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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찾은 소중한 바다.

P.90~127 SUIT

그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이 남다릅니다.

P.128~135 ACCESSORY
P.136~143 LIGHT & MOTION
P.144~165 HOLLIS

가끔은 벅찬 해방감이 내 마음을 달래고,

P.166~169 LOGOSEASE

생물들의 생태계에 매료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P.170~181 COMMERCIAL

얕은 바다에서 깊은 바다, 케이브의 깊숙한 곳 그리고 침몰된 배까지,
자유롭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다이빙 중에서도,
모든 다이버들이 공통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 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미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TUSA가 『FIND YOUR OCEAN』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바다”가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도 “소중한 바다”가 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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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세계 80개국에서 사랑받는 TUSA의 마스크. 깨끗하고 넓
은 시야는 물론, 바다 속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는 것이 TUSA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최고의 소재에 대
한 고집과 오랜 시간 쌓아 온 전세계 사람들의 얼굴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마스크
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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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구조의 견고한 프레임을 가진 TUSA 마스크의 대표 모델
MASK
SNORKEL

[파라곤]

[파라곤 S]
₩ 270,000

₩ 270,000
SY/AR/UV 코팅렌즈 / 내용적: 195cc / 프레임 크기: 88mmx167mm / 피팅 사이즈: 118mmx167mm / 무게: 250g

M-1007SYQB

SY/AR/UV 코팅렌즈 / 내용적: 185cc / 프레임 크기: 87mmx170mm / 피팅 사이즈: 118.5mmx126mm / 무게: 227g

M-2001SYQB

[Basic Feature]
>> 스트랩 장착 각도 5단계
>> 마스크 자국이 남지 않는 라운드 에지
>> 금속 부품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얇게 설계된 프레임 디자인
>> 착용감이 뛰어난 3D 형상 스트랩

[Basic Feature]
>> 스트랩 장착 각도 5단계
>> 마스크 자국이 남지 않는 라운드 에지
>> 금속 부품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얇게 설계된 프레임 디자인
>> 착용감이 뛰어난 3D 형상 스트랩

REGULATOR

[Freedom Technology with Fit Ⅱ]
>> 프리덤 기술에 추가 된 “FitⅡ” 는 스커트 안정성을 더욱 높여줌
>> 뛰어난 피팅감과 착용감

FIN

[Freedom Technology with Fit Ⅱ]
>> 프리덤 기술에 추가 된 “FitⅡ” 는 스커트 안정성을 더욱 높여줌
>> 뛰어난 피팅감과 착용감

DIVING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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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

MDR

700

적외선

420

고에너지 가시광선

400

UV 420 Protection
+ Anti-Reflective Lens
+ Crystalview Optical Glass

(HEV)
자외선

(UV)

HEV
UV-A
UV-B

TA-0803
(1set ₩ 20,000)
 M-2001 마스크 전용 안티포그 필름
 마스크 내부에 부착하여 김서림 방지

LIGHT & MOTION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3층 구조 프레임 설
계. PuRiMaX(폴리 우레탄)에 의한 충격
완화, 금속 프레임으로 강성 추가, 폴리 카
보네이트 프레임에 의한 내구성을 확보.

MC-2001SY
(1set ₩ 140,000)
 근시용 렌즈(좌우 겸용)
 -1.0 ~ -6.0/0.5단위로 교정 가능
 CRYSTAL VIEW AR/UV 렌즈

ACCESSORY

TRI-MIX flame

자외선(UV)과 높은 에너지 가시 광선(HEV)는 위험
UV 위험은 알려져 있지만, 가시 광선 중에서도 위험한 파장이 있습니다. 가시광선 중
400~420 nm의 고 에너지 가시광선입니다. 각막과 수정체를 투과 해 버리는 광선에 주의해
야 합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 등의 바다에서는 망막의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UV으로부
터 눈을 보호 것과 같이, 고 에너지 가시광선(HEV)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O

각막
망막
수정체
홍채

200

₩ 300,000

파장(nm)

HOLLIS

자외선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중에서도 400~420nm의 고 에너지 가시광선(HEV-light)으로 인해 망막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UV420 렌즈는 이러한 HEV-light를 차단
합니다. A.R.(Anti-Reflective) 반사 방지 기능: 빛(가시 광선 = 렌즈를 통해 보이는 형상)은 마스크의 렌즈 표면에서 반사하는 등 10 % 정도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A.R. 반
사 방지 기능은 빛을 높은 비율로 투과시켜 밝고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싣는 기반으로 광학 유리 CRYSTALVIEW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리는 내
외면의 반사와 유리 내부에서의 흡수에 의해 투과하는 빛이 90 % 이하로 감소합니다. CRYSTALVIEW 유리 렌즈의 기반이 되는 광학 백색 유리는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투명도
가 좋고 광선 투과율이 높고, 보다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골드 메탈 프레임의 한정판 마스크

LOGOSEASE

5단계 각도 조절 버클은 정확한 각도로 마스크 위치를 유지.
또한 스커트 일체형으로 안정성을 높임.

티크 홀드

기존의 스트랩 조절 위치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여, 귀와의
간섭을 피하고 스트랩을 장착.

광대뼈 아래를 단단히 감싸도록
하여 피팅을 안정시키는 디자인.

딤플 가공 스커트

프리덤 드라이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는 곳에서 스커트 안정성을 향상시
키고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스커트에 딤플 가공.

얼굴 접촉면의 스커트는 부드러
운 소재로 피부의 과도한 긴장을
줄여주어 안면부와의 접촉면을
넓혀주고, 밀착력을 높여줌.

립 플랜지
인중 부분은 스노클과 레귤레이터를 물고 있어 최대한 물
유입이 되지 않도록 스커트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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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오프셋 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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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9SY MAT

M-19SYQB
SY/AR/UV 코팅렌즈
크롬 프레임(Special Edition)

MASK

₩ 250,000

₩ 220,000
SY/AR/UV 코팅렌즈
무광 프레임(Special Edition)

>> 수중에서 보다 더 선명한 노란색 시야
>> 외부 빛에 따라 변화되는 청색광의 렌즈
>> CRYSTAL VIEW AR/UV렌즈
>> 자외선 UV 차단 기능
>> AR(Anti-Reflective)반사 방지 기능
>> 광학 클리어 렌즈
>> 무광 코팅 프레임

SNORKEL

>> 수중에서 보다 더 선명한 노란색 시야
>> 외부 빛에 따라 변화되는 청색광의 렌즈
>> CRYSTAL VIEW AR/UV렌즈
>> 자외선 UV 차단 기능
>> AR(Anti-Reflective)반사 방지 기능
>> 광학 클리어 렌즈
>> 크롬코팅 프레임

FIN
REGULATOR

QB/MTCBL

B.C.JACKET

QB/MTMDR

DIVING COMPUTER

M-19SYQB

QB/MTBK

SUIT

M-19QW
₩ 150,000
>> 라운드 에지
>> 3차원 스트랩
>> 스커트 내부 빛 반사를 차단하는 특수 가공

ACCESSORY

QB/GOLD

LIGHT & MOTION

M-19SYQW

HOLLIS

M-19SYQB

M-19SQB

PINK GOLD

CR

QW/SILVER

QW/W

COMMERCIAL

QW/GOLD

LOGOSEASE

QW/PINK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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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SEE PRO / ZENSEE

TUSA

[젠시 프로 / 젠시]

MASK

ZENSEE PRO ₩ 220,000 (UV렌즈, 안티포그필름 포함)
ZENSEE

내용적: 215cc / 프레임 크기: 91x161mm / 피팅 사이즈: 113.5mmx130mm / 무게: 214g

₩ 150,000 (일반렌즈)

[3D SYNQ 기술]
>> 피팅링 얼굴에 맞추면 다양한 사이즈에 맞게 조절
>> 접촉면이 회전하여 다양한 얼굴 형태에 맞게 조절
[Freedom Technology]
>> 부드러운 접촉면은 착용시 마스크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줌

얇은 가장자리

M-1010S QGM

둥근 모서리 구조
TUSA의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이유

둥근 모서리

REGULATOR

피팅 라인

장시간 수중에서의 수압이 걸린 상태에서, 마스크는 편안함이 요구됩니다. 얼굴에 닿는 실리
콘 스커트의 바깥 쪽 끝 부분의 가장자리를 바깥쪽으로 둥글게 성형하여 마스크의 스커트 부
분이 얼굴에 접촉 할 때 부드러운 착용감을 체감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종료 후 마스크 자국
을 감소시키고, 피부에 부담도 감소시킵니다. 또한, 편안함 뿐만 아니라 수밀성을 더욱 극대화
하였습니다.

얼굴 (이마 부분)

DIVING COMPUTER

[Basic Features]
>> 넓은 1안식 렌즈를 얼굴에 가까이 가져옴으로써
초광범위 시야 확보
>> 인테가의 인기 피팅 기술 계승
>> 착용감이 향상되고, 머리카락이 끼지 않는
새로운 구조의 버클과 스트랩
>> 착용 후 얼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끝부분을 둥글게 마감

프리덤 드라이
쾌적한 착용감과 딱 맞는 피팅감
얼굴에 닿는 스커트 안쪽의 접촉면이 부드러
운 저 마찰 스커트입니다. 장착시에 부드러운
촉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피팅감을 강화
시켜 줍니다.

FIN

프리덤 피팅
얼굴 부위의 각 움직임에 따라 두께 변화와 딤플 가공
스커트 부분은 최상의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고 스커
트의 두께를 바꾸는 가공과 딤플 가공을 넣는 것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부위마다 얼굴의 움직임
이 다르기 때문에 스커트의 가공을 세밀하게 바꾸는
것으로, 유연성과 그립감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요
구를 충족했습니다. 광대뼈 아래를 단단히하여 피팅을
안정시키는 디자인으로되어 있습니다.

SNORKEL

"프리덤 기술" 은 얼굴 모양, 입이나 눈의 근육 동작, 뼈의 구조를 연구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뛰어난 착용감, 편안함, 성능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얼굴 (이마 부분)

기존 자사 제품

둥근 모서리

M-1010S
A.R.(Anti-Reflective) 반사 방지 기능
CRYSTALVIEW A.R/U.V 렌즈의 광선 투과율 이미지

QB

막 유리

입사광

QKH

투과광(눈에 닿는)
1.5%이하

100%

가시광선

100%

M-1010
90~95%

 광학 유리 렌즈
보통 유리는 내부, 외부에서의 반사 및 유리 내부로 흡수하여 투과하는 빛
이 90 %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CRYSTALVIEW AR / UV 렌즈의 기
반이 되고 있는 흰색 유리(광학 유리•클리어)은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투
명도가 좋고 광선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보통 유리에 비해 더 선명한 시야
를 얻을 수 있습니다.

SUIT

자외선

광선 투과율 시험 결과
자외선영역

광선파장
마스크 이름

CRYSTALVIEW AR/UV

QID

M1010 마스크는 1안식 렌즈 위치를 얼굴 가까이 가져옴 으로써 기존의
제품보다 더 넓은 시야를 확보

QKH

QGM

3D SYNQ Technology
■ 얼굴 크기에 따라
변하는 피팅링

■ 얼굴 모양에 따라
회전하는 접촉면
피팅링

 A.R.(Anti-Reflective) 반사 방지 기능
빛 (가시 광선 = 렌즈를 통해 보이는 동상)은 마스크의 렌즈 표면에서 반
사하는 등 10 % 정도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CRYSTALVIEW AR /
UV 렌즈는 반사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빛을 높은 비율로 투과
시킵니다. 이를 통해 밝고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의 머리 모양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의 3D 스트랩
조금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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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프레임리스 마스크 시야

위쪽 스트랩은 마스크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아래쪽 스트랩은 머리
모양에 맞게 벗겨지지 않도록 지지해 줍니다.

Skirt Mounted Quick Adjust Buckle System
마스크의 크리스털 실리콘 스커트 측면에 부착된 신기술입니다. 그 결과
간결하고 가벼우면서 과학적으로 진보한 마스크를 디자인 해 냈으며 쉽고
빠르게, 완벽한 착용감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50nm

0%

0.1%

1.5%

95%

90%

A사 마스크 (자외선 차단 녹색 유리)

0%

33%

58%

88%

77%

B사 마스크 (반사 방지 흰색 유리)

27%

97%

100%

100%

92%

투과율이 낮을수록 좋음

투과율이 높을수록 좋음

 타사 제품과의 비교
CRYSTALVIEW AR / UV 렌즈는 뛰어
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 타사의 대
표적인 자외선 차단 유리를 갖춘 제품에
비해 광범위한 파장 영역에서 우수한 자
외선 차단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반대로
투과율이 높아 가시 광선 영역에서 뛰어
난 광선 투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 보통 (녹색) 유리
하: 흰색 유리 (광학 유리 클리어)
3-D Strap
TUSA의 특허 받은 3차원 스트랩은 진정한 입
체적 디자인으로 머리 부분의 자연스러운 만곡
은 편안한 피팅감을 제공합니다. 3차원 스트랩
은 편안함과 표준적인 평면 마스크 스트랩 구조
입니다.
기존 제품
3D 형상
스커트 연결 스트랩
프레임이 아닌 실리콘 스커트에서 스트랩을 직접 당기는 방식. 5단계 조절
은 제공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소재 특성을 통해 마스크를 무리없이 자연스
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실현하고 있습
니다.

COMMERCIAL

Zensee 시야

180°버클 시스템
이 버클은 다양한 머리 크기에도 최적의 핏을 맞출 수 있도록 180°회전
합니다. 얇은 프레임과 회전하는 버클로 마스크를 작은 공간에도 접어 넣
을 수 있습니다.

550nm

LOGOSEASE

SWIFT BUCKLE & 3D STRAP

5 Angle Strap Adjustor
5단 스트랩 조절부는 마스크 양쪽부에 장착되어 5단계의 미세 조절이 가
능합니다. 최적의 착용감을 위해 상/하, 좌/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400nm

HOLLIS

5단계 스트랩 조절 × 사이드 홀드
회전 스트랩 조절과 달리 스트랩의 장착 각도를 위아래 5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상부와 하부의 밀착력을 각각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스커트에 장착된 버클은 마스크 홀드 성능을 향상 시켰습니다.

380nm

LIGHT & MOTION

WIDE VISIBILITY & LOW VOLUME

QW

CRYSTALVIEW AR/UV 렌즈
(자외선 차단 반사 방지 흰색 유리)

가시광선영역

315nm

ACCESSORY

QB

 자외선 U.V.차단 기능
일반적으로 파장이 10~400nm (나노 미터), 즉 가시 광선보다 짧고, X
선보다 긴 파장의 보이지 않는 광선(전자파)을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있
습니다.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눈에 장시
간 노출되면 각막염이나 백내장의 원인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CRYSTALVIEW AR / UV 렌즈는 가시 광선의 경계선의 400nm의 파장
에서도 98.5 %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수면 위
또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유해한 자외선을 확실히 차단합니다.

B.C.JACKET

CRYSTALVIEW A.R/U.V 렌즈의 광선 투과율 이미지

교정 렌즈
대부분의 TUSA 2안식 마스크에 제공되는 교정 렌즈는 디옵터 -1.0~8.0 까지 0.5단위로 오른쪽, 왼쪽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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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A PRO / INTEGA

[인테가 프로 / 인테가]
MASK

INTEGA PRO ₩ 200,000 (UV렌즈)
내용적: 175cc / 프레임 크기: 79x161mm / 피팅 사이즈: 113mmx133mm / 무게: 205g

INTEGA ₩ 150,000 (일반렌즈)

SNORKEL

M-2004QB
[3D SYNQ Technology]
>> 피팅링 얼굴에 맞추면 다양한 사이즈에 맞게 조절
>> 접촉면이 회전하여 다양한 얼굴 형태에 맞게 조절

FIN

[Freedom Technology]
>> 부드러운 접촉면은 착용시 마스크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줌
>> 착용 후 얼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끝부분을 둥글게 마감

피팅링
좁은 얼굴
넓은 얼굴

REGULATOR

 얼굴 크기에 따라 변하는 피팅링
피팅링 얼굴에 맞추면 다양한 사이즈에 맞게 조절됩니다.

[Basic Feature]
>> 높은 투명율의 유리에 빛 반사 방지 코팅
>> 착용감이 향상되고, 머리카락이 끼지 않는 새로운 구조의
버클과 스트랩
>> 도구없이 분해/조립 가능한 새로운 구조의 프레임

OG

DIVING COMPUTER

M-2004
힌지 역할

CBL

FY

OG

EO

FB

B.C.JACKET

BK

 얼굴 모양에 따라 회전하는 접촉면
힌지가 되는 얇은 부분은 접촉면이 회전하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얼굴의 굴곡이나 표정의 움직임에 따라 접촉면이 얼굴 모양에 맞게 조
절됩니다.

M-2004QB
ACCESSORY

 새로운 디자인의 3D 형상 스트랩

기존 자사 제품

조금 짧음

바깥쪽

얼굴쪽

MDR

RP

EO

MG

EG

W

FB

BK

LIGHT & MOTION

늘어남
얼굴쪽

SUIT

 스트랩: 굴곡을 없애고 부드럽게 사이즈 조절

바깥쪽

스트랩 안쪽의 굴곡을 없애 착용감을 극대화하고, 새롭게 디자
인된 버클은 머리카락이 끼지 않도록 합니다.

 버클: 회전축에 간격을 두어 쾌적성 향상

HOLLIS

위쪽 스트랩은 마스크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아래쪽 스트랩은 머리 모양에 맞게 벗겨지지 않도
록 지지해 줍니다.

LOGOSEASE

M-2004QW
 기존 제품에 비해 시야는 20% 향상되고, 내부 볼륨은 5% 감소

회전축

회전축

버클 내에 회전축과 간격을 두어 머리카락이 회전축에 끼지 않
도록 하며, 보관시에 스트랩이 느슨해 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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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사 제품

M-2004

M-2004 마스크
렌즈의 위치를 비스듬히
기울여지도록 하여기존
제품에 비해 시야가 20%
넓어지고 내부 볼륨이
5%줄었습니다.

MC-211SY(1set ₩ 140,000)
 CRYSTAL VIEW AR/UV교정렌즈
 -1.0~-8.0/0.5단위로 교정 가능

W

COMMERCIAL

간격

MC-211(1set ₩ 100,000)
 근시용렌즈
 -1.0~-8.0/0.5단위로 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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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12QB

M-1003QB
MASK

₩ 130,000

₩ 150,000
내용적: 180cc / 프레임 크기: 72×157mm / 피팅 사이즈: 113mm×130mm / 무게: 184g

SNORKEL

[Freedom Technology]
>> 딤플 가공으로 부위별 실리콘의 두께에 차이를 둔 피팅
>> 저 마찰 가공으로 착용 시 닿는 부위의 부드러운 촉감을 실현

>> 낮은 프로파일과 볼륨의 2안식 디자인
>> 프리덤 테크놀로지 스커트
>> 교정렌즈 가능
>> 프리다이빙 최적화

FIN

[Basic Feature]
>> M1001 보다 작은 사이즈로 남녀 모두 시용 가능
>>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멀티 회전이 되는 프리덤 버클
>> 눈과 렌즈의 거리를 최대한 좁힌 TUSA 마스크 중
눈최대 시야의 1안식 타입
FB

M-1003QB

ID

EG

RP

W

HP

OG

BK

MG

EO

REGULATOR

M-1003QID
EG

M-212QW

FB

ID

BP

MP

BP

DP

M-1001QB

SUIT

MG

B.C.JACKET

M-212

EO

DIVING COMPUTER

W

M-212QID

₩ 180,000

FB

CBL

OG

W

SGW

LIGHT & MOTION

PPW

FY

ACCESSORY

BK

>> 슬림한 프레임에 메탈 포인트, 와이드 뷰의 스타일리쉬한
1안식 마스크
>> 최고의 피팅감과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프리덤 테크놀러지 스커트
>> 3-D 형태의 스트랩
>> 5단계로 조절 가능한 스트랩 앵글

MC-7500(1set ₩ 100,000)
 근시용렌즈: 좌우 겸용 렌즈
 -1.0~-8.0 / 0.5단위로 교정 가능
MDR

OG

FY

RP

W

BK

MDR

FB

EO

M-1001QB

ID

EG

BK

EO

BZ

COMMERCIAL

SG

M-1001QID

LOGOSEASE

MG

HOLLIS

M-212QB

14

FB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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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02QW

M-32QB
MASK

₩ 150,000

₩ 140,000
>> 콤팩트하고 아름다워진 여성 전용
>> 딤플 가공으로 부위별로 실리콘의 두께에 차이를 둔 피팅
>> 저 마찰 가공으로 착용 시 닿는 부위의 부드러운 촉감을 실현

>> 3안식 디자인
>> 유연한 외부 이퀄라이징 포인트
>> 클리어링 동작이 쉬운 원-웨이 밸브
SNORKEL
FIN
REGULATOR

하이퍼드라이로 인한 이지 클리어링
BK

DIVING COMPUTER

M-32

BK

CBL

B.C.JACKET

AM

FB

FY

SUIT

TM-7500Q

M-1002QB

₩ 100,000

RP

EO

LB

BP

PQ

W

BK

LIGHT & MOTION

FB

ACCESSORY

MC-7500(1set ₩ 100,000)
 근시용렌즈: 좌우 겸용 렌즈
 -1.0~-8.0 / 0.5단위로 교정 가능

>> 콤펙트한 2안식 디자인
>> 교정렌즈의 교환이 용이한 두개의 대칭형 렌즈

TM-7500QB
HOLLIS

M-1002QW

M-1002QGM

EO

MG

NC

LB

PQ

W

BK

BK

TM-7500Q

COMMERCIAL

BP

LOGOSEASE

BK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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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B

FY

W

C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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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 50

SHADOW

OCEANIC
한정판

₩ 100,000
>> OCEANIC 50주년 한정판
>> 프레임리스 디자인으로 중량 감소
>> 극도로 낮은 볼륨의 디자인
>> 쉽게 조정이 가능한 스위블 버클
>> BC 포켓 또는 슈트 포켓에 쉽게 보관 가능
>> OCEANIC 설립자 Bob Hollis의 서명이 삽입된 네오프렌 스트랩 기본 제공

렌즈 크기: 70×160mm
스커트 크기: 75mm×200mm
무게: 195g

>> 최대의 시야를 보장하는 1안식 프레임리스 마스크
>> 수중촬영시 매우 적합
>> 회전식 사이드 클립
>> 블랙실리콘 스커트 사용
>> 네오프렌 스트랩

SNORKEL

50주년 기념

MASK

₩ 150,000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SHADOW ICE
₩ 100,000
>> 프레임리스

HOLLIS
LOGOSEASE

18

COMMERCIAL

스타일리시한 100% 리
퀴드 실리콘 스커트에
직접 부착된 UV 코팅
강화유리 렌즈는 해수면
에서의 눈부심을 줄이고
수중 색상 선명도를 향
상시킵니다. 프레임이 없는 Shadow 50 마
스크는 놀라운 시야를 제공하며 평평하게 접
을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판 에디션
은 검정색 스커트, 푸른 색상의 UV 렌즈와 더
불어 레트로 오렌지 컬러의 마스크 스트랩이
제공되며, 버클과 마스크 스트랩은 50 주년
기념 로고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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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OM FRAMLESS

CYANEA

MASK

₩ 180,000

₩ 330,000
>> 「Gummi Bear UltraSoft」 실리콘은 최상의 부드러움을 제공
>> 두 겹의 실리콘 층은 마스크가 틀어지거나 접히는 것을 막아줌
>> 새로운 울트라클리어 렌즈 – 독일 쇼트(Schott) 쥬파비테(Superwite™) 글라스
>> 마스크로 들어오는 빛의 96%까지 통과시켜 주는 울트라클리어 렌즈

SNORKEL

>> 울트라 클리어 리퀴드 실리콘
>> 최상급 울트라 클리어 렌즈 유리
>> 뛰어난 시야 제공
>> 버클이 없는 형태의 스트랩
>>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하는 슈퍼 소프트 리퀴드 실리콘 스커트
>> UV 및 염소에 강한 신축성있는 스키 고글 스타일의 스트랩으로 안전한 착용감과 편안함 제공
>> 마이크로 프레임 구조
>> 스트랩에 장착된 스노클 키퍼가 스노클을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위치에 유지

FIN
REGULATOR

Black/Titanium

Clear/Sea Blue

DIVING COMPUTER

BK/RED

B.C.JACKET
SUIT

VENOM
₩ 390,000
Clear/Oceanic Blue

Clear/Pink

>> 새로운 울트라클리어 렌즈 – 독일 쇼트(Schott) 쥬파비테(Superwite™) 글라스
>> 특허받은 서브프레임 디자인
>> 두 겹의 실리콘 층과 듀얼 컬러 스커트
>> 적은 볼륨으로 광각의 시안성을 보여줌

Clear/Titanium

ACCESSORY

Black/Yellow

LIGHT & MOTION

PREDATOR
마스크 ₩ 90,000
프리다이빙세트 ₩ 340,000

>> 세련된 블루 카모 프린트와 낮은 볼륨의 디자인
>> 소프트 스퀴즈 버클은 소리없이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제공
>> 편안한 유니버셜 스커트
>> 스모크 미러 렌즈 채용

HOLLIS
LOGOSEASE

프리다이빙세트
BK/RED

20

COMMERCIAL

스노클 p30
핀·가방 p39 참조

B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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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0 / 1set

MASK

맞춤형 교정렌즈

₩ 20,000

 근시 및 난시 교정용 맞춤 렌즈
 UV 차단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무게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남
 M-2001, M-212, M-211 전용
 맞춤형 제품으로 주문시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배송

안티포그 필름

✽ 긁힘에 약하니 스크레치에 유의하세요.

SNORKEL

TUSA의 안티-포그 필름은 부착하는 것만으로 다이빙하는 동안
마스크에 서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래 지속되며 내구성
강한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어떤 마스크든 상관없이 부착이 쉽고,
지속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부착이 간단함
>> 서리 차단
>> 지속적인 재사용 가능
>> 세척이 간단하며 용이함
>> 오래 지속되며 내구성이 강한 재질

TA-200을 부착하지 않은 부분

•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맞춤형 변색렌즈

₩ 280,000 / 1set

 자외선 지수에 따라 자동으로 변색 (미러 타입)
 날씨에 관계없이 주·야간 착용 가능
 맞춤형 렌즈로 근시·난시 도수 삽입 가능
 UV 차단 효과가 뛰어남
 수면에서는 선글라스, 수중에서는 일반 수경으로 사용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무게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남
 M-2001, M-212, M-211 전용
 맞춤형 제품으로 주문시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배송
 교정렌즈 포함가

TA-0803

TA-200

TA-0801

2안식

1안식

실내/수중

B.C.JACKET

M-2001SY 전용
일반렌즈/변색렌즈 비교

✽ 긁힘에 약하니 스크레치에 유의하세요.
실외/수면

₩ 15,000

₩ 15,000

>> 서리 방지 스틱 15ml
>> 세트 20개: ₩ 240,000

>> 네오프렌 재질

ACCESSORY

TA-5010

SUIT

교정렌즈

TEC-52

근시용렌즈(1set)

 근시용 렌즈(좌우 겸용)
 -1.0 ~ -6.0/0.5단위로 교정 가능
 CRYSTAL VIEW AR/UV 렌즈

MC-211SY ₩ 140,000
 CRYSTAL VIEW AR/UV교정렌즈
 -1.0~-8.0/0.5단위로 교정 가능

교정렌즈 디옵터 환산표
시력
~
~
~
~
~
~
~
~

0.50
0.40
0.30
0.20
0.10
0.08
0.04
0.01

디옵터
-1.0
-1.5
-2.0
-2.5
-3.5
-4.5
-5.5
-6.5

~
~
~
~
~
~
~
~

-1.5
-2.0
-2.5
-3.5
-4.5
-5.5
-6.5
-8.0

P

OR

BK

BL

HOLLIS

0.60
0.50
0.40
0.30
0.20
0.10
0.06
0.02

LIGHT & MOTION

MC-2001SY ₩ 140,000

UA-5011
₩ 15,000

₩ 100,000

 M-212, TM-7500용 렌즈
 -1.0~-8.0/0.5단위로 교정 가능
 좌우 겸용

MC-211

₩ 100,000

 M-2004용 렌즈
 -1.0~-8.0/0.5단위로 교정 가능

LOGOSEASE

MC-7500

>> 벨크로 타입의 네오프렌 재질

COMMERCIAL

LB

MBK

22

NBL

23

CONCEPT

TUSA의 스노클은 간단하게 「호흡의 용이함」을 추구해
개발하고 있습니다.「물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구조」, 「클리어링이 쉬운 배수 밸브」, 「피곤하지 않은 마
우스피스의 형상」등 호흡과 관련된 일체의 타협을 허용
하지 않고 세부 사항까지 고집하여 최고의 기능을 실현하
고 있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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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175

₩ 80,000

₩ 80,000

[Feature]
>> 물 유입을 최소화하는 하이퍼 드라이 시스템
>> 물 잔류를 최소화하는 하이 플로우 퍼지 시스템
>> 유연한 크리스탈 실리콘 자바라
>> 움직임이 자유로운 컴포트 스위블 어댑터

[Feature]
>> 물 유입을 최소화하는 하이퍼 드라이 시스템
>> 물 잔류를 최소화하는 하이 플로우 퍼지 시스템
>> 유연한 크리스탈 실리콘 자바라
>> 움직임이 자유로운 컴포트 스위블 어댑터

MASK

SP-175QB

SNORKEL
FIN

QGM/BK

QGM/ID

QW/NC

QW/PQ

QW/LB

QW/W

FB

DIVING COMPUTER

QGM/OG

REGULATOR

MDR

B.C.JACKET

EO

MG

SUIT

EG

ACCESSORY
LIGHT & MOTION

RP

EG

MG

FY

HP

AO

FB

DP

HR

GP

MP

SG

SY

CBL

FY

W

OG

BK/R

MS

MBL

BK

EO

BZ

LB

PQ

OG

CLB

AO

BP

BK

W

HOLLIS

QID/ID

LOGOSEASE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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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461QB

₩ 80,000

₩ 55,000

[Feature]
>> 물 유입을 차단하는 고성능 하이퍼 드라이 엘리트 시스템
>> 물 잔류를 최소화하는 하이 플로우 퍼지 밸브
>> 유연한 크리스탈 실리콘 자바라
>> 부드러운 착용감을 위한 실리콘 마우스피스
>> 물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3차원 형상의 파이프
>> 탈착이 쉬운 원터치 어댑터

>> 물 유입을 최소화하는 하이퍼 드라이 시스템
>> 쉬운 클리어링을 위한 대용량 드레인 챔버
>> 유연한 크리스탈 실리콘 자바라

MASK

SP-0101QB

SNORKEL

SP-461QB

FIN

BK/R

BK/OR

BK

REGULATOR

SP-0101QID
FB

SP-461
DIVING COMPUTER

EG

ID

BK

CBL

FY

B.C.JACKET

SP-0101QW

W

SUIT

SP-451
₩ 55,000

ACCESSORY

>> 여성들을 위한 미니 사이즈 마우스피스

W

SP-0101

LIGHT & MOTION

SP-451QB

CBL

BP

CBL

EO

FB

FY

MG

OG

HOLLIS

BK

T
BK

BK/R

SP-0101QB
LOGOSEASE

SP-451

COMMERCIAL

EG

28

RP

EO

FB

FY

HP

MDR

OG

BK

FY

PBL

CLB

W

FB

BP

29

SV2

₩ 45,000

₩ 130,000

>> 하이퍼 드라이 시스템
>> 대용량 드레인 챔버
>> 유연한 크리스탈 실리콘 자바라

>> 세미드라이 TOP을 갖춘 하이퍼포먼스 디자인
>> 퀵 디스커넥트 스노클 키퍼 장치가 360도 회전

FY

T

PBL

BK

SP-300Q
₩ 35,000

B.C.JACKET

>> 눈에 잘 띄기 위한 홀로그램 반사 스티커
>> 쉬운 클리어링을 위한 대용량 드레인 챔버
>> 유연한 크리스탈 실리콘 자바라

DIVING COMPUTER

 Scupper Valve 시스템
SV2 스노클 안쪽의 Scupper Valve는, 보
트의 Scupper Valve와 같은 역할을 합니
다. 내부의 튜브①는, 스노클의 중요한 부분
으로 작은 한 방향 Scupper Flap Valve를
유지하며② 호흡 시 통로의 바닥에 모인 물
과 함께 퍼지밸브 밖으로 배출됩니다.③ 다
이버가 단지 호흡하는 것만으로 마우스피스
아래에 축적된 물의 배출과 함께 깨끗해지
며 내부의 튜브를 건조하게 유지시켜 줍니
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면서 효과적입니다,
(신기술 특허 출원 중)

R

REGULATOR

CBL

FIN

 세미드라이 TOP
SV2(Scupper Valve)는 하단 부분이 매
끈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상단부에는 SemiDry 톱이 결합 되어 있습니다. SV2 SemiDry 톱은 스노클 상단에 일반적으로 자유
롭게 들어가는 물을 한 번 더 거치게 하였습
니다. ①수류 구멍 날개간의 작은 틈은 물의
유입을 제한하고②, 대부분 유입되던 물이
호흡하는 튜브에 들어가는 일이 없이 특별
한 구멍으로 배출됩니다.③

AM

SP-580

BK

SNORKEL

SP-580QB

MASK

SP-580

CBL

FY

SUIT

ULTRA DRY2
₩ 90,000

BK

ACCESSORY

AM

>> 특허받은 드라이 스노클 기술로 물 유입을 막아줌
>> 쉬운 클리어링을 위한 대용량 퍼지 밸브
>> 탈착이 간편한 회전형 스노클 키퍼
>> 교체 가능한 100% 액체 실리콘 마우스피스

CBL

LIGHT & MOTION

ULTRA DRY2QB

PREDATOR
스노클 ₩ 40,000
프리다이빙세트 ₩ 340,000

BK BL

HOLLIS

>> 단순하고 기능적인 “J” 스타일 스노클
>> 가볍고 낮은 프로파일, 세련된 블루 카모 프린팅
>> 사용하기 쉬운 고무 스노클 키퍼

BK Y

30

COMMERCIAL

마스크 p20
핀·가방 p39 참조

ULTRA DRY2

LOGOSEASE

프리다이빙세트

BK TI

WH TE

CL BL

CL Y

CL TI

W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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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카일]
₩ 250,000

SF-1101

SNORKEL

[Feature]
>> 열에 강한 다이빙 핀 전용 고무를 사용하여 내구성 향상
>> 육상 무게가 가볍고, 수중 무게는 거의 같은 무게를 실현하여 안정성 향상
>> 부드러움 속에서도 추진력을 잃지 않는 고무의 경도 설정
>>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발생하도록 설계
>> 빠르고 쉽게 탈착 할 수 있는 풋 포켓 구조

CONCEPT
FIN

핀은 특히 다이버의 레벨이나 다이빙 상황에 의해 필요한 특성이 다른 다이빙 기
어입니다. 그 때문에 TUSA는 형태나 소재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거듭해, 모든

REGULATOR

수온이나 해양 상황, 또한 어느 레벨의 다이버에도 최대한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FB · S · M · L

있도록 특성이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TUSA 핀으로 다이빙 라이프

DIVING COMPUTER

를 보다 풍부하게 즐겨 보세요.

