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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intro
1949년 루도비코 마레스(Ludovico Mares)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바다
에 대한 그의 열정과 꿈을 나누고자 하는 일념으로 최초의 수경과 수중건
을 설계 제작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라팔로에 위치한 작은 공장에
서 시작한 마레스는 66년이 지난 오늘날 앞선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전 세
계 스쿠버 다이빙 계에 우뚝 섰습니다. 66여 년 동안 마레스는 항상 새로
운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면서 스쿠버다이빙의 영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높여 왔습니다. 이제 ‘마레스라는 이름은 최고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마레스는 지난 66여 년간 최첨단 다이빙장비를 생산
보급하면서, 항상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시해 왔으며 전 세계의 진정한 리
더가 되었습니다. 마레스의 개발을 위한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첨단 연
구는 마레스 팀의 전문적 의견과 합쳐져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쿠
버 장비를 생산하는데 선두적인 위치를 고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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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제품은 다이버들의 모든 필요 사항을 충족 시킵니다.
마레스의 사명은 ‘모든 다이버들이 즐길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이 바탕이
된 최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레스의 카달로그를 자세히 보면 마레스 세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치는 열정이 담겨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이 바탕이 된 환상적
인 신제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다른 바다사랑과 열정 없이 지금의 마레스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
다. 전설적인 창업자에 뿌리를 둔 열정과 사명 의식은 마레스 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정서 입니다. 비록 마레스가 최첨단 기계들과 정밀한 전자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업의 핵심과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은
66년 전부터 갖고 있던 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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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마레스는 1949년 루도비코 마레스에 의해서 창업되었습니다. 루도
비코 마레스(Ludovico Mares)는 라팔로에 위치한 그의 작은 공장이
66년을 지나오는 동안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
라고 생각 했을까요? 그는 아드리아해 북단에 있는 이스트리아 반
도 태생의 다이버로서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오스트리아 해군으로 복
무하였습니다.
마레스는 빠른 기간에 소규모 생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면서 매출이 증가하였고, 새롭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
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레스는 1960년대 후반 다이빙 열풍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유럽의 다이빙과 스노클링 시장에서 급성장 하였
습니다. 1978년부터 1982년 사이에는 오리발 부문에서 전 세계 시장
의 선두주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 하였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다이빙용, 스노클링용 오리발은 마레스가 창안한 기법을 따라 플라
스틱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레스는 또한 레귤레이터 시장에서도
정상까지 급속하게 성장하여 경쟁 상대가 없는 선두주자가 되었습니
다. 마레스 제품은 오늘날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마레스는 최상의 기술력을 갖춘 다이빙장비 제조 업체로서 다이빙계
의 리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레스 제품은 현대 기술력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최상
의 이태리 디자인을 선보여 왔습니다. 또한 마레스 직원 모두 전설적
인 창업 역사에 뿌리를 둔 사명 의식과 바다를 향한 열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마레스는 지금까지 다이빙장비 제조업체로서 최고의 가치
를 제공해 왔습니다. 마레스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향한 행
보를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2015년 마레스는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마레
스는 지난 66년 동안 워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4가지 브랜드를 개발 하였습니다. 열정적인 스쿠
버 다이버를 위한 제품, 다이빙센타의 렌탈 장비용 제품, 수영과 스
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물놀이용 아쿠아존 제품 등입니다. 마레스는
앞으로도 바다를 향한 열정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디자인해 나아
갈 것입니다.

1

01.���.indd 1

2015-03-11 �� 10:46:13

REGULATORS
100% 금속재질 공법(ALL METAL TECHNOLOGY)
메탈 2단계는 플라스틱 2단계보다 높은 열전도율이 동결을
억제함으로써 특히 찬물 다이빙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성능을
갖고있습니다. 더불어 내구성의 향상, 장기 사용 가능 그리고 구강
건조 증세 감소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초경량 테크노 폴리머(ULTRALIGHT TECHNO POLYMER)
내마모성과 비교적 경제적인 단가, 따뜻한 수온 또는 온대
수온에서의 다이빙에 이상적입니다.
다이나믹한 공기 공급 장치 (DFC-DYNAMIC FLOW CONTROL)
DFC시스템은 들숨 때 중간 압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시켜
줌으로써 좀 더 단순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2단계를 만들어
줍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1단계에서 일정하게 공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어떠한 추가의 수동 조절 장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 대류 채널 시스템(NCC-NATURAL CONVECTION CHANNEL)
호흡기 1단계표면에 물의 대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찬물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물의 흐름은 물의 수온에 따른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A.C.T. VALVE ∤ Advanced Coating Technology
‘X’의 새로운 밸브 시스템은 내구성을 600% 증가하여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윈 파워 (TWIN POWER)
새로운 공기 흐름 조절장치는 자연스러운 호흡부터 강한 호흡까지
제공합니다. 마레스의 호흡기의 전통적인 방식인 VAD에서 VAD+
로 바꾸면 당신이 필요로하는 만큼 공기를 제공합니다.

선풍 촉진 장치(VAD-VORTEX ASSISTED DESIGN)
마레스의 모든 레귤레이터 2단계는 독보적인 특허인 VAD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공기 우회 튜브는 중심 부분에 저압을
만드는 회오리를 만들면서 마우스피스로 공기가 흘러갑니다. 중심
부분의 저압은 흡기 시 다이아프램이 당겨져 있도록 함으로써
수심에 관계없이 매우 민감하고 편안한 호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물망 구조의 2단계 커버 플레이트(MESH GRID)
2단계 커버의 그물망 구조는 강한 조류에서도 다이아램프에
가해지는 물을 분산시켜 압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프리플로우를
최소화 시켜주는 마레스의 특허 사항입니다. 강한 역조류에서
프리플로우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공기 공급시스템을 조절하기
위한 별도의 조절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유체 역학적 편향 장치(FLUID DYNAMIC DEFLECTOR)
수심연구와 유체 역학적 테스트를 하면서 개발한 편향 장치로써
우회로 튜브로부터 받은 공기의 흐름을 마우스피스로 방향을
돌려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VAD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고 힘이
들지 않는 호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수퍼플렉스 호스(SUPERFLEX HOSE)
마레스는 수년 간의 테스트와 연구를 통해서 ‘수퍼플렉스’ 호스를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EN250에서 요구하는 성능
조건을 훨씬 상회합니다. 또한 마레스가 극한 상황에서의 사용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엄격한 테스트도 거쳤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지나칠만큼 가벼운 무게 때문에 행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만듭니다.

소형 사이즈(SMALL SIZE)
혁신적인 다이아프램의 디자인과 부품의 레이아웃 결과로 외형을
작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다루기 쉽고 보관이 용이해진
독특한 장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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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52X 퓨전 52X
가격 : 115만원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VAD +의 토네이도 효과
편안함의 새로운 기준

퓨전 52X는 기존 호흡기에서 급진적인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바이패스가
진정한 변화를 거치며 77% 향상되었으며, 플로우 교차 지점은 이중 굴곡으로
최적화된 성능을 가지며 보다 부드러운 플로우를 제공합니다. 호흡기 2단계에는
최초로 자연스러운 호흡부터 강한 호흡까지 공기 전달 비율을 관리하는 플로우
컨트롤(Twin Power)를 장착했습니다. 퓨전 52X의 새로운 밸브 시스템은 내구성을
600% 증가하여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새틴
마무리를 하여 다른 것들보다 단연 돋보입니다.

■■ 트윈 파워 시스템
■■ 최고의 편안한 호흡
■■ 새로운 고성능 1단계 밸브

공기량 조절 (트윈 파워 시스템)
MR52X 1단계
•밸런스드 다이아프램식
•A.C.T Valve
•DFC(다이나믹한 공기 공급 장치)
•7/16인치 UNF 고압포트 2개
•3/8인치 UNF 저압포트 4개
•무게 687그램(INT타입) (DIN타입 513그램)
2단계
•100% 금속재질 공법
•VAD(선풍 촉진 장치)
•트윈 파워 시스템
•무게 327그램

A.C.T. Valve ∤ Advanced Coating Technology

작동이 쉬운 대구경의 퍼지버튼

성능검사표 : 퓨전 52X VAD+

성능검사표 : 퓨전 52X VAD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25

=
=
=
=
=
=
=

10.19 m bar
0.00 m bar
9.76 m bar
1.16 j/l
0.52 j/l
0.00 j/l
0.64 j/l

EXHALE

15

25

=
=
=
=
=
=
=

10.29 m bar
5.80 m bar
11.20 m bar
0.92 j/l
0.17 j/l
0.16 j/l
0.75 j/l

EXHALE

5
4.5 litre max

-15

-25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15

5
mbar

최적화된 성능으로 보다 부드러워진 공기흐름

mbar

4.5 litre max

-15
INHALE

-25

INHA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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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52 카본 52
가격 : 135만원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최고의 성능, 극도의 가벼움

52 1단계는 이중 DFC시스템을 설계 자연스러운 호흡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호흡하더라도 호흡 저항을 느끼지 못합니다.
NCC(Natural Convection Channel)시스템은 찬물 다이빙에서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단계 카본의 뛰어난 열 전도성은 날숨에서 2단계 내부에 습기를 생기게 해서 다이빙을 하는 동안
목마름 현상을 감소시켜 줍니다. 카본 52는 어떠한 상황의 다이빙에서도 완벽한 레귤레이터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부드럽고 가벼운 수퍼플렉스호스 덕분에 레귤레이터의 무게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 2단계 케이스 : 100%카본 재질
■■ 뛰어난 열 전도성
■■ 1단계 이중 DFC 시스템 적용

MR52T 1단계
•밸런스드 다이아프램식
•T-POPPET
•DFC(다이나믹한 공기 공급 장치)
•7/16인치 UNF 고압포트 2개
•3/8인치 UNF 저압포트 4개
•무게 687그램(INT타입) (DIN타입 513그램)

2단계
•100% SMC공법
•VAD(선풍 촉진 장치)
•그물망 구조 커버 플레이트
•무게 197그램

성능검사표 : 카본 52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
=
=
=
=
=
=

7.54 m bar
1.61 m bar
7.61 m bar
0.65 j/l
0.25 j/l
0.00 j/l
0.40 j/l

25

EXHALE

15
5
mbar

4.5 litre max

-15
-25

INHALE

ABYSS 22 NAVY II 아비스 22 네이비 II
가격 : 130만원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미해군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완벽한 호흡기
■■ 극한 수온용 CWD 오일키트 기본장착
■■ 아이스 다이빙에서 절대 얼지않는 고성능 발휘
■■ 형광 중합체로 코팅된 2단계

아비스 22 NAVY Ⅱ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해답입니다. EN-250과
미해군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 찬물다이빙에서 생기는 제반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마레스는 얼음 밑 다이빙을 포함한 극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증하도록
설계한 결정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단계 표면에는 특수 형광 중합체를 코팅하여
얼음 결정체가 달라붙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밸런스 다이아프램의 1단계는 추위에 대비한
보호막을 갖추었습니다. CWD는 극한의 찬물에서 다이빙을 하는 동안에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무호스는 다른 호스보다 모든 면에서 열 교환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채택된 것입니다.

MR22T CWD 1단계
2단계
•밸런스드 다이아프램식
•형광 폴리머 수지 마감
•오일 CWD키트
•100% 금속재질 공법
•T-POPPET
•VAD(선풍 촉진 장치)
•DFC(다이나믹한 공기 공급 장치)
•그물망 구조 커버 플레이트
•7/16인치 UNF 고압포트 2개
•무게 269그램
•1/2인치 UNF 저압포트 1개(주포트)
•3/8인치 UNF 저압포트 3개
•무게 850그램(INT타입) (DIN타입 666그램)

성능검사표 : 아비스 22 네이비 II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
=
=
=
=
=
=

9.87 m bar
3.43 m bar
6.98 m bar
0.96 j/l
0.31 j/l
0.03 j/l
0.65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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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YSS 52 아비스 52
가격 : 97만원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마레스를 대표하는 호흡기
■■ 새로운 콤팩트 형태의 고성능 1단계
■■ 자연스러운 대류 채널(NATURAL CONVECTION CHANNEL)
■■ 마레스의 표상인 2단계
■■ 최고의 편안함 : 수퍼플렉스 호스 장착

MR52T 1단계
•밸런스드 다이아프램식
•T-POPPET
•DFC(다이나믹한 공기 공급 장치)
•7/16인치 UNF 고압포트 2개
•3/8인치 UNF 저압포트 4개
•무게 687그램(INT타입) (DIN타입 513그램)

2단계
•100% 금속재질 공법
•VAD(선풍 촉진 장치)
•그물망 구조 커버 플레이트
•무게 269그램

콤팩트하면서 최고 성능을 갖고 있는 MR52 1단계를 갖춤으로써 최상의 조합으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블 DFC시스템은 호흡기와
옥토퍼스를 어떤 수심에서든지 동시에 호흡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원활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드립니다. 금속 커버를 비롯한 금속 재질 하우징의 ABYSS 2단계와
NCC시스템이 조합을 이루어 찬물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 합니다. 두 개의
호흡기를 설치 할 때라도 가장 이상적인 호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압력 포트를
배열 하였습니다.
성능검사표 : 아비스 52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
=
=
=
=
=
=

7.83 m bar
2.18 m bar
8.23 m bar
0.88 j/l
0.27 j/l
0.00 j/l
0.61 j/l

25

EXHALE

15
5
mbar

4.5 litre max

-15
-25

INHALE

ABYSS 22 아비스 22
가격 : 85만원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록을 깬 마레스의 전설
■■ 기록을 만들어 내는 성능
■■ 금속 재질과 그물망 구조의 프론트 커버
■■ 대심도 다이빙에서도 편안한 호흡과 신뢰성 제공
■■ 프랑스 검정기관인 INPP에 의한 헬리옥스와 트라이믹스 등 혼합

기체로 100미터 수심 테스트 결과 유럽 규정인 EN250충족
■■ 최고의 편안함 : 수퍼플렉스 호스 장착

아비스 레귤레이터는 수심 313미터에서 단속 대심도 다이빙 기록 및 101명이
MR22 1단계 1개로 40분간 동시에 다이빙 하는 등의 많은 다이빙 기록을
세움으로써 신뢰성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MR22T 1단계
•밸런스드 다이아프램식
•T-POPPET
•DFC(다이나믹한 공기 공급 장치)
•7/16인치 UNF 고압포트 2개
•3/8인치 UNF 저압포트 3개
•1/2인치 UNF 저압포트 1개(주포트)
•무게 687그램(INT타입) (DIN타입 513그램)

2단계
•100% 금속재질 공법
•VAD(선풍 촉진 장치)
•그물망 구조 커버 플레이트
•무게 269그램

성능검사표 : 아비스 22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
=
=
=
=
=
=

9.85 m bar
3.45 m bar
9.06 m bar
0.92 j/l
0.27 j/l
0.02 j/l
0.65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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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NCT 52 인스팅트 52
가격 : 85만원

화이트(WH)

검정(BK)

상상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
■■ 유체역학적 2단계
■■ 측면의 배기구
■■ 최상의 가벼움

MR52T 1단계
•밸런스드 다이아프램식
•T-POPPET
•DFC(다이나믹한 공기 공급 장치)
•7/16인치 UNF 고압포트 2개
•3/8인치 UNF 저압포트 4개
•무게 687그램(INT타입) (DIN타입 513그램)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기존의 고정 개념을 모두 탈피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인스팅트 2단계는 다양한 장점을 갖추었습니다. 측면
배기구는 날숨을 편향시킴으로써 버블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합니다. 2단계 호스 연결 부위에 각을 줌으로써
호스를 짧게 하여 호스의 걸리적거림과 물의 저항을 줄여줍니다. 2단계 전면 부위는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
강한 조류에도 프리플로우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52 1단계는 이중 DFC시스템을 설계 자연스러운 호흡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호흡하더라도 호흡 저항을 느끼지 못합니다. NCC(Natural Convection Channel)시스템은 찬물 다이빙에서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단계 수퍼플렉스호스는 부드럽고, 가볍고, 짧아진 호스 덕분에
레귤레이터의 무게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2단계

성능검사표 : 인스팅트 52

•100% 테크노폴리머 공법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VAD(선풍촉진장치)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무게150그램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
=
=
=
=
=
=

8.96 m bar
4.81 m bar
9.03 m bar
0.90 j/l
0.22 j/l
0.10 j/l
0.68 j/l

PRESTIGE 15X 프레스티지15X
가격 : 65만원

화이트(WH)

검정(BK)

진보된 성능과 안정성
■■ LP와 HP 포트에 중점
■■ 컴팩트한 싸이즈와 가벼움
■■ 넓은 퍼지 버튼

MR15X 1단계
•밸런스드 다이아프램식
•A.C.T Valve
•DFC(다이나믹한 공기 공급 장치)
•7/16인치 UNF 고압포트 2개
•3/8인치 UNF 저압포트 4개
•무게 772그램(INT타입) (DIN타입 598그램)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마레스의 새로운 1단계는 작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을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DFC 시스템은 어떤 수심에서도 모든 다이버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밸브는 긴 수명과 고급 성능을 보장합니다. 중간 크기의 2단계는 초경량 테크노 폴리머로
만들어졌습니다. 큰 퍼지 버튼은 장갑을 끼고 있어도 힘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VAD
시스템은 어떤 수심에서도 우수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제공합니다. 수퍼플렉스 호스는 가볍고
유연하여 최대의 편안함을 줍니다.
2단계

성능검사표 : 프레스티지 15X

•100% 테크노폴리머 공법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VAD(선풍촉진장치)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무게193그램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
=
=
=
=
=
=

10.53 m bar
0.00 m bar
9.59 m bar
1.11 j/l
0.44 j/l
0.00 j/l
0.67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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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ER 12S 로버 12S
가격 : 53만원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성능, 신뢰성, 경량성, 단순함을 모두 갖춘 호흡기
■■ 오래 사용하여도 성능의 저하가 없음
■■ 자연스럽게 호스들이 위치하도록 하는 4개의 LP포트
■■ 대형 퍼지버튼

MR12T 1단계
•밸런스드 다이아프램식
•T-POPPET
•DFC(다이나믹한 공기 공급 장치)
•7/16인치 UNF 고압포트 2개
•3/8인치 UNF 저압포트 4개
•무게 674그램(INT타입) (DIN타입 574그램)

2단계
•100% 테크노폴리머공법
•VAD(선풍 촉진 장치)
•그물망 구조 커버 플레이트
•무게 200그램

로버12S는 레크레이션 다이버가 신뢰할 수 있는 호흡기를 필요로 할 때 탁월한
선택입니다. 밸런스 다이아프램 타입의 1단계는 세 가지 재질로 만든 밸브를 갖추고
있으며, 4개의 저압포트의 각도 덕택에 호스자리 잡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중간
크기의 2단계는 두꺼운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도 쉽게 퍼지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부드러운 재질의 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신 기술력의 로버12S 호흡기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호흡을 제공합니다.
성능검사표 : 로버 12S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
=
=
=
=
=
=

10.63 m bar
0.00 m bar
9.62 m bar
1.15 j/l
0.48 j/l
0.00 j/l
0.67 j/l

ROVER 2S 로버 2S
가격 : 47만원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신뢰성, 경량성, 단순함

로버2S는 믿을만한 레귤레이터를 찾는 모든 다이버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로버2S 1단계는 피스톤식 레귤레이터의 혁신입니다. 특수 재질의 표면은 긁힘에
강합니다. 중간 크기의 2단계는 두꺼운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도 쉽게 퍼지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부드러운 재질의 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가볍고, 튼튼한 컴팩트한 1단계
■■ 중간 싸이즈의 2단계
■■ 대형 퍼지버튼
R2S 1단계
•피스톤식 방식
•DFC(다이나믹한 공기 공급 장치)
•7/16인치 UNF 고압포트 1개
•3/8인치 UNF 저압포트 4개
•무게 608그램(INT타입) (DIN타입 432그램)

2단계
•100% 테크노폴리머공법
•VAD(선풍 촉진 장치)
•그물망 구조 커버 플레이트
•무게 200그램

성능검사표 : 로버 2S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
=
=
=
=
=
=

11.44 m bar
0.00 m bar
9.63 m bar
1.35 j/l
0.68 j/l
0.00 j/l
0.67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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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YSS 22 NITROX 아비스 22 나이트록스
가격 : 90만원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나이트록스용으로 진보된 마레스의 영웅

유럽 표준 EN13949에 의거하여 테스트를 통과한 아비스 나이트록스는 산소 100%
까지의 산소 혼합 기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품인 경우 100%산소 사용가능
■■ 금속이 삽입된 그물망 구조의 커버 플레이트
■■ 열 교환이 더욱 잘 이루어지는 신형 호스프로텍터 장착
성능검사표 : 아비스 22 나이트록스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
=
=
=
=
=
=

9.85 m bar
3.45 m bar
9.06 m bar
0.92 j/l
0.27 j/l
0.02 j/l
0.65 j/l

ROVER 12S NITROX 로버 12S 나이트록스
가격 : 58만원

※ 딘타입이나 요크타입으로 선택가능합니다.

100% 산소 사용 가능한 호흡기

유렵 표준 EN13949에 따른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로버12나이트록스는 산소 100%
까지의 산소 혼합 기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튼튼하고 가벼움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 테크니컬 다이빙시 스테이지 실린더에 사용하기 용이

성능검사표 : 로버 12S 나이트록스
inhale pressure (흡기 시 최대압력)
inhale pos pressure (흡기 시 최대과압)
exhale pressure (호기 압력)
ext work of breathing (총 호흡 에너지량)
inhale work (흡기 시 에너지량)
pos inhale work (흡기 시 과압 에너지량)
exhale work (호기 에너지량)
pressure-volume diagram at depth of :
50msw (테스트수심 : 해저 50m)

=
=
=
=
=
=
=

10.63 m bar
0.00 m bar
9.62 m bar
1.15 j/l
0.48 j/l
0.00 j/l
0.67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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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ONTROL 에어 컨트롤
가격 : 36만원

탁월한 내구성과 편안함
■■ 한 개의 호스로 옥토퍼스와 인플레이터 동시에 활용
■■ 인체 공학적인 설계
■■ 최적의 각도를 가진 마우스피스 채택으로 사용이 편리

에어컨트롤! 새로운 마레스의 또 다른 에어 공급원은 옥토퍼스와 인플레이터에
한 개의 호스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에 물기 쉽게 최적의 각도를
가진 마우스피스는 신속하고 용이하게 에어컨트롤을 옥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커버는 메쉬 그리드를 갖추었습니다. 퍼지 버튼은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하여
장갑을 낀 채로도 누르기 쉽게 하였습니다.

OCTOPUS CARBON 옥토퍼스 카본
가격 : 63만원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최대 성능 발휘
■■ 전문 다이버들을 위한 고강도의 옥토퍼스
■■ 100% SMC카본에 의한 2단계 케이스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옥토퍼스입
니다.
카본 옥토퍼스는 메쉬 그리드 시스템과 통합형VAD 유체 역학적 편향 장치(Fluid
Dynamic Deflector)등을 갖추어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열 전도성을 높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카본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기술력과 경량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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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PUS METAL
OCTOPUS FUSION 옥토퍼스 퓨전
가격 : 58만원

퓨전 옥토퍼스의 특징은 트윈 파워 시스템, VAD와 VAD+입니다. 다이버의
호흡이 힘들지 않으며 공기 흐름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온에서도 최대
성능을 낼 수 있게 “전체 메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큰 퍼지 버튼은 장갑을
착용하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퍼플렉스 호스는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합니다.

OCTOPUS ABYSS EXTREME 옥토퍼스 아비스익스트림
가격 : 60만원

금속 2단계에 불소 폴리머 수지로 마감 처리하여 혹독한 조건에서도 심지어
2단계 케이스에 아이스 크리스탈이 생겨도 작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극한
조건에 다이빙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OCTOPUS ABYSS 옥토퍼스 아비스
가격 : 43만원

마레스의 진정한 영웅인 아비스 2단계의 옥토퍼스입니다.
금속이 내장된 그물망 구조와 열 교환이 훨씬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호스 프로텍터 등으로 극한 상황의 다이빙에서도 최대한으로 믿음직스러운
옥토퍼스입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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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PUS TECHNOPOLYMER
OCTOPUS PRESTIGE

OCTOPUS INSTINCT

옥토퍼스 프레스티지

옥토퍼스 인스팅트

가격 : 25만원

가격 : 30만원

새로운 디자인의 중간 크기의 옥토퍼스. 최근의 기술로 쉽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제공합니다. 큰 퍼지 버튼은 장갑을 끼고 있어도 힘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VAD 시스템은 어떤 수심에서도 우수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제공합니다.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배기구는 날숨 때 버블이 시야를 가리는 걸 막아줍니다.
뒤쪽에 작은 수압을 감지하는 구멍이 있어서 프리플로우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대형 퍼지 버튼은 두꺼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퍼지 버튼을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퍼플렉스호스는 더욱 편한함을 줍니다.

OCTOPUS MV

OCTOPUS ROVER

옥토퍼스 엠브이

옥토퍼스 로버

가격 : 22만원

가격 : 19만원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배기구는 날숨 때 버블이 시야를 가리는 걸 막아줍니다.
뒤쪽에 작은 수압을 감지하는 구멍이 있어서 프리플로우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대형 퍼지 버튼은 두꺼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퍼지 버튼을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퍼플렉스호스는 더욱 편한함을 줍니다.

테크노폴리머로 만들어진 중간 사이즈의 옥토퍼스는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커버로 퍼지 버튼을 누르기 쉽습니다. 광범위하게 테스트한 VAD시스템과 유체
역학적 편향장치(Fluid Dynamic Deflector)등을 갖추어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장합니다.

OCTOPUS ROVER NITROX
옥토퍼스 로버 나이트록스
가격 : 21만원

유럽표준 EN13949에 의거하여 테스트를 통과한 옥토퍼스로버
나이트록스는 산소 100%까지의 혼합 기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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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S ACCESSORIES 호흡기 액세서리
딘커넥터
22
가격 : 10만원

딘커넥터
52X-52-15X-2S
가격 : 10만원

300bar용

딘커넥터
12S
가격 : 10만원

300bar용

300bar용

딘요크 어댑터
가격 : 10만원

딘타입의 호흡기를 요크 형으로 전환

찬물다이빙 드라이키트
42
가격 : 20만원

찬물다이빙 드라이키트
52X-52-15X
가격 : 20만원

찬물다이빙 오일키트
22-12S
가격 : 20만원

스위벨 조인트
가격 : 8만원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만을 이용
MR42T1단계 전용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만을 이용

극저온의 물속에서 모든 작
동 부분을 물과 차단시키는
찬물 다이빙키트

2단계에 연결하여 호스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여 턱의
피로를 줄여줌

리퀴드스킨 마우스피스
가격 : 2만 5천원

일반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 커버

크루즈 렉

가격 : 1만 5천원

가격 : 5천원

가격 : 4만원

리퀴드스킨 기술력을 이용한
마우스피스 일반 마우스피스
보다 부드럽지만 고강도여서
내구성이 탁월합니다.

항 알레르기성 액체 실리콘으
로 제작하여 부드럽고 변형되
지 않습니다. 케이블타이 포함

사용하지 않는 마우스피스를
손상으로부터 보존

다이버의 레귤레이터와 악세사리
류를 담아서 보관하기에 넉넉한
가방 컴퓨터 보관용 별도 가방 포함

JAX 작스

JAX-S 작스-S

가격 : 5만 5천원

가격 : 5만 5천원

CL

BK

자신만의 치아구조에 꼭 맞춰주는
세계 최초의 성형 마우스피스
턱의 피로를 줄여 줍니다.
안면의 근육을 풀어 줍니다.
■ 잇몸을 보호합니다.
■ 여러 번 재 성형할 수 있습니다.
■ 작스 마우스피스는 2년간 보증됩니다.
■
■

PK

GN

BL

YL

IYL

WH

치의학 부분의 새로운 발전 덕택에 개개인의 구강 구조에
완벽하게 맞춰주는 마우스피스가 개발 되었습니다.
작스 마우스피스는 끓는 물에 몇 초만 담궜다가 입에 물기
만 하면 구강 구조에 쉽게 맞게 됨으로 다이빙이 보다 편안
하고 즐겁게 됩니다.

유명한 작스 마우스피에서 소형 사이즈를 개발 하여
여성분이나 어린이에게 잘 맞도록 설계하였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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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Regulator

퓨전 52X

카본 52

아비스 22 네이비 II

아비스 52

아비스 22

인스팅트52

프레스티지 15X

로버 12S

로버 2S

INT

687

687

850

687

781

687

772

674

608

DIN 300 bar

513

513

666

513

616

513

598

574

432

에어 컨트롤

다이아프램
1 단계
피스톤
NX (100% O2)
100% 금속 재질 공법
초경량 테크노 폴리머
다이나믹한 공기 공급장치
자연대류채널시스템
A.C.T. 밸브
트윈 파워
선풍 촉진 장치
그물망 구조
유체역학적 편향장치
수퍼플렉스 호스
소형 사이즈

1단계 무게(g)

NX 232 bar
327

197

269

269

269

150

193

200

200

INT

1161

1034

1337

1106

1208

987

1110

1053

987

DIN 300 bar

984

857

929

1040

810

936

950

808

2단계 무게 (g)
총 무게 (g)
(including hose)

562

656

NX 232 bar

Octopus

941

1083

카본

퓨전

아비스 익스트림

아비스

프레스티지

인스팅트

엠브이

로버

354

481

427

427

378

335

364

385

NX (100% O2)

100% 금속 재질 공법
초경량 테크노 폴리머
트윈 파워
선풍 촉진 장치
그물망 구조
유체역학적 편향장치
수퍼플렉스 호스
소형 사이즈
2단계 무게(g) (including hos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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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칼라 LCD 화면(LCD COLOR DISPLAY)
LCD,TFT 기술력을 이용하여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유일하
게 칼라 화면을 제공합니다. TFT기술력의 가장 큰 장점은
화면 재생력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320*240pixels / 262.144color
도트 방식의 매트릭스화면(FULL DOT MATRIX)
차세대 다이브 컴퓨터 화면입니다. 독보적인 해상도가 모든
융통성을 만들었습니다. 최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상의
다이브화면, 최고의 다이브 컴퓨터 그 자체입니다.

