에

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다이빙 

전후 높은 파도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수중에서 완벽한 자세를 
위한 구조

블래더의 구조는 다이버들이 트

림(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ZEOS wing의 부력 

중심은 실린더 무게 중심과 일치

합니다. 이로써, 오픈워터 다이버

에서부터 TRIMIX 테크니컬 다이

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완벽한 

트림을 잡을 수 있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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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서의 편안함

ZEOS는 필요 없는 공간을 최소

화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임에

도 불구하고 약 17kg(38파운드 

기준)의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래더가 실린더 위로 올라

가지 않게 디자인 되어 물의 저

항에 의해 체력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우수한 안전성과 쉬운 
탈착이 가능한 버클 

만약 수중에서 웨이트를 잃어버

리면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 할 수

도 있습니다. xDEEP 웨이트 포켓

은 미국의 ITW NEXUS에서 제작

한 튼튼하고 내구력이 강한 버클

이 장착되어 있어서 웨이트를 단

단히 고정 시킵니다. 긴급한 상

황에서는 버클의 여유로운 사이

즈 때문에 쉽게 분리시킬 수 있

습니다.

덤프밸브 위치의 최적화
xDEEP 블래더의 덤프밸브는 다른 브랜드보다 약간 아래 위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 아니게 공기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쉽게 덤프밸브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SUPER-resistant 원단의 
강한 외피

새로운 최신 기술을 지향하며 개

발된 ZEOS윙의 외부 쉘은 1100 

DTEX 강화원단으로 이루어 졌습

니다.

또한 CORDURA 섬유는 나일론

보다 내마모성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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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OS 28/38 Set 1
xDEEP의 기본사양의 싱글윙 시스템

세트할인가  ￦ 1,400,000
  

 기본 제원
ㆍ타입 : 도넛형 wing-style의 BC

ㆍ부력 : 13L (ZEOS 28), 17L (ZEOS 38)

ㆍ외피원단 : Cordura 1100 dTEX

ㆍ내피원단 : Nylon 440 Dtex

 탱크 허용한도
ㆍ탱크타입 : 싱글탱크

  작동 온도
ㆍ수온 : -2℃ and 40℃

ㆍ기온 : -20℃ and 60℃

 인플레이터
ㆍ타입 :K type

ㆍ공급압력 : 6 bar and 17.23 bar (250 PSI).

Zeos 28/38 블레더

백플레이트(스텐)

싱글아답터

탱크밴드 2개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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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OS 28/38 Set 2
xDEEP의 등판패드와 어깨패드가 
조합된 싱글윙 시스템

세트할인가  ￦ 1,600,000   

 기본 제원
ㆍ타입 : 도넛형 wing-style의 BC

ㆍ부력 : 13L (ZEOS 28), 17L (ZEOS 38)

ㆍ외피원단 : Cordura 1100 dTEX

ㆍ내피원단 : Nylon 440 dTEX

 탱크 허용한도
ㆍ탱크타입 : 싱글탱크

  작동 온도
ㆍ수온 : -2℃ and 40℃

ㆍ기온 : -20℃ and 60℃

 인플레이터
ㆍ타입 :K type

ㆍ공급압력 : 6 bar and 17.23 bar (250 PSI).

Zeos 28/38 블레더

백플레이트(스텐)

싱글아답터

탱크밴드 2개

3D 매쉬패드 

어깨패드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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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
최적의 경량화된 싱글 윙 시스템
테크레이션 여행용 윙으로 최고의 만족
을 느낄수 있습니다.

￦ 1,500,000
  

 기본 제원
ㆍ타입 : Toroidal wing-style 

           (원을 회전축 둘레에서 회전시켜서 만들어지는 도넛형)

ㆍ부력 : 17kg(37lbs)

ㆍ외피원단 : 코듀라 1100 DTEX

ㆍ윙구성 : 싱글 쉘 윙

ㆍ무게 : 전체 세트(포켓제외) : 2.2kg~2.4kg

            드라이 윙(하네스 제외) : 0.65kg

ㆍ백 플레이트 포함

   싱글 아답타 : NS시리즈 초경량

ㆍ백플레이트 및 어깨끈 패딩 : 3D메쉬 중성부력

ㆍ하네스 어깨 끈 조절 : QR플라스틱 버클 형(양쪽)

ㆍ크로칭 스트랩 : V자형 스트랩

ㆍ크기 : 175cm 이하 small

ㆍ174cm 이상 Large인

 플레이터
ㆍ타입 : K type

ㆍ공급압력 : 6 bar and 17.23 bar(250psi)

 탱크 허용 한도
ㆍ시린더 타입 : 싱글 탱크

ㆍ최대 크기 : 15L

ㆍ실린더 직경 : 140mm~240mm

  작동 온도
ㆍ수온 : -2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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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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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마운트 SYSTEM

통합 웨이트시스템

Stealth 2.0 하네스를 제작하는 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

하며 설계하였습니다. 12kg? 16kg? 문제없습니다. 20kg 이상도 문제없

습니다. 

Stealth 2.0 시스템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웨이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3mm슈트나 두꺼운 웨트슈트, 또는 드라이 슈트까지 어떤 것을 입는다고 

해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동식 블래더 

Sealth 2.0 블래더는 하네스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Stealth 2.0 은 여러

분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 BC를 이동시키고 장착 할 수 있는 완벽한 시

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실린더를 분리하고 이상적인 트림을 유지하기 위

한 자세가 요구 될 때 BC를 몸 전체 어떤 곳이든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Stealth 2.0 블래더는 다른 제품의 하네스와 사용해도 아무 문제

가 없습니다.

매끄럽고 정확한 웨이트 중심 조절 

혁신적인 Stealth 2.0 포켓차단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웨이트 분실율을 최

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 동굴이나 난파선과 같은 천정이 막힌 다이

빙에서 잦은 부딪힘과 충격에도 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이드 마운트 하네스 
사이드 마운트 하네스에는 각기 다른 강도의 끈이 필요로 합니다. 허리 스

트랩은 스테이지나 웨이트 포켓을 장착해야 함으로 매우 강한 끈을 사용 

하였습니다. 어깨 스트랩은 다른 위치에 비해 부드럽고 유연하게 어깨를 

감싸줄 수 있도록 중간 강도의 끈을 사용하였습니다. 크로치 스트랩(다리

와 다리 사이)은 슈트나 드라이 슈트의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부

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듯 Stealth 2.0의 스트랩은 이를 반영

하여 각기 다른 강성의 스트랩을 사용 하였습니다.

더블 레이어 블래더

이중막으로 되어 있지 않은 블래더로 난파선 다이빙을 한다는 것이 위험

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이드마운트의 구성은 일반 

탱크를 등에 장착하는 BC에 비해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alth 

2.0의 블래더는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피는 Cordura 1100 dTEX

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블래더의 설계 

사이드 마운트의 BC는 공기를 가득 채워도 평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

다. 만약 BC가 평평하지 않다면 다른 위험 요소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Stealth 2.0 BC는 공기를 채워도 유선형을 유지 할 수 있어서 다이빙 중에 

완벽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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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 사용이 가능한 OPRV Valve 

난파선 다이빙이나 동굴 다이빙을 할 때에는 보통은 한손으로만 밸브의 

위치를 찾고 작동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로 쓰는 손이 어느 쪽인

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Stealth 2.0의 over-pressure relief valve(

덤프밸프)를 BC의 중앙에 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왼손이

나 오른손으로 자유롭게 밸브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착용

알루미늄 실린더의 부력은 공기를 사용함에 따라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뀝니다. 때문에 실린더의 부력에 따라 위치를 이동시켜줘야 하는데 

Stealth 2.0은 허리 스트랩에 있는 D-ring을 이용하여 장착 지점을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은 실린더 위치를 다이빙 중에, 수평

자세에서, 한 번의 움직임으로, 원하는 곳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스트랩 조절 가능

Stealth 2.0 하네스는 스트랩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

습니다. 다른 제품과는 달리 한 개의 스트랩으로 하네스를 제작하지 않

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깨 스트랩을 조절한다고 해도 허리 스트랩에 영

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뜻은 D-ring을 이동시키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손쉬운 교체 가능 

하네스의 구조와 상관없이 스트랩의 재질은 사용 수명에 아주 중요한 요

소입니다. 스트랩이 마모 되면 여러분은 스트랩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

다. 이는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로 느껴질 것입니다. Stealth 2.0 하네스

는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게 제작되어 여러분이 직접 쉽고 간단하게 교

체 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의 정확한 분배 

완벽한 트림에 있어서 웨이트의 정확한 분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xDEEP 

웨이트 시스템은 매끄럽고 정확하게 무게 중심으로 이동 시킬 수 있습

니다.(중앙 웨이트 시스템 포켓은 이동간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

다 큽니다.)

이는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서든지 완벽한 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

Stealth 2.0 하네스의 연결점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어깨 스

트랩은 수중에서도 정확한 길이를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여

러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웨이트 시스템

은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중앙 웨이트 포켓은 하

단의 연결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회전할 때도 방해가 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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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LTH 2.0 CLASSIC SET
세트할인가  ￦ 1,400,000   

 제품 구성 
ㆍStealth 2.0 윙

ㆍStealth 2.0 harness

ㆍ센트럴웨이트 포켓 

 기본 제원
ㆍ타입 : 하네스와 BC가 분리방식으로 되어 

   하네스를 먼저 착용 후 BC를 몸에 감싸듯이 착용

ㆍ부력 : 36 파운드

ㆍ외피원단 : Cordura 1100 dTEX

ㆍ내피원단 : Nylon 440 dTEX

 탱크 허용한도
ㆍ탱크타입 : 사이드마운트로 구성

ㆍ리프트 : 16.5 kg

  작동 온도
ㆍ수온 : -2℃ and 40℃

ㆍ기온 : -20℃ and 60℃

 인플레이터
ㆍ타입 : K type

ㆍ공급압력 : 6 bar and 17.23 bar (25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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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STEALTH 2.0 SET
REC STEALTH 2.0 SET

세트할인가  ￦ 1,400,000   

 제품 구성 
ㆍTEC Stealth 2.0 윙

ㆍStealth 2.0 harness

ㆍ센트럴웨이트 포켓 사이즈 : M / W 

 기본 제원
ㆍ타입 : 하네스와 BC가 일체형 방식으로 되어 

           하네스를 먼저 착용 후 BC를 몸에 감싸듯이 착용

ㆍ부력 : TEC 40 파운드 / REC 35 파운드

ㆍ외피원단 : Cordura 1100 dTEX

ㆍ내피원단 : Nylon 440 dTEX

ㆍBC 무게 : TEC 2.0 kg  /  REC 1.5 kg

 탱크 허용한도
ㆍ탱크타입 : 사이드마운트로 구성

ㆍ최대크기 : 2 x 15 liters

  작동 온도
ㆍ수온 : -2℃ and 40℃

ㆍ기온 : -20℃ and 60℃

 인플레이터
ㆍ타입 : K type

ㆍ공급압력 : 6 bar and 17.23 bar (250 PSI)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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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KS WSX-25 
SIDEMOUNT WING

￦ 1,600,000
  

 제품 구성 
ㆍAmoguard 블레더

ㆍ액세서리 파우치

ㆍ스텐 Plate를 포함한 하네스(완전조립 완성)

ㆍ크로치스트랩(5cm)

ㆍ3X3kg(18lbs) 웨이트 퍼치

ㆍ허리버클 및 6개의 스텐 D링

ㆍ슬라이딩 및 드롭 링

 기본 제원
ㆍ부력 27lbs

ㆍ크기 원사이즈

ㆍ외피원단 : Amoguard-표준 코드라원단보다

   10배 이상의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ㆍAmoguard의 추가 보호층(이중구도)은 

   좁은공간에서의 블레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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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다양한 기능

2개의 Plate System은 
바디 길이를 조정 가능

중앙 웨이트 포켓

SlideLock D-RingㆍSliding D-ring 은 
다이빙 하는 동안 실린더 위치 조정 가능

하단 모서리에 몸의 균형을 위해 
능률적으로 활용 가능한 번지 장착 가능

Power Inflator를
좌우 양쪽에 장착 가능



2016 레크레이션 싱글윙 ● 사이드마운트 윙 ● 테크니컬 윙

84

쉽고 간편한 밸브의 사용

필요 없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블래더의 윗부분을 최소

한의 사이즈로 줄여서 밸브를 쉽게 조작 할 수 있도록 제작되

었습니다. 

결과적으로 V-DRILL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블래

더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서 호스를 쉽게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설계

HYDROS는 다이버들이 수면위에 있을 때 작은 부분만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

분이 수면에서 다이버가 자세를 유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

할을 합니다.

바다 수면에서 큰 파도가 있을 때나 공기가 가득 차있는 스

테이지를 매고 있을 때 다른 차이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정중앙에 위치한 인플레이터

HYDROS의 인플레이터는 블래더 상단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

다. 이유는 실린더의 목 부분과 메니폴더 부분의 공간을 최대

한 활용하기 위해 설계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탱크의 목 부분과의 충돌을 예방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파손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HYDROS TECH W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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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S 40/50 WING SYSTEM
XDEEP 더블 윙 시스템

세트할인가  ￦ 1,300,000   

 기본 제원
ㆍ40 / 50 lbs 

ㆍ타임 : 도넛형 wing-style의 BC

ㆍ부력 : 18L (HYDROS 40), 22L (HYDROS 50)

ㆍ외피원단 : Cordura 1100 dTEX

ㆍ내피원단 : Nylon 440 dTEX

ㆍ백플레이트 사이의 간격 : 11 inches (27.94 cm)

ㆍBC 무게 : 1.2 kg (HYDROS 40) 

                1.3 kg (HYDROS 50)

 탱크 허용한도
ㆍ탱크타입 : 더블탱크 세트

ㆍ최대크기 : 2x15 L (HYDROS 40)

                 2x18 L (HYDROS 50)

  작동 온도
ㆍ수온 : -2℃ and 40℃

ㆍ기온 : -20℃ and 60℃

 인플레이터
ㆍ타입 :K type

ㆍ공급압력 : 6 bar and 17.23 bar (25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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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 55
패스파인더 55
넓은 공기 통로에의해 공기 흐름이 
원활한 더블 블레더 타입 윙입니다.

￦ 1,150,000   

 기본 제원
ㆍ테크니컬다이빙(더블)탱크에 최적화 된 디자인

ㆍ외피원단 : 1,680D메트 원단

ㆍ내피원단 : 410D 특수코팅 원단(B.C원단)

ㆍ텍자바라 호스 / 홈, 배기량이 뛰어난 인플레이터

ㆍ부력 : 55 lbs (20.5kg)

ㆍ사이즈 : Onesize 53cmX57cm

ㆍ구성품 : 블레더 바디/ 웹하네스/ 백플레이트

V웨이트 포켓 포함

스토리지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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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LTH 45
스텔스 45
수중 수면에서의 편안한 자세 유지 및 부수제품을 
쉽게 조작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었습니다.

