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치체험다이빙
안내

테바다이브



대상: 이전에 스쿠버다이빙을 시도한적이 없는 분

예약금*1: 5만 원

가격: 1회 12,000엔, 2회 17,000엔*2

시작시간: 9시, 12시, 15시 (기본 상담후 결정)

집합시간: 시작시간 15분 전

소요시간: 3시간(1회), 4시간(2회)

수중시간: 약 45분 (다이버의 공기소모에 따라 다릅니다.)

잠수수심: 평균 5~10미터 (최대 12미터)

다이빙포인트*3: 푸른동굴, 차탄 쓰나베, 고릴라춉

참가 가능 연령: 만 12세 이상 ( 50세 이상 상담)

준비물: 수건, 샤워도구, 수영복

요금 포함: 강습, 보험, 장비대여, 수중촬영, 음료

요금 불포함: 픽업 및 드랍, 주차료*4, 샤워시설이용료

※ 스쿠버다이빙과 관련된 고유한 위험 때문에 모든 참가자는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짧은

의료 설문지를 작성해야합니다. 고객님께서 참여하지 못할 수있는 상황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테바다이브에 문의하셔서 의료설문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설문지를

작성하여 의사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설문지는 스쿠버다이빙과

상반된 의학적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반나절만에 체험 다이빙을 하는 코스로, 중부를 여행하며 짧게 즐기는 추천 메뉴입니다.

바닷속을 처음 경험해보시는 분들, 충분한 교육과 설명으로 여유 있게 진행을 원하시는 손님에게 딱 맞는 코스입니다. 

□ 비치 체험다이빙프로그램

*1 예약금: 보증금 형식입니다. 다이빙 당일 오키나와현지에서 계산 후 한국계좌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2 가격: 세금포함 가격입니다. 계산은 엔화 현금만 가능하오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3 다이빙 포인트: 기상여건에 따라 포인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일 하루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4 주차료: 주차료 발생(푸른동굴), 주차료 미발생(쓰나베, 고릴라춉)



❋혼잡시에는 주차가능장소가 집합장소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차 후 집합장소까지의 도보시간에 유의하시어 출발 부탁드립니다.     

□ 스케쥴 예시

1회 체험다이빙
08:45 포인트 집합, 서류 작성
09:00~09:45   이론교육 및 브리핑 → 환복 → 장비착용

~10:15   얕은물에서 기본 다이빙스킬 연습
~11:00   1 Dive 약 45분 내외 (수중시간은 안전을 위해 다이버의 공기소모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12:00   샤워 및 환복 → 디브리핑 → 해산

2회 체험다이빙
08:45 포인트 집합, 서류 작성
09:00~09:45   이론교육 및 브리핑 → 환복 → 장비착용

~10:15   얕은물에서 기본 다이빙스킬 연습
~11:00   1 Dive 약 45분 내외 (수중시간은 안전을 위해 다이버의 공기소모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11:30   휴식
~12:30   2 Dive
~13:30   샤워 및 환복 → 디브리핑 → 해산



- 수영복, 수건 및, 갈아입으실 옷: 수영복은 일상복 안에 미리 입고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건강진술서에 yes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이빙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합

니다.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 슬리퍼 혹은 아쿠아슈즈

- 샤워비용(100~300엔) 동전 및 샤워도구

- 개별 선호 음료, 간식류는 개별 준비 부탁드립니다.

□ 준비물

http://www.padi.co.kr/media/20952/10063k_medical_questionnaire.pdf


- 원본이 아닌 TEBAH 로고가 삽입된 편집본으로 제공되며,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전송합니다. 

- 다이빙 당일의 바다 컨디션과 각 다이버의 적응상황에 따라 사진의 수와 퀄리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촬영된 사진은 고객님의 동의 하에 블로그나 SNS에 게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 서비스는 TEBAH가 고객님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비용에 포함된 의무적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 카메라의 가용여부와 다이빙 샵 여건에 따라 사진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수중촬영 서비스



테바 다이브의 체험다이빙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다이빙 진행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기상여건에 따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포인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계산방법

- 오키나와 현지에서 100% 엔화 현금만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는 불가능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예약금 - 예약금은 보증금 형식입니다. 

- 현지계산이 끝난후 한국계좌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4. 예약금 환불 정책

- 예약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외: 자연재해및 기상으로 인한 항공편/보트의 결항

5. 1회 다이빙 후 최소 12시간, 2회이상 다이빙 후 최소 18시간 이내에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다이빙 당일의 출국은 불가능하므로, 예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테바다이브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다이빙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키나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사항 안내문



□ 오키나와 다이빙 시즌표



□ 테바다이브 위치

● 주소 (링크)

2-190 Miyagi, Chatan-cho, Nakagami-gun, Okinawa-ken

〒904-0113 沖縄県中頭郡北谷町宮城2-190

● 맵코드: 33 584 082*30

● 전화번호: 098-987-8901

● 팩스: 098-987-8901

나하공항-TEBAH 
약 25km 소요시간약 50분

※ 체험다이빙은 하루 전날 집합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샵은 집합장소가 아닙니다.

https://goo.gl/maps/MmADdeEQFGU2
https://goo.gl/maps/MmADdeEQFGU2
https://goo.gl/maps/MmADdeEQFGU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