B.C.JACKET
SUIT
ACCESSORY

R·S·M·L

OR · S · M · L

NBL · S · M · L

 채찍 같은 강력한 탄력
반발력이 뛰어난 신소재의 고무를 사용하여 채찍
같은 스냅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같은 힘으로도 더 많은 거리의 추진력을 발생합
니다.

BK · S · M · L

W·S·M

 향상된 풋 포켓
풋 포켓 안쪽에 무광처리와 굴곡을 넣어 탈착시
마찰력을 줄여줌. 풋 포켓 끝부분을 완만하게 하
여 부츠를 삽입하기 쉬운 형태로 디자인.

LOGOSEASE

SF-1101

OG · S · M · L

HOLLIS

 새롭게 개발된 핀 전용 고무
바닷물과 햇볕에 의한 소재의 내구성 감소는 당
연하지만,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고 싶은 요구에
부응하여 탄력성 향상은 물론 내구성도 향상 시
킨 신소재의 채용.

Y·S·M·L

LIGHT & MOTION

P·S·M·L

일반
고무핀

일반
고무핀
저항력

SF-1101

COMMERCIAL

SF-1101

풋 포켓 바닥

시간
시험 조건: 오존 농도 50pphm ± 5, 온도 40 ℃에서 36
시간에서 시험을 실시

32

추진력 측정 장치를 이용한 측정에 근거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측정 방법은 SF1011와 일반적인 핀 추력·끌기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다운 킥 방향으로 평소 수중 이동 속도를 설정하고
최대 추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추력, 항력의 평균값을 비교

일반 제품

33

SWITCH PRO

SWITCH
MASK

₩ 270,000

₩ 250,000
[Feature]
>> 최상급 폴리우레탄 블레이드 시스템
>> 기울어진 블레이드 디자인은 인체 공학적으로 최대의 효율을 제공
>> 탈착이 용이한 새로운 번지 스트랩(TA-0902)
>> 와류 발생 장치는 부드럽고 효율적인 핀 킥을 가능하게 함
>> 멀티 컴파운드 재질의 풋 포켓은 편안하고 더욱 강력한 핀 킥을 가능하게 함
>> 풋 포켓과 블레이드가 분리 가능한 "TUSA HyFlex"시스템 구조로 여행시 포장에 편리
>> 사이즈: XS 22 ~ 24cm, S 24 ~ 26cm, M 26 ~ 28cm L-XL 28 ~ 32cm

SNORKEL

[Feature]
>> 일반 사양의 SWITCH보다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단단한 PuRiMaX 소재를 사용
>> 고반발 탄성 우레탄 소재 (PuRiMaX)를 채용하여 고무를 능가하는 유연함, 내구성, 디자인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제공
>> 블레이드 경사 및 수류 구멍을 가공한 입체 형상으로 낮은 저항으로 효율적인 핀 워크가 가능
>>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번지 스트랩(TA0902) (P.43)
>> 풋 포켓과 블레이드가 분해 가능한 “TUSA HyFlex”시스템으로 여행시 포장에 편리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K · M · L

EO · S · M · L

B.C.JACKET

260-280
280-300

SUIT

M
L-XL

ACCESSORY

 SWITCH PRO BLADE
TUSA SWITCH PRO는 더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TUSA SWITCH
Fin 보다 약 20 % 높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블레이드 강도를 디자인
했습니다. 독자적인 소재의 PuRiMaX는 우수한 반발 탄성으로 다이버의
모든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HP · XS · S

BK · S · M · L

OR · S · M · L

FB · S · M · L

 오프셋 블레이드 디자인
TUSA HyFlex 시스템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동시에 기능적인 측면까
지 제공합니다. 일반 블레이드 보다 20°기울어진 오프셋 블레이드는
핀 킥시 최대한의 효율을 제공하며, 발가락 부분의 저항면을 최소화하
여 풋 포켓 부분에 생기는 쓸데없는 저항을 줄여줍니다.

FY · S · M · L

MDR · S · M · L

W·S·M·L

 소용돌이 생성기 (VG)
벤트 홀을 빠져나간 물줄기는 핀 뒤쪽의 난류를 크게 억제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블레이드 표면과 박리 저항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블레이드
뒷면에 마련된 6 개의 물결 VG가 소용돌이를 발생시켜 물줄기를 안정
시키고, 박리 저항을 억제합니다.

LOGOSEASE

핀 성능 향상을 위해 ‘번지 스트
랩’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
다. 기존 스트랩보다 핀을 발에 더
밀착시켜 추가적인 성능을 제공합
니다. 또한 탈착이 매우 용이하며,
다이버가 스스로 공구없이 5단계
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EO · M · L

HOLLIS

 BUNGEE STRAP

FY · M · L

LIGHT & MOTION

 Powered by PuRiMaX
TUSA 독자적인 고반발 우레탄 소재 ‘PuRiMaX (퓨리 맥스)’은 일반적인
핀에 사용되는 고무에 비해 1.2 배 정도의 반발 탄성을 가지며 업 킥, 다운
킥 때뿐만 아니라, 킥 스윙 시에도 채찍 같은 스냅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연속성을 가진 추진력에 의해 안정된 가속감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훨씬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고품질 소재이므로, 언제나 터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레탄 소재는 다른 핀 소재에 비해 투명성과 광택감이 우수하고 고급스럽
고 아름다운 질감도 매력의 하나입니다.

흐름의
박리 현상
저항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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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디자인

COMMERCIAL

TUSA HyFlex 는 핀의 풀 포켓 부분과 블레이드 부
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2개로 분리하여 컴팩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여행시 가방 등에 수납하거나
포장할 때 유용합니다. 마스크와 스노클 뿐만 아니
라 본인에게 익숙한 핀을 여행지로 가져갈 수 있어
스트레스 없는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오프셋

VG의 효과
O

저항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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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0105

SF-22
MASK

₩ 200,000

₩ 170,000
[Feature]
>> TUSA 만의 신기술인 포크엘라스트 구조는 최고 효율의 파워 전달력을 제공
>> 특허받은 20°기울기의 블레이드 디자인(A.B.D)는 10%증가된 추진력을 제공
>> 크레센트 팁과 세개의 채널로 구성된 블레이드는 최상의 추진력을 제공

SNORKEL

[Feature]
>> APS (Active Pivoting System)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 더욱 부드럽고 편안해진 풋 포켓
>> 물의 저항과 파워 손실을 막기 위한 수류 디자인
>> 반사판 삽입으로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 다이빙에 식별 용이
>> 탈착이 용이한 새로운 번지 스트랩(TA-0902)
>> 풋 포켓과 블레이드가 분리 가능한 "TUSA HyFlex"시스템 구조로 여행시 포장에 편리

FIN
REGULATOR

FB · S · M · L

DIVING COMPUTER

SGW · S

B.C.JACKET
SUIT

MDR · S · M · L

FY · S · M

HP · S

LOGOSEASE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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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 S · M · L

 포크엘라스트 구조
연질 재료의 반발 탄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듀얼
리브 구조와 함께 연질 소재 속에 경질 소재를
균형있게 배치한 결과, 최적의 굴곡을 실현하여
발에 필요없는 부담을 주지 않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부드러운 핀 워크가 가능해졌습니다.

HOLLIS

 제3세대 반사판
이전의 반사판과 달리 공기층이 없기 때문
에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고 오염되거나 반
사 기능이 나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반
사 빛의 밝기가 매우 높기(반사율이 높음)
때문에 야간 다이빙 등에 뛰어난 시인성을
발휘합니다.
※이전 반사반(1, 2세대)는 반사율이 33%,
제3세대는 75%

FORK ELAST

LIGHT & MOTION

 액티브 피봇팅 시스템
풋 포켓 부분에 생기는 저항을 없애고 킥을 편하게 찰 수 있도록 디자인, 가
장 아래 부분부터 완만하게 휘어져 저항을 줄인 블레이드, 최적의 각을 유
지시키는 스토퍼 시스템. 액티브 피봇팅 시스템으로 핀 킥 시, 가볍게 차도
높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쿄 공업 대학과 추진력 평가의 공동 연
구를 실시함으로써 개발된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ACCESSORY

 BUNGEE STRAP
핀 성능 향상을 위해 ‘번지 스트랩’이 기본으로 장
착되어 있습니다. 기존 스트랩보다 핀을 발에 더
밀착시켜 추가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탈착
이 매우 용이하며, 다이버가 스스로 공구없이 5단
계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BK · M · L

MDR · S · M · L

HP · XS · S

FB · S · M · L

FY · S · M · L

CBL · M · L

PPW · 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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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ATOR FREE DIVE FIN

[투사 TRAVEL RIGHT 다이빙 핀 ]

MASK

₩ 140,000

₩ 200,000

SF-0110
맨발로 신을 수 있는
소프트 풋포켓 모델입니다.

[Feature]
>>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있는 큰 뒤꿈치 당김 탭
>> 풀 풋 디자인으로 안정된 킥과 최대의 편안함 제공
>> 블루 카모 디자인
SNORKEL

[Feature]
>> 컴팩트하고 수납하기 쉽고, 경량으로 여행에 편리
>> 큰 추진력을 제공하는 컴팩트한 블레이드 디자인
>> 번지 스트랩으로 조정하지 않고 탈착 가능
>> 다이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레포츠에 사용
>> 부드러운 풋 포켓은 다양한 부츠 형태에 적합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K · XS · S · M · L

B.C.JACKET
SUIT

23-24

S

25-26

M

26-27

L

27-28

ACCESSORY

 외형 치수 및 중량(한발)
XS 475×215mm - 1,240g
S 502×225mm - 1,430g
M 520×225mm - 1,440g
L 545×232mm - 1,700g

XS

 색상 및 사이즈

LIGHT & MOTION

PREDATOR BAG
₩ 90,000

Sizes

XS

S

M

L

BK

●

●

●

●

W

●

●

●

●

HOLLIS

SF0110전용 번지 스트랩

[Feature]
>> PREDATOR FREE DIVE FIN에 맞춘 사이즈
>> 마스크 / 스노클 용 포켓 내장
>> 어깨 끈과 손잡이
>> 가방 아래쪽 배수용 구멍

LOGOSEASE

38

COMMERCIAL

W · XS · S · M · L

적은 힘으로 잘 늘어나 다양한 발 모양에 맞는
번지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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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6600

VIPER 2
MASK

₩ 150,000

₩ 120,000
[Feature]
>> 음성 부력의 반발 탄성이 뛰어난 고무재질
>> 좁은 지역에서도 용이한 핀킥을 위해 짧은 블래이드 디자인
>> 사이즈별 블레이드 길이

[Feature]
>>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과 내구성 향상
>> 성능 향상을 위해 2개의 레일 추가
>> 고무의 탄력과 플라스틱의 가벼움을 최적화로 조화
SNORKEL
FIN

BL · XS · SM · REG · XL

FY · XS · SM · REG · XL

P · XS · SM · REG

DIVING COMPUTER

BK · XS · SM · REG · XL

REGULATOR

BK · S · M · L

Aqua · XS · SM · REG

SF-5000 / SF-5500

₩ 120,000

SUIT

SF-0102

B.C.JACKET

FB · S · M · L

₩ 80,000
[Feature]
>> SF-5000 / 남성용(BK, CBL, FY, W)
>> SF-5500 / 여성용(CBL, FY, W)

ACCESSORY

[Feature]
>> 멀티플렉스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 20°ABD(Angle Blade Design) 으로 파워 손실 최소화

LIGHT & MOTION

BK

HOLLIS

FB · S · M · L

FY

LOGOSEASE
COMMERCIAL

BK · S · M · L

40

CBL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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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 FIN

PREDATOR FREE DIVE SET
MASK

₩ 290,000

세트 구매시 ₩ 340,000
[Feature]
>> 프리다이빙용 마스크 / 스노클 / 핀 세트(가방 포함)

단품 구매시 ₩ 420,000

SNORKEL

[Feature]
>> 패들 핀 고유의 파워와 추진력을 제공
>> 독특한 구조의 공학 기술로 파워-루프 모노코크와 차는 힘을 극대화시킨 프레임 레일 디자인을 결합
>> 핀 끝부분의 수직 안정 장치는 핀-킥시 핀이 일직선 형태를 유지하도록 함
>>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은 기존의 Atomic Aquatics의 마스크와 스노클과 완벽하게 조화됨
>> 사이즈: S(230), M(240)-여성 / L-남성

FIN

SILVER · M · L

BLUE · M · L

DIVING COMPUTER

YELLOW · S· M

REGULATOR

RED · S · M · L

B.C.JACKET

₩ 250,000

TA-81

₩ 80,000

₩ 80,000

>> 사이즈 : FREE(5 단계 사이즈 조절 가능)
>> 재질: 합성 고무 / 엘라스토머 수지
>> 모든 TUSA 핀 호환

>> 사이즈 : BK·S·M / W·S
(S, M 핀·S 사이즈 스트랩 / L 핀·M 사이즈 스트랩)
>> 재질: 합성 고무 / 엘라스토머 수지 / 스테인레스
>> 모든 TUSA 핀 호환

BLACK · M · L · XL

LIGHT & MOTION

BK

ACCESSORY

[Feature]
>> 회전과 피봇팅에 효과적인 낮은 측면 레일과 짧고 단단한 블레이더
>> 모노코크 구조와 파워 플레이트는 다리와 발에서 레일로 효과적으로 파워를 전달
>> 비대칭 블레이드 벤딩 굴곡은 다양한 핀 킥에 효과적으로 디자인
>> 사이즈: M-여성 / L·XL-남성

TA-0902

SUIT

X1 BLADE FIN

W

SILVER · M · L · XL

FIN BUCKLE/STRAP

₩ 8,000

STRAP

HOLLIS

KEY-RING

₩ 12,000 (숫버클 2개 포함)
LOGOSEASE

BUCKLE ₩ 3,000 (암버클 개당)
BLUE

· M · L · XL

YELLOW

· M · L · XL

TG-SF0101

STRAP

BUCKLE

COMMERCIAL

RED · M · L ·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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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MDR

FY

FB

43

ATOMIC AQUATICS 이전에 스쿠버 다이빙에 “최고”란 없었다.
최고가 아니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21세기 초, Atomic Aquatics가 설립되었을 때 받았던 질문입니
다. 탁월함과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열정, 우수한 소재와 제조 정밀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다이빙 경험
을 단순화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Atomic Aquatics는 태어났습니다. 설립자인 Dean Garraffa와 Doug
Toth는 이미 혁신적인 다이빙 장비에 대해 안목있고 까다로운 디자이너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Atomic
Aquatics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최고 등급의 다이빙 장비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갖게 됩니다.

Atomic의 디자인은 여러 국제 상을 수상하며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이버들의 필요와 욕구를 식
별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대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 소재 및 인체 공학을 엔지니어링합니
다. 우리의 디자인 철학은 연필 스케치부터 고급 CAD 기술까지 자유롭게 오가며 최고의 제품을 구현합니다. 모든
Atomic의 제품 디자인은 완벽한 소재를 신중이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용과 제조의 어
려움에 구애 받지않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최고의 다이빙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올바른 금속과 소재의 선택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이는 스쿠버 산업에서 이전에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제조 공정의 개발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아니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최고만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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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S DESIGN
MASK

왜 티타늄인가요?

 밸런스 포핏
공기역학적인 밸런스드 포핏이 탱크의 압력
에 관계없이 높은 공기 흐름을 제공하기 때문
에 쉽고,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 수십 가지의 티타늄 합금을 연구한 결과 효과
적인 비용으로 티타늄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아토믹은 모든 금속부품을 티타늄으로 만들었으면서도 '황동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
른 프리미엄급 호흡기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호흡기입니다.

① 자동 흐름 제어 ATOMIC 호흡기에는 돌리거나
눌러야할 세부 장치가 없으며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유일한 수심 감지 벤투리 제어가 자동
적으로 성능과 안정성에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마
우스피스 내부에 들어있는 에어포일(airfoil)이 수심
에 반응하여 위치가 바뀌면서 어떤 수심에서도 일
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편안한 호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REGULATOR

티타늄 호흡기의 출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은 손에 있는 호흡기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물 속에서는 얼마나 더 가
벼워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티타늄은 내구성과 신뢰도에서 대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토믹의 티타늄 부
품은 닳거나, 녹슬거나, 부식에 의해 고장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셋째, 관리가 더 쉽고 비용도 적게듭니다. 매년 분해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요.

DIVING COMPUTER

 티타늄 밸브 몸체
내부 표면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일어나지 않
으므로 성능은 항상 최고를 유지합니다. 2단
계의 “엔진 블록(engine block)-밸브”의 몸
체는 타사 티타늄 레귤레이터와 달리 통 티타
늄을 컴퓨터를 이용해 깎아 만든 것입니다. 강
도는 황동의 2배이며, 무게는 2분의 1입니다.

FIN

 저마찰 케블라 피봇 슬리브
Atomic 티타늄 디맨드 레버는 밸브 몸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모를 유발
할 수 있는 금속과 금속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내마모성을 가진 낮은 마찰 저항
소재가 요구됩니다. Atomic의 케블라 슬리
브 소재는 마모없이 수백만 번의 사이클을 견
딘 후에도 매끄러운 호흡이 가능합니다.

SNORKEL

티타늄은 해양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한 마법같은 금속입니다.
티타늄은 강철처럼 강하면서 무게는 반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녹이스는 스텐레스 스틸 또는 황동이나, 파이거나 부식되는 알루미늄과 달리 티타늄은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해수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서 100년이 지난 후에도 티타늄 부품은 처음 생산된 모습처럼 새것으로 보입
니다.
다른 금속들이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티타늄이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모든 레귤레이터를 티타늄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티타늄은 구하기 어려우며, 값이 비싸고 가공하기 어려운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B.C.JACKET

티타늄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입니다.

SUIT

② 급속 조절 놉 쇄파 지역에 입수하거나 옥토퍼스
를 사용할 때 또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순간적으
로 공기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가볍게 쥐고 한번
돌리면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티타늄 레버
절대적인 안전도와 신뢰도를 위한 가장 중요
한 부품은 공기 공급장치와의 기계적인 연결
부입니다. 항공 우주산업에 사용되는 독보적
인 티타늄 합금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스트레
스로 인한 금속의 약화나 부식에 강합니다.

ACCESSORY

③ 타원형의 배출 밸브 깊은 수심에서 배기노력이
상당히 감소 하였습니다.특대형의 배기 밸브와 에어
포일 (airfoil) 모양의 밸브는 매번 호흡할 때마다 부
드럽게 내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수에서 6개월 경과후 티타늄과 황동의 비교
LIGHT & MOTION

 시트 보호기능의 티타늄 오리피스
새로운 오리피스 디자인은 저압시트의 수명
을 큰 폭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 레귤레이터가 새고 성능이 저하되는 첫번
째 이유는 시트가 닳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시트 보호 다이나믹 오리피스(#5,803,073)
는 압력감지에 의해 작동되며 레귤레이터를
사용할 때만 저압시트에 접촉하게 됩니다.

Comparison Chart Atomic Aquatics Regulator Systems
FIRST STAGES

T3

ST1

M1

B2

Z3

Z2

Compact size(콤팩트 사이즈)

M1

B2

Z3

Z2

stainless/

brass/

brass/

brass/

brass/

monel

stainless

monel

stainless

stainless

stainless

Titanium seat saving orifice(티타늄시트보호오르피스)

Stainless

Comfort swivel hose(스위블호스)

━

━

Rapid adjustment knob(조절놉)

Optional freeze protection(동결방지 옵션)

standard

standard

standard

Nitrox (EAN) ready(나이트록스)

40%

40%

50%

LOGOSEASE

Titanium lever(티타늄레버)
40%

40%

40%

2

2

			

80%(dedicated)

# HP ports(고압 포트)

2

2

2

2

# LP ports(저압 포트)

5

5

5

5

Valve body material(밸브소재)

Titanium

Titanium

zirconium

Titanium

zirconium

zirconium

7

7

COMPLETE SYSTEMS

T3

ST1

M1

B2

Z3

Z2

option

option

Weight (yoke)(무게)

794g

1059g

1191g

1143g

1143g

1070g

Weight (DIN)(무게)

734g

964g

1030g

996g

996g

844g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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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1

AFC automatic flow control(자동공기흐름컨트롤)
Titanium/

HP piston seal system(HP 피스톤 씰 시스템)

LP swivel(저압 스위블)

T3

HOLLIS

Balanced piston design(밸런스 피스톤)
First stage materials(소재)

SECOND STAGES
Pressure balanced 2nd stg.(밸런스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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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ST1
MASK

₩ 3,600,000

₩ 1,890,000

권장 오버홀 주기 ‘3년 300회’

[2nd stage]
>> 특허 받은 티타늄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 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티타늄 소재 컴포트 스위블
>> 고급 호흡기 가방 기본 제공

권장 오버홀 주기 ‘2년 300회’

[1st Stage]
>>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바디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 기본 제공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2nd Stage]
>> T3, B2와 동일한 올-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티타늄 소재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 스테인레스 소재 컴포트 스위블

SNORKEL

PASSION

[1st stage]
>> 통 티타늄 소재
>> 초경량, 부식 방지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 기본 제공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to establish a higher standard and
set a new benchmark in diving equipment

FIN

PRECISION
to craft distinctive first-in-category products from
the finest materials and manufacturing processes

REGULATOR

PERFORMANCE
to deliver a superior experience and
unwavering reliability for Atomic Aquatics divers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DIN 타입

DIN 타입

FIRST STAGES FEATURES
It’s All About Titanium 티타늄은 해양 환경에 완벽한 소재입니다.
티타늄은 스틸과 같이 강하지만, 무게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수중에서 스
틸이 녹이 슬고, 황동이 부식되며, 알루미늄이 파이는 동안, 티타늄은 아
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티타늄이 최신형 소재이고, 매우 비싸
며, 가공하기 쉽지 않지만, Atomic은 비용 효율이 좋은 공법을 개발 하였
습니다. 따라서 다이버들은 현재 가벼우면서 고성능의 호흡기를 적은 유
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t’s Elemental Atomic 호흡기의 이름은
각 제품의 주요 금속 성분의 머리글로 만들어 졌습니다.
T3 – Titanium
ST1 - Stainless Steel/Titanium
M1 – Monel
B2 – Brass
Z2 / Z3 – Zirconium

LOGOSEASE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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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of All Atomic Aquatics First Stages Atomic
호흡기 1단계 주요 특징
•안정된 중간 압력과 높은 성능을 위한 밸런스 피스톤 방식
•독창적인 고압 피스톤 씰 시스템은 적은 마찰과 유지보수를 위해
스스로 윤활 역할을 수행
•300Bar 까지 사용 가능(DIN 커넥터 선택시)
•낮은 온도에서 동결 방지를 위한 환경 차단 키트
•나이트록스 40% 까지 사용 가능(M1은 80% 까지 사용 가능)
•CNC로 단단한 바(bar) 소재를 가공하였으며, 이 몸체는 서서히
진행되는 중간압 문제를 없애기 위해 피스톤과 시트의 정렬을
완벽하게 유지함.
•2개의 고압포트 / 5개의 스위블 형 저압포트(T3, ST1, M1, B2)
•2개의 고압포트 / 7개의 고정형 저압포트(Z3, Z2)
•모든 Atomic 호흡기 1단계, 2단계는 미국에서 생산

HOLLIS

 제트 시트 피스톤
Atomic은 중간압을 유지하고, 유지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트 시트 피스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독특한 고압 피스톤 씰 시스템은 공기가 새는 것을 방지하고, 스스로 윤활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부분 경쟁사의 1단계 시트는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Atomic 제트 시트 시스템은 원뿔 모양의 시트와 끝부분이 무딘 피스톤을 사용하여 손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당사의 밸브 시트는 매우 강력한 우주 항공 사양의 시트 재료로 정밀하게 가공 되었습
니다. 이 디자인 조합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수리없이 2년 또는 300회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낮은 탱크 압력에서의 성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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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권장 오버홀 주기 ‘2년 300회’

[2nd stage]
>> 찬물 다이빙에 적합한 보온 방열 디자인
>> 더 넓어진 슈퍼-드라이 배기 밸브
>> 티타늄과 지르코늄 코팅된 황동 소재의 주요 부품
>> 특허 받은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SET PRICE ₩ 3,100,000

구성품

구성품

M1 1단계

1개

M1 1단계

2개

M1 2단계

2개

M1 2단계

2개

LP HOSE 56cm/22"

1개

LP HOSE 56cm/22"

1개

LP HOSE 213cm/84"

1개

LP HOSE 213cm/84"

1개

Brass SPG 메탈게이지

1개

Brass SPG 메탈게이지

1개

HP HOSE 61cm/24"

1개

HP HOSE 61cm/24"

1개

Swivel Bolt Snap 3"

1개

Swivel Bolt Snap 3"

1개

Swivel Bolt Snap 3.5"

1개

Swivel Bolt Snap 3.5"

1개

Reg Necklace

1개

Reg Necklace

1개

✽Deluxe Regulator Bag 포함
✽1단계 DIN/YOKE 선택 가능

FIN

Cave Ring Kit 옵션
₩ 120,000

SET PRICE ₩ 2,300,000

SNORKEL

[1st stage]
>> 나이트록스 80% 까지 가능
>> 크롬 도금된 황동 바디와 모넬 소재 주요 부품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 기본 제공
>>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DOUBLE REGULATOR SET
MASK

₩ 1,490,000

SINGLE REGULATOR SET

✽Deluxe Regulator Bag 포함
✽1단계 DIN/YOKE 선택 가능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DECO REGULATOR SET

SET PRICE ₩ 3,400,000

SET PRICE ₩ 1,700,000

 이상적인 나이트록스용 호흡기
나이트록스 80%까지 기본 세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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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M1 2단계

2개

M1 2단계

1개

LP HOSE 56cm/22"

1개

LP HOSE 101cm

1개

LP HOSE 213cm/84"

1개

Brass SPG 메탈게이지

1개

Brass SPG 메탈게이지

2개

HP HOSE 15cm

1개

HP HOSE 15cm/6"

2개

Swivel Bolt Snap 3"

1개

Angle Adapter

2개

Reg Necklace

1개

✽1단계 DIN/YOKE 선택 가능

✽Deluxe Regulator Bag 포함
✽1단계 DIN/YOKE 선택 가능

 자동 흐름 제어 시스템
수심에 따라 자동으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
여 어떠한 수심에서도 편안하게 호흡
 새롭게 디자인된 프론트 커버
다이빙시 강력한 어떤 현상이나 소용돌이 물
결 등에서도 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더욱 커진 배기티
버블이 다이버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디
자인

COMMERCIAL

 이상적인 아이스다이빙용 호흡기
1단계가 얼지 않도록 Christo Lube 실리콘
으로 보호

 시트 보호 다이나믹 오리피스
2단계 저압시트와 오리피스가 호흡기에 공기
가 공급될 때만 서로 붙도록 설계

M1 1단계

LOGOSEASE

 제트 분사 기능의 고속 피스톤 방식 1단계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이나 심해 다이빙시에
도 항상 일정한 공기를 공급

 최고의 재질로 구성
각각의 기능이 뛰어난 재질로 구성 MONEL,
Stainless Steel, Brass, Zirconium,
Titanium

2개

HOLLIS

 최상의 호흡 기능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호흡기

구성품

M1 1단계

LIGHT & MOTION

DIN 타입

ACCESSORY

구성품

SUIT

SIDEMOUNT REGULATOR SET

 최상의 품질보증
2년 보증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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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Z3

권장 오버홀 주기 ‘2년 300회’

MASK

₩ 1,390,000

₩ 1,150,000
[2nd stage]
>> T3와 동일한 올-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특허 받은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컴포트 스위블
COLOR KIT

RED

PURPLE

PINK

₩ 85,000 (호흡기 구입시 무상교환)

[1st stage]
>> 크롬 도금된 황동과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바디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옵션 ₩ 50,000)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2 HP 포트 / 7 LP 포트
>> DIN 타입 가능

DIN 타입

FIN

BLUE

권장 오버홀 주기 ‘2년 300회’
SNORKEL

[1st stage]
>> 크롬 도금된 황동과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바디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옵션 ₩ 50,000)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 DIN 타입 가능

REGULATOR

[2nd stage]
>> Black-PVD 코팅 처리된 ATOMIC 콤포트 스위블
>> 크롬 코팅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한 프런트 커버 링
>> 티타늄과 지르코늄 코팅된 황동 소재의 주요 부품
>> 특허 받은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DIVING COMPUTER

Z2
₩ 990,000

B.C.JACKET

권장 오버홀 주기 ‘2년 300회’
[1st stage]
>> 크롬 도금된 황동과
316 스테 인레스 스틸 소재 바디
>>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 동결 방지 및 환경 차단 키트(옵션 ₩ 50,000)
>>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 2 HP 포트 / 7 LP 포트
>> DIN 타입 가능

DIN 타입

SUIT
ACCESSORY

[2nd stage]
>> 티타늄과 지르코늄 코팅된 황동 소재의 주요 부품
>> 특허 받은 “Seat Saving” 오리피스
>>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LIGHT & MOTION

DIN 타입

SECOND STAGES FEATURES

HOLLIS

Elliptical Exhaust Valve
타원형의 배기 밸브
Atomic은 이 매우 기본적인 2단
계 부분을 높은 탄력의 특수 등
급 실리콘 고무를 이용하여 큰 타
원형 모양으로 재설계 하였습니
다. 이 밸브는 하이-플로우(Highflow) 지원 망으로 연결되어 수중
에서의 배기 노력을 크게 감소시
켰습니다.