￦ 1,200,000   

 기본 제원
ㆍ테크니컬 전용 더  블 실린더 용

ㆍ외피원단 : 1,680 D 메트원단

ㆍ내피원단 : 410 D 특수코팅 원단

ㆍ부력 : 45 lbs

ㆍ구성품 : 블레더 바디 / 웹하네스 / 백플레이트

V웨이트 포켓 포함

스토리지백 제외

TECHNICAL 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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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주문번호 

 BC 악세사리 388090 

￦ 820,000

WTX H100
WTX H100 하네스

 타입 주문번호 

 BC 악세사리 388020 ￦ 380,000WTX SURELOCK
WTX 슈어락 시스템

 타입 주문번호 

 BC 악세사리 388045 ￦ 200,000ATTACHMENT
어태치먼트 시스템

 타입 주문번호 

 BC 악세사리 428240 ￦ 130,000GRIPLOCK
그립락 탱크밴드(아펙스)

￦ 850,000WTX D40, D30
WTX D40, D30 블레더

 제품명 주문번호 부력 
 WTX D40 388140 40 lbs / 18 liter 
 WTX D30 388130 30 lbs / 15 liter  

￦ 950,000WTX PSD40, PSD30
WTX PSD40, PSD30 블레더

 제품명 주문번호 부력 
 WTX PSD40 388240 40 lbs / 18 liter 
 WTX PSD30 388230 30 lbs / 15 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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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OS 28/38 WING  
xDEEP의 싱글 윙

  ￦ 850,000   

 기본 제원
ㆍ타입 : 도넛형 wing-style의 BC

ㆍ부력 : 13L (ZEOS 28), 17L (ZEOS 38)

ㆍ외피원단 : Cordura 1100 dTEX

ㆍ내피원단 : Nylon 440 dTEX

HYDROS 40/50 WING  
xDEEP의 더블 윙 

  ￦ 900,000   

 기본 제원
ㆍ타입 : 도넛형 wing-style의 BC

ㆍ부력 : 18L (HYDROS 40), 

            22L (HYDROS 50)

ㆍ외피원단 : Cordura 1100 dTEX

ㆍ내피원단 : Nylon 440 dTEX

ZEOS 28 : BC-001-0

ZEOS 38 : BC-002-0

HYDROS 40 : BC-003-0

HYDROS 50 : BC-004-0

웨이트포켓   
  ￦ 240,000   

HA-001-0

 기본 제원
ㆍ사이즈 M : 각 3 kg

           XL : 각 6 kg

3D 매쉬 어깨패드    
￦ 150,000   

HA-020-0

 기본 제원
ㆍ벌집형 매쉬패드

3D 매쉬패드
￦ 150,000   

HA-019-0

 기본 제원
ㆍ벌집형 매쉬 패드

M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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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Stealth 2.0 WING
￦ 750,000   BC-006

트림포켓
세트가  ￦ 120,000   HA-016

개당   ￦ 65,000
ㆍ사이즈 S : 무게  각 1.5 kg

ㆍ사이즈 L : 무게  각    3 kg

벗 플레이트 
￦ 130,000   HA-017

카고파우치 
￦ 180,000   HA-022

ㆍ사이드마운트 전용   ㆍ25 x 19 cm

측면 지퍼 개방시

배터리홀더 
￦ 60,000   HA-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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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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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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LTH 45
스텔스 45 블래더

￦ 750,000 

ㆍ테크니컬 전용 더블 실린더 용

ㆍ외피원단 : 1,680D 메트원단

ㆍ내피원단 : 410D 특수코팅 원단

ㆍ부력 : 45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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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COMPUTER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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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750T

  

i750T는 현재 사용되는 모든 최신의 기술의 집합체로, 개봉 후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기능들은 다이버가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다이빙 체험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OLED color화면, 사용하기 쉬운 interface, 3-axis full-tilt compass로 다이버가 매우 쉽게 화면 작동 및 읽을 수 있습니다. 
Bluetooth 4.0 wireless기능으로 모든 다이빙 기록을 빠르게 확인 및 저장 가능합니다. 
선택 사항인 Hoseless gas integration과 Transmitter(단 한번 등록으로 계속 사용 가능)기능.

최고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i750T는 직감적이며 컴팩트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i750T는 최첨단 기능을 탑재 했으며(OLED화면과 Bluetooth), 
또한 간단한 작동과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숙련 된 다이버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 1,450,000￦ 1,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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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쉬운 interface와 고해상도 OLED Screen
ㆍColor OLED 화면으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며, 화면 절전기능으로    

   배터리 절전가능(화면꺼짐 기능)

ㆍ화면의 key로 모든 메뉴를 쉽게 확인 가능, 

   작동이 간편한 3개의 네비게이션 interface버튼으로 쉽게 설정 및 수정가능

BLUETOOTH  SMART DATE TRANSFER 
TO THE DIVERLOG APP
ㆍDiver log app 다운로드(스마트폰 혹은 컴퓨터-Ios & Android 연동)

   후 무선으로 Log 저장 및 수정가능

ㆍ무선으로 다이빙 컴퓨터의 설정 변경 및 Log, Profile, 위치 변경, 

   사진과 동영상 저장 및 SNS기능

ㆍ한번 등록으로 평생 사용 가능

ㆍ3개의 트렌스미터에 호환 가능하며 싱글 다이브에서 

   믹스가스로 호환가능

ㆍ무선 공기압 트렌스미션-i450T, i750T 해당

ㆍ단 한번 등록으로 계속 사용가능

ㆍ베터리 사용과 교체 가능

ㆍ트렌스미터 비젼 : Nitrox 40%끼리 또는 

                         100% O₂(2가지)

ㆍ특허 받은 Gas Rernaining Algorithrn은 실시간으로 정확한 gas양을 관리합니다.

ㆍ3-axis full-tilt compass 읽기쉬운 컴파스 그래픽 기능, 

   compass bearing 잠금기능과 양쪽 상호각 표시가능

옵션 ￦ 500,000옵션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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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50T

  

i450T는 유연하고 직감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Active Diver와 Travel Diver에게 최적의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추가로 구성 된 무선 공기 트렌스미터 시스템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당신을 위해 제작 된 Transmitter. 단 한번 등록으로 계속 사용 가능 할 뿐 아니라 디자인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 
스포티한 룩이며, 쉽게 착용이 가능한 디자인 입니다.

i450T는 전세계의 다양한 다이빙 환경에 맞도록 기술집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감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당신을 위한 완벽한 손목형 컴퓨터 입니다.

￦ 1,350,000

ㆍHoseless gas integration
   특허 받은 Gas Time Remaining Algorithm은 실시간으로 

   정확한 gas양을 관리합니다.

   - 한번 등록으로 평생 사용 가능

   - 3개의 transmitter에 호환 가능하며, single dive에서 

      gas mix 호환 가능
 

ㆍIntuitive design and menu navigation
   - 읽기 쉬운 큰 글자 사용

   - 4 Mode : Air, Nitrox, Gauge, Free Dive Mode

      어떠한 다이빙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

   - 알람음 장착, LED warning light 장착으로 추가 안전 확보

ㆍDigital Compass
   - 북방위 설정, Compass beaning잠금 기능 

   - 자동 편각 조절 장치 장착

ㆍFree Dive mode
   - 수심, bottom, 수면 대기 시간, memory 기능 장착

ㆍFeatures (기능)
ㆍ3가지 기체까지 사용 가능, 각각의 개별 PO2 set point

   (3개의 Transmitter 필요 : 3가지 기체 사용 시)

ㆍ자동 고도 조절 장치

ㆍ시계 기능 : Time Zone, Stopwatch, Lap timer, Daily alarm, Timer

ㆍPVD 방식 도입으로 매우 견고 (Black / Grey 색만 적용)

ㆍPre-Dive Planning 기능으로 다이빙 전 deco 상태 미리 확인 가능

ㆍAutomatic Safety Stop Countdown은 분과 초 단위로 표시

ㆍ충전식 배터리 사용, 배터리 교체 시 저장 된 자료 보존 기능

ㆍ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software update 기능

ㆍBacklight 장착으로 보기 편함

ㆍ해수, 담수 선택 기능

ㆍDeep stop 가능 (Option)

ㆍDive Log : Mac이나 Pc에 연결 가능하여 다이빙 기록 관리

   Profile, 지역, 메모 기록 가능, 사진과 동영상 기능포함

   Dive Log은 별도 구매 (www.ediverlog.com)

블랙 화이트

￦ 1,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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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공기 통합 시스템
ㆍ실시간 Gas Time 알고리즘 계산

ㆍ3가지 믹스 가스 사용가능

ㆍ3가지 트랜스미터 사용가능

ㆍ판독하기 쉬운 커다란 액정 사이즈

ㆍ4개 기체 호환: Air, Nitrox, Gauge, and Free Dive mode

ㆍ보기 쉬운 LED 경고등과 오디오 경보음

Multiple gas capability (여러가지 기체가능)
ㆍMultiple gas capability (여러가지 기체가능)

ㆍup to 3 Nitrox mixes 전환되는 3가지 독립적 트랜스 미터는 

   02에서 3나이트록스 까지 믹싱 가능

ㆍ다른 시간대 , 스톱워치, 랩타이머 데일리 알람 , 카운트다운

ㆍ타이머를 포함한 고급 워치 기능

ㆍ재 다이빙 시 이전 다이빙 플랜의 미리보기 기능

ㆍ안전 정지 셋팅

ㆍ물이 닿으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ㆍ자가 배터리 교환 및 데이터 보존 가능

ㆍ배터리 교환 시 데이터 보존 가능

ㆍ사용자 업그레이드 가능한 펌웨어

ㆍ저 전압 시에도 보기 쉬운 Backlight

ㆍDeep stop 카운트다운 설정

ㆍMac or PC 에 간단하게 설정

ㆍDive Log 확인

DIGITAL COMPASS
ㆍ북반구모드로 경로를 설정해 놓을수 있으며 편각을 자동으로 조절 할 수 있음

FREE DIVE MODE
ㆍ프리 다이빙 모드 사용시 수심, 바닥, 수면 표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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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300
쉽게 사용 할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기능들로 
다이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쉬운 INTERFACE, 다양한 작동 모드, 
백라이트내장 및 사용자 건전지 교환이 가능한 
i 300은 기대이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견고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Wateractivate버튼)로, 
입수 후 바로 하강 할 수 있습니다.

￦ 5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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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OPERATION MODE
ㆍAir, Nitrox, Gauge, Free Dive Mode

   어떠한 다이빙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 (당일 환경 교체 가능)

ㆍ사용자가 배터리 교체 가능, 배터리 교체 시 저장 된 자료 보존 기능

ㆍBacklight 장착으로 보기 편함

ㆍ다이브 센터에서도 쉽게 리셋 가능

ㆍ알람음 장착, LED warning light 장착으로 추가 안전 확보

ㆍ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software update 기능 (Cable은 별도 구매)

ㆍPre-Dive Planning 기능으로 다음 다이빙 전 미리 확인 가능

ㆍWater-activate 버튼 내장으로, 다이빙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음

ㆍ하나의 버튼으로, 이전 다이빙을 볼수 있음 (Max depth & Bottom time)

ㆍHistory Mode로 총 다이빙 횟수, max depth, 다이빙 시간,

   최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ㆍNitrox mix to 50% O2 Nitrox -O2 50%까지

ㆍ별도 Deep stop (countdown timer) 가능

ㆍ해수, 담수 선택 기능

ㆍ자동 고도 조절 장치

ㆍDive Log : Mac이나 Pc에 연결 가능하여 다이빙 기록 관리 Profile, 

  지역, 메모 기록 가능, 사진과 동영상 기능포함

  DiverLog은 별도 구매 ( www.ediverl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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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3M Tech+
iX3M TECH+ 컴퓨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최상의 
테크니컬 다이빙 컴퓨터 입니다.

￦ 1,900,000

Features (기능)
Hoseless gas integration.

ㆍ다이브 모드 : Air, Nitrox, Trimix, CCR, Gauge AVG

ㆍ설정가능 믹스 가스 : 10

ㆍAlgorithms : Buhlmann ZHL-16B and VPM-B

ㆍAlgorithms 조정 : 사용자가 설정하는 

   Gradient Factor and Critical Bubble Radius

ㆍ알람 : 진동, 음향, 시각

ㆍ위성 : GPS, GLONASS, QZSS; SBAS, BEIDOU

ㆍDisplay : 2.8 inc. 320X240 pixel

ㆍ최대수심 : 300mt (984 ft)

ㆍ크기 : 88mm x 71mm x 28mm(가로,세로,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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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간단한 위치 설정으로 iX3M은 당신을 모셔드릴것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GNSS는 현존하는 모든 위성
(GPS, GLONASS, QZSS, SBAS, BEIDON)시스템과 적용 
가능하여 모든 국가(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에서 완벽한 
시그널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Double Core Algorithm : Buhlmann ZHL16B+VPM-B

iX3M은 2개의 알고니즘을 사용합니다.
두가지의 Algorithm은 이미 개장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간단한 작동으로 iX3M에서 원하는 알고니즘을 선택하여 다이빙시 
사용하십시요. 사용자 지정 Gradient Factor와 Critical Bubble Radius
다이버가 원하는 알고니즘으로 만듭니다.
iX3M은 사용자가 직접 Gradient Factors(for Buhlmann ZHL 16-B)
과 (ritical Bubble Radius (for VPM-B)를 조정가능합니다.
iX3M의 알고니즘을 다이버의 현 상황에 따라 지정 후, 어떤 다이빙을 
할지 지정합니다.

실시간 Algorithm

최고의 신뢰성, 유연성, 성능을 드립니다. iX3M의 통합적인 실시간 기능과 완벽한 알고니즘으로 현재 다이버의 조직포화도 

및 실시간으로 deco상태를 계산합니다. iX3M컴퓨터는 타제품과의 비교가 불가한 단 하나의 맞춤형 제품입니다.

반복 다이빙 관리

하루에도 여러번 반복되는 다이빙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시간 알고니즘으로 현재 다이버의 조직 포화도 및 반복적인 다이빙 프로파일을 이전 다이빙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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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Stop, Deco stop and Safety stop 
다이버의 선택으로 모두 맞춤화 가능

ㆍSafety stop은 가이드가 원하는 데로 설정
   ㆍsafety stop의 수심및 시간에맞추어 설정
   ㆍ환경에 따른 설정 가능

ㆍ모든 종류의 Deep stop OFF, Standard Method & 
   Pyle Method

ㆍ다이버가 원하는 Deco stop style
   ㆍ다이버가 원하는 모든 수심의 Deco stop
   ㆍ직접 설정 다음은 iX3M이 다 계산해 드립니다.

Gauge AVG

ㆍ재설정이 가능한 평균 수심 및 타이머
   -평균수심 리셋(한번클릭)
   -TIMER 리셋(한번클릭)
   ㆍCompass 리셋(한번클릭)

다이빙중 한번 클릭으로 모든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ㆍTTS뿐아니라 Deco stop, Time 그리고 MIX까지 표시
ㆍ전체 다이빙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표시합니다.