매트릭스/구획간 화면 조정(SEGMENT/MATRIX AREA DISPLAY)
선명도와 융통성간의 합리적인 투자에 의한 완벽한 절충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면구획(SEGMENT DISPLAY)
가장 쉬운 판독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꼭 알맞은 위치에
표시합니다.
공기 정보 통합 기능(AIR INTEGRATED)
공기압 측정을 컴퓨터화 하여 수심과 공기 소모율을 근거로
수중 체류 시간을 계산하여 제공하며, 수면 호흡량으로 환산
된 공기 소모량 정보를 제공하며, 수면 호흡량으로 환산된
공기 소모량 정보를 제공하여 다이빙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게 합니다. 보다 안전한 다이빙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가스 교체 사용 가능(GAS SWITCHING)
한 번의 다이빙을 하는 동안 최대 세가지의 다른 혼합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컴퓨터는 각 혼합 기체
에 따른 감압 스케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이버는 고농도
산소의 기체로 감압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SOFTWARE UPGRADABILITY)
마레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마레스는 지속적으로 컴퓨터의 새로운 기능과 특징을 개발
하며,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USB 충전방식(USB RECHARGER)
일반 전기나 컴퓨터에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 버튼 조작(ONE BUTTON CONTROL)
단일 버튼을 직관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모든 기능을 갖춘
컴퓨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 글라스(MINERAL GLASS DISPLAY)
마레스의 모든 컴퓨터에 미네랄글라스를 장착하였습니다.
고급 시계 업체에서 사용하는 미네랄 글라스와 같이 긁힘
억제 효과가 큽니다. 미네랄 글라스는 충격에 강하고 균일
하며 반사율이 적어서 아무리 시야가 좋지 않은 다이빙 조
건에서도 화면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02.���.ind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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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스마트
가격 : 69만원

전형적인 다이브 컴퓨터
■■ 세련된 디자인과 선명한 화면
■■ 완벽한 인체공학적이며 사용자 친화적
■■ 다중 기체와 프리다이빙 사용 가능

전형적인: 품질 또는 클래스의 가장 완벽한 또는
대표적인 예를 나타내는 것. 문자 분할의 선명도, 화면
레이아웃의 완벽한 명확성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인체공학적인 두 개의 버튼의 장점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를 가지면, 다이빙계에서 가장 똑똑한
컴퓨터일 것입니다. 스마트는 퍽프로의 완벽한 화면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거기에 사이드에 위치한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슬림한 프로파일 안에
담겨있습니다. 수면에서 나이트록스 세팅을 수정하거나
로그북을 볼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화면 맨 윗줄에서는
대체 수심 정보를 관리하고, 맨 아랫줄에는 독립적인
부수적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스마트는 두 가지 색상의
스트랩과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의 완벽한 동반자가 됩니다.

화이트(WH)

EAN (NITROX) from 21% to 99%

스마트 USB 인터페이스

검정(BK)

※ 별도 구매

스마트 접착식 실리콘 보호창

가격 : 15만원

가격 : 3만원

DISPLAYS

그날의 시간이 표시된
무감압다이빙

1:1 scale

감압다이빙

기체 교환

나이트록스 메뉴

프리다이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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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S
1:1 scale

현재 수심과 남아있는 무감압시간(혹은 감압다이빙을
위한 총상승시간)을 보여주는 화면에서 프로파일과 모든
탱크의 정보는 20초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추가적인 사항
은 “+” 버튼으로 화면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감압에 들어가면, 가운데 줄은 초록색에서 주황색 배경
으로 전환됩니다. “+” 시퀀스에서 현재 수심에서 5분을
더 머물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총 상승시간을 알려주는
ASC+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퍼스는 다이빙 동안 언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
튼을 눌러 베어링을 세팅하면 아이콘HD는 90, 120 그리고
180°에서 사각형, 삼각형, 원형 기호가 보조로 표시됩니다.

나이트모드에서는 검정색 배경에 흰색 숫자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무감압에서는 가운데 줄이 흰색 대신 주황색
숫자로 표기됩니다.

나이트모드에서 프로파일을 확인할 때 검정색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압에 들어가면,
상단 우측 코너에 총상승시간이 무감압한계시간으로
교체되며 흰색 대신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바텀타이머모드에서 화면 양식이 바뀝니다. 현재수심,
평균수심, 스톱워치, 다이빙시간, 수온, 탱크압력 그리고
현재 잔압으로 최대 다이빙할 시간을 모두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색상 레이아웃은 검정색 위에 흰색입니다.

감압다이빙 시, 각 개별 수심과 감압정지가 목록화된
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이빙 후 화면에서는 주요 매개 변수가 요약됩니다.
추가로 잔류질소 배출시간, 비행금지시간, 현재 CNS
레벨, 수면휴식시간 그리고 각 조직 내 과포화 정보를
보여줍니다.

로그북은 각 다이빙의 수심, 수온과 탱크 압력을 3 페이지
로 보여줍니다.

수중메뉴는 다이빙 중에도 불러와 아이콘 HD의 연결된
지도를 선택하는 등 세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포화도 그래프는 감압 상황과 현재 수심이 그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과잉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총 감압시간을 증가시키거나
감압계산이 더 느린 조직으로 바뀌는 것을 컨트롤하려는
경우가 생기면 경고 알람이 켜집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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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HD BLACK EDITION 아이콘 HD 블랙 에디션
세트가격 : 230만원(트랜스미터 포함)

혁신적인 펌웨어의 채택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아이콘 HD 블랙 에디션
■■ 가독성을 최대화한 새로운 화면 레이아웃
■■ 새로운 기능: 수중메뉴, 사용자최적화, 런어웨이

감압 알람
■■ 새로운 조직포화그래프

펌웨어 4.1이 아이콘 HD 에어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화면 레이아웃은 가독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폰트를 최적화하고
크기도 최대로 키웠습니다. 특히 프로파일 확인에서
색상 대비가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나이트모드
옵션에서 검정색 배경에 흰색 숫자로 표기했으며
새로워진 조직포화도 그래프는 다이빙 프로파일이
질소 축척과 배출 그리고 그것이 감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수중 메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중 메뉴에서 지도를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최대 수심을 수정하거나 다이빙시간 알람,
화면의 밝기 조절, 탱크 변수 수정 등 다이빙 하는 도중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HD 전용의 새로운 런어웨이 감압 알람은 감압
의무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때 알려줍니다.
수면 휴식 세팅을 감압 다이브 플래너에 추가할 수 있고,
로그북은 보다 많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충전 겸용 인터페이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 마레스코리아에서 수입한 제품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AN (NITROX) from 21% to 99%

아이콘HD 플라스틱 보호커버
가격 : 5만 5천원

TANK MODULE

사용하고 있는 탱크 압력으로 탱크를 정의하면, 턴-어라운드 포인트, 탱크 보유, 그리고 아이콘은 5 압력 범위를 생성하고, 탱크 상태를 즉시 볼 수 있도록 논리적인 시퀀스로 탱크의
잔압 상태를 색상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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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매트릭스
가격 : 105만원

미래를 향한 한발 앞선 다이브 컴퓨터
■■ 완전 원형의 도트 매트릭스 화면
■■ 업그레이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 PC 인터페이스 포함
■■ 밧데리 교체가 필요없는 충전용 컴퓨터

고성능의 완전 원형 화면, 기울어진 각도에서도 기능을
발휘하는 디지털 나침반으로써 방향제시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다이빙 중에 프로 파일을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기능과 이종 기체의 알고리즘 등은 MATRIX
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MARES 시계형 다이브 컴퓨터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 시켰습니다.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방식의 현재 시각표시, 세컨드
타임 지역표시, 정밀한 스톱워치 기능, 맵시 나는 메탈
하우징은 다이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멋진 제품입니다.
5초 간격의 샘플링으로 프로파일 그래프를 표시하며
35시간 로그북 기능도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는
수년간 유지 보수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거치대는 다이빙 내용을 다운로드하고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 PC인터페이스 기능을 겸합니다.
매트릭스 다이브 컴퓨터는 최신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하여 다이버들의 배터리 교체 스트레스를
없앴습니다. 일반 전원이나 컴퓨터에서 최대 2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충전시 시계모드로 최소
15일 연속 15시간이상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화이트(WH)

검정(BK)

EAN (NITROX) from 21% to 99%

매트릭스 접착식 실리콘 보호창
가격 : 3만원

DISPLAYS

아날로그시계

USB인터페이스 포함

1:1 scale

감압 다이빙

로그북

메탈 스트랩
※ 별도 구매
색상 검정 화이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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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25만원

기체 교환

매트릭스 연장줄

콤파스모드

테크 스트랩

※ 별도 구매

※ 별도 구매

가격 : 3만원

가격 : 3만 5천원

2015-03-12 �� 1:43:29

NEMO WIDE 네모 와이드
가격 : 75만원

가장 큰 글자가 모든 정보를 명확히 전달
■■ 넓은 화면으로 뛰어난 판독 가능
■■ 인체 공학적 디자인, 본능적인 사용과 즉각적인

정보 파악 가능
■■ 멀티가스 사용가능
■■ 업그레이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네모와이드는 판독하기 쉽고, 본능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믿음직스러운 컴퓨터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네모와이드는 사용 방법이나 외부 디자인은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네모와이드는 매트릭스나
퍽 프로처럼 디스플레이 창에 구획을 만들어주어
정보를 쉽게 판독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에
네모와이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텀타이머 모드에서
스톱워치를 사용할 수 있고 평균 수심에서 리셋이
가능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버에게도 이상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쉽게 읽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원한다면 네모와이드는 당신을 위한 컴퓨터입니다.
EAN (NITROX) from 21% to 99%

네모 와이드 전용보호커버
가격 : 5만원

DISPLAYS

1:1 scale

딥 스톱

딥 스톱 동안에 타이머

기체 교환

바텀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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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K PRO 퍽 프로
가격 : 53만원

두 가지 기체 교환 및 모든 첨단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
화이트(WH)

■■ 손목에 꼭 맞도록 슬림한 디자인
■■ 탁월한 식별을 위한 커다란 화면
■■ 직관적인 사용자용 인터페이스

마레스가 2008년에 다이브 컴퓨터 퍽(PUCK)
을 출시하였을 때, 다이브 산업계에 파문이 번져
나갔습니다. 탁월한 직관성, 쉬운 사용법, 대단히
경제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RGBM 나이트록스 컴퓨터
기능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파문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초의 콘셉트에서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디자인은 슬림하게 화면은 더욱 커다랗게 만들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펌웨어와 기체교환 기능을
추가 탑재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탑재하고 불필요한 테두리 장식은 제거하였습니다.
스크롤해서 원하는 정보만을 띄워놓고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퍽 프로(PUCK PRO)는 다이버들의 오랜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빨강(RD)

노랑(YL)

파랑(BL)

EAN (NITROX) from 21% to 99%
실버(SL)

라임(LM)

퍽 프로 접착식 실리콘 보호창
가격 : 3만원

DISPLAYS

무감압 다이빙
현재시간

USB 인터페이스
※ 별도 구매

감압 다이빙

쉽고 직관적인 버튼 사용

1:1 scale

기체교환

나이트록스 메뉴

깔끔한 디스플레이

슬림한 디자인

가격 : 15만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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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O AIR 네모 에어
가격 : 88만원(네모 에어 전용 콤파스 포함)

잔압 및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다이브 컴퓨터
■■ 멋지고, 컴팩트하며,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 해독이 쉽도록 넓은 화면과 매트릭스 점선

방식을 적용
■■ 공기 소모량을 리터/분으로 측정 가능한 공기

정보 통합형
네모에어 전용 콤파스

네모 에어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다이버의 공기
소모량을 근거로 최적의 수중 체류 시간을 계산하여
주므로, 다이버는 편안한 마음으로 다이빙 시간을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조작이 손쉽게 3개의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매트릭스 화면과 다양한 걸쇠 고리 등이 장착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지퀵 커넥터

마레스 전용 컴퓨터 가방

PUCK CONSOLES 콘솔형 퍽
가격 : 퍽2 59만원 / 퍽3 69만원

퍽의 다양한 기능들을 즐길 수 있는
콘솔형 다이브 컴퓨터
■■ 퍽 다이브 컴퓨터를 장착한 인체 공학적인

콘솔 디자인
■■ 새로운 게이지 화면으로 화면을 쉽게 판독
■■ 다양하게 부착 가능한 여러 개의 부착용 고리
■■ 하나의 버튼으로 쉽게 조작

MISSION PUCK 2 퍽2
퍽 컴퓨터 캡슐과 크롬 도금한 황동 재질의 컴팩트하고
판독이 쉬운 잔압 게이지가 결합된 다이브 콘솔입니다.
내 충격성 탄성 테크노폴리머 케이스는 최적의 각도와
형태로 만들어서 인체 공학적입니다. 중앙과 전면과
측면의 부착용 고리들은 다양한 각도로 컴퓨터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MISSION PUCK 3 퍽3
콤파스를 추가한 것입니다. 수중에서 방향 찾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퍽 컴퓨터와 잔압 게이지로 구성된
컴팩트한 콤파스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각도의
내 충격성 콘솔 케이스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게이지
그리고 콤파스를 한꺼번에 쉽게 판독할 수 있습니다.
잔압 및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다이브 컴퓨터
MISSION PUCK 2

MISSION PUCK 3

퍽2

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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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CONSOLES 미션 콘솔
단순하면서도 뛰어난 최신의 콘솔형 게이지
■■ 새로운 디자인의 모듈
■■ 다양한 위치의 고리
■■ 판독이 용이한 최신의 화면창

MISSION 3 미션 3

MISSION 2 미션 2

MISSION 2C 미션 2C

MISSION 1 미션 1

HANDY COMPASS
핸디 콤파스

가격 : 36만원

가격 : 27만원

가격 : 27만원

가격 : 17만원

가격 : 17만원

아날로그식 잔압계와 수심계에
컴팩트한 전용 콤파스를 부착하
여 완성하였습니다.
내 충격성 케이스는 최적 각도로
설계되어 게이지들과 콤파스를
동시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착용 고리가 있어
다이버가 원하는 대로 몸에 밀착
시킬 수 있습니다.

잔압 게이지와 수심계를 조합한
아날로그 게이지입니다.

압력 게이지와 콤파스를 겸한
아날로그 게이지입니다. 두 가지
계기를 동시에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최적의 각도로 설계
하였습니다.

내 충격성 탄성 테크노 폴리머
케이스가 사용된 정교하며
판독이 쉬운 잔압계입니다.
수중에서 게이지를 마음대로
부착하고 활동하기위한 부착용
고리를 설계 하였습니다.

콤파스를 케이스에 끼워서 리
트렉터 등으로 연결하여 BC
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케이스는
내 충격성 및 긁힘 방지 용도의
탄성 테크노폴리머 재질입니다.

USB INTERFACE USB 인터페이스
DRAK USB INTERFACE 드래그 USB 인터페이스
가격 : 15만원

IRIS USB INTERFACE 아이리스USB 인터페이스
가격 : 15만원

네모 와이드, 네모 에어 퍽 컴퓨터용 USB 인터페이스

네모 엑셀, 에어랩 엠1용 USB 커넥터와 6핀 커넥터의 두가지 모델

다이브 프로필, 그래픽 표시 기능
■ 다이브 시뮬레이션 기능
■ 다양한 언어 지원
■ 새로운 업데이트가 실용될 경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데이터의 전송 기능
다이빙에 관한 추가 정보 입력 기능
■ 저장된 과거 다이브 기록의 비교 분석 기능
■ 특정 타입의 다이빙 기록별로 재 분류 기능
■ 지역별 표준시간 조정 기능
■ 다이브 프로파일을 분석한 그래픽 표시 기능
■ 다이브 시뮬레이션 기능
■ 해당 다이빙 관련 사진 수록 기능
■ 다양한 언어 지원 기능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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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소프트 웨어

DIVE ORGANIZER 다이브 오거나이저

DIVER’S DIARY 다이버스 다이어리

아이콘 HD(ICON HD)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다이
브 오거나이저는 지금은 네모와이드, 네모에어, 그리고 모든 퍽 컴퓨터에 두
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이빙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모든 다이빙 히스토
리의 세부 내용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www.mares.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레스와 애플사와의 합작품입니다.
MAC 컴퓨터에 DIVER’S DIARY를 설정하고 ICON HD의 다이빙 기록을 다
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APPLE의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Computer

스마트

아이콘 HD 블랙 에디션

매트릭스

퍽 프로

네모 와이드

네모 에어

콘솔형 퍽

150 m (492 ft)

150 m (492 ft)

150 m (492 ft)

150 m (492 ft)

150 m (492 ft)

150 m (492 ft)

150 m (492 ft)

36 hr

> 100hr

36 hr

36 hr

38 hr

36 hr

36 hr

5s

5s

5s

5s

5s

20 s

20 s

LCD 컬러 화면
도트 방식의 매트릭스
매트릭스/구획간 화면 조정
화면 구획
공기정보 통합기능
가스교체 사용가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USB 충전 방식
단일 버튼조작
미네랄 글라스
최대 작동 수심
충전식 배터리
직접 교환 가능한 배터리 시스템
잔류질소 메모리 삭제 기능
경보음 억제기능
상승 속도 표시 기능
메모리 용량
프로파일 샘플링
듀얼 타임
스톱 워치

***

**

*

***

알람
* Dive mode / ** Compass and bottom timer modes only / *** Bottom timer mode

23

02.���.indd 23

2015-03-12 �� 1:44:51

BCD’s
퓨전 부력 주머니(FUSION BLADDER)
백마운트와 클래식 부력 주머니와의 병합 방식 BC 높은 부력,
걸리적거리지 않는 동작, 편안한 수면자세 등의 특징을 갖는
부력 주머니입니다.
클래식 부력주머니(CLASSIC BLADDER)
다이버의 양 앞쪽과 등 쪽을 공기 주머니로 감싸는 형식, 높은
부력, 걸리적거리지 않는 동작, 편안한 수면자세 등의 특징을
갖는 형식의 부력주머니입니다.
백 마운트(BACKMOUNTED)
하네스로부터 블레이드를 분리하여 등 쪽에만 블레드이를 설계
함으로써 옆쪽의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을 없애서 행동이 자유롭
습니다.
에르고 인플레이터(ERGO INFLATOR)
교육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에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흡기, 배기
조절장치입니다. 직관적인 사용과 최상의 그립을 제공합니다.

에어트림(AIRTRIM)
수중에서 어떠한 자세로도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교하고
쉽게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특허 기술입니다. 조절 장치는
최대한 인체 공학적인 위치로서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위치합
니다.
접을 수 있는 백팩(FOLDABLE BACKPACK)
기존의 백팩에 비하여 부피도 줄고 무게도 현저하게 줄여서
투어 용도로 이상적입니다. 통합형 고무 패드는 탱크를
확실하게 고정 시킬 수 있으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최신 현가장치 시스템(SUSPENSION SYSTEM)
최신 디자인의 등산 배낭에 적용하는 것처럼 다이버의
등판과 탱크 사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현가장치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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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AT 하이브리드 에어트림
가격 : 125만원

Sizes

XS/S

M/L

XL

무게

3,9kg

4kg

4,2kg

14,8kg

20,5kg

24kg

부력
가슴둘레
적용

75~90cm 90~110cm 110cm이상
여자小中

남자中大

남자特大

가장 편안하고 가장 몸에 잘맞으며
즉각적인 부력 조절이 가능한BC
■■ 빠르고 직관적인 부력 조절용 에어트림 장착
■■ 콤팩트한 사이즈로 접을 수 있는 백팩 시스템
■■ 수트의 두께에 상관없이 몸에 잘 밀착되는 서스

펜션 시스템
에르고인플레이터 형태의 모든 사양들이 에어트림
버전으로이루어졌습니다. 기체 역학적 밸브에 관한
마레스의 특허 시스템이 수중에서 어떠한 자세에서도
BC의 공기를 넣고 빼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깨끈은
바느질 자국이 없으며 요추 부위의 백팩에는 특수
패딩이 갖추어졌습니다. 일체형 트림웨이트와 통합형
웨이트 시스템의 MRS PLUS를 갖추었습니다

HYBRID 하이브리드
가격 : 100만원

Sizes

XS/S

M/L

XL

무게

3,8kg

3.9kg

4,3kg

14,2kg

19.3kg

22.5kg

부력
가슴둘레
적용

75~90cm 90~110cm 110cm이상
여자小中

남자中大

남자特大

기술혁신 그 이상의 새로움
■■ 접을 수 있는 백팩
■■ 극도로 낮은 형태의 배기 밸브
■■ 전례 없는 편안함과 부력 균형

하이브리드는 마레스의 BC제품의 발전에 있어서 절정
에 있습니다.
하네스와 블레이드의 분리 이음새 없는 어깨 멜빵 그
리고 백팩 윙, 특수 패딩 등 유례없는 사양들 덕택에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편안함, 착용감, 안정감 그
리고 부력 등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우면서 튼튼한 재질
과 전반적인 경량화, 백팩에 위치한 트림 웨이트 주머
니, 그리고 MRS PLUS시스템 게다가 멋진 스타일을 갖
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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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PRO TEC 하이브리드 프로 텍
가격 : 110만원

Sizes

XS/S

M/L

XL

무게

4.3kg

4.4kg

4,6kg

25kg

25kg

25kg

부력
가슴둘레

75~90cm 90~110cm 110cm이상

적용

여자小中

남자中大

남자特大

백 마운트 BC의 혁신
■■ 알루텍스(ALUTEX)로 제작하여 튼튼함과 내구성

확보
■■ 통합형 웨이트 시스템의 규격화
■■ 금속 D링 10개 그중 3개는 위치 변경가능

하이브리드 프로 텍(HYBRID PRO TEC)을 착용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완벽한 피팅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수준의 편안함은 인체 공학적인 형태로서
강화된 요추 서스펜션 시스템과 완벽하게 일체화되어
작용하는 특수 어깨패드를 통해서 얻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프로 텍(HYBRID PRO TEC)은 10개의 금속
D링을 갖추고 있으며, 그중 3개는 어깨패드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필요에 의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알루텍스(ALUTEX)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방치하여도, 오랜 시간동안 견딜 수
있을 만큼 매우 튼튼합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프로 텍(HYBRID PRO TEC)은 조립식 구조의 BC로써
MRS PLUS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탈부착 베스트는
분리하여 다이빙 투어에 꼭 필요한 BC만을 갖추게
합니다. 여기에 옵션으로 트림웨이트 시스템과 크루즈
애드온 포켓을 추가하여 구성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SS 웨이트키퍼

크루즈 애드온

트림 웨이트

가격 : 1만원

가격 : 2만 5천원

가격 : 5만원

맞춤형 금속 D링

크고 사용하기 쉬운 포켓

유선형 블레이드

여러가지 기능으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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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드래곤
가격 : 95만원

Sizes

S

M

L

XL

무게

4,2kg

4,4kg

4,5kg

4,6kg

부력

14,2kg

17,3kg

19,3kg

22,5kg

가슴둘레

80~90cm 90~100cm 100~110cm 110cm이상

적용

여자中

남자中

남자大

남자特大

스타일과 비교할 수 없는 내구성을
갖춘 BC
■■ 네오프렌 목 칼라 패드와 플러쉬 안감으로

편안함
■■ 신속 조절식(QAS-QUICK ADJUST SYSTE M)

의 탄성체 허리밴드
■■ 트림 웨이트와 MRS PLUS 통합형

안전성, 편안함 그리고 스타일을 원하는 다이버를
위해서 고안하고 설계하였습니다. 드래곤은 편안함,
탁월한 부력, 몸에 완벽하게 맞는 유선형의 맵시 등으로
최고의 수준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다이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드래곤은 3D 알루텍스와 내마모 메쉬로
튼튼함을 갖추었습니다.

KAILA 카일라
가격 : 95만원

Sizes

XS

S

M

무게

4kg

4,1kg

4,1kg

부력

14,2kg

14,2kg

14,2kg

가슴둘레
적용

75~85cm

80~90cm 90~100cm

여자小

여자中

여자大

여성을 위해서 여성이 설계한 BC
■■ 여성 전용을 위한 재단으로 패션을 위한 디자인
■■ 안쪽의 플러쉬 라이닝과 네오프렌 패드의 목칼라

등으로 안락하고 우아함
■■ 상체 길이에 따라 2개의 어깨 스트랩 조절

카일라는 하와이 언어로 ‘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기능과 편안함에 스타일과 기품을 동시에 갖추기
원하는 우아한 여성 다이버를 위한 BC입니다. 맵시
있는 드래곤 공기 주머니를 갖춘 설계로 뒤쪽으로 약간
더 모아지는 공기 덕택에 충분한 부력을 제공합니다.
앞쪽은 부풀려진 느낌 없이 날씬한 형태로서 수면에서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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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IGE 프레스티지
가격 : 69만원

Sizes

S

M

L

무게

3.4kg

3.6kg

3.7kg

부력

15.3kg

16.3kg

20.5kg

가슴둘레
적용

80~90cm 90~100cm 100~110cm
남자中

여자中

남자大

모든 필요한 성능을 다 갖춘 BC
■■ 50MM 폭의 허리 잠금 벨트
■■ 이중 조절식 가슴 잠금 벨트
■■ 4개의 30도 구부린 스테인레스 스틸 D링
■■ 통풍형 그물 패드의 등받이와 인체 공학적 인

어깨 스트랩
여러 종류의 코듀라 자재를 오묘하게 조합해서
제작함으로써 튼튼하고 내마모성이 강합니다. 세부
사항까지 신경을 써서 제작 하였습니다. 안정감을
높이기 위하여 손잡이를 갖춘 긴 백팩, 배수형 입체
포켓, 부풀렸을 때에도 몸에 잘 맞는 블레이드, 조절식
허리밴드, 백팩 커버, 보호 패드가 부착된 어깨끈 등은
편안함을 제공하게끔 설계된 요소들입니다.

PEGASUS 페가수스
가격 : 65만원

Sizes

XS

S

M

무게

2.5kg

2.6kg

2.8kg

부력

20.5kg

20.5kg

20.5kg

가슴둘레
적용

75~85cm

80~90cm 90~100cm

여자小

여자中

남자中

열대 다이빙 전용 BC
■■ 심플한 구조와 충분한 부력 제공
■■ 경량(2.9KG)이면서 내구성을 보장하는 최고의

재질
■■ 샅바 스트랩으로 안정적 균형감 보장

더욱 경량화한 BC를 만들기 위하여 더 단순화
하였습니다. 인체 곡선형 어깨 스트랩과 이중 조절식
가슴 스트랩 그리고 부력이 큰 백마운트식 구조로서
최상의 착용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테크노폴리머 D링, 탈착이 가능한 이중 샅바 스트랩,
MRS등을 갖추었습니다.
지퍼달린 롤업식 포켓 등으로 단순화되어 여행과
다이빙을 즐기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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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프라임
가격 : 58만원

Sizes

S

M

L

무게

2,9kg

3,1kg

3,1kg

부력

15,3kg

16,3kg

20,5kg

가슴둘레
적용

80~90cm 90~100cm 100~110cm
여자中

남자中

남자大

편안함과 스타일로 당신을 놀라게 할
BC
■■ 옥토퍼스와 압력 게이지 보관 가능
■■ 지퍼가 있는 대형 포켓

부력 주머니는 코듀라 420으로 만들었고 백팩에 단단한
핸들이 있습니다. 프라임은 다이빙 모험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옥토퍼스와 압력 게이지 포켓을
앞 쪽에 위치하여 다이빙이 보다 편안해졌습니다. 부력
리프트가 훌륭합니다.

SPIRIT 스피릿
가격 : 40만원

Sizes

L

무게

2.8kg

부력

20.5kg

가슴둘레
적용

100~110cm
남자大

모험의 시작
■■ 탁월한 내구성
■■ 수월한 활용성
■■ 대형 주머니 2개설치

420코듀라로 제작된 블레이드로 높은 부력을 제공합니다.
한편 노출되어 있는 포켓 부위는 질긴 재질의 코듀라
1000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드 백팩을 연장한 버전과
옥토퍼스와 콘솔 계기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스피릿은 그야말로 수중 모험을
즐기기 시작하는 다이버를 위한 B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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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AVANTGARDE 하브 아방가르드
가격 : 310만원

Sizes

S

M

L

XL

부력

10.4kg

14.4kg

14.8kg

18.2kg

가슴둘레
적용

80~90cm 90~100cm 100~110cm 110cm이상
여자中

남자中

남자大

남자特大

모든 장비가 일체화되어 편리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 에어트림 시스템과 함께 통합되어 있는 고유의

아방가르드 전용가방
하브 아방가르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가방

시스템
■■ 최고 품질의 BC, 레귤레이터 그리고 옥토퍼스
■■ 빠르고 쉽게 탱크를 부착할 수 있는 에어록

시스템
지구상에서 유일한 제품이며 모든 장비가 통합되어 있습
니다. 해외 다이빙, 보트 다이빙에 최고입니다. 하브는
인체 곡선형 백팩과 부착형 손잡이를 갖추었습니다.
운반용 가방이전용으로 포함되어 있어 마스크, 스노클,
얇은 웻수웨트 그리고 액세서리 등을 같이 담을 수
있습니다.

에어록 AIRLOCK
마레스의 특허인 에어록
은 공기압 시스템을 당겨
주는 간단한 조작으로 하
브와 BC를 탱크에 확실하

※ 레귤레이터, BC, 옥토퍼스, 에어록, MRS,
전용가방 포함
※ 게이지, 스위벨조인트는 선택사양

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HUB CENTURY 하브 센츄리
가격 : 180만원

Sizes

S

M

L

부력

7.1kg

9.1kg

12.2kg

가슴둘레
적용

80~90cm 90~100cm 100~110cm
여자中

남자中

남자大

하브 시스템 중 가장 실용적이면서
가벼운 모델
■■ 클래식 공기주머니 형태의 BC
■■ 오랄 인플레이터는 사용하기 쉽도록 별도

전용주머니에 보관
■■ 스테인레스 링

현대적이면서 우아하고, 콤팩트하면서 가볍습니다. 하
브 센츄리는 하브 시스템 본래의 모든 장점을 두루 갖춘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 레귤레이터, BC, MRS 포함
※ 게이지, 옥토퍼스, 에어록, 스위벨조인트는
선택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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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BCD

하이브리드 AT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프로 텍

드래곤
MRS PLUS

카일라
MRS PLUS

프레스티지

페가수스

프라임

스피릿

Sizes

XS/S ·
M/L · XL

XS/S ·
M/L · XL

XS/S ·
M/L · XL

S · M · L · XL

XS · S · M

S·M·L

XS · S · M

S·M·L

L

Cordura®420 /
Cordura®420

Cordura®1000 /
Cordura®420 /
Alutex

Cordura®420 /
Cordura®420
with Alutex
protection
and abrasionresistant mesh

Cordura®420 /
Cordura®420
with abrasion
resistant
protection

Cordura®1000 /
Cordura®1000

Cordura®
Duroskin/
Cordura®
Duroskin

Cordura®420 /
Cordura®420

Cordura®420 /
Cordura®420

10

5

5

4

퓨전 부력주머니
클래식 부력주머니
백마운트
에르고 인플레이터
에어트림
접을 수 있는 백팩
현가 장치 시스템

재질
(외부/내부)

Cordura®420 /
Cordura®420

스테인레스 스틸
D-rings

알루미늄

1

6

7

4,3

헤비듀티 테크노폴리머

부력

2

3

2

4

2,9

3,1

2.8

4

XS

14,8

14.2

25

S

14,8

14.2

25

14,2

14,2

15,3

20,5

15,3

M

20,5

19.3

25

17,3

14,2

16,3

20,5

16,3

L

20,5

19,3

25

19,3

XL

24

22,5

25

22,5

무게 (size L) Kg

4,5

4,3

3,7

3,9

14,2

20,5

20,5

20,5

20,5

BCD’s/ S ACCESSORIES BC 액세서리
에어록

MRS PLUS 키트

호스 리테이너

가격 : 10만원

가격 : 9만원

가격 : 1만 2천원

크루즈 애드온
가격 : 2만 5천원

마레스의 특허인 에어록은 공기압

넉넉한 공간, 단순한 조작으로 사용이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늘어진

벨크로 잠금. 형광테두리 형태. 장비에

시스템을 당겨주는 간단한 조작으로

용이.

