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0101

T3

•APS (Active Pivoting System) 디자인으로 파워 향상
•반사판 삽입을 통해 야간 다이빙 시 유용
•새롭게 디자인된 유니버셜 번지 스트랩으로 탈착 용이

1st stage
•새롭게 리뉴얼 된 슬림 디자인
•통 티타늄 소재
•초경량, 부식 방지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환경 차단 키트 기본 제공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M-19SY
2nd stage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소재로 구성
•특허 받은 티타늄 “Seat Saving” 오리피스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티타늄 소재 주요 부품
•티타늄 소재 컴포트 스위블
•고급 호흡기 가방 기본 제공

•보다 명확환 시인성과 안전성을 다한 TUSA마스크
•CRYSTAL VIEW AR/UV렌즈
•자외선 UV 차단 기능
•AR(Anti-Reflective)반사 방지 기능
•광학 클리어 렌즈

MDR

GOLD

M-19SYQB

CBL

BK

FB

HP

FY

PINK GOLD

SF-0102

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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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stage
•크롬 도금된 황동과 316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바디
•제트 시트 하이 플로우 피스톤
•환경 차단 키트 (옵션)
•나이트록스 40% 까지 가능
•2 HP 포트 / 5 LP 스위블 포트
•DIN 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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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11SY
2nd stage
•Black-PVD 코팅 처리된 ATOMIC 콤포트 스위블
•크롬 코팅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한 프런트 커버 링
•티타늄과 지르코늄 코팅된 황동 소재의 주요 부품
•특허 받은 “Seat Saving” 오리피스
•특허 받은 자동 흐름 제어 장치 (AFC)

•CRYSTAL VIEW AR/UV렌즈
•자외선 UV 차단 기능
•AR(Anti-Reflective)반사 방지 기능
•광학 클리어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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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VIEW AR/UV도수렌즈
•-1.0~-8.0/0.5단위로 교정 가능
•근시용 렌즈

CRYSTAL VIEW AR/UV 렌즈의 광선투과율 이미지
입사광

코팅막

자외선

100%

가시광선

100%

렌즈

투과광(눈에닿음)
15%이하

M-211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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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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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90~95%

VTX

200LX / DCX

SMS KATANA

NEOTEK SEMI-DRY

VTX 다이브 컴퓨터는 OLED color와 Bluetooth 기능이 탑재 되어 있습니다.
Cutting edge 테크놀로지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또한 특허 받은 잔여 air time 알고리즘과 무선 잔압 check 기능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해상도의 OLED color screen과 3개축의 디지털 콤파스에 대응하는 tilt, 블루투스, 4 나이트록스 혼합,
사용자가 교체 가능한 배터리, 버튼 식 메뉴 설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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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lis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SMS Katana는 Hollis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 중 가장 최신 디자인이
적용 되었으며,
극한의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Katana는 따뜻한 세노테(Cenote)와 멕시코 동굴 지형을 염두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Nick hollis는 저명한 멕시코 동굴 인스트럭터와 노스플로리다
동굴 인스트럭터들과
함께 최상의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얇고 날씬하게 디자인된 Katana를 탄생시켰습니다.
유연하고 날씬한 디자인은 최상급 일본도를 연상시킵니다.
또한, SMS100 과 SMS75의 장점들과 함께 컴팩트하며
유선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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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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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패드

장착시

OCi

150LX / DCX

WING SERIES

Oceanic OCi 는 고급 올-인-원 다이빙 컴퓨터로써 Oceanic의 독점 기술인 듀얼 알고리즘,
무선 공기 컨트롤 시스템, 디지털 나침반 등의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LX는 200LX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으나, PVD 코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150LX는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으로 보여줍니다.
150LX 2단계는 DC2 1단계와 함께 제공되어 다이빙 여행시 유용하며,
뛰어난 성능으로 긴 시간 동안 감압 정지를 해야 하는 다이버들에게
더욱 적합한 호흡기입니다.

싱글 윙: S25 (11.3kg - 25lbs) 더블 윙: C45 (20.4kg - 45lbs)
S38 (17.2kg - 38lbs)
C60 (27.2kg - 60lbs)

STORAGE POUCH

BUTT PLATE

•올 블랙 가능(추가 옵션)
•HD 라미네이팅 된 1680 데니어 코듀라 외부 셀
•420데니어 나일론 내부 블레이더
•탱크 밸브와 호흡기를 방해하지 않기위해 인플레이터 엘보우를 가운데 쪽으로 위치
•번지줄이 블레이더 내부에 위치
•내부 블레이더 교체 가능

BLACK

WHT

RED

OCL

100LX / DCX

Oceanic OCL 은 얇고 스타일리쉬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이빙 컴퓨터로써
더욱 부드러워진 최상급 소재의 실리콘 시계줄은 남녀 모두에게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Oceanic 컴퓨터의 독점 기술인 듀얼 알고리즘, 각종 경고 알람 설정,
나이트록스 설정 및 배터리 자가 교체 등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CL 은 다이빙 컴퓨터와 일상용 시계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로
언제든지 착용할 수 있습니다.

100LX는 150LX의 성능과 동일하지만, DC3 1단계와 함께 제공됩니다.
다른 모든 LX 호흡기와 마찬가지로, 100LX도 MiFlex2⃞ 호스와 Hollis 전용 마우스피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YOKE 타입과 DIN 타입 선택 가능합니다.

오션스판 슈퍼 스트레치 원단
G-lock 프론트 지퍼

등 지퍼

양쪽 허벅지 포켓
SM

WHT

BLACK

HOLLIS WING SYSTEM 구성
WING + HARNESS + BACKPLATE(SS or AL) + BACKPAD + SINGLE TANK ADAPTER
+CAM BAND 2EA + WEIGHT POCKET

신장

리퀴드 심(LIQUID SEAMS)
MD

ML

LG/SH

LG

XL/SH

XL

X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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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61-68

70-77

가슴상

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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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1

허리둘레

73-78

78-83

81-86

74-81
83-88

79-86
83-88

81-88
88-93

86-92
88-93

92-99
93-99

스킨 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