조직 포화도

ㆍ다이버의 현재 조직 포화도
ㆍ무감압 상황에서 다이버가 어떤 조직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포화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승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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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Dive Profile

ㆍ현 다이빙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2.8 inc 144 dpi resolution 
   screen으로 표시

ㆍ다이빙 중에도 실시간 업데이트

수동으로 MIX Gas 변경 가능

iX3M은 Gas Break 또는 MIX Change
를 수동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 시 다이버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완벽한 Planner 탑재

재 다이빙을 대비한 실제 시물레이션 
실행가능
ㆍ현대 다이빙 상황과 이전다이빙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다이빙을 재현 
할 수 있습니다

Rebreather처럼 작동합니다

iX3M은 Gas Break 또는 MIX Change
를 수동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 시 다이버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ㆍ다이빙 도중에도 보수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ㆍ만일 다이빙 도중에 
   "TIME TO SURFACE"(TTS)까지 도달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양의 gas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ㆍiX3M은 다이빙 중에도 보수성 변경이 
   가능하며 TTS값을 변경하여 당신을 
   안전하게 수면으로 인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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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앵글 뷰

ㆍ손목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명한  
   화면을 위한 150˚앵글 뷰
   (Data, Titles, Menu, Alarm 색상 선택 가능)

ㆍ스크린 자동 밝기 조절 기능 탑재,
  사용자가 원하는 밝기로도 셋팅 가능

수명이 긴 USB 충전식 Battery

ㆍ40시간 작동   ㆍ왼쪽 상단에 건전지 상태표시    
ㆍPC연결 및 건전지 충전이 가능한 cable   
ㆍ1개의 Cable로 작동    
ㆍ모든 공용 USB port와 호환 가능하며 
  스마트폰 충전기에도 적용 가능

작동이 쉬운 4개의 버튼

ㆍ사용자 친화적인 메뉴와 네 개의 버튼으로 이동합니다.

진동알람

ㆍiX3M은 전형적인 시각 및 음향 경보 기능 외에도 
   매우 강력한 진동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ㆍDrySuit을 입은 상태에도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껏 보지 못한최고의 Compass

ㆍ3D, 해상도 1˚, 정확도 오차범위 +1~-1˚
ㆍ완벽한 관성 플랫폼으로 기울기는 
   85̊ 까지 보장
ㆍ방향의 시각표시 및 상호 방향 표시

통합 Oxygen Analyser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컴퓨터

iX3M에 간단히 악세서리를 연결하여 전문적인 실시간용 자동 
Gas Mix Analyser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iX3M의 자체 sensor를 사용하여 교정 및 대기 상태를 
확인하여 탱크 안의 산소 1% 상태를 정확하게 추정합니다.

350,000원가스 아날라이저 별도 가격

iX3M ㆍO.S 기능내장

무료 update, 새로운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하며 PC 와 호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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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ㆍ기압표시(왼쪽) : 현재 있는 위치의 지구   
   기압을 의미합니다.

ㆍ기상예보(중앙) : 파란색 라인, 기압의 
   높낮이를 표시합니다

Pitch & Roll

iX3M의 가속도계는 수직 및 수평축에 
당신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Moon Pharase(달의 상태)

달의 상태 표시(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그믐달) 또한 과거와 미래 달의 단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hronometer(크로스미터)

부분적인 시간 및 탭타임을 시각화

MAGNETOMETER(자력계)
iX3M은 지구의 자기장을 추정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 변화는 철과 같은 강자성체에 
의한 것입니다.

LUXMETER(LUX계)
iX3M은 얼마나 많은 빛이 있는지 주변 광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ALTIMETEN(고도계)
자동 고도측정기로 고도 다이빙 가능

THERMOMETER(온도계)
섭씨 혹은 화씨

BAROMETER(기압계)
기압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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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초 리브리더 용 
   CO2와 O2(x3)센서

ㆍRebreathen에 직접 연결하여 
   iX3M전용센서 보드로 3가지의 
   산소와 1개의 이산화탄소를 
   감지 할 수 있습니다.

ㆍ3가지의 희석제까지 설정하고   
   Algonithm GF(혹은 CBR for 
   VPM)를 설정

ㆍiX3M의 설정은 자동 혹은  
   수동으로 변경 가능

ㆍiX3M은 모든 종족의 
   Rebreather와 완벽하게 작동

iX3M Reb
당신의 Rebreath에 결합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입니다.

￦ 2,500,000   

 기본 제원
ㆍ다이브 모드 : AIR, Nitrox, CCR(리브리더 컨넥터 부착), Gauge AVG

ㆍ설정가능한 혼합기체 : 10 Gas + 3Diluents

ㆍ알고니즘 : Bublmann ZHL-16B and VPM-B

ㆍAlgorithm 조정 : 사용자가 설정하는 Gradient Factor(GF)와 Critical Bubble Radius

ㆍ알람신호 : 진동, 음향, 시각

ㆍ위성 : GPS, GLONASS, QZSS;SBAS, BEIDOU

ㆍ디스플레이 해상도 : 2.8inc. 320X240pixel

ㆍ최대수심 : 300mt(984ft)



2016 나이트록스 ● 텍 컴퓨터 ● 아나로그 게이지

110

iDive Easy  
우아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의 시계 !
iDive 컴퓨터는 타사 제품과의 비교가 불가한 단 하나의 맞춤형
다이브 컴퓨터 입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의 감각을 자랑 하십시오

￦ 1,100,000   

 기본 제원
ㆍ다이브 모드 : Air, Nitrox, Freediving, Gauge AVG

ㆍMix : 2개

ㆍ케이스 : 316L 스텐레스 스틸 재질

   (15mm두께로 220mt의 수심에서 사용가능)

ㆍTopGlass : 파손이 거의 불가능한 

   스크레치 방지용 사파이어 글라스 사용

   (사파이어 글라스는 Rolex®, omega®시계에 사용)

ㆍ디스플레이 해상도 : 80 x 80 pixel

ㆍ최대수심 : 220mt (721ft)

ㆍ알고니즘 : Buhlmann ZHL-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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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Algorithm은 최고의 신뢰성과 최상의 성능을 드립니다.
iDive의 통합적인 실시간 기능과 완연한 알고니즘으로 현재 다이버스의 
직포화도 및 실시간으로 무감압 상태를 계산합니다.

반복 다이빙 관리
실시간 알고니즘으로 현재 다이버의 조직 포화도 및 반복적인 다이빙 프로파일

을 이전 다이빙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다이버가 선택하는 Deep Stop과 Safety Stop
iDive의 Deep Stop은 다이버의 선택이며 Safety Stop 역시 원하는 

수심을 선택 가능합니다.

Gauge AVG
재설정이 가능한 평균 수심 및 Timer

평균수심리셋(한번클릭)

Timer리셋(한번클릭)

Compass리셋(한번클릭)

크고 밝은 데이터 매우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타회사 모든 시계형 제품 대비 데이터 15~30% 증량

Backlight와 명암상태를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자동, 

수동으로 조정 관리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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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수명을 자랑하는 USB 충전용밧데리
ㆍ건전지 교체에 대한 비용등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했습니다.

ㆍDive는 시계형 다이브 컴퓨터 중에 최장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1개의 Cable로 어디에서나 충전이 가능합니다.
ㆍ모든 공용 USB Port와 호환가능하며 스마트폰충전기에도 적용가능

ㆍ건전지 교체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Backlight, Compass, Apps 등등...)

ㆍ작동이 5분간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화면이 꺼지며, 건전지 사용을 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ㆍ센서에 움직임이 포착되면 0.8초 안에 화면이 켜집니다. iDive를 정상적으로 사용 할 때 2개월까지 지속됩니다.

25시간 : 라이브컴퓨터 2개월 지속 시계 6개월 지속 Sleep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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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ve 어플
iDive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예보 
날씨를 예측할수 있습니다.

3D Compass
ㆍ해상도 1˙, 정확도 오차 범위 +/-1˙

ㆍ정확하게 수평이 유지 되지 않아도 북극을 향하고 있습니다.

   iDive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력계(magnetometer)
무언가 크고 쇠로 만들어진 제품을 찾으시나요? iDive는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변화는 철과 같은 강자성체에 의한 것입니다.

고도계(Altimeter)
자동 고도 측정기로 고도 다이빙 가능

온도계(Thermometer)
섭씨 혹은 화씨

기압계(Barometer)
기압측정(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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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Roll
iDive의 가속도계는 수직 및 수평 축에 당신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달의 상태 표시(Moon Pharase)
달의 상태 표시(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그믐달)

정밀 측정 기계(Chronometer)
부분적인 시간 및 LapTime 측정

피트니스(만보계)
스쿠버 다이빙 기능을 넘어 발목, 주행거리, 

속도, 칼로리 소진 표시

본인의 상태에 따라 설정 가능

통합 산소 아날라이저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컴퓨터
iDive에 간단한 악세서리를 연결하여 전문적

인 실시간 용 자동 가스믹서 Analyser로변

경이 가능합니다.

iDive의 자체 Sensor를 사용하여 교정 및 대

기상태를 확인하여 탱크 안의 산소%상태를 

정확하게 측정 합니다.

OS기능내장
무료Update, 새로운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하며 PC와 호환가능

350,000원산소 아날라이저 별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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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두 가지의 Algorithm은 이미 내장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Buhlmann ZHL 16-B + VPM -B)

ㆍ간단한 작동으로 원하는 알고니즘을 선택하여 다이빙시 사용합니다.

iDive Tech 
iDIVE TECH은 세계최초로 Double-Core Algorithm을 
도입한 진정한 테크니컬 다이브 컴퓨터 입니다.

￦ 1,700,000   

 기본 제원
ㆍ다이브 모드 : AIR, Nitrox, Trimax, Freediving, Gauge AVG

ㆍMixes : 8

ㆍ알고니즘 : Buhlman ZHL-16B+UPM-B

ㆍ케이스 : 316L 스텐레스 스틸 재질 

   (15mm 두께로 220mm의 수심에서 사용가능)

ㆍTopGlass : 파손이 거의 불가능하고 스크래치 방지용, 

   Sapphire Glass 사용

   (사파이어 글라스는 Rolex®, omega® 시계에 사용)

ㆍ디스플레이 해상도 : 80 X 80 pixel

ㆍ최대수심 : 220mt (721ft)

사용자 지정 Gradent Factor와 Critical buble Radius
ㆍiDive은 사용자가 직접 GF값(Buhlmann ZHL 16-B)과 CBR(Critical Bubble Radius (for VPM-B))를 조정 가능합니다.

ㆍ컴퓨터 메뉴에서 Algoritthm을 다이버의 현 상황에 따라 지정 후, 어떤 다이빙을 할지 바로 지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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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3M 태크니컬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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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ve 태크니컬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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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G 3 
￦ 420,000   NS114121

 기본 제원
ㆍ콘솔형 아날로그 3게이지

ㆍ압력계, 수심계, 콤파스, 온도계

ㆍ낮은 수심에서 판독이 용이한 문자판과 야광기능

ㆍ최대수심 60미터 및 최대 수심 표시기

ㆍ공기 350bar 범위

ㆍNitrox 50%까지 혼용가능

ㆍ충격에 강한 Bourdon 관

ㆍ호스 길이 90cm

ㆍ판독이 쉬운 컴파스 글자판 및 사이드 판

AQG 2 
￦ 320,000  NS114118

 기본 제원
ㆍ콘솔형 아날로그 2게이지

ㆍ압력계, 수심계, 온도계

ㆍ낮은 수심에서 판독이 용이한 문자판과 야광기능

ㆍ최대수심 60미터 및 최대 수심 표시기

ㆍ공기 350bar 범위, Nitrox 50%까지 혼합가능

ㆍ충격에 강한 Bourdon 관

ㆍ호스 길이 90cm

AQG 1 
￦ 200,000  NS114118

 기본 제원
ㆍ공기 350bar 범위, Nitrox 50%까지 혼합가능

ㆍ충격에 강한 Bourdon 관

ㆍ온도계 내장

ㆍ호스 길이 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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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렉터 연결모습

리트렉터 연결모습

리트렉터 연결모습

리트렉터 연결모습

AG 3

AG 2D

AG 2C

AG 1

아펙스 게이지 3

아펙스 수심계 게이지 2D

아펙스 컴파스 게이지 2C

아펙스 게이지 1

￦ 480,000 (리트렉터 미포함)

￦ 490,000 (리트렉터 포함)

￦ 390,000 (리트렉터 미포함)

￦ 400,000 (리트렉터 포함)

￦ 380,000 (리트렉터 미포함)

￦ 390,000 (리트렉터 포함)

￦ 210,000 (리트렉터 미포함)

￦ 220,000 (리트렉터 포함)

 타입 주문번호 
 게이지  AP0636 
 게이지 리트렉터 AP0636-1 

 타입 주문번호 
 게이지  AP0635 
 게이지 리트렉터 AP0635-1 

 타입 주문번호 
 게이지  AP0634 
 게이지 리트렉터 AP0634-1 

 타입 주문번호 
 게이지  AP0633 
 게이지 리트렉터 AP0633-1 

ㆍ고급스러운 컴펙트 2+1 디자인
ㆍ콘솔은 아담하나 판독이 명확하고 용이한 
   큰 디스플레이 3게이지
ㆍ압력계, 수심계, 콤파스로 연결 구성
ㆍ콤파스는 2개의 측면에 창이 있어 가장 알맞은 손의 
   각도를 유지시켜주며 사용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ㆍ손으로 잡는 그립감이 매우 용이하며 연결고리 기능이 
   있어 끌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ㆍ리트렉터 선택 사양
ㆍ야광기능

ㆍ고급스러운 컴펙트 
ㆍ콘솔은 아담하나 판독이 명확하고 용이한 
   큰 디스플레이 2게이지
ㆍ압력계, 수심계로 연결 구성
ㆍ콤파스는 2개의 측면에 창이 있어 가장 알맞은 손의 
   각도를 유지시켜주며 사용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ㆍ손으로 잡는 그립감이 매우 용이하며 연결고리  
   기능이 있어 끌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ㆍ리트렉터 선택 사양
ㆍ야광기능

ㆍ세련되고 컴펙트한 압력 게이지와 콤파스의  
   독특한 조합 1+1 게이지
ㆍ나침반의 사용은 다이버가 편안하게 
   사용되도록 설계됨
ㆍ2개의 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넘겨 사용하기에 
   자연스러운 팔의 각도를 설정할 수 있어 편안함
ㆍ연결고리가 있어 게이지의 끌림 현상 방지
ㆍ리트렉터 선택사양
ㆍ야광기능

ㆍ그립감이 좋고 세련된 디자인의 콘솔형 원게이지
ㆍ읽기가 선명한 압력게이지
ㆍ연결고리가 있어 끌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ㆍ리트렉터 선택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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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00

￦ 130,000

DEPTH MODULE

COMPASS MODULE

￦ 120,000

P/M
￦ 120,000

D/M
￦ 110,000

C/M

아펙스 수심모듈

아펙스 컴파스모듈

아쿠아렁 
압력모듈

아쿠아렁 
수심모듈

아쿠아렁 
컴파스모듈

게이지 핀 포함

￦ 160,000

PRESSURE MODULE
아펙스 압력모듈

 타입 주문번호 

 게이지 AP5709 

 타입 주문번호 

 게이지 AP5710 

 타입 주문번호 

 게이지 AP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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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압력게이지
￦ 150,000 

ㆍ사이드 마운트, 데코 호흡기, 주압력게이지

ㆍ전면 활자가 크고 야광처리되어 식별 용의

ㆍ게이지 핀 기본제공

DP0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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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압력게이지
￦ 150,000 

ㆍ충격에 강한 금속재질

ㆍ야광기능

ㆍ게이지핀 기본제공

DP0408-1

공통사항

DP0405-1 DP3030-1

크기 비교

DP0407-1 DP0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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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게이지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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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APEKS 컴파스 모듈

ACMB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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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SUITS



2016 슈트 ● 부츠 ● 글러브 ● 래시가드

124

ICELAND COMFORT 2
뉴 아이슬랜드 콤포트 세미드라이
장점을 그대로 가져온 프리미엄 7mm 세미드라이 슈트

●  7mm neoprene foam FHM / BGX superstretch
●  인체공학적 원단 재단
●  Hinge watertight TIZIP Master Seal
●  열손실을 줄인 실리콘 코팅
●  손목과 발목에 실 적용
●  칼라와 커프스 2중구조
●  울트라 스트레치 네오프랜으로 물 유입의 최소화
●  Supratex 무릎판넬
●  가슴부위 공기 퍼지 시스템
●  다리부위 반사판 인쇄
●  마모에 강한 다리, 팔 , 엉덩이에 보호 실리콘 적용
●  공기 배출기능이 적용 된 후드(기본제공)

￦ 940,000

후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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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 SUIT
AQUA FLEX JUMP

￦ 690,000

아쿠아 플렉스 점프 슈트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전천 후 5mm 슈트로 국내 바다 환경에 맞게
보온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기능성 슈트 입니다.