내부는

게이지 등 장비가 손상을 입히지 않기

고정하기 용이. 나이프와 백업용 마스크

하브와 BC를 탱크에 확실하게 고정

벨크로로 구획되어 다양하게 사용(‘L’

위한 필수 액세서리. 360도 회전식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내부 포켓이 있음.

사이즈 내용 중량 6kg, ’S’사이즈 내용

커다란 금속 이음매로 쉽게 탈착이 가능

지퍼

달린

포켓과

중량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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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S
찬물 다이빙용(FOR COLD WATER)
두께 6mm이상의 네오플렌 적용
온화한 수온 다이빙용 (FOR TEMPERATE WATER)
두께 5 mm 네오플렌 적용
따뜻한 수온 다이빙용 (FOR WARM WATER)
두께 3mm 네오플렌 적용
등판 보호 시스템(BACK PROTECTION SYSTEM)
등과 탱크 받침대 사이에인체 공학적인 형태의 네오플렌 쿠션을
설치하여서 수트 착용의 편안함을 증대 시키고 늘상 추위를
민감하게 느끼는 부위를 더욱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그립(INSTRUMENT GRIP)
양쪽 손목에 컴퓨터를 찰수 있도록 그립이 설계 되었습니다.

마스터씰 지퍼(MASTERSEAL ZIP)
탁월하게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지퍼입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신규 마스터씰 지퍼는 다이버가 최대한 자유롭게 동작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최적의 보온 효과도 제공합니다.

티텍스 지퍼(TITEX ZIPS)
지나칠 정도로 강하고 내구성이 높은 지퍼입니다. 세컨드
스킨에는 실버씰 등급의 지퍼를 장착합니다.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그리스를 발라 주어야 합니다.

이 중씰 시스템(DOUBLE SEALING SYSTEM)
글라이드 스킨 원단의 안쪽 면과 부드러운 네오플렌 씰링과의
조합으로 손목씰과 발목씰에서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써모 플러쉬(THERMO PLUSH)
가슴 부위에 엄청나게 부드러운 내부 층을 배치하여 상체를
따뜻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써모플러쉬 원단은 내구성이 좋고
빠르게 건조합니다.
후드 포함(HOOD INCLUDED)
수트가 후드를 포함한 경우의 아이콘입니다.
후드 키퍼(HOOD KEEPER)
후드를 걸어서 보관할 수 있는 고리가 연결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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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SKIN SET 세컨드스킨 세트
가격 : 65만원(세트)

2nd SKIN 세컨드스킨 원피스

2ndSKIN SHORTY세컨드스킨 튜닉

가격 : 53만원

가격 : 17만원

thickness: 6 mm

thickness: 1.5 mm

수온의 편차가 큰 한국 바다에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스킨 세트 사용(튜닉+원피스) : 완벽한 밀수 효과와 이중 보온
효과로 차가운 수온에 좋습니다.

찬물 다이빙용 수트의 혁명 6mm
■■ 실버씰 등지퍼의 방수 기능
■■ 신형 척추보호 패드로 등판 보호효과
■■ 울트라 스트레치 네오프렌으로 입고 벗기 쉬움

실버씰 지퍼를 갖춘 6mm 두께의 보온용 수트입니다. 물이 유입될 수 있는부분(
목, 손목, 발목)은 물의 유입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글라이드스킨 씰을, 겉은 네오프렌 원단에 지퍼를 추가하였습니다. 세컨드스킨
튜닉을 겹쳐 입으면 물 유입 차단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은 제2의 피부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수프라텍스 무릎패드와 척추보호용 패드로 최고급 수트를
완성하였습니다

S

M

ML

L

XL

XXL

XXXL

키(cm)

MEN´S

158~160

160~170

164~174

169~178

172~182

176~186

180~190

가슴둘레(cm)

80~88

85~92

89~96

93~100

97~105

101~115

110~120

몸무게(kg)

53~58

55~62

57~67

62~75

70~80

75~90

85~100

LADY'S

S(2)

M(3)

ML(4)

L(5)

XL(6)

153~160

157~162

160~165

162~169

166~173

가슴둘레(cm)

78~85

88~88

84~90

88~94

91~100

몸무게(kg)

45~45

48~55

52~60

53~63

53~68

키(cm)

그야말로 제2의 피부 1.5mm
반사된 체열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 메탈라이트 원단으로 제작ㆍ수트 안에
받쳐 입도록 설계 팔과 다리 끝부분은 글라이드 스킨 원단으로 되어 있으며 목
잠금 장치와 0.5mm 후드는 물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스노클링을 할 때 에는 튜닉만 입을 수 있습니다.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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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A THERM 플렉사 썸
가격 : 77만원
thickness: 6.5 mm

기존의 세미드라이 수트를 뛰어넘는 차세대 모델
6.5mm
■■ 마스터 씰 지퍼를 채택하여 내구성 대폭 강화
■■ 100% 울트라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하여 입고 벗고 활동하기 지극히

S

M

ML

L

XL

XXL

XXXL

키(cm)

MEN´S

158~160

160~170

164~174

169~178

172~182

176~186

180~190

가슴둘레(cm)

80~88

85~92

89~96

93~100

97~105

101~115

110~120

몸무게(kg)

53~58

55~62

57~67

62~75

70~80

75~90

85~100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편함
■■ 사용이 편리한 주머니에 지퍼 부착
새로운 플렉사 썸(FLEXA THERM)수트는 울트라 스트레치 네오프렌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한 피팅과 더할 나위 없는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마스터 씰
방수 지퍼를 사용함으로써 확실하게 발전된 보온성을 갖추게 되었을뿐 아니라,
어깨 부위에 유연하고 자유로운 동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지퍼달린 주머니에는 내부에 D링을 갖추어 장갑이나 후드 등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후드는 위쪽에서 공기를 뺄 수 있게 하여
쉽게 평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후드에는 후크가 있어서 주머니속의 D링에 고정
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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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A 플렉사
FLEXA 5.4.3 플렉사 5.4.3

FLEXA 3.2.2 플렉사 3.2.2

가격 : 47만원

가격 : 37만원

thickness: 5.4.3mm

thickness: 3.2.2mm

※한국형 플렉사 3.2.2 원피스는 등지퍼 형태로 공급됩니다.

내 몸처럼 느껴지는 극도의 편안함

S

M

ML

L

XL

XXL

XXXL

키(cm)

MEN´S

158~160

160~170

164~174

169~178

172~182

176~186

180~190

■■ 100% 울트라 스트레치 사용

가슴둘레(cm)

80~88

85~92

89~96

93~100

97~105

101~115

110~120

■■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몸무게(kg)

53~58

55~62

57~67

62~75

70~80

75~90

85~100

■■ 써모 플러쉬 안감
LADY'S

플렉사 수트는 트리라스틱 적용에 있어서 최상의 효과를 입증하는 수트입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서 각각 두께를 적용 하였습니다. 100%울트라 스트레치
원단으로 비교할 수 없을만한 마감처리와 디테일에 공을 들였습니다. 새로운
고무 재질의 잠금 태그와 등지퍼 당김줄 등이 이를 대변합니다. 플렉사 수트는
보온을 위하여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2)

M(3)

ML(4)

L(5)

153~160

157~162

160~165

162~169

가슴둘레(cm)

78~85

88~88

84~90

88~94

몸무게(kg)

45~45

48~55

52~60

53~63

키(cm)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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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IONEER 뉴 파이오니아
가격 : 28만원
thickness: 5 mm

언제나 어디서나 최적의 수트
■■ 등 지퍼 채택
■■ PU 프린트 그래픽
■■ 양 손목에 컴퓨터 그립

“오프 로드” 다이빙 수트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뉴 파이오니아는 향상된 패턴과
컷으로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뉴 파이오니아는 등지퍼와 울트라스트레치 판넬,
PU 프린트 그래픽, 양 손목의 컴퓨터 그립, 사용하지 않을 때 후드를 걸 수 있는
D-링 그리고 비 고무재질로 제작한 마감이 특징입니다. 후드는 공기를 배출하고
스스로 이퀄라이즈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압력 배출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오른쪽 다리의 D-링에 간단히 후드를 장착할 수 있어 후드를 잃어버릴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 마감은 스크래치 방지 시스템으로 착용하지 않을
때 필링을 방지합니다.

후드 키퍼
MEN´S

발목 씰처리

S

M

ML

L

XL

XXL

XXXL

키(cm)

158~160

160~170

164~174

169~178

172~182

176~186

180~190

가슴둘레(cm)

80~88

85~92

89~96

93~100

97~105

101~115

110~120

몸무게(kg)

53~58

55~62

57~67

62~75

70~80

75~90

85~100

LADY'S

S(2)

M(3)

ML(4)

L(5)

XL(6)

153~160

157~162

160~165

162~169

166~173

가슴둘레(cm)

78~85

88~88

84~90

88~94

91~100

몸무게(kg)

45~45

48~55

52~60

53~63

53~68

키(cm)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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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EER 파이오니아
가격 : 28만원
thickness: 5 mm

※한국형 파이오니아 원피스는 등지퍼 형태로 공급됩니다.

등 지퍼가 채택된 일체형 원피스 5mm

S

M

ML

L

XL

XXL

XXXL

키(cm)

MEN´S

158~160

160~170

164~174

169~178

172~182

176~186

180~190

■■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어깨보호

가슴둘레(cm)

80~88

85~92

89~96

93~100

97~105

101~115

110~120

■■ 길어진 등지퍼

몸무게(kg)

53~58

55~62

57~67

62~75

70~80

75~90

85~100

■■ 손목씰과 발목씰 재봉 선은 타원형 재봉
LADY'S

파이오니아 수트는 거친 환경용 다이빙수트입니다. 무릎과 어깨부위는 내구성이
높고 부드러운 고무를 입혔습니다. 종전 지퍼보다 긴 등지퍼를 사용하여 입고
벗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손목씰과 발목씰에 글라이드 스킨을 사용하여 씰링
효과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글라이드스킨 원단으로 씰처리를 한 후드가 수트의
기능을 완성시킵니다.

S(2)

M(3)

ML(4)

L(5)

XL(6)

153~160

157~162

160~165

162~169

166~173

가슴둘레(cm)

78~85

88~88

84~90

88~94

91~100

몸무게(kg)

45~45

48~55

52~60

53~63

53~68

키(cm)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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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듀얼
가격 : 33만원
thickness: 5 mm

※한국형 듀얼 투피스는 후드 분리형으로 공급됩니다.

입고 벗기 쉬운 투피스 수트 5mm

S

M

ML

L

XL

XXL

XXXL

키(cm)

158~160

160~170

164~174

169~178

172~182

176~186

180~190

■■ 글라이드 스킨 원단의 손목씰과 발목씰

가슴둘레(cm)

80~88

85~92

89~96

93~100

97~105

101~115

110~120

■■ 포트 플러쉬 안감의 파머존

몸무게(kg)

53~58

55~62

57~67

62~75

70~80

75~90

85~100

■■ 필요한 부분에 탄성 재질 사용

MEN´S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파마존에 자켓을 덧입는 전통적인 구성이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탄성 재질의 5mm원단을 사용하고, 보온이 필요한 가슴과 등 부위는 두꺼운
네오프렌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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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OMP 12 트라이콤프 12
가격 : 49만원

핀 수영이나 철인삼종 경기에 최적의 수트

S

M

ML

L

XL

키(cm)

MEN´S

158~160

160~170

164~174

169~178

172~182

■■ 부위마다 최적의 원단을 사용

가슴둘레(cm)

80~88

85~92

89~96

93~100

97~105

■■ 제2의 피부 같은 수트

몸무게(kg)

53~58

55~62

57~67

62~75

70~80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완벽하게 몸에 꼭 맞습니다
각 사이즈별로 마치 제2의 피부인 듯이 완벽하게 밀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육에 대한 압박감은 운동 능력을 향상 시킵니다. 팔과 다리의 길이는 개인에
맞도록 재단할 수 있습니다.
탄성 재질
바깥 면의 네오프렌과 안쪽 면의 라이크라는 모두 움직임을 쉽게 할 수 있게하여
완벽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부력
두께를 2mm 부터 5mm까지 다양하게 배치하여 부위별로 필요한 만큼의 부력을
생성시켜서 완벽하게 표준과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속도
전혀 물기를 흡수하지 않는 네오프렌 임으로 몸이 가라앉지 않게 해주어 유체
역학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팔뚝에 위치시킨 그립 판넬은 스트록할 때 최대한의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수영을 마친 후 육상에서 벗어야 할 때 등 지퍼 설계
때문에 재빠르게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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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F 리프 원피스

CORAL 코랄

가격 : 22만원

가격 : 19만 5천원

thickness: 3 mm

thickness: 0.5 mm

멋있고 신축성을 갖춘 열대 바다용의 이상적인
수트 3mm

제2의 피부같이 편안한 열대용 수트 0.5mm
■■ 고무 재질의 무릎패드
■■ 안쪽에 메탈라이트 원단 사용

■■ 칼라 잠금장치와 등지퍼 당김줄

■■ 입고 벗기 편안한 구조

■■ 입체적인 디자인
■■ 메쉬스킨 원단의 가슴부분

리프는 따뜻한 수온에서의 다이빙에 가장 이상적인 3mm수트입니다. 손목, 발목,
목씰은 아쿠아스톱의 마감 처리로 고급화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물의 유출입을
감소시켰습니다. 가슴 부분은 부드럽고 신축성 높은 고무 재질을 사용하여 여러
용도의 수상 스포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MEN´S

코랄은 두께가 0.5mm에 불과하지만 내부에 메탈라이트 원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몸에서 발산되는 열이 반사되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덧입는 보온용 수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걸이가
설계되어 있어 형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S

M

ML

L

XL

XXL

XXXL

S

M

ML

L

XL

XXL

키(cm)

158~160

160~170

164~174

169~178

172~182

176~186

180~190

키(cm)

158~160

160~170

164~174

169~178

172~182

176~186

가슴둘레(cm)

80~88

85~92

89~96

93~100

97~105

101~115

110~120

가슴둘레(cm)

80~88

85~92

89~96

93~100

97~105

101~115

몸무게(kg)

53~58

55~62

57~67

62~75

70~80

75~90

85~100

몸무게(kg)

53~58

55~62

57~67

62~75

70~80

75~90

LADY'S
키(cm)

S(2)

M(3)

ML(4)

L(5)

XL(6)

153~160

157~162

160~165

162~169

166~173

가슴둘레(cm)

78~85

88~88

84~90

88~94

91~100

몸무게(kg)

45~45

48~55

52~60

53~63

53~68

MEN´S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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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F SHORTY 리프 튜닉

THERMO GUARD SHORTY 써모가드 튜닉

가격 : 9만 5천원

가격 : 성인 9만원 / 주니어 8만 5천원

thickness: 2.5 mm

thickness: 1.5 mm

2.5mm수트의 고급화

언제나 휴대가 가능

멋있고 돋보이며 가벼워서 따뜻한 물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장시간 스노클링을
할 때 이상적입니다. 새로운 칼라 잠금장치와 등지퍼 당김줄을 비롯해 모든
사양을 고급화 하였습니다. 스무드스킨의 가슴 부분은 수상스키와 써핑 등에도
적합한 웻수트입니다.

■■ 1.5MM 두께

S

M

ML

L

XL

XXL

키(cm)

MEN´S

158~160

160~170

164~174

169~178

172~182

176~186

가슴둘레(cm)

80~88

85~92

89~96

93~100

97~105

101~115

몸무게(kg)

53~58

55~62

57~67

62~75

70~80

75~90

■■ 주니어 싸이즈 포함
■■ 메탈라이트 소재의 안감

매우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수온에 따라 웻수트안에 받쳐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수온에서는 독자적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안쪽면에는
온전히 메탈라이트를 적층 하였기에 수영장 또는 스노클링용으로는 완벽한
수트입니다. 작은 싸이즈는 주니어용 그래픽을 적용하였습니다.

S(2)

M(3)

ML(4)

L(5)

XL(6)

싸이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153~160

157~162

160~165

162~169

166~173

-3

54~58cm

50~54cm

64~68cm

가슴둘레(cm)

78~85

88~88

84~90

88~94

91~100

-2

59~63cm

54~58cm

73~77cm

몸무게(kg)

45~45

48~55

52~60

53~63

53~68

-1

65~69cm

58~62cm

77~81cm

0

71~75cm

63~67cm

85~89cm
83~87cm

LADY'S
키(cm)

주
니
어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성
인
U
N
I
S
E
X

1

84~88cm

63~67cm

2

88~92cm

68~72cm

87~91cm

3

92~96cm

72~76cm

92~96cm

4

97~101cm

76~80cm

96~100cm

5

101~105cm

80~84cm

100~104cm

6

105~109cm

84~88cm

104~108cm

7

109~113cm

89~93cm

109~1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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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A VEST 플렉사 후드베스트 THERMO GUARD 써모가드
가격 : 12만원

가격 : 긴팔 8만원 / 반바지 5만 5천원
thickness: 0.5 mm

thickness: 3 mm

써모가드 0.5mm긴팔
사이즈 : 남자 - S, M, L, XL
써모가드 0.5mm반바지
사이즈 : 남자 - S, M, L, XL

모든 워터 스포츠에서 가슴 부분을 보호 추가의
부력 부담 없이 보온 효과 증대

3mm 후드베스트

■■ 자외선 차단 및 보온 증대

■■ 플렉사 원단을 사용하여 입고 벗기가 쉽습니다.

■■ 0.5MM 두께의 탄력성이 탁월한 네오프렌 사용

■■ 안감은 단면지를 사용하여 보온성을 높였습니다.
MEN´S

■■ 부에 부드러운 감촉

S

M

L

XL

키(cm)

158~160

160~170

169~178

172~182

가슴둘레(cm)

80~88

85~92

93~100

97~105

몸무게(kg)

53~58

55~62

62~75

70~80

※ 마레스 코리아가 공급하는 모든 기성복은 특별히 한국형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급됩니다.

안쪽에 메탈라이트 코팅을 하여 열은 잘 전도시키며 입기 쉽고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플랫 스티치를 하여 피부에 닿은 느낌이 편안합니다. 써모가드는
래쉬가드에 비하여 가슴 부분을 보다 잘 보호합니다. 수트 안에 받쳐 입으면
체온을 가두어 보온성이 증대됩니다. 보온 기능과 자외선 차단효과 때문에 모든
워터스포츠에 이상적입니다.

Shorty Manta Jr 만타 주니어 튜닉

RASH GUARD LOOSE FIT 래쉬가드 루즈 핏

가격 : 5만 2천원

가격 : 4만 5천원

thickness: 2.2 mm

MAN 사이즈 : 남자 - XS, S, M, L, XL, XXL

검정(BK)

SHE DIVES 사이즈 : 여자 - XS, S, M, L, XL

어린이를 위한 전용 튜닉
아쿠아(AQ)
■■ 2.2MM 네오프렌 사용

핑크(PK)

시원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물놀이시 어린이의 체온 보호에 적합
■■ 등지퍼 채택

■■ 편안하게 넉넉한 스타일
■■ 새롭고 설레는 색상

이 튜닉은 따뜻한 물에서 하는 활동과 스노클링에 적합합니다. 새로운 컷은
착용성을 높이고 움직임도 더 쉽습니다. 잡아 당길 수 있는 등지퍼와 차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중 라인된 네오프렌의 두께는 2.2mm입니다.

SIZE

-4

-3

AGE

7-8

8-9 9-10 10-11 12-13 14-15

-2

-1

0

1

■■ UV차단지수 30+

피부보호가 필요하신가요? 피부 보호가 우선한 경우 편안하고 새로운
루즈 핏 래쉬가드가 적격입니다. 몸에 꼭 끼는 셔츠를 입는 대신, 몸에
잘 맞는 래쉬가드 사이즈 찾는 것이 새로운 경향입니다. 수트 안에 받
쳐입거나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편안함을 위
해서 플랫록 박음질을 두 가지 색상을 조합하여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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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H GUARD 래쉬가드
가격 : 긴팔 4만원 / 반팔 3만원 / 숏팬츠 2만 5천원
MAN
블랙
블랙/화이트

래쉬가드 긴팔
사이즈 : 남자 - XS, S, M, L, XL
래쉬가드 반팔
사이즈 : 남자 - XS, S, M, L, XL

래쉬가드 숏팬츠
사이즈: 남자 - S, M, L, XL

SHE DIVES
핑크/그레이
블루/그레이

래쉬가드 긴팔
사이즈 : 여자 - XS, S, M, L
래쉬가드 숏팬츠
사이즈 : 여자 - XS, S, M, L

UNISEX
레드/그레이

래쉬가드 긴팔
사이즈 : 남, 여공용 - XXS, XS, S, M, L, XL, XXL
래쉬가드 숏팬츠
사이즈 : 남, 여공용 - XXS, XS, S, M, L, XL, XXL

모든 워터 스포츠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
■■ UV차단지수 50+

모든 워터 스포츠에 이상적인 액세서리 마레스 트리라스틱 개념의 래쉬가드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UV차단지수 50+)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랫 스티칭된
접합부는 피부에 눌린 자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트속에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이빙 휴식시는 물기가 마르면서 시원합니다. 목 부분 재봉선은 바깥쪽으로
처리 목 쓸림이 없고, 신축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 접합부 플랫 스티칭 처리
■■ 목 부분 재봉 선은 바깥쪽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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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

클래식 NG 5mm 부츠
가격 : 4만 5천원

에콰토르 2mm 부츠

클래식 3mm 버선

가격 : 8만 5천원

가격 : 3만원

가격 : 2만 5천원

sizes: 220~290 mm

sizes: 220~300 mm

sizes: 220~290 mm

sizes: S ∤ M ∤ L

thickness: 5 mm

thickness: 5 mm

thickness: 2 mm

thickness: 3 mm

바닥재에 배수홈을 설치한 독특한
모델입니다. 배수시스템으로 부츠 와
오리발집간에 압착 현상을 최소화시
켜 오리발을 신고 벗기가 훨씬 수월해
졌습니다.

클래식 5mm 부츠의 새로운 디자인.
앞코에 넓은 보호대를 추가하고 평
평한 바닥을 채택하여 내구성과 편안
함을 증대

• 2mm 숏부츠
• 가볍고 여행용으로 최적
• 바닥에는 고무재질로 미끄럼
방지 바닥재

• 바닥재는 부착되지 않음
• 이중 라이닝 네오프렌 사용
• 곡선 재단 후 접착제로 접착후
재봉 마무리

플렉사 피트 5mm 장갑

플렉사 터치 2mm 장갑

가격 : 5만 5천원

가격 : 3만 5천원

플렉사 클래식 3mm 장갑
가격 : 3만원

아마라 장갑
가격 : 4만원

sizes: S ∤ M ∤ L ∤ XL

sizes: XS/S ∤ M/L ∤ XL/XXL

sizes: XS ∤ S ∤ M ∤ L ∤ XL

sizes: XS ∤ S ∤ M ∤ L ∤ XL

thickness: 5 mm

thickness: 2 mm

thickness: 3 mm

울트라 스트레치 네오프렌을 사용
하여 제작된 최고의 신축 성과 기능성
을 가진 장갑입니다. 손목 부분은
글라이드 스킨 원단을 사용하여 물의
유출입을 혁신적으로 줄여주었고
손가락 끝에 재봉역시 손톱 위쪽으로
제작되어 착용감 역시 증대 하
였습니다.

멋진 디자인과 부드러운 재질로
편안함을 줍니다. 손가락 끝부 분은
매끄럽게 처리되어 장갑의 모양을
더욱 멋지게 합니다. 사진 촬영시
매우 좋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장갑 손가락 재봉
선을 위쪽으로 디자인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이중 안감
네오프렌에 고무로 프린트한 손바닥을
갖추어 그립 감을 향상시켰습니다

외부에 최고급 아마라와
라이닝으로 마감한 네오프렌

기성후드

비니후드

네오프렌 본드
가격 : 2만원

티지퍼 스틱 윤활제
가격 : 2만원

플렉사 DS 5mm 부츠

GLOVES

가격 : 3만원

가격 : 4만원

sizes: XS ∤ S ∤ M ∤ ML ∤L ∤ XL ∤ XXL

sizes: XS ∤ S ∤ M ∤ L ∤ XL ∤ XXL

thickness: 3 mm

thickness: 2 mm

긴급할 때 재빠르게 보수할 수 있는
필수품

이중

티지퍼의 부드러운 동작을 위한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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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세컨드 스킨 원피스

플렉사

플렉사 썸

모델
여

남
6

두께
S ∤ M ∤ ML ∤ L ∤

Sizes

XL ∤ XXL

6.5

XL ∤ XXL

L ∤ XL

S ∤ M ∤ ML ∤ L ∤

∤ XXXL

XL ∤ XXL

3·2·2

S ∤ M ∤ ML ∤ L

∤ XXXL

여

남

5·4·3

S ∤ M ∤ ML ∤ L ∤

S ∤ M ∤ ML ∤

∤ XXXL

여

남

남

S ∤ M ∤ ML ∤ L ∤
XL ∤ XXL

∤ XXXL

S ∤ M ∤ ML ∤ L

찬물 다이빙용
온화한 수온 다이빙용
따뜻한 수온 다이빙용
등판보호시스템
컴퓨터 그립
마스터 씰 지퍼
이중씰 시스템
써모 플러쉬
후드 포함
후드 키퍼

듀얼

뉴 파이오니아

리프 원피스

파이오니아

코랄

모델
남

남

여
5

5

두께

S ∤ M ∤ ML ∤ L ∤ XL ∤ XXL

Sizes

여

남

∤ XXXL

S ∤ M ∤ ML ∤ L ∤
XL ∤ XXL

∤ XXXL

여

남
3

5
S ∤ M ∤ ML ∤
L ∤ XL

S ∤ M ∤ ML ∤ L ∤
XL ∤ XXL

∤ XXXL

S ∤ M ∤ ML ∤
L ∤ XL

S ∤ M ∤ ML ∤ L ∤
XL ∤ XXL

∤ XXXL

남
0.5

S ∤ M ∤ ML ∤
L ∤ XL

S ∤ M ∤ ML ∤ L ∤ XL ∤ XXL

찬물 다이빙용
온화한 수온 다이빙용
따뜻한 수온 다이빙용
등판 보호 시스템
컴퓨터 그립
마스터 씰 지퍼
이중씰 시스템
써모 플러쉬
후드 포함
후드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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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 DRY SUIT

타이푼은 67년 전 오스카 구겐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오스카는 영국에 되돌아와서 E.T SKINNER 회사와 함께 다이버 클럽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BSAC(BRITISH SUB AQUA CLUB)으로 발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다이빙 클럽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TYPHOON의 드라이수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국 버진 그룹회장
리차드 브랜슨, 영국 전 총리 토리블레어 등 유명 인사들도 있으며, 007
영화(남극 탐험과 SAS)에서 제임스본드와 조역들이 입고 출연 하였습니다.

E.T SKINNER은 영국에서 수트를 만드는 최초의 회사였으며 다이빙과
세일링 장비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TYPHOON 수트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TYPHOON 수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1970년대에 회사명을 TYPHOON으로 바꾸고 공장을 현재 위치하고 있는
REDCAR로 이전하였습니다.

마레스코리아에서는 세계 최고의 드라이수트 생산 업체인 영국 타이푼사의
신형 드라이수트 3가지를 아래와 같이 특별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1976년에 TYPHOON은 최초의 경량 드라이수트를 개발하였습니다.
1972년에 TYPHOON은 숨 쉬는 원단을 비롯하여 부드러운 폴리에스터세
겹 재질인 CLOTEX를 이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수트를 디자인
하였습니다.

■ 모든 드라이수트는 한국인의 체형과 환경에 맞도록 영국에서 특별
제작하였습니다.
■ 드라이수트 3가지(고어텍스Ⅱ, 패텀, 프로 라이트)는 모두 다 다이버의
발사이즈에 따라 개별 맞춤 보급합니다.
따라서 주문 후 3~4일이 소요됩니다.
■ 고어텍스 드라이수트와 패텀 드라이수트는 다이버가 원할시 개별
맞춤복으로 특별 생산 보급합니다.
주문 후 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 마레스 코리아는 모든 A/S를 영국 타이푼 본사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부분의 수상 드라이수트의 표준으로 여겨져서TYPHOON
수트가 시중에서 가장 튼튼하면서도 가장 편안한 수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TYPHOON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드라이수트 생산업체이면서
다이빙뿐 아니라 세일링, 서핑, 카약, 워터스키, 워터보드 등 모든
워터스포츠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DCAR에 소재하는 TYPHOON 본사에서는 판매 후에 수리와 A/S
서비스를 직접하고 있으며 개인의 주문에 의한 맞춤 드라이수트뿐 아니라
요청에 따라서는 주머니 또는 지퍼 등의 추가 요구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TYPHOON의 명성은 생명과 관련된 장비이므로 엄격할 수밖에 없는
품질을 유지하므로써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드라이수트와 라이프 자켓 등은 최상의 규격 표준에 맞추어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하나하나 수압검사를 거쳐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럽 규격(CE)와 ISO9000 표준에 준하여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TYPHOON 제품은 각국의 특수군대, RNLI(영국 수상 안전 기구), 영국
수운청(BRITISH WATERWAYS) 및 환경단체(ENVIRONMENTAGENCY),
주요 정유 회사들 뿐 아니라 다이빙과 수상레저 용품 사용자들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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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KEN 크라켄
가격 : 360만원

해양의 몬스터 크라켄이 느끼는 진정한 자유를 다이버들
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텍 다이버를 위하여 영국 타이푼사에서 특별 제작
한 드라이수트입니다.