Titanium Demand Lever
티타늄 디맨드 레버
Atomic의 디맨드 레버는 뛰어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
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부식
및 파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티타늄보다 훨
씬 저렴하지만, 티타늄의 우수한
부식 방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Patented Atomic Automatic
Flow Control (AFC)
특허받은 Atomic 자동 흐름
제어 시스템(AFC)
Atomic의 AFC는 매우 진보된
시스템으로, 미국 특허 승인을 받
았습니다. 마우스피스 쪽 내부의
날개는 다이아프램을 통해 수심
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
AFC를 통해 어떤 수심에서도 편
안하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5,678,541)

Low-Friction Kevlar Pivot
Sleeve 저마찰 케블라
피봇 슬리브
Atomic 티타늄 디맨드 레버는 밸
브 몸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마모를 유발할 수 있는
금속과 금속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내마모성을 가진 낮
은 마찰 저항 소재가 요구됩니다.
Atomic의 케블라 슬리브 소재는
마모없이 수백만 번의 매끄러운
사이클을 견딥니다.

Atomic Patented Seat Saving
Dynamic Orifice
특허받은 시트 보호 다이나믹
오리피스
이 독점적인 특허 설계는 시트와
오리피스가 호흡기에 공기가 공급
될 때에만 서로 붙도록 되어있습
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오리
피스가 자동적으로 시트와 떨어져
있게 됨으로써 보관시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5,803,703)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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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ium Valve Body
(T2/B2/ST1) 티타늄 밸브 몸체
모든 호흡기 2단계의 기초는 밸브
몸체입니다. 어떤 제조사도 이 중
요한 구성요소에 대해 Atomic만
큼 정확하고 엄격한 내구성을 가
지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Atomic
의 밸브 몸체는 Ti-6 Al-4v 의 단
단한 티타늄을 매우 정밀한 스위
스 CNC 기계로 가공하였습니다.

LOGOSEASE

Pneumatically-Balanced
Poppet Second Stage
공기역학적 밸런스 포핏 2단계
밸런스 2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은 실린더의 공기 잔량 또는 1단
계에서 들어오는 공기량에 관계없
이 다이버가 일정하게 편한 호흡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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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50

₩ 780,000

₩ 1,450,000

OCEANIC
한정판

[1st stage]
>> 밸브 타입: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 나이트록스 40%까지 가능
>> 환경 차단 및 아이스 다이빙 가능
>> 2 HP 포트 / 4 LP 포트
>> DIN 타입 가능

[2nd stage]
>> Pneumatically 밸런스드 올-메탈 밸브
>> 특허받은 Dynamic Adjustment 시스템
>> Dive/Pre-Dive 벤투리 시스템
>> 아이스 다이빙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히트 체인져
>> 인체 공학적인 배기티 디자인
>> 프론트 커버 지름 / 6.35cm
>> 듀얼 재질의 마우스 피스

SNORKEL

50주년 기념

MASK

ScubaHeat

FIN
REGULATOR

Turn up
the heat.

DIVING COMPUTER

OCEANIC BLUE

B.C.JACKET

스쿠바히트는 개인 보온 장비로써 다이버의 호흡기를 추
위의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스쿠버히트의 코일은
다이버의 탱크 밴드에 장착되어 호흡기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합니다. 호흡기 1단계에서 들어온 공기는 주변의 물
에 의해 지속적으로 데워주고, 데워진 공기는 코일을 지나
호흡기 2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별도 부품 없음
•배터리 없음
•온열 장치 없음
•모든 호흡기에 장착 가능

CORAL PINK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MEDALLION GOLD

SCUBA HEAT를 통해서, 호흡기 1단계에서
들어온 공기는 코일을 돌며 주변 수온에 의해
데워집니다. 데워진 공기는 호흡기 2단계를
통해 다이버에게 공급됩니다.

공기 탱크에서 호흡기 1단계로 나오는 공기의
온도는 탱크 압력과 수심, 수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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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온도 데이터는 Dive Lab의 Mike Ward에 의해 출판된 “Scuba Regulator Freezing Chilling
Facts & Risks Associated with Cold Water Diving”에서 제공되었습니다.

COMMERCIAL

프리미엄 소재
열 교환 코일은 특별한 보온력과 부식 방지 효과가 있으
면서, 다이버의 호흡기 성능과 공기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구리 니켈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런스드 다이어프램 1단계는 외부 환경과 완
벽히 차단되며, 4개의 저압 포트와 2개의 고
압 포트가 있습니다. 또한, 찬물 다이빙 성능
을 높이기 위한 히트 체인져가 장착되어 있습
니다.

LOGOSEASE

테스트 결과
스쿠바히트는 독립적인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스쿠버 다
이버가 달성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호흡기 2단계 결빙
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테스트 조건–수심 61m, 207bar 지속적으로 탱크압
력 공급, 수온 1℃, 30분 동안 62.5 RMV1 호흡률.

Delta 50은,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호흡을 제공하는 Delta
호흡기 라인을 포함한 모든 Oceanic 호흡
기 혁신의 50년을 기념하는 차세대 제품입
니다. 이전의 Delta와 마찬가지로 Delta
50은 특허받은 Dynamic Adjustment
Technology, Dive/Pre-Dive 벤투리 시스
템, 매우 편안한 마우스피스가 기본으로 제공
됩니다. 이전 모델과 달리 Delta 5와 Delta
50은 올-메탈 밸런스 밸브를 갖추고 있어 어
떠한 조건에서도 매우 부드러운 호흡 성능
을 제공합니다. 또한 2단계 호스 연결부에 히
트 체인져가 추가되어 찬물 다이빙에서의 성
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번 기념 모델은 오셔닉
블루, 코랄 핑크, 메달리온 골드의 세 가지 색
상으로 한정 판매 됩니다.
Delta 50의 2단계는 eDX 1단계와 동일한
컬러웨이로 조합 되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밸

HOLLIS

작동 원리
1. 호흡기 1단계에서 0℃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확산됨
2. 매우 효율이 좋은 열 교환기는 주변의 물로부터 코일
내에 있는 호흡 기체에 열을 공급
3. 다이버는 호흡기 1단계에서 직접 호흡할 때보다 더 따
뜻한 기체를 호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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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5 / EDX

ALPHA10 / CDX
MASK

₩ 990,000

₩ 790,000
[2nd stage]
>> Pneumatically 밸런스드 올-메탈 밸브
>> 특허받은 Dynamic Adjustment 시스템
>> Dive/Pre-Dive 벤투리 시스템
>> 아이스 다이빙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히트 체인져
>> 인체 공학적인 배기티 디자인
>> 프론트 커버 지름 / 6.35cm
>> 듀얼 재질의 마우스 피스

[1st Stage]
>> 밸브 타입: 피스톤
>> 나이트록스 40%까지 가능
>> 3중 크롬 코팅 황동 재질
>> 2 HP 포트 / 4 LP 포트
>> DIN 타입 가능

[2nd Stage]
>> Pneumatically 밸런스드 밸브
>> Dive/Pre-Dive 벤투리 시스템
>> 가격 대비 최고의 효율성
>> 프론트 커버 지름 / 6.75cm

SNORKEL

[1st stage]
>> 밸브 타입: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 나이트록스 40%까지 가능
>> 환경 차단 및 아이스 다이빙 가능
>> 2 HP 포트 / 4 LP 포트
>> DIN 타입 가능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DIN 타입

FIRST STAGE COMPARISON CHART

SECOND STAGE COMPARISON CHART

Low Pressure Ports

Machined Triple Chrome
Plated Marine Brass,
Stainless Valve Orifice
4

Machined Triple Chrome
Plated Marine Brass,
Stainless Valve Orifice
4

High Pressure Ports

2

2

Nitrox Compatibility

Standard to 40%

Standard to 40%

Material

Environmental Protection Kit
Weight

Dry Chamber

0.8 kg

0.8 kg

138-142 psi

138-142 psi
20 psi

Chrome Plated
Brass Valve Housing
Nitrox Compatibility

Standard to 40%

Standard to 40%

optional

optional

High Flow MiFlex® Braided Hose
Integrated Swivel
Weight(without hose)

Factory Set Inhalation Effort
Work of Breathing
Firs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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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10
Pneumatically Balanced

Diver Adjustable Inhalation
Adjustment
Dive/Pre-Dive Venturi Switch

Minimum Cracking Effort
9 psi

DELTA 5
Pneumatically Balanced

0.2 kg

0.17 kg

Diver Adjustable

1.1 CIW

0.0 – 2.5 CIW

1.2 – 1.4 CIW

0.98 Joules

1.23 Joules

eDX

sPX

COMMERCIAL

Factory Set Intermediate
Pressure Range
Pressure Drop

Dry Chamber

Valve Type

LOGOSEASE

cDX
Over-Balanced Diaphragm

HOLLIS

eDX
Over-Balanced Diaphragm

Valve Type

LIGHT & MOTION

DIN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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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609

RS-1104
MASK

₩ 1,080,000

₩ 880,000
[2nd stage]
>> 금속 재질의 프론트 커버와 대형 퍼지 버튼
>> 클릭 형식의 호흡 저항 조절놉
>> 턱과 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유연한 Miflex 호스
>> 총 중량: 957g (1단계 포함)

[1st stage]
>> 고성능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 환경 차단 키트 (옵션)
>> 2 HP 포트 / 4 LP 포트
>> DIN 타입 가능

[2nd stage]
>> 견고한 재질의 일체형 프론트 커버 / 링
>> 클릭 형식의 호흡 저항 조절놉
>> 턱과 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유연한 Miflex 호스
>> 총 중량: 1040g (1단계 포함)

SNORKEL

[1st stage]
>> 울트라 콤팩트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630g)
>> 환경 차단 키트 (옵션)
>> 2 HP 포트 / 4 LP 포트
>> DIN 타입 가능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RS-671

SUIT

RS-1207 REGULATOR SET
₩ 750,000

₩ 980,000
[2nd stage]
>> 스테인레스 커버와 크롬 재질 커버링
>> 클릭 형식의 호흡 저항 조절놉
>> 턱과 입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율적인 Miflex 호스

[1st stage]
>> 콤팩트하고 안정적인 언밸런스 피스톤 1단계
>> 1 HP 포트 / 4 LP 포트
>> 쉽고 간편한 유지보수
>> DIN 타입 가능

[2nd stage]
>> 가볍고, 콤팩트한 케이스 디자인
>> 조작이 편리한 대형 퍼지 버튼
>> 인체 공학적 디자인의 마우스피스
>> 벤투리 조정 레버
>> 쉽고 간편한 유지보수

ACCESSORY

[1st stage]
>> 울트라 콤팩트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630g)
>> 환경 차단 키트 (옵션)
>> 2 HP 포트 / 4 LP 포트
>> DIN 타입 가능

LIGHT & MOTION
HOLLIS
LOGOSEASE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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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OCTO

ALPHA10 OCTO

SS-0003

₩ 690,000

₩ 590,000

₩ 320,000

₩ 380,000

>> 특허받은 티타늄 시트 보호 오리피스
>> AFC 자동 흐름 제어 장치
>> 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 시안성 높은 Neon Yellow 색상의
프론트 커버

>> 더욱 커진 배출구
>> 자동 흐름 제어
>> 급속 조절 놉

>> 방식 : 디멘드 밸브
>> 일체형 퍼지버튼
>> 무게 : 170g
>> 2단계 직경 : 7.1cm
>> 흡기저항 : 1.2~1.4ciw
>> 호흡 에너지 소모량 : 1.47joules
>> MAX FLEX 호스

>> 이상적인 흡, 배기 저항
>> 턱과 입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율적인 Maxflex 호스

MASK

Ti-2 OCTO

SNORKEL
FIN
REGULATOR

Black

Black

SS1

Superflow Scuba Regulator

₩ 490,000

스테인리스 ₩ 590,000

₩ 720,000(Metal)

>> 레귤레이터와 같은 성능의 호흡기능
>> 최상급의 황동, 티타늄, 316 스테인레스 제질
>> Seat Saving Orifice(특허)
>> 거의 모든 브랜드의 BCD와 호환 사용 가능 (특허출원)
>> 신속한 분리 시스템으로 쉽게 분리, 보관이 가능(특허출원)

B.C.JACKET

Superflow Scuba 호흡기는 SuperLite헬멧에 내장되어 있는 호흡기와 같지만,
마우스피스를 마운트하기 위해 디자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Superflow 호흡기는 다이버가 원하는 공기량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수심 500m까지 테스트가 완료 되었습니다.

₩ 540,000(Plastic)
>> 급속 조절놉
>> 티타늄 소재

DIVING COMPUTER

Z2 OCTO

SUIT
ACCESSORY

Black

티타늄 ₩ 420,000

스테인리스 ₩ 320,000

>> 인플레이터 / 티타늄
>> 전용호스 포함

>> 인플레이터 / 스테인리스
>> 전용호스 포함

ACCESSORIES
Deluxe Regulator Bag

SB-2

YOKE ADAPTOR

DIN KIT

₩ 140,000

₩ 50,000

>> 호흡기 가방

>> 호흡기 가방

₩ 110,000 (OCEANIC)
₩ 120,000 (ATOMIC)

₩ 110,000 (OCEANIC)
₩ 120,000 (ATOMIC)

HOLLIS

Ai Stainless

LIGHT & MOTION

Ai Titanium

LOGOSEASE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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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다이빙컴퓨터 사용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성과 사용
의 편의성입니다. TUSA 다이빙 컴퓨터는 안전 등
급을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는 안전 팩터 기능과 “M
값” 경고 기능 탑재로 감압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태양광 충전 기술로 배터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로인한 침수의 우려를 방지합니다.

62

63

IQ-1204
MASK

₩ 880,000

SNORKEL

>> Bluetooth Smart으로 스마트 폰에 로그 데이터가 전송 가능
>> 4mix 기체 설정으로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적합
>> 태양열 충전식 다이브 컴퓨터
>> 품질보증 기간 내 무상 수리
– 배터리 4년, 프로그램 에러 3년, 침수 2년
✽상품 구매 후 정품 등록시 적용

FIN

T

SB

GM

W

NBL

측정 간격(시간)

정밀도

DC SOLAR LINK 전용 통합
애플리케이션 「Diving Log」

최대 사용 수심
표시 수심
잠수 시간
수온 표시

스킨 다이빙이나 프리 다이빙시 편리한 프리
다이빙 모드를 탑재.

단순한 수심계로 사용할 게이지 모드를 탑재

안전 등급을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는 안전 팩터
기능과 TUSA 만의 'M 값 "경고 기능 탑재로
감압 예방에 효과적.

DESAT
SURF.T
잠금 시간

수면 휴식 시간 설정
수심 순위 설정
개수
잠수 시간
최대 수심
평균 수심
잠수 년월일
당일의 다이빙 횟수
체내 질소량
등록 시간
비행 금지 시간
산소 농도 비율
체내 산소량
PO2
각종 경고 기록
수온
총 다이브 횟수 + 총 다이브
시간 + 최대 수심
다이브 타임
샘플링 타임

NITROX (FO2 설정)
게이지 모드
프리 다이빙 모드
전자 나침반
PC 전송
고도 잠수
비행 탑승 금지 표시
USF 설정 기능
M값 경고 기능
SEA/FRESH 전환 기능
m/ft 전환 기능
배터리 수명 경고 표시
데일리
시보
듀얼(월드) 시간
스톱워치
요일
12/24 시제 전환

고도 측정
고도 단계

2단계

COMMERCIAL

4mix 기체 설정으로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적합
(산소 농도 비율 21~100 %)

"Diving Log"는 DC SOLAR LINK 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다이빙 로그북 응용 프로그램
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다이빙 포인트, 등록 시간, 비행 금지 시간, 잠수 시간, 최대 수심, 평
균 수심, 수온) 등 기록 가능하며, 맵 기능을 사용하여 다이빙 포인트의 위치 정보나 강사 필
기 사인, 그리고 촬영한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DC SOLAR LINK 와 Bluetooth
Smart 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이 데이터 링크되어 자세한 시간당 수심 및 경고 정보 등
을 앱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후 로그 연결이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입니다. 만들어진 다이빙 로그는 이미지로 출력하고, facebook과 twitter 등의 각종 SNS
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TOTAL

○
○
3~33m
○
○
○
○
○
○
48h
○
○
X
9m~48m (3m마다)
최대 30시간/30개
○
○
○
○
○
○
○
○
○
○(주)
○(주)
○
최저 수온
○
(999개, 9999시간)
○
1분 고정
4Mix: 21~100%
○
○
○(탐색 불가)
Bluetooth Smart 스마트 폰 전송
0~6000m
자동 무단계
○
○(ON, OFF) 3단계
95%, 90%, 80%
X(SEA)
사용자 전환 가능
○ 충전 부족
○
○
○ 48도시
○(수중 사용 가능)
○
○

LOGOSEASE

기울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백라이트가 점등.
자동 점등 기능을 탑재.

히스토리

NDL
DECO

HOLLIS

Bluetooth Smart 스마트 폰에 로그 데이터를
전송 가능 (전용 앱이 필요)하며, 많은 로그를
저장할 수 있음

로그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
•스쿠버 다이빙 로그 북 작성, 편집, 보기
• DC SOLAR LINK 와 함께 시간 당 수심을 그래프 표시
•다이빙 포인트의 위치 정보를 지도에 기록 표시
•시간과 DC SOLAR LINK 설정을 스마트 폰 앱으로 변경 가능
•기록 사진 목록보기
•강사의 사인을 손으로 입력 기록

바 그래프 표시

LIGHT & MOTION

수심 간격 알람 기능을 탑재. 설정된 수심 간격
으로 경보음 발생.

계획

SLOW
18m 이상
17.9~6.0m
5.9m 이하
바 그래프 표시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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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충전 방식으로 배터리 부족 걱정이 없음
또한, 3년간 침수 보증 제공 및 고장의 염려가
없음

체내 질소량 표시
체내 산소량 표시
(NITROX 대응)
무감압 잠수 가능 시간
감압 정지 수심 표시
감압 정지 시간
총 상승 시간
감압 정지 지시 위반 경고
잔류 질소 배출 시간
수면 휴식 시간
안전 정지
측정 범위를 벗어난 경고
체내 질소량 알람
체내 산소량 알람

시작
MAX
MAX

SUIT

상승 속도 경고

DC SOLAR LINK은 수심, 수온, 잠수 시간, 부상 속도, 감압 요구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 무감압 잠수 가능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보음이나 화면 깜박임 등으로 경고합니다. 2099 년까지 풀 오토 캘린더가 내장되어 있으며, 다이
브 프로파일에 대한 자세한 장시간의 데이터를 다방면에서 기록할 수 있으며, 고도 잠수 모드로도 자동 전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DC SOLAR LINK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계형의 컴팩트 한 바디에 태양 전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제품에서
배터리 교체 후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TUSA 만의 안전 기능으로 M 값 경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감압 잠수 시간의 위험을 M 값에 안전 시간을 적용함으로써 더 줄일 수 있습니다. DC SOLAR LINK은 4 종류의 혼합 비
율이 다른 나이트록스 기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 비율은 각각 21%~100%까지 1 % 단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Bluetooth SMART 기능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Diving Log」를 사용하여 측정된 로그 정보 (상세 시간 당 수심 및 경고 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타 프리 다이빙 모드, 게이지 모드, 1/10 초 계측 스톱워치, 알람, 타이머, 세계 48개 도시 월드 타임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구획
수심
수온
고도
NDL
수심
수온
시간(월차)

일본
○
자동식 LED 백라이트
2차 전지 교환이 필요할 때까지
태양열 충전식
CTL1616(2차 전지)
85g
61.0X53.0
16.7
Φ26.7X26.7
5
16비트
Buhlmann ZHL-16C
16
1초
1초
20초
5초
± 1 % + 50cm
±2℃
± 15sec
100m
1.5m
99.9m
599min
-20~65℃
○
10m/min 일정
10m/min 일정
10m/min 일정
○

B.C.JACKET

BKG

G
mm
mm
mm

DC SOLAR LINK

DIVING COMPUTER

알고리즘

다이빙: 50회/년

REGULATOR

사양
생산국
시간, 달력
백라이트
배터리 수명
배터리 교체
사용 전지
무게(밴드 포함)
크기
두께
디스플레이 크기
버튼 수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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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4.0

BLACK ￦ 1,250,000

₩ 600,000

MASK

OCi
WHITE ￦ 1,150,000

>> 블루투스 & 무료 DIVER LOG+ 앱
>> 듀얼 알고리즘
>> 대화면 디스플레이
>> 4가지 작동 모드 - 시계, 다이브, 게이지, 프리다이브
>> 기체 교환 – 100% 나이트록스 2개 까지 설정 가능
>> 원 버튼으로 지난 다이빙 정보 확인
>> 색상 – BK, W

SNORKEL
FIN
REGULATOR

>> OCEANIC 독점의 듀얼 알고리즘 내장 - Pelagic DSAT(Spencer/Powell 데이터 기반)
또는 Pelagic Z+(Bulman ZHL-16C 데이터 기반)
>> 무선 잔압 확인 기능 내장
>> 디지털 나침반 내장
>> 프리다이빙 모드 / 테크니컬 프리다이빙 모드 설정 가능
>> 트랜스미터 4개 까지 설정 및 교체 가능
>> 나이트록스 21-100% 산소, 4개 까지 설정 및 교체 가능
>> 향상된 시계 기능 - 다양한 시간 존 선택, 스톱워치, 랩타이머,
일일 알람, 카운트다운 타이머
>> 최대 사용 수심 180m
>> 딥 스톱 카운트다운 타이머
>> 게이지모드 런 타이머
>> 사용자가 직접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PC 인터페이스 기본 제공

DIVING COMPUTER

BLACK

B.C.JACKET
SUIT
ACCESSORY

WHITE

시계형

지원 모드

일반(공기/나이트록스),
게이지, 프리다이빙, 시계
2개(21-100%)

나이트록스 혼합

STRAP ￦ 70,000

HOLLIS

컴퓨터 타입

LIGHT & MOTION

GEO 4.0은 활동적이고 모바일과 아웃도어 라이프
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세련
된 일상용 다이브 워치 시리즈의 차세대 제품입니다.
스포티한 디자인의 GEO 4.0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
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알람 설정
알고리즘

듀얼 알고리즘
SEA BLUE

YELLOW

BLUE

LOGOSEASE

자동 고도 조정
상승 속도 표시

TRANSMITTER
₩ 550,000

안전 정지

타이머로 조정 가능

딥 스톱
24 다이빙

PC 인터페이스

선택 사항

펌웨어 업데이트
메모리

50 시간

백라이트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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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T

사용자 배터리 교환

3V, CR2430

 DIVERLOG MOBILE SOFTWARE
GEO 4.0은 Bluetooth 4.0을 통해 Diverlog+모바일
소프트웨어와 연결됩니다. 설정을 제어하고, 로그 및 프
로파일 데이터를 보고, 위치를 추가하고, 메모를 작성하
고, 이메일, Facebook 등을 통해 다이빙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보트, 해변 또는 집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COMMERCIAL

로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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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000

>> 듀얼 알고리즘
>> 대화면 브라이트 TFT 디스플레이
>> 원버튼 접속 3D 디지털 나침반
>> 커스텀 알람 설정
>> 직관적인 색상 코드 인터페이스
>> 퀵 커넥트 / 디스커넥트 호스 연결부
>> 블루투스 4.0
>> 리튬 - 이온 충전용 배터리
>> 완충시 35~60시간 사용(사용 환경 및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가장 크고, 시안성 좋은 대화면 디스플레이 (PP3와 비교하여 22% 증가)
>> 특허 받은 잔여 공기 시간 알고리즘을 통해 현재 수심과 다이버의 공기 소모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매우 정확한 정보 제공
>> 듀얼 알고리즘(DSAT, Z+)
>> 사용자 알람 설정
>> SmartGlo® 백라이트
>> 담수와 해수 계산
>> 기체 설정 3개–나이트록스 100% 까지
>> Z+ 알고리즘 딥 스톱 기능
>> 세부 로그 정보 50회 다이빙 저장
>> 블루투스 4.0 내장
>> DiverLog+ 앱 활용 가능

FIN

₩ 1,960,000

SNORKEL

PRO PLUS 4
MASK

PRO PLUS X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HOLLIS

박스구성

LOGO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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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PRO PLUS 4는 Bluetooth 4.0
를 통해 모바일 소프트웨어인
Diverlog와 페어링이 가능한
고유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Facebook을 포함한
각종 SNS와 e-mail로
다이빙 로그 파일, 각종 데이터와
상황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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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000

₩ 450,000

>> 60m까지 표시
>> 400bar까지 표시
>> 구성 : 수심계, 잔압계, 콤파스
>> 온도계 장착

>> 60m까지 표시
>> 400bar까지 표시
>> 구성 : 수심계, 잔압계, 콤파스
>> 온도계 장착

SNORKEL

SCA-360
MASK

SWIV 2 NAVCON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COMPASS MOUNT

SCA-280

SCA-150

₩ 390,000

₩ 140,000(손목마운트)

₩ 380,000

₩ 220,000

>> 60m까지 표시
>> 400bar까지 표시
>> 구성 : 수심계, 잔압계
>> 온도계 장착

>> 콤팩트한 콘솔형 아날로그 싱글 게이지

ACCESSORY

SWIV COMBO

₩ 150,000(번지마운트)

LIGHT & MOTION

>> OceanGlo 야광판은 기존 보다 7배 더 시안성이 좋음
>> 최대 60미터 까지 표시
>> 최대수심 표시기
>> 온도계 장착
>> 3게이지 전환가능

HOLLIS
LOGOSEASE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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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탱크와 몸의 결합. 그것이 B.C.
JACKET의 사명이라고 TUSA
는 생각합니다. 수중에서의 균
형과 용이성, 충분한 부력. 또한,
육상에서의 편안함. 모든것을 계
산하고 설계하면 편안한 다이빙
을 지원하는 B.C.JACKET이
탄생합니다.

72

73

BCJ-0201C

₩ 1,250,000

₩ 1,250,000

MASK

BCJ-0104C

SOVERIN의 기능을 계승. 디자인과 웨이트 릴리스 사양이 진화한 하이엔드 모델
사이즈(최대 부력): S(8.2kgf), M(11.2kgf), L(13.3kgf), XL-XXL(17.3kgf)
CODURA 500D 나일론×우레탄 코팅
어깨 : 대형 덤프 밸브 & 후면하부 덤프 밸브
구성품 : 저압 호스
CODURA는 미국 INVISTA사의 등록상표 입니다.

SNORKEL

[Feature]
>> 소재: 840/420 데니어 나일론
>> 하이브리드 3D 블레이더 디자인
>> A.P.A(Active Purge Mount) 시스템 기본 장착
>> 새로워진 독립 하네스 시스템
>> 어드밴스드 웨이트 로딩 시스템 더욱 쉽게 웨이트 제거 가능
>> 2개의 지퍼 포켓, 4개의 덤프 밸브
>> 4개의 스테인레스, 4개의 합성수지 D-링
>> 호루라기가 내장된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가슴 스트랩
>> BC 부착용 티타늄 나이프 기본 장착

FIN
REGULATOR

[Feature]
>> 허리둘레에 맞게 정확히 피팅되고 수중 밸러스에 뛰어난
웨이트 로딩 시스템 III
>> 최고의 착용감을 얻기 위해 신체의 모양에 맞게 하네스를 곡선으로 한
신형 독립 하네스 시스템
>> 시인성이 뛰어나며 긴급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호루가기가 부착된
체스트 벨트
>> 내구성과 가벼움을 겸비한 CODURA 500 나일론 소재
>> 적은 힘으로 간단히 BCD를 탱크에 고정시킬 수 있는 라이트 타이트 버클
>> 사이드 포켓 내부의 수납 용량 증가
>> BC 부착용 티타늄 나이프 기본 장착
>> A.P.A(Active Purge Mount) 시스템 기본 장착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Sizes

체중(kg)

S

가슴둘레(cm) 몸통둘레(cm)
70~85

60~70

S-M

50~60

75~85

60~70

M

80~95

65~80

L

55~70

80~95

65~80

16.8

L

95~105

75~90

XL

65~80

90~105

75~90

22.4

XL-XXL

100~125

85~110

XXL

75~100

100~125

85~110

22.4

 진화한 A.W.L S III
어드밴스드 웨이트 로딩 시스템 III
웨이트 카트리지는 간단하게 장착 및 제
거할 수 있습니다.

A.P.A
₩ 350,000
₩ 150,000 (교체시)

ACTIVE PURGE ASSIST (A.P.A)
TUSA BC 전용의 획기적인 퍼지 시스템
인플레이트/디플레이트 시 공기 흐름을 증가시켜 더욱 뛰어난 성능 발휘
새롭게 디자인된 OPEV로 즉각적인 반응
유선형 디자인으로 드래그와 부피를 감소
정밀한 핑거팁(fingertip) 컨트롤로 완벽한 부력 달성
3가지 퍼지 방법 – A.P.A / PULL DUMP / ORAL INFLATOR
적은 유지비용과 쉬운 관리을 위한 디자인으로 인플레이터의 에러율 감소
TUSA BC 기본 장착 또는 선택 사항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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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PURGE ASSIST SYSTEM

LOGOSEASE

 후면 웨이트 포켓
지퍼식 포켓으로 확실히 웨이트를 장착할 수 있습
니다.

