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교육업체 소개]
코타키나발루 여행사 1등!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배출 1등!! 그 명성 그대로
제주도 지점을 오픈한 스마일 코리아 투어입니다.
체험/ 오픈워터 / 어드밴스등 자격증 교육까지 제주도에서도 스마일 코리아와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JDC 임직원 및 협력직원(파트너스, 첨단과기단지 입주 업체직원등 ) * 가족포함]
체험다이빙 : 1회 60,000원 / 2회+중식 : 110,000원 – 수중카메라 및 스쿠버 장비 무료대여
PADI 단체 오픈교육: 50만원 교육비 20% 할인적용-> 40만원 !!
PDIC 단체 오픈교육: 25% 할인-> 375,000원

[신청방법]
연락처: 1668-0601 / 혹은 카카오톡: kktour / 이메일: smilekorealove@gmail.com
신청방법: 카카오톡 혹은 이메일 (필수: 카카오톡으로 사원증 사본 첨부)
->성함/연락처/이용하시고자 하시는 코스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내용/예약양식/진행방법/숙소 관련 안내를 해드립니다(상담후 예약진행 합니다)
->자격증코스: 아동의 경우 주니어 다이버 인증조건의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체험다이빙코스: 아동의 경우 만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자격증 코스의 경우,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말씀주시면 조절하여 드립니다
->자격증 코스 2박 숙박포함

[스쿠버다이빙 체험 소개]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실수 있도록 이론교육+바다체험을 진행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라이선스 없는 초보도 가능!! 1:1 안전하게 체험다이빙으로 색다른 경험을 해보아요
제주도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 '범섬'에서의 시야가 좋고, 다양한 열대 어종이 있는 풍부한 바다
환경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중체험시간은 약20분~30분 안전하고 재미나게 진행하고있습니다^^

[체험다이빙 진행 코스 및 시간]
선착장 도착 후, 섬으로 배타고 이동

1차 체험 다이빙 진행 후 휴식
2차 다이빙 진행 (2회 예약자)
선착장 도착 / 샤워이용 / 중식(2회 예약자)
(체험 1회 구매자의 경우 투어후 바로 복귀가능하며, 현장에서 인솔자 안내받으셔서 정하시면 됩
니다)
(체험1회- 약12시 전후 / 2회 구매자- 약 1시 전후)

[스쿠버다이빙 오픈워터 라이센스 소개]-국제 자격증 코스-일정을 상세 상담 받으세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세계 인증된 국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더 없는 기회!! 지금 이때 가져보세요 ~
아름다운 바닷속을 체험으로만 보실건가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는 전세계 인증
인증!!!
국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입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는 바다여행과 밀접하다는 이야기죠^^
30m의 수중세계!! 봐도 봐도 신기한 생물체!! 물속마다 다른 세상을 탐험해 보아요~

[썸머 이벤트 예약기간]
8월 30일까지 예약 완료하신 분에 한해 이벤트 금액으로 예약 진행해 드립니다.
8월 30일까지 예약하시고 이후의 교육 날짜이셔도 이벤트 해당되시니 참고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