MONSTER

MATERIAL
오랜 사용으로 내구성이 입증된 클로텍스(Clotex)원단은 내•외부에 폴리 에스터 원단
을 채택하여 가벼우면서도 나일론 원단에 비하여 탁월한 내구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또
한 영하의 날씨에서도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 착용감이 월등합니다.

FEATURE
•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특별 제작
• 재봉 라인은 25mm 핫멜팅 테이프 위에 40mm특수고무 (GUM)테이핑을 하여 최
고의 내구성과 밀수성을 보장합니다.
• YKK 최신형 플라스틱 방수지퍼 채택
• 이중의 추가 지퍼가 필요 없이 특수 설계되어 편리성 강화
• 대각선의 앞 지퍼를 채택하여 혼자 입고 벗을 수 있습니다.
• 내부에는 신축성 있는 어깨 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무릎은 방탄 소재인 케블라 원단을 채택하여 내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보온력이 뛰어난 5mm 네오프렌 부츠는 발목의 풍선 효과가 없어서 별도의 발목
고정 스트랩이 필요 없습니다.
• 텍 다이버를 위한 텔레스코핑 토르소 디자인은 수중에서 어느 자세에서든 편안함
을 제공합니다.
• 양쪽 허벅지에는 벨크로로 되어있는 대용량의 주머니가 장착되어 있고 주머니 안
쪽에는 번지줄이 장착되어 용도에 맞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ynamic QUICK NECK(사용자 교환 가능한 부드러운 실리콘 목씰은 경
동맥 압착이 없고 진정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 QUICK CHANGE SOLUTION(사용자가 쉽게 교환 가능한 부드러운 실리
콘 손목씰은 완벽한 방수가 가능하고 잭업 링 교체가 가능합니다.)
• 내구성과 정확한 작동이 되는 SI TECH 급기 밸브 장착
• 내구성과 정확한 작동이 되는 SI TECH 배기 밸브 장착

MEN'S
키(cm)
몸무게(kg)
부츠사이즈(mm)

실리콘 목씰

실리콘 손목씰

YKK 방수지퍼

배기 밸브

급기 밸브

텔레스코핑 토르소

벨크로와
번지줄 장착

영국유니온마크

대용량 주머니

S
158~160
50~60
250

M
160~170
60~70
260

L
164~174
65~75
260

XL
169~178
70~85
270

XXL
180~190
80~95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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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E-TEX Ⅱ 고어텍스 Ⅱ
가격 : 세미맞춤(부츠만 선택) 390만원(소요기간 3~4일) / 완전맞춤 440만원(소요기간 60일)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 위한 유일한 선택.
고어텍스 Ⅱ 드라이수트는 드라이수트를 입고 있는 동안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어텍스 본사에서는 최신 섬유기술을 적용하여 드라이수트에
가장 이상적인 고어 “DESCENDER Ⅱ” 원단을 새롭게 개발하였
습니다. 최첨단 소재인 디센더Ⅱ 원단은 내구성 증가 및, 투습률
증가로, 드라이수트에 최고의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MATERIAL
	모든 재봉선을 싱글 니들록 스티치(Single Needle Lock Stitch)를 이용
한 이중 박음질을 하여 내구성을 확보하면서도 평평함을 유지하여 방수성

■

을 높였습니다.
	고어텍스 사에서 특별 공급된 방수테이프를 620°c의 고온으로 녹이는 특
별 공법을 채택하여 탁월한 내마모성을 보장합니다.

■

FEATURE
	고어텍스에서 수중 드라이수트전용으로 개발후 2012년 내구성과 투습율
(80%이상 : MVP)을 더욱 향상시킨 디센더Ⅱ(DescenderⅡ)원단을 사용하
였습니다. 따라서 육상에서는 드라이수트를 입고 있을 때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여 일사병을 예방해 항상 건조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보장합니다. 수
중에서도 수분을 배출할 수 있는 고어텍스는 다이빙시 내부의 습기로 인한
저체온증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 
빕엔트리(Bib Entry)지퍼를 채택하여 혼자서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습니다.
■	
무릎과 팔꿈치 엉덩이에는 케블라(Kevlar)패칭이 되어 내구성을 보장 하며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무릎에는 다시 패드가 덧대어 있습니다.
■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붙어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국제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라텍스 손목씰이 채택 되었습니다.
■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목 보온 칼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내부에는 신축성 있는 어깨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허리에 탄성 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360° 회전식 급기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필요시 손목 배기밸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옵션사항)
■ 색상 : 검정
■ 부츠 : 주문시 개별부착
■	
주의사항 : 부력의 평형 없이 40m이상의 수심을 다이빙시 고어 멤브레인
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	고어텍스 드라이수트를 수트를 착용한 채로 오랜 시간 활동해야 하는 군,
경, 소방대원을 위한 전용 모델입니다. 타이푼사의 오랜 협의를 거쳐 최고
의 제품을 고집하는 레저 다이버에게도 2012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MEN'S
키(cm)
몸무게(kg)
부츠사이즈(mm)

S
158~160
50~60
250

M
160~170
60~70
260

L
164~174
65~75
260

XL
169~178
70~85
270

목 보온칼라

케블라 무릎패드

소변지퍼 기본장착

620°c의 열테이핑

주머니 기본장착

일반부츠나 라텍스싹으로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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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OM 패텀
가격 : 세미맞춤(부츠만 선택) 270만원(소요기간 3~4일) / 완전맞춤 320만원(소요기간 60일)

다이빙 강사와 다이빙 전문가를 위한 특별모델.
인체공학적 설계로 수중에서의 활동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합니다.
최고의 내구성을 확보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편의 사양이 모두 기본으로 장착되어있어 어떤 용도로도 완
벽합니다.
MATERIAL
	립스톱(Rip Stop)이 추가된 벡트라(Vectra)원단은 탁월한 내구성과 부드러
움을 제공합니다.

■

FEATURE
	25mm핫멜팅 테이프위에 40mm검(GUM)테이핑을 하여 최고의 내구성과
밀수성을 보장합니다.
■	
새로운 곡선 형태의 등 지퍼를 채택하여 입었을 때 착용감이 뛰어나며 벨
크로 처리된 커버가 부착되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러버 코팅된 케블라(Kevla)무릎패드는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	
팔꿈치에는 PU패칭되어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	
지퍼가 부착된 2개의 주머니는 확장가능하며 용도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머니와 손목에는 안전을 위하여 반사 테이핑 되어 있습니다.
■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기본 장착되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목 보온카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내부에는 신축성 있는 어깨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허리에 탄성 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360° 회전식 급기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필요시 손목 배기밸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옵션사항)
■

MEN'S
키(cm)
몸무게(kg)
부츠사이즈(mm)

목 보온칼라

소변지퍼 기본장착

케블라 무릎패드

2중 테이핑

S
158~160
50~60
250

M
160~170
60~70
260

L
164~174
65~75
260

XL
169~178
70~85
270

주머니 기본장착

일반부츠나 라텍스싹으로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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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LIGHT 프로 라이트
가격 : 세미맞춤(부츠만 선택) 165만원(소요기간 3~4일)

가볍고 부드러우며 심플한 레저 다이버용 드라이수트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L’사이즈 무게 : 2.5kg)
재봉선을 최소화하여 누수의 위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주 부드러워 착용감이 월등합니다.
MATERIAL
	오랜 사용으로 내구성이 입증된 클로텍스(Clotex) 원단은 내·외부에 폴리
에스터 원단을 채택하여 가벼우면서도 나일론 원단에 비하여 탁월한 내구
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영하의 날씨에서도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 착
용감이 월등합니다.

■

FEATURE
■

2 5mm핫멜팅 테이프위에 40mm검(GUM)테이핑을 하여 최고의 내구성과 밀
수성을 보장합니다.

■

PU 코팅된 무릎패드는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내부에는 신축성 있는 어깨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허리에 탄성 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360° 회전식 급기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필요시 손목 배기밸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옵션사항)

■

소변지퍼 장착 가능합니다.(옵션사항)

■

확장가능한 벨로우 포켓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옵션사항)

■

색상 : 검정

■

부츠 : 주문시 개별부착

MEN'S
키(cm)
몸무게(kg)
부츠사이즈(mm)

2중 테이핑

XS
150~160
45~55
240

S
158~160
50~60
250

M
160~170
60~70
260

L
164~174
65~75
260

XL
169~178
70~85
270

일반부츠나 라텍스싹으로
선택가능

50

04.��.indd 50

2015-03-12 �� 1:46:29

ICE BLUE 아이스 블루
가격 : 일반 부츠형 230만원 / 락 부츠형 245만원 / 락 부츠 15만원

입체 디자인 : 활동성 강화
내구성 2배 강화 : 2중 테이핑 기술로 내구성 대폭 강화
한국인 사이즈 특별 제작 : 클로치 스트랩이 불필요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는 앞 지퍼 스타일
MATERIAL
	벡트라(Vectra)원단 사용 : 부틸과 부틸 사이에 폴리에스터 직조를 넣고 라
미네이트 처리한 신소재.

■

■

얇으면서 신축력이 뛰어난 고강도의 원단(인장 강도 실험으로 확인).

■

340℃까지 견디며 솔벤트 등 화학물질에 녹지 않음.

■

잠수복의 소재로 최고의 조건을 갖춤.

FEATURE
■

한국인의 상, 하체 체형비율에 맞춘 사이즈(클로치 스트랩 불필요).

■

유영하는 다이버의 자세에 맞춘 인체공학적 입체설계(평상복 같은 편안함).

■

목 부위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보온력도 증가.

	혼자 입고 벗을 수 있으며 웨이트 벨트가 지퍼와 겹치지 않도록 하이퍼 커브
프론트 지퍼 사용.

■

■

네오프렌 써믹 부츠와 3mm드라이버선(락부츠 사용)모델 중 선택 가능.

■

최고급 사양의 BDM 드라이 지퍼 사용.

■

지퍼 커버에 별도의 지퍼가 장착되어 드라이 지퍼를 보호.

	모든 봉제 선에 25mm 핫멜팅 테이프와 40mm 특수 고무테이프로 이중 방수
처리.

■

■

아펙스 급배기 밸브 장착.

■

부드럽고 내구성이 강한 최고급 라텍스 씰 사용

	한국지형에 유리하도록 무릎에 부드럽고 마모되지 않는 특수 폴리우레탄
코팅 처리.

■

■

수중에서 유영하거나 물 밖에서 활동이 힘들지 않음.

■

양쪽 허벅지에 넉넉한 사이즈의 포켓 장착.

■

포켓마다 용도에 따른 3곳의 수납공간으로 분류.

■

잠금 지퍼가 있어 물건이 빠져나가지 않음.

■

바깥쪽 주머니에는 렌턴 등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고리 부착.

■

주머니와 팔목에 광반사 테이핑 처리.

■

탈 부착형 멜빵 부착, 상의가 흘러내리지 않음.

락 부츠(Rock Boots)
■

네오프렌 버선위에 덧신도록 고안된 다이버용 부츠.

■

끈으로 조이는 방식임으로 자신의 발에 딱 맞게 맞춰 신을 수 있음.

■

물이 쉽게 빠지고 건조가 쉽도록 견고한 섬유의 그물 형식.

■

바다에서 활동하기 좋도록 염분에 강한 강화 고무 바닥창 사용.

MEN'S
키(cm)
몸무게(kg)
부츠사이즈(mm)

S
158~160
50~60
250

M
160~170
60~70
260

XL
169~178
70~85
270

• 락 부츠(Rock Boots)
※ 3mm 버선형에는 염분에 강한 고무로 만든 전용 락부츠를 신을 수 있습니다.

M

L

XL

260

26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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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LACK 아이스 블랙
가격 : 150만원

내구성을 자랑하는 한국인 체형의 부틸 드라이수트
3중재질 부틸/터프렉스 원단을 사용
이중 테이핑 하여 완벽한 밀수력과 내구성을 보장
■ 손목씰과 목씰은 편안한 네오프렌으로 제작
■
■

아이스블랙은 3중재질 부틸/터프렉스 원단을 사용하고 드라이수트 내부의 재봉
선을 25mm 기계식 핫멜팅 테이핑후 40mm 검테이프로 이중 테이핑하여 완벽한
밀수력과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손목씰과 목씰은 편안한 네오프렌으로 제작하였
으며 어깨 멜빵을 장착하여 휴식 시 수트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허리탄성
밴드로 물의 저항을 최소화 해줍니다.
아이스블랙은 후드, 가방, 소변지퍼, 주머니 등을 생략 제작하여 경비를 최소화 하
였으며 옵션사항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

옵션 사항

기성후드 : 3만원

소변지퍼 : 15만원

벨로우 포켓
주머니 부착비용 : 9만원(1개당)

MEN'S
키(cm)
몸무게(kg)
부츠사이즈(mm)

XL
169~178
70~85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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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RASTIC TDS 3.5 트리라스틱 TDS 3.5
가격 : 100만원

기술 혁신에 의한 품질 향상으로 실용성 증가, 경제적 부담 최소화
네오프렌 드라이수트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신개념의 드라이수트
압착 현상 최소화, 수심 변화 대비 부력 및 보온력 변화율 감소
내부 공간 최소화, 웨이트 부담 감소 및 다양한 체형에서 사용 보장
■ 목/손목에 2mm 글라이드 스킨(Glide Skin)사용
■ 미끄럼 향상 착용과 해체용이
■ 자체 보온력 향상, 목과 손목에서의 열손실 방지
■ 부츠에 2.5mm리버시블 적용
■ 가볍고 부드러우나 견고한 부츠, 탈착이 용이하고 핀 착용감 향상
■ 뒤집어짐 가능, 내부 건조와 A/S시 편리성 향상
■ 다용도 포켓 부착
■ 우측 하단 장착, 액세서리 보관용이
■ 포켓 상단 D-링 부착, 액세서리 분실 방지
■ 포켓 하단 펀칭, 배수용이
■
■

사계절용 드라이수트입니다. 3.5mm부드러운 네오프렌을 사용하여 활동이 편안하며 부력도 최소화시
켰습니다. 수온에 따라 내피로 보온력을 적절히 맞출 수 있습니다.
MEN'S

M

키(cm)

160~167

가슴둘레(cm)

65~92

몸무게(kg)

55~62

ICE BREAKER 아이스 브레이커

COMFORT SHELL 콤포트 드라이내피

가격 : 120만원

가격 : 45만원

모든 종류의 드라이수트 및 내피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극한 상황에서도 따뜻한 체온을 오랫동안 유지. 42°C의
온도로 계속해서 체온 상승을 도와 극한적 수중환경에
서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따뜻한 체온을 유지시킴
아이스 브레이커는 어떠한 체형의 다이버에게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맞습니다.
벨크로로 앞판과 뒷판을 조절하고 어깨끈을 상하로 조절하여 어떠한 체형에도
꼭 맞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앞판과 뒷판 속에 내장되어 있는 비트가 열기를
발생시켜 주는 핵심입니다. 독특한 물성은 전기적 성분이 없기 때문에 물에 완
전히 젖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우 소량의 전력을 소모시
킴으로 4암페어 리듐 이온 건전지(BC 또는 공기탱크 등에 간단하게 부착시킬
수 있음)로 약 70분 동안 가열할 수 있습니다. 저 전류에 의한 작동으로 아이스
브레이커는 42°C이상 과열되지 않게끔 유지되기 때문에
손쉬운 조작 방법
•작은 버섯 크기 정도의 연결 키트 소켓을 드라이수트의 8mm구멍에 고정시킵니다.
•아이스브레이커 전면에서 나온 두 개의 전선을 수트 내부에 연결시킵니다. (두개의 전선이 어는
쪽이던지 무관합니다)그리고 바깥쪽에는 습식 커넥터가 있습니다.
•12볼트 전원에 연결된 1미터 정도의 전선(Leash)을 커넥터에 꼽아 주면 됩니다. (2핀 형태의 습식
커넥터는 젖은 상태에서나 수중에서 탈착하여도 절대 안전합니다.)
•다이버용의 작은 12볼트 배터리 뭉치는 BC, 벨트, 탱크 등 어디든지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젯트바이크 등의 수상 스포츠용인 경우에는 Leash를 수상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12볼트 전원에
연결시켜도 됩니다. (※42°C의 허용편차는 +/-1°C입니다)

탄성 재질 고리를 발목과 손목에 설치하여 드라이수트를 입고 벗을 때에도
내피가 딸려 올라가거나 돌아갈 염려가 없습니다. 탄성 재질의 허리 밴드가
있어서 부피감을 줄이고 날씬해 보이게 합니다. 앞지퍼는 양쪽 슬라이더로
써 위아래 어느 쪽으로도 개방이 됩니다.

MEN'S
키(cm)
몸무게(kg)

S
158~165
50~60

M
165~174
60~70

L
170~178
65~75

XL
180~190
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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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ECE 100G UNDERSUIT 타이푼 투피스 100 드라이내피
가격 : 35만원

새로운 개념의 드라이내피인 타이푼 투피스 100 드
라이내피는 보온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MATERIAL
•거
 위털보다 보온력이 높은 신슐레이트(Thinsulate) 보
온재 100g사용
• 신슐레이트(Thinsulate)는 3M이 특허를 보유한 최첨단
초극세사 보온재임
•겉
 감에 숨 쉬는 원단 리텍(Ree Tech)사용, 땀은 배출되
고 물은 침투하지 못함

FEATURE
•타
 이푼 투피스 100 드라이내피는 투피스 형태로 이루
어져서 바지와 자켓을 별도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바
 지에는 별도의 어깨 멜빵이 장착되어 흘러내리지 않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켓과 바지 사이에는 지퍼가 장착되어 말려 올라 가
는것을 방지합니다.
• 자켓과 바지에는 사용이 편리한 주머니가 두 개씩 장
착되어 있습니다.
•발
 목과 손목에는 씰 처리되어있어 말려 올라가는 것
을 방지합니다.

자켓과
바지의 지퍼
MEN'S
키(cm)
몸무게(kg)

발목 씰처리

XS
160~168
60~70

S
165~173
65~75

M
170~180
70~85

L
178~190
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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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 200 타이푼 200 드라이내피
가격 : 35만원

■

거위털보다 보온력이 높은 신슐레이트(Thinsulate) 보온재 200g 사용

신슐레이트는 3M이 특허를 보유한 최첨단 초극세사 보온재임.
겉감에 숨 쉬는 원단 리텍(Ree Tech)사용, 땀은 배출되고 물은 침투하지
못함.
■ 안감은 피부와 접촉이 부드러운 폴라 폴리스 원단
■ 목씰과 겹치지 않는 차이나 칼라 스타일 (보온력 증가)
■ 정면 앞지퍼 스타일 (소변지퍼로 활용)
■ 2개의 주머니와 손, 발목 고리 부착
■

■

MEN'S
키(cm)
몸무게(kg)

XL
175~183
70~85

XXL
180~190
80~95

TYPHOON 100 타이푼 100 드라이내피
가격 : 30만원

거위털보다 보온력이 높은 신슐레이트(Thinsulate) 보온재 100g 사용
신슐레이트는 3M이 특허를 보유한 최첨단 초극세사 보온재임
■ 겉감에

숨 쉬는 원단 리텍(Ree Tech)사용, 땀은 배출되고 물은 침투하지
못함.
■ 안감은 피부와 접촉이 부드러운 폴라 폴리스 원단
■ 목씰과 겹치지 않는 차이나 칼라 스타일 (보온력 증가)
■ 정면 앞지퍼 스타일 (소변지퍼로 활용)
■ 2개의 주머니와 손, 발목 고리 부착
■
■

MEN'S
키(cm)
몸무게(kg)

S
160~170
60~70

M
160~170
60~70

L
164~174
65~75

XL
169~178
70~85

XXL
172~182
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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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SUITS OPTION / ACCESSORIES
벨로우 포켓
가격 : 9만원(1개당)

※ 부착비용포함

손목 배기밸브

소변지퍼 부착비용

가격 : 4만원

가격 : 15만원

플렉사 피트 5mm 장갑

XS SCUBA 드라이수트 행거

돗자리 가방

가격 : 5만 5천원

가격 : 2만원

가격 : 2만 5천원

드라이수트 걸이로 이상적인 행거. 드라이
수트를 거꾸로 걸어서 보다 빨리 건조시키
며 보관하는 동안 통풍. 고리 부분이 돌아
가기 때문에 수트를 건 상태로 자유롭게
회전

드라이수트를 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sizes: S ∤ M ∤ L ∤ XL

울트라 스트레치 네오프렌을 사용하여
제작된 최고의 신축성과 기능성을 가진
장갑입니다. 손목 부분은 글라이드 스킨
원단을 사용하여 물의 유출입을 혁신적
으로 줄여주었고 손가락 끝에 재봉역시
손톱 위쪽으로 제작되어 착용감 역시 증
대 하였습니다.

락 부츠

발목납

가격 : 15만원

가격 : 0.5kg - 3만 4천원

0.75kg - 3만 8천원
1kg - 4만 2천원

3mm 버선이나 라텍스싹에 신을 수 있는
부츠

• 락 부츠(Rock Boots)사이즈
M

L

XL

260

260

270

네오프렌 커버의 발목납에 쉽게 미끄러지
지 않는 나일론 웨빙이 채택되었습니다.

ANTARES DRY GLOVES 안타레스 드라이 글러브
가격 : 세트 28만원 / 글러브만 15만원(라이너 포함)

M 싸이즈

•착
 용이 편리한 타원형 안타레스 시스템으로 손목씰에 방수장갑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 오링과 스패너 링으로 고정됩니다.

L,XL 싸이즈

•P
 VC 방수장갑은 탈착이 가능한 아크릴 섬유의 라이너와 함께
제공됩니다.
• 크기에 따라 구김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공급됩니다.
• 크라켄 드라이수트에 장착 가능

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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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DRYSUITS SIZE INFORMATION

SHEET ARTWORK

25/3/03

4:35 pm

Page 1

완전맞춤

Made-to-Measure (MTM)•Self Measurement Instructions
A. CHEST

A. 가슴둘레

cm

The maximum horizontal girth measured over the
shoulder blades; under the arm pits and over
the chest with the subject standing upright.

B. WAIST

SHEET ARTWORK

25/3/03

4:35 pm

B. 허리둘레

cm

C. 엉덩이 둘레

cm

The girth of the natural waistline between
the top of the hip bones and lower ribs measured
with the subject breathing normally and standing
upright with the abdomen relaxed.

A

Page 1

C. HIP

The horizontal girth measured around the buttocks
at the level of the maximum circumference.

Made-to-Measure (MTM)•Self Measurement
Instructions
H
B

D

D. HEIGHT

A. CHEST

B. WAIST

D. 키

distance between the crotch and the soles of
feet, measured in a straight line with the
subject standing upright. Ensure no footwear is
worn and that the feet are slightly apart.

C. HIP

I

C

E. 다리 안기장

D. HEIGHT

F. CUFF TO CUFF

The vertical distance between the crown ofMeasured
the
with the arms outstretched, across the
head and the soles of the feet measured without
back, from the point of the wrist bone to point of
shoes. Feet need to be together.

E

the wrist bone.

E. INSIDE LEG

E

cm

G. SHOE SIZE

F. CUFF TO CUFF

As normal shoe size

G. 발 사이즈
H. THROUGH MEASURE
(HOOP)

Measured with the arms outstretched, across the
back, from the point of the wrist bone to point of
the wrist bone.

G

J

F. 손목에서 손목

The distance between the crotch and the soles of
the feet, measured in a straight line with the
subject standing upright. Ensure no footwear is
worn and that the feet are slightly apart.

J

I

cm

The horizontal girth measured around the buttocks
at the level of the maximum circumference.

H

B

cm

E. INSIDE LEG

The girth of the natural waistline between
the top of the hip bones and lower ribs measured
The
with the subject breathing normally and standing
upright with the abdomen relaxed.
the

A

D

The vertical distance between the crown of the
measured without

The maximum horizontal girth measured over
the and the soles of the feet
head
shoulder blades; under the arm pits and over
the chest with the subject standing upright. shoes. Feet need to be together.

C

G. SHOE SIZE
As normal shoe size

H. THROUGH MEASURE (HOOP)

I. THIGH

Taken from the ‘Adams’ apple, down the front of
the body, tight under the crotch and up the neck to
the nape of the back neck.
Measure

G

I. THIGH

cm

Taken from the ‘Adams’ apple, down the front of
the body, tight under the crotch and up the neck to
the nape of the back neck.

H. 상체둘레

at the widest point of the thigh.

cm

J. CALF

Measure at the widest point of the thigh.

Measure at the widest point of the calf.

J. CALF
Measure at the widest point of the calf.

F

I. 허벅지 둘레

cm

J. 종아리 둘레

cm

F

1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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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 International Limited
Limerick Road, Redcar, Cleveland, T510 5JU, UK Tel: +44 (0) 1642 486104 Fax: +44 (0) 1642 487204
Email: sales@typhoon-int.co.uk Web: www.typhoon-int.co.uk

세미맞춤 부츠 사이즈표

Typhoon International Limited
드라이수트 사이즈

부츠 사이즈

S

240 ~ 250mm

M

250 ~ 260mm

Doc. TR210 issue 6 21/03/2003

Limerick Road, Redcar, Cleveland, T510 5JU, UK Tel: +44 (0) 1642 486104 Fax: +44 (0) 1642 487204
Web: www.typhoon-int.co.uk
Email: sales@typhoon-int.co.uk
XS
230 ~ 240mm

L

250 ~ 270mm

XL

260 ~ 280mm

드라이수트 유리관리 방법

드라이수트는 다이빙 후 관리에 따라 수명이 좌우됩니다.
■

다이빙 후 차가운 수돗물로 외부를 씻어줍니다.

■

다이빙 후 지퍼에 왁스를 발라 줍니다.
지퍼가 꺾이지 않게 보관합니다.
지퍼는 잠근 후 5cm 쯤 벌려서 보관합니다.
목씰과 손목씰에는 탈콤 파우더를 칠해줍니다.
내부에서 냄새가 날 때에는 따뜻한 물(30°C~40°C)에 연성세재를 풀어서
가볍게 세척 후 씻어줍니다.
보관 시 드라이수트 행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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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S
벌집형 오리발 집 (RIDDLED FOOT POCKET)
기존의 오픈힐 발집의 한계는 무겁다는 것과 ‘파라슈트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킥을 할 때 발집과 부츠의 틈새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저항이 생기는 것을 ‘파라슈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벌집형 발집의 오리발을 착용하는 순간 누구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가벼움과 안락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번 사용해보면 누구나 이 발집의 마니아가 될 것입니다.

최적 효율 각도의 오리발 블레이드(OPB-OPTIMIZED PIVOTING BLADE)
블레이드가 항시 최적 각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기술력입니다.
종전 오리발들은 킥 동작 사이클에서 각도에 따라 추진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 추진력을 발생시킵니다. OPB는 킥 동작
사이클 내내 최적의 추진력을 만들어 줌으로, 피로를 최소화하고
수중에서 흐르는 듯 자연스러운 추진이 이루어집니다.

물골을 이용한 추진력 시스템(CHANNEL THRUST)
부드러운 날줄의 인써트는 킥 동작을 하는 동안 오리발
블레이드의 일정한 변형을 이루게 합니다. 이러한 물골
형태는 더 많은 양의 물이 움직이게 하여 같은 힘으로도 더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세 가지 이성 재질 활용(TRI-MATERIAL CONSTRUCTION)
뛰어난 성능, 최대한의 탄력성, 높은 내구성 그리고 노화 억제
성능 등을 위하여 마레스 오리발은 세 가지 이성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다이빙 조건에서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합니다.
고무 테크놀로지(RUBBER TECHNOLOGY)
내구성이 높은 고무에 고성능의 기술이 접목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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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TREAM 엑스 스트림
가격 : 30만원
sizes
blade*

S 230~260mm

R 250~280mm

XL 270~300mm

36 cm

37 cm

38 cm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과 탁월한 편안함
■■ 새로운 발집(파라슈트 현상이 없음)
■■ 최적의 효율적인 각도에 의한 효과 이상의 성능
■■ 교란 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블레이드
■■ 2010년 레드닷 디자인수상

엑스 스트림의 성능, 편안함, 가벼운 중량은 다이빙산업 60년 열정이 이루어낸
놀라운 산물입니다. 엑스 스트림은 미래의 오리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제시합니다.
마레스는 2년여의 연구, 실험, 테스트 특허를 엑스 스트림에 응축 시켰습니다.

빨강(RD)

노랑(YL)

파랑(BL)

화이트핑크(WPK)

화이트블루(WBL)

검정(BK)

화이트핑크와 화이트블루는 ‘S’사이즈만
공급합니다.

벌집형 포켓

ABS 플러스 버클

물 빠지는 구멍

잡기 편하게 구멍 난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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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NTI QUATTRO + 꽈뜨로 +

EXCEL + 엑셀 +
가격 : 27만원

가격 : 22만원

sizes

XS 210~240mm

S 230~260mm

R 250~280mm

XL 270~300mm

sizes

S 230~260mm

R 250~280mm

XL 270~300mm

blade*

36 cm

39 cm

40 cm

40 cm

blade*

37 cm

38 cm

39 cm

화이트(WH)

노랑(YL)

파랑(BL) 실버(SL)

노랑(YL)

파랑(BL)

검정(BK) 라임(LM)

플라멩고(FL)

어떠한 다이빙 환경에서도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오리발

다이빙 전문가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오리발

■■ 수퍼 물골(SUPER CHANNEL)을 이용한 추진력 시스템을 적용

■■ 새로운 재질 사용으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탄성 최적효율각도 블레이드(OPTIMIZED PIVOTING BLADE)를

■■ 네 개의 물골로 네 배의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적용하여 피로 도는 최소화하고 효율성은 극대화
■■ ABS 플러스 버클 장착

■■ 번지 스트랩을 장착하였습니다.

꽈뜨로 엑셀은 어떠한 다이빙 환경에서도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퍼
물골 추진력 시스템과 탄성 OPB기술력을 적용하였습니다. 스트랩은 ABS
플러스 버클로 한 번의 조작으로 쉽게 풀거나 잠글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적인
발집은 고래 꼬리지느러미 디자인으로 킥 동작의 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발이 작은 여성분들을 위한 XS 사이즈가 공급됩니다.