●  5mm Ultra Stretch 네오프렌 원단 적용
●  등 지퍼 타입 슈트
●  신축성 뛰어난‘AQUA FLEX4’기술적용
●  무릎부위 내구성을 높힌‘슈프라 텍스 패널’적용
●  열손실을 고려한‘키드니 패드(신장 보호패드)’내장
●  손목 그립밴드 적용
●  기능성 슈트
●  후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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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 FLEX     

￦ 380,000

하이드로플렉스 슈트 

아쿠아렁의 새로운 3mm 슈트와 
색깔있는 다이빙을 즐기십시오.

●  3mm 슈퍼 스트레치네오프랜
●  조절 가능한 목부위 후크와 루프
●  Heavy duty #10 지퍼
●  불편함이 없는 바느질
●  물유입이 없는 등지퍼
●  편안하게 적용된 내구성 좋은 무릎 패드
●  후드 포함

타입 사이즈 주문번호 신장 (cm) 체중 (kg)

HydroFlex Wetsuits
하이드로플렉스 슈트

( 남 )

S 4041063 170-175 61-68

M 4041064 175-181 68-77

ML 4041065 177-179 71-80

L 4041066 178-183 77-86

XL 4041066 181-186 86-95

타입 사이즈 주문번호 신장 (cm) 체중 (kg)

HydroFlex Wetsuits
하이드로플렉스 슈트

( 여 )

4 4041063 163-168 50

6 4041064 165-170 52

8 4041065 168-173 54.5

WET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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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NEO
멀티 네오 슈트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전천 후 5mm 슈트로 국내 바다 환경에 
맞게 보온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기능성 슈트 입니다.

￦ 380,000

●  부위별 5mm, 3mm 멀티 네오프렌 원단 적용
●  등 지퍼 타입 슈트
●  무릎부위 내구성을 높힌‘슈프라 텍스 패널’적용
●  내구성이 높은 이중 바느질 처리
●  남여공용 렌탈 전문 슈트
●  기능성 슈트
●  후드 포함

HOODED VEST
SEA VEST

￦ 85,000

씨 베스트
●  1.5mm 네오프렌 원단 적용
●  공기배출 기능이 적용 된 후드
●  후드 일체형 조끼 타입

WET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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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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T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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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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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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ZIP ELITE 

SUPER ZIP ERGO

POLYNESIAN

슈퍼짚엘리트

슈퍼 짚 에르고 롱 부츠

폴리네시안 숏 부츠

●  인체공학적으로 좌/우 발 모양 적용 제작
●  5mm 네오프랜 원단 사용
●  10호 YKK 지퍼 사용, 지퍼 슬라이드 잠금장치 적용
●  2mm의 두께의 고무 띠로 밑부분을 감싸 옆으로 쓸리는 
  미끄럼 현상 방지
●  10mm 두께의 고무 밑창은 거친 환경에서 발다닥 보호 기능
●  옆 지퍼 안쪽에 사이즈 표시

●  5mm Seeflex네오프랜 재질
●  발의 형태에 맞게 인체공학적 설계 제작
●  10호 YKK지퍼 사용, 지퍼 슬라이드 잠금장치 적용
●  2mm두께의 고무 옆선은 한쪽으로 쓸리는 
  미끄럼 현상 방지

●  4mm SEEFLEX 네오프렌 재질
●  열대바다 및 워터슈즈로 적합.
●  미끄럼 방지 바닥 처리

￦ 80,000

￦ 60,000

￦ 50,000

Super ZIP ELITE
슈퍼짚엘리트

A021003436

A021003437

A021003438

A021003439

A021003440

A0210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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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COMFORT 2 By DEEPSEE

ALEUTIAN

LIQUID GRIP GLOVES

드라이 컴포트 II 글러브(딥씨)

알루션 글러브

리퀴드 그립 글러브

●  4mm 네오프렌 원단 적용.
●  이중 씰링처리로 물 유입 방지
●  손의 형태에 맞는 인체공학적 설계
●  뛰어난 보온성으로 동계형 및 드라이 장갑으로 사용 가능.
●  DEEPSEE 브랜드(DRY COMFORTI과 동일한 퀄리티)

●  3mm 네오프렌 원단 적용.
●  Themal Flex4 기술이 적용
●  손의 형태에 맞춘 인체공학적 설계
●  손바닥 미끄럼 방지 적용.

●  최대의 편안함과 기능성을 위해 설계
●  3mm 네오프렌 재질
●  액체고무코팅으로 바늘선을 덮어 물의 유입방지하여 
  보온효과 증대
●  전체적으로 엠보싱 처리
●  미끄럼 방지 효과 및 디자인 효과

￦ 80,000

￦ 65,000

￦ 70,000

Cold
10℃

TEMP

▼

Warm
24℃

Cold
10℃

TEMP

▼

Warm
24℃

Cold
10℃

TEMP

▼

Warm
24℃

07

LIQUID GRIP 
GLOVES

리퀴드 그립
 글러브

A02103577XS

SM

MD

LG

XL

A02103579

A02103578

A02103580

A0210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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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RAL 2
어드미럴 2 글러브 (여름용)

●  2mm 네오프렌 원단 적용.
●  조절이 용이한 벨크로 손목밴드
●  최상급 아마라 원단 손바닥 적용.
●  빠른 건조가 가능하여 보관시 용이

￦ 40,000
Cold
10℃

TEMP

▼

Warm
24℃

AMARA SSUM
아마라 썸 글러브

●  2mm 네오프랜 및 아마라 원단
●  여름용 글러브
●  끝단이 짧아 손목 부위에 위치하여 다른 잠수복 
  끝단과 겹치지 않아 탈착이 용이하고 
  사용하기 편함
●  손바닥의 아마라는 이중처리하여 
  마모의 내구성 증대
●  색상:검정
●  사이즈: XS / S / M / L / XL

￦ 35,000
Cold
10℃

TEMP

▼

Warm
24℃

AVA
아바 글러브 (여성전용)

●  3mm 네오프렌 원단 적용.
●  여성의 손바닥 사이즈를 고려한 선택
●  3중 접합방식으로 완벽 방수
●  논슬립 손바닥 적용.

￦ 55,000
Cold
10℃

TEMP

▼

Warm
24℃

MARINE
마린 글러브

●  2mm 네오프렌 원단 적용.
●  조절이 용이한 벨크로 손목밴드
●  최상급 아마라 원단 손바닥 적용.

￦ 39,000
Cold
10℃

TEMP

▼

Warm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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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H GUARD
ATHLETIC
어썰레틱 래시가드

●  UTPF50(자외선 차단지수) 98% 차단
●  2014 신형 디자인
●  최상급 라이크라 원단사용 

  (83% 폴리마이드, 17% 스텐닥스)

￦ 68,000

RASH GUARD
BLACK FIT
블랙 핏 래시가드

●  UTPF50(자외선 차단지수) 98% 차단
●  최상급 원단사용 

  (83% 폴리마이드, 17% 스텐닥스)

￦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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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레쉬가드 자켓
HRJ-M /  HRJ-W

￦ 120,000

긴소매 레쉬가드 자켓
LMR-M / LMR-W

￦ 55,000

●  신선하고 밝은 세상을 유지하는 
   폴리에스테르 80%와 스판텍스 20% 포함
●  SPF50의 자외선 차단 지수 기능

●  다이빙과 수상스포츠에 적합한 레쉬가드   
●  속옷으로 사용시 체온 보호 효과
●  자외선 차단 기능(SPF50) / 마찰에 의한 피부보호
●  목과 어깨 지퍼 사용으로 입고 벗기가 쉽습니다.

| 남 자 |       | 여 자 |

 | 여 자 |

타입 사이즈 주문번호

MAN

S 660521

M 660522

L 660523

XL 660524

LADY
S 660508

M 660509

| 남 자 |      

타입 사이즈 주문번호

MAN

S 660516

M 660517

L 660518

XL 660519

LADY
S 660504

M 6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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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TECH
쇼텍
여름용 반바지 스타일의 잠수복기능과 
기존 잠수복위에 착용하여 텍다이빙에 필요한 
포켓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290,000   

 기본 제원
●   원단 1.5mm 네오프랜
●   조정하기 쉬운 허리 밴드

  (밸크로 이동덮개 2개 + 스트랩)
●   포켓 안쪽에 악세서리를 걸 수 있는 D링 부착
●   물빠짐이 빠른 대형 아일렛 구조
●   포켓의 모양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물(천)으로 제작
●   기존 포켓의 크기를 확장 할 수 있는 밸크로 시스템 부착
●   뒷부분은 마찰 방지를 위하여 고무 프린트로 제작
●   사이즈 : XS / S / M / L / XL / XXL

고무 프린트 사이드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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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000

A set  ￦ 4,850,000

B set  ￦ 4,900,000

K.V.R 1  Full Set 
K.V.R 1 풀세트

K.V.R 1
주문번호

612398

ㆍ발목지퍼적용

ㆍ확장형 지퍼 포켓을 적용함으로써 배수에 용이하고 

   포켓 내부D링을 다용도로 활용가능

ㆍ움직임에 방해가 없는 포켓 시스템

ㆍ디럭스 멜빵 활용으로 편안한 착용감 제공

ㆍPara-aramid 원단으로 뛰어난 내마모성을 제공 

ㆍ견고한 PU코팅이 무릎,팔꿈치,어깨,엉덩이에 적용됨으로 

   내구성 보장

ㆍ무릎과 팔꿈치에 이동식 2mm 쿠션 패드 적용

ㆍSLT 시스템 (목과 손목에 실리콘 집 시스템 적용)

ㆍ인플레이터 호스와 지퍼왁스 포함

성공적인 퓨전 뷸렛 디자인을 바탕으로, KVR1은 동굴과 난파선 등의 다이빙 환경을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Para-Aramid 원단으로 퓨전 드라이 코어를 보호합니다. 또한 어깨, 팔꿈치, 무릎, 
엉덩이를 가드로 추가 보호 하였습니다. 강화된 아머시스템은 최대의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1

1

2

2

1 1

3

4

세트
할인

+

+

+

+

=

=내피 미포함

Sizes 2XS - XS SM / MED LG / XL 2XL - 3XL 4X Lplus*

Height
5’1”-5’5” 5’5”-5’9” 5’9”-6’1” 6’0”-6’4” 6’0”-6’10”

155-165 cm 165-175 cm 175-185 cm 183-193 cm 183-208 cm

Weight
90-130 lbs 120-170 lbs 160-210l bs 200-250 lbs 230-350 lbs

41-59 Kg 55-77 Kg 73-95 Kg 91-114 Kg 105-160 Kg

Chest
30”-37” 35”-41” 39”-45” 43”-49” 45”-58”

76-94 cm 89-105 cm 99-114 cm 109-125 114-148 cm

Waist
22”-31” 27”-36” 31”- 40” 35”-44” 41”-58”

56-79 cm 69-91 cm 79-102 cm 89-112 cm 104-147 cm

Buttocks
27”-36” 32”-41” 36”-45” 40”-49” 46”-58”

69 -91 cm 81-104 cm 91-114 cm 102-124 cm 117-147 cm

Crotch To 
Floor

26”-29” 29”-32” 30”-33” 32”-35” 33”-38”

66-74 cm 74-81 cm 76-84 cm 81-89 cm 84-9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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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화패드 적용으로 발목보호

ㆍ배수 포트

ㆍ뒤꿈치 쪽 당김 탭 적용

ㆍ발가락과 뒤꿈치 보호를 위해 강화 패드 적용

ㆍ후크 루프 부착 방식은 드라이슈트로 부터 탈착이 가능함

ㆍ드라이 삭스안에 플라스틱을 삽입해 피팅감을 증가시킴.

ㆍ조절 스트랩을 적용

ㆍ뒤꿈치 처리로 핀스트랩을 잡아주고, 마모방지

ㆍ발등 캡 적용으로 핀 포켓에 의한 손상,마모방지

ㆍ측면 매쉬를 통한 빠른 배수

EVO 3 락부츠퓨전 부츠

에보3는 젖은 바위와 젖은 갑판 그리고 해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군과 공동으로 설계

퓨전 부츠는 어떠한 퓨전 드라이슈트와 호환이 가능. 부착
한 후에는 유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 탈착
이 가능합니다. *퓨전드라이 슈트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7mm 네오프랜 사이드 판넬 / 5mm 이마 / 3mm 턱

   턱의 피로를 덜어주고 최고의 따뜻함을 제공

ㆍ뒷목 부위의 지퍼로 인해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음

ㆍ3mm 티타늄 네오프랜으로 이중 처리된 센터 패널 벤트 밸브

ㆍ이음새를 본드처리 하여 완전 봉합

ㆍ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된 목부분은 목의 최대 이동 범위와 이동성을 보장

드라이 지퍼 후드 최신의 혁신적인 기능!

2

EVO 3 ROCK BOOTFUSION BOOT
￦ 250,000

￦ 200,000

￦ 200,000

 주문번호 사이즈 

 664507 S / M / L / XL 

43

 주문번호    사이즈 

 611845     230/240, 250, 260, 270, 280, 290, 300 

 주문번호    사이즈 

 611852     230/240, 250, 260, 270, 280, 290, 300 

DRY ZIPPER HOO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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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 DrySuit
수중에서 신체 보호 및 보온을 위한 장비로  
특히 국내 환경에 맞는 원단을 직수입 및 
직접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공급합니다.