 포켓 디자인 개선, 용량 업
•골드 기조의 고급감이 있는 로고 디자인
•포켓 부분은 속건성과 배수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
•포켓 용량이 BCJ4000에 비해 58% UP

16.8

HOLLIS

 독립 하네스 구조
블레이더와 어깨 하네스 부분이 완전히
분리된 구조로 되어있어 탱크를 단단히
짊어 질 수 있습니다. 뒷면의 탱크를 단단히 고정
하는 2 개의 레일 구조와 탱크밴드는 육상과 수중
에서 엇갈림과 치우침을 완벽하게 억제합니다.

가슴둘레(cm) 몸통둘레(cm) 최대부력(kgf.)

LIGHT & MOTION

Sizes

75

BCJ-0402B

₩ 890,000

₩ 880,000

[Feature]
>> 부력: 30lb(13.6kg)
>> HD 라미네이팅의 1680 데니어 코듀라 외부 셀
>> 420 데니어 나일론 내부 블래이더
>> 초보자 및 레크레이션 다이버를 위한 어깨 덤프 밸브 장착(OPEV 밸브)
>> 원터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하네스 시스템
>> 2kg 웨이트 포켓 2개 기본 장착
>> 쉬운 운반을 위한 손잡이 기본 장착
>> 트레블 다이버를 위한 경량 소재 사용
>> 알루미늄 소재: 백플레이트, 싱글탱크 어댑터, D-RING
>> 패치 부착용 벨크로 기본 장착
>> 버클 타입의 크로치 스트랩
>> 어깨 D-RING 위치 조절 가능
>> 쿠션이 있는 어깨 패드
>> 백패드 기본 장착
>> 어깨 덤프 엘보우 옵션 (₩30,000)
>> A.P.A 교체시 (₩150,000)

[Feature]
>> 착용감이 향상되고 더 가벼워진 신형 독립 하네스 시스템
>> 탱크를 짊어질 때 허리에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쿠션성이 높은 3D 메쉬 패드.
>> 허리 웨이트의 B.C. Jacket 간섭(접촉)을 최대한 없애고, 보다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양쪽의 하이 컷 라인
>> 인플레이터를 앞으로 당기는 것만으로 어깨에서 배기가 가능한 O.P.E.V 배기 시스템
>> 누구나 적은 힘으로 쉽게 B.C.J.을 탱크에 고정할 수 있는 라이트 타이트 버클
>> 대용량 사이드 포켓과 작은 소품이 들어가는 허리벨트 포켓
>> 다양한 스테인레스 D-ring

SLIDER: \4,000

SNORKEL

D-RING/D-RING BENT: \6,000

MASK

T-WING

FIN

WEIGHT POCKET: \15,000

REGULATOR

교체용 엘보우

DIVING COMPUTER

BL

GRAY

B.C.JACKET

RED
P

SUIT

BK

PINK

ACCESSORY

 트레블 다이버를 위한 경량 소재 사용
백플레이트와 싱글탱크어댑터, D-링 소재로 알루
미늄을 사용하여 전체 무게를 줄였습니다. 이는
여성 다이버들도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여행시에
장비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70~83

56~61

S

70~85

60~70

8.2
8.2

M

80~95

65~80

10.2

 하이 컷 라인
본체 양쪽은 기존 제품보다 높은 위치에 B.C.J.의
아래쪽 선이 오도록 곡선을 그린 '하이 컷 라인」
을 채용. 여성의 골반 주변에 B.C.J. 본체와 웨이
트가 접촉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쾌
적한 착용감을 실현했습니다.

 입체형 소프트 패드
몸을 감싸는 듯한 입체적이고 두꺼운 쿠션을 사용
했습니다. BC0402 전용 패드가 탱크 감을 줄이
고 여성의 신체를 부드럽게 지원합니다.

 여성 전용 가슴 벨트
BC0402는 "여성 전용 가슴 벨트"를 채용. 기존
제품은 여성의 가슴 주변에 가슴 벨트가 위치해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슴 벨트는 기
존 제품보다 위쪽으로 디자인되어 압박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LOGOSEASE

 2kg 웨이트 포켓 2개 기본 장착
탱크 밴드에 기본 장착 되어 있는 웨이트 포켓은
벨크로를 넓게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웨이트 포켓
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면 손쉽게 탈부착 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필요시 허리 웨이트 포켓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슴둘레(cm) 몸통둘레(cm) 최대부력(kgf.)

XS

HOLLIS

 OPEV 밸브 기본 장착
엘보우 교체시: ₩30,000
A.P.A 교체시: ₩150,000

LIGHT & MOTION

Sizes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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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BCJ-0102B

BCJ-0103B
MASK

₩ 980,000

₩ 680,000
[Feature]
>> 두 개의 탱크 레일은 최고로 안정화된 착용감 제공(U.S.H)
>> 2개의 대형 지퍼 포켓
>> 어드밴스드 웨이트 로딩 시스템(A.W.L.S)
>> 3개의 덤프 밸브
>> 1개의 스테인레스 D링과 4개의 합성수지 D링
>> 500D 코듀라 나일론 원단
>> 비상용 호루라기가 있는 가슴 벨트
>> 중성 부력의 3D 메쉬 소재 등 패드

SNORKEL

[Feature]
>> 허리둘레에 맞게 정확히 피팅되고 수중 밸런스에 뛰어난 웨이트 로딩 시스템
>> 최고의 착용감을 위해 몸 모양에 맞게 하네스를 커브시킨 신형 독립 하네스 시스템
>> 시안성이 뛰어나며 긴급시 사용 가능한 호루라기가 부착된 가슴 버클
>> 내구성과 가벼움을 겸비한 CORDURAⓇ 500 나일론 소재 메인 원단
>> 누구나 적은 힘으로 쉽게 BCJ을 탱크에 고정 할 수있는 라이트 타이트 버클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45~60

가슴둘레(cm) 몸통둘레(cm) 최대부력(kgf.)
70~85

60~70

10.7

M

55~70

80~95

65~80

13.3

L

65~80

90~105

75~90

16.3

XL

75~100

100~125

85~110

19.9

체중(kg)

S

45~60

가슴둘레(cm) 몸통둘레(cm) 최대부력(kgf.)
70~85

60~70

M

55~70

80~95

65~80

13.3

L

65~80

90~105

75~90

16.3

XL

75~100

100~125

85~110

19.9

10.7

 입체형 소프트 패드
몸을 감싸는 듯한 입체적이고 두꺼운 쿠션
을 사용했습니다.
패드가 탱크 감을 줄이고 신체를 부드럽게
받쳐줍니다.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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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안정화된 하네스(U.S.H.)
TUSA의 안정화된 하네스는 탱크가 흔들리
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주고, 최고의 핏 감을
선사합니다. 두 개의 레일로 구성된 이 시스
템은 탱크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Sizes

LOGOSEASE

 라이트 타이트 버클
라이트 타이트 버클은 2단계의 캠밴드 버클로 더
욱 쉽고 빠르게 탱크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캠밴드 스트랩을 버클에 통과시키면 스트랩은 별
도의 고정장치 없이 버클에 고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탱크를 더욱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본 사양은 모든 TUSA BC에 적용됩니다.

 독립 하네스 시스템(I.H.S)
독립 하네스 시스템은 BC 자켓과 하네스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BC 자켓의 공기량에 관계없이 하네스가 독
립적으로 탱크를 고정하여 탱크가 미끄러지
거나 탱크와 BC 자켓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HOLLIS

 어드밴스드 웨이트 로딩 시스템(A.W.L.S Ⅲ)
새롭게 디자인된 웨이트 로딩 시스템은 더욱 쉽고
빠르게 탈부착 할 수 있습니다.

LIGHT & MOTION

체중(kg)

S

ACCESSORY

Sizes

 어드밴스드 웨이트 로딩 시스템(A.W.L.S Ⅲ)
새롭게 디자인된 웨이트 로딩 시스템은 더욱 쉽고 빠르게 탈부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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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OS

₩ 680,000

₩ 1,100,000

[Feature]
>> 무게: 2kg
>> 최상의 편안함을 위해 강화된 허리 부위와 백 패드
>> 독립 하네스 시스템
>> Ultimate Stabilizing System
>> Weight Loading System
>> 내재 부력 0.1kg
>> 2개의 메인 지퍼 포켓과 1개의 하단 키퍼 포켓
>> 조절 가능한 가슴 스트랩
>> 10개의 액세서리 D링
>> 2개의 덤프 밸브(OPEV +1)
>> 840D / 420D 데니어 나일론

[Feature]
>> 탱크 무게를 분산시키고 어깨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등 패드와 허리 밴드
>> 부력 조절에 최적화된 3개의 덤프 밸브
>> 1000D 데니어 코듀라 원단
>> 2개의 대용량 지퍼 포켓
>> 수심에 따라 조절가능한 허리 밴드

MASK

BCJ-1800

SNORKEL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신장(cm)

체중(kg)

부력(kgf.)

SM

158~174

54~70

14

MD

168~180

61~75

16

LG

182~188

80~95

21

XL

188~196

88~110

25

HOLLIS

Sizes

LOGOSEASE

체중(kg)

S

45~60

70~85

60~70

8.4

M

55~70

80~95

65~80

10.1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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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s

가슴둘레(cm) 몸통둘레(cm) 최대부력(kgf.)

L

65~80

90~105

75~90

11.8

XL

75~100

100~125

85~110

15.1

웨이트 포켓켔

대용량 지퍼 포켓

스테인레스 D-링

81

OCEANPRO

₩ 1,100,000

₩ 880,000

[Feature]
>> 특허 받은 커스텀 핏 하네스는 어떤 체형에도 꼭 맞는 착용감을 제공
>> 하이브리드 블레이더 디자인으로 백마운트 BC와 자켓 BC의 장점을 모두 제공
>> 특허 받은 QLR 웨이트 시스템(9kg까지 가능)과 후면의 탱크 밴드에 2개의 트림 포켓(각 2kg)
>> 1000데니어 코듀라 원단
>> 리트렉터, BC나이프 장착 가능
>> 편안함과 안정감을 위해 강화된 어깨패드와 등패드, 조절가능한 가슴 스트랩
>> 대용량 지퍼 포켓
>> 4개의 스테인레스 D링

[Feature]
>> 내구성, 편안함을 모두 갖춘 경제적인 부력 자켓
>> 특허 받은 QLR 웨이트 시스템(9kg까지 가능)과 후면 2개의 트림 포켓(각 2kg)
>> 1000데니어 코듀라 원단
>> 조절 가능한 허리 밴드
>> 2개의 대용량 포켓
>> 8개의 플라스틱 D링

MASK

HERA

SNORKEL
FIN
REGULATOR

체중(kg)

부력(kgf.)

158~174

54~70

12

MD

168~180

61~75

15

LG

182~188

80~95

19

XL

188~196

88~110

22

B.C.JACKET

신장(cm)

SM

DIVING COMPUTER

Sizes

SUIT

OCEANSPORT
₩ 680,000

ACCESSORY

[Feature]
>>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즈 표시
>> 허리 밴드 및 스트랩, 가슴 스트랩 조정을 통해 넓은 범위의 사이즈에 맞출 수 있음
>> 보조호흡기와 게이지 포켓

신장(cm)

체중(kg)

XS

152~168

45~56

9

SM

158~174

54~66

12

MD

168~180

61~73

15

LG

174~184

70~86

18

LIGHT & MOTION

Sizes

부력(kgf.)

LOGOSEASE

 Patented QLR (Quick Lock & Release)
Weight Integration System
Oceanic의 특허 받은 QLR(Quick Lock & Release System)
은 다이빙을 하는 동안 20lbs로 안정된 부력을 유지해 줍니다.
웨이트 포켓은 다이버가 원할 때 쉽게 탈 부착 있도록 제작되었
습니다. 또한 특허 받은 잠금 시스템은 웨이트 포켓을 정확히 고
정 시켜 줍니다.

Sizes

신장(cm)

체중(kg)

가슴둘레(인치)

XS

152~164

45~56

28~36

8

SM

157~169

54~70

30~38

12

MD

169~177

68~81

32~40

14

LG

175~185

81~95

34~42

17

COMMERCIAL

 Patented Custom Fit Harness
Oceanic의 특허 받은 Custom Fit Harness는 Hera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멀티 포지션으로 조절이 가능한 어깨 스트랩은 어떠한 신체 조건이나 사이즈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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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IS

 OCEANIC Design
OCEANIC의 새로운 BCD HERA는 내
구성이 뛰어난 High End BC입니다.
OCEANIC의 특허 받은 위치 조절 가능
한 어깨 스트랩 기능을 포함하여 웨이트
포켓의 수납이 용이하며 넓은 내부 볼륨
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이버는 최고의 편
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력(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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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

₩ 2,800,000 (인플레이터 Ai Stainless 장착시)

₩ 2,800,000 (인플레이터 Ai Stainless 장착시)

₩ 2,900,000 (인플레이터 Ai Titanium 장착시)

₩ 2,900,000 (인플레이터 Ai Titanium 장착시)

₩ 3,100,000 (인플레이터 SS1 Stainless 장착시)

₩ 3,100,000 (인플레이터 SS1 Stainless 장착시)

Ai Stainless

Ai Titanium

SS1 Stainless

신장(cm)

체중(kg)

부력(kgf.)

Sizes

신장(cm)

체중(kg)

부력(kgf.)

S

157~170

54~70

12.7

XS

152~165

45~57

12

M

170~178

68~75

14.5

S

158~170

54~70

13

ML

178~183

72~86

16.3

M

170~178

68~75

14

L

183~188

81~95

17.6

ML

178~183

72~86

16

L

183~188

82~95

17

7
8

REGULATOR

Sizes

9

FIN

BC2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백 마운트 BC 입니다.

[Feature]
>>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BC: BC1은 최고급의 엔지니어링 등급 플라스틱과 폴리우레탄 코팅된 천,
그리고 부식 방지 금속 등을 사용하여 최고 수준의 BC로 탄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가장 거친 바다 환경을 고려해 이루어졌습니다.
>> A Dry BC: 독특하고 매력적인 이중 라미네이팅 코팅 처리된 천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 EZ-LOK 웨이트 시스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쉬운 통합 웨이트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
>> 라체팅 CAM-LOK 탱크 밴드: 전혀 새로운 아토믹 만이 가진
중요한 기술로, 너무나도 쉽게 탱크를 결속시킬 수 있으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 사이즈: S·M·ML·L

SNORKEL

[Feature]
>> 티타늄 PVD 코팅된 316스테인레스 스틸 D-링
>> 다이아몬드 패턴의 누빔 백 패드와 조절 가능한 허리 패드
>> CNC 가공된 스테인레스 스틸 나사로 고정된 미끄럼 방지 탱크 패드
>> 모래가 끼지 않는 포켓 지퍼
>> 2개의 저마찰 316스테인레스 스틸 “Dry Glide” 덤프 밸브
>> 물에 뜨지 않는 덤프 밸브 손잡이

MASK

BC2

2

DIVING COMPUTER
B.C.JACKET

5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3

1

4

5

6

9
HOLLIS

 라체팅 CAM-LOK 탱크 밴드
아토믹 만의 독자적인 이 디자인은
탱크 밴드 사용을 혁신적으로 쉽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노보
드 바인딩과 같이 작동합니다. 더 이
상 웨빙을 버클에 끼울 필요가 없습
니다.

 EZ-LOK 웨이트 시스템
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
여 놀랍도록 사용이 간편해졌습니
다. 각각 4.5kg의 웨이트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는 미끄러지듯이 부드럽
게 장착이 됩니다.

 튼튼함 · 뚫리지 않음, 물에 젖지 않음
 라체팅 CAM-LOK 탱크 밴드: 아토믹 만의 독자적인 이 디자인은
탱크 밴드 사용을 혁신적으로 쉽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노보드 바인딩과 같이 작동합니다.
더 이상 웨빙을 버클에 끼울 필요가 없습니다.
 EZ-LOK 웨이트 시스템: 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놀랍도록 사용이 간편해졌습니다.
각각 4.5kg의 웨이트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는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장착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패턴의 누빔 백 패드와 조절 가능한 허리 패드
 모래가 끼지 않는 포켓 지퍼
 티타늄 PVD 코팅된 316 스테인레스 스틸 D-링
 트림 웨이트 포켓
 CNC 가공된 스테인레스 스틸 나사로 고정된 미끄럼 방지 탱크 패
드
 2개의 저마찰 316 스테인레스 스틸 “Dry Glide” 덤프 밸브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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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급 라미네이트 코팅된 방수천
커스텀 무광 마감 처리된 천은 시중
의 BC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느낌
을 선사합니다. 이중 라미네이트 폴
리우레탄 코팅 천은 매우 강한 내구
성을 제공하고, 물에 젖지 않습니다.

LOGOSEASE

 BACK. TO THE FUTURE
BC2는 백 마운트 형태의 디자인으
로 가장 최근에 추가된 우리의 자랑
스러운 BC 시리즈입니다. BC2는
EZ-LOK 통합 웨이트 시스템 및 라
체팅 CAM-LOK 탱크 밴드를 포함
하여 BC1과 동일한 고유 소재와 특
허 받은 Atomic Aquatics 모든 기
능을 사용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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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PACKAGE 2022

다이빙센터 / 교육•렌탈 장비 한정판매
MASK

※ 렌탈 교육용 패키지는 다이빙 센터에만 공급되는 비매품입니다.

SKIN SET 1

MASK (UM-16QB/UM-33QB) 5세트 이상

SUIT

3세트 이상
6mm

•네오프렌 재질
•발목지퍼 장착
•사이즈: S•M•ML•L•XL•2XL•3XL

•보온성이 뛰어난 6mm 네오프렌 원단
•입고 벗기 편리한 손목/발목 지퍼 장착
•리퀴드러버 무릎 패드
•손목 지퍼 안쪽 사이즈 표시

SNORKEL

3mm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SKIN SET 2

MASK + SNORKEL(UC-2450) 5세트 이상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입고 벗기 편리한
손목 지퍼 장착과 손목 지퍼
안쪽 사이즈 표시

SKIN SET 3

MASK + SNORKEL(UC-2450) + FIN(SF-0102) 5세트 이상
HOLLIS

입고 벗기 편리한
발목 지퍼 장착

LOGOSEASE

남성용
MLX
신장

86

M

ML

L

XL

2XL

3XL

54~60

58~64

62~68

66~72

74~80

가슴상

79~84

84~89

89~94

94~99

99~104

허리둘레

64~69

69~74

74~79

79~84

84~89

78~84

82~88

104~109 109~114
89~94

94~99

3LX

가슴상

94~98

95~99

96~100

98~102

허리둘레

81~85

80~84

81~85

83~87

9M

11X

13X

15X

여성용

154~160 158~164 162~168 166~172 174~180 178~184 182~188

체중

LLX

COMMERCIAL

S
신장

LMX

164~168 169~174 175~180 180~185

신장

153~157 158~162 163~166 167~170

가슴상

81~85

86~90

89~93

91~95

허리둘레

65~69

72~76

74~78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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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PACKAGE 2022

다이빙센터 / 교육•렌탈 장비 한정판매
MASK

HARD SET 1

HARD SET 2

OCTOPUS(ALPHA8 OCTOPUS)

BCD(BCJ-0602B)

•방식: 디멘드 밸브
•일체형 퍼지버튼
•치열구조에 적합한 마우스피스
•무게: 170g
•2단계 직경: 7.1cm
•흡기저항: 1.2~1.4ciw
•호흡 어너지 소모량: 1.47joules
•눈에 잘 띄는 노랑색 호스

•내구성과 가벼움을 겸비한 CORDURA 500D 나일론 소재 메인 원단
•적은 힘으로 간단히 BCD를 탱크에 고정시킬 수 있는 라이트 타이트 버클
•건조가 빠른 소프트 수지 소재의 등 패드
•후면 하단 덤프 밸브

DIVING COMPUTER

•밸런스 피스톤 타입
•해양등급 황동
•나이트록스 40%까지 가능
•동급의 타사 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을 자랑
•미 해군 표준 A 클래스 60M 적용
•간편한 유지보수
•유럽 CE 규격 획득
•NON-DVT

REGULATOR

•밸런스 피스톤 타입
•해양등급 황동
•나이트록스 40%까지 가능
•동급의 타사 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을 자랑
•미 해군 표준 A 클래스 60M 적용
•간편한 유지보수
•유럽 CE 규격 획득
•NON-DVT

FIN

REGULATOR(ALPHA8 / SP-5)

SNORKEL

REGULATOR(ALPHA8 / SP-5)

2 GAUGE(SWIV 2 COMBO-잔압계 · 수심계)

BCD(BCJ-0602B)

B.C.JACKET

•내구성과 가벼움을 겸비한 CORDURA 500D 나일론 소재 메인 원단
•적은 힘으로 간단히 BCD를 탱크에 고정시킬 수 있는 라이트 타이트 버클
•건조가 빠른 소프트 수지 소재의 등 패드
•후면 하단 덤프 밸브

•시안성이 뛰어난 컬러 표시 잔압계와 수심계
•수심계 최대 60m 까지 표시
•최대 수심 표시기
•잔압계 400Bar 까지 표시
•온도계 장착
•구성: 수심계 · 잔압계

2 GAUGE(SWIV 2 COMBO-잔압계 · 수심계)
번지마운트 나침반
SUIT

•시안성이 뛰어난 컬러 표시 잔압계와 수심계
•수심계 최대 60m 까지 표시
•최대 수심 표시기
•잔압계 400Bar 까지 표시
•온도계 장착
•구성: 수심계 · 잔압계 · 번지마운트 나침반

ACCESSORY
LIGHT & MOTION
HOLLIS
LOGOSEASE

체중(kg)

Sizes

체중(kg)

S

45~60

가슴둘레(cm) 몸통둘레(cm) 최대부력(kgf.)
70~85

60~70

8.4

S

45~60

70~85

60~70

8.4

M

55~70

80~95

65~80

10.1

M

55~70

80~95

65~80

10.1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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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s

가슴둘레(cm) 몸통둘레(cm) 최대부력(kgf.)

L

65~80

90~105

75~90

11.8

L

65~80

90~105

75~90

11.8

XL

75~100

100~125

85~110

15.1

XL

75~100

100~125

85~110

15.1

※ 렌탈 교육용 패키지는 다이빙 센터에만 공급되는 비매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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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BARE에 대한 아이디어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명의 열정적인 다이
버는 극한의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드라이슈트 제작에 몰
두하며, 그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봉 기술을 혁신하였고, 모든 실패를 통해 더욱
전진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
라 최고의 성과를 목표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더 잘 맞고, 더 잘
작동하며, 더 오래 지속되는 슈트를 다이빙 시장에 제공하는 것
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 이후로, BARE는 Graphene Omnired® 보온 기술, 재봉 자
국이 없는 No-Stitch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 도약을 이루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착용감과 기능에 대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슈트 제작에 대한 마음과 열정은 여전히 50년 전 창립
자들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들처럼 단지 슈트를 제작만 하는 것
이 아니라, 다이빙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작은 매장에서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탈바꿈시킨
것은 바로 이 강력한 문화와 지칠 줄 모르는 헌신 덕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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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SNORKEL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WEIGHT

KG

95-107 104-116

WEIGHT

KG

HEIGHT

CM 168-173 165-170 173-178 168-173 178-183 170-175 180-185 173-178 183-188 185-191

HEIGHT

CM 168-173 173-178 168-173 178-183 170-175 180-185 173-178 183-188 185-191

CHEST

CM

99-104 104-109 104-109 109-114 109-114 114-119

CHEST

CM

89-94

94-99

WAIST

CM

74-79

79-84

84-89

84-89

HIP

CM

89-94

94-99

99-104

99-104 104-109 104-109 109-114 109-114 114-119

79

TORSO

CM

70

72

70

75

71

76

CM

76

79

77

81

77

S

M

MLS

ML

LS

61-70

94-99

68-79

72-84

94-99

77-88

99-104

86-98

91-102

CM

74-79

79-84

79-84

84-89

84-89

HIP

CM

89-94

94-99

94-99

99-104

99-104 104-109 104-109 109-114 109-114 114-119

TORSO

CM

70

68

72

70

75

INSEAM

CM

76

75

79

77

S

MSHORT

M

MLSHORT

89-94

89-94

71

76

81

77

ML

LSHORT

94-99

94-99

99-104

71

78

83

79

84

85

INSEAM

L

XLSHORT

XL

2XL

YOUR SIZE

61-70

68-79

72-84

99-104

77-88

82-93

86-98

91-102

95-107 104-116

99-104 104-109 104-109 109-114 109-114 114-119
89-94

89-94

94-99

78

83

79

84

85

L

XLS

XL

2XL

50-61

54-66

59-70

64-75

WEIGHT

KG

55-61

57-66

64-75

64-73

70-82

68-80

HEIGHT

CM

161-166

144-160

165-170

157-162

169-174

HEIGHT

CM

160-165

163-168

163-168

165-170

165-170

168-175

CHEST

CM

81-89

89-97

89-97

97-104

97-104

CHEST

CM

81-86

86-91

94-99

91-97

99-104

97-102

WAIST

CM

58-66

66-74

66-74

74-81

74-81

WAIST

CM

64-69

69-74

84-89

74-79

89-94

97-84

HIP

CM

84-91

91-99

91-99

99-107

99-107

HIP

CM

89-94

94-99

109-114

99-104

114-119

104-109

TORSO

CM

59

58

62

58

64

TORSO

CM

61

62

62

63

63

64

INSEAM

CM

79

74

81

76

82

INSEAM

CM

77

79

79

81

81

82

XS

SSHORT

S

MSHORT

M

YOUR SIZE

4

6

6+

8

8+

10

LOGOSEASE

45-57

79

HOLLIS

KG

NOTE: TORSO는 어깨 가장 윗 부분에서 가랑이까지 수직으로 측정.
INSEAM은 가랑이에서 바닥까지 측정.

COMMERCIAL

NOTE: TORSO는 어깨 가장 윗 부분에서 가랑이까지 수직으로 측정.
INSEAM은 가랑이에서 바닥까지 측정.

99-104

71

WEIGHT

YOUR SIZE

94-99

LIGHT & MOTION

WAIST

YOUR SIZE

92

82-93

ACCESSORY

89-94

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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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ISSION EVOLUTION
MASK

기성 ₩ 3,480,000 (상시 재고 있음)
맞춤 ₩ 4,080,000 (60~90일 소요)

맞춤 ₩ 4,280,000 (60~90일 소요)

BARE는 지난 50년 동안 최상의 슈트를 만들어왔으며,
우리의 플래그십 드라이슈트인 X-Mission Evolution을 통해 그 가치가 증명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한 오랜 팬이든, 혹은 이제 막 우리와 함께한 팬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50주년을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구성]
•이중 지퍼
•목씰: 라텍스, 손목씰: 실리콘
•확장 가능한 포켓 2개
•텍 부츠 기본 작창
•4점식 멜빵
•드라이슈트 가방
•7mm 네오프렌 후드

B.C.JACKET

BARE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X-Mission Evolution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재해석된 한정판 X-Mission Evolution 드라이슈트를 출시합니다.

DIVING COMPUTER

우리의 상징적인 드라이슈트를 한정판 에디션으로 만나보세요.

