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다이버분들을 위한 Q&A 

 

안녕하세요. 다이빙샵 죠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손님들이 문의하시는 질문들 중에 특히 자주 하시는 문의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요금 

 

다이빙요금표 

 

보트다이빙 2회 

(점심포함) 

12,000엔 

보트다이빙 3회 

(점심포함) 

17,000엔 

비치다이빙 2회 

(점심포함) 

7,000엔 

1박+저녁ㆍ아침포함 

6,800엔 
18,300엔 23,300엔 13,300엔 

※ 다이빙과 숙박 세트의 경우 500엔 할인됩니다. 

   보트다이빙은 2인 이상의 경우 가능합니다. 

 

장비렌탈요금표 

풀렌탈 

1일 / 4,000엔 

스킨장비렌탈 

(슈트, 마스크, 핀 등등) 

1일 / 2,000엔 

스쿠버장비렌탈 

(호흡기, BCD) 

1일 / 2,000엔 

 

2. 다이빙 포인트 

  

대부분의 포인트는 OW부터 다이빙이 가능하지만 「카마부타세」라는 포인트는 상급자용입니다. 

「카마부타세」는 조류가 빠른 경우가 많으며 하강라인도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스무즈한 이클라이

징과 입수가 필수입니다. 대략적으로 50회 이상 다이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룹의 경우에는 가장 경험이 적으신 분의 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다이빙 포인트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 동굴 포인트가 있으므로 라이트를 가지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지가이드가 동행을 하며 현지가이드 뒤를 버디단위 혹은 그룹단위로 따라오시는 스

타일로 다이빙을 합니다. 

 

공기잔압에 따라 다이빙코스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잔압체크를 하지만 공

기잔압이 반정도(100bar) 남았을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3곳의 보트포인트와 1곳의 비치포인트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치다이빙은 최대 수심이 8미터로 얕아 초심자나 한동안 다이빙을 안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

다.  

하지만 하루에 보트 1회 비치 1회와 같이 번갈아가면서 다이빙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3. 대략적인 하루의 일정 

  

보트다이빙 2회의 경우에는 아침 9시 다이빙샵을 출발해서 9시 20분경 보트가 있는 항구에 도착

해 다이빙을 준비합니다. 1회와 2회 사이의 휴식시간에 현지에서 점심(도시락)을 먹으며 2회 다이

빙을 끝낸 뒤 다이빙샵에 돌아오면 오후 3시쯤 됩니다.  

보트다이빙 3회의 경우에는 아침 8시에 출발해 샵에는 오후 4시쯤 돌아옵니다. 

 

다이빙하는 중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필요한 다이빙장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

다. 귀중품 등은 샵에 보관 가능합니다. 

 

하루일정이 다 끝나면 숙소까지 데려다 드립니다만 슈트를 입으신 채로는 민박집이나 호텔에 들

어가실 수 없으므로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샤워하실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당일 도착한 뒤 바로 다이빙을 하시는 손님 혹은 다이빙을 하시고 바로 훼리를 이용하시는 손님

이 계실 경우에는 그때그때 시간조절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전 중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오후부터 2번의 다이빙이 가능하며, 오후에 출국하시는 경우에는 

오전 중에 2번의 다이빙이 가능합니다.(훼리의 경우) 

 

현재 야간다이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 중에 다이빙샵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회의 다

이빙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 픽업서비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료로 픽업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즈하라항 주변만 가능합니다.  

히타카츠항에서의 픽업서비스는 불가능하니 주의 바랍니다. 

 

5. 언어에 대해 

 

현지가이드는 한국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와 간단한 영어로 다이빙을 진행합

니다. 



6. 웨이트설정 

 

본 샵에서 사용하는 탱크는 스틸탱크입니다. 알루미늄 탱크보다 1~1.5kg 적게 웨이트를 차시면 

됩니다. 오버웨이트에 주의해 주세요. 

 

7. 정원에 대하여 

 

보트다이빙은 2명 이상부터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혼자서 방문하시는 분은 주말에 방문하시는 것

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최대 수용 인원은 10명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8. 기온 및 수온 

 

기온은 부산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3월    16도→14도 

4월~6월    15도→20도 

7월~9월    21도→27도 

10월~12월  26도→17도 

평균수온이며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9. 영업기간 

 

5월에서 9월사이에는 대부분 영업을 합니다만 그 외의 기간에는 출장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