￦ 3,000,000   

 기본 제원
●   원단 : RipStopNylon / Butyl / Polyester 3중 적층 원단
●   웜 넥 칼라 형태로 목씰과 목을 보호
●   외부 손상으로 부터 방수 지퍼를 보호해주는 이중 지퍼 커버가 부착
●   이중 지퍼, 무릎 등 부위, 어깨부위등에 90% 이상의 케브라 원단을

  이중으로 보강하여 내구성을 강화

  (색상원단은 나일론 원단사용, 캐블라 불용)
●   좌/우 사이드 포켓 기본 장착

  (텍 다이빙용 악세서리 보관하는 D 링, 고무링 부착)
●   어깨 끈 멜빵 조절이 쉽게 하도록 되어 있어, 이상이 쉽게 교체가

  가능(어깨근 하단 앞,뒤로 다용도 지퍼 포켓 있음)
●   APEKS IN/OUT Value 장착하여 흡기/배기가 용이하여 특히

  Outvalue의 위치를 최대한 텍 다이브에 유리한 상단 바깥쪽에 

  위치하여 배기를 용이하게 하였음
●   맞춤형 드라이 슈트
●   A/S 100% 당사 지원(모든 원부자재 직수입 확보)
●   검정 / 빨강 / 파랑
●   장비 구성 

  1. 건식잠수복

  2. 2중공기배출후드

  3. 드라이백 

  4. 네오프랜버선 

  5. 목,손목실 보호용 오일 

  6. 고급형 호스

장갑, 젝업링 별도

사이드 포켓

이중지퍼 구조

아웃밸브 위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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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2 DrySuit
수중에서 신체 보호 및 보온을 위한 장비로  
특히 국내 환경에 맞는 원단을 직수입 및 
직접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공급합니다.

￦ 3,300,000   

 기본 제원
●   원단 : 2 ply Nylon / Butyl / Polyester 3중 적층 원단

  당사 제조 맞춤형 드라이슈트
●   웜 넥 칼라 형태로 목씰과 목을 보호
●   외부 손상으로 부터 방수 지퍼를 보호해주는 이중 지퍼 커버가 부착
●   이중 지퍼, 무릎 등 부위, 어깨부위등에 90% 이상의 케브라 원단을

  이중으로 보강하여 내구성을 강화

  (색상원단은 나일론 원단사용, 캐블라 불용)
●   좌 / 우 사이드 포켓 기본 장착

  (텍 다이빙용 악세서리 보관하는 D링, 고무링 부착)
●   어깨 끈 멜빵 조절이 쉽게 하도록 되어 있어, 이상이 쉽게 교체가 가능  

  (어깨근 하단 앞,뒤로 다용도 지퍼 포켓 있음)
●   APEKS IN / OUT Value 장착하여 흡기/배기가 용이하여 특히

  Outvalue의 위치를 최대한 텍 다이브에 유리한 상단 바깥쪽에 

  위치하여 배기를 용이하게 하였음
●   맞춤형 드라이 슈트
●   A/S 100% 당사 지원 (모든 원부자재 직수입 확보)
●   색상 : 검정 / 빨강 / 파랑
●   장비 구성 

  1. AR-2 드라이슈트

  2. 2중공기배출후드

  3. 드라이백,

  4. 네오프랜버선

  5. 목, 손목실 보호용 오일

  6. 고급형 호스

장갑, 젝업링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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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Fusion  
퓨전 드라이 내피는 온기를 극대화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연성과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들에 의해 엄격히 테스트 된, 
퓨전 드라이 내피는 극한의 환경에서 
열손실을 방지 하는 보온력 테스트 실험을 
Sport Innovation Center (SPIN)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과학적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에서
품질을 인정 받은
Thermal fusion 내피

￦ 950,000

주문번호

612082

ㆍ퓨전 전용 드라이 내피

ㆍ원단 : Polartec 200 fleece / 

           Polartec Power Stretch Pro

ㆍ4방향 신축성 원단 적용으로 착용감 증대

ㆍ통기성 용이     

ㆍ터널형 주머니     

ㆍ엄지루프         

ㆍ발목스트랩      

ㆍ소변지퍼          

ㆍ터널형 주머니

퓨전 전용 드라이 내피

Sizes 2XS - XS SM / MED LG / XL 2XL - 3XL 4X Lplus*

Height
5’1”-5’5” 5’5”-5’9” 5’9”-6’1” 6’0”-6’4” 6’0”-6’10”

155-165 cm 165-175 cm 175-185 cm 183-193 cm 183-208 cm

Weight
90-130 lbs 120-170 lbs 160-210l bs 200-250 lbs 230-350 lbs

41-59 Kg 55-77 Kg 73-95 Kg 91-114 Kg 105-160 Kg

Chest
30”-37” 35”-41” 39”-45” 43”-49” 45”-58”

76-94 cm 89-105 cm 99-114 cm 109-125 114-148 cm

Waist
22”-31” 27”-36” 31”- 40” 35”-44” 41”-58”

56-79 cm 69-91 cm 79-102 cm 89-112 cm 104-147 cm

Buttocks
27”-36” 32”-41” 36”-45” 40”-49” 46”-58”

69 -91 cm 81-104 cm 91-114 cm 102-124 cm 117-147 cm

Crotch To 
Floor

26”-29” 29”-32” 30”-33” 32”-35” 33”-38”

66-74 cm 74-81 cm 76-84 cm 81-89 cm 84-9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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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00￦ 350,000

ㆍ이동식 후드 

ㆍ이동식 슬리브 

ㆍ엄지루프

MK2 존 MK2 자켓

팔 분리 가능

팔 분리 가능

▲사이즈 : MK2 존 & MK2 자켓 공통

ㆍ앞지퍼형            ㆍ손을 넣을수 있는 양쪽 주머니

ㆍ가슴지퍼포켓      ㆍ전면과 후면 지퍼

ㆍ발목스트랩         ㆍ엄지루프            

MK2
MK2는 사계절을 커버하기 위해 점프슈트와 그위에 재킷을 덧입는 방식의 사계절 전천후 드라이 슈트 내피입니다.
Materials(소재) : ● 절연 폴리 프로필렌 폴라폴리스 안감   ● Stormproof 70 데니어 마이크로 립 스탑 방수 나일론

주문번호

611694

Sizes XS S M L 2XL 3XL

Height (cm) 165-170 64-73 175-180 180-185 185-191 185-191

Weight (cm) 54-65 170-175 73-82 91-104 95-104 104-118

Weight (cm) 84-94 89-99 94-104 99-109 104-114 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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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실

￦ 35,000
  

손목실

￦ 10,000
  

플렉시블 목 실

￦ 95,000
  

●   원쓸림등의 피부보호
●   방수효과기능

손목 젝업링(알루미늄)

￦ 120,000
  

●   하드아노다이징 코팅 90mm용

목, 손목 실 보호 오일

￦ 6,000
  

드라이호스(고급형)

￦ 80,000
  

●   길이 92cm

흡기밸브 

￦ 75,000
  

배기밸브 

￦ 85,000
  

밸브패치

￦ 6,000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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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부츠

￦ 130,000
  

●   사이즈 : 230, 240, 250, 260, 270, 280, 290

드라이후드

￦ 45,000
  

●   3.5mm 단면/양면

네오프랜 양말

￦ 35,000
  

●   사이즈 :  S / M / L / XL

웨슈트후드

￦ 35,000
  

●   3.5mm 단면/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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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K 
  SNORKEL

  F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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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력을 극대화 시킨 
  Advance Fit Technology기술적용
●  다이버의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 그립패드 적용.
●  미끄럼 방지 및 실리콘 변생 방지 효과
●  상하 움직임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Carda nic Joint System기술적용.
●  와이드 스트랩 적용으로 머리카락 꼬임 방지.

LINEA
리니아 마스크

￦ 130,000

블랙(BK)

화이트(WH) 퍼플(PU) 핑크(PK)

LOOK HD
룩 에이치 디 마스크
●  2014년 LOOK Serise의 최신 버전
●  구형대비 넓어진 시야와 고급스러운 스텐레스 프레임 바 적용. 도수
●  돗수렌즈 -1.0 ~ -6.0 장착 가능(개당 75.000원/1조 150,000원)
●  밀착력을 극대화 시킨 Advance Fit Technology 기술적용.
●  상하 움직임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Cardanic Joint System 기술적용.

￦ 110,000
￦ 260,000(도수렌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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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ERA
스페라 마스크

●  프리다이빙 전용 마스크
●  눈과 마스크렌즈의 거리가 짧게 설계되어
  용적이 매우 적음
●  폴리카보네이트 강화플라스틱 적용으로 경량화 성공

￦ 65,000

퍼플(PU) 화이트(WH) 블루(BU)

블랙(BK)

타입 색상 주문번호

SPHERA
(스페라)

블랙(BK) 105010

퍼플(PU) 107920

화이트(WH) 107900

블루(BU) 1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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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GE

ASTRO

퍼지 마스크

아스트로 마스크

●  전통적인 스타일의 1안식 마스크
●  퍼지밸브 장착으로 편한 물빼기
●  커머셜 및 군 다이버들이 선호.
●  원산지 : 아쿠아렁 일본 제작

●  전통적인 스타일의 1안식 마스크
●  커머셜 및 군 다이버들이 선호.
●  타원형 외부의 금속테두리 적용.
●  원산지 : 아쿠아렁 일본 제작

￦ 100,000

￦ 85,000

FULL FACE
풀 페이스 마스크
●  퍼지밸브 장착 된 1안식 마스크
●  넓은 시야 및 각종 이어폰 및 송수산 장비 부착 가능
●  원산지 : 아쿠아렁 일본 제작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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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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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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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YLON
베이론

￦ 80,000 

블랙(BK)

화이트(WH)

30

ㆍ낮은 볼륨의 넓은 시야 확보

ㆍ스트렙 조절이 용이한 원터치 버클

ㆍ2안식 실리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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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RKELING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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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ILON FLEX 
아퀼론 플렉스
혁신적인 배기 트윈 밸브 시스템으로 쉽고 
빠르게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스노클
●  부드러운 TPR 추가보안     ●  턱의 피로를 줄이는 플랙시블 꺽임관
●  트윈 밸브를 통해 어떤 자세에서도 쉬운 배수     ●  100% 실리콘
●  오버사이즈 설계로 잔여물을 들이 마시지 않음.

￦ 55,000

ZEPHYR
제퍼 스노클
상단부에 스플레시 가드를 장착하여 물의 유입방지
●  배수능력이 극대화된 타원형 퍼지밸브 장착
●  쉽게 탈착이 가능한 이지클립 적용
●  플렉시블 주름 튜브
●  여성전용 모델 적용(CLV, BKP, CLP)으로 
  차별화 된 마우스 피스

￦ 45,000

블랙(BK) 블루(BL) 그린(GR) 오렌지(OR) 화이트퍼플(WTP) 화이트블랙(W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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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ILON
아퀼론

프리다이빙에 적합한 클래식 타입의 스노클

●  전통적 모델
●  편안함을 위한 얼굴형 튜브 곡선
●  인체공학적 설계의 100 % 실리콘 마우스피스
●  빠른 배수를 위한 고정형 파이프타입

￦ 35,000

SEMI DRY
세미 드라이 스노클

￦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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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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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업스노클
￦ 28,000 

ㆍB.C주머니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스노클

ㆍ100% 실리콘 재질

ㆍ색상 :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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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Snorkel Fin Set
￦ 90,000 

M2208

블랙 or 화이트

그레이블루 or 블랙

ㆍ교육센터 & 리조트 렌탈용 스킨 장비 세트

ㆍ국내외 리조트와 교육센터만 주문가능

ㆍ주문 기본 수량 5ea이상

ㆍ스트랩 조절 쉽고 볼륨이 작은 실리콘 마스크

ㆍ휴대성이 좋은 스노클

ㆍ스쿠버 전용 플라스틱핀, 넓은 볼륨과 스트렙 조절이 용이함

사이즈 : M / L,  L / XL

구성품 가 격

\ 80,000베이론

\ 28,000롤업 스노클

\ 160,000하이브리드 핀

\ 268,000TOTAL

\ 90,000세트 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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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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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HOT

SHOT FX

엑스 샷 핀

샷 에프 엑스 핀

￦ 280,000

￦ 280,000

하이브리드 타입의 X-SHOT 은 강한 추진력과 편안한 
착용감을 선호하는 초급 다이버부터 프로페셔널 
다이버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핀 입니다.
●  두가지 재질의 장점을 더한 고급형 하이브리드 타입 핀
●  인체공학 설계와 세련된 디자인
●  POWER & V Boost 기능성 시스템 적용
●  착용이 간편하고 편안한 신형 스트랩 적용

전통적인 핀 보다 짧게 설계 된 SHOT FX는
착용감이 편안한 풋 포켓으로 구성되어,
여성들에게 적합한 핀 입니다.
●  여성전용 하이브리드 타입의 핀
●  두가지 재질의 장점을 더한 고급형 핀
●  인체공학 설계와 세련된 디자인
●  POWER & V Boost 기능성 시스템 적용
●  착용이 간편하고 편안한 신형 스트랩 적용

Women's
LINE

트와일라잇(TW) 화이트 아틱(WA)

221010

2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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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00

RK 3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으로 유명한 아펙스와 미군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드라이 부츠를 수용하기 위해 대형 포켓을 갖춘 열가소성 고무 핀

 주문번호 사이즈 

 621160 M / L / SUPER  

ㆍ북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기 많은 고무핀을 기초로 디자인함.