REGULATOR

기성 ₩ 3,680,000 (상시 재고 있음)

>> 소재: 매우 유연한 신형 Nylon Micro RipStop Trilaminate는 내구성이 뛰어남.
>> 무게: 395gr/sqm.
>>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는 BARE 드라이 후드와 함께 향상된 수밀성을 제공
>> 로우 프로파일 밸브
>> 탈착식 인플레이터 밸브 패드는 수중에서 "스퀴즈"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줌
>> 경량 로우 프로파일 플라스틱 드라이 지퍼와 오프셋 지퍼의 지퍼 덥게는 드라이 지퍼와 외부 덥게 사이의 접촉을 피하게 함
>> 발열 시스템용 강화 패치 포함
>> 내구성 강화를 위한 허리 M-PADZ 보강 패널
>> 드라이 슈트 뒷면에 조절 가능한 신축성 있는 허리 밴드로 완벽한 착용감을 제공
>> 내구성을 위해 내부 직물에 2중 원단의 강화된 피(pee) 밸브 패치
>> M-PADZ 무릎 보호
>> Tech Boots 및 2개의 확장 가능한 Tech / DATA 포켓 포함
>> 5개의 번지 코드(일반코드 3개/굵은코드 2개)가 있는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 사이즈 MENS: S•M•MS•ML•MLS•L•LS•XL•XLS
>> 사이즈 WOMENS: XS•S•SS•M•MS

FIN

X-MISSION EVOLUTION 50

SNORKEL

X-Mission은 모든 영역의 테크니컬 다이버, 그리고 여행 친화적인 패키지로 유연성과 내구성의 최상의 조합을 원하는 레크리에이션 다
이버 모두에게 이상적인 드라이 슈트입니다. 이 혁신적인 드라이 슈트는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동굴 테크니컬 다이버 팀과
협력하여 설계 하였고, 특수 제작된 최첨단 소재와 제작 방법을 사용합니다. X-Mission은 모든 드라이 슈트 중에서 가장 유연하게 평가
된 소재를 사용하여 수중과 수면에서의 움직임에 적합하며, 여행용으로 쉽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DRYSUIT BUILDER PROGRAM
드라이슈트 맞춤 제작
kr.baredrysuits.com
SUIT

등록 문의 - (주)우정사 영업부

BARE 50TH ANNIVERSARY X-MISSION EVOLUTION
ACCESSORY

>> BARE 50주년 기념 컬러 - 밀리터리 그린
>> 원단 소재: 매우 유연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Nylon Micro RipStop Trilaminate
>> 무게: 395 gr/sqm

DRYSUIT BUILDER PROGRAM
LIGHT & MOTION

드라이슈트 맞춤 제작
kr.baredrysuits.com
등록 문의 - (주)우정사 영업부

HOLLIS

50주년 특별 로고

최초 설립된
캐나다 상징 로고

LOGOSEASE

WOMENS Black

MENS Black

COMMERCIAL

✽50주년 기념 한정판 X-Mission Evolution Drysuit 구매시, 50주년 기념 Knit Beanie, Can Coozie 증정

94

WOMENS Red

MENS Red

95

기성 ₩ 3,780,000 (상시 재고 있음)

기성 ₩ 2,580,000 (상시 재고 있음)

맞춤 ₩ 4,380,000 (60~90일 소요)

맞춤 ₩ 3,180,000 (60~90일 소요)

Expedition 시리즈 슈트는 X-Mission과 유사한 컷 앤 핏으로 가장 내구성이 높고 내마모성이 뛰어난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술적
으로 까다로운 다이빙을 위해 두께를 최소화하고 수중에서의 유연성과 성능을 향상시켜 내구성 있는 기능으로써 이 슈트를 강화했습니
다. 소재 등급은 시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슈트 중 하나이며, 단순화된 심 구조는 슈트의 내구성과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독점적으로 설계된 Trilaminate 소재를 사용합니다. 앞지퍼는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유연합니다. 모험의 한계를 뛰어 넘을 준비가 된 레
크리에이션 다이버를 위한 실용적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구성]
•방수 지퍼
•목씰: 라텍스, 손목씰: 라텍스
•확장 가능한 포켓 2개
•텍 부츠 기본 작창
•3점식 멜빵
•드라이슈트 가방
•7mm 네오프렌 후드

REGULATOR
DIVING COMPUTER

[구성]
•이중 지퍼
•목씰: 라텍스, 손목씰: 실리콘
•확장 가능한 포켓 2개
•텍 부츠 기본 작창
•4점식 멜빵
•드라이슈트 가방
•7mm 네오프렌 후드

>> 소재: 독점적으로 설계된 부틸 Trilaminate 소재로 제작(내구성 강한 폴리에스테르·부틸·폴리에스테르 3중 구조)
>>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는 BARE 드라이 후드와 함께 향상된 수밀성을 제공
>> 로우 프로파일 밸브와 드라이 지퍼
>> 길이 조절이 가능한 몸통과 신축성 있는 가랑이 스트랩은 앞쪽에 퀵 릴리즈 버클과 뒤쪽에 두 개의 스트랩으로 고정됨
>> 3포인트 멜빵 포함
>> BARE 특유의 엠보싱 처리된 M-PADZ 무릎 보호 패드와 2mm 네오프렌 덧댐
>> Tech Boots 및 2개의 확장 가능한 Tech / DATA 포켓 포함
>> 5개의 번지 코드(일반코드 3개/굵은코드 2개)가 있는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 사이즈: S•M•ML•L•XL

FIN

>> 소재: 가볍고 유연하며 튼튼한 NYLON과 CORDURA 패브릭의 독점적인 조화는 드라이 슈트 수명을 연장시키고
전체적인 슈트 내구성을 향상. 하단 소매, 가랑이/엉덩이 및 하단 다리를 추가로 보호하는 CORDURA RipStop 패브릭.
>> 배수구가 있는 2MM 나일론/스무스 스킨 "스마트 칼라"는 BARE 드라이 후드와 함께 향상된 수밀성을 제공
>> 로우 프로파일 밸브
>> 보호용 지퍼 플립이 장착된 경량 로우 프로파일 플라스틱 드라이 지퍼
>> 탈착식 인플레이터 밸브 패드는 수중에서 "스퀴즈"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줌
>> 길이 조절이 가능한 몸통과 신축성 있는 가랑이 스트랩은 앞쪽에 퀵 릴리즈 버클과 뒤쪽에 두 개의 스트랩으로 고정됨
>> M-PADZ 무릎 보호
>> Tech Boots 및 2개의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포함
>> 5개의 번지 코드(일반코드 3개/굵은코드 2개)가 있는 확장 가능한 Tech/DATA 포켓
>> 사이즈: S•M•MS•ML•MLS•L•LS•XL•XLS

SNORKEL

TRILAM TECH DRY
MASK

EXPEDITION HD2 TECH DRY

DRYSUIT BUILDER PROGRAM
드라이슈트 맞춤 제작
kr.baredrysuits.com

B.C.JACKET

DRYSUIT BUILDER PROGRAM

등록 문의 - (주)우정사 영업부

드라이슈트 맞춤 제작
kr.baredrysuits.com
등록 문의 - (주)우정사 영업부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HOLLIS
LOGOSEASE

Black

COMMERCIAL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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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SYSTEM MID LAYER FULL

TOP

₩ 430,000

₩ 260,000

MASK

SB SYSTEM MID LAYER
PANT ₩ 260,000

>> 소재: 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의 항균성 플리스 원단은 통기성 및 압축 저항성 제공 Polartec Power Stretch® 기술이 포함
>> 압축 저항성 플리스. 독점적으로 설계된 이 제품은 드라이 슈트 아래에 착용하도록 설계된 최초이자 유일한 플리스 원단입니다.
압축 방지 플리스는 열 장벽을 생성하기 위한 "추가 내피"의 필요성을 줄여서 "두꺼운" 내피의 필요성을 없애 줍니다.
또한 다이버의 코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심 변경에 따라 단열 값을 유지합니다.
>> 높은 4방향 스트레치 플리스는 내피 형태에 적합하고 두꺼운 내피로 인한 추가 웨이트 요건을 줄임
>> 높은 보온력 대비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제공
>> 호흡기 2단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분 관리 기술 포함
>>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직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악취 제어를 제공하는 항균 특성 포함
>> 목 씰 아래 부피를 없애기 위해 지퍼 목 부분을 열림 형태로 디자인
>> 적은 부피와 엄지 고리는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 중요품 보관을 위한 왼쪽 허리에 지퍼식 스트레치 포켓
>> 사이즈: S•M•MS•ML•MLS•L•LS•XL•XLS

FIN
REGULATOR

>> 소재: 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의 항균성 플리스 원단은 통기성 및 압축 저항성 제공 Polartec Power Stretch® 기술이 포함
>> 압축 저항성 플리스. 독점적으로 설계된 이 제품은 드라이 슈트 아래에 착용하도록 설계된 최초이자 유일한 플리스 원단입니다.
압축 방지 플리스는 열 장벽을 생성하기 위한 "추가 내피"의 필요성을 줄여서 "두꺼운" 내피의 필요성을 없애 줍니다.
또한 다이버의 코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심 변경에 따라 단열 값을 유지합니다.
>> 높은 4방향 스트레치 플리스는 내피 형태에 적합하고 두꺼운 내피로 인한 추가 웨이트 요건을 줄임
>> 높은 보온력 대비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제공
>> 호흡기 2단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분 관리 기술 포함
>> 빠른 건조 기술 포함
>>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직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악취 제어를 제공하는 항균 특성 포함
>> 적은 부피와 엄지 고리는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 중요품 보관을 위한 지퍼식 스트레치 포켓
>> 끈이 달린 신축성있는 허리 밴드가 상의의 움직임을 잡아줌
>> 피 밸브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의 지퍼가 아래로 닫힘 (남자용)
>> 사이즈: S•M•ML•L•XL•XXL

다이빙을 위한 특별한 원단 및 디자인 기능을 갖춘, 이 미드 레이어는 드라이 슈트에 완벽한 레이어링 내피입니다. 통기성, 내압축성의 고
급 플리스는 대량의 보온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이버의 코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심 변경에 따라 단열 값을 유지합
니다.

SNORKEL

고급 스트레치 통기성 압축 방지 플리스는 대량의 보온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이버의 코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깊이
변경에 따라 단열 값을 유지합니다.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HOLLIS
LOGOSEASE

Womens

Mens

Womens

Mens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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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WARMTH BASE LAYER

₩ 210,000

TOP

MASK

SB SYSTEM MID LAYER VEST

₩ 150,000

PANT ₩ 130,000
전체 적외선 보온 기술(Omnired Infrared Thermal Technology)를 특징으로하는 Ultrawarmth Base Layers로 얼음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FDA에 의해 보온성 의료 기기로 승인) Ultrawarmth는 따뜻하게 밀봉하고 열 보호 장벽을 생성하여 다이버가 가장 냉혹한 모
험을 하더라도 더 오랫동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고급 신축성, 통기성 직물은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여 피부 근처에 건조한 구역
을 생성하며 수분은 더 큰 표면에 분산되어 빠르게 증발합니다. Ultrawarmth 보호 기능으로 모든 다이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FIN

>> 소재: 전체 적외선 스트레치 플리스 원단 Omnired Infrared stretch fleece
>> 전체 적외선 스트레치 플리스는 부드러운 레이어링을 위해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Microban 사의 냄새 제어 기능과 탁월한 보온성, 습기 흡수 성능을 제공
>> 수면에서 드라이 슈트를 벗을 때 빠르게 건조됨
>> 높은 보온력 대비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제공
>> 적은 부피와 엄지 고리는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 남성 바지는 피부에 편안함을 주기위해 부드러운 탄성 허리 밴드 장착
>> 여성 바지는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허리 끈 디자인
>> 사이즈: S•M•ML•L•XL

SNORKEL

>> 소재: 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의 항균성 플리스 원단은 통기성 및 압축 저항성 제공 Polartec Power Stretch® 기술이 포함
>> 압축 저항성 플리스. 독점적으로 설계된 이 제품은 드라이 슈트 아래에 착용하도록 설계된 최초이자 유일한 플리스 원단입니다.
압축 방지 플리스는 열 장벽을 생성하기 위한 "추가 내피"의 필요성을 줄여서 "두꺼운" 내피의 필요성을 없애 줍니다.
또한 다이버의 코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심 변경에 따라 단열 값을 유지합니다.
>> 높은 4방향 스트레치 플리스
>> 높은 보온력 대비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제공
>> 호흡기 2단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분 관리 기술 포함
>>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직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악취 제어를 제공하는 항균 특성 포함
>> 양쪽 지퍼 포켓
>> 더 춥거나 긴 다이빙에서 추가 코어 보온력을 위해 완벽한 레이어
>> 사이즈 MENS: S•M•ML•L•XL•XXL
>> 사이즈 WOMENS: XS•S•M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Womens

Mens

NEO BEANIE

₩ 80,000

₩ 40,000

>> 소재: 폴리에스테르/스판덱스의 항균성 플리스 원단은
통기성 및 압축 저항성 제공 Polartec Power Stretch®
기술이 포함
>> 피부로부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호흡기
2단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분 관리 기술 포함
>>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직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악취 제어를 제공하는 항균 특성 포함
>> 빠른 건조 기술 포함
>> 피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평한 바느질 디자인
>> 사이즈: 2XS/XS•S/M•L/XL

>> 2MM 스트레치 네오프렌
>> 플랫 심 구조
>> 사이즈: S / M / L / XL

SUIT

SB SYSTEM MID LAYER
BOOT LINER

ACCESSORY
LIGHT & MOTION
HOLLIS
LOGOSEASE

Womens

Mens

COMMERCI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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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200 POLAWEAR EXTREME

₩ 550,000

₩ 490,000

이 내피는 hi-Loft Thinsulate 원단으로 극도로 차가운 수온의 다이빙에 적합합니다. 만약 추위를 빨리 느끼는 다이버라면 이 내피는 완
벽하게 다이버를 지켜줍니다.

이 내피는 가장 추운 환경에서의 다이빙을 위해, 적은 부피로 극도로 효율적인 충전을 위해 압축된 Thinsulate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SNORKEL
FIN

>> 소재: 매우 부드러운 RipStop 나일론 외피와 B200 THINSULATE TM (210g/m2)가 충전된 내피
>> 긴 앞지퍼 (남성용 편리한 “2방향” 지퍼)
>> 편안한 움직임을 위한 HYDROSTRETCH 패널과 등 아래쪽 LUMBARE-X-TENDER 패널 원단
>>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손목과 목 부분의 니트 원단
>> 양쪽 핸드 포켓
>> 엄지 고리와 다리 고리는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 밸브 위치에 맞게 공기와 습기 배출을 위한 구멍
>> 관절 형태의 무릎 디자인
>> 사이즈: S•M•ML•MLS•L•LS•XL

>> 소재: 매우 부드러운 RipStop 나일론 외피와 Hi-Loft THINSULATE (250g/m2)가 충전된 내피
>> 긴 앞지퍼 (남성용 편리한 “2방향” 지퍼, 여성을 위한 뒷 지퍼 포함)
>> 편안한 움직임을 위한 HYDROSTRETCH 패널과 등 아래쪽 LUMBARE-X-TENDER 패널 원단
>>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손목과 목 부분의 니트 원단
>> 양쪽 핸드 포켓
>> 엄지 고리와 다리 고리는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 밸브 위치에 맞게 공기와 습기 배출을 위한 구멍
>> 관절 형태의 무릎 디자인
>> 사이즈: S•M•ML•L•XL

MASK

HI-LOFT POLARWEAR EXTREME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HOLLIS
LOGOSEASE

Womens

Mens

COMMERCIAL

102

103

5mm ₩ 70,000

3mm ₩ 85,000

3mm ₩ 60,000

>> ELASTEK 풀 스트레치 및 적외선 보온 기술 원단
>> 4 패널 디자인은 이음새 수를 줄임으로 전반적인 신축성을 향상
>> 글라이드 스킨 원단은 물 유입을 1차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
>> 3D 손바닥 프린팅은 내구성 및 그립력을 향상
>> 이중 접착 및 블라인드 스티지
>> 사이즈: XS•S•M•L•XL

>> 4패널 디자인은 이음새 수를 줄임으로 전반적인 신축성을 향상
>> 손목의 ELASTEK 풀 스트레치 네오프렌 패널은 손목의 이동성과 유연성을 향상
>> 손목의 PU 프린팅은 슈트의 움직임을 잡아줌
>> 3D 손바닥 프린팅은 내구성 및 그립력을 향상
>> 사이즈: XS•S•M•L•XL

ULTRAWORMTH BOOT

K-PALM GLOVE

5mm ₩ 120,000

3mm ₩ 80,000

>> 5mm 네오프렌과 적외선 보온 기술이 적용된 내부 원단
>>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발목 부분은 3mm ELASTEK 네오프렌
>> 내구성과 안정성 향상을위한 견고한 밑창
>> 넓고 튼튼한 지퍼
>> 튼튼하게 덧댄 발가락 부분 및 발뒤꿈치 부분
>> 스트랩 움직임을 방지하기위한 핀 탭
>> 이중 접착 및 블라인드 스티치
>> 사이즈: 7(250)•8(260)•9(270)•10(280)

>> Kevlar는 손바닥과 손가락/손가락 끝 및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높은 마모 조건에 노출되는 모든 표면을 커버
>> 손목에 ELASTEK 풀 스트레치 네오프렌 패널이 장착된
3MM 네오프렌으로 손목의 이동성과 유연성을 향상
>> 사이즈: XS•S•M•L•XL

FIN

5mm ₩ 95,000

SNORKEL

S-FLEX GLOVE
MASK

ULTRAWARMTH GLOVE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HOLLIS
LOGOSEASE
COMMERCIAL

104

105

₩ 760,000

₩ 580,000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Velocity는 혁신적인 풀 스트레치 구조와, Ultrawarmth Omnired 원단을 특징으로 하는 뛰어난 착용감과
보온성을 제공합니다.

Revel은 모험에 대한 끊임없는 에너지와 열정을 가진 멀티 스포츠 수상, 수중 애호가를 위해 설계되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Revel은 네오프렌과 라미네이트의 혼합으로 최고의 성능과 보호를 보장하고,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3D패턴 디자인으로 뛰어난 수준의
착용감, 편안함 및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Revel은 합리적인 가격에 모든 기능을 갖춘 수트입니다.
>> 소재: Revel은 쉽게 입거나 벗을 수 있도록 극도의 신축성을 생성하는 독점적인 네오프렌 혼합물로 개발되어 편안함과 이동성을
개선하고 버터 같은 부드러운 외장 마감으로 포장
>>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패턴으로 뛰어난 3차원 디자인 구현하여 어깨와 목 부분의 편안함을 제공
>> 부피를 줄이고 더 편안하게하기 위해 벨크로가 있는 로우 프로파일 칼라 탭
>> 벨크로 칼라 탭으로부터 슈트를 보호하는 통합 수트 세이버
>>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 있는 매우 길고 튼튼한 등 지퍼
>> Armor-flex 무릎 패드는 네오프렌의 전체 스트레치 성능을 제공하면서 마모가 많은 영역에서 슈트의 수명을 연장
>> 사이즈: S•M•ML•MLS•L•LS•XL•XLS•2XL

FIN

>> 소재: 몸통의 Ultrawarmth Omnired 적외선 기술, 혁신적인 풀 스트레치 네오프렌
>> 목 칼라의 Velcro® 는 슈트 손상을 방지하는 SUIT SAVER 구조
>> PROTEKT 무릎 보호대는 진보된 마모 및 내마모성을 제공
>>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있는 튼튼한 손목/발목 지퍼
>> 목 씰 안쪽의 GLIDESKIN 칼라는 목 부분을 통한 물 유입을 최소화
>> 등 지퍼 안쪽의 씰링 플랩으로 물 유입을 감소시키고 보온력을 극대화
>> 물 유입을 줄이기 위해 팔뚝 중간과 종아리 중간에 내부 스킨 인 플립 씰
>> 발로 차거나 웅크 릴 때 무릎 뒤의 부피를 줄이기위한 엠보싱 처리 된 무릎 플렉스 패널
>> SECURE-LOCK 구조로 이중 접착되어 이음새를 통한 물 유입 방지
>> 사이즈: S•M•ML•MLS•L•LS•XL•XLS•2XL

SNORKEL

REVEL 5mm
MASK

VELOCITY ULTRA 5mm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HOLLIS

106

COMMERCIAL

[장점]
•빠르게 건조되는 소수성
•박테리아 및 악취 방어를 위한 항균성
•다양한 패브릭 옵션과 호환 가능
•업계 최고의 열 보호 성능
•유연하고 편안한 소재

LOGOSEASE

OMNIRED 기술은 보온력과 보호력,
회복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된
차세대 적외선 원단 기술입니다.
OMNIRED의 '13 열 반응성 광물'은
원단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체온을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
다시 몸에 반사하여 다이버가 최적의
체온을 유지하고 물 속에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합니다.

107

₩ 580,000

Nixie Ultra는 세련되고 다재다능한 잠수복입니다.
여성의 라인을 돋보이게하는 디자인의 Nixie Ultra는 혁신적인 풀 스트레치 구조 및 OMNIRED 적외선 기술의 네오프렌 혼합 소재를
특징으로합니다.
BARE의 설계 및 개발 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이 결합되어 더 길고 편안한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Elate은 모험에 대한 끊임없는 에너지와 열정을 가진 멀티 스포츠 수상, 수중 애호가를 위해 설계되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Elate은 네오프렌과 라미네이트의 혼합으로 최고의 성능과 보호를 보장하고,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3D 패턴 디자인으로 뛰어난 수준의
착용감, 편안함 및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Elate은 합리적인 가격에 모든 기능을 갖춘 수트입니다.

>> 소재: 몸통의 Ultrawarmth Omnired 적외선 기술, 혁신적인 풀 스트레치 네오프렌
>> 목 칼라의 Velcro® 는 슈트 손상을 방지하는 SUIT SAVER 구조
>> PROTEKT 무릎 보호대는 진보된 마모 및 내마모성을 제공
>>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있는 튼튼한 손목·발목 지퍼
>> 편안함을 더해주는 목 앞 지퍼
>> 목 씰 안쪽의 GLIDESKIN 칼라는 목 부분을 통한 물 유입을 최소화
>> 물 유입을 줄이기 위해 팔뚝 중간과 종아리 중간에 내부 스킨 인 플립 씰널
>> SECURE-LOCK 구조로 이중 접착되어 이음새를 통한 물 유입 방지
>> 사이즈: 4•6•6+•8•8+•10

>> 소재: Elate은 쉽게 입거나 벗을 수 있도록 극도의 신축성을 생성하는 독점적인 네오프렌 혼합물로 개발되어 편안함과 이동성을
개선하고 버터 같은 부드러운 외장 마감으로 포장
>>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패턴으로 뛰어난 3차원 디자인 구현하여 어깨와 목 부분의 편안함을 제공
>> 부피를 줄이고 더 편안하게하기 위해 벨크로가 있는 로우 프로파일 칼라 탭
>> 벨크로 칼라 탭으로부터 슈트를 보호하는 통합 수트 세이버
>> 쉽게 착용하고 벗길 수 있는 매우 길고 튼튼한 등 지퍼
>> Armor-flex 무릎 패드는 네오프렌의 전체 스트레치 성능을 제공하면서 마모가 많은 영역에서 슈트의 수명을 연장
>> 사이즈: 4•6•6+•8•8+•10

FIN

₩ 760,000

SNORKEL

ELATE 5mm
MASK

NIXIE ULTRA 5mm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HOLLIS

108

COMMERCIAL

[장점]
•빠르게 건조되는 소수성
•박테리아 및 악취 방어를 위한 항균성
•다양한 패브릭 옵션과 호환 가능
•업계 최고의 열 보호 성능
•유연하고 편안한 소재

LOGOSEASE

OMNIRED 기술은 보온력과 보호력,
회복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된
차세대 적외선 원단 기술입니다.
OMNIRED의 '13 열 반응성 광물'은
원단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체온을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
다시 몸에 반사하여 다이버가 최적의
체온을 유지하고 물 속에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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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EGA FLEX 3mm

ONE PIECE 3mm

₩ 250,000

₩ 460,000

₩ 200,000

>> 보온성이 뛰어난 6mm 네오프렌 원단
>> 입고 벗기 편리한 손목/발목 지퍼 장착
>> 리퀴드러버 무릎 패드
>> 손목 지퍼 안쪽 사이즈 표시

>> 원단 : 3mm 뉴-메가플렉스
- 유연성과 신축성을 결정하는 겉감과 안감 각각에 일반저지 보다
300%신축성을 지닌 울트라 스판 저지를 사용하여 뛰어난 착용감
- 500%신축성을 지닌 메가플렉스보다 100%의 신축성을 더함
>> 무릎패드 : Flexible한 전방위 교차형
>> 슈트 포켓 장착 (옵션, ₩ 60,000)

>> 네오프렌 재질
>> 발목지퍼 장착
>> 사이즈: S•M•ML•L•XL•2XL•3XL

MASK

ONE PIECE 6mm

SNORKEL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입고 벗기 편리한 손목 지퍼 장착과
손목 지퍼 안쪽 사이즈 표시

HOLLIS

입고 벗기 편리한 발목 지퍼 장착

LOGOSEASE

여성용
MLX

LLX

3LX

9M

11X

13X

15X

신장

M

ML

L

XL

XXL

167

172

177

182

187

S
신장

M

ML

L

XL

2XL

3XL

154~160 158~164 162~168 166~172 174~180 178~184 182~188

체중

65

68

72

76

82

체중

54~60

58~64

62~68

66~72

74~80

가슴상

94~98

95~99

96~100

98~102

가슴상

81~85

86~90

89~93

91~95

가슴상

92

95

98

101

103

가슴상

79~84

84~89

89~94

94~99

99~104 104~109 109~114

허리둘레

81~85

80~84

81~85

83~87

허리둘레

65~69

72~76

74~78

75~79

허리둘레

76

79

82

85

90

허리둘레

64~69

69~74

74~79

79~84

84~89

신장

110

LMX

164~168 169~174 175~180 180~185

신장

153~157 158~162 163~166 167~170

78~84
89~94

82~88

COMMERCIAL

남성용

94~99

111

HOODED VEST 1mm

₩ 150,000

₩ 130,000

>> 2.5mm 네오프렌 방풍 자켓
>> 슬림핏 타입
>> 베스트셀러 UA-SUIT 디자인
>> 사이즈: 남여공용-S•M•L•XL•XXL
>> 한 사이즈 크게 구매할것 권장

>> THERMALSKIN이 들어간 1mm S-FLEX FULL-STRETCH 네오프렌
>> 신축성과 편안함을위한 플랫 심 구조
>> 사이즈: S•M•ML•L•XL•2XL

MASK

UA-HOOD JACKET

SNORKEL
FIN
REGULATOR

사이즈

89 ~ 94

S

85

S

94 ~ 99

M

90

M

99 ~ 104

ML

95

L

104 ~ 109

L

100

XL

109 ~ 114

XL

105

XXL

114 ~ 119

2XL

₩ 99,000

₩ 60,000

>> FULL-STRETCH ELASTEK 소재의 5mm 네오프렌으로
최고의 신축성과 편안함 제공
>> 갇힌 공기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배출
>> 사이즈: XS•S•M•L•XL•2XL

>> 3mm 표준 네오프렌
>> SECURE-LOCK 구조로 이중 접착
>> 사이즈: XS•S•M•L•XL

LIGHT & MOTION

NEO HOOD
3mm

ACCESSORY

>> 2mm 네오프렌 원단
>>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베스트

ELASTEK WET
HOOD 5mm

SUIT

₩ 60,000

B.C.JACKET

사이즈

UA-VEST

DIVING COMPUTER

가슴둘레
상의

HOLLIS
LOGOSEASE

사이즈

85 ~ 90

M

95 ~ 100

L

100 ~ 105

XL

COMMERCIAL

112

가슴둘레

113

UA-SUITS

HOOD

세트 구매시 ₩ 300,000

남자상의 ₩ 120,000

₩ 53,000

>> 소재: 겉감·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두께: 2mm / 1.5mm(허벅지)
>> 원단 중간 소재: 네오프렌
>> 배 둘레 원단: 스무스 스킨 2mm
>> 중량: M-475g / L-569g / XL-584g

>> 사이즈: FREE

단품 구매시 ₩ 375,000
HOOD

SNORKEL

[구성]
>> HOOD
>> SUIT 상하의
>> GLOVE
>> BOOTS

MASK

MAN TROPICAL DIVE SET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UA-0203
₩ 32,000
가슴둘레(cm)

165~175

88~96

L

170~180

96~104

XL

170~185

104~112

>> 재질: 손등-폴리에스테르 100%
손내부-네오프렌
손바닥-네오프렌
>> 무게: S 62g / M 68g / L 74g

B.C.JACKET

신장(cm)
M

UA-SUITS

SUIT

UA-SUITS
남자하의 ₩ 110,000

ACCESSORY

>> 소재: 겉감·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두께: 2mm / 1.5mm(허벅지)
>> 원단 중간 소재: 네오프렌
>> 배 둘레 원단: 스무스 스킨 2mm
>> 중량: M-481g / L-528g / XL-577g

LIGHT & MOTION

UA-0203

UA-0105
₩ 60,000

HOLLIS

>> 재질: 겉감/안감-나일론 100%
내부-네오프렌
발바닥-합성 고무

114

총기장(cm)

허리둘레(cm)

M

92

76~84

L

95

84~94

XL

98

94~104

FY
210

220

COMMERCIAL

UA-0105

LOGOSEASE

사진처럼 접으면
일반적인 슈트의 허리
기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BK
230

240

250

260

270

280

115

UA-SUITS

HOOD

세트 구매시 ₩ 300,000

여자상의 ₩ 120,000

₩ 53,000

>> 소재: 겉감·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두께: 2mm / 1.5mm(허벅지)
>> 원단 중간 소재: 네오프렌
>> 중량: S-421g / M-456g / L-477g

>> 사이즈: FREE

단품 구매시 ₩ 375,000
HOOD

SNORKEL

[구성]
>> HOOD
>> SUIT 상하의
>> GLOVE
>> BOOTS

MASK

WOMAN TROPICAL DIVE SET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UA-0203
₩ 32,000
가슴둘레(cm)

150~158

72~80

M

155~163

79~87

L

160~168

86~94

>> 재질: 손등-폴리에스테르 100%
손내부-네오프렌
손바닥-네오프렌
>> 무게: S 62g / M 68g / L 74g

B.C.JACKET

신장(cm)
S

UA-SUITS
SUIT

UA-SUITS
여자하의 ₩ 110,000

ACCESSORY

>> 소재: 겉감·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두께: 2mm / 1.5mm(허벅지)
>> 원단 중간 소재: 네오프렌
>> 중량: S-432g / M-477g / L-507g

UA-0203
LIGHT & MOTION

UA-0105
₩ 60,000

HOLLIS

>> 재질: 겉감/안감-나일론 100%
내부-네오프렌
발바닥-합성 고무

116

총기장(cm)

허리둘레(cm)

S

86

58~64

M

90

64~70

L

94

69~77

FY
210

220

COMMERCIAL

UA-0105

LOGOSEASE

사진처럼 접으면
일반적인 슈트의 허리
기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BK
230

240

250

260

27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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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LPROOF TITANIUM Jacket w/Hood

FIN

남자: SM•MD•ML•LG•XL•XXL
여자: 6•8•10
구분

155

160

165

170

175

180

185

체형

6

8

10

SM

MD

LG

XL

일반 체형

8

10

SM

MD

LG

XL

XXL

큰 체형

MD

LG

XL

XXL

REGULATOR

LONG SLEEVE
(긴팔 상의 공통)

매우 큰 체형

✽가슴둘레 110 이상에 배가 나온 사람은 FULL ZIP 상의가 안맞을 수 있음(CHEST ZIP 으로 권장)

160

LONG PANTS
(하의 공통)

6

8

8

10

구분

155

160

HOOD JACKET
(후드 자켓)

6

8

8

10

구분

여자 일반

HOOD(후드)

SM

165

170

175

180

185

체형

10

SM

MD

SM

MD

LG

LG

XL

일반 체형

XL

XXL

큰 체형

165

170

XS·10

SM

175

180

185

체형

MD

LG

XL

일반 체형

SM

MD

LG

XL

XXL

큰 체형

여자 큰편

남자 일반

남자 큰편

MD

LG

XL

B.C.JACKET

155

DIVING COMPUTER

구분

>> 티타늄 원적외선 기술로 5mm 네오프렌 웨슈트 이상의 보온력 제공
>> 상의 지퍼를 통해 체온 조절
>> 중성 부력의 3중 구조 원단
>> 내부의 ‘마이크로 플리스’ 원단은 수분과 땀을 흡수
>> 중간의 방풍 원단은 100% 방풍 소재이며, 수분과 땀을 배출
>> 외부의 ‘나일론 라이크라’ 원단은 마모 저항성과 4방향 신축성을 제공
>> UV 차단 효과와 뛰어난 발수성으로 외피가 젖지 않도록 함

HOLLIS
LOGOSEASE
COMMERCIAL

RAPID DRY
RAPID DRY는 가벼운 무게와 함께 독창적인 발수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건조되는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 원단에 비해 획기적으로
방수성과 내구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젖어있을 때, RAPID DRY 원단은 면과
나일론/라이크라 합성 섬유보다 따뜻합니다. UV 차단 등급은 SPF50+ 이며,
가벼운 무게와 통기성, 내구성이 좋습니다. 또한, 수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시안성이 좋은 색상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의 ₩ 320,000

LIGHT & MOTION

CHILLPROOF
수상 방풍 3중 레이어 합성 소재는 수상 스포츠 선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편안한 ‘마이크로 플리스’ 레이어는
피부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분과 땀을 흡수하여 신체를 건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가운데 ‘기술’
레이어는 100% 방풍입니다. 바람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한편, 통풍을 통해 체온을 조절합니다. 세 번째 층은
마모 저항성과 4방향, 신축성을 위한 나일론 라이크라 혼합물입니다. SHARKSKIN의 세 개 레이어가 합쳐질 경우
2.5-3㎜ 잠수복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기가 제공되지만, 잠수복과 달리 Chillproof 소재로 바람으로 인한 차가움을
막아줍니다. CHILLPROOF 제품의 경우 지퍼가 포함된 그리고 지퍼가 포함되지 않은 탑, 짧은 팬츠, 긴 팬츠 그리고
풀 슈트까지 다양합니다. Sharkskin Chillproof는 중립적인 부력을 제공하고, 항균성이고, 악취 그리고 가려움을
방지하는 저항성입니다. 또한 UV 차단 효과가 있으며, 뛰어난 발수성은 외피가 젖지않도록 합니다.

상의 ₩ 380,000
ACCESSORY

SHARKSKIN이란?
SHARKSKIN은 테크니컬 워터스포츠 의류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들로 구분됩니다. 체온 유지와 방풍 효과가
있는 100% Chillproof, 여름 시즌을 위한 완벽한 래쉬가드 또는 다른 SHARKSKIN 슈트와 겹쳐 입는 것으로
추가적인 보온 효과와 UV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는 Rapid Dry 등이 있습니다. SHARKSKIN은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카약, 패들보딩, 요트, 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워터스키, 웨이크보드, 래프팅 등과 같은 능동적인
워터스포츠에 적합합니다. SHARKSKIN은 서핑, 카이트보딩, 윈드서핑 등과 같은 수상스포츠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그리고 바람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슈트안에 착용이 가능합니다.