새로운 아반티 꽈뜨로+는 효율성을 최적화한 새로운 재질 덕택에 전통 모델의
성능을 뛰어 넘었습니다. 훨씬 좋아진 응답성과 추진력을 갖춘 데다 더욱
매력적인 외관과 번지 스트랩이 기본으로 장착되었습니다. 이미 입증된 물골
추진력에 의하여 아반티 꽈뜨로+는 모든 다이빙 조건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오리발입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안정성을 높여주면서 발목 뒤틀림
현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 공학적인 발집은 더 많은 힘을 블레이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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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TOR 랩터

WAVE 웨이브

가격 : 20만원

가격 : 20만원

sizes

S 230~260mm

R 250~280mm

sizes

S 230~260mm

blade*

37,5 cm

38 cm

blade*

37 cm

화이트핑크(WPK)
녹색(GN)

노랑(YL)

파랑(BL)

화이트블루(WBL)

빨강(RD)

스플릿이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내주는 오리발

순수함과 편안함 그리고 즐거움

■■ 자연 생태계 날개 이론을 적용

■■ 세 가지 재질로 이루어짐

■■ 고래 꼬리지느러미 디자인으로 힘의 전달 효과를 높임

■■ 광폭의 수퍼 채널로 강력한 추진력

■■ ABS 플러스 버클 장착

■■ ABS 플러스 버클 장착

랩터는 선진 디자인과 재질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스플릿 오리발로는 최고의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힘의 최대한 전달을 위한 고래 꼬리지느러미 발집을
비롯한 랩터의 디자인은 스플릿 오리발 중에서 최대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웨이브 오리발에는 부위별로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세 가지 재질을 적용하였
습니다. 발집의 윗부분은 최대한 편안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드러운 고무를
사용하였습니다. 블레이드에는 이상적인 수퍼채널의 물 흐름을 얻기 위하여
부드러운 고무를 커다랗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부위는 최상의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견고한 재질을 채택하였습니다.
빈틈없는 마레스의 오리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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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LANA 파워 플라나

TURBO PLANA + 터보 플라나 +

가격 : 27만원

가격 : 20만원

sizes

S 250~260mm

R 260~270mm

blade*

29 cm

29 cm

XL 280~290mm XXL 300mm이상
29,5 cm

29,5 cm

sizes**

S 220~230mm

M 240~250mm

L 260~270mm

blade*

27,5 cm

29,5 cm

29,5 cm

검정(BK)
검정(BK)

검정(BK)

검정(BK)

마레스의 테크 오리발

부드러운 천연 고무 재질의 오리발

■■ 고품질의 자연고무 제품

■■ 번지스트랩 부착

■■ 번지스트랩 부착

■■ 부위별로 필요한 탄성의 고무 주입

■■ 발 전체를 감싸는 발집

■■ 심플하며 독특한 디자인

파워플라나는 테크 다이버를 위한 이상적인 오리발입니다. 거의 찢어지지 않는
자연 고무로 만들어진 이 고성능 오리발은 모든 발차기에 이상적인 효능을
갖추었습니다. 고밀도 재질은 오리발을 음성부력을 갖게 하였고 드라이수트를
착용 할 때 또는 스틸 플레이트를 포함한 테크 장비를 갖추었을 때 이상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마레스의 특허 제품인 번지스트랩은 다이빙하는 동안이나
신고 벗을 때 모두 극도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타사 제품과는 달리 마레스의
고무 오리발은 발 전체를 감싸는 발집을 갖추었습니다.

터보플라나+는 강하고 부드러운 천연 고무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레저 다이
빙뿐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드라이수트 다이빙시 균형 잡기가 용이하
며 변형 킥의 다양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번지스트랩을 기본 장착하여
오리발 착용이 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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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O PLANA 터보 플라나

AVANTI X3 아반티 X3

가격 : 14만 5천원

가격 : 14만 5천원

sizes**

S 220~230mm

M 240~250mm

L 260~270mm

sizes

XS 210~240mm

S 230~260mm

R 250~280mm

XL 270~300mm

blade*

27,5 cm

29,5 cm

29,5 cm

blade*

34 cm

35 cm

36 cm

37 cm

검정(BK)

노랑(YL)

검정(BK) 파랑(BL)
검정(BK)

탄성이 뛰어난 생고무 재질의 오리발
■■ 작동 부분별로 필요한 탄성의 고무 주입
■■ 한국 다이버를 위한 특별한 디자인
■■ ABS 플러스 버클 장착

터보 플라나는 튼튼한 고무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밀도 높은 고무로 만들어 음성
부력을 제공하며,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드라이수트 다이빙뿐만 아니라 일반
다이빙 시에도 제대로 균형을 잡아줍니다. 일반 발차기나 개구리식 발차기등
모든 발차기 동작을 하기 쉬우며, 신뢰할 수 있고 튼튼합니다. 사용하기
편하도록 ABS PLUS버클과 부드러운 고무재질의 스트랩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 다이버를 위하여 특별히 적절한 사이즈의 블레이드, 발집, 발등 등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기능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편안함을 갖춘
오리발
■■ 3개의 물골을 갖춘 오리발
■■ 높은 품질 수준이면서 경제적인 가격의 오리발
■■ 발이 작은 여성을 위하여 XS사이즈도 구비

편안함과 추진력의 완벽한 조화는 레크레이션 다이빙 또는 스노클링에
적합합니다. 중간 사이즈의 블레이드는 3개의 물골을 갖추어 킥 싸이클에서
물의 이동을 최적화합니다. 여행용으로 이상적이며, XS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여성용이나 어린이용으로도 최적인 오리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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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NTI EXCEL 아반티 엑셀
가격 : 11만 5천원
sizes
blade*

34/35 225~230mm

36/37 235~240mm

38/39 245~250mm

29,5 cm

30 cm

31 cm

40/41 255~260mm 42/43 265~270mm
32 cm

33 cm

44/45 275~280mm

46/47 285~290mm

34 cm

35,5 cm

빨강(RD)

노랑(YL)

파랑(BL)

실버(SL)

핀 수영과 열대 다이빙에 가장 이상적인 오리발
■■ 가볍고 편안한 킥으로도 강력한 추진력 발휘
■■ 빠른 반응과 다양한 킥 동작을 소화
■■ 세가지 잴의 최대의 효과

마레스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재질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 후, 과거
플라나 오리발의 전설을 능가하는 아반티 엑셀을 탄생시켰습니다. 탄성 OPB,
수퍼 물골 추진력, 세 가지 이종 재질 활용 기술, 고래 꼬리지느러미 디자인 등
마레스의 모든 최신 기술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까다로운 다이버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킵니다. 발이 작은 여성을 위하여 34/35(225~230mm)부터 발이 큰
남성을 위한 46/47(285~290mm)까지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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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NTI QUATTRO POWER 꽈뜨로 파워

AVANTI SUPERCHANNEL FF 아반티 수퍼채널 FF

가격 : 20만원

가격 : 10만원

sizes
blade*

40/41 255~260mm

42/43 265~270mm

44 cm

44/45 275~280mm

45,5 cm

sizes

36/37

38/39

40/41

42/43

45,5 cm
blade*

32 cm

33 cm

34 cm

35,5 cm

파랑(BL)

노랑(YL)

근원적인 물골 추진력을 갖춘 가장 강력한 오리발
■■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내는 오리발
■■ 최적의 성능을 위한 물골 추진 이론 기술력을 적용
■■ 고무를 덧씌운 가장자리 늑골을 채택

다이빙을 위한 모든 장점을 다 갖춘 최고의 발집형 오리발입니다. 아반티 꽈뜨로
파워는 최상의 파워, 편안함 그리고 스피드를 원하는 열대지역 다이빙, 스노클링,
프리 다이빙 등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또한 파워와 스피드를 요구하는 레스큐
다이버에게도 알맞습니다. 탁월한 성능에 편안함까지 갖추었습니다.

36,5 cm

노랑(YL)

검정(BK)

수중에서 스피드, 힘 그리고 즐거움 등을 위한

44/45

235~240mm 245~250mm 255~260mm 265~270mm 275~280mm

빨강(RD)

힘과 효율성이 완벽하게 어울어진 오리발
■■ 수퍼 물골 효과를 위한 3개의 물골
■■ 최상의 성능을 위하여 테크랄렌으로 생산
■■ 인체공학적 발집

블레이드 길이가 컴팩트하여 42/43사이즈가 35.5cm로 휴대가 편리하며
핀수영과 더운 지역에서 다이빙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부위에 따라 두께가 다른
정형 외과적 발집은 뛰어나게 편안합니다. 블레이드는 내구성을 늘리기 위햐여
테크랄렌과 열가소성 플라스틱 고무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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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NTI TRE 아반티 뜨레

BUNGEE STRAP 번지 스트랩

가격 : 8만 5천원

가격 : 8만원

sizes

36/37

38/39

40/41

42/43

44/45

sizes

XS/S

R

XL

235~240mm 245~250mm 255~260mm 265~270mm 275~280mm
blade*

31 cm

33 cm

34 cm

36 cm

36,5 cm

단순함과 창의성의 어울림
■■ 3가지 규격으로 모든 사이즈 적용
■■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 모든 마레스 오리발에 적용 가능
■■ 사이즈 : XS/S, R, XL

스테인레스 스프링 스트랩의 스마트한 대체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번지 스트랩은 종전 조절하는 핀 스트랩을 구식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스테인레스 스프링 스트랩의 기능을 추월하기도합니다. 탄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태양광선, 염분, 화학 약품류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졌고 가격도 낮아졌습니다. 마레스는 이미 40여 년간 스피어건
주요 부품으로 번지류를 이용하여왔습니다. 이제 번지 스트랩 덕분에 오리발을
신고 벗고 하는 일이 무척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발 뒤꿈치를
감싸주게 되어 편안한 다이빙을 보증합니다

SS SPRING STRAP SS 스프링 스트랩
파랑(BL)

가격 : 10만원
sizes

S

R

XL

노랑(YL)

단순하면서도 추진력이 좋은 오리발
■■ 인체공학적 발집

오리발용으로 이상적인 스트랩

■■ 단단하고 내구성 좋은 구조
■■ 높은 추진력을 보유한 경제적인 오리발

■■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특수 버클
■■ 편안한 형태의 고무 몰딩

아반티 뜨레는 인체공학적 발집과 중간 크기 블레이드 그리고 킥하는 동안 물의
최적 이동을 위하여 3개의 물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핀 수영과 더운 지역에서
다이빙하기에 완벽한 오리발입니다. 상, 하 스테빌라이저는 발집에서부터
블레이드까지 힘을 전달하는데 기여합니다. 힘을 별로 안들이고도 킥을 할 수
있어서 스노클링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 3가지 사이즈(S, R, XL)

모든 마레스 오리발에 완벽하게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스테인레스 스틸
버클입니다. 특별히 넓게 만들어져서 장갑을 착용한 체로도 쉽게 사용이 가능
합니다. 고품질의 고무 재질로서 내구성이 탁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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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엑스

Fin

스트림

엑셀+

꽈뜨로+

랩터

웨이브

파워
플라나

터보
플라나+

터보
플라나

아반티 X3

아반티
엑셀

꽈뜨로
파워

아반티
수퍼채널

아반티
뜨레

사이즈

S·R·XL

XS·S
·R·XL

S·R·XL

S·R

S

S·R·XL
·XXL

S·M·L

S·M·L

XS·S
·R·XL

34/35·36/37
38/39·40/41
42/43·44/45
46/47

40/41 ·
42/43 44/45

색상

빨강(RD)
파랑(BL)
노랑(YL)
검정(BK)
화이트블루
화이트핑크

파랑(BL)
노랑(YL)
실버(SL)

화이트(WH)
파랑(BL)
노랑YL)
검정(BK)
라임(LM)
플라멩고(FL)

파랑(BL)
노랑(YL)
녹색(GN)
빨강(RD)

화이트블루
화이트핑트

검정(BK)

검정(BK)

검정(BK)

파랑(BL)
노랑(YL)
검정(BK)

파랑(BL)
노랑(YL)
실버(SL)
빨강(RD)

노랑(YL)
검정(BK)

파랑(BL)
노랑(YL)
빨강(RD)

파랑(BL)
노랑(YL)

36/37·38/39 36/37·38/39
40/41·42/43 40/41·42/43
44/45
44/45

벌집형 오리발 집
OPB ∤ Optimized Pivoting Blade
물골을 이용한 추진력 시스템
세 가지 이성 재질 활용
고무 기술력
블레이드 길이
오픈 힐(R)
풀 풋(42/43)
무게
오픈 힐(R) 버클 제외
풀 풋(42/43)

길이

cm

37

40

38

38

39

29

29.5

29.5

36

33

45.5

35.5

36

면적

cm

750

800

780

640

780

600

610

610

750

560

960

650

680

0.7

0.9

0.9

1.1

0.8

1.3

1

1

0.8

0.6

1

0.7

0.6

2

Kg

열가소성 고무 / 테크 폴리머
열가소성 고무 / 테크랄렌
천연고무

FIN ACCESSORIES 오리발 액세서리
크루즈 핀가방

크루즈 프리다이브

오리발 스트랩

파워 락

가격 : 2만원

가격 : 5만 5천원

가격 : 1만 5천원

가격 : 1만원

sizes : S. R

sizes : XL

사이즈가 작은 여성용 오리발을 위
한 S 사이즈와 남성용 R 사이즈가
있습니다.

수경, 스노클, 오리발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가방입니다.

모든 오픈힐 제품 공통의 스트랩

ABS 플러스 버클

뉴 ABS 버클

ABS 버클

가격 : 2만 5천원(2개)

가격 : 1만 5천원(2개)

가격 : 1만원(2개)

즉각적인 조작 기능의 버클

쉽게 잠그고 스트랩을 조절할 수
있는 뉴 ABS버클.

쉽게 잠그고 스트랩을 조절할 수
있는 ABS버클.

sizes : S. M

발집형 오리발을 신을 때 발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것
S : 34/35~36/37
M : 38/3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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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S
AND SNORKELS
리퀴드 스킨(LIQUID SKIN)
특허 기술입니다. 두 가지 타입의 실리콘을 사용하는 마레스
만의 BI-SILICON기술입니다. 프레임을 받치는 부분은 단단한
실리콘을, 얼굴에 닿는 부분은 부드러운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종전에 비하여 45%이상 부드러운 재질이 비교할 수 없을 만
큼 편안하고 270%이상 탄력성이 증대하여 얼굴에 완벽하게
밀착합니다.
썬라이즈(SUNRISE)
썬라이즈 마스크는 스커트가 아시아인의 얼굴에 맞도록
특별 설계되었습니다.
트라이 콤포트(TRI-COMFORT)
코 주위 부위에서 프레임과 스커트 사이에 작은 수평 늑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늑재가 스커트 위에 있는 프레임에 의하
여 가해지는 압박을 흡수하면서 재 분산 시키게 됩니다. 결과적
으로 편안함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선택적 시력 교정 렌즈(OPTIONAL OPTICAL LENSES)
마레스는 여러 가지 모델에 시력 교정 렌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시용으로 -1부터 -7까지를 또한 몇몇 모델에는 원시용으로
+1.5부터 +3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레스는 렌즈 교체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최고 등급의 렌즈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K

한국형 마스크(KOREAN SKIRT)
마레스에서는 한국인의 얼굴에 맞는 별도의 스커트를 특별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드라이 탑(DRY TOP)
다이버 또는 스노클러에게 완전하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
록 하면서 편하게 숨을 쉴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퍼지 밸브(PURGE VALVE)
아래쪽에 퍼지 밸브시스템을 장착한 경우에 빠르고 효율적인
튜브 물 빼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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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U

SUNRISE X-뷰 리퀴드 스킨 썬라이즈

가격 : 12만 5천원

K

검정(BK)

파랑(BL)

화이트(WH)

빨강(RD)

화이트핑크(WPK)

화이트블루(WBL)

MASK STRAP

한국인을 위하여 별도로 설계한 오리엔탈 스커트
리퀴드 스킨 기술이 들어가 편안하고 안정감있는 착용감
■■ 두 가지 실리콘을 이용한 스트랩
■■ 트라이 콤포트(TRI-COMFORT)
■■ 2-버튼식 버클

엑스 뷰 리퀴드스킨 썬라이즈는 이안식 마스크로써는 리퀴드스킨 기술력을
엑스비전 이후 처음 개발한 마스크인데, 더욱이 해가 뜨는 나라로 알려진 우리
한국인 얼굴형에 맞도록 특별하게 제작한 썬라이즈 모델입니다. 리퀴드스킨
스커트에 의한 자연적인 편안함 이상으로 코 주변에 소프트 실리콘을
주입함으로써 마치 충격방지 범퍼의 역할을 더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2-버튼식
버클은 전혀 새로운 편의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 시력 교정용 렌즈 부착 가능
■■ 한국형 마스크

인체 공학적 코집으로 용이한 이퀄라이징

물빠짐 시스템

충격 압력을 감소해주는 시스템

돗수 렌즈 장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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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CE

에센스 리퀴드스킨

가격 : 15만원

파랑(BL)

빨강(RD)

화이트(WH)
검정(BK)

노랑(YL)

독특한 디자인과 리퀴드 스킨 기술이 접목된 최고의
마스크
■■ 편안하고 넓은 시야

에센스 마스크는 리퀴드스킨 기술력을 한껏 보여줍니다. 실리콘과 유리가
어우러져서 새로운 마스크를 창조하였습니다. 가볍고 접을 수 있으며, 버클이
스커트에 장착되어 있어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기술력과
미학을 일체화시켜 모든 사양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 스커트에 장착된 순간 조절식 버클
■■ 가볍고, 접을 수 있어, 보관이 용이

X-VISION

X-비전 리퀴드스킨

가격 : 12만 5천원

노랑(YL)

달리 비할 바 없는 명품 마스크
■■ 45% 부드러움 증대 :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 270% 탄력성 향상 : 얼굴에 밀착되어 일체화
■■ 여러 가지 색상을 구비
■■ 시력 교정용 렌즈 부착 가능

빨강(RD)

녹색(GN)

실버파랑(SLBL)

핑크(PK)

실버노랑(SLYL)

청회색(BGR)

더할 나위 없는 혁신 리퀴드 스킨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스크와 결합
하였습니다. 두 가지 다른 타입의 실리콘 조합이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다이빙 후에 항시 얼굴에 남았던 자국이 거의 없어집니다. 부드러운
코집 덕택에 이퀄라이징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 내셔날 지오그래픽 2008(National Geographic 2008)
‘Best of Adventure Gear’ 대상 수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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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스타 리퀴드스킨

가격 : 12만 5천원

노랑(YL)

파랑(BL)

리퀴드 스킨을 적용한 가장 콤팩트한 마스크
■■ 리퀴드 스킨 기술력을 적용
■■ 작은 내부 용적

스타는 렌즈의 각도와 스커트의 코집 위치 등을 조정하여 렌즈와 눈과의
거리를 크게 줄여서 최적화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야와 거리 인식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리퀴드 스킨 기술력과 결합하여 모든 마스크의 장점들을 모두
아우른 마스크입니다.

■■ 프리 다이빙용으로도 이상적

DEMON 데몬
가격 : 10만원

노랑(YL)
노랑(YL)

뛰어난 사양의 가장 시야가 넓은 고성능 마스크
■■ 트리 콤포트(TRI-COMFORT)기술력
■■ 마레스 제품 중에서 가장 넓은 시야를 제공

데몬 마스크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모든 방향에서 최대의 시야 각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트리 콤포트 기술력으로 이마와 코 부위의 프레임에 부드러운
재질을 덧씌웠습니다. 이 부드러운 재질이 자주 또는 오래 다이빙 하는 경우에도
뛰어난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 전위적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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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X-VISION 뉴 X-비전
가격 : 8만 5천원

검정(BK)

화이트(WH)

노랑(YL)

파랑(BL)

블랙화이트(BKWH)

X-Vision과 같은 마스크는 없습니다 – 확실합니다
■■ 시야의 20% 놀라운 증가
■■ 생동감 있는 새로운 색상들

색다르고 혁명적인 디자인이 혁신적인 기술과 만나 편안하며, 모든 방향에서
시야가 넓어진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현대적인 색상들이 새로운 X-비전을
모던하고 확실한 룩을 연출합니다. 작고 조절하기 쉬운 버클이 있고, 시력 교정
렌즈도 가능합니다.

■■ 작고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버클
■■ 시력 교정용 렌즈 부착 가능

X-VISION X-비전
가격 : 8만원

청회색(BGR)

라이트블루(LBL)

투명(CL)

세계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마스크
■■ 최첨단 디자인
■■ 시력 교정용 렌즈 부착 가능

X-비전은 세심한 컴퓨터 디자인과 수많은 광학적 테스트의 산물입니다. 정중앙에
자리한 눈의 위치 그리고 최적 각을 형성하는 마스크 창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최대한의 시야를 보장합니다. 인체 공학적인 순간 조절식 버클을 스커트에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스커트를 접어 주머니에 오랫동안 보관하여도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업용으로도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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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SUNRISE 아이쓰리 썬라이즈
가격 : 9만원

K

투명(CL)

검정(BK)

파랑(BL)

독보적인 시야 확보 한국인을 위하여 특별 설계한
스커트 장착
■■ 트라이 콤포트 스커트
■■ X형 스트랩

아이쓰리 썬라이즈는 트라이 콤포트 기술력의 장점과 폭넓은 시야제공 넓은
일안식 글라스에 추가적으로 양쪽 눈 옆에 있는 작은 렌즈를 통하여 감동적인
시야를 확보하여 드립니다. 게다가, 해가 뜨는 나라로 알려진 우리 한국인
얼굴형에 맞도록 특별하게 제작한 썬라이즈 모델입니다. 인체 공학적인 2-버튼
버클은 수중에서 두꺼운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도 쉽게 스트랩 조절이 가능합니다.

■■ 2-버튼식 버클
■■ 한국형 마스크

ONE VISION SUNRISE 원 비전 썬라이즈
가격 : 7만 5천원

K

파랑(BL)

화이트(WH)

검정(BK)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일안식 마스크의 벤치마크
■■ 넓어진 시야

마레스의 DNA가 담긴 일안식 마스크. 시야를 확장시키는 디자인으로
업데이트되며 새로운 색상까지 더해졌습니다. 스커트에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버클이 장착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적은 힘으로 조절하기 쉽습니다.

■■ 생동감 있는 새로운 색상들
■■ 적은 힘으로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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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 오페라
가격 : 5만원

노랑(YL)

파랑(BL)

검정(BK)

단순하고 단단한 마스크

마레스의 전통을 살렸습니다. 튼튼하며 내구성 강한 구조로 여행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좌우 호환적인 렌즈는 교정용 렌즈를 사용하기가 수월합니다.

■■ 전통적인 디자인을 고수
■■ 단단하여 여행용으로 적합
■■ 경량의 무게
■■ 시력 교정용 렌즈 부착 가능

VENTO 벤토
가격 : 5만원

파랑(BL)

검정(BK)

노랑(YL)

새로운 형태의 편안함
■■ 넓어진 시야

놀라울 만큼 넓은 시야를 가지면서 지극히 편안한 스커트를 갖춘 마스크 크고
부드러운 감촉의 실리콘 버클이 장갑을 낀 채로도 조절하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쉽습니다.

■■ 간편한 착용
■■ 부드러운 감촉의 실리콘 버클을 스커트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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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 하와이
가격 : 4만 5천원

검정(BK)

파랑(BL)

자동 배수 밸브가 채택되어 편안하며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마스크
■ 자동 배수 밸브가 채택되어 초보자에게 적합
■ 4면 렌즈 타입
■ 퍼지 밸브(PURGE VALVE)장착
■ 강화 유리

초보자를 위하여 자동 배수 밸브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착용감과 탁월한 시야를
보장합니다.

GO MASK 고 마스크
가격 : 15만원

검정(BK)

파랑(BL)

모든 모델의 고 프로를 장착할 수 있는 마스크
■ 액체 실리콘 스커트
■ 단순한 원·터치 버클
■ 강화 유리
■ 너트 없이 장착이 가능

고 마스크는 모든 고 프로를 쉽고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스커트
는 액체 실리콘으로 제작하고 이중 엣지로 되어있어 얼굴에 잘 맞습니다.
코집은 쉽게 압력 평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여행 중에 일어날수 있는 파손과
스크래치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케이스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카메라 및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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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 SET 마린 세트
가격 : 6만 5천원

파랑(BL)

검정(BK)

퍼지밸브 장착된 성인용 세트
■■ 퍼지밸브 장착된 성인용 세트
■■ 마스크 : X-VU 퍼지 버전
■■ 스노클 : 드라이탑 스노클

노랑(YL)

핑크(PK)

마린 마스크는 X-VU 마스크에 퍼지밸브 버전입니다. 마린은 마스크안에
물을 퍼지를 통해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다. 스노클은 콤팩트한 드라이 탑이
장착되어 있고 스노클 고리는 스위벨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피스는 장시간 사용하여도 편안합니다.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박스 포장되어 있습니다.

■■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RAY SET 레이 세트
가격 : 5만원

파랑(BL)

노랑(YL)

전통 형태의 디자인의 성인용 세트

전통 형태의 디자인의 마스크 레이와 스플래쉬 탑과 퍼지밸브, 실리콘
마우스피스로 구성된 피지 스노클로 구성된 성인용 물놀이세트

■■ 성인용 물놀이세트
■■ 마스크 : 레이
■■ 스노클 : 피지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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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HOO SET 와후 세트
가격 : 4만 8천원

노랑(YL)

검정(BK)
파랑(BL)

레귤러 사이즈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X-비전 디자인을 채택한 마스크와 퍼지 기능의
스플래쉬 톱을 장착한 스노클이 함께한 세트입니다.

■■ 성인용 물놀이세트
■■ 마스크 : 기블리
■■ 스노클 : 세일러
■■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PIRATE SET 피라떼 세트
가격 : 3만 5천원

파랑(BL)

핑크(PK)
노랑(YL)

스몰 사이즈

X-비전 마스크 디자인의 피라떼 실리콘 마스크와 퍼지 기능의 드라이 톱을
장착한 스노클이 함께한 세트입니다.

■■ 얼굴이 작은 여성 및 주니어용 물놀이 세트
■■ 마스크 : 피라떼
■■ 스노클 : 헤릭스
■■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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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LENSES 시력 보정용 렌즈
가격 : 9만원

■■ X-VU L.S.S

근시-1.0부터-6.0까지
원시+1.5부터+3.0까지
■■ 리퀴드 스킨 X-비전, X-비전
근시-1.0부터-7.0까지
원시+1.0부터+3.0까지
■■ 오페라
근시-1.0부터-7.0까지
■■ 뉴 X-비전
근시-1.0부터-7.0까지

유럽에서 생산된 최고 등급의 돗수렌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레스 마스크는 근시용과 원시용의 시력 보정용 렌즈를 다양하게 공급합니다. 마스크에 장착하는 모든 렌즈들은 강화 유리를 사용 할뿐 아니라 ANSI와 DIN등의
가장 엄격한 국제 규격 인증을 받은 품질입니다. 렌즈의 두께는 돗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한의 시야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MASKS ACCESSORIES 마스크 액세서리
서리 방지액
가격 : 2만원

마스크의 김서림을 방지합니다.
최신 규정에 따라 제조하였습니다. 60ml
※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과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량을 적용한 다음 마스크를 물로 한 번
헹군 다음에 착용하십시오

마스크 스트랩

트리라스틱 스트랩 커버

쉬다이브즈 스트랩 커버

가격 : 1만 5천원

가격 : 1만 5천원

가격 : 1만 5천원

투명 실리콘과 검정 실리콘 두 가지 색상의
마스크 스트랩

트리라스틱 로고가 부착된 부드러운
네오프랜 재질의 마스크 스트랩 커버

쉬다이브즈 로고가 부착된 부드러운
네오프랜 재질의 마스 스트랩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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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GO DRY 에르고 드라이

ERGO FLEX 에르고 플렉스

가격 : 5만원

가격 : 2만 5천원

빨강(RD)
노랑(YL)

파랑(BL)

파랑(BL)

검정(BK)
검정(BK)

노랑(YL)

화이트(WH)

플렉스 버전의 독자적인 사양은 주름호스입니다. 이는 투명 실리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기능적인 스노클을 좋아하시는 다이버들에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투명(CL)

PRO FLEX 프로 플렉스

화이트핑크(WPK)

가격 : 3만 5천원

블랙빨강(BRD)

블랙노랑(BYL)

블랙화이트(BWH)

근본적인 물 유입 차단
■■ 해부학적인 디자인
■■ 배기 밸브
■■ 고품질 실리콘으로 제작된 주름호스와 마우스피스

특허인 드라이톱의 독보적인 엔지니어링과 인체 공학적으로 제작된
마우스피스로 하여금 에르고 드라이를 스쿠바용으로 또는 스노클링용으로
모두에게 이상적인 스노클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100%드라이톱과
배기밸브의 조합이 물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검정(BK)
■■ 두 가지 재질의 기술력
■■ 접을 수 있음
■■ 인체공학적 형태의 마우스피스

두 가지 서로 다른 재질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목 부분의 불편함을 없애고,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선형의 인체
공학적 디자인은 움직일 때 떨림 현상과 잡소리를 감소시킵니다. 이태리의
저명한 치열 교정의학 연구소의 협조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노클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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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EX SUPERDRY 하이드렉스 수퍼드라이

멀티 클립 스노클 키퍼

가격 : 3만원

가격 : 6천원

하이드렉스 스노클 라인에 사용이 가능한 스노클 키퍼

파랑(BL)

에르고 스노클 키퍼
가격 : 6천원

노랑(YL)

■■ 두 가지 재질의 기술력
■■ 접을 수 있음
■■ 인체공학적 형태의 마우스피스

두 가지 서로 다른 재질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목 부분의 불편함을 없애고,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선형의 인체
공학적 디자인은 움직일 때 떨림 현상과 잡소리를 감소시킵니다. 이태리의
저명한 치열 교정의학 연구소의 협조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노클을
개발하였습니다.