ㆍ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견고함과 컴팩트함을 갖춤

ㆍ두꺼운 드라이 장갑 사용에 용이한 기본 스프링 스트랩

ㆍ공공안전 다이버의 기준인 큰기동성과 짧고 넓은 블레이드 사용

ㆍ상향 행정에서 저항을 감소시키고 하향 스트로크의 추진력을 향상    

   시키는 블레이드 설계

ㆍ열악한 환경에 견딜수 있는 블레이드 소재

ㆍ캐러 비너의 사이즈에 맞춘 핀걸이용 구멍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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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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BBER JET FIN
러버 제트핀

￦ 140,000 (일반형) 

￦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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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60

 XL 265~270

 XXL 275~290

노랑 XL 265~270

 XXL 275~290

빨강 L 250~260

 XL 265~270

흰색 M 230~245

 L 250~260

 XL 265~270

검정 L 250~260

 XL 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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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PSTREAM MONOPRENE FIN
슬립 스트림 모노프렌 핀

￦ 350,000 

ㆍ모노프렌으로 제작이 되어, 초경량 고성능 핀 (초경량 제트핀)

ㆍ스프링 힐과 스트랩 포함

ㆍ발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수중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

ㆍFin Size세트당 무게(스프링 힐 포함)

   L-2.04 kg

   XL-2.31 kg

   XXL-2.67 kg

ㆍOMS 슬립스트림 핀은 모노프렌으로 제작이 되어, 

   무게는 가볍고 핀의 성능은 높습니다. (초경량 제트핀)

ㆍ스프링 힐(Spring heels)과 후류

   (Slipstream)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ㆍ가벼운 재료로 제작되어 다이버의 발의 피로감을 

   덜어주며 수중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ㆍ산호초가 많거나 모래나 부유물이 

   많은 민감한 바닥에서의 

   로우 실팅 킥 (Low wilting kick) 

   자세에서도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ㆍ스프링 힐

ㆍ색상 / 사이즈 

   LG   (일반부츠 235-255)

   XL   (일반부츠 260-280)

   XXL  (일반부츠 285-300)

OMS

고급형 스프링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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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FE &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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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ONAUT
아르곤넛 

￦ 320,000

아르고넛 나이프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칼날과 칼자루는 4mm 두께의 티타늄 
한조각을 가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손잡이는 손의 모양에 맞게 굴곡을 줬으며 
육각렌치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  Features: 칼날과 핸들 전체에 녹에 강한 티타늄 적용
●  핸들은 5mm paracord로 싸여있음
●  다리 장착용 스트랩 기본
●  날 길이 : 12.38cm
●  총 길이 : 25cm
●  재    질 : 티타늄

SQUEEZE LOCK TITANIUM
스퀴즈 락 티타니움

￦ 100,000

녹과 부식에 강한 티타늄 재질의 나이프
컴팩트 사이즈 타입으로, BC, 웨빙 등 쉬운 장착이 가능 (부착용 악세서리 포함)

●  날 길이 : 7.6cm
●  총 길이 : 16.5cm
●  재    질 : 티타늄

BIG SQUEEZE
빅 스퀴즈 나이프

￦ 90,000

핸들 양쪽을 누르는 스퀴즈 방식의 나이프

●  날 길이 : 11.4cm
●  총 길이 : 24cm
●  재    질 : 304 스테인레스 스틸

SQUEEZE BLUNT
스퀴즈 블런트

￦ 50,000

날 끝이 블런트 타입이라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컴팩트 사이즈 타입으로, BC, 웨빙 등 쉬운 장착이 가능 (부착용 악세서리 포함)

●  날 길이 : 7.6cm
●  총 길이 : 16.5cm
●  재    질 : 304 스테인레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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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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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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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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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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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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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SSOR KNIFE
가위 나이프

￦ 90,000 

ㆍ다이빙 나이프와 가위포함

ㆍ그물, 로프 및 레스큐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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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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ER 
KNIFE CASE
폴더 칼집

￦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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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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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ORER Bag ]은 서로 다른 크기와 각각의 제품의 용도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EXPLORER Roller
익스플로러 롤러 백

￦ 250,000 

ㆍ칼여행용 대형사이즈 롤러백(풀세트수납가능)

ㆍ양쪽 핀 포켓

ㆍ양쪽에 고리가 되어있어 카라비나로 보트의 

   갑판에 쉽게 운반 및 고정할 수 있습니다.

ㆍ재질 : 1680 D ployester 및 타포린 코팅

ㆍ사이즈 : 73 X 53 X 36cm

ㆍ무게 : 4kg

EXPLORER 
Carry-On
익스플로러 캐리온 백

￦ 200,000 

ㆍ간단한 장비와 개인용품 수납 여행용 롤러백 (기내용백)

ㆍ재질 : 1680 D ployester 및 타포린 코팅

ㆍ사이즈 : 56 X 35 X 23cm

ㆍ무게 :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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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R duffle
익스플로러 더플

￦ 130,000

ㆍ넓은 전면 포켓 부착

ㆍ이동이 쉬운 손잡이 부착

ㆍ재질 : 1680 D ployester

ㆍ사이즈 : 74 x 36 x 36cm

ㆍ무게 : 2kg

EXPLORER mesh
익스플로러 메쉬

￦ 90,000

ㆍ빠른 물빠짐과 건조가 용이한 망가방

ㆍ경량하여 장비 이동이 용이

ㆍ전면 옆부분에 고리가 있어 카라비너로 운반하기 쉽고 

   갑판에 고정이 가능합니다.

ㆍ앞주머니는 작은 악세사리 보관가능

ㆍ사이즈 : 74 x 30 x 36cm

ㆍ무게 :1kg

EXPLORER Regulater
익스플로러 호흡기 가방

￦ 45,000

ㆍ호흡기 및 각종 아이템 보관

ㆍ사이드 망구조로 건조가 쉬움

ㆍ사이즈 : 33x31x10cm

ㆍ무게 : 0.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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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00

DRY75
드라이 75 

ㆍ재질 :1000 D Nylon Core 0.6mm 타폴린

ㆍinnerBag 500 D Nylon Core 0.4mm타폴린

ㆍ물주머니 사용가능(drainplug)

ㆍ밑창은 충격을 줄이는 패드 부착

ㆍ상판에는 주머니 부착

ㆍDry12를 부착하기 위한 D링부착

ㆍ무게 : 6 lbs

ㆍ크기 : 27 X 13 X 13 inch (75리터)

 타입 주문번호 

 BC 악세사리 1003423 

￦ 90,000

￦ 330,000

DRY12

DRY75 + DRY12 set 

드라이 12

ㆍ감아서 버클로 잠그는 드라이 백

ㆍDry75의 보조백

ㆍ재질:1000 D Nylon Core 0.6mm 타폴린

ㆍ무게:1.25 lbs

ㆍ크기:22 X 8 X 7 inch (12리터)

 타입 주문번호 

 BC 악세사리 1003424 

세트
할인

주문번호

1003425

여분의 다이브 장비와 의류를 보관 및 이동하는 
드라이백입니다. InnerBag이 내장되어 있어 
습신/건식으로 분리 보관이 가능하며 
최대용량이 150리터까지 증가합니다.

인너백 측면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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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손잡이와 소음이 적은 우레탄 바퀴 

AQUA CARRIER
아쿠아 캐리어 백

￦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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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10
드라이 10

￦ 30,000  

ㆍ다이브 소품 및 습식 물품 분리 보관백

ㆍ용량 :10리터

ㆍ멜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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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 & REEL



2016 나이프 ● 잠수가방 ● SMB ● 릴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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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m 릴 선택    
ㆍ개방형
ㆍ상단 회색야광 표시

  사이즈 --------------

  폭 : 21cm / 길이 : 1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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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m 릴 선택      
ㆍ개방형
ㆍ상단 회색야광 표시

  사이즈 --------------

  폭 : 21cm / 길이 : 1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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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m 릴 선택 
ㆍ밀폐형
ㆍ상단 회색야광 표시

  사이즈 --------------

  폭 : 13cm / 길이 : 118cm

150 cm

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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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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m 릴 선택    
ㆍ개방형
ㆍ상단 회색야광 표시

  사이즈 --------------

  폭 : 17cm / 길이 : 1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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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m 릴 선택  
ㆍ개방형
ㆍ상단 회색야광 표시

  사이즈 --------------

  폭 : 17cm / 길이 : 115cm

▲
핑거릴

릴세트 주문시  
30m / 45m 선택가능

130cm

120cm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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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크기  길이 색상  가격

AP0265/K S 15m Purple  \ 150,000

AP0266/K M 30m Green \ 200,000

AP0267/K L 45m Blue \ 210,000

APEKS LIFTLINE SPOOLS
아팩스 리프트라인 스풀

ㆍ소재는 알루미늄 아노라이징 코팅 제품

ㆍ줄꼬임 방지 롤터 장착

ㆍ경사면이 있어 줄 감기가 용이함

ㆍ볼트 스냅 포함

ㆍ동계(겨울)장갑을 사용하기 위한 큰 구멍

ㆍ가시성이 높은 라인

ㆍ색상열 사이즈 설정하여 

   식별이 용이함

ㆍ묶을 때 인장선이 있어 메인라인의 손상 방지

S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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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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릴줄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릴 도르레  ￦ 10,000  다이브 릴 | GSM10

ㆍ황동 재질의 360도 회전 스위벨 타입

ㆍ줄의 꼬임을 방지

핑거릴 45m  ￦ 50,000  다이브 릴 | GS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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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크기 : 폭 40mm / 외경 76mm / 내경 31mm

ㆍ길이 : 45m

ㆍ더블앤드 스냅(116mm) 포함

ㆍ릴줄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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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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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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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MINI TEC LED  
￦ 230,000   

 기본 제원
ㆍ하나의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의해 구동

ㆍ통 알류미늄 아노라이징 제품으로 최상의 내구성 보장

ㆍ7도의 포커스 빔

ㆍ적용 LED : NEW CREE XP-E LED

ㆍ최대밝기 : 330 루멘

ㆍ직진형

ㆍ스위치 구동형(텍크니컬)

 크기 및 무게 
ㆍ몸체 직경 : 3cm

ㆍ헤드 직경 : 3.8cm

ㆍ길이 : 13,8 cm

ㆍ배터리 제외 무게 : 175g

ㆍ배터리 포함 무게 : 220g

 ※배터리 또는 충전기 미포함

Backup MINI 3XPG LED 
￦ 260,000   

 기본 제원
ㆍ3 XPG II LEDs 사용으로 1000루멘 

ㆍ하나의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의해 구동

ㆍ아노라이징 코팅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최상의 내구성 보장

ㆍ적용 LED : 3 XPG II LEDs

ㆍ최대밝기 : 1,000 루멘 

ㆍ직진형

ㆍ스위치 구동형(텍크니컬)

 크기 및 무게 
ㆍ몸체 직경 : 3cm

ㆍ헤드 직경 : 3.8cm

ㆍ길이 : 13,8cm

ㆍ배터리 제외 무게 : 175g

ㆍ배터리 포함 무게 : 220g

 ※배터리 또는 충전기 미포함

LIGHT-FOR-ME BACKUP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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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 Plus+ Led
￦ 210,000   

 기본 제원
ㆍ최상의 직진형 밝기 구현

ㆍ재질 : 아노다이징 코팅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

ㆍ스위치 : 로터리 마그네틱 스위치

              (Flash Off 100% 50% 10%)

ㆍ최대수심 :100m

ㆍ루멘 :1000lm

ㆍ색온도 :7000k

ㆍ발광시간 : 약70분(최대발광시)

 크기 및 무게
ㆍ배터리 포함 무게 : 205g 

ㆍ사이즈 : 142mm X 45mm

ㆍ사용배터리 : Lithium 3.7V (18650)1개

 ※배터리 또는 충전기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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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400mAh, 4.2V

ㆍ최대수심 : 100m 

ㆍ루멘 : 400 lm

ㆍ방수등금 : IP68

 ※배터리 또는 충전기 미포함

LITE MINI 라이트미니

￦ 190,000 

ARGON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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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장착모습
다른 라이트와 장착가능

라이트 제거된 모습 버튼을 돌려 두상 딱 맞게 조정 가능

측면 로고 부착 가능한 벨크로 장착

경량화해 목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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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이온 회로보호 전용 배터리

리튬이온 충전지

31

종류  제조사  가격

2600Ah LG or 삼성 \ 12,000

3000Ah LG or 삼성 \ 14,000

3400Ah 네네네우스
(파나소닉)

\ 18,000

2구 충전기(Li-2200M)

￦ 7,000 (인터넷가격)

ㆍ리튬이온 / 폴리머 3.7V 18650 보호회로 

   내장된 배터리 충전 가능

ㆍUSB 전원 공급 방식 (유저소유)

ㆍ충전중 : 적색 / 완료:녹색

ㆍ충전시간 (2600Ah-2개기준) :

   총 6 ~12시간

ㆍ충전 완료 램프가 켜져도 

   1시간이상 더 충전하면 

   충전효율 증대

(인터넷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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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안전     
    고리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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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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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CAL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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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EC 4.4 
SIDEMOUNT SET

￦ 2,070,000 

 4.4 Ah   
 기본 제원

ㆍ배터리 팩 : 4.4 Ah 14.4V 리튬 이온

ㆍ최대 출력 : 50W

ㆍ작고 아담한 사이즈

ㆍ아노다이징 알루미늄

ㆍ90도 RCA 케이블 충전 코드

ㆍ스테인레스 스틸 클램프와 

ㆍ코듀라 재질 커버

ㆍ전용 충전기 포함

ㆍE/O 코드 사용 가능

※ 위의 작동시간 실제 작동시간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0%

 4TEC Head
 기본 제원

ㆍ4 x XPE LED 

ㆍ1200 루멘

ㆍ빛의 각도 : 6도

ㆍ상하 앞뒤 조절 장치

ㆍ전력 : 18W

ㆍ2가지 밝기 모드 : 30 %, 100 %

ㆍ하우징 :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으로 제작

ㆍ스위치 : 피에조 스위치

ㆍ굿맨 핸들 무게 : 735g

ㆍ스냅 볼트 등 악세사리 걸이가 용이한 핸글 구성

ㆍ가벼운 헨들 무게

ㆍ케이블 

ㆍ헤비 듀티 케이블

 Size
ㆍ최대 직경 : 65mm (구형 69mm)

ㆍ최소 직경 : 45mm (구형 56mm)

ㆍ길이 : 62mm (구형 70mm)

ㆍ굿맨 핸들 폭 : 105mm          

ㆍ높이 : 20mm   ㆍ최대 높이 : 75mm   ㆍ길이 : 110mm

 Protective Torch Case
 기본 제원

ㆍ소재 : codura 1200

ㆍ각각의 포켓 구성 

ㆍ벨크로 스트랩 ACCU 배터리

ㆍ덮개와 밑면 몰딩 추가로 보다 좋은 견고함 

ㆍ덮개에 포켓 및 투명 네임 텍

ㆍ편안한 손잡이

ㆍACCU 배터리 호보를 위해 

   충전기 밸크로 스트랩을 별도로 장착

 Size 
ㆍ길이 : 440mm   ㆍ깊이 : 130mm   ㆍ높이 : 180mm

 Size
ㆍ무게 : 0.810 kg

ㆍ길이 : 17.5cm

ㆍ직경 : 5cm

 사용시간
ㆍ3XML 알렉산드라 : 2 시간

ㆍ4TEC : 5 시간

 장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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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ML 6.6 TECH LIGHT SET
￦ 2,070,000 

 6.6 Ah 
 기본 제원

ㆍ배터리 팩 : 6.6 Ah 14.4V 리튬 이온 

ㆍ최대 출력 : 70W

ㆍ작고 아담한 사이즈

ㆍ아노다이징 알루미늄

ㆍRCA 케이블 부착 및 

   충전 포인트 

ㆍ단일 포트 사용

ㆍ스테인레스 스틸 클램프 

ㆍ코듀라 재질 보호 커버

ㆍ전용 충전기 포함

ㆍE/O 코드 사용 가능

 ※위의 작동시간 실제 작동시간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0%

 ※케이블 RCA를 밀어서 장착해야 합니다 

 Size
ㆍ무게 : 1.245 kg

ㆍ길이 : 19cm

ㆍ직경 : 7.5cm

 사용시간
ㆍ3XML 알렉산드라 RCA (HD) : 