SUIT

CHILLPROOF TITANIUM Long Sleeve&Pants

118

SNORKEL

>> 티타늄 원적외선 기술로 보온력 및 방풍성이 뛰어난 후드 자켓
>> 3중 구조 원단
>> 내부의 ‘마이크로 플리스’ 원단은 수분과 땀을 흡수
>> 중간의 방풍 원단은 100% 방풍 소재이며, 수분과 땀을 배출
>> 외부의 ‘나일론 라이크라’ 원단은 마모 저항성과 4방향 신축성을 제공
>> UV 차단 효과와 뛰어난 발수성으로 외피가 젖지 않도록 함
>> 사이즈: XS•S•M•L•XL•XX

MASK

₩ 520,000

119

CHILLPROOF
L/S with Hood

₩ 260,000

₩ 320,000

₩ 300,000
>> 열대 바다 및 수영장에서 3mm 슈트 이상의 보온력 제공
>> 상의 지퍼를 통해 체온 조절
>> 중성 부력의 3중 구조 원단
>> 내부의 ‘마이크로 플리스’ 원단은 수분과 땀을 흡수
>> 중간의 방풍 원단은 100% 방풍 소재이며, 수분과 땀을 배출
>> 외부의 ‘나일론 라이크라’ 원단은 마모 저항성과 4방향 신축성을 제공
>> UV 차단 효과와 뛰어난 발수성으로 외피가 젖지 않도록 함
>> 입고 벗기에 용이한 상하의 투피스
>> CHILLPROOF Long Pants와
CLIMATE Long Pants 모두 매치 가능
>> 사이즈: 남성용-S•M•L•XL, 여성용-6•8•10

SNORKEL
FIN

>> 열대 바다 및 수영장에서 3mm 슈트 이상의 보온력 제공
>> 중성 부력의 3중 구조 원단
>> 내부의 ‘마이크로 플리스’ 원단은 수분과 땀을 흡수
>> 중간의 방풍 원단은 100% 방풍 소재이며, 수분과 땀을 배출
>> 외부의 ‘나일론 라이크라’ 원단은 마모 저항성과 4방향
신축성을 제공
>> UV 차단 효과와 뛰어난 발수성으로 외피가 젖지 않도록 함
>> 입고 벗기에 용이한 상하의 투피스
>> CHILLPROOF Long Pants와 CLIMATE Long Pants
모두 매치 가능
>> 사이즈: 남성용-S•M•L•XL, 여성용-6•8•10

CHILLPROOF L/S CHEST ZIP
MASK

CHILLPROOF
Long Sleeve

REGULATOR
B.C.JACKET

Silver

₩ 260,000

>> 열대 바다 및 수영장에서 3mm 슈트 이상의 보온력 제공
>> 상의 지퍼를 통해 체온 조절
>> 중성 부력의 3중 구조 원단
>> 내부의 ‘마이크로 플리스’ 원단은 수분과 땀을 흡수
>> 중간의 방풍 원단은 100% 방풍 소재이며, 수분과 땀을 배출
>> 외부의 ‘나일론 라이크라’ 원단은
마모 저항성과 4방향 신축성을 제공
>> UV 차단 효과와 뛰어난 발수성으로
외피가 젖지 않도록 함
>> 입고 벗기에 용이한 상하의 투피스
>> CHILLPROOF Long Pants와
CLIMATE Long Pants 모두 매치 가능
>> 사이즈: 남성용-S•M•L•XL•XXL, 여성용-8•10

>> 열대 바다 및 수영장에서 3mm 슈트 이상의 보온력 제공
>> 중성 부력의 3중 구조 원단
>> 내부의 ‘마이크로 플리스’ 원단은 수분과 땀을 흡수
>> 중간의 방풍 원단은 100% 방풍 소재이며, 수분과 땀을 배출
>> 외부의 ‘나일론 라이크라’ 원단은 마모 저항성과 4방향 신축성을 제공
>> UV 차단 효과와 뛰어난 발수성으로 외피가 젖지 않도록 함
>> 입고 벗기에 용이한 상하의 투피스
>> CHILLPROOF Long Sleeve와 CLIMATE Long Sleeve, CHILLPROOF Full Zip 과 모두 매치 가능
>> 사이즈: 남성용-S•M•L•XL, 여성용-6•8•10

LIGHT & MOTION

₩ 310,000

ACCESSORY

CHILLPROOF Long Pants

SUIT

CHILLPROOF L/S Full Zip

DIVING COMPUTER

Black

HOLLIS
LOGOSEASE
COMMERCIAL

Black

120

Silver

121

₩ 540,000

>> 보온력 및 방풍성이 뛰어난 후드 자켓
>> 3중 구조 원단
>> 내부의 ‘마이크로 플리스’ 원단은 수분과 땀을 흡수
>> 중간의 방풍 원단은 100% 방풍 소재이며, 수분과 땀을 배출
>> 외부의 ‘나일론 라이크라’ 원단은 마모 저항성과 4방향 신축성을 제공
>> UV 차단 효과와 뛰어난 발수성으로 외피가 젖지 않도록 함
>> 사이즈: BK 남성용-XS•S•M•L•XL•XXL, 여성용-6•8•10
SILVER 남성용-S•M•L•XL, 여성용-6•8•10
PINK 여성용-6•8•10

>> 열대 바다 및 수영장에서 3mm 슈트 이상의 보온력 제공
>> 중성 부력의 3중 구조 원단
>> 내부의 ‘마이크로 플리스’ 원단은 수분과 땀을 흡수
>> 중간의 방풍 원단은 100% 방풍 소재이며,
수분과 땀을 배출
>> 외부의 ‘나일론 라이크라’ 원단은 마모 저항성과
4방향 신축성을 제공
>> UV 차단 효과와 뛰어난 발수성으로
외피가 젖지 않도록 함
>> 등지퍼가 장착된 보온성이 뛰어난 원피스
>> 사이즈: 남성용-S•M•L•XL, 여성용-6•8•10

FIN

₩ 390,000

SNORKEL

CHILLPROOF 1PC SUIT B/Z
MASK

CHILLPROOF Jacket w/Hood

REGULATOR
DIVING COMPUTER

Silver

B.C.JACKET

Black

Pink

₩ 250,000

>> 편안함과 보온성을 유지한 최대의 활동성
>> 신체의 핵심 보호
>> 급속 건조 가능
>> SUIT 안에 착용 가능
>> 사이즈: 남성용-S•M•L•XL, 여성용-6•8•10

>> 후드 장착으로 차가운 바닷속에서 최상의 단열 및 보호가능
>> 마스크 벗겨짐 방지
>> 기존의 네오프렌 후드보다 청력이 더 좋고 귀를 편안하게 보호
>> 사이즈: 남성용-S•M•L•XL, 여성용-6•8•10

₩ 480,000
>> 드라이슈트 내피용 슈트
>> 중성 부력의 3중 구조 원단
>> 내부의 ‘마이크로 플리스’ 원단은 수분과 땀을 흡수
>> 중간의 방풍 원단은 100% 방풍 소재이며,
수분과 땀을 배출
>> 외부의 ‘나일론 라이크라’ 원단은 마모 저항성과
4방향 신축성을 제공
>> UV 차단 효과와 뛰어난 발수성으로
외피가 젖지 않도록 함
>> 착용이 용이하도록 앞지퍼 장착
>> 사이즈: 남성용-S•M•L•XL•XXL, 여성용-6•8•10

LIGHT & MOTION

₩ 190,000

CHILLPROOF UNDERGARMENT F/Z

ACCESSORY

CHILLPROOF
Vest w/Hood

SUIT

CHILLPROOF
Vest

HOLLIS
LOGOSEASE
COMMERCIAL

122

123

₩ 70,000

₩ 70,000

>> 뛰어난 보온성과 신축성은 편안한 착용감 제공
>> CHILLPROOF 원단은 UV차단 및 방풍, 발수 효과 제공
>> UNISEX FIT
>> 사이즈: S•M•L•XL

>> 뛰어난 보온성과 신축성은 편안한 착용감 제공
>> CHILLPROOF 원단은 UV차단 및 방풍, 발수 효과 제공
>> UNISEX FIT
>> 사이즈: S•M•L•XL

RAPID DRY Long Sleeve
₩ 110,000
>> 가벼운 무게와 독창적인 방수 시스템의 차세대 래쉬가드
>> 기존의 나일론/라이크라 원단에 비해 획기적으로 방수성과 내구성이 증가
>> 물에 젖은 상태에서 기존 원단에 비해 뛰어난 보온성 제공
>> UV 차단 등급 SPF50+
>> UNISEX FIT
>> 사이즈: M•L•XL•XXL

SNORKEL

CHILLPROOF
Hood Low Cut

MASK

CHILLPROOF
Hood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lack & Charcoal

Blue

Blue & White

Orange

Charcoal & Orange

B.C.JACKET

Black

₩ 60,000

>> 손바닥의 싱글레이어 원단은 착용시 편안함을 제공
>> 손등의 CHILLPROOF 원단은 보온성을 제공
>> UNISEX FIT
>> 사이즈: XS•S•M•L•XL

>> 100%습기 방지
>> 보온성
>> 빠른 건조
>> 사이즈: XS•S•M•L•XL

LIGHT & MOTION

₩ 70,000

ACCESSORY

CHILLPROOF
Socks

SUIT

WATERSPORTS
GLOVE

HOLLIS
LOGOSEASE
COMMERCIAL

124

125

TA-0208

TA-0209

₩ 110,000

₩ 65,000

₩ 45,000

>> 안전성을 위해 슈퍼 트랙션 패턴으로 몰딩된 바닥
>> 재질: 5.0mm 네오프렌과 나일론 져지 원단

>> 손등: 2mm 네오프렌 재질
>> 손바닥: 합성 스웨이드 재질
>> 그립력 향상을 위해 손바닥에 실리콘 프린팅
>> 벨크로 타입의 손목 밴드
>> 사이즈: XS•S•M•L•XL

>> 손등: 가벼운 폴리메쉬 구조
>> 손바닥: 합성 스웨이드 재질
>> 편안한 탈착을 위한 라이크라 손목 밴드
>> 사이즈: XS•S•M•L•XL

MASK

DB-0101

SNORKEL
FIN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240

250

255

260

270

280

REGULATOR

4호
230

DIVING COMPUTER

DB-0201
₩ 70,000

B.C.JACKET

>> 안전성을 위해 슈퍼 트랙션 패턴으로 몰딩된 바닥
>> 재질: 3.0mm 네오프렌과 나일론 져지 원단

6호

7호

8호

9호

10호

230

240

250

255

260

270

280

₩ 45,000

₩ 45,000

₩ 32,000

>> 남성용 3시즌 글러브
>> 입체 디자인
>> 소재
손등: 폴리에스테르 저지 100%
폴1.5mm 네오프렌
손바닥: 인공 피혁(나일론 + 폴리우레탄)

>> 여성용 3시즌 글러브
>> 입체 디자인
>> 소재
손등: 폴리에스테르 저지 100%
1.5mm 네오프렌
손바닥: 인공 피혁(나일론 + 폴리우레탄)

>> 손등: 폴리 에스테르 100%
>> 원단 중층 부/손바닥: 네오프렌
>> 무게: S 62g / M 68g /L 74g
>> 사이즈: S•M•L

UA-0105

LIGHT & MOTION

UA-0203

ACCESSORY

5호

TA-0205

SUIT

4호

TA-0204

₩ 60,000
HOLLIS

>> 겉감 / 안감 : 나일론 100 %
>> 원단 중층 부 : 2.0mm 네오프렌
>> 발바닥 바닥 주위 : 합성 고무
>> 사이즈: FY 21•22•23•24
BK 25•26•27•28

BK
배수 구멍을 통해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

126

P· S · M

COMMERCIAL

FY

LOGOSEASE

R·S·M·L

BK· S · M · L · XL

BL· S · M

127

CONCEPT

여행의 즐거움은 여행 가방을 준비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TUSA는
여행의 시작과 끝까지 그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와 목적에 따
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라인
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부터 시작하는것, 그것이 TUSA
장비 라인업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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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0205

BA0202 ₩ 360,000

₩ 500,000

MASK

TRAVEL BAG
BA0203 ₩ 330,000

>> 하드케이스, 소프트케이스 분리 후 개별 사용 가능
>> 캐스터 고정
>> 운반 손잡이 2 단계 높이 조절 가능
>> 운반 용 숄더 벨트
>> 내부 소프트케이스 분할 포켓 2 개
>> 전면 포켓 1 개

FIN

>> 내구성이 강화된 2단계 조절 핸들
>> 4개의 조절 스트랩
>> 상하 2개의 운반용 손잡이
>> 가방 내부 지퍼 포켓 2개
>> 메쉬 지퍼 포켓 1개
>> 가방 외부 대용량 지퍼 포켓
>> 가방 외부 소용량 지퍼 포켓
>> 기내용 사이즈(BA0204)

SNORKEL

원단: 나일론 + 폴리 에스테르 소재
하드박스: EVA 수지
사이즈: 가로 440 폭 385 × 높이 730mm
무게: 4,960g
용량: 84L (하드케이스 : 58L 소프트케이스 : 26L)

BA0204 ₩ 280,000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BA0203

BA0204

LARGE

MEDIUM

SMALL

DIM(LxWxH)

30X48X75 cm

28X43X67 cm

23X37X55 cm

Weight(Dry)

4,500 g

4,010 g

3,280 g

108 L

81 L

47 L

Capacity

130

SWITCH - M Size

COMMERCIAL

BA0202

40 cm

60 cm
SWITCH - M Size

LOGOSEASE

SWITCH - M Size

HOLLIS

60 cm

>> 핀 수납이 가능한 별도의 주머니.
>> 2개의 바퀴와 신축성 있는 운반 손잡이.
>> 다양하게 운반가능한 3개의 손잡이 어깨끈 포함.
>> 크기 : 40×74×31(cm)

LIGHT & MOTION

₩ 210,000

ACCESSORY

RD-2

131

BA-0401(L) / BA-0402 (S)

₩ 180,000

₩ 65,000 / ₩ 60,000

>> 사이즈: 폭 300×높이 700×깊이 200mm
>> 용량: 약 42L
>> 본체 원단: TPU(뒷면 : 폴리 우레탄 코팅)
>> 무게: 약 700g
>> 방수 원단을 사용한 대용량 백팩
>> 얇은 잠수복이나 래쉬 가드 등을 수납하기 좋음
>> 전면 지퍼를 통해 가방을 상단을 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음
>> 좌우 측면에 핀을 수납하기 위한 스트랩 장착

편리한 밸브 부착 형 방수 가방.
귀여운 동물 디자인을 채택.
75데니어 나일론으로 매우 가벼움.

MASK

BA-0403

SNORKEL

>> 원단: 75데니어 나일론(바닥 부: 420데니어 나일론)
>> 가벼움 / 내부의 공기를 배출 가능한 밸브 부착 / 숄더 벨트 부착 / 안쪽 주머니 부착
>> 용량: BA0401 - 40L / BA0402 - 20L
>> 색상: BA0401 - SG · FB · AO · BK
BA0402 - SG · FB

FIN

BA0401(L)
BA0402(S)
REGULATOR
DIVING COMPUTER

SG / 펭귄

₩ 70,000

>> 사이즈: 폭 330×높이 500×깊이 250mm
>> 용량: 약 40L
>> 메쉬 가방 원단: 400 데니어 나일론(뒷면 PVC 코팅)
>> 방수 가방 원단: 폴리 에스테르 100%(뒷면 폴리 우레탄 코팅)
>> 무게 약 980g
>> 외부 메쉬 가방의 양쪽에 핀을 수납 할 수 있는 포켓
>> 방수 가방에 젖은 물건을 넣어 휴대가 가능(방수)
>> 내부 방수 가방 및 외부 메쉬 가방을 별도로 사용 가능

>> 조절가능한 손잡이
>> 배수가 되는 메쉬구조
>> 사이즈: 66cm(L) x 36cm(W) x 41cm(H)

LIGHT & MOTION

₩ 150,000

FB

ACCESSORY

MB-2S

FB

SUIT

BA-0106

AO / 바다표범

B.C.JACKET

BK

HOLLIS
LOGOSEASE
COMMERCIAL

Mesh Backpack

132

Drybag

133

FK-910

FK-14Ti

FK-10

₩ 110,000

₩ 120,000

₩ 110,000

₩ 50,000

>> 분해 세척으로 장기 보관에 탁월.
>> 그물이나 로프등을 절단할 수 있는 톱니 기능.
>> 착탈 버클의 기능.
>> 전체 28cm, 칼날 12.5cm

>> 420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
>> 원 버튼 타입의 칼집 잠금장치
>> 조절이 간편한 퀵 릴리스 버클
>> 전체 25cm, 칼날 11cm

>> 티타늄 소재
>> 호스 어뎁터 기본 제공
>> 어느 비씨에나 부착할 수 있는
초소형 초경량 칼
>> 견고한 티타늄 칼날
>> 한쪽 날은 다기능 톱날
>> 전체 16cm, 칼날 7cm

>> 호스 어뎁터 기본 제공
>> 어느 비씨에나 부착할 수 있는
초소형 초경량 칼
>> 견고한 스테인리스 칼날
>> 한쪽 날은 다기능 톱날
>> 전체 16cm, 칼날 7cm

MASK

FK-210

SNORKEL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CBL

SS

BK

CBL

MDR

MS

BCJ에 부착이 가능한
FK-10, FK-14 전용 액세서리

TC-752
₩ 18,000

BK

CBL

FP

FY

TL-0002

₩ 220,000

₩ 250,000

₩ 150,000

₩ 150,000

>> 6-4Ti(Ti-6AI-4V)는 부식에 저항력이 강한 티타늄
>> 전체 25cm, 칼날 11cm

>> 티타늄 소재
>> 부식 발생이 없고, 칼날의 예리함이 지속
>> 분해 세척으로 장기보관 가능
>> 그물이나 로프등을 절단할 수 있는 톱니기능
>> 전체 23cm, 칼날 10.2cm

>> 확산형 라이트
>> 밝기: 450루멘
>> 밝기 2단계 조절: 100%, 30%
>> 사용수심: 100m
>> 조사각: 60도
>> 긴급시에 사용하는 플래시 점멸 모드
>> 사용시간: 100% 사용시 105분
>> 전원: AAA배터리 3개
>> 재질: 알루미늄

>> 집중형 라이트
>> 밝기: 450루멘
>> 밝기 2단계 조절: 100%, 30%
>> 사용수심: 100m
>> 조사각: 60도
>> 긴급시에 사용하는 플래시 점멸 모드
>> 사용시간: 100% 사용시 105분
>> 전원: AAA배터리 3개
>> 재질: 알루미늄

LIGHT & MOTION

TL-0001

ACCESSORY

Ti-6

SUIT

FK-940Ti

BCJ에 부착이 가능한
FK-10, FK-14 전용 액세서리

B.C.JACKET

TC-752
₩ 18,000

HOLLIS
LOGOSEASE
COMMERCIAL

MDR

134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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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TM Simply Better

THE MOST RELIABLE LIGHT IN THE INDUSTRY

THE ANYWHERE LIGHT!

136

FL1 CERTIFIED

137

FL-1 STANDARD | UNIVERSAL QUALITY STANDARDS
MASK

제품 사양을 일반화 하기 위해 ANSI/NEMA 에 의해 명시된 성능 테스트 절차로서,
Light&Motion은 가장 먼저 이 기준에 맞춰 자전거와 다이빙 라이트 산업 전반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Light&Motion은 5 개의 새로운 Sola FC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이버는 이제USB-C 충전기를 사용하여 Sola 라이트를 충전 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수의 케이블과 충전기로 여행하고 생활을 단순화 하세요.
우리 동글은 스마트 합니다! 연결된 전원 공급 장치가 Sola 라이트를 충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충전 속도를 알려줍니다.

SNORKEL

SOLA USB-C SERIES

FIN

충격 테스트(미터)
라이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 테스트를 합니다.
※ 각 방향 별로 총 6회 테스트

USB-C 충전 어댑터 사양

침수 테스트(IPX Rating)
침수 테스트는 충격 테스트 후에
측정하여, 침수 저항성에 대한
레벨을 결정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테스트
우리는 다양한 라이트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빔 패턴 사진을 소비자들과
공유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테스트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FL-1 Standard 의 중요성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충전기의 최소 출력은 30W 이여야 합니다.
• USB-C 전력 공급 사양에는 최소 30W정격의 USB-C 전원이 필요하며 15VDC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U(일부 전원 공급 장치, 특히 구형 Apple 87W및 60W는 USB-C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형 SOLA / StellaPro 2 cell 라이트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모델

SUIT

www.wetestlights.com
Test reliability
수심 90m 까지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도
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THE PERFECT LIGHT

CHARGE STATUS

RECHARGEABLE

FOR EVERY DIVE
특허 받은 듀얼 빔 시스템과 강력하고 정확한
빔 패턴을 가진 SOLA 는 당신의 모든 다이빙
을 지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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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SETTING

SOLA DIVE PRO 2000 USB-C
다이빙 전문가 및 테크니컬 탐험을 위해 디자인된 당사의 독점적인 Sola 라이트는 가장 까다로운 가시성에서도 상당한 빛 투과와
효과적인 신호 전달을 위한 8°스팟 빔을 특징으로합니다. Dive Pro는 강력한 출력으로 인스트럭터, 스테이지 다이버 및 공공 안전
다이버에 이상적인 런타임 시간를 제공합니다.

COMMERCIAL

Design for versatility
모든 활동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마운트와 액
세서리가 함께 제공 됩니다.

For the long haul
외부 충전부를 통해 Li-ion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충전부는 다이버가 충전을
위해 라이트를 열어 침수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SOLA DIVE 2500 S/F USB-C
Sola Dive 2500 S/F는 가장 다재다능한 수중 라이트 솔루션입니다.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초소형 다이빙 라이트에 가장 적합한 핸즈프리 마운트는 쉽게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다목적 라이트로 이미지 마운트를 장착하여 촬영용 라이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OGOSEASE

MODULAR SYSTEM

BATTERY LIFE

SOLA VIDEO 2500 S/F USB-C
프리미엄 Sola Spot/Flood 모델은 광각 이미지와 매크로 이미지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포토그래퍼를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고급 광학 설계는 핫스팟없이 피사체를 고르게 비추고 카메라 위치 지정을위한 더 큰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HOLLIS

FACTORY SEALED

SOLA DASHBOARD
SOLA는 현재 밝기와 배터리 잔량, 충전량 등
을 표시해주는 대쉬보드가 있습니다. 이 시스
템은 매우 정확합니다. SOLA 는 스스로 자신
의 전압을 조절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LIGHT & MOTION

SMART

FL-1 STANDARD
우리의 모든 라이트는 ANSI/NEMA FL-1
Standard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밝기, 사용시간, 충격, 침수 테스트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SOLA VIDEO 3800 USB-C
Sola Video 3800은 칩 온보드 LED 어레이를 사용하여 놀라운 이미지를 위해 가능한 가장 넓은 빔 각도로 고품질 조명을 제공합니다.
플랫 포트 옵틱은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핫스팟이 없는 넓은 90°확산 빔을 제공합니다.

ACCESSORY

COMPACT DESIGN

B.C.JACKET

SOLA VIDEO PRO 3800 USB-C
기본 장착된 돔 포트는 동급 최고의 110°사용 빔과 부드러운 엣지 처리로 촬영시 최적의 영상을 제공 합니다.
카메라 하우징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전용 볼 마운트가 제공되고 최고 수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빛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SOLATM | ULTIMATE DIVE LIGHT PLATFORM

CERTIFIED QUALITY

DIVING COMPUTER

Full Width Half Maximum (FWHM)
우리는 모든 라이트의 FWHM 출력 값을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빛의 최대 각도와 대칭을
확인하는데 적합합니다.

REGULATOR

밝기(루멘) & 사용 시간(시간)
구 형태의 공간에 출력되는 모든 빛의 총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얼마나 밝은지 루멘으로 측정합니다.
사용 시간은 최초로 꺼질 때 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우리 라이트는 제품 사양과 일치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GREEN LIGHT 일반적인 빠른 속도로 충전중
YELLOW LIGHT 전원 출력이 낮아 느린 속도로 충전중
RED LIGHT 전원 출력 불량으로 충전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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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 DIVE PRO 2000

₩ 950,000

₩ 950,000

기본 장착된 돔 포트는 동급 최고의 110°
사용 빔과 부드러운 엣지 처리로 촬영시 최적의 영상을 제공 합니다.
카메라 하우징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전용 볼 마운트가 제공되고 최고 수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빛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다이빙 전문가 및 테크니컬 탐험을 위해 디자인된 당사의 독점적인 Sola 라이트는 가장 까다로운 가시성에서도 상당한 빛 투과와 효과적인 신호 전달을
위한 8°
스팟 빔을 특징으로합니다.
Dive Pro는 강력한 출력으로 인스트럭터, 스테이지 다이버 및 공공 안전 다이버에 이상적인 런타임 시간를 제공합니다.

KEY FEATURES

SPECIFICATIONS

KEY FEATURES

SPECIFICATIONS

최대출력: 3800루멘 (FL-1 Standard 인증)
조사각: 110°
사용밝기: 3800루멘/1900루멘/950루멘
사용시간: 50분/100분/200분
충전시간: 105분
무게: 254g
사이즈(mm): 101X53X53
최대사용수심: 100m
구성품: USB-C 타입 동글, 볼마운트, 지퍼백

MODEL

3800 FLOOD

MODEL

2000 SPOT

BEAM ANGLE UW[FWHM]

110°

BEAM ANGLE UW[FWHM]

8°

LUMEN OUTPUT/TIME[MIN]
HIGH
MED
LOW

FLOOD
3800
1900
950

최대출력: 2000루멘 (FL-1 Standard 인증)
조사각: 8°
사용밝기: 2000루멘/1000루멘/2000루멘
사용시간: 60분/180분/720분
충전시간: 105분
무게: 333g
사이즈(mm): 116X63X63
최대사용수심: 100m
구성품: USB-C 타입 동글, 핸드스트랩, 지퍼백

.8-3.2h

110°

254g
RAPID CHARGE TINE
FC Fast charge technology 105min

REGULATOR

100m

Hand Strap

KEY FEATURES

WEIGHT

3800
LUMENS

MOUNTS INCLUDED
Ball Mount

KEY FEATURES

FIN

MOUNTS INCLUDED

LUMEN OUTPUT/TIME[MIN]
HIGH
2000[60]
MED
1000[180]
LOW
200[720]

SNORKEL

[50]
[100]
[200]

MASK

SOLA VIDEO PRO 3800

WEIGHT
254g
RAPID CHARGE TINE

2000
LUMENS

100m

1.2-7.2h

105min

8°

DIVING COMPUTER

GOODMAN HANDLE 별도
₩ 110,000

SOLA DIVE 2500SF

₩ 800,000

₩ 850,000

Sola Video 3800은 칩 온보드 LED 어레이를 사용하여 놀라운 이미지를 위해 가능한 가장 넓은 빔 각도로 고품질 조명을 제공합니다.
플랫 포트 옵틱은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핫스팟이 없는 넓은 90°확산 빔을 제공합니다.

