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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alueTested and proven 
in the toughest 
conditions 
in the world.

슈트는 가장 중요한 장비이므로
국내 생산만을 고집합니다

다이버의 신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슈트는 

스쿠버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므로 아쿠아즈의 모

든 제품은 국내 생산만을 고집하며 당사의 자체 공장에서만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원단에 발생한 단 하나의 미세한 구멍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제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재의 물성과 실의 성질

을 분석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 봉제를 하지 않고 최적의 조합을 찾

아냅니다. 

모든 드라이슈트는 한 벌 한 벌 시작부터 완성까지 숙련된 장인의 손

으로 완벽하게 제작 관리하며 최신 설비를 이용해 100% 방수 검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최고의 

명품 AQUAZ 슈트를 제조하기 위한 당사만의 철학과 고집입니다.

세계의 모든 바다에서
통용되기 위한 아쿠아즈의 선택

다이버들이 보다 아름다운 바다를 꿈꾸고 가꾸어 나가는 것처럼 당

사도 보다 고도의 기능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심하

고 쾌적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설계, 

소재, 장비 그리고 기술 부분에서 현존하는 최상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이버가 두려움 없이 바다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각

각의 목적에 맞추어 최신의 아이디어와 숙련된 기술을 슈트 각각의 

부위에 접목하고 있으며, 유지 보수에 불편함이 없이 오랜 기간 사용

이 가능하도록 제품 보증을 포함, 친절하고 편리한 A/S 시스템을 확

립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거듭하여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하며 또한 한결같이 꾸준한 품

질을 유지하는 것. 기본에 충실하려는 노력은 AQUAZ 브랜드 전체 

제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즌에 상관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다이빙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즈는 

그러한 슈트 제작에만 전념하겠습니다.

Brand Policy

다이버 한 분 한 분에게
최고이자 최상의다이빙 라이프 제공

슈트와 서포트 아이템 등 모든 아쿠아즈 제품은 최초 기획, 설계에서

부터 소재 선택, 가공, 봉제 그리고 완성 단계의 공정까지 각 공정별 

엄격한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AQUAZ 마크를 부착하지 않습

니다. 그 이유는 다이버 여러분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다이빙을 즐

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당사만의 철학

이자 신뢰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이빙 그 자체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원단

슈트는 자신의 신체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조그마한 사이즈의 차이로 인해 과

도한 물이 유입된다던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 다이빙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쿠아즈 제품의 기성복 라인은 지난 

수십 년간의 슈트 제작의 노하우를 살려 18개 사이즈로 세분화된 시

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 슈트의 경우 주문자의 체형

에 정확히 딱 들어맞는 최적의 1벌을 고도로 숙련된 장인의 손으로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다이빙 라이프 카테고리에
가장 최적화된 단 한 벌

가까운 거리의 바다 환경을 즐기는 주말 다이버, 극한의 바다에서 모

험에 도전하는 테크니컬 다이버, 열대의 리조트에서 휴식을 즐기는 

다이버, 다이빙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 다이버 등 개개인마다 각기 다

른 다양한 다이빙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사의 사명은 서로 다른 다이빙 환경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