   3.2 시간

ㆍ4TEC RCA : 6.9 시간

ㆍ7XRE RCA : 4 시간

 3XML Alexandra HD head
 기본 제원

ㆍ3 x XML LED   ㆍ4th red signalling diode

ㆍ3600 루멘      ㆍ빛의 각도 : 13도

ㆍ전력 : 36W

ㆍ3가지 밝기 조절 모드 : 10 %, 50 %, 100 %

ㆍLED 온도 제어 장치

ㆍ배터리 방전 장치 

ㆍ아노다이징 알루미늄

ㆍ스위치 : 피에조 

ㆍ헤드 : 굿맨 핸들 무게 : 0.635kg 

ㆍ스냅 볼트 등 악세사리 걸이가 용이한 핸글 구성

ㆍ가벼운 헨들 무게

 Size
ㆍ최대 직경 : 52mm  ㆍ최소 직경 : 50mm

ㆍ길이 : 60mm    ㆍ굿맨 핸들 폭 : 105mm 

ㆍ최소 높이 : 20mm / 최대 높이 : 75mm

ㆍ케이블 : 헤비 듀티 케이블

ㆍ길이 : 110mm

 Protective Torch Case
 기본 제원

ㆍ소재 : codura 1200

ㆍ각각의 포켓 구성 

ㆍ벨크로 스트랩 ACCU 배터리

ㆍ덮개와 밑면 몰딩 추가로 보다 좋은 견고함 

ㆍ덮개에 포켓 및 투명 네임 텍

ㆍ편안한 손잡이

ㆍACCU 배터리 호보를 위해 

   충전기 밸크로 스트랩을 별도로 장착

 Size 
ㆍ길이 : 440mm   ㆍ깊이 : 130mm   ㆍ높이 : 180mm

 장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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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EC 6.6 TECH LIGHT SET
￦ 2,150,000 

 6.6 Ah 
 기본 제원

ㆍ배터리 팩 : 6.6 Ah 14.4V 리튬 이온 

ㆍ최대 출력 : 70W

ㆍ작고 아담한 사이즈

ㆍ아노다이징 알루미늄

ㆍRCA 케이블 부착 및 

   충전 포인트 

ㆍ단일 포트 사용

ㆍ스테인레스 스틸 클램프 

ㆍ코듀라 재질 보호 커버

ㆍ전용 충전기 포함

ㆍE/O 코드 사용 가능

 ※위의 작동시간 실제 작동시간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0%

 ※케이블 RCA를 밀어서 장착해야 합니다 

 Size
ㆍ무게 : 1.245 kg

ㆍ길이 : 19cm

ㆍ직경 : 7.5cm

 사용시간
ㆍ3XML 알렉산드라 RCA (HD) : 

   3.2 시간

ㆍ4TEC RCA : 6.9 시간

ㆍ7XRE RCA : 4 시간

 Protective Torch Case
 기본 제원

ㆍ소재 : codura 1200

ㆍ각각의 포켓 구성 

ㆍ벨크로 스트랩 ACCU 배터리

ㆍ덮개와 밑면 몰딩 추가로 보다 좋은 견고함 

ㆍ덮개에 포켓 및 투명 네임 텍

ㆍ편안한 손잡이

ㆍACCU 배터리 호보를 위해 

   충전기 밸크로 스트랩을 별도로 장착

 Size 
ㆍ길이 : 440mm   ㆍ깊이 : 130mm   ㆍ높이 : 180mm

 4TEC Head
 기본 제원

ㆍ4 x XPE LED 

ㆍ1200 루멘

ㆍ빛의 각도 : 6도

ㆍ상하 앞뒤 조절 장치

ㆍ전력 : 18W

ㆍ2가지 밝기 모드 : 30 %, 100 %

ㆍ하우징 :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으로 제작

ㆍ스위치 : 피에조 스위치

ㆍ굿맨 핸들 무게 : 735g

ㆍ스냅 볼트 등 악세사리 걸이가 용이한 핸글 구성

ㆍ가벼운 헨들 무게

ㆍ케이블 

ㆍ헤비 듀티 케이블

 Size
ㆍ최대 직경 : 65mm (구형 69mm)

ㆍ최소 직경 : 45mm (구형 56mm)

ㆍ길이 : 62mm (구형 70mm)

ㆍ굿맨 핸들 폭 : 105mm          

ㆍ높이 : 20mm   ㆍ최대 높이 : 75mm   ㆍ길이 : 110mm

 장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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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XPE 20 TECH LIGHT SET
￦ 2,950,000 

 20 Ah 
 기본 제원

ㆍ배터리 팩 : 20AH 14.4V 리튬 이온

ㆍ작고 아담한 사이즈   

ㆍ최대 출력 : 100W

ㆍ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제작

ㆍ두 개의 RCA 연결 포트 :  

   - 메인 연결코드 : 충전 및 RCA 헤드 / EO코드

   - 보조 연결코드 : RCA 헤드 / EO코드

ㆍ피에조 센서 적용

ㆍ스테인레스 스틸 클램프 

ㆍ코듀라 재질 커버

ㆍ전용 충전기 포함

ㆍE/O 코드 사용 가능

 ※위의 작동시간 실제 작동시간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0%

 ※케이블 RCA를 밀어서 장착해야 합니다 

 7XPE Head
  기본 제원

ㆍ7 x XPE LED   ㆍ2,200 루멘

ㆍ각도 : 6도      ㆍ전력 : 24W

ㆍ2가지 밝기 모드 : 30 %, 100 %

ㆍ하우징 :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으로 제작

ㆍ스위치 : 함몰 피에조 스위치

              (실수로 누를수 있는 것을 방지)

 HEAD    
ㆍ굿맨 핸들 

ㆍ스냅 볼트 등 악세사리 걸이가 용이한 핸글 구성

ㆍ가벼운 핸들 무게

  Size 라이트 Head
ㆍ무게: 0.810 kg

ㆍ높이: 175mm

ㆍ최소 직경 : 100mm

 Size 굿맨 핸들 
ㆍ폭 : 105mm   ㆍ최소 높이 : 20mm   ㆍ최대 높이 : 75mm

ㆍ케이블 : 헤비 듀티 케이블   ㆍ길이 : 110mm

 Protective Torch Case
 기본 제원

ㆍ소재 : codura 1200

ㆍ각각의 포켓 구성 

ㆍ벨크로 스트랩 ACCU 배터리

ㆍ덮개와 밑면 몰딩 추가로 보다 좋은 견고함 

ㆍ덮개에 포켓 및 투명 네임 텍

ㆍ편안한 손잡이

ㆍACCU 배터리 호보를 위해 

   충전기 밸크로 스트랩을 별도로 장착

 Size 
ㆍ길이 : 440mm   ㆍ깊이 : 130mm   ㆍ높이 : 180mm

  Size
ㆍ무게 : 2.370 kg

ㆍ길이 : 32.5cm  ㆍ직경 : 7.5cm

 사용시간
ㆍ3XML 알렉산드라 RCA (HD) : 8 시간

 장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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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ive Torch Case
 기본 제원

ㆍ소재 : codura 1200

ㆍ각각의 포켓 구성 

ㆍ벨크로 스트랩 ACCU 배터리

ㆍ덮개와 밑면 몰딩 추가로 보다 좋은 견고함 

ㆍ덮개에 포켓 및 투명 네임 텍

ㆍ편안한 손잡이

ㆍACCU 배터리 호보를 위해 

   충전기 밸크로 스트랩을 별도로 장착

 Size 
ㆍ길이 : 440mm   ㆍ깊이 : 130mm   ㆍ높이 : 180mm

4TEC 20 TECH LIGHT SET
￦ 2,800,000 

 20 Ah 
 기본 제원

ㆍ배터리 팩 : 20AH 14.4V 리튬 이온

ㆍ작고 아담한 사이즈   

ㆍ최대 출력 : 100W

ㆍ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제작

ㆍ두 개의 RCA 연결 포트 :  

   - 메인 연결코드 : 충전 및 RCA 헤드 / EO코드

   - 보조 연결코드 : RCA 헤드 / EO코드

ㆍ피에조 센서 적용

ㆍ스테인레스 스틸 클램프 

ㆍ코듀라 재질 커버

ㆍ전용 충전기 포함

ㆍE/O 코드 사용 가능

 ※위의 작동시간 실제 작동시간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0%

 ※케이블 RCA를 밀어서 장착해야 합니다 

  Size
ㆍ무게 : 2.370 kg

ㆍ길이 : 32.5cm  ㆍ직경 : 7.5cm

 사용시간
ㆍ3XML 알렉산드라 RCA (HD) : 8 시간

 4TEC Head
 기본 제원

ㆍ4 x XPE LED 

ㆍ1200 루멘

ㆍ빛의 각도 : 6도

ㆍ상하 앞뒤 조절 장치

ㆍ전력 : 18W

ㆍ2가지 밝기 모드 : 30 %, 100 %

ㆍ하우징 :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으로 제작

ㆍ스위치 : 피에조 스위치

ㆍ굿맨 핸들 무게 : 735g

ㆍ스냅 볼트 등 악세사리 걸이가 용이한 핸글 구성

ㆍ가벼운 헨들 무게

ㆍ케이블 

ㆍ헤비 듀티 케이블

 Size
ㆍ최대 직경 : 65mm (구형 69mm)

ㆍ최소 직경 : 45mm (구형 56mm)

ㆍ길이 : 62mm (구형 70mm)

ㆍ굿맨 핸들 폭 : 105mm          

ㆍ높이 : 20mm   ㆍ최대 높이 : 75mm   ㆍ길이 : 110mm

 장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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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XPE RCA Head 
￦ 1,500,000 

4.4 Ah  
￦ 800,000 

3XML Alexondra 
HD Head  
￦ 1,200,000 

PROTECTIVE TORCH CASE 
￦ 120,000 

ACCU TCA E/O CORD 
￦ 360,000 

4TEC RCA Head 
￦ 1,300,000 

6.6 Ah  
￦ 900,000 

20 Ah  
￦ 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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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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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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YLINDER
AIR CYLINDER

THERMO VALVES
써모 밸브

세계 최대 알루미늄 고압가스 실린더 제조 업체인 럭스퍼 실린더.

모든 실린더는 옥시전 클리닝이 되어 있어 나이트록스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써모밸브 적용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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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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DIN겸용

좌우별도

AP-0008L(좌) / AP-0008R(우)

좌우별도

6027(좌) / 6026(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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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103 하네스

￦ 370,000 

ㆍ어깨패드 및 멀티모션 시스템적용

ㆍ하네스 웨빙 끈 조절기능  ㆍMMS

GS-1001 하네스

￦ 150,000 

GS-1101 하네스

￦ 230,000 

ㆍ기존 하네스에 신형 어깨패드 적용

다이브 기어 | GS1101

GS-1003 하네스

￦ 300,000 

ㆍ탈착이 쉬운 버클 결합 타입의 하네스

다이브 기어 | GS1003

HANESS

스토리지백 제외

<구성품>

<구성품>

<구성품>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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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백 플레이트
￦ 230,000 

ㆍ재질 : 알루미늄(3T)

ㆍ내구성이 높은 표면 가공처리(긁힘 강화)

ㆍ해외 다이빙 투어시 무게 감소

ㆍ무게 : 0.7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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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ON BACK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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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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le Adaptor & HARNESS Buckle

GS 209 웨이트 장착용
w 10,000

GS 210 웨이트 미장착용
w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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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ON WEIGHT SYSTEM

V 웨이트 포켓 
￦ 60,000

ㆍ2개의포켓으로구성 ㆍ더블탱크 전용 꼬리형 웨이트

ㆍ방향전환해서 사용가능 ㆍV웨이트 미포함

 
GS268

싱글 아답타용 웨이트 
￦100,000 

ㆍ무게:4kg

ㆍ무게 중심 이동으로 수중자세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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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림 웨이트 팩 
￦ 20,000 

ㆍ2kg, 1kg 코팅 납 및 일반납 수납가능

ㆍ심플한 디자인으로 가로, 세로방향 웨빙 결합 가능

GS266

장착 모습
V 웨이트

50mm 웨빙 장착 모습
상하좌우 방향으로 장착 가능

50mm 웨빙 장착 모습
상하좌우 방향으로 장착 가능

V 웨이트 
￦ 40,000 

ㆍ테크니컬용 등판 납

ㆍ개당 2.5kg

GW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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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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용 망가방
￦ 45,000  다이브기어 | GS297

 
ㆍ각종 악세서리 및 컴퓨터 등의 세척용 망가방

ㆍ사이즈 : 18cm(가로) X 28cm(세로) X 8cm(높이)

ㆍ웨빙장착용 포켓   ㆍ다양한 수납공간

ㆍ사이즈 : 21cm(가로) X 29cm(세로) X 7cm(높이)

34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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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S 1 
  ￦ 40,000  

  GS252

 EDS 2 
  ￦ 60,000  

  GS253

벨트용 포켓
￦ 60,000  

다이브기어 | GS291
 

ㆍ웨빙장착용 포켓

ㆍ다양한 수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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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ON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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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게이토 랩 (L 사이즈)

￦ 120,000 

ㆍ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길이가 길고 굵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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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OR W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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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HOSE
레귤레이터 호스

모델번호 제조사(국명) 길이 (cm) 규격 색상 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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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22 DAI(USA) 56cm 고무 검정  60,000 

LP-24 DAI(USA) 60cm 고무 검정  60,000 

AH-03-27 SAEKO(TAI) 69cm 고무 검정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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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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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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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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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28 DAI(USA) 72cm 고무(표준) 검정  60,000 

LP-34 DAI(USA) 86cm 고무 검정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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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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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40 DAI(USA) 100cm 고무 검정  70,000 

LP-40G DAI(USA) 100cm 고무 녹색  70,000 

LP-79 DAI(USA) 200cm 고무 검정  95,000 

LP-79G DAI(USA) 200cm 고무 녹색  95,000 

LP-84 DAI(USA) 213cm 고무 검정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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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HOSE
비씨 호스

DRY HOSE
드라이 호스

HP HOSE
고압 호스

모델번호 제조사(국명) 길이 (cm) 규격 색상 가격(원)

AH-04FN-6 SAEKO(TAI) 15cm 플렉시블 검정  35,000 

AH-04-10 SAEKO(TAI) 25cm 고무 검정  40,000 

AH-04FN-10 SAEKO(TAI) 25cm 플렉시블 검정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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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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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번호 제조사(국명) 길이 (cm) 규격 색상 가격(원)

HP-06 DAI(USA) 15cm 고무 검정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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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0 

모델번호 제조사(국명) 길이 (cm) 규격 색상 가격(원)

AH-38-36 SAEKO(TAI) 92cm 고급형 검정  80,000 

AH-04-36 SAEKO(TAI) 92cm 고급형 검정  60,000 

플렉시블 호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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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  ￦ 30,000  GH401

삼지촉  ￦ 25,000  GH402

강선 삼지촉  ￦ 30,000  GH403

2단 카본 스피어 폴 세트  ￦ 220,000  GH222

ㆍ구성 : 2단 스피어 폴 건, 삼지촉, 외촉, 고기꿰미

3단 카본 스피어 폴 세트  ￦ 240,000  GH333

ㆍ구성 : 3단 스피어 폴 건, 삼지촉, 외촉, 고기꿰미

샤크건 ￦ 220,000  105       ￦ 200,000  75

75

105

SPEAR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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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R GUN