Sola Dive 2500 S/F는 가장 다재다능한 수중 라이트 솔루션입니다.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초소형 다이빙 라이트에 가장 적합한 핸즈프리 마운트는 쉽게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다목적 라이트로 이미지 마운트를 장착하여 촬영용 라이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ODEL

3800 FLOOD

BEAM ANGLE UW[FWHM]

90°

LUMEN OUTPUT/TIME[MIN]
HIGH
MED
LOW

FLOOD
3800
1900
950

[50]
[100]
[200]

None
WEIGHT

SPECIFICATIONS

최대출력: 2500루멘 (FL-1 Standard 인증)
조사각: 확장형 60°
, 집중형 12도 듀얼빔
사용밝기(확산): 2500루멘/1200루멘/625루멘
사용밝기(집중): 1200루멘/600루멘/300루멘
사용시간(확산): 50분/100분/200분
사용시간(집중): 60분/120분/240분
충전시간: 105분
무게: 265g
사이즈(mm): 101X53X53
최대사용수심: 100m
구성품: USB-C 타입 동글, 핸드스트랩, 지퍼백

MODEL

2500SF

BEAM ANGLE UW[FWHM]

12°s / 60°f

254g

KEY FEATURES

RAPID CHARGE TINE
FC Fast charge technology 105min

Hand Strap
265g

KEY FEATURES

RAPID CHARGE TINE
105min

.8-3.2h

LOGOSEASE

100m

2000

90°

LUMENS

100m

1.2-7.2h

60° 12°

항공기 탑승시 핸드 캐리 가능
(제조사 증빙 서류 동봉)

COMMERCIAL

항공기 탑승시 핸드 캐리 가능
(제조사 증빙 서류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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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S INCLUDED
WEIGHT

3800
LUMENS

LUMEN OUTPUT/TIME[MIN]
HIGH
1200[60] / 2500[50]
MED
600[120] / 1200[100]
LOW
300[240] / 625[200]

HOLLIS

MOUNTS INCLUDED
※ 마운트 미포함

KEY FEATURES

LIGHT & MOTION

SPECIFICATIONS

최대출력: 3800루멘 (FL-1 Standard 인증)
조사각: 90°
사용밝기: 3800루멘/1900루멘/950루멘
사용시간: 50분/100분/200분
충전시간: 105분
무게: 254g
사이즈(mm): 101X53X53
최대사용수심: 100m
구성품: USB-C 타입 동글, 지퍼백

ACCESSORY

KEY FEATURES

SUIT

SOLA VIDEO 3800

항공기 탑승시 핸드 캐리 가능
(제조사 증빙 서류 동봉)

B.C.JACKET

항공기 탑승시 핸드 캐리 가능
(제조사 증빙 서류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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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 VIDEO 2500SF

SOLA ACCESSORIES
MASK

₩ 800,000
프리미엄 Sola Spot/Flood 모델은 광각 이미지와 매크로 이미지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포토그래퍼를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고급 광학 설계는 핫스팟 없이 피사체를 고르게 비추고 카메라 위치 지정을 위한 더 큰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SPECIFICATIONS

최대출력: 2500루멘 (FL-1 Standard 인증)
조사각: 확장형 60°
, 집중형 12도 듀얼빔
사용밝기(확산): 2500루멘/1200루멘/625루멘
사용밝기(집중): 1200루멘/600루멘/300루멘
사용시간(확산): 50분/100분/200분
사용시간(집중): 60분/120분/240분
충전시간: 105분
무게: 254g
사이즈(mm): 101X53X53
최대사용수심: 100m
구성품: USB-C 타입 동글, 지퍼백

MODEL

2500SF

BEAM ANGLE UW[FWHM]

12°s / 60°f

SNORKEL

KEY FEATURES

01. GOODMAN HANDLE
₩ 110,000

02. HAND STRAP
₩ 75,000

03. PISTOL GRIP
₩ 40,000

04. USB-C DONGLE
₩ 100,000

05. CAMERA TRAY
₩ 250,000

06. PHOTO MOUNT
₩ 40,000

07. LOCLINE MOUNT
₩ 40,000

08. YS MOUNT
₩ 40,000

09. 1/2” LOCLINE ARM
₩ 40,000

10. 1/2” to 3/4” LOCLINE
ADAPTOR ₩ 25,000

11. ZIPPERED BAG
₩ 40,000

12. 1/2” LOCLINE PLIERS
₩ 60,000

FIN

LUMEN OUTPUT/TIME[MIN]
HIGH
1200[60] / 2500[50]
MED
600[120] / 1200[100]
LOW
300[240] / 625[240]
MOUNTS INCLUDED
None

※ 마운트 미포함

REGULATOR

WEIGHT
265g
RAPID CHARGE TINE
105min

KEY FEATURES

100m

0.8-4h

12° 60°

SUIT

STELLA 1000/2500UW

B.C.JACKET

항공기 탑승시 핸드 캐리 가능
(제조사 증빙 서류 동봉)

DIVING COMPUTER

2500
LUMENS

₩ 850,000

SPECIFICATIONS

최대출력: 2500루멘 (FL-1 Standard 인증)
조사각: 120°(지상)/90°(수중)/
25°(프레넬 렌즈 사용시)
사용밝기: 2500·1000루멘/700·500루멘/
350·125루멘
사용시간: 45분/120분/720분
충전시간: 120분
무게: 277g
사이즈(mm): 110(L)X56(W)X56(H)
최대사용수심: 100m
구성품: 25°프레넬(50mm), YS마운트,
1/4-20어댑터, 콜트슈마운트, 12V 충전기

MODEL

1000/2500 FLOOD

BEAM ANGLE UW[FWHM]

90°

LUMEN OUTPUT/TIME[MIN]
HIGH
MED
LOW

FLOOD
2500
1000
125

LIGHT & MOTION

KEY FEATURES

[45]
[120]
[720]

HOLLIS

MOUNTS INCLUDED
YS마운트, 콜트슈마운트
WEIGHT
277g
RAPID CHARGE TINE
FC Fast charge technology 2h

KEY FEATURES

LOGOSEASE

2500
LUMENS

ACCESSORY

하이브리드 라이트 출시! 수중 이미지와 지상 영상을 모두 포함하는 컨텐츠 제작자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인 CL 1000/2500은 최초의 초소형 디자인
전문가급 하이브리드 라이트입니다. 수중에서는 2500 루멘으로 완벽히 수중을 밝힐 수 있으며, 지상에서는 1000 루멘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컴팩트 형 CL 1000 / 2500UW는 지상의 카메라와 수중 카메라 장비에 장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100m

.8-13h

90°

PORTABLE MOD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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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Filter

Diffusion Filter

Fresnel 25

COMMERCIAL

Barn Doors

항공기 탑승시 핸드 캐리 가능
(제조사 증빙 서류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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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IMIT
HOLLIS는 최상의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를 설계합니다. 우리는 다이버들의 다양한 다이빙 경험을
위한 최고의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를 소유하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이빙 솔루션을 제공하
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테크니컬 다이빙 분야의 한계가 없는 우리의 설립자이자 업계
의 개척자인 Bob Hollis로부터 나옵니다. 다이빙이 아직 초기 단계인 1950년대에 20세의 Hollis
는 수중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 자신의 장비를 제작하여 한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뒤이어 수
십 년 동안 우리는, Hollis가 테크니컬 다이빙 산업을 시작한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험을 추
구하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열정으로 테크니컬 다이빙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혁신하고 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녹아든 장비의 개발은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
시에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을 완전히 새로운 다이빙 범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백플레이트, 윙, 하네
스 뿐만 아니라, 사이드마운트와 재호흡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의 선도
적인 글로벌 공급 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장비의 설계와 제작, 테스트 등 모든 개발 과정
을 직접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이버들은 그들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한 신뢰의 상징으로 HOLLIS 브랜드를 자랑스럽
게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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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REGULATOR SET

₩ 1,100,000

SET PRICE ₩ 1,780,000

2개

LP HOSE 56cm/22"

1개

LP HOSE 213cm/84"

1개

Brass SPG 메탈게이지

1개

HP HOSE 61cm/24"

1개

Swivel Bolt Snap 3"

1개

Swivel Bolt Snap 3.5"

1개

Reg Necklace

1개

✽H0llis Regulator Bag 포함
✽1단계 DIN/YOKE 선택 가능

SET PRICE ₩ 2,180,000

2개

LP HOSE 56cm/22”

1개

LP HOSE 213cm/84"

1개

Brass SPG 메탈게이지

1개

HP HOSE 61cm/24"

1개

Swivel Bolt Snap 3"

1개

Swivel Bolt Snap 3.5"

1개

Reg Necklace

1개

LIGHT & MOTION

SIDEMOUNT REGULATOR SET

ACCESSORY

✽H0llis Regulator Bag 포함
✽1단계 DIN/YOKE 선택 가능

SUIT

2개

200LX 2단계

B.C.JACKET

구성품
DCX 1단계

DIVING COMPUTER

DOUBLE REGULATOR SET

REGULATOR

>> Pneumatic 밸런스 시스템
>> PVD 코팅 밸브는 부드럽고, 쉬운 호흡을 제공
>> 쉽고 간단하게 밸브를 좌우로 변경 가능
>> 쉽게 사용 가능한 벤츄리 레버
>> PVD 코팅된 스테인리스 메탈링과 조절놉
>> 딘 또는 요크 선택 가능
>> PVD 코팅된 DCX 1단계

1개

200LX 2단계

FIN

DCX
PVD 코팅은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며, 스크레치나 충격에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기존 코팅 방식으로 도금된 다른 호흡기들에 비해 뛰어난 품질을 보여줍니다.
DCX는 최상의 호스 배치를 위해 LP와 HP 포트 배치를 조정하면서,
1단계 무게를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재설계 되었습니다.

구성품
DCX 1단계

SNORKEL

200LX
Hollis 브랜드의 최신 주력 호흡기로 개발된 200LX 호흡기는 다이버들에 의한, 다이버들을 위한 설계를 통해
최상의 소재를 이용하여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200LX 는 호스 배열을 쉽고 간단하게 좌우로 변경할 수 있으며, 밸브와 메탈 프론트 링, 패킹 너트, 조절놉 등은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드라이 플레이팅 도금 처리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PVD 코팅은 현존하는 코팅 기법 중 가장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며, 스크레치나 충격에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기존 코팅 방식으로 도금된 다른 호흡기들에 비해 뛰어난 품질을 보여줍니다.

MASK

200LX / DCX

SET PRICE ₩ 2,480,000

1개

LP HOSE 213cm/84"

1개

Brass SPG 메탈게이지

2개

HP HOSE 15cm/6"

2개

Swivel Bolt Snap 3"

1개

Angle Adapter

2개

Reg Necklace

1개

✽H0llis Regulator Bag 포함
✽1단계 DIN/YOKE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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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2개

LP HOSE 56cm/22”

LOGOSEASE

2개

200LX 2단계

HOLLIS

구성품
DCX 1단계

147

₩ 980,000

₩ 480,000

150LX는 200LX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으나, PVD 코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150LX는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으로 보여줍니다.
150LX 2단계는 DC7 1단계와 함께 제공되어 다이빙 여행시 유용하며,
뛰어난 성능으로 긴 시간 동안 감압 정지를 해야 하는 다이버들에게
더욱 적합한 호흡기입니다.

>> Pneumatic 밸런스 시스템
>> 크롬 코팅 밸브는 부드럽고, 쉬운 호흡을 제공
>> 쉽고 간단하게 밸브를 좌우로 변경 가능
>> 쉽게 사용 가능한 벤츄리 레버
>> 스테인리스 스틸 성형 프론트 링

FIN

>> Pneumatic 밸런스 시스템
>> 크롬 코팅 밸브는 부드럽고, 쉬운 호흡을 제공
>> 쉽고 간단하게 밸브를 좌우로 변경 가능
>> 쉽게 사용 가능한 벤츄리 레버
>> 스테인리스 스틸 성형 프론트 링
>> 찬물 다이빙에 적합하도록 설계
>> 딘 또는 요크 선택 가능
>> DC7 1단계

SNORKEL

150LX Octopus
MASK

150LX / DC7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 150,000

>> 전면부 야광 처리
>> 공기 스풀(spool)과 바이튼(viton) O-링 사용
>> 산소 사용 가능
>> 0-360BAR 사용 가능
>> 크롬 도금된 황동 하우징에 부루동(Bourdon) 튜브가 내장
>> 긁힘을 방지하는 강화 유리
>> 크기: 50.8mm
>> 6" 또는 28" 호스 별매

>>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검정판 위에 흰색 표시
>> 잔압계 야광 바늘
>> 공기 스풀(spool)과 바이튼(viton) O-링 사용
>> 산소 사용 가능
>> 0-400BAR 사용 가능
>> 최고의 내구성을 가진 PVD 코팅 황동 하우징에
부루동(Bourdon) 튜브가 내장
>> 긁힘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렌즈
>> 크기: 38.1mm
>> 6" 또는 28" 호스 별매

LIGHT & MOTION

₩ 190,000

ACCESSORY

BRASS SPG MINI

SUIT

BRASS SPG

HOLLIS
LOGOSEASE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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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WING SYSTEM SET

SOLO ₩ 1,450,000

₩ 1,260,000

MASK

ST WING SYSTEM SET
ELITE ₩ 1,540,000

[WING SET]
>> 더블 탱크용 윙 시스템
>> 구성품 설명 p152·153 참조

SNORKEL

[WING SET]
>> 싱글 탱크용 윙 시스템
>> 구성품 설명 p152·153 참조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SOLO SET]

LIGHT & MOTION
HOLLIS

ST22 or ST35 Wing

Backplate Backpad 2.0 Stainless Cam Bands SINGLE TANK ADAPTER 5lb WEIGHT POCKET
Solo Harness with
(2EA)
Stainless Steel Backplate 2.0

[ELITE SET]
LOGOSEASE

150

Elite Harness with
Backplate Backpad 2.0 Stainless Cam Bands SINGLE TANK ADAPTER 5lb WEIGHT POCKET
Stainless Steel Backplate 2.0
(2EA)

DT50 doubles wing

Solo Harness with
Stainless Steel Backplate 2.0

Backplate Backpad 2.0

COMMERCIAL

ST22 or ST35 Wing

151

ELITE 2

SOLO

₩ 680,000

₩ 300,000

₩ 200,000

>> 부력: ST22–10kg/22lbs
ST35–16kg/35lbs
>> 재질: 외부–HD 라미네이트 된 1680D 코듀라
내부–420 나일론 블래이더
>> K 스타일 인플레이터
>> 왼쪽 하단 덤프 밸브 장착
>> 호흡기와 탱크 밸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엘보우 덤프 위치
>> 360도 테이퍼드 디자인은 수평 트림 자세와 수면에서의 편안한 자세를 유도
>> 운반용 손잡이 기본 장착

>> 조절 가능한 어깨패드에는 각각 3개의
스테인리스 D-링이 부착
>> 모든 하드웨어 허리 버클은 316
“해양 등급”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
>> 조절 가능한 어깨 스트랩과 퀵
릴리스 버클로 장비의 손쉬운
탈착을 제공
>> 어깨 패드 2개와 조절 가능한
구부러진 스텐레스 스틸 D-링
>> 조절 가능한 가슴 스트랩은
3부분의 위치 조절로 일반적인
규격에 적합
>> 백판 별매
>> 사이즈: 남성용-MD-LG
여성용-XS-SM

>>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원 피스 하네스
시스템은 잠재되어 있는 에러를 제한
>> 스텐레스 D-링과 Cam 버클 포함
>> 탈부착 가능한 어깨패드에
스텐레스 D-링의 장착 가능
>> 하네스 무게 : 0.45kg
>> 백판 별매

STAINLESS BACK
PLATES 2.0

ALUMINUM BACK
PLATES 2.0

₩ 320,000

₩ 300,000

>> ANSI 304 스테인레스
>> 두께: 4mm
>> 긁힘 방지를 위한 샌드블라스트 마감
>> 부식 방지를 위해 전자 연마 및
화학적 피막 가공
>> 레이저 절단 및 CNC 굽힘
>> 무게: 3kg

>> EN AW 6061 알루미늄
>> 두께: 3mm
>> 부식 장지를 위한 경질 알루마이트
마린 블랙 가공
>> 레이저 절단 및 CNC 굽힘
>> 무게: 1kg

MASK

ST WINGS

SNORKEL
FIN
REGULATOR
SUIT

DT WING

B.C.JACKET

ST 35 WING

DIVING COMPUTER

ST 22 WING

₩ 780,000

STAINLESS STEEL BACK PLATE 2.0

LIGHT & MOTION

BACK PLATE ASSY

ALUMINUM BACK PLATE 2.0

ACCESSORY

>> 부력: 23kg/50lbs
>> 재질: 외부–HD 라미네이트 된 1680D 코듀라
내부–420 나일론 블래이더
>> K 스타일 인플레이터
>> 왼쪽 하단 덤프 밸브 장착
>> 호흡기와 탱크 밸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엘보우 덤프를 가운데에 위치
>> 360도 테이퍼드 디자인은 수평 트림 자세와 수면에서의 편안한 자세를 유도

POCKETS

HOLLIS

152

SINGLE TANK ADAPTER
₩ 130,000

BACK PLATE BACK PAD 2.0
₩ 100,000

LX2 12LB WEIGHT SYSTEM
Elite/Solo용 ₩ 270,000

5lb WEIGHT POCKET
₩ 40,000 (2EA)

STA WEIGHT
₩ 60,000

COMMERCIAL

DT50 WING

UTILIY POCKET
₩ 35,000 (1EA)

LOGOSEASE

CAM BAND SS
₩ 140,000(2EA)

153

SIDEMOUNT REGULATOR SET

₩ 1,100,000

SET PRICE ₩ 2,480,000

사이드마운트 전문 다이버들을 위한 적은 볼륨과 모듈러 시스템, 유선형 라인, 최소한의 하네스 등은 상상할 수 있
는 모든 형태의 다이빙 상황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따뜻한 수온과 차가운 수온, 스틸 탱크와 알루미늄 탱
크, 오픈 서킷과 사이드마운트 CCR 등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적합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DCX 1단계

2개

200LX 2단계

2개

LP HOSE 56cm/22”

1개

LP HOSE 213cm/84"

1개

Brass SPG 메탈게이지

2개

HP HOSE 15cm/6"

2개

Swivel Bolt Snap 3"

1개

Angle Adapter

2개

Reg Necklace

1개

구성품

SNORKEL
FIN

>> 사이드마운트 전용
>> “QFS” Quick Fit System 은 모든 체형에 적합하도록 허리 라인의 높낮이를 쉽게 조절 할 수 있음
>>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H"또는 "Y"스타일 하네스 구성이 가능
>> 혁신적인 날개 디자인으로 부력은 40lbs이며 경쟁사보다 다이버 프로파일을 낮게 유지하고 드래그를 유발하는
"거북이 효과"가 없음
>> 드라이 슈트와 두꺼운 내피로 찬물 다이빙에서의 추가 웨이트 착용의 필요성을 없애기위해
등 부분에 2kg 웨이트 포켓 4개 장착 (총8kg 장착 가능)
>> 놀랍도록 매끄러운 유선형 형태
>> 따뜻한 수온과 차가운 수온의 환경 모두 적합
>> 싱글과 듀얼 블래이더 선택
>> 사이드마운트 CCR 착용을 위한 고리 기본 장착

MASK

SMS KATANA 2

REGULATOR

✽H0llis Regulator Bag 포함
✽1단계 DIN/YOKE 선택 가능

Butt Plate

5lb WEIGHT POCKET

₩ 140,000

₩ 140,000

₩ 40,000

(KATANA용)

(KATANA용)

(2EA)

DIVING COMPUTER

Storage Pouch

B.C.JACKET
SUIT

Reg Necklace

Rubber Tank Wrap Kit

₩ 60,000

₩ 7,000

₩ 13,000

Deluxe Stage Kit

BRASS SPG

BRASS SPG MINI

₩ 130,000

₩ 190,000

₩ 150,000

(2P) AL 80용

ACCESSORY

Angle Adapter

LIGHT & MOTION
HOLLIS

154

STORAGE POUCH
₩ 140,000

RIGGING KIT
₩ 270,000

COMMERCIAL

BUTT PLATE
₩ 140,000

LG(AL 80) / SM(AL 40)

LOGOSEASE

OPTIONAL ACCESSORIES

155

₩ 1,150,000

₩ 290,000

₩ 200,000

>> S25 또는 S38 싱글 윙 선택 가능
>> 허리보호 기능이 강화된 백 패드
>> 위치 조정이 가능한 가슴 스트랩
>> 새로운 타입의 운반용 핸들
>> 싱글 탱크 어댑터 없이 탱크 결합
>> 조절 가능한 어깨 스트랩과 버클
>> 어깨의 부담을 덜어주는 어깨 패드
>> 2" 버클 타입 크로치 스트랩
>> 사이즈: SM·MD·LG
>> 무게: 3.5kg

>> D-라인 메인 지퍼와 내부의 지퍼 포켓
>> 상단부 ID 포켓
>> 백팩용 어깨끈 내장
>> 운반용 손잡이 장착
>> 패드가 있는 운반용 어깨끈 장착
>> 내구성 강한 원단 재질
>> 내용량: 95L
>> 크기: 75cm(L) X 40cm(W) X 40cm(H)

>> D-라인 메인 지퍼
>> 운반용 어깨끈 장착
>> 패드가 있는 운반용 손잡이 장착
>> 내구성 강한 원단 재질
>> 크기: 67cm(L) X 38cm(W) X 40cm(H)

LTS

REGULATOR BAG

DRY BAG

₩ 980,000

₩ 80,000

₩ 80,000

[OVERVIEW]
L.T.S (Light Travel System)은 HOLLIS의 최신 모델로써 여행용으로
무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10 YKK 자가 복원 지퍼
>> 내부의 Velcro® 루프
>> 1620 데니어 나일론 원단
>> 크기: 30.5cm(L) X 30.5cm(W) X 11cm(H)

>> PVC-타폴린 재질
>> 크기: 22.86cm(W) X 54cm(H)
>> 100% 방수를 위해 고주파 테이핑 처리

FIN

MESH DUFFLE BAG

SNORKEL

DUFFLE BAG

MASK

HTS2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 여행용으로 이상적인 weight 5lbs (2.27kg)
>> 부력: 30lbs (13.6kg)
>> 편안한 backpad
>> 가슴과 엉덩이 부분의 D-rings
>> 재질: 외부-1000데니어 내부-420데니어
>> 5lbs integrated weight system
>> 사이즈: SM,MD

HOLLIS
LOGOSEASE
COMMERCIAL

156

157

₩ 880,000

₩ 360,000

>> 8/7/6mm 슈퍼스트레치 압축 네오프렌 재질
>> 보온성을 극대화한 독점 기술의 “ThermaSkin” 내부 원단
>> G-lock 가로형 프론트 지퍼와 내부 조끼
>> 목, 손목, 발목 내부의 스킨 씰은 물 유입을 차단
>> 블라인드 스티치 바느질 위에 4번의 리퀴드 심 처리
>> 테크니컬 다이빙에 용이하도록 양쪽 허벅지에 포켓 장착
>> 후드 기본 부착형
>> TIP: 보온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타이트한 사이즈 선택

>> 강한 내구성을 갖는 고무 재질
>> 3단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프링 스트랩
>> 사이즈: RG, XL

SNORKEL

F1
MASK

NEOTEK SEMI-DRY V2

FIN

“Bat Fin”

REGULATOR

₩ 380,000
가슴 지퍼

B.C.JACKET

>> 가벼운 무게의 SEBS 합성 고무
>> 좁은지역에서 쉬운 핀킥을 위한 짧은 블레이드
>>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프링 스트랩
>> 사이즈: RG, XL

DIVING COMPUTER

F1 LT

리퀴드 심 처리

SUIT
ACCESSORY

슈트 포켓

F2

LIGHT & MOTION

팔목 마감

₩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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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ML

LG/SH

LG

XL/SH

XL

XXL

167-172 172-177 175-180 170-175 177-182 172-177 180-190 182-190

체중

61-68

70-77

가슴상

91-96

96-101 101-104 104-106 104-106 106-111 106-111 111-116

74-81

허리둘레

73-78

78-83

81-86

74-81
83-88

79-86
83-88

81-88
88-93

86-92
88-93

92-99

COMMERCIAL

SM
신장

LOGOSEASE

>> 모노프렌(monoprene)으로 몰딩되어 가벼움
>> 짧은 블레이더 디자인으로 좁은 곳에서 민첩성을 증가
>> 3단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프링 스트랩
>> 사이즈: SM, RG, XL

HOLLIS

무게를 줄이고 싶어하는 여행 다이버 또는 가벼운 핀을 선호하는
다이버들에게는 F2핀이 최적입니다. 이 특허 받은 F2 핀은 블레
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래쪽 부분은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주
고, 위쪽 부분은 프로그 킥 등 다양한 핀 킥들의 효율성을 증가시
기키 위해 저항을 줄여줍니다.

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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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SMB & SPOOL
MASK

₩ 160,000

COMPACT

ORANGE W/POUCH

₩ 110,000

₩ 180,000

[Compact 15cm(W) x 115cm(H)]

20cm(W) x 150cm(H)

SNORKEL

>> Frameless, 100%의 순 실리콘 스커트
>> St. Gobain Glass Ultra Clear Lens
>> 넓은 시야와 낮은 볼륨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M4
₩ 120,000

YELLOW W/POUCH
>> 프레임리스 실리콘 스커트
>> 조절 가능한 마스크 스트랩
>> 넓어진 시야와 낮은 부피

₩ 180,000

Lift Bag

20cm(W) x 150cm(H)

₩ 130,000

(60lb)

/ ₩ 160,000

(125lb)

B.C.JACKET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M3
₩ 150,000
>> 넓은 시야와 낮은 볼륨의 2안식
>> St. Gobain사의 Diamant - Crystal Clear Lens

Seeker Reel

Finger Spools

Finger Spools SS

₩ 330,000
₩ 370,000

₩ 60,000

₩ 100,000
₩ 120,000

(60m)
(120m)

(30m / 45m)

(9m)

/ ₩ 110,000

(30m)

(45m)

HOLLIS
LOGOSEASE

GoPro Mount
₩ 20,000

₩ 16,000
W

160

COMMERCIAL

MASK STRAP
BK

161

ACCESSORIES
2. UTILIY

₩ 270,000

₩ 35,000

Elite / Solo용

POCKET

3. 5lb

WEIGHT POCKET

(1EA)

₩ 40,000

Plate

6. Angle

(2EA)

13. Din

Kit

14. Yoke

Adapter

15. Spring

₩ 110,000

₩ 80,000

₩ 50,000

Strap Kit

MASK

1. LX2 12LB WEIGHT SYSTEM

(1P) F1, F2 공용

SNORKEL
FIN

(KATANA용)

5. Butt

₩ 140,000

(KATANA용)

Adapter

₩ 60,000

16. GoPro

Mount

17. Quick
₩ 50,000

18. HP

19. LP

B.C.JACKET

₩ 20,000

Release Buckle

DIVING COMPUTER

₩ 140,000

Pouch

REGULATOR

4. Storage

Necklace

₩ 7,000

8. Rubber
₩ 13,000

Tank Wrap Kit

(2P) AL 80용

9. Deluxe
₩ 130,000

Stage Kit

LG(AL 80) / SM(AL 40)

HOSE

HOSE

56cm / 22": \65,000
76cm / 30": \70,000
92cm / 36":
101cm / 40": \75,000
152cm / 60":
213cm / 84": \110,000

ACCESSORY

15cm / 6": \65,000
61cm / 24": \85,000
71cm / 28": \95,000

SUIT

7. Reg

LIGHT & MOTION

HARDWARE
₩ 29,000

4.5" ₩ 27,000

mm

m

m
12
0m

35

mm

m
45m

35

115

mm

35

45m

30

mm

26. D-Ring ss/2"

27. D-Ring Low Profile

28. Slider 2" SERRATED

₩ 15,000

₩ 17,000

₩ 15,000

₩ 5,000

mm

mm

40

23mm

20mm

55mm

55mm

60mm

COMMERCIAL

55

162

₩ 22,000

25. D-Ring(bent) 2"

40mm

24. Bookscrews

3.5" ₩ 22,000

LOGOSEASE

90
mm

(Refill)

23

Notebook

₩ 80,000 / ₩ 40,000

mm

₩ 24,000

mm

₩ 120,000

12. Underwater

₩ 17,000

75
mm

(2P)

Thigh Pocket

23. Double ended Bolt Snap

30

₩ 170,000

11. Nylon

22. Swivel Bolt Snap
ss/4.5"

mm

Bungee Kit

21. Swivel Bolt Snap
ss/3.5"

HOLLIS

10. SMS

20. Swivel Bolt Snap
s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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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1

Prism 2는 완전폐쇄식 재호흡기로로, 대양•동굴 또는 난파선을 탐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이 장치는 전자식 또는 수동식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는 루프 PPO2의 유지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OD-1」으로 알려진 이 특허 받은 Kirby Morgan Two-chamber (Mask & POD) 디자인은 Open Circuit 시스템과 Closed Circuit Rebreather
시스템 모두에서 무한한 구성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MASK

PRISM 2

MOD-1은 하나의 FFM 설계로 2개의 구분된 파트를 제공합니다. 이 마스크는 독립된 다이빙 마스크와 아래쪽의 호흡기 POD로 구분되며,
마우스피스가 있든 없든 호흡이 원활하고, 유무선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Hollis는 다이빙의 안전성과 신뢰성, 다양성을 향상시킬 Hollis BOV POD가 장착된 MOD-1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용 및 군사용 다이빙 시스템의 탁월한
디자이너인 Kirby Morgan Dive Systems, Inc.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FIN

표준 키트에는 전자식 핸드셋, 독립형 헤드 업 디스플레이 및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한 키트를 제공하는 백 플레이트•윙 어셈블리가 포함됩니다.
Prism 2는 탱크•밸브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SNORKEL

전세계의 미국 해병 다이버와 밀리터리 다이브 팀, 전문 수중 비디오 팀 및 과학 다이브 팀이 사용하는 Kirby Morgan Modular Full-Face Mask는
기존의 Full-Face Masks에 비해 안전성, 다양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FFMs).

백마운트 카운터 렁 또는 프론트마운트 카운터 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호흡할 수 있도록 후방에 장착된 방사형 스크러버는 저항을 최소화 하였
습니다. Prism 2는 ANSTI에서 100M으로 테스트를 마쳤으며 0.94 J/L의
혼합 가스 CCR 중 가장 낮은 WO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쉬운 배일 아웃과 기체 전환
>> 싱글 챔버 풀페이스 마스크에 비해 안전성 향상
>> 유무선 통신을 위한 모든 준비 완료

REGULATOR

>> 기체: 공기, Trimix 및 Heliox
>> 하강시 또는 루프 볼륨이 낮은 경우 자동 희석 기체 첨가
>> 수동 산소 첨가 밸브는 수동으로 산소 PPO2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
>> 다이빙 중 쉽게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카운터 렁
>> 호흡 루프로 통하는 외부의 모든 기체 라인의 누출이 PPO2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수동 희석 기체 첨가 밸브는 루프 플러싱을 위한 희석 기체가 있든 없든
첨가한다
>> 고성능 개방 회로 배일아웃 밸브 옵션
>> 백플레이트, 하네스 및 BC가 통합되어 있어 프리즘 2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모듈식 디자인
>> 유연한 기체 관리를 위해 13•19•30 또는 40cuft 실린더 수용
>> 완전 충전시 여행용 무게-표준 구성은 약 47lbs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WRIST COMPUTER

Prism 2 Rebreather는 옵션 사항으로
BOV (Bail Out Valve)로 구성할 수 있습니
다. BOV는 폐쇄 회로에서 온 보드 기체가 제
공하는 개방 회로까지 한 손으로 빠르게 작동
할 수 있는 「Bail-out」 마우스피스입니다.

HUD는 마우스피스에 장착된 컬러 LED를 사
용하여 다이빙 중 루프 PO2를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루프 PO2는 직관적인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3개의 O2센서를 각각
표시합니다. HUD는 자체 DiveCAN 버스 및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컨트롤러와 독립
적으로 작동합니다. HUD에는 PO2가 범위
를 벗어난 경우 다이버와 버디에게 경고하는
경고 기능도 있습니다.

Shearwater Petrel 2 핸드셋 디스플레이
는 오늘날 사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혼합 기
체 CCR 컴퓨터 중 하나입니다. Petrel 2는
Prism 2 설정값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Buhlmann ZHL-16C 혼합 기체 압축 해제
알고리즘을 산업 표준 Gradient Factors와
함께 사용하여 개별 보수성을 조정합니다.

LIGHT & MOTION

HEADS UP DISPLAY (HUD)

ACCESSORY
HOLLIS

FRONT MOUNT LUNG

BOV

LOGOSEASE

164

COMMERCIAL

BACK MOUNT 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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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MASK

₩ 1,250,000 (2P)

FIN
REGULATOR

방수기능

완충 시, 최대 약 3시간동안 사용이 가능이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Logosease RG004 모델의 경우 최대 수심 55m,
RG005BA는 42m까지 방수가 됩니다. 레져 다이빙의
최대 수심인 40m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최대 통신 거리 100 ~ 150m

초음파 통신

Logosease는 50m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송/수
신이 가능. 또한 2인 이상의 다이버들과 함께 동시에 사
용이 가능.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리는 더 크게 들림.

통신은 초음파로 이루어짐. 골 전도 마이크(내장)를 통해
뼈로 소리의 진동을 전달. 그것을 초음파로 송신. 수신측
이 그것을 캐치하여 골전도 스피커(내장)로부터 뼈를 통
해 전달.

심플한 조작성

편리한 기능(ADVANCE 모델)

B.C.JACKET

최대 3시간 연속 사용 가능

DIVING COMPUTER

이제 수중에서
버디와 대화로 소통 합시다!

SNORKEL

한국어 E
GUID
VOICE
지원

>> 보이스 가이드 음성 지원(한국어)
>> 최대 사용 수심: 42M
>> 통신
Ⓐ초음파 주파수: 32KHz USB Ⓑ대역 주파수: 4KHz SSB-AM basis
Ⓒ1 채널 Ⓓ안테나: 압전 세라믹 판 Ⓔ최대 송신 범위: 100M
>> 오디오
Ⓐ마이크: 골전도 마이크 Ⓑ스피커: 자성체 골전도 스피커
>> 작동
Ⓐ전원: 자동 ON/OFF (물접촉시) Ⓑ송수신 모드 전환: 두드림 또는 자동
Ⓒ응급 신호: 송신모드에서 5번 두드림
>> 상태표시(LED): 현재모드 / 배터리 잔량 / 배터리 충전량
>>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560mAh Ⓑ충전시간: 2시간 Ⓒ사용시간: 3시간
>> 크기(높이X가로X세로): 89.0mm X 41.0mm X 44.8mm
>> 무게: 107g

SUIT

Logosease로 다이빙을 하게 되면...

멀리서도 대화 할 수 있어요!
ACCESSORY

50m 이상의 거리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LIGHT & MOTION

더 편해집니다!

탭핑으로 송신 / 수신의 전환
핸즈프리(VOX)로 자동 전환을 선택 가능

당신의 버디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더 즐거워집니다.
HOLLIS

당신이 발견한 기분을 직접 전달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Logosease

STOP!