Snorkel

에르고 드라이

색상

투명(CL)
파랑(BL)
노랑(YL)
검정(BK)
화이트(WH)
화이트핑트
블랙화이트
블랙노랑
블랙빨강

에르고 플렉스

프로 플렉스

빨강(RD)
파랑(BL)
노랑(YL)
검정(BK)

검정(BK)

에르고 스노클 라인에 사용이 가능한 스노클 키퍼

하이드렉스
수퍼드라이

파랑(BL)
노랑(YL)

드라이 탑
퍼지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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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Mask

색상

X-뷰

에센스

X-비전

스타

빨강(RD)
파랑(BL)
검정(BK)
화이트블루
화이트핑크

파랑(BL)
노랑(YL)
빨강(RD)
화이트(WH)

노랑(YL)
빨강(RD)
녹색(GN)
핑크(PK)
청회색(BGR)
실버파랑(SLBL)
실버노랑(SLYL)

파랑(BL)
노랑(YL)

노랑(YL)

173

185

149

205

데몬

X-비전

아이쓰리 썬라이즈

투명(CL)
청회색(BGR)
라이트블루(LBL)

파랑(BL)
투명(CL)
검정(BK)

189

188

210

-1.0~-7.0

-1.0~-7.0

뉴 X-비전

파랑(BL)
노랑(YL)
검정(BK)
화이트(WH)
블랙화이트(BKWH)

리퀴드스킨
썬라이즈
트리 콤포트
선택적 시력 교정 렌즈
무게 (g)

교정 렌즈 (선택사양)

179

-1.0~-6.0

-1.0~-7.0

+1.0~+3.0

+1.0~+3.0

+1.0~+3.0

Mask

원 비전 썬라이즈

오페라

벤토

하와이

색상

파랑(BL)
검정(BK)
화이트(WH)

파랑(BL)
노랑(YL)
검정(BK)

파랑(BL)
노랑(YL)
검정(BK)

파랑(BL)
검정(BK)

200

184

176

210

리퀴드스킨
썬라이즈
트리 콤포트
선택적 시력 교정 렌즈
무게 (g)

교정 렌즈(선텍사양)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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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해외투어 적합형(A.T.O. AIR TRAVEL OPTIMIZED)
가볍고 탄력성을 갖는 자재를 선별하면서, 전체적인 세부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서 해외투어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입니다.

헤비 듀티 바퀴(HEAVY DUTY WHEELS)
모든 마레스 가방류는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바퀴를 장착하
였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스크류를 사용하였습니다.

백팩 시스템(BACKPACK SYSTEM)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한 어깨스트랩은 전용 포켓에 안보이
도록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접이방식(FOLDABLE SYSTEM)
제품 자체를 1분 이내로 접어서 작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빛의 강도(CONSISTENT LIGHT INTENSITY)
LED의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조명시간 내내 일정한 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그네틱 스위치(MAGNETIC STWITCH)
외부에 설치한 마그네틱 스위치로 램프에 침수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링이 없어서 고장의 위험이 없습니다.
화각 조절가능(ADJUSTABLE FOCUS)
다이빙중에 쉽게 작동하여 화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각은
12°~75°까지 조절 가능
쉽게 충전 가능한 배터리(IN-HOUSE RECHARGABLE BATTERY)
일반적인 충천 배터리 사용. 랜턴에서 배터리를 분리할 필요
없이 충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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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12RZ 이오에쓰 12RZ

EOS 7RZ 이오에쓰 7RZ

가격 : 36만원

가격 : 29만원

강력한 파워와 길어진 조명 시간
■■ 포커스 조절 가능
■■ 충전식
■■ 넓은 광선

하나의 전등 안에 많은 기능이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EOS 12RZ는 빛의 세기
가 뛰어난 1,200 루멘 LED 3개를 갖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절 시스템으로 필
요에 따라 조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넓은 조명부터 작은 포커스 조명
까지 가능합니다. 마트네틱 스위치로 네 가지 옵션(ON, LOW, FLASH, OFF)를
제공하며 최고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갖추었습니다. USB 케이블과 LED 충전기
로 플러그 혹은 컴퓨터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 손이나 장갑을 낀 손
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계했습니다.

밝고 다이빙에 없으면 안될 실용적인 전등
■■ 다기능 스위치 (ON, LOW, FLASH, OFF)
■■ 포커스 조절 가능
■■ 충전식

더 작은 EOS 7RZ는 더욱 다재 다능한 전등으로 레크레이셔널 다이빙을 할 때
완벽합니다. 혁신적인 조절 시스템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700 루멘의 CREE
XM-L LED 전구가 12°부터 75°까지 조명을 조절합니다. 다기능의 마그네틱 슬
라이딩 스위치는 엄지 손가락으로 간단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USB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부식에 강하도록 처리한 알루미늄은 EOS를 더
욱 튼튼하고 내구성 있게 하였고, 100m 수심도 견딜 수 있습니다.

EOS 4RZ 이오에쓰 4RZ

EOS 2RZ 이오에쓰 2RZ

가격 : 21만원

가격 : 17만원

밝고 작은 전등

극도로 가벼우며 백업용으로 완벽한 전등

■■ 긴 조명 시간

■■ 충전식

■■ 관으로 된 손잡이

■■ 포커스 조절 가능

■■ 포커스 조절 가능

■■ 다기능 마그네틱 스위치

정말 가볍고 작은 EOS 4RZ는 어떤 유형의 다이빙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전등입
니다. 400루멘의 밝기로 15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 마그네틱 스
위치(ON, LOW, FLASH, OFF)로 조명의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할 때, 수면 혹은 수중에서 넓은 면을 비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로도 충전
할 수 있습니다. LED 충전 표시가 충전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충전은 플
러그에 꽂았을 때, 4시간 30분 소요됩니다. 조절 가능한 스트랩으로 손목에 안
전하게 끼울 수 있습니다.

EOS 2RZ는 120g으로 가장 가벼운 알루미늄 전등입니다. 극도로 작고 가볍지
만, 엄지손가락으로 쓸 수 있는 다기능 마그네틱 슬라이딩 스위치(ON, LOW,
FLASH, OFF)를 자랑합니다. 포커스를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다이빙 중에도 12°
부터 75°까지의 조명을 조절합니다. USB 케이블로도 3시간만에 충전할 수 있
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LED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식에 강한 알루미
늄으로 제작하여 수심 100m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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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10R 이오에쓰 10R

EOS 3 이오에쓰 3

가격 : 65만원

가격 : 20만원

양보 없는 성능

새로운 세대의 시작

■■ 고출력의 LED 단 전구

■■ 고성능의 모노 LED

■■ 아노다이징 처리한 알루미늄 하우징

■■ 지속적인 밝기 유지

■■ 손쉬운 배터리 충전

■■ 포커스 스포트와 장시간 조명가능

손에 쏙들어오는 원형 손잡이와 완전하게 균형 잡힌 몸체로 수중에서 다루기
가 쉽습니다. 자석식 링 손잡이는 한손으로도 쉽게 확실한 작동이 가능하여 신
뢰감을 드립니다. EOS 10R의 기술적 요체는 LED의 전자식 전압 공급조절인데
발광시간 150분 동안 완전히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1000루멘의 LED
단 전구는 정밀하게 연구된 반사경과 함께 고강도의 빛을 보장합니다. 니켈 메
탈수소 배터리 팩은 메모리 효과 없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EOS 3는 3와트 하이파워 싱글 LED전구로써 1m 거리에서 7000룩스의 밝기를
가집니다. EOS 3는 AA배터리 8개로 5시간 동안 일정한 밝기를 유지합니다. 방
수 성능은 수심 100m입니다.
아노다이징코팅 알루미늄 헤드와 마그네틱 슬라이딩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는
몸통의 인체공학적 손잡이에는 쇼크방지 고무 보호제가 덧씌워져 있습니다. 슬
라이딩 스위치는 수동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EOS 3는 사이즈가 컴팩
트하여 BC주머니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길이 178cm, 헤드폭 60mm, 몸통쪽
33mm이며 조절식 손잡이 끈이 있습니다.

EOS 5 이오에쓰 5

EOS 2C 이오에쓰 2C

가격 : 25만원

가격 : 15만원

콤팩트하면서 밝은 랜턴

작고 가벼운 랜턴

■■ 높은 출력의 모노 LED

■■ 모노 LED

■■ 아노다이징 처리한 알루미늄 하우징

■■ 알루미늄 몸체

■■ 헤드 회전식 스위치

■■ 경량

EOS 5는 콤팩트한 사이즈이면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고강도 LED를 장착하
였습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메인 랜턴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
다. 부식 방지 알루미늄 몸체로서 튼튼합니다. 수동 회전식 스위치로 작동하며
알카라인 C형 배터리 3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배터리 교환이 가능합니다.
스크류 잠금 방식과 오링으로 방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총길이 20cm로써 최대
120m 수심에서 작동 가능합니다.
※주의(off상태에서 우측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침수우려가 있습니다.)

이오에쓰 2C는 가볍고 콤팩트한 랜턴으로써 고강도의 빛을 제공합니다. 단단
한 알루미늄 몸체는 내부식성이며 험하게 사용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LED 전
구는 극도로 강력한 빛을 제공하며 약 100,00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
류 잠금장치와 오링에 의하여 방수 씰처리가 되어있습니다. 3A 알카라인 배터
리 3개를 사용하므로 손쉽게 배터리 교환이 가능합니다.
※주의(off상태에서 우측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침수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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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EOS 12RZ
1.200 Lumen

EOS 7RZ
color temperature: 6200 K

burn-time: approx. 2h

700 Lumen

400 g -14.1 oz

color temperature: 6200 K

burn-time: approx. 2h 30’

550 g - 19.4 oz

163 mm - 6.4 in

179 mm - 7.0 in

HOT SPOT

HOT SPOT

230 mm - 9.0 in

220 mm - 8.6 in

MAX ZOOM

MAX ZOOM

1550 mm - 61 in

1550 mm - 61 in

EOS 4RZ
400 Lumen

EOS 2RZ
color temperature: 6200 K

burn-time: approx. 2h 30’

220 Lumen

219 g - 77 oz

color temperature: 6200 K

burn-time: approx. 1h 15’

120 g - 4.2 oz

165 mm - 6.5 in
HOT SPOT

138 mm - 5.4 in

HOT SPOT

220 mm - 8.6 in

220 mm - 8.6 in

MAX ZOOM

MAX ZOOM

1550 mm - 61 in

1550 mm - 61 in

EOS 10R
1.100 Lumen

EOS 3
color temperature: 5000 K

burn-time: approx. 2h 30’ at max light intensity

300 Lumen

700 g - 24.7 oz

color temperature: 6400 K

burn-time: over 5 hours

305 g - 10.7 oz*

216 mm - 8.5 in

185

HOT SPOT

HOT SPOT

130 mm - 5.5 in

140 mm - 5.5 in

EOS 5

EOS 2C

620 Lumen

color temperature: 6000 K

burn-time: approx. 14/16 hours

240 Lumen

211 g - 7.5 oz*

color temperature: 6000 K

burn-time: approx. 5/6 hours

219 mm - 8.6 in

mm - 7.3 in

197 g - 7 oz*

147 mm - 5.8 in

HOT SPOT

HOT SPOT

140 mm - 5.5 in

140 mm - 5.5 in

* Without batteries.
Characteristics of the beam of light are measured at a distance of 800 mm / 31.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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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S
MARKER BEAM 마커

TWIN BEAM 트윈

빔

가격 : 3만 5천원

가격 : 11만원

분실 위험을 방지하는 손목걸이, 플래시 기능, LR44 배터리 사용

■■ 밝은 빛의 빔

빔

■■ 작은 사이즈로 포켓에 휴대가 간편함
■■ 완전한 방수처리

단단한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의 콤팩트한 크기. 백업 터치 기능을 갖춘2in1 LED
라이트입니다. 넓게 비추거나 좁게 한 곳을 표시할 때, 또는 콤팩트한 빔 터치
를 원할 경우에도 최적의 선택입니다.

KNIVES
FORCE 포스

FORCE NANO 포스

가격 : 12만원

가격 : 9만 5천원

나노

모든 다이버들에게 이상적인 나이프

용도에 꼭 맞는 칼

■■ 인체 공학적 손잡이

■■ 스테인레스 스틸에 PVD코팅한 칼날

■■ 스테인레스스틸에 PVD 코팅한 칼날

■■ 장비에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

■■ 신형의 장착 장치

■■ 모든 용도에 이상적인 크기

스텐다드한 크기의 나이프로서 BC, 가방, 호스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부
드러운 인체공학적 손잡이는 쥐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100mm의 스테인레스
칼날은 라인커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PVD코팅 처리는 칼날 표면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특수한 모양으로 장갑을 낀 손으로도 칼을 쉽게 뺄 수 있
게 하였습니다.

콤팩트한 크기의 나이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상적입니다. 표준 나이프로 BC,
가방, 호스 등에 장착하기 쉽습니다. 손잡이는 부드럽고 크기가 커서 쥐기 쉽습
니다. 65mm 길이의 스테인레스 스틸 칼날에는 라인 커터가 설계되어 있으며
특수 PVD처리가 칼날 표면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FORCE BAT TITANIUM 포스
가격 : 19만원

배트 티타늄

LINE CUTTER 라인
가격 : 2만 5천원

커터

■■ 배타 티타늄 재질의 칼날
■■ 접이식
■■ 캐러비너 부착

스테인레스 301 재질의 칼날을 채택하여 거의 녹이 슬지 않으며 날카로움을
유지합니다. 두 가지 색상 (빨강, 검정)을 갖추었습니다.

초경량 티타늄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도 손쉽게 칼날을 펼 수 있습니
다. 강도와 내마모성 그리고 내부식성을 보장하며 경량이면서 안전합니다. 마
레스의 배타 티타늄 나이프는 특이한 톱니 형태의 특수 칼날로서 예리한 절단
력이 우수하여 각종 잡다한 재질을 두루 절단할 수 있습니다.
86

07.����.indd 86

2015-03-12 �� 2:29:32

CRUISE BACKPACK PRO / CRUISE BACKPACK 크루즈 백팩 프로/크루즈 백팩
가격 : 크루즈 백팩 프로 37만원
가격 : 크루즈 백팩 31만원
Dimension BackPack Pro (LxWxH)

Unit Net Weight

Volume

47×32×81 cm

5 Kg

128 L

Dimension BackPack (LxWxH)

Unit Net Weight

Volume

40×31×80 cm

4,4 Kg

100 L

투어용으로 최적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상하게
신경써서 완성
■■ 엄청난 기동성과 안정성
■■ 조절식 손잡이
■■ 일체화된 수납용 포켓들

마레스 크루즈 가방류의 플래쉽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콤팩트한 현대적인 새로운
디자인과 자재로 제작하여 활용도는 극대화하면서 무게는 줄였습니다. 사양의
변화는 크고 튼튼한 바퀴, 조절식 손잡이, 통합형 전면 포켓들, 두툼한 어깨 멜빵,
조절식 외부 조임용 스트랩 그리고 배수 시스템을 갖춘 측면 오리발 주머니
등등입니다. 거울달린 화장품 케이스는 기본 내장 사양입니다.
크루즈 백팩은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만든 가방입니다.
가볍고, 콤팩트한게 특징입니다.

CAST BAG 캐스트 백
가격 : 19만 5천원
Dimension (LxWxH)

Unit Net Weight

Volume

40×30×75 cm

4Kg

118 L

가볍고 충격에 강한 가방 해외 다이빙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 1680데니어 나일론
■■ PVC 몸체
■■ 우레탄 바퀴
■■ 상단, 하단, 측면에 손잡이
■■ 견인용 손잡이
■■ 이름표 부착 기능
■■ 다양한 크기의 별도 수납 주머니
■■ 측면 2개, 상부에 1개 버클로 내용물 고정

많은 다이버들의 사랑을 받은 캐스트백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우레탄 바퀴로 교체 보강하여 더욱 견고해졌으며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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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SE BACKPACK DRY 크루즈 백팩 드라이
가격 : 26만원
Dimension (LxWxH)

Unit Net Weight

Volume

42x33x79 cm

1,1Kg

108 L

경량의 여행용 가방
■■ 초경량화 실현
■■ 완벽한 방수처리
■■ 넉넉한 내부공간

1.5kg도 안되는 초경량 가방입니다. 그렇지만 다이빙 투어를 더욱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기능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열처리 씰링 방법의 방수처리,
탈착식 두툼한 어깨 멜빵, 방수지퍼, 초경량 버클 및 최소 지향적 디자인으로
이루어낸 제품으로써 다이빙 투어의 필수품입니다.

CRUISE CLASSIC 크루즈 클래식
가격 : 9만 5천원
Dimension (LxWxH)

Unit Net Weight

Volume

76×29×36 cm

2 Kg

79 L

전통적이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다이빙 백
■■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방
■■ 외부의 오리발 수납 포켓에 조절용 버클 장착
■■ 손쉬운 이동을 위하여 손잡이와 어깨끈을 동시에 장착

모든 용도에 알맞은 다이빙 백입니다. 튼튼하면서 가볍고, 일일 다이빙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어서 이상적입니다. 외부의 오리발 수납
포켓에는 오리발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조임 버클이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이나 조심해야 할 계기류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지퍼 달린 앞주머니가
있습니다.

CRUISE MESH BACKPACK 크루즈 메쉬 백팩
가격 : 6만 5천원
Dimension (LxWxH)

Unit Net Weight

Volume

40×25×64 cm

0,9 Kg

110 L

견고한 휴대용 메쉬 백팩
■■ 조절 가능한 어깨끈 사용
■■ 옆쪽으로 들 수 있는 손잡이 사용
■■ 내부에 그물망 구조 처리
■■ 튼튼한 지퍼와 지퍼 손잡이 부착
■■ 풀세트 보관이 가능할 정도의 넉넉한 크기

조절 가능한 어깨끈을 사용하여 보다 밀착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행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가벼우면서 튼튼한 구조입니다. 젖은 장비를 건조하는 동안
내용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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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SE REG 크루즈 렉
가격 : 4만원
Dimension (LxWxH)

Unit Net Weight

Volume

26x10x36 cm

0,25 Kg

9,4 L

호흡기 가방
■■ 호흡기를 담을 수 있는 가방
■■ 조절 가능한 어깨끈
■■ 컴퓨터 가방 포함

다이버의 레귤레이터와 악세사리류를 담아서 보관하기에 넉넉한 가방으로써
어깨끈과 손잡이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이브 컴퓨터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CRUISE DIVER 크루즈 다이버
가격 : 3만 5천원
Dimension (LxWxH)

Unit Net Weight

Volume

19x14x7,6 cm

0,24 Kg

1L

여행용 가방
■■ 콤팩트한 사이즈
■■ 조절 가능한 어깨끈
■■ 주머니에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보관 가능

매일 소지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다이브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등을 수납할 수 있고,
핸드폰과 아이팟 그밖에 다른 전자 기기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부에 키홀더, 다이버 자격증, 신용카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카드 홀더를
갖추었습니다.

CRUISE OFFICE 크루즈 오피스
가격 : 14만원
Dimension (LxWxH)

Unit Net Weight

Volume

42x12,7x34,3 cm

1,73 Kg

18,25 L

다이버에 첫 번째 비즈니스 가방
■■ 노트북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 다양한 자료의 보관이 용이
■■ 마레스 오리발 키홀더 포함

최적의 다이빙 비즈니스용 가방. 비즈니스 여행용이나 일상용으로 사용하기에
이상적 노트북 컴퓨터 또는 서류들을 보관하기에 적합 크루즈 오피스는 구획이 15
개로서 물품을 나누어 보관하기 편리. 핸드폰 또는 MP3수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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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SE COLLECTION
CRUISE FIN BAG 크루즈

CRUISE FREEDIVE 크루즈

핀가방

프리다이브

가격 : 2만원

가격 : 5만 5천원

사이즈가 작은 여성용 오리발을 위한 S 사이즈와
남성용 R 사이즈가 있습니다. 등에 멜 수 있으며,
앞주머니에는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어 스킨
장비를 모두 수납합니다.

수경, 스노클, 오리발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가방입니다. 핀 수영과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한 여행용으로 최적의 동반자입니다. 아주 긴
오리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CRUISE PEARL

DRY BAG 방수

크루즈 펄

가격 : 1만원

CRUISE ADD-ON 크루즈

애드온

가격 : 2만 5천원

벨크로 잠금, 형광 테두리 형태, 장비에 고정하기
용이, 나이프와 백업용 마스크 등을 보관하는
확장식 그물주머니를 수납할 수 있는 내부 포켓이
있음.

백

가격 : 대 4만원 / 중 3만원 / 소 1만 5천원

마스크 수납용 가방입니다. 벨크로 스트랩으로
쉽게 잠글 수 있으며 허리 벨트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완전하게 물로부터 방수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이즈의 방수백입니다. 연장줄 기본
장착으로 어깨 줄을 늘려 사용 가능합니다.
■■ 대(65×48×18) 어깨끈 포함
■■ 중(60×40×16) 어깨끈 포함
■■ 소(27×14×7)

FORMULA BOX 포뮬라 박스
가격 : PL2620 25만원 / PL2720 29만원 / 포뮬라박스자물쇠 3만원

하드 케이스
포뮬라 박스 가방은 이동 중의 안전 및 물이나 화약 등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정밀 장비들을 보관하려는 목적으로 디자인되고 생산되었습니다. 첨단 과학의
고강도 소재와 완전 밀폐 기능의 씰로 무장한 포뮬라 박스 가방은 외부 환경과의
완벽한 차단을 이루어 냄으로써 참다운 가치를 발휘합니다. 포뮬라 박스는 특허 받은
잠금장치, 인체 공학 손잡이, 압력 조절 밸브와 고강도의 고무 등을 갖추고 있어 운송
중에 물건이나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필요한 모든 특수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모델

색상

외부사이즈(mm)

내부사이즈(mm)

무게(kg)

폼

PL2620

검정

510x420x215

430x360x200

4.05

폼포함

PL2720

검정

590x525x225

550x430x200

5.4

폼포함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로 씌운 편안한
인체 공학적 손잡이

전면에 밸브를 설치하여 외부 압력의
변화에 맞춰 내부 압력을 조절

방수씰로 케이스 본체와 뚜껑을 밀폐시켜
-40°C~+70°C 사이의 고온에서도 충분
한 기능을 발휘

측면 보강된 특허 받은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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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Bag

크루즈 백팩 프로

크루즈 백팩

캐스트백

크루즈 백팩 드라이

크루즈 클래식

크루즈 메쉬 백팩

47×32×81 cm

40x31x80 cm

40×30×75 cm

42x33x79 cm

79×29×26 cm

40×25×64 cm

무게 (Kg)

5 Kg

4,4 Kg

4 Kg

1,1Kg

2 Kg

0.9 Kg

부피 (L)

128 L

100 L

118 L

108 L

79 L

110 L

크루즈 렉

크루즈 다이버

크루즈 오피스

크루즈 애드온

크루즈 프리 다이브

26x10x36 cm

19x14x7,6 cm

42×12,7×34,3 cm

15,2×14×6,4 cm

25×20×95 cm

무게 (Kg)

0,25 Kg

0,24 Kg

1,73 Kg

0,16 Kg

0,77 Kg

부피 (L)

9,4 L

1L

18,25 L

1,36 L

47,5 L

치수 (LxWxH)

해외투어 적합형
헤비 듀티 바퀴
백팩 시스템
접이 방식

Bag

치수 (LxWxH)

해외투어 적합형
헤비 듀티 바퀴
백팩 시스템
접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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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DEPC 해양생물 도감 슬레이트
가격 : 2만 5천원

다이버가 만나는 해양생물
DEPC 회원들이 국내 및 해외에서 직접 촬영한 생생한 사진들로서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가장 많이 만
나게 되는 해양생물들이 실려 있습니다. 절지 & 극피동물(1장), 연체동물(1장), 자포 & 해면동물(1장), 어
류(4장), 해조류 & 기타 동물(1장)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다이빙시
에도 휴대가 가능하며 수중사진 촬영 및 에코 다이빙에 유용하기 때문에 다이빙 강사, 리조트, 수중촬
영가들 및 에코 다이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 사진에는 한국명, 영명, 학명이 기재되어 있습니
다. 사이즈 : 18.6 X 26cm (양면인쇄)
※ 슬레이트 도감 8장 모두를 대형 YUPO지 앞뒷면에 인쇄한 것으로 등산 지도처럼 접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도감입니다. (*YUPO지는 물에 젖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특수지입니다.)

DEPC 어플
애플, 안드로이드용 어플 모두 무상으로 다운 가능
- 생생한 수중사진
- 104개과 442종의 사진과 설명
- 한국 및 전 세계 바다에서 촬영한 수중사진

- 지속적인 업데이트
- 쉽지만 강력한 찾기 기능
- 심플한 이용법

DEPC'S 바다물고기
“DEPC's 바다물고기”는 다이버가 국내 및 해외의 바다속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어류들을 수록하
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다와 생물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사진 자료를 만들어온 DEPC 회장님 이하 모
든 회원님들의 땀의 결정체입니다. 이 책 속의 사진들은 바다속에서 DEPC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수중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는 바다속의 물고기들에 대해 알아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DEPC 회원들이 촬영한 약 700여종의 물고기들의 생생한 모습과 부경대 권천중 박사
의 쉬운 설명 글들이 이 책을 보시는 독자들을 아름다운 바다속 물고기들과 만나게 해 드릴 것입니다.
DEPC (Digital Eco Photo Club / http://www.depc.co.kr )

REGULATORS ACCESSORIES 호흡기 액세서리
딘커넥터
22
가격 : 10만원

딘커넥터
52X-52-15X-2S
가격 : 10만원

딘커넥터
12S
가격 : 10만원

딘요크 어댑터

300bar용

300bar용

300bar용

딘타입의 호흡기를 요크 형으로
전환

찬물다이빙 오일키트
22-12S

찬물다이빙 드라이키트
42

찬물다이빙 드라이키트
52X-52-15X

가격 : 20만원

가격 : 20만원

가격 : 20만원

극저온의 물속에서 모든 작
동 부분을 물과 차단시키는
찬물 다이빙키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만을 이용
MR42T1단계 전용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만을 이용

가격 : 10만원

스위벨 조인트
가격 : 8만원

2단계에 연결하여 호스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여 턱의
피로를 줄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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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SKIN MOUTHPIECE 리퀴드스킨 마우스피스
가격 : 2만 5천원

블랙/빨강(BK/RD)

블랙/화이트(BK/WH)

독창적인 마우스피스 독창적인 기술력

리퀴드스킨 마우스피스는 두 개의 실리콘 몰드를 하나의 마우스피스로 제작 다른
두께의 바이트를 완벽하게 포지셔닝되어 편안함과 턱의 피로를 줄이고 자극이
없어서 오랫동안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측면의 상단과 하단은 입술을
자극하여 더욱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리퀴드스킨 마우스피스는 마레스의 모든
레귤레이터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 BI-SILICONE 기술력
■■ 높은 착용감, 최고의 편안함
■■ 턱의 피로가 극도로 줄어듬

JAX 작스

JAX-S 작스-S

가격 : 5만 5천원

가격 : 5만 5천원

CL

BK

PK

GN

BL

YL

IYL

WH

자신만의 치아구조에 꼭 맞춰주는 세계 최초의 성형 마우스피스
■■ 턱의 피로를 줄여 줍니다.
■■ 안면의 근육을 풀어 줍니다.
■■ 잇몸을 보호합니다.

유명한 작스 마우스피에서 소형 사이즈를
개발하여 여성분이나 어린이에게 잘 맞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여러 번 재 성형할 수 있습니다.
■■ 작스 마우스피스는 2년간 보증됩니다.

치의학 부분의 새로운 발전 덕택에 개개인의 구강 구조에 완벽하게 맞춰주는 마우스피스가 개발되었습니다.
작스 마우스피스는 끓는 물에 몇 초만 담궜다가 입에 물기만 하면 구강 구조에 쉽게 맞게 됨으로 다이빙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됩니다.

일반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 커버

가격 : 1만 5천원

가격 : 5천원

항 알레르기성 액체 실리콘으로 제작하여
부드럽고 변형되지 않습니다. 케이블타이 포함

사용하지 않는 마우스피스를 손상으로부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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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s/ SUITS ACCESSORIES BC/수트 액세서리
유니버셜 행거
가격 : 2만 5천원

크루즈 애드온
가격 : 2만 5천원

유니버셜 행거는 하나의 행거로 10
가지 다른 아이템을 걸수있습니다

소프트 웨이트 벨트
가격 : 8만원

벨크로 잠금, 형광 테두리 형태,
장비에 고정하기 용이, 나이프와
백업용 마스크 등을 보관하는
확장식 그물주머니를 수납할 수
있는 내부 포켓이 있음.

에어록
가격 : 10만원

스노클링 베스트
가격 : 7만 5천원

마레스의 특허인 에어록은 공기압
시스템을
당겨주는
간단한
조작으로 하브와 BC를 탱크에
확실하게 고정

수면에 떠있는 동안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단일
싸이즈로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조절
식 복부 스트랩과 순간 조절 식
버클을 장착 하였습니다. 간단한
구강 인플레이션으로 쉽게 작동
가능합니다.

(국산)스테인레스 스틸 벨트
가격 : 1만 5천원

(국산)스텐 버클
가격 : 1만원

순간 탈거식 플라스틱
포함한 웨이트 벨트

내구성 강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버클

MRS PLUS 키트
가격 : 9만원

sizes: S ∤ M ∤ L∤ XL

순간 탈거식 스테인레스
버클을 포함한 웨이트 벨트

스틸

버클을

넉넉한 공간, 단순한 조작으로
사용이 용이. 지퍼 달린 포켓과
내부는
벨크로로
구획되어
다양하게 사용(‘L’사이즈 내용 중량
6kg, ’S’사이즈 내용 중량 4kg)

네오프렌 본드
가격 : 2만원

티지퍼 스틱 윤활제
가격 : 2만원

트림 웨이트
가격 : 5만원

드라이수트 행거
가격 : 2만원

긴급할 때 재빠르게 보수할 수있는
필수품

티지퍼의 부드러운 동작을 위한
필수품

BC에 부력 균형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
내용 중량 한쪽 2kg

드라이수트 걸이로 이상적인 행거.
드라이수트를 거꾸로 걸어서 보다
빨리 건조시키며 보관하는 동안
통풍. 고리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트를 건 상태로 자유롭게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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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스텐 스프링 캐취
가격 : 3만 5천원

BC에 장비를 짧게 걸어서 보관하다
필요시 버클을 풀러서 길게 늘려
사용

다목적 스프링 캐취
가격 : 3만 5천원

BC에 장비를 짧게 걸어서 보관하다
필요시 버클을 풀러서 길게 늘려
사용

콘솔걸이(벨크로)

오픈형 고리 랜야드

가격 : 1만 1천원

가격 : 1만 4천원

콘솔 게이지 또는 옥토퍼스를
보관하는 용도로서, 제자리에 꼭
붙들었다가 필요시에 풀어줄 수
있는 기능

다용도의 오픈형 랜야드

암수 버클 랜야드
가격 : 1만원

암수 버클을 부착한 다목적 랜야드

호스리테이너
가격 : 1만 2천원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늘어진 게이지 등 장비가 주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 액세서리.
360도 회전식의 커다란 금속
이음매로 쉽게 탈착이 가능

FINS ACCESSORIES 오리발 액세서리
번지 스트랩
가격 : 8만원

ABS 플러스 버클
가격 : 2만 5천원(2개)

오리발 스트랩
가격 : 1만 5천원

sizes: XS/S ∤ R ∤ XL

슬링으로 만든 스트랩

파워락
가격 : 1만원
sizes: S ∤ M

모든 오픈힐 제공 공통의 스트랩

발집형 오리발을 신을 때 발에
단단하게 고정

마스크 스트랩
가격 : 1만 5천원

트리라스틱 스트랩 커버
가격 : 1만 5천원

쉬다이브즈 스트랩 커버
가격 : 1만 5천원

투명 실리콘과 검정 실리콘 두 가지
색상의 마스크 스트랩

트리라스틱 로고가 부착된 부드러
운 네오프랜 재질의 마스크 스트랩
커버

쉬다이브즈 로고가 부착된 부드러
운 네오프랜 재질의 마스크 스트랩
커버

즉각적인 조작 기능의 버클

MASKS ACCESSORIES 마스크 액세서리
서리 방지액
가격 : 2만원

마스크의 김서림을 방지합니다.
최신 규정에 따라 제조하였습니다.
60ml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과 질환을유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량을 적용한
다음 마스크를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착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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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드라이 박스

수중 수상 겸용 다이브 얼럿

개인용 드라이 박스

에어노즐

가격 : 6만 5천원

가격 : 11만 5천원

가격 : 1만 2천원

가격 : 3만원

BC호스에 연결하여 수중에서
신호를 확실하게 전달

소품을 젖지 않도록 보관 랜야드를
부착한 드라이박스

LP호스에 탈착이 용이. 탱크에
연결하여 강한 공기압으로 청소
또는 건조용으로 활용

sizes: 23x18x11cm

물에 젖지 않도록 소지품을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쉐이커

수중 메모판

다이버 공구 키트

다용도 공구

가격 : 4만원

가격 : 2만원

가격 : 4만원

가격 : 3만원

신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수중에서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는 보조기구

다이빙 중간에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공구 세트

빵구밀봉제

웨이트 키퍼

시계줄 온도계, 콤파스

실리콘 구리스

가격 : 6만원

가격 : 4천원

가격 : 2만원

가격 : 2만 5천원

긴급할때 임시로 재빠르게 보수할
수 있는 제품.