카본 3단건
￦ 180,000  

GH311

카본 2단건
￦ 150,000  

GH211

사각 채집망
￦ 40,000  

GH511

기능성 고급 채집망
￦ 65,000  

GH513

고기꿰미
￦ 15,000  

GH405

작살 고무줄
￦ 15,000  

GH220

사각 지퍼 채집망
￦ 40,000  

GH514

원형 채집망
￦ 30,000  

GH512

SPEAR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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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c e s s o r y

다이빙 WET NOTE

75,000

다이빙 웨트 노트
속지 별매 (\ 25,000)

GB806\ 

로그북 속지

15,000

다이빙 기록 속지 - 별도구매

GB804-1\ 

FCD

60,000 AP 0018\ 

암컷 딘캡 (플라스틱)

5,000

딘 레규레이터 1단계 덮개용

AR72F\ 

멀티 슬레이트

30,000

수중 손목 메노판

AW15\ 

스위벨 아답타 (1단계)

35,000

1단계 360 0  

AS07\ 

탱크 밸브 마개

3,500 AV 01\ 

암컷 딘캡 (알루미늄)

15,000

딘 레규레이터 1단계 덮개용

AR76F\ 

로그북

30,000

다이빙 기록노트

GB804\ 

스위벨 아답타 (2단계)

60,000

2단계 360 0  

AS16\ 

호흡기 먼지마개

4,500 AD 01\ 

수컷 딘캡 (알루미늄)

15,000

딘 밸브 마개로 사용

AR7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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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 전환 아답타

70,000

딘 벨브에서 요크벨프로 전환 

AP 0016\ 

실리콘 구리스

15,000 AS 01\ 

스페너 렌치

100,000

1단계 개폐기 (크기조절형)

AT-36#14\ 

아답타

15,000

소 -> 대

GS3040\ 

에어 노즐 (스텐)

25,000

버튼식 조절

AA 01\ 

오링 키트

10,000

각종오링 수리용

SN4271\ 

게이지핀 (일자형)

10,000

게이지와 호스 연결 핀

AE 108999\ 

호스 프로텍터

2,500

호스 꺽임 방지

4006K\ 

에어 노즐 (고무)

25,000

BC호스에 연결 노즐을 살짝 누르면 
공기배출

AA 06\ 

중간압 체크기

130,000

1단계 중간압체크(오리피스
및 HP밸브 이상 유무확인)
/2단계 오리피스와 
러버시트와의 정상범위 
체크(호흡량 조절가능)

AP 0002A\ 

게이지핀 (접시형)

10,000

게이지와 호스 연결 핀 (양쪽 바이톤 오링 사용)

4SSP\ 

호스 가드

5,000

호스 보호대

AH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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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툴

40,000 SD7402\ 

다이프 렌치

10,000

사이즈 1/2"~5/8"-스텐재질

WR3\ 

핀버클 스트랩

15,000 SF1077\ 

마스크 스트랩

7,000 투명 SM1074 
검정 SM1074-1\ 

미니 멀티툴

45,000 7407K\ 

EZ 스프링스트랩 (조임형)

65,000 SF1875\ 

마이스터 핀버클 스트랩

15,000 MTF20121\ 

네오프랜 스트랩

15,000 GT500\ 

다이프 렌치

10,000 AS15-4\ 

EZ 스프링스트랩 (버클형)

55,000 SF1775\ 

핀버클 

6,000 SF1076\ 

마스크 스트랩 커버

15,000 GM40\ 

사이즈 M / L / XL 사이즈 S / M / L /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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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홀더1

2,500 SH1060\ 

서리 제거액 (루프용)

15,000

루프용 (60ml)

A80\ 

CB 마우스피스

6,000

일반형 : 실리콘재질

SB1163\ 

번지줄

6,000

1m 탄력 고무줄

DG263\ 

스노클 키퍼 블랙

3,000 S-1134S\ 

옥토퍼스 마우스피스

10,000

옥토퍼스 수납이 쉬움

AB70\ 

롱 마우스피스

7,000

롱타입 : 실리콘재질

SM1563\ 

라인 애로우

2,000

동굴다이빙용 가이드 표시기
(형광레드, 화이트, 형광옐로우)

AA-07\ 

서리 제거액 (스프레이용)

14,000

스프레이용 (60ml)

A60\ 

옥토퍼스 마우스피스 홀더

5,000

옥토퍼스 마우스피스 길이 - 일반형

AM04FY\ 

일반 마우스피스

5,000

블랙 / 투명 실리콘

SB1463\ 

웨이트 커피

5,000

5개 한세트
웨이트를 미끄러짐 없이 정위치에 고정

AW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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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납 (납 오염방지 코팅)

15,000 (1kg) GW105

GW106

\ 

조절형 발목 납 (1kg)

30,000

한상(1kg) 버클식 조절

GW100\ 

스텐레스 버클 (고급형)

18,000 SW4016\ 

스쿠바 래틀

50,000

흔들어 신호보냄, 스텐후크 포함
길이 19cm / 지름 19mm / 무게 146g
재질 알루미늄

AT-27\ 

V 웨이트

40,000

중량 2.5kg
더블 탱크용

GW105\ 

조절형 발목 납 (2kg)

40,000

한상(2kg) 버클식 조절

GW101\ 

스텐레스 버클 (일반형)

12,000 SW4014\ 

탱크 래틀 포인터

48,000

멀티기능 : 신호, 포인팅 스틱, 자기능
길이 27cm / 포인트직경 6mm / 무게 160g
재질 황동크롬 아노다이징 도금, 스텐후크 포함

AT-28\ 

웨이트 밸트 스텐버클

32,000

웨빙 1.4m (50mm) / 스텐버클 일반형

AW 02\ 

쉐이커 

55,000

흔들어 신호보냄, 스텐후크 포함
길이 10.5cm / 지름 25mm / 무게 114g

AT-11\ 

수중 포인터

25,000

멀티기능 : 신호, 포인팅 스틱, 자기능
길이 27cm / 포인트직경 6mm / 무게 160g
재질 황동크롬 아노다이징 도금, 스텐후크 포함

AT-29\ 

22,000 (2kg) \ 

구슬납

20,000 (1kg) GW102

GW103
\ 

30,000 (2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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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트 수륙양용

130,000 SA-009K/E\ 

마그네틱 호스 홀더

35,000 AC 06\ 

리트렉터

30,000

악세서리 걸이(소)

AR23C\ 

와이어 롱 랜야드

42,000

케이블 내에 스텐 와이어 내장
스텐 후크 2개 / 길이 최장 2.8m

AR 09KT-1\ 

플레시 라이트

20,000

물과 접촉시 자동으로 작동(물기가 없으면 자동정지)
LED 불빛 / 발광시간 500~700시간

가능수심 100m / 길이 89mm 직경 18mm
야간다이빙시 신호용

그린 / 블루

AL73\ 

버디라인

40,000

길이 1.2m / 최장 2.8m

GB805\ 

숏 코일

9,000

길이 22cm / 최장 100cm
간단하고 가벼운 악세거리 걸이

AR 0002\ 

버드 코일

25,000

길이 최장 4.5m

AR 0008\ 

탱크 오링 보관통

20,000

오링핀 / 열쇠고리 겸용

AD 08\ 

존 라인

40,000

길이 최장 2.8m

GB806\ 

와이어 랜야드

34,000

길이 1.2m / 최장 2.8m

AR 09KT\ 

퀵 릴리즈 수퍼 코일

28,000

악세서리 걸이(소)

AR 08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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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인플레이터

70,000

빠른 공기흡입과 배기로 일반 레크레이션 및 
테크니컬 BC에 적합

BC 악세사리
AK-04\ 

멀티 다이브 행거

19,000

각종 장비 세척용 걸이

AH 06\ 

탱크 충전 요크

110,000

스페어 에어 충전용

AP 0014\ 

탱크 잔압 체크기

130,000

요크타입, 드레인톱, 압력체크 400 BAR

AP 0003A\ 

스포츠 자바라 호스

20,000

스포츠BC용 자바라 호스

BC 악세사리
 GE358\ 

장비 행거

15,000 AH 27\ 

탱크 충전 요크

250,000

중간밸브와 윈터지드레인

AR 0012\ 

볼 마운트

50,000 SL 01-28\ 

택 자바라 호스

25,000

테크니컬 BC용 자바라 호스

BC 악세사리
 GE359\ 

슈트 행거

15,000 AH26\ 

탱크 충전 요크

110,000

수동 드레인

AR 0013\ 

클램프

55,000 SL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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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헤드 어댑터

30,000 SL01-07H8\ 

알루미늄 스냅 8mm

3,500

두께 8mm X 길이 80mm 각종장비 걸이용

AS12DF(8)\ 

스프링 후크

11,000

두께 8mm X 길이 80mm(스텐제품)

S2451-80 SS\ 

스테인레스 후크 클립

12,000

클립형

S251-83\ 

라이트 홀더

12,000 AL15-18\ 

알루미늄 스냅 5mm

3,000

두께 5mm X 길이 60mm 각종장비 걸이용

AS12DF(6)\ 

스프링 후크 8

10,000

두께 8mm X 길이 80mm 
각종 장비 걸이용(스텐제품)

S2450-80\ 

스토리지 백 볼트

10,000

스토리지 백, MMS 등 백 플레이트 결합용 
볼트(암수 한쌍 가격)

BC 악세사리
GE373\ 

싱글 조류 걸이

8,000 AR43\ 

알루미늄 스냅 4mm

2,500

두께 4mm X 길이 50mm 각종장비 걸이용

AS12DF(5)\ 

스프링 후크 6

9,000

두께 6mm X 길이 60mm 
각종 장비 걸이용(스텐제품)

S2450-70\ 

블래더 스크류 볼트

20,000

아펙스 WTX 및 삼족오 블래더 결합용 
전용볼트(암수 한쌍 가격)

BC 악세사리
GE374\ 

더블 조류 걸이

12,000 AR44\ 

스텐링

2,000

녹방지 스텐재질(각종 고리연결)

AR-04\ 

라운드 링

10,000

두께 6.5mm 내지름 50mm (스텐)

AR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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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벨 볼트 스냅 104

20,000

스텐인레스 제품
데코탱그밴드 및 텍게이지
스냅(길이104mm)

SS225-104\ 

더블 앤드 스냅 

25,000

길이 116mm

SS163\ 

45도 H-B링

25,000

45도

SS921\ 

3BAR 슬라이드 (와이드)

7,000 SS108\ 

스위벨 볼트 스냅 92

16,000

스텐인레스 제품
장비 스냅 고리(길이 92mm)

SS225-92\ 

D링

7,000

38mm 웨빙용 / 두께 6mm(스텐)
25mm 웨빙용 / 두께 5mm(스텐)

SS923
SS925\ 

90도 H-B링

25,000

90도

SS920\ 

3BAR 슬라이드 (일반)

7,000 SS109\ 

스위벨 볼트 스냅 86

13,000

스텐인레스 제품
장비 스냅 고리(길이 86mm)

SS225-86\ 

D링

8,000

50mm 웨빙용 / 두께 5mm

SS926\ 

90도 D링

15,000

50mm 웨빙용  / 두께 5mm

DR90\ 

퀵링크 대

8,000

길이 5cm 두께 5mm

A7350-5\ 

퀵링크 소

7,000

길이 4cm 두께 3mm

A7350-4\ 

스위벨 볼트 스냅 76

10,000

스텐인레스 제품
장비 스냅 고리(길이 76mm)

SS225-76\ 

밴트 D링

8,000

50mm 웨빙용 / 두께 5mm

SS926B\ 

45도 D링

15,000

50mm 웨빙용  / 두께 5mm

DR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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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GIANT 
NETWORK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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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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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명 담당자 주소 연락처

서울
텍포유(TEK4U) 남하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48길 22, 
2층 효림빌딩 (성내동)

070-4131-9918

씨혼다이브 박재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35-9 호원아트홀 3층 010-876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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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문수스킨스쿠바 홍성진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4 문수실내수영장 내 (옥동) 052-222-9080~2

서울 디시피시스템 이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3-10 202호 010-8967-8283

전국 지사

특수사업 총판

     DIVE GIANT NETWORK 

특약대리점

36

지역 센터명 담당자 주소 연락처

서울

잠실스킨스쿠버 손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 잠실종합운동장내 
스킨스쿠버풀

02-415-6100

다이브아카데미 주호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29, 202(잠실동) 010-9501-5928

㈜물이좋다 최기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61, 1층, 2층(역삼동) 02-599-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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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파크(MarinePark) 박진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101 (양재대로85길 74) 070-7579-8098

티비엔터프라이즈 김태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42-2 (동교동, 1층) 070-822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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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투다이브 송관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8-5 102호 010-7419-9658

C.E.O.DIVING 장철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73-6 가동 203호 010-369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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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351-7711

인천 어비스텍(주) 박재석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429 (용현동 3층) 010-3778-3483

대구 지엔에스(GNS)레포츠 강종진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4 (중리동 1층) 010-8442-9292

경남

바다여행잠수교실 안광모 경남 창원시 사림동 31-7 010-5157-3370

장유스쿠바 양상현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138번길 11-6 
(관동동 101호)

010-9325-0159

부산

부산스쿠버아카데미 구진희 부산 동래구 사직동 71-37 051-503-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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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맥스 우영현 부산 남구 대연동 30-4  2층 051-62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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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FORMATION

최상의 서비스와 숙련된 기술자들이
정확한 수리를 약속합니다.

보증기간
●  1년간 무상점검 및 A/S(공임비 무료)제공

  - 소모품은 별도 가격이 발생합니다.

  - 기계적 결함에 한하여 보증합니다.  

  - 본사에서 출고되지 않는 제품은 

  - 무상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  보증 예외 제품
  - 본사에서 인증되지 않은 센터에서 수리 후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6 A/S 정책

2016.4.1 이후 당사 구입제품의 3년간(2회) 수리비용.  

   걸스포츠 장인환 010-5277-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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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10  2층

스쿠버 엔지니어링 이동준 010-5488-5347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48길 27 2F

씨혼다이브 박재우 010-8764-4723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5-9 호원아트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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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이좋다 손영석 010-7367-1234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3-26

  CJ네모선장     고대훈   

                     010-9482-0059

                     세종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68-5 홈플러스 별관 C동 105호

잠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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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272-1111 인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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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부

경기

정주환장인환 이원교 이달우 이동준 박재우 장철기 손영석

고대훈

박우진 강정훈 강우섭유우상 

위 A/S 비용은 지정점을 이용시에만 적용받습니다.
3년이후 A/S 비용 우측가격표 참고

1단계 + 2단계 + 옥토퍼스    \ 55,000

1단계 + 2단계                  \ 50,000

2016.4.1 이전 구입제품은 본사 정품인증시 적용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1, 2단계 별도 수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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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펙스코리아 심재호 010-5317-8748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옛길 3 (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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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림동 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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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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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이야기   김경식   

                    010-9168-4843

                    전남 여수시 신월로 527-1

강원

경상

김경식

박철웅

우영현 강종진 박복룡 도현욱 

심재호

안광모유기정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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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구입제품은 2배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품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