다이빙 컴퓨터
디스플레이

경고음 지속 시간
(초)

M-OV

3

Buzzer "piii"

NDL sec. blinks

3

Voice "Decompression"

3 감압(감압 요망)

DECO

6

Voice "Decompression"

4 안전 정지

STOP

1

Voice "STOP"

5 감압 정지 경고

↓DOWN

6

Voice "STOP"

6 상승 속도 경고

SLOW

6

Voice "SLOW"

7 산소분압 경고

PO2

6

Buzzer "pi"

8 측정 범위 이탈

EEEE

3

Buzzer "pi"

9 저 전압 경고

BAT

6

Buzzer "pi"

10 타임 알람 설정

No display

10

Buzzer "pi"

11 타임 설정 표시

No display

1

Buzzer "pi"

IQ-1204의 경고 메시지
1 질소 축적 알람
2 무감압 한계 종료 3분

그룹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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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에도 활용

보이스 레코더 기능으로 촬영 시,
영상에 음성을 플러스

IQ-1204 lnterfaces Logosease!!
다이브 컴퓨터의 경고를 Logosease로 음성 전달

COMMERCIAL

✽Logosease와 연동

Logosease의 경고음

LOGOSEASE

pi pi pi,,,,,

167

RESCUE

수색구조 용

Surface Station

MASK

>> 방진/방수: IP55 등급
>> 통신
Ⓐ초음파 주파수: 32KHz USB Ⓑ대역 주파수: 4KHz SSB-AM basis
Ⓒ1 채널 Ⓓ안테나: 압전 세라믹 판(길이 10M) Ⓔ최대 송신 범위: 150M
>> 오디오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스피커: 다이나믹형 스피커
>> 작동
Ⓐ전원: 볼륨 컨트롤 손잡이와 결합 Ⓑ송수신 모드 전환: PTT 버튼
Ⓒ응급 신호: SIN 버튼 ⒹUSB 포트: Mini-B
Ⓔ마이크 잭: 3.5mm Ⓕ이어폰 잭: 3.5mm, 스테레오
>> 상태표시(LED): 현재모드 / 배터리 잔량 / 배터리 충전량
>>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2210mAh Ⓑ충전시간: 5시간 Ⓒ사용시간: 12시간
>> 크기(높이X가로X세로): 125.0mm X 75.0mm X 35.0mm
>> 무게: 285g
>> 하드케이스 기본제공

무선통신시스템 세트 구성

M-48 MOD-1
풀페이스 마스크 호환

압전 안테나(10M)

DIVING COMPUTER

다목적 용

콤팩트 사이즈

₩ 1,100,000

Logosease 트랜시버/리시버
전용 다이버

안테나

Logosease 트랜시버/리시버
전용 다이버

듣기 전용
✽지상국으로부터 Logosease 트랜시버 / 리시버로의 최대 통신거리(150M). 통신 범위는 수중환경에 따라 다름. 장애물이나 너울, 거센 흐름속에서는 통신이 어려울 수도 있음. 연속 사용 가능 시간 12시간(10%가 송신인 경우).

Logosease Hood

HOLLIS

₩ 100,000
>> 전용후드

LOGOSEASE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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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ease 지상국

LIGHT & MOTION

>> 보이스 가이드 음성 지원(한국어)
>> 최대 사용 수심: 55M
>> 통신
Ⓐ초음파 주파수: 32KHz USB / 36KHz USB / 40KHz LSB
Ⓑ대역 주파수: 4KHz SSB-AM basis Ⓒ1 채널
Ⓓ안테나: 압전 세라믹 판 Ⓔ최대 수신 범위: 100M
>> 오디오
Ⓐ스피커: 자성체 골전도 스피커
>> 작동
Ⓐ전원: 자동 ON/OFF (물접촉시)
>> 상태표시(LED): 현재모드 / 배터리 잔량 / 배터리 충전량
>>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560mAh Ⓑ충전시간: 2시간 Ⓒ사용시간: 3시간
>> 크기(높이X가로X세로): 89.0mm X 41.0mm X 44.8mm
>> 무게: 107g

(생활방수 IP-55등급)

ACCESSORY

₩ 700,000

Surface Station 사용 이미지

SUIT

RECEIVER

B.C.JACKET

>> 보이스 가이드 음성 지원(한국어)
>> 최대 사용 수심: 55M
>> 통신
Ⓐ초음파 주파수: 32KHz USB / 36KHz USB / 40KHz LSB
Ⓑ대역 주파수: 4KHz SSB-AM basis Ⓒ3 채널
Ⓓ안테나: 압전 세라믹 판 Ⓔ최대 송신 범위: 100M
>> 오디오
Ⓐ마이크: 골전도 마이크 Ⓑ스피커: 자성체 골전도 스피커
>> 작동
Ⓐ전원: 자동 ON/OFF (물접촉시) Ⓑ송수신 모드 전환: 두드림 또는 자동
Ⓒ응급 신호: 송신모드에서 5번 두드림
>> 상태표시(LED): 현재모드 / 배터리 잔량 / 배터리 충전량
>> 녹음
Ⓐ용량: 512MB Ⓑ파일 형식: WAV
Ⓒ오디오 데이터: 16bit, 8KHz 샘플링 율, 모노 Ⓓ녹음시간: 8시간
>>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560mAh Ⓑ충전시간: 2시간 Ⓒ사용시간: 3시간
>> 크기(높이X가로X세로): 89.0mm X 41.0mm X 44.8mm
>> 무게: 107g

REGULATOR

>> 보이스 가이드 음성 지원(한국어)
>> 최대 사용 수심: 55M
>> 통신
Ⓐ초음파 주파수: 32KHz USB Ⓑ대역 주파수: 4KHz SSB-AM basis
Ⓒ1 채널 Ⓓ안테나: 압전 세라믹 판 Ⓔ최대 송신 범위: 150M
>> 오디오
Ⓐ마이크: 골전도 마이크 Ⓑ스피커: 자성체 골전도 스피커
>> 작동
Ⓐ전원: 자동 ON/OFF (물접촉시) Ⓑ송수신 모드 전환: 두드림 또는 자동
Ⓒ응급 신호: 송신모드에서 5번 두드림
>> 상태표시(LED): 현재모드 / 배터리 잔량 / 배터리 충전량
>> 녹음
Ⓐ용량: 512MB Ⓑ파일 형식: WAV
Ⓒ오디오 데이터: 16bit, 8KHz 샘플링 율, 모노 Ⓓ녹음시간: 8시간
>>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560mAh Ⓑ충전시간: 2시간 Ⓒ사용시간: 3시간
>> 크기(높이X가로X세로): 89.0mm X 41.0mm X 44.8mm
>> 무게: 107g

FIN

₩ 4,500,000

SNORKEL

₩ 1,500,000

ADVANCE

지상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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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TECH–PU DRYSUIT

SNORKEL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 사용범위
커머셜 헬멧 다이빙 소방 &구조, 오염 지역, 따뜻한 물/기후 다이빙
>> 재질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니트로된 나일론 섬유에 검정 싱글 코팅
무게: 483g/㎡
>> 접합
내부: 고주파 접착 후 테이핑
외부: 고주파 접착
>> 사이즈
00/SM ~ 04/XXL
00~04 Wide
00~04 D Wide
>> 지퍼
90cm 중간 등급의 TPU로 코팅된 지퍼
슈트에 고주파 접착됨
>> 밸브
누름 방지 흡기 밸브
VIKING X2 배기 밸브
>> 액세서리
오염된 환경 다이빙을 위한 라텍스 또는
네오프렌 후드, HDS 매그넘 후드와 요크
퀵 커넥트 칼라 시스템
HDS 고무 손목 링 또는 bayonet 링 시스템
PU 포켓
나이트릴 안전 부츠, PVC 장화, 네오프렌 부츠
>> 인증
EN 14225-2:2005
HZ 화학 인증
BIO 인증

MASK

₩ 3,200,000

SUIT
ACCESSORY
LIGHT & MOTION
HOLLIS
LOGOSEASE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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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AMINATE DRYSUITS

HOT WATER SUIT
MASK
SNORKEL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VIKING VSN ₩ 3,000,000

VIKING VTS ₩ 3,200,000

VIKING SRS ₩ 2,500,000

VIKING HWS (HOT WATER SUIT)

스포츠/테크니컬, 군, 경찰

사용 범위

스포츠/테크니컬, 군, 경찰

사용 범위

(SURFACE RESCUE SUIT)

사용 범위

커머셜, 해군

재질

•내&외피: 아마텍스(Armatex)

재질

1)코듀라/부틸/폴리에스테르, 450g/㎡

재질

소방&구조, 환경적인 작업, 해안경비대

재질

•내&외피: 아마텍스(Armatex)

니트로된 나일론
•Mid-ply: NR/EPDM 합성고무
•무게: 1,100±100g/㎡

2)나일론/부틸/나일론, 350g/㎡

1)코듀라/부틸/폴리에스테르, 450g/㎡

3)폴리에스테르/부틸/폴리에스테르,

가볍고, 강하며, 부드러움, 구멍에 대한 내구성

•Mid-ply: NR/EPDM 합성고무

2)나일론/부틸/나일론, 350g/㎡

•무게: 1,100±100g/㎡

400g/㎡ 부드러우며 따뜻한 감촉, 내구성
•독특하고 유연성있는 재질

내부: 가황 처리

접합

외부: 바느질후 테이핑

내부: 가황 처리

코듀라보다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비슷함
접합

외부: 바느질

내부: 가황 처리

접합

외부: 바느질

내부: 라텍스 씰
외부: 바느질 후 테이핑

색상

검정

색상

검정

색상

검정 하의에 노랑 또는 빨강 상의

색상

검정

사이즈

•00/SM ~ 04/XXL

사이즈

•00/SM ~ 04/XXL

사이즈

•00/SM ~ 04/XXL

사이즈

SML, MED, LGE, EXL, XXL,

•00~04 Wide, D Wide
강화

“Superfabric” 무릎패드는 유연하고,

•00~04 Wide, D Wide
강화

“guard plates"는 컷팅과 마모, 구멍에 강함
•중간 등급의 비 자성 지퍼

“guard plates"는 컷팅과 마모, 구멍에 강함
지퍼

•지퍼 덮개 기본 장착
•누름 방지 흡기 밸브

•중간 등급의 비 자성 지퍼

지퍼

•작은 부피의 배기 밸브

•누름 방지 흡기 밸브

TSM, MET, LGT, EXT
강화

•중간 등급의 비 자성 지퍼

“Superfabric” 무릎패드는 유연하고,
“guard plates"는 컷팅과 마모, 구멍에 강함

지퍼

가운데 지퍼 덮개가 있는 비부식성 지퍼

밸브

•허벅지에 달린 ON/OFF 물 제어 밸브

•지퍼 덮개 기본 장착

•등지퍼 형태, 앞지퍼 가능
밸브

“Superfabric” 무릎패드는 유연하고,
“guard plates"는 컷팅과 마모, 구멍에 강함

•지퍼 덮개 기본 장착

•등지퍼 형태, 앞지퍼 가능
밸브

강화

•몸통부분 조절이 가능한 앞지퍼 형태
밸브

•없음

•Max.W.P 40bar

•작은 부피의 배기 밸브

고무로 가장자리를 댄 네오프렌 부츠,

부츠

핀 키퍼 장착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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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츠

•라텍스 또는 네오프렌 후드 선택 사항

부츠

핀 키퍼 장착

핀 키퍼 장착
액세서리

고무로 가장자리를 댄 네오프렌 부츠,

액세서리

•라텍스 또는 네오프렌 후드 선택 사항

고무로 가장자리를 댄 네오프렌 부츠,
핀 키퍼 장착

액세서리

•줄어들지 않는 재질

•퀵 커넥트 칼라 시스템 선택 사항

•퀵 커넥트 칼라 시스템 선택 사항

•퀵 커넥트 칼라 시스템 선택 사항

•고무 손목 링 / Bayonet 글러브 링

•고무 손목 링 / Bayonet 글러브 링

•고무 손목 링 / Bayonet 글러브 링

•Cargo 또는 Tech 포켓 선택 사항

•Cargo 또는 Tech 포켓 선택 사항

•Cargo 또는 Tech 포켓 선택 사항

•부드러운 네오프렌 칼라와 지퍼 덮게

•PVC 비 안전 부츠 선택 사항

•PVC 비 안전 부츠 선택 사항

•SOLAS 협약에 준해 손목과 다리 뒷부분,

•배수구가 있는 2개의 주머니

•나일론 가방과 리페어 키트 기본 제공

•나일론 가방과 리페어 키트 기본 제공

•EN 14225-2:2005

인증

•EN 14225-2:2005

•내부의 고무 튜브를 통해
따뜻한 물을 슈트 전체로 순환

팔 윗부분에 반사경 장착 기본 사항
인증

EN 15027-1에 적용되는 89/686/EEC

인증

COMMERCIAL

인증

•라텍스 또는 네오프렌 후드 선택 사항

고무로 가장자리를 댄 네오프렌 부츠,

LOGOSEASE

•내부 고무 튜브를 통한 물 순환
부츠

HOLLIS

지퍼

“Superfabric” 무릎패드는 유연하고,

•00~04 Wide, D Wide

LIGHT & MOTION

접합

가볍고, 마모와 구멍에 대한 내구성

ACCESSORY

사용 범위

EN 1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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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BER DRYSUITS
MASK
SNORKEL
FIN
REGULATOR
DIVING COMPUTER
B.C.JACKET
SUIT

VIKING PRO ₩ 3,500,000

VIKING HDS ₩ 4,900,000

VIKING DD ₩ 4,800,000

소방&구조, 군, 스포츠/테크니컬

사용 범위

소방&구조, 군, 스포츠/테크니컬

사용 범위

커머셜, 군

군, 커머셜

소방&구조, 경찰, 독극물 오염지역

재질

2방향 스트레치 폴리에스테르

재질

4방향 스트레치 폴리아미드/엘라스테인

재질

2방향 스트레치 폴리에스테르

니트로된 검정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2방향 스트레치 폴리에스테르

접합

VIKING PROTECH ₩ 3,800,000

안감과 NR/EPDM 합성고무

안감과 NR/EPDM 합성고무

안감과 NITECS NBR/EPDM 합성고무

안감과 NR/EPDM 합성고무

무게: 1,000±100g/㎡

무게: 1,250±100g/㎡

무게: 1,550±100g/㎡

무게: 1,050±100g/㎡

무게: 1,550±100g/㎡

접합

내부: 바느질후 테이핑

내부: 바느질후 테이핑

내부: 바느질후 테이핑

외부: 가황 처리

외부: 가황 처리

외부: 가황 처리

사이즈

•00/SM ~ 04/XXL

•00/SM ~ 05/XXXL

•00/SM ~ 04/XXL

•00/SML~04/XXL Wide

•00~05 Wide

내부: 바느질후 테이핑

접합

외부: 가황 처리
사이즈

•00/SML ~ 05/XXXL

내부: 바느질후 테이핑
외부: 가황 처리

사이즈

•00~05 Wide, 00~05 D Wide

•00/SML ~ 05/XXXL
•00~05 Wide, 00~05 D Wide

•00~05 D Wide
지퍼

•90cm HD 지퍼

지퍼

밸브

•누름 방지 흡기 밸브

•다양한 후드와 목씰 선택 가능

지퍼

•85cm 중간 등급의 비 자성 앞 지퍼
밸브

•VIKING X2 배기 밸브
액세서리

•90cm 중간 등급의 비 자성 뒷 지퍼

•누름 방지 흡기 밸브

밸브

•작은 부피의 배기 밸브
액세서리

•다양한 후드와 목씰 선택 가능

•90cm HD 지퍼

•90cm HD 지퍼

•없음

•누름 방지 흡기 밸브

•VIKING HAZMAT 흡기 밸브

•없음

•VIKING X2 배기 밸브

•VIKING X2 배기 밸브

•모든 기능들은 헬멧을 통해서 이루어짐

•다양한 후드와 목씰, 헬멧 요크

•오염된 환경 다이빙을 위한 HDS

•가장 보편적인 클래식 헬멧에 맞는

•블랙 슈트는 비 자성 지퍼

액세서리

•고무 손목 링 또는 bayonet 링 시스템

•고무 손목 링 또는 bayonet 링 시스템

•고무 포켓 선택 사항

•고무 포켓 선택 사항

•고무 포켓 선택 사항

•HDS 고무 손목 링 시스템

•고무 손목 링 시스템

•나이트릴 안전 부츠, PVC 장화,

•나이트릴 안전 부츠, PVC 장화

•나이트릴 안전 부츠, PVC 장화

•고무 포켓 선택 사항

•고무 포켓 선택 사항

•라텍스 또는 고무 드라이 글러브

•라텍스 또는 고무 드라이 글러브

•나이트릴 안전 부츠, PVC 장화

•나이트릴 안전 부츠, PVC 장화

•라텍스 또는 고무 드라이 글러브 선택 사항

•라텍스 또는 고무 드라이 글러브 선택 사항

네오프렌 부츠

•BIO 인증

인증

•EN 14225-2:2005

•BIO 인증

•HD 지퍼가 장착된 새로운 ‘PROTECH
BE NAVY’ 슈트로 HZ 화학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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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N 14225-2:2005

다양한 칼라

•고무 또는 라텍스 벙어리 장갑

•고무 또는 라텍스 벙어리 장갑

•EN 14225-2:2005

•EN 14225-2:2005

•HZ 화학 인증

•HZ 화학 인증

•HZ 화학 인증

•BIO 인증

•BIO 인증

•BIO 인증

COMMERCIAL

•EN 14225-2:2005

매그넘 후드와 요크

LOGOSEASE

•고무 손목 링 또는 bayonet 링 시스템

•라텍스 또는 고무 드라이 글러브

인증

•목 칼라를 통해 착용

HOLLIS

•블랙 슈트는 비 자성 지퍼

LIGHT & MOTION

안감과 ER/EPDM 합성고무

ACCESSORY

VIKING HD ₩ 3,900,000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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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8 MOD-1

KMB 28B
w/Posts ₩
w/MWP ₩
KMB 18B
w/Posts ₩
w/MWP ₩

₩ 1,900,000

6,100,000
6,400,000

[특징]
>> 공기 소모 최소화 - 수면에서 2단계 분리
>> 수중에서 비상시 손쉽게 기체교환 가능
>> 무선 통신 시스템 - 로고시스
>> 유선 통신 시스템

REGULATOR
DIVING COMPUTER

KMB 18B

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KMB 18모델과 KMB 28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마스크 프레임 소
재입니다. KMB 18 모델의 경우 수작업으로 제작
한 화이버 글래스 프레임(노란색)을 사용하는 한편
KMB 28 모델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SUIT
ACCESSORY

로부터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KMB 18 마스크 프레임은 수작업으로 제조되는 화
이버글라스(fiberglass)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이
때 소재로 사용되는 화이버 글래스는 매우 뛰어난
전기 비전도체일 뿐 아니라 외부의 열기나 냉기를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머리 부분의 하네스는 내구성이 뛰어난 네오프렌
고무재질을 사용합니다. 후드에는 다이버의 머리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또한 이어폰을 장착할
수 있는 주머니가 내장되어 있으며 마스크 프레임
에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을 이용한 밴드가 용접되
어 달려 있습니다. KMB 28B 밴드 마스크는 KMB
18B 모델과 매우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으며 실제
로 KMB 18B 모델의 많은 부품이 KMB 28B 모델

B.C.JACKET

KMB 18B & 28B 밴드 마스크 제품은 낮은 수심
에서의 다이이빙뿐 아니라 혼합가스 다이빙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 특징
이 있습니다. 조절 기능을 장착한 수퍼 플러우 레귤
레이터는 다이버의 호흡저항을 감소시키고 공기 배
출 효율을 증가시킴으로서 다이버가 보다 쉽게 호
흡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작업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합니다.
통신 접속장치인 경우 수나사 형태의 방수 플러그
혹은 와이어 포스트 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KMB
18B 그리고 KMB 28B 제품의 사이드 블록 부
품(Side Block Assembly) 표준 구성은 연결 줄
이 어깨 위로 연결됩니다.(18B 모델) 그러나 다른
KMB 18B 모델은 선택사양으로 연결 줄이 전면으

>> 무게: 1.27kg
>> 마스크 프레임: 고성능 열가소성 수지
>> 렌즈: 강화 유리
>> 오-링(O-Rings): Buna-N
>> 호흡기: SuperFlow2Ⓡ 밸런스드 디맨드 2단계 호흡기
>> CR(Commercially Rated) 인증 획득
>> CE 인증 획득

FIN

KMB 28B

안면부 디자인은 수면에 있는 동안 공기 소모를 아끼기 위해 호흡기 부분을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
며, 다이빙 중에 일반적인 언어 사용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통신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습니
다. 아래쪽 호흡기 부분은 수중에서 기체 전환이 가능하고, 비상시에 공기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마스크의 특징은 넓어진 시야와 향상된 버클 시스템, 5가닥의 스트랩, 기계적 이퀄라이징
장치, 랜턴과 카메라와 같은 여러 가지 장치 등을 장착할 수 있는 마운팅 시스템 등입니다. 이 마스크의 모
든 구성요소들은 커며셜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가벼운 풀페이스 마스크에서도 찾
아볼 수 없습니다.

SNORKEL

제품사양
>> 무게: KMB 18B – 8.16-6.18kg / KMB 28B – 12.7-5.77kg
>> 마스크 프레임 KMB 18B: 유리 섬유(Fiberglass), 폴리에스테르 수지(Polyester resin),
폴리에스테르 겔 코트(Polyester Gel Coat), 카본 섬유(Carbon Fibers)
>> 마스크 프레임 KMB 28B: Xenoy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
>> 조절놉: 폴리우레탄
>> 렌즈: 긁힘 방지 폴리카보네이트
>> 후드: 네오프렌
>> 오-링(O-Rings): Buna-N

8,000,000
8,300,000

MASK

KMB BAND MASK 28B & 18B

LIGHT & MOTION

무선 통신 장착 가능

Superflow Scuba Regulator
₩ 720,000 (Metal)
₩ 540,000 (Plastic)

HOLLIS

Superflow Scuba 호흡기는 SuperLite헬멧에 내장되어 있는 호흡기와 같지만,
마우스피스를 마운트하기 위해 디자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Superflow 호흡기는 다이버가 원하는 공기량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수심 500m까지 테스트가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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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W2

퀵디스커넥터S
(저압호스 포함)
₩ 110,000

퀵디스커넥터L
(저압호스 미포함)
₩ 100,000

M-48 MOD-1 with SCUBA
Pod Assembly
₩ 1,350,000

M-48 MOD-1 Hood
Assembly with Bib Kit
₩ 420,000

COMMERCIAL

EMD-W4

LOGOSEASE

유선 통신 장착 가능

177

KM 37 Helmet SS
MASK

w/Posts ₩ 18,200,000
w/MWP ₩ 18,500,000

SNORKEL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 헬멧을 원하는 다이버들을 위한 헬멧
•무게: 14.04kg
•헬멧 외피: 스테인리스 스틸
•조절놉: 폴리우레탄
•렌즈: 긁힘 방지 폴리카보네이트
•넥 댐(Neck Dam): 네오프렌 (라텍스 넥 댐 선택 가능)
•오-링(O-Rings): Buna-N
•헤드 쿠션: #4 폴리에스테르 폼으로 채워진 나일론 백(Bag)
•호흡기: 455 호흡기는 미 해군과 유럽 기준에 적합
•사용온도: 최저 온도 1℃ 까지 사용

FIN

Kirby Morgan의 모든 제품들은 테스트를 거쳐, 지침서 89/686/EEC의 Annex Ⅱ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EN 250:2000, EN250/
A1:2006, EN 15333-1:2008 (Class B)의 규격 대부분이 적용되었고, 디맨드 호흡기 SuperFlow 350 및 오랄 나살 P/N 510-69, P/N 510-747 등
은 완전히 CE 인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w/MWP ₩ 14,600,000

KM DIAMOND
w/Posts ₩ 가격문의
w/MWP ₩ 가격문의

ACCESSORY

오염된 환경 또는 호흡 기체 재사용을 위한 호흡 기체 지상 배출용
배기 시스템이 장착된 스테인리스 스틸 헬멧
•무게: 15.78kg
•헬멧 외피: 스테인리스 스틸
•조절놉: 폴리우레탄
•렌즈: 긁힘 방지 폴리카보네이트
•넥 댐(Neck Dam): 네오프렌 (라텍스 넥 댐 선택 가능)
•오-링(O-Rings): Buna-N
•헤드 쿠션: #4 폴리에스테르 폼으로 채워진 나일론 백(Bag)
•호흡기: 455 호흡기는 미 해군과 유럽 기준에 적합
•사용온도: 최저온도 1℃ 까지 사용

LIGHT & MOTION

KM 37 Helmet

최상급 호흡 성능을 자랑하는 455 스테인리스 호흡기가 장착된 헬멧
•무게: 14.10kg
•헬멧 외피: 스테인리스 스틸
•조절놉: 폴리우레탄
•렌즈: 긁힘 방지 폴리카보네이트
•넥 댐(Neck Dam): 네오프렌 (라텍스 넥 댐 선택 가능)
•오-링(O-Rings): Buna-N
•헤드 쿠션: #4 폴리에스테르 폼으로 채워진 나일론 백(Bag)
•호흡기: 455 호흡기는 미 해군과 유럽 기준에 적합
•사용온도: 최저 온도 1℃ 까지 사용

SUIT

콤팩트한 사이즈로 최상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다이빙 헬멧
•무게: 12.91kg
•헬멧 외피: 유리 섬유(Fiberglass), 폴리에스테르 수지(Polyester resin),
폴리에스테르 젤 코팅(Polyester Gel Coat), 카본 섬유(Carbon Fibers)
•조절놉: 폴리우레탄
•렌즈: 긁힘 방지 폴리카보네이트
•넥 댐(Neck Dam): 네오프렌 (라텍스 넥 댐 선택 가능)
•오-링(O-Rings): Buna-N
•헤드 쿠션: #4 폴리에스테르 폼으로 채워진 나일론 백(Bag)
•호흡기: 455 호흡기는 미 해군과 유럽 기준에 적합
•사용온도: 최저 온도 1℃ 까지 사용
•핫 워터 덮게(P/N525-100)를 사용하여 찬 물에서 사용 가능
•Quad-Valve 배기 시스템: 배기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여줌
오염된 물에서 오염 물질이 마스크에 묻지 않도록 함
생물학적 오염 환경에서 사용 가능

w/MWP ₩ 18,500,000

B.C.JACKET

w/Posts ₩ 14,300,000

w/Posts ₩ 18,200,000

DIVING COMPUTER

SuperLite 27 Helmet

KM 97 Helmet

REGULATOR

CE Certification

w/Posts ₩ 14,300,000

Welding Lens
Assembly

₩ 320,000

₩ 320,000

₩ 290,000

KMDSI는 Part #525-400의 크기가 큰 용접 보호대를 제
공합니다.
Part #525-411 중간(#10)
Part #525-412 어두움(#12)

Kirby Morgan 37 & SuperLite 17/B, 17C, 27,
KMB-18 & KMB-28 BandMasks “B” side 만 사용 가능.
Part #525-100

Part #525-403 용접렌즈는 모든 SuperLite Kirby
Morgan Helmets and BandMasks에 맞습니다.
PART # 525-405 lens, 낮음 (#5)
PART # 525-406 lens, 중간 (#10)
PART # 525-407 lens, 어두움 (#12)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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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Water
Shroud

LOGOSEASE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다이빙 헬멧
•무게: 14.78kg
•헬멧 외피: 유리 섬유(Fiberglass), 폴리에스테르 수지(Polyester resin),
폴리에스테르 젤 코팅(Polyester Gel Coat), 카본 섬유(Carbon Fibers)
•조절놉: 폴리우레탄
•렌즈: 긁힘 방지 폴리카보네이트
•넥 댐(Neck Dam): 네오프렌 (라텍스 넥 댐 선택 가능)
•오-링(O-Rings): Buna-N
•헤드 쿠션: #4 폴리에스테르 폼으로 채워진 나일론 백(Bag)
•호흡기: 455 호흡기는 미 해군과 유럽 기준에 적합
•사용온도: 최저 온도 1℃ 까지 사용
•핫 워터 덮게(P/N525-100)를 사용하여 찬 물에서 사용 가능
•Quad-Valve 배기 시스템: 배기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여줌
오염된 물에서 오염 물질이 마스크에 묻지 않도록 함
생물학적 오염 환경에서 사용 가능

Welding Shield
Assembly

HOLLIS

w/MWP ₩ 14,600,000

179

KMACS-5
MASK

No Communications ₩ 14,850,000
w/Communications ₩ 19,500,000

Surface-Supplied Air System

SNORKEL

KMACS5는 다이버의 공기 공급과 통신, 수심 체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명의 다이버와 푸쉬-투-톡(push-to-talk) 또는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방식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공기 공급은 고압 콤프레셔나 고압 실린더 모두 가능합니다. KMACS5의 조절 가능한 1단계는 고압 공기의 압력을 낮추고 엄브리칼을 통해 다이버의 호흡 시스템
으로 저압 공기를 공급 합니다. DIN 어댑터가 있는 고압 Yoke는 U.S. 표준 스쿠버 실린터 또는 DIN 밸브 실린더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저압공기공급 피팅
은 L.P. 콤프레셔가 주요 공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개의 게이지(모두 US표준이며, 미터법 단위)와 함께 완벽한 pneumo 시스템이 각각의 다이버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다이빙을 중단하지 않고 사용된 실린더
를 교환할 수 있는 두 개의 고압 공급 라인을 사용하는 shut-off/bleed 시스템이 제공 됩니다.

FIN

KMACS-5

High-pressure supply

B.C.JACKET

Umbilical

DIVING COMPUTER

Low pressure
compressor;
including volume
tank and filtration

REGULATOR

>> 무게: 25.85kg
>> 크기: 53.34cm(길이) X 44.45cm(높이)
>> 최대 사용 수심: 40m
>> 최대 고압 공급 압력: 240bar/DIN, 200bar/YOKE
>> 최대 저압 공급 압력: 15.5bar
>> 엄브리컬 압력 범위: 8-15.5bar
>> 호흡기 출력량: 40SCFM (공급 압력 172bar, 운반 압력 10.3bar)
>> 릴리프 밸브(Relief Valve): 20.7bar로 설정
>> 수심 측정 범위: 0-76m
>> 통신기: 4회선(round robin) 방식 (2회선(Push-To-Talk) 방식 사용 가능)
>> 배터리 타입: 12볼트, 충전지
>> 배터리 성능: 4회선 방식으로 20시간 지속 사용 가능
>> 충전기: 외부 충전
>> 통신기 출력: 8와트
>> 통신기 사용 주파수: 600 - 12,000HZ
>> 원격 작동 기능: 사용 가능 (선택 사항)

HEADSET
W/BOOM MIC & DBL. BANANA
₩ 580,000

TWISTED UMBILICALS

HOLLIS

WJS0204
>> 3/8" gas hose
>> 1/4" pneumo hose
>> Comms/lifeline cable
>> Mini video cable
>> 가격 및 세부사항 문의

LIGHT & MOTION

WJS0103
>> 3/8" gas hose
>> 1/4" pneumo hose
>> Comms/lifeline cable

Bail-out bottle &
harness
ACCESSORY

DIVERS UMBILICALS

SUIT

Helmet

LOGOSEASE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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