4개 1세트

시계줄에 부착

파란섬 로그북
가격 : 2만원

엑스 스트림 키홀더
가격 : 5천원

52로그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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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OYS
다이브 소시지

안전 정지용 부이

가격 : 2만 5천원

가격 : 3만원

다이버의 위치를 뚜렷이 파악하게
해주는 소시지형 부이
■■ 안전 오렌지 색, 노란 색으로
쉽게 구별
■■ 접어서 BC 주머니에
보관가능
■■ 오랄 인플레이션 밸브,
덤프밸브포함
■■ 사이즈 : 가로16CM X 세로
180CM

다이버의 위치를 뚜렷이 파악하게
해주는 소시지형 부이
■■ 안전 오렌지 색으로 쉽게
식별됨
■■ 접어서 BC 주머니에
보관가능
■■ 적절하게 수면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웨이트 내장
■■ 20M줄과 여러 개의 후크 부착

다이버의 수심을 조절
가능케하는 안전 부이
■■ 3.5MM 안전 및 감압 정지의
수심 조절용
■■ 접어서 콤팩트한 크기로
보관 가능
■■ 눈에 잘 띄는 안전 오렌지색
■■ 튼튼한 청동 후크 부착

스탠다드 부이
가격 : 2만 5천원

토패드 부이
가격 : 2만 5천원

전문 다이버를 위한 ‘DIVER
BELOW(여기 다이버가 잠수
중입니다)’ 표식의 마커 부이
■■ 눈에 잘 띄는 둥근 모양
■■ 다이버 깃발이 포함된
하나의 구조
■■ 안전성과 안정감을 위해
내부는 둘로 나뉘어 제작
■■ 20M줄과 여러 개의 후크 부착

견인에 이상적인 부이
■■ 견인이 용이한 납작한 어뢰
모양
■■ 안전 오렌지색으로 쉽게
식별됨
■■ 안전성과 안정감을 위해
내부는 둘로 나뉘어 제작
■■ 6개의 다양한 커넥터

신호용 다이브 소시지
가격 : 15만원

콤팩트 릴
가격 : 5만원

접이식 손잡이와 손잡이 30m 줄
더블 아이 스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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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 SCUBA ACCESSORIES
DELUXE CYLINDER EQUALIZER 공기 전달 호스

RATTLE STICK+SHAKER 탐침봉+쉐이커

가격 : 37만원

가격 : 6만원

두 개의 탱크 압력을 전달하는 최고급 사양의 제품
입니다.
■■ 게이지 : 판독이 쉬운 2인치 규격의 게이지는 BAR 또는 PSI 모두

판독이 가능합니다. 1%이내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스테인레스로 만
들어 내구성이 좋습니다.
■■ 커넥터 : 200BAR,300BAR 딘이나 K 밸브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블리더 : 회전식 블리더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에 PDVF 씨트를
장착하여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 마이 플렉스 호스 : 가볍고 부드러우며 60인치 길이입니다.

쉐이커 기능이 있는 휴대용 탐침봉
■■ 흔들어서 신호를 보냄
■■ 장비에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고리 부착
■■ 포인팅 스틱 가능
■■ 작은 위험물로부터 버디를 보호

DELUXE FILL CHEKER 탱크잔압 체크게이지
가격 : 17만 5천원

딘, 요크 밸브 모두에 사용하는 고급형 잔압체크게
이지입니다.
■■ 게이지 : 판독이 쉬운 2인치 규격의 게이지는 5000PSI 또는

300BAR 까지 이중 표시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에 실리콘 오일 주입
식으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 블리더 : 회전식 블리더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에 PDVF 씨트를 장착하
여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 블커넥터 : 딘 또는 요크 밸브 모두에 사용가능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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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 SCUBA ACCESSORIES
MULTI-TOOL 멀티 툴

MINI MAGNETIC SHAKER미니 마그네틱 쉐이커

가격 : 4만 5천원

가격 : 5만원

8개의 스쿠바 용도의 공구

부착이 용이하며 콤팩트한 마그네틱 쉐이커

■■ 콤팩트한 사이즈

■■ 흔들어서 신호를 보냄

■■ 밸브 딘인써트 공구

■■ 장비에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고리 부착

■■ 포트 플러그 공구

■■■ 덮개가 있어 사용하지 않을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계
■

■■ 밸브 튜브 공구
■■ BC호스 공구
■■ 밸브 너트 공구
■■ 스크류 드라이버 공구
■■ 밸브오링 황동 피커 공구
■■ 오링피스 조정 드라이버

STAGE BOTTLE STRAP KITS 스테이지 실린더 스트랩 키트
가격 : 8만 5천원

40cf & 80cf 스테이지 실린더 전용 스트랩키트
■■ 큰 스테인레스 스틸 볼트 스냅
■■ 넓은 나일론 웨빙
■■ 스트랩은 플라스틱 튜브로 코팅되어 이동시 편안하도록 제작
■■ 블랙 PVC 튜브 커버로 처리된 실린더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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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 SCUBA ACCESSORIES
락킹 리트렉터
가격 : 5만 5천원

미니 리트렉터
가격 : 3만 5천원

■■ 잠금장치 설정으로 사용이 간편

■■ 미니 사이즈의 리트렉터

■■ 여행 중 접어서 보관가능

■■ 접는 디자인

■■ BC등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

■■ 민소매 수트를 걸 수 있도록 설계

■■ 튼트한 고리

장착
■■ 퀵 릴리즈 버클 포함

■■ 걸이 부분은 회전이 가능

■■ 조절 가능한 펜슬

■■ 플라스틱 고리로 BC 등과 연결
■■ 벨트등에 장착 가능한 부품
■■ 나일론이 코팅된 케브라줄 사용

폴딩 수트 행거
가격 : 2만원

접이식 수중 메모판
가격 : 3만 3천원

■■ 조개 껍질 모양의 포장

■■ 퀵 릴리즈 버클 포함

더블 아이 스냅
가격 : 1만 5천원

호흡기 실리콘 목홀더
가격 : 1만 8천원

포니 탱크 게이지
가격 : 8만 5천원

스테인레스 스틸 딘 플러그
가격 : 2만원

■■ 호흡기를 항상 고정된 위치에

■■ 매우 작은 고압 게이지

■■ 316 스테인레스 스틸 사용

서 사용
■■ L 사이즈 25.4cm

■■ 1단계 고압포트 연결
■■ 오버 프레셔 밸브 장착

■■ 가스 손실의 방지

탱크 보호망
가격 : 8천원

탱크 부츠
가격 : 1만 2천원

SS 웨이트 키퍼
가격 : 1만원

드라이수트 행거
가격 : 2만원

■■ 탱크를 외부에 충격으로부터

■■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소재

■■ BC 허리밴드에 장착

보호
■■ 색상 : 파랑, 노랑

■■ 팔각으로 되어 탱크가 구르

오링 피커 세트

나이트록스 스티커

드라이수트 걸이로 이상적인 행거.
드라이수트를 거꾸로 걸어서 보다
빨리 건조시키며 보관하는 동안 통풍.
고리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트를
건 상태로 자유롭게 회전

가격 : 3만 5천원

가격 : 1만원

지 않음

■■ 딘 타입의 밸브 보호

■■ 4.5인치

■■ 바이톤 오링

■■ 스테이지 실린더를 고정할 수

있음

■■ 80cf 탱크용
■■ 내구성이 강한 비닐 소재
■■ 손상없이 오링을 제거

■■ 판독이 용이한 디자인

■■ 소프트 황동

■■ 물에 닿아도 벗겨지지 않는재질

■■ 세 가지 다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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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K DIVING ACCESSORIES
텍다이빙 추천 게이지 & 호스
잔압계 캡슐 + 숏호스
스테이지 실린더용
가격 : 17만원

롱 호스 2미터(1/2" & 3/8")
주호스용
가격 : 10만 5천원

숏 호스
잔압계용 고압 호스 15cm
가격 : 5만원

200BAR 더블 밸브

프로 밸브(207BAR)

나이트록스 밸브 손잡이

가격 : 41만원

가격 : 7만원

가격 : 1만 5천원

딘/요크타입 호환가능.
나이트록스용 특별설계

딘/요크타입 호환가능.
나이트록스용 특별설계

간편한 부착

더블 밴드

스테이지 실린더 스트랩 & 스텐밴드

안전 정지용 부이

가격 : 28만원

가격 : 7만원

가격 : 3만원

미국 하이랜드사 제품

스테이지 실린더용 스트랩,
스테인레스 스텐밴드
사이즈 : 40cf & 30cf

스폴

콤팩트 릴

가격 : 8만 5천원

가격 : 5만원

파티마 제품 25m, 간편한 조작
■■ 색상 : 파랑, 노랑, 빨강, 실버

간편한 사용

접이식 손잡이와 손잡이 30m 줄 더블 아이
스냅 포함

스위벨 볼트 스냅

퀵 링크

스위벨 볼트 스냅 & 밸브 스냅

가격 : 3만원

가격 : 2만원

가격 : 4만원

12.7cm

5.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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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SEA PEARLS 납

Sea Pearls사는 1978년 미국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팍에 설립되었습니다. Sea
Pearls은 수년에 걸쳐 세계 최고의 다이빙용 웨이트 생산업체로 발돋움하였으며,
현재 모든 종류의 다이빙용 웨이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3대의 첨단 다이캐스팅
기계로 정확한 크기와 규격의 웨이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ea Pearls은 다이빙용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용, 의료용, 군사용 다이캐스팅 제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XS-scuba에 병합된 Sea Pearls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만
평방피트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MaresKorea에서 Sea Pearls
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합니다.
SEA PEARLS 제품의 특징

▶ 소프트 웨이트
■■ 다이캐스팅 기계로 정확한 규격의 납 생산
■■ 100% 밀봉된 비닐코팅 납, 환경과 다이버

보호
■■ 변색되지 않는3가지 선명한 색상의 비닐코팅

납(검정, 파랑, 형광노랑)

코팅납 1kg

■■ 모서리부분의 라운드 처리로 사용이 편리
■■ 안티몬 합금처리로 내구성 강화

■■ 색상 : 형광노랑, 파랑, 검정

가격 : 1만 5천원

가격 : 3만원

순간 탈착 웨이트 1kg

코팅납 4kg

다이빙 강사 분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었습니다. 쉽게 탈,부착
가능합니다
■■ 색상 : 형광노랑

■■ 색상 : 형광노랑

가격 : 6만원

코팅납 2kg

■■ 색상 : 형광노랑

발목납
네오프렌 커버의 발목납에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나일론 웨빙이
채택되었습니다.

가격 : 0.5Kg - 3만 4천원

0.75Kg - 3만 8천원
1Kg - 4만 2천원

가격 : 2만 9천원

국산 납

코팅납 1kg

코팅납 2kg

■■ 환경 보호를 위해 코팅

■■ 환경 보호를 위해 코팅

가격 : 1만원

가격 : 2만원

LUXFER GAS CYLINDERS 럭스퍼 탱크
마레스코리아는 특수 목적의 다이버들을 위하여 기존 용량의 1.5배를 사용 할 수 있는 럭스퍼사의
S106실린더 전용의 싱글 및 더블 밸브를 공급합니다.

300bar 싱글
※ 부츠 제외

가격 : 81만원
300bar 더블세트
※ 더블 밴드, 부츠 제외

가격 : 1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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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FER GAS CYLINDERS 럭스퍼 탱크
럭스퍼 가스 실린더는 알루미늄 고압가스 실린더 부문의 세계 최대 제조업체입니다. 또한 모든 실린더는 옥시젼 클리닝이 되어 있어 안심하고
나이트록스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마레스 코리아는 럭스퍼사와 써모 밸브의 정식 공급업체로서 다이빙에 필요한 다양한 규격의 모델들 중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밀 검사를 통과한 등록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 구입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위

모델

스쿠바 탱크 호칭
6cf

서비스 압력(S.P.) PSI

8cf

3,000

3,000

BAR

207

207

테스트 압력(T.P.)PSI
BAR
용량

입방피트(cf)

6.1

8.2

30cf

S040

S063

S080

S106W

3,000

3,000

3,000

3,300

207

207

207

5,000

5,000

345

345

345

345

500

30

40

63

77.4

105.2

207

300

5,500

리터(ℓ)

174.1

232.2

849.6

1132.8

1784.2

2192.0

2976.4

외경

mm

81.28

111.13

123.83

133.35

184.15

184.15

187.71

높이

mm

281.94

278.0

555.0

628.7

555.0

661.9

661.9

㎏

1.1

2.0

5.3

6.9

12.1

14.2

15.3

리터(ℓ)

0.9

1.2

4.3

5.7

9.0

11.1

11.1

㎏

-0.63

-0.91

-0.46

-0.32

-0.98

-0.64

-2.2

Half

㎏

-0.49

-0.77

0.05

0.36

0.09

0.68

-0.41

Empty

㎏

-0.45

-0.63

0.56

1.04

1.16

2.00

1.41

18만 3천원

19만원

26만 3천원

NA
29만원
SL, YL
29만 8천원

81만원

※부츠제외

※부츠제외

공병 무게
최소 내부 용적
부력
(해수기준)

Full

탱크브라켓
가격(밸브포함)

NA
YL
28만 7천원
SL
29만 8천원
29만 7천원

※프로밸브 ※프로밸브 ※부츠제외

THERMO VALVES 써모 밸브
마레스코리아는 써모 밸브의 정식 공급업체로서 다이빙에 필요한 다양한 규격의 모델들 중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밀 검사를 통과한 등록제품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델

THERMO-K2-S1

TSC-PRO-S1

DIN-2005(7/8)BA-S1

TSC-SR-S1

TSC-SL-S1

용도

200 BAR AIR

200 BAR NITROX용

300 BAR AIR

DOUBLE VALVE 용

DOUBLE VALVE용

NITROX용(AIR용)

NITROX용(AIR용)

용기부착부

3/4”-14NPSM

3/4”-14NPSM

7/8”-14UNF-2A

3/4”-14 NPSM

3/4”-14 NPSM

YOKE CGA850

YOKE 식
(R5/8, DIN TYPE
ADAPTOR 부착형)

CGA852

(AIR용)

충전구규격
안전장치

YOKE CGA850

YOKE CGA850

파열판식 가용전복합식

가용전 파열판 복합식

파열판 가용전 복합식

파열판식 가용전 복합식

안전장치작동온도

100~110℃

100~110℃

100~110℃

100~110℃

100~110℃

안전장치작동압력

23.5~27.6Mpa

23.5~27.6Mpa

34.0~40.0Mpa

23.5~27.6Mpa

23.5~27.6Mpa

34.5Mpa

34.5Mpa

50.0Mpa

34.5Mpa

34.5Mpa

기밀시험압력

20.7Mpa

20.7Mpa

30.0Mpa

20.7Mpa

가격

6만 7천원

7만원

-

내압시험압력

파열판식 가용전 복합식

20.7Mpa
41만원

탱크 뱅어

국산 탱크 부츠

탱크에 걸어서 쉽게 사용가능한 신호 도구

가격 : 6천원

가격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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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DIVING CENTER 렌탈용 장비
스쿠바 세트
기능성, 내구성 그리고 전문성까지 모두를 갖춘
교육 및 렌탈 전용 장비
마레스의 새로운 다이빙 센터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혁신입니다. 다이빙 역사상
최초로 마레스는 다이빙 센터의 렌탈만을 위한 장비들을 개발하였습니다. 렌탈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바다에서의 즐거움이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마레스는 다이빙 센터 라인을 편안하고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렌탈
장비를 택 할 때 원래의 본인 장비처럼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중세계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이버가 다이빙 센터의 장비를 장착하고
조절해야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레스의 새로운
다이브 센터 라인과 함께 할 때 모든 다이버들이 원하는 만큼의 독특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 록 제품 개발 시 색상, 사이즈 인식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솔루션을
세심하게 고려 하였습니다. 마레스 센터 라인은 완벽합니다.

하브 세트(HUB SET)
하브 시스템 중 가장 가벼운 모델
장애인 교육에도 안성맞춤인 세트
※ 레귤레이터, BC, MRS.
OCT MV, 게이지 미션1 포함

※ 다이빙 센터 프로그램은 전문 다이빙 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소매 판매는 금지됩니다. 하브 세트는 2세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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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DIVING CENTER 렌탈용 장비
프라임
(PRIME SET)
프라임스쿠바
스쿠바세트
세트(PRIME
SET)
고성능의 고급 교육 전용 장비입니다.
호흡기 : 로버12S
옥토퍼스 : 로버
게이지 : 미션3
BC : 로버BC

다이아프램식의 1단계에
긁힘에 강한 2단계로 구성

콤팩트한 콤파스, 수심계,
잔압계로 구성 4개의 고리가
있어 BC에 부착이 용이

긁힘에 강한 옥토퍼스

심플 스쿠바 세트(SIMPLE SET)
단순한 구조에 내구성이 탁월한 교육 전용 장비입니다.
호흡기 : 로버2S
게이지 : 미션
BC : 로버BC
옥토퍼스 로버는 선택사양입니다

피스톤식의 1단계에
긁힘에 강한 2단계로 구성
콤팩트한 수심계, 잔압계로 구성 4개의
고리가 있어 BC에 부착이 용이

※ 다이빙 센터 프로그램은 전문 다이빙 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소매 판매는 금지됩니다. 스쿠바 세트, 스킨 세트는 2세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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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DIVING CENTER 렌탈용 장비
심플 스킨 세트(SIMPLE SET)
내구성이 탁월한 교육용 스킨세트입니다.
마스크 : 벤토 or 오페라 중 택일
스노클 : 에르고 플렉스
오리발 : 아반티 X3 or 터보 플라나 중 택일

렌탈용 가방(크루즈 클래식)
전통적이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다이빙 백
■■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방
■■ 외부의 오리발 수납 포켓에 조절용 버클 장착
■■ 손쉬운 이동을 위하여 손잡이와 어깨끈을 동시에 장착

※ 다이빙 센터 프로그램은 전문 다이빙 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소매 판매는 금지됩니다. 스쿠바 세트, 스킨 세트는 2세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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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DIVING CENTER 렌탈용 장비
로버 비씨

로버 수트

'다이빙 센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 주는
또 하나의 모델

신축성이 탁월한 수퍼스트레치 네오플렌을 사용하여
다양한 체형에 잘 맞으며 열 손실을 잘 막아주면서
내구성이 강함.

■

■

■

 외선 차단의 새로운 1000 데니어 코듀라 나일론 원단은 변색될
자
염려가 없고, 내구성이 강함
 개의 버클을 동시에 장착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 버클은
2
하나의 비씨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함.
 토퍼스 등의 장비를 보관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주머니는 다이버가
옥
언제든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

■

백팩의 손잡이는 다이빙 전후, 비씨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줌.

■

조절식 허리 밴드

■

높은 부력 제공(‘L’ 사이즈 기준 : 20.5KG)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이즈 표시

■
■
■
■
■
■

트리라스틱 시스템으로 편안함과 활동성이 높음
한국형 로버 수트는 입고 벗기가 손쉬움
팔 부분은 신축성이 좋은 원단 사용
등판 폴리우레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이즈 표시
앞지퍼 or 등지퍼 후드 분리형(별도 구매) 선택 가능

퍽 프로 컴퓨터
잔류질소 메모리 삭제 기능이 있어서
렌탈용으로 최적의 모델
■
■
■
■
■

■

단순 하지만 완벽한 다이브 컴퓨터
최신 RGBM 알고리즘 채택
하나의 버튼으로 쉽게 조작
두 가지 기체 교환 가능
배터리실과 회로실이 분리되어 직접 배터리
교체가 가능
다양한 색상(6가지)

※ 다이빙 센터 프로그램은 전문 다이빙 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소매 판매는 금지됩니다. 로버 비씨, 팩프로, 로버 수트는 2개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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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ZONE LINE 아쿠아존 라인
TRICOMP12 트라이콤프 12
가격 : 49만원

핀 수영이나 철인삼종 경기에 최적의 수트
■■ 부위마다 최적의 원단을 사용
■■ 제2의 피부 같은 수트

완벽하게 몸에 꼭 맞습니다
각 사이즈별로 마치 제2의 피부인 듯이 완벽하게 밀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육에 대한
압박감은 운동 능력을 향상 시킵니다. 팔과 다리의 길이는 개인에 맞도록 재단할 수 있습니다.
탄성 재질
바깥 면의 네오프렌과 안쪽 면의 라이크라는 모두 움직임을 쉽게 할 수 있게하여 완벽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부력
두께를 2mm 부터 5mm까지 다양하게 배치하여 부위별로 필요한 만큼의 부력을 생성시켜서
완벽하게 표준과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속도
전혀 물기를 흡수하지 않는 네오프렌 임으로 몸이 가라앉지 않게 해주어 유체 역학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팔뚝에 위치시킨 그립 판넬은 스트록할 때 최대한의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수영을
마친 후 육상에서 벗어야 할 때 등 지퍼 설계 때문에 재빠르게 벗을 수 있습니다.

REEF 리프 원피스
가격 : 22만원

멋있고 신축성을 갖춘 열대 바다용의 이상적인 수트 3mm
■■ 칼라 잠금장치와 등지퍼 당김줄
■■ 입체적인 디자인
■■ 메쉬스킨 원단의 가슴부분

리프는 따뜻한 수온에서의 다이빙에 가장 이상적인 3mm수트입니다. 손목, 발목, 목씰은
아쿠아스톱의 마감 처리로 고급화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물의 유출입을 감소시켰습니다.
가슴 부분은 부드럽고 신축성 높은 고무 재질을 사용하여 여러 용도의 수상 스포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CORAL 코랄
가격 : 19만 5천원

제2의 피부같이 편안한 열대용 수트 0.5mm
■■ 고무 재질의 무릎패드
■■ 안쪽에 메탈라이트 원단 사용
■■ 입고 벗기 편안한 구조

코랄은 두께가 0.5mm에 불과하지만 내부에 메탈라이트 원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몸에서 발산되는 열이 반사되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덧입는 보온용 수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걸이가 설계되어 있어 형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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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ZONE LINE 아쿠아존 라인
REEF SHORTY 리프 튜닉
가격 : 9만 5천원

2.5mm수트의 고급화
멋있고 돋보이며 가벼워서 따뜻한 물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장시간 스노클링을 할 때
이상적입니다. 새로운 칼라 잠금장치와 등지퍼 당김줄을 비롯해 모든 사양을 고급화
하였습니다. 스무드스킨의 가슴 부분은 수상스키와 써핑 등에도 적합한 웻수트입니다.

THERMO GUARD SHORTY 써모가드 튜닉
가격 : 성인 9만원 / 주니어 8만 5천원

언제나 휴대가 가능
■■ 1.5MM 두께
■■ 주니어 싸이즈 포함
■■ 메탈라이트 소재의 안감

매우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수온에 따라 웻수트안에 받쳐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수온에서는 독자적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안쪽면에는 온전히 메탈라이트를
적층 하였기에 수영장 또는 스노클링용으로는 완벽한 수트입니다. 작은 싸이즈는 주니어용
그래픽을 적용하였습니다.

Shorty Manta Jr 만타 주니어 튜닉
가격 : 5만 2천원

어린이를 위한 전용 튜닉
■■ 2.2MM 네오프렌 사용
■■ 물놀이시 어린이의 체온 보호에 적합
■■ 등지퍼 채택

이 튜닉은 따뜻한 물에서 하는 활동과 스노클링에 적합합니다. 새로운 컷은 착용성을 높이고
움직임도 더 쉽습니다. 잡아 당길 수 있는 등지퍼와 차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중 라인된
네오프렌의 두께는 2.2mm입니다.

109

07.����.indd 109

2015-03-12 �� 2:30:31

AQUAZONE LINE 아쿠아존 라인
THERMO GUARD 써모가드
가격 : 긴팔 8만원 / 반바지 5만 5천원

모든 워터 스포츠에서 가슴 부분을 보호 추가의 부력 부담
없이 보온 효과 증대
■■ 자외선 차단 및 보온 증대
■■ 0.5MM 두께의 탄력성이 탁월한 네오프렌 사용
■■ 부에 부드러운 감촉

안쪽에 메탈라이트 코팅을 하여 열은 잘 전도시키며 입기 쉽고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플랫
스티치를 하여 피부에 닿은 느낌이 편안합니다. 써모가드는 래쉬가드에 비하여 가슴 부분을
보다 잘 보호합니다. 수트 안에 받쳐 입으면 체온을 가두어 보온성이 증대됩니다. 보온 기능과
자외선 차단효과 때문에 모든 워터스포츠에 이상적입니다.
써모가드 0.5mm긴팔
사이즈 : 남자 - S, M, L, XL
써모가드 0.5mm반바지
사이즈 : 남자 - S, M, L, XL

RASH GUARD LOOSE FIT 래쉬가드 루즈 핏

MAN 사이즈 : 남자 - XS, S, M, L, XL, XXL

가격 : 4만 5천원

시원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편안하게 넉넉한 스타일
■■ 새롭고 설레는 색상
■■ UV차단지수 30+

피부보호가 필요하신가요? 피부 보호가 우선한 경우 편안하고 새로운
루즈 핏 래쉬가드가 적격입니다. 몸에 꼭 끼는 셔츠를 입는 대신, 몸에
잘 맞는 래쉬가드 사이즈 찾는 것이 새로운 경향입니다. 수트 안에 받
쳐입거나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편안함을 위
해서 플랫록 박음질을 두 가지 색상을 조합하여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정(BK)

SHE DIVES 사이즈 : 여자 - XS, S, M, L, XL

아쿠아(AQ)

핑크(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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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ZONE LINE 아쿠아존 라인
RASH GUARD 래쉬가드
가격 : 긴팔 4만원 / 반팔 3만원 / 숏팬츠 2만 5천원
MAN
블랙
블랙/화이트

래쉬가드 긴팔
사이즈 : 남자 - XS, S, M, L, XL
래쉬가드 반팔
사이즈 : 남자 - XS, S, M, L, XL

래쉬가드 숏팬츠
사이즈: 남자 - S, M, L, XL

SHE DIVES
핑크/그레이
블루/그레이

래쉬가드 긴팔
사이즈 : 여자 - XS, S, M, L
래쉬가드 숏팬츠
사이즈 : 여자 - XS, S, M, L

UNISEX
레드/그레이

래쉬가드 긴팔
사이즈 : 남, 여공용 - XXS, XS, S, M, L, XL, XXL
래쉬가드 숏팬츠
사이즈 : 남, 여공용 - XXS, XS, S, M, L, XL, XXL

모든 워터 스포츠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
■■ UV차단지수 50+

모든 워터 스포츠에 이상적인 액세서리 마레스 트리라스틱 개념의 래쉬가드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UV차단지수 50+)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랫 스티칭된
접합부는 피부에 눌린 자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트속에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이빙 휴식시는 물기가 마르면서 시원합니다. 목 부분 재봉선은 바깥쪽으로
처리 목 쓸림이 없고, 신축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 접합부 플랫 스티칭 처리
■■ 목 부분 재봉 선은 바깥쪽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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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ZONE LINE 아쿠아존 라인
AVANTI EXCEL 아반티 엑셀
가격 : 11만 5천원

핀 수영과 열대 다이빙에 가장 이상적인 오리발
■■ 가볍고 편안한 킥으로도 강력한 추진력 발휘
■■ 빠른 반응과 다양한 킥 동작을 소화
■■ 세가지 잴의 최대의 효과

마레스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재질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 후, 과거 플라나 오리
발의 전설을 능가하는 아반티 엑셀을 탄생시켰습니다. 탄성 OPB, 수퍼 물골 추진력, 세 가
지 이종 재질 활용 기술, 고래 꼬리지느러미 디자인 등 마레스의 모든 최신 기술이 녹아들
어 있습니다. 까다로운 다이버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킵니다. 발이 작은 여성을 위하여
34/35(225~230mm)부터 발이 큰 남성을 위한 46/47(285~290mm)까지 공급합니다.

AVANTI SUPERCHANNEL FF 아반티 수퍼채널 FF
가격 : 10만원

힘과 효율성이 완벽하게 어울어진 오리발
■■ 수퍼 물골 효과를 위한 3개의 물골
■■ 최상의 성능을 위하여 테크랄렌으로 생산
■■ 인체공학적 발집

블레이드 길이가 컴팩트하여 42/43사이즈가 35.5cm로 휴대가 편리하며 핀수영과 더운 지
역에서 다이빙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부위에 따라 두께가 다른 정형 외과적 발집은 뛰어나게
편안합니다. 블레이드는 내구성을 늘리기 위햐여 테크랄렌과 열가소성 플라스틱 고무로 만
들었습니다

AVANTI TRE 아반티 뜨레
가격 : 8만 5천원

단순하면서도 추진력이 좋은 오리발
■■ 인체공학적 발집
■■ 단단하고 내구성 좋은 구조
■■ 높은 추진력을 보유한 경제적인 오리발

아반티 뜨레는 인체공학적 발집과 중간 크기 블레이드 그리고 킥하는 동안 물의 최적 이동
을 위하여 3개의 물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핀 수영과 더운 지역에서 다이빙하기에 완벽한 오
리발입니다. 상, 하 스테빌라이저는 발집에서부터 블레이드까지 힘을 전달하는데 기여합니
다. 힘을 별로 안들이고도 킥을 할 수 있어서 스노클링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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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ZONE LINE 아쿠아존 라인
MARIN SET 마린 세트

RAY SET 레이 세트

가격 : 6만 5천원

가격 : 5만원

퍼지밸브 장착된 성인용 세트

전통 형태의 디자인의 성인용 세트

■■ 퍼지밸브 장착된 성인용 세트

■■ 성인용 물놀이세트

■■ 마스크 : X-VU 퍼지 버전

■■ 마스크 : 레이

■■ 스노클 : 드라이탑 스노클

■■ 스노클 : 피지

■■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마린 마스크는 X-VU 마스크에 퍼지밸브 버전입니다. 마린은 마스크안에 물을
퍼지를 통해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다. 스노클은 콤팩트한 드라이 탑이 장착되
어 있고 스노클 고리는 스위벨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피스는 장시간 사용하여도 편안합니다. 마
스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박스 포장되어 있습니다.

전통 형태의 디자인의 마스크 레이와 스플래쉬 탑과 퍼지밸브, 실리콘
스피스로 구성된 피지 스노클로 구성된 성인용 물놀이세트

WAHOO SET 와후 세트

PIRATE SET 피라떼 세트

가격 : 4만 8천원

가격 : 3만 5천원

마우

레귤러 사이즈

스몰 사이즈

■■ 성인용 물놀이세트

■■ 얼굴이 작은 여성 및 주니어용 물놀이 세트

■■ 마스크 : 기블리

■■ 마스크 : 피라떼

■■ 스노클 : 세일러

■■ 스노클 : 헤릭스

■■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 강화유리 및 최상급 실리콘 사용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X-비전 디자인을 채택한 마스크와 퍼지 기능의 스플
래쉬 톱을 장착한 스노클이 함께한 세트입니다.

X-비전 마스크 디자인의 피라떼 실리콘 마스크와 퍼지 기능의 드라이 톱을 장
착한 스노클이 함께한 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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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S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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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APNEA DIVE COMPUTER 스마트 아프니아 다이브 컴퓨터
가격 : 69만원

새로운 스마트 아프니아 다이브 컴퓨터는
네모 아프니스트를 진화시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이브컴퓨터의 기준이 될 것입
니다. 스마트 아프니아는 사용하기에 매우 간
단하고 직관적입니다. 2개의 컨트롤 버튼과
새로 개선된 소프트웨어 덕분에 모든 기능을
관리하고 접근하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순간의 수심 정보, 다이빙 시간, 수온, 하강 및
상승 속도를 모든 다이빙 도중에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항상 회복시간을 볼 수 있고 안전한 다이빙을
계획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수심, 시간, 회복, 속도, 수화 등을 알람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확장된 메모리 용량에 매 초마다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읽으면서 9회의 다이브
세션이 저장됩니다. 각 개별 다이빙이 저장된
데이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프리다이빙 시
즐기거나 혹은 경쟁하거나 교육받을 때 자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구획화된 LCD
화면과 스크래치 방지 미네랄 글라스는 훌륭한
가시성과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진화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최신의 수심 센서와 최적
화된 배터리 소모량을 결합했습니다. 최대 사용
가능 수심은 150m입니다.

Customizable
program
settings

시간 모드

수면 화면

오렌지(OR)

다이브 모드

프로그램 알람
검정(BK)

DIVE LINK USB INTERFACE 스마트 USB 인터페이스
가격 : 15만원

클립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다이브 오거나이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이빙 정보를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합니다. PC와 인터넷에
스마트 아프리아를 연결하여 소프트웨어와 펌
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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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S
마스크
FINS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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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OR CARBON 레이저 카본
가격 : 79만원

Excellent
elasticity

Interchangeable foot
pocket
and blades

Light
weight

검정(BK)

연속 진공을 포함한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가 블레이드의 생산, 초과 에폭시수지 제거, 일관성 있는 품질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3K 카본 스킨이 포함된 정교한 형태는 변환점에 따라 가변추진력으로 레이저 카본을 바꾸는 다른 무늬와 다른
기본 무게를 이용합니다. 수면과 수중에서 레이저 카본의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은 요구사항이 많아 까다로운 스피어피싱과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빠르고 짧은 다리 동작은 다이버가 오리발 끝의 탄성을 활용하여 특히, 수면에서
확장된 넓은 킥을 할 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수면으로 상승 시, 킥 동작의 각이 커질 때 전체 블레이드가 능력의
최대치를 전달합니다. 레이저 카본 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

39

41

43

45

250mm

260mm

270mm

280mm

sizes

RAZOR 레이저

Interchangeable foot
pocket
and blades

가격 : 15만 5천원

그레이(GR)

수면에서 넓은 움직임을 하고 중간 깊이에서 유영하기 위해 부드럽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오리발을 사랑하는 다이버들에게
레이저 회색 버전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프로 버전에 비해 30% 부드럽습니다.
39

41

43

45

250mm

260mm

270mm

280mm

sizes

VARIANT COMP 바리안트 콤프

Interchangeable foot
pocket
and blades

가격 : 18만원

검정(BK)

블레이드를 대단히 유연한 재질의 테크노폴리머로 제작하여 효율성, 내구성, 경량화, 내마모성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과시합니다.
늑골재 설계 덕택에 물이 오리발 옆쪽으로 흘러넘치지 않고 최적의 물골을 형성함으로써 오리발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발집과 블
레이드의 각도가 20°에서 45°까지 변화하는 최적각도 이론이 채택되어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sizes

39 250mm

41 260mm

43 270mm

45 280mm

blade*

57 cm

57 cm

57 cm

5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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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S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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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ER 바이퍼

※7월 시판 예정

Streamlined profile

Light
weight

Wide field
of vision

Reduced
internal
volume

가격 : 10만원

갈색(BWN)

녹색(GN)
검정(BK)

마레스에서 새로운 바이퍼 마스크를 소개합니다. 또 따른 혁명적인 제품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와 파트너쉽을 맺어 개발했으며,
까다로운 프리다이버에게 적합합니다. 마레스의 디자이너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특징으로 독특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스커트는 모든 얼굴에 적합하도록 얼굴 인체 공학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모델링 했습니다. 얼굴과 맞닿아 있는 면은
뛰어난 편안함을 제공하고 기존의 안 쪽에 추가된 립을 사용하는 것보다 마스크가 좋은 위치에 놓이도록 세심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스커트의 바깥 쪽은 마감을 매력적이고 세련되게 하였으며, 안 쪽도 특별한 부드러운 촉감과 빛을 반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프레임은
수면으로 돌아올 때 잠재적인 마찰을 제거하는 유선형의 형태를 제공하는 스커트의 실리콘으로 감쌌습니다. 내부 부피를 줄이고 넓은
시야를 제공하기 위하여 렌즈를 눈에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스커트의 인체공학적인 버클에 더블 버튼이 있어 스트랩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면서 최신 버전 실리콘은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TANA 타나

Wide field
of vision

가격 : 5만 5천원

갈색(BWN)

파랑(BL)

검정(BK)

녹색(GN)

매우 부드러운 저자극성 리퀴드 실리콘으로 스커트를 제작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형태는 어떠한 얼굴형이라도 잘 맞도록 합니다.
눈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내부 부피는 최소화하며 뛰어난 시야를 보장합니다. 코집과 스커트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
이퀄라이징이 쉽게 되도록 합니다. “부드러운 촉감”을 프레임에 적용하여 마스크의 위치를 재조정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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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S 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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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DRA TEC 스쿼드라 텍
가격 : 45만원

Smooth exterior
Maximum
elasticity

NEOPRENE
Open cell interior

스쿼드라 텍은 프리다이빙 전문가들이 착용하는 기술적으로 성능이 높은 수트입니다. 수트의
외부는 부드러운 네오프렌, 내부는 오픈-셀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최고의 네오프렌 합성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최고의 편안함과 높아진 탄성, 열용량과 압착에 대한 저항성을 보장하게
했습니다.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시스템은 고리를 쉽고 빠르게 고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하이웨이스트바지는 킥을 하거나 동안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커트, 손목, 발목은
부드럽게 접힌 네오프렌에 맞닿아 있습니다.

M

ML

L

XL

키(cm)

MEN´S

160~170

164~174

169~178

172~182

가슴둘레(cm)

85~92

89~96

93~100

97~105

몸무게(kg)

55~62

57~67

62~75

70~80

INSTINCT 인스팅트

Lining exterior
NEOPRENE
Open cell interior

가격 : 28만원

프리다이빙을 위한 오픈-셀 안감과 나일론 겉감으로 된 투피스 수트입니다. 보온 유지를 돕는 데
사용하는 동안 부드러운 네오프랜이 납작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5mm가 있습니다. 미리 재단된
컷과 강화된 스티칭. 강화 가슴 패드. 견고한 이중라인의 크로치 스트랩은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습니다.

M

ML

L

XL

키(cm)

MEN´S

160~170

164~174

169~178

172~182

가슴둘레(cm)

85~92

89~96

93~100

97~105

몸무게(kg)

55~62

57~67

62~75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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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UIT 언더수트

DUAL BASIC 듀얼 베이직
가격 : 2만 5천원

가격 : 7만 5천원

오픈-셀 안감과 부드럽고 따뜻한 2mm
네오프랜에 미리 재단된 컷으로 제작한
겉감

MEN´S

투명(CL)

파랑(BL)

M

ML

L

XL

키(cm)

160~170

164~174

169~178

172~182

가슴둘레(cm)

85~92

89~96

93~100

97~105

몸무게(kg)

55~62

57~67

62~75

70~80

검정(BK)

유선형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움직일때 떨림 현상과 잠소리를
감소시킵니다. 이태리의 저명한 지열교정의학연구소의 협조
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노클을 개발하였습니다.

WEIGHT BACKPACK 웨이트 백팩
가격 : 7만 5천원

해부학적인 모듈 백팩은 완벽하게 무게를 정렬 합니다. 포켓에 구멍에는
500g과 1kg을 넣을 수 있고 최대 4kg까지 넣을 수 있다. 조절 가능하고
편안한 어깨 스트랩은 퀵 릴리즈 버클로 되어있어 매우 안전하다. 쉽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다. 퀵 릴리즈 버클은 엘라스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모브라운(CAMO BWN)

ELASTIC BELT 엘라스틱 벨트

검정(BK)

MARSEILLES BELT 마르세이유 벨트

가격 : 3만 5천원

가격 : 7만원

빠르게 탈착할 수 있는 나이론 버클이 있는
엘라스틱 벨트

마르세이유 타입의 엘라스틱 벨트로 매우 견고
하며 빠르게 탈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버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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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 BACKPACK 어텍 백팩
가격 : 11만원

75 liters

500 데니어 타포린(denier Tarpaulin)으로 제작한
수납공간이 넓은 방수 백팩. 조절 가능한 인체
공학적인 어깨 끈과 외부에 서류 넣을 파우치. 양
옆에 달린 주머니에 긴 오리발 또는 중간 크기의
스피어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ATTACK TITAN 어텍 타이탄
가격 : 12만 5천원

90 liters

100kg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큰 840
데니어 타포린 가방. 바느질 없이 열로
가방을 밀봉. 조절 가능한 핸들이 스냅
후크로 용접된 밑 판과 연결됩니다.
사이드 배수 밸브.

APNEA 아프니아

TECH SPHERE 테크 스피어

가격 : 3만 5천원

가격 : 6만 5천원

마레스의 진화로 프리다이빙 부이가 나왔다.
견고한 PVC로 제작되었습니다. 물병 혹은 키,
문서, 핸드폰 등을 넣을수 있는 방수 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링이 있는 피크가 특징입니다.
부이를 움직일 때,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최적화된 드래그 포인트.

두꺼운 외부커버로 되어있는 부이
퀵커넥터, D-링, 그리고 높은 가시성의 깃발로
구성. 물 위에서 쉽게 미끄러질수 있도록 설계.
깃발 : 31.5×31.5cm

123

07.����.indd 123

2015-03-12 �� 2:32:06

SEMINARS 2015

마레스의 철학
품질과 안전이라는 어휘는 MARES와 동의어입니다.
MARES는 제품 개발의 아주 초창기 때부터 모든 개발 작업을 엄격한 원칙
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선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타협이란 절대로
없다.” 1948년 이태리의 라팔로(Rapallo)에 새롭게 창립한 이래 제조회사로
써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는 MARES는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구하면
서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MARES는 오늘날 3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스포츠다이빙 장비 제조업체로써 전 세계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MARES는 우리가 지금의 개발 작업이 회사 철학에 입각 했을 때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
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점인 오늘날까지도, 다이빙업계에서 품질과 안전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의 기술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레스 랩 교육 프로그램은 MARES가 쌓아온 디자인 생산기술 그리고 유지
보수에 관한 제반 경험을 우리의 동반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들과의 상호 신뢰, 상호 관계, 그리고 상호 기여 등
이 MARES의 활력의 중요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거래처로부터 구체적
이고 적절한 지원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레스의 개념
기술력을 갖추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통한 지속적인 훈련과 최신 정보 입수 등은 MARES의 사업 전반에 걸쳐 필수요
소가 되었습니다.
기술력을 갖추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통한 지속적인 훈련과 최신 정보 입수
등은 MARES의 사업 전반에 걸쳐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제품 개선의 기본 전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작동
과정과 기술 특성의 심층 지식을 무기로 하여 MARES는 첨단 기술 제품을
판매하는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책임감과 보증기
간 연장 등은 공급자뿐 아니라 특수 소매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증가
시켜주는 주제입니다. 제조 업체가 제공하는 세미나는 특히 레저다이빙과 같
이 장비가 강조 되어야 하는 스포츠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성공적인 대화를
이루어내는데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MARES의 새로운 마레스

랩 훈련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마
레스 자체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마레스에 바라는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의 품질과 성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각 제조업체마다의
독특한 차이점에 대하여 특수 딜러들이 교육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
다. 예를 들면, 호흡기의 분해 검사가 필요할 경우, 오로지 제조업체로만이 올
바른 분해 조립 순서와 세부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신 있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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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S 2015
BASIC: 강사
ADVANCED: 다이빙 센터, 군 부대
EXPERT: A/S 센터
UPDATE: 갱신 교육

4
3
2

UPDATE
EXPERT
ADVANCED

1

BASIC

1단계
기술세미나 베이직과정

2단계
기술세미나 어드밴스드과정

3단계
기술세미나 익스퍼트과정

4단계
연장교육 기술세미나 업데이트과정

베이직과정 기술세미나는 하루 동안
진행합니다. 특히 호흡기 등 장비 부
품들의 구조 및 작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제공합니다. 어드
밴스드 및 익스퍼트 등의 전문 과정
을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베이직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어드밴스드과정은 베이직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적 이론을 기본으로 하
여 스스로 장비 분해 조립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습 과정입니다. 하루 동
안 이루어지는 과정 마무리 단계에
참가자들은 마레스의 호흡기를 마레
스가 준비한 조건에 부합하는 보수
유지 작업을 실시하는 테스트를 통
과하여야 합니다.

익스퍼트과정 기술세미나는 베이직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적 이론을 기
본으로 하여 실질적인 실습을 하는
단계로서, 참가자는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틀 동안 진
행되는 세미나 마무리 단계를 통과하
는 딜러는 “마레스 랩 A/S 센터” 자
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후 부 터는 마
레스 호흡기 유지 보수에 관하여 취
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합니다. 익
스퍼트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매 2
년마다 업데이트과정 세미나에 참가
함으로써 자격을 연장 유지하게 되며
따라서 마레스 호흡기 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술세미나는 하루 동안 교
육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 내용은 마
레스제품 전반에 반영된 새로운 기
술 개선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
다. 또한 본사의 영업 정책과 일선 판
매시장에 공통 관심사인 시장과 제
품에 관련한 중요한 주제에 관한 토
론 시간도 있습니다.

E.LEARNING PROGRAM
마레스가 새롭게 준비한 상호 대화식 온라인 프로그램인 마레스 E.러닝은
www.mareslab.com 에서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교육 방법은 다이빙강사, 기술자 등 다이빙 샵 근무자 누구나
교육 기회를 갖게 하도록 마련 하였습니다. 일주일 7일 이내, 24시간 어느 때
나 실시간으로 편한 때에 마레스 제품에 대한 개선 기술 내용과 기술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상호 대화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진 및 그림과 동영상 등으
로 연결시켜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교육과정중 질문이 있는
경우 피 교육생은 다른 참가자 또는 지도자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각 장의
말미에 현재까지 교육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이 행하여 집니다.
최종시험은 각 코스 말미에 있습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교육생은
자동적으로 참여 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현재 두 가지 타입의 E.러닝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코스
베이직 코스는 레저다이빙을 위한 호흡기와 장비에 관한 모든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물리학 분야, 관계 법령, 그리고 호흡기에 대한
테스트 표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마레스 특허 내
용에 대한 설명으로 코스를 마무리합니다.
상급 코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레스 랩 프로그램 규정에 의한 허락을 받
아야 합니다.
컴퓨터 코스
컴퓨터 코스는 다이브컴퓨터의 작동 모드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RGBM 알고리즘을 포함한 물리학과 생리학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논의
합니다. 여러가지의 마레스 기능 특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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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 SEMINAR
이 기술세미나에서는 장비와 특히 호흡기 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품들의 구조
와 작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들 속에
는 물리학 재료에 관한 연구, 적용 법령에 따른 표준과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제품에 관하여 제공하는 정보 중 일부로서, 마레스 제품의 기술적인
양상을 자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실습 시간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모든 호흡
기의 구조와 작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마레스
장비가 나이트록스에의 적합성에 관해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적
소비자에게 마레스 장비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마레스 장비
의 기술적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드밴스드 과정과 익스퍼트 과
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자격 조건부 과정입니다.

•목표
마레스 제품을 일부라도 판매하고 있는 딜러 마레스 장비를 사용하면서 추후
에 어드밴스드와 익스퍼트 세미나를 통해서 “마레스 A/S 센터” 자격을 취득하
고자 하는 전문인 마레스 장비에 관한 일반 기술 지식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
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 다이브강사 마레스 제품에 익숙치 않거나 기술 지식이
충분치 않은 장비 판매원 등에게 지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교육내용
표준, 특허내용, 재질, 연구내용, 물리학 개념, 기술적 원리, 나이트록스 적합성,
호흡기와 BC에 관한 기본적 실습. 제품에 관한 정보, 품질 보증 및 책임에 대
한 관리 등

•사전 필요 지식 : 없음

2. ADVANCED SEMINAR
어드밴스드 세미나는 베이직 세미나에서 배운 기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
니다. 실습을 통해서 마레스 호흡기의 구조와 작동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알
게 됩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다이빙센터, 다이빙 클럽, 다이빙 단체 등에서 가
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레스 호흡기 1단계와 2단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최적의 상태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석자들은 또한 에르고 인플
레이터의 구조와 작동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레스 장비가 나이트
록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품질보증 및 책임 관리에 대한 재량권에
따른 법적 양상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눈금 조정 및 조
절 방법 등을 통해서 재조정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참가자들이 최종 이론
시험을 통과하고 실제로 실습 시험을 제대로 수행하면 “마레스 랩 파트너”라
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면서 마레스가 실시한 세미나에 참여한 자체 보유분
다이빙 센터 또는 다이빙 단체에 호흡기에 한하여 보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
어집니다. 단, 외부의 호흡기를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목적
확고하고 깊이있는 기술 지식 습득
자체 보유분에 제한한 호흡기의 수리 보수 할 수 있는 자격부여

•목표
다이빙 센터, 다이빙 스쿨, 군 부대 등 종사자중 베이직과정 수료 후 24개월 이
내에 어드밴스드 과정을 수료하므로서 자체 수리 보수 기능 보유

•교육내용
베이직 과정 교육내용 복습 호흡기 고장수리, 인플레이터 분해 조립 실습, 개정
한 기술 내용 보완, 법정 관련 질의 응답, 최종 시험(이론과 실습)

•사전 필요 지식 : 베이직 과정 교육 내용

3. EXPERT SEMINAR
익스퍼트 세미나는 베이직과 어드밴스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실습을 통해서 마레스 호흡기의 구조와 작동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알게 됩니
다. 모든 참석자들은 마레스 호흡기 대부분의 1단계와 2단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여 적절하게 조정해 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에어트림 시스템
의 구조, 작동, 유지보수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하게 준비된 호흡기에 대
해서 참가자들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장 난 곳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게 됩
니다. 최종 이론 시험을 통과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기 테스트를 통과함으
로써 참가자는 “마레스 랩 A/S 파트너”라는 타이틀과 더불어서 마레스 호흡기
를 수리 보수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목적
확고하고 깊이 있는 기술 지식 습득 “마레스 랩 A/S 서비스 파트너”로서 마레
스 호흡기를 수리 보수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목표
어드밴스드 자격을 가진 후 24개월 이내 마레스 전문 딜러 또는 기술 보조요
원의 자격 부여

•교육내용
베이직 과정의 기본 개념의 복습, 호흡기 문제점 진단 및 해결, 인플레이터, 에
어트림 유지보수 실습 개정한 기술 내용 보완, 관계 법령에 관한 의문점 해결,
최종 시험(이론 및 실기)

•사전 필요 지식 : 베이직 과정 교육 내용

4. UPDATE SEMINAR
“마레스 랩 A/S 파트너”와 “마레스 랩 파트너” 자격을 갖고 있는 참가자들은
마레스 제품 라인에 적용되어있는 새로운 제품과 변화에 대하여 업데이트 하
게 됩니다. 세미나에서 교육 담당자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참가
자간에 서로간의 경험을 교환 하기를 바랍니다. “마레스 랩 A/S 파트너”의 타
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2년마다 “업데이트 세미나”에 참가하여야 합니
다. 규정된 24개월 이내에 “업데이트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자격을 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또는 익스퍼트 세미나를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목적
수리 보수 능력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함 “마레스 랩 A/S 파트너” 타이틀을 2년
마다 점검

•목표
정규 마레스 랩 파트너

•교육내용
클레임 대응 방법, 제품 지식 업데이트, 신규 제품에 대한 지식 새로운 제품에
관한 유지보수, 법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

•사전 필요 지식 : “마레스 랩” 서비스 파트너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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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ES A/S

지정점

마레스의 A/S 지정 점은 모두 전문적인 특별 교육과 엄격한 시험에 합격한 곳들입니다. 또한 2년마다의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되게 됩
니다. 다이버들은 마레스 A/S 지정 점에서 마레스 장비의 A/S는 물론, 마레스 장비의 상세한 설명과 적절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위 치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서울 - 서초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파란섬

김동주

02-545-3912

서울 - 강남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파아란바다

송규진

02-547-8184

서울 - 송파

서울시 송파구 잠실1동

잠실스킨스쿠버

손태식

02-415-6100

서울 - 송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낙원 DCP

이민호

02-483-1391

서울 - 송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마린마스터

정상우

02-420-6171

서울 - 송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이눈 스쿠버

이달우

02-423-2110

서울 - 송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스쿠바인포

이호빈

070-7528-7408

서울 - 강동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다이브포

정주환

070-8878-2617

서울 - 강동

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리쿰

이원교

070-7776-5288

서울 - 강동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다이브트리

김용진

02-422-6910

서울 - 강동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골드피쉬

김도형

070-7716-5690

서울 - 강서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CEO 다이빙

장철기

070-4113-1345

서울 - 마포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액션 스쿠바

이민정

02-3785-3535

경기 - 광명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뉴서울다이빙

김영중

02-892-4943

경기 -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블루홀다이버스

박우진

031-246-0752

경기 - 용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다이빙

임용우

031-261-8878

경기 -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휴다이브센타

김성운

070-8161-1777

인천 - 부평

인천시 부평구 부개 3동

스쿠바몰

강정훈

032-526-7744

강원 - 삼척

강원도 삼척시 교동

스쿠버해양캠프

서일민

033-576-0883

강원 - 동해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동해 딥블루

성기영

033-535-0208

강원 - 강릉

강원도 강릉시 교동

씨플랜

김태효

033-645-6663

강원 - 강릉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스쿠버 스쿠버

김상열

033-643-4579

강원 - 강릉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아쿠아존

김창문

033-662-8300

강원 - 양양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다이브

조명환

033-672-8659

강원 - 양양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팀스쿠바

이기영

010-8963-8582

대전 - 유성구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엑스포다이빙센터

황승현

042-863-0120

대전 - 중구

대전시 중구 대흥동

수중동행스쿠바센터

박상헌

042-221-9171

충남 - 천안

충남 천안시 두정동

필스쿠바

김문홍

070-7553-1228

충남 - 당진

충남 당진시 읍내동

스쿠버라인

윤병하

041-353-6042

충남 - 아산

충남 아산시 방축동

아산잠수

한달현

041-545-0920

충남 - 보령

충남 보령시 신흑동

마린스포츠

유병현

041-931-1973

충남 -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평화수중

강원기

041-634-0233

전북 - 익산

전북 익산시 신동

남진수중잠수학교

노남진

063-855-4637

광주 - 서구

광주시 서구 쌍촌동

다이브존

김명갑

062-653-0528

전남 - 순천

전남 순천시 덕월동

한국산업잠수교육센터

김봉호

061-74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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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점

마레스의 A/S 지정 점은 모두 전문적인 특별 교육과 엄격한 시험에 합격한 곳들입니다. 또한 2년마다의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되게 됩
니다. 다이버들은 마레스 A/S 지정 점에서 마레스 장비의 A/S는 물론, 마레스 장비의 상세한 설명과 적절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위 치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경북 - 경산

경북 경산시 입량면 부적리

MKS레저

권기대

053-811-4020

대구 -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명스다이빙스쿨

허명

053-744-5280

대구 -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아쿠아캠프

예병순

053-941-4007

대구 -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 지산로

T.K스쿠바

도현욱

053-762-0528

대구 - 달서구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에코마린

박철우

053-521-7725

대구 - 북구

대구시 북구 산격2동

KDC 레저스포츠

김수창

053-294-9885

대구 - 북구

대구시 북구 읍내동

탑스포츠

김주화

053-325-7777

대구 - 동구

대구시 동구 신천3동

대구잠수

김종인

053-741-5765

대구 - 남구

대구시 남구 봉덕동

인트로스쿠버

강동훈

053-475-3090

대구 - 남구

대구시 남구 대명동

저스틴즈

장병대

053-621-0609

대구 - 남구

대구시 서구 중리동

지엔에스

강종진

070-4644-5474

대구 - 남구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

프로다이브코리아

이규식

053-471-9707

부산 - 사하구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이지다이빙

하상훈

051-405-3737

부산 - 해운대구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킴스마린스쿠버

김학로

051-747-7705

부산 - 영도구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해양스포츠교실

조미진

051-405-4111

부산 - 영도구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오스포츠

오동근

051-403-6668

부산 - 영도구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스쿠바

이재호

051-405-7770

부산 - 동래구

부산시 금정구 기찰로

딥블루다이버클럽

강현진

070-8103-2708

부산 - 동래구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스쿠바아카데미

박복룡

051-503-8896

부산 - 동래구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스쿠바 칼리지

이성복

051-529-8002

부산 - 수영구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마린잠수

이병재

051-751-9496

부산 - 부산진구

부산시 부산진구 양전동

DIT스포츠

윤대건

051-852-1655

경남 - 김해

경남 김해시 장유면

장유스쿠바

윤철현

055-326-1500

경남 - 창원

경남 창원시 두대동

남해수중

이종술

055-266-0062

경남 - 창원

경남 창원시 용호동

포세이돈

박은철

055-237-6767

경남 - 창원

경남 창원시 팔용동

비젼스쿠바

고경수

055-299-9620

경남 - 마산

경남 마산시 중앙동

해마스킨스쿠버

허갑수

055-242-3383

경남 - 진주

경남 진주시 망경북동

쌍용스쿠바

박출이

055-761-0123

경남 - 진주

경남 진주시 호탄동

진주스쿠바

이재훈

055-759-8382

경남 - 고성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고성스쿠바

이주언

055-674-6999

제주 - 제주시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펄스쿠바

허증

064-742-1059

제주 - 제주시

제주도 제주시 도두1동

파라다이스

송봉출

064-711-6760

제주 - 제주시

제주도 제주시 외도2동

마린샵

문용칠

064-712-1061

제주 -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찰스다이브

손철수

064-792-6516

제주 -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다이브

강규호

064-733-9582

제주 -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리

아쿠아스쿠버

송태민

070-7463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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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스 코리아(MARES KOREA)

정확한 유통 정책

마레스 코리아는 1986년 설립되어 초창기 BIG BEAR라는 이름으로 잠수복
을 생산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이 막 시작될 때였으
며 다이빙 교육, 장비, 투어 등 모든 부분이 명확한 기준 없이 소수의 열광적
인 마니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마레스
코리아도 겪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20여년의 경험을 통하여 저희는
뚜렷한 기업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다이빙 문화 조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다이빙 경험이 반
드시 필요합니다. 마레스의 모든 장비들은 교육과 투어를 책임지고 있는 다
이빙 전문점과 소속 강사 분들을 통하여만 공급됩니다.

성’이라는 행동원칙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뢰성 있는 가격 정책
마레스의 소비자 가격은 외국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영
쇄신으로 유통 마진을 최소화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다이버들께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A/S 정책
다이빙 장비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
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발생 이후의 A/S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
기적 유지 관리 정책으로 A/S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레스 랩
프로그램에 따라 강도 높은 훈련과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쳐 ‘마레스 A/S 지
정점’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가까운 마레스 A/S 지정 점에서 본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관리 정책
마레스 장비를 구입하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의 홈페이지(www.
mares.co.kr)를 통해서 제품 등록을 하시면 보증 수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제품은 시리얼 번호(SERIAL NUMBER)에 따라 평생 관리
됩니다. 또한 등록 고객님께는 마레스의 새로운 소식들을 정기적으로 보내드
립니다.
마레스 코리아는 다이버가 대우 받으며. 다이빙 전문점이 존중 받는 안전하
고 즐거운 다이빙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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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Gs

Global quality, Global price

(주)대웅슈트/마레스 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14-15

Mares Korea
1614-15, Seocho1dong,
Seocho-Ku, Seoul,
Korea
tel. 02.588.0970
fax.02.587.0392
www.mares.co.kr
본 카다록에 소개된 제품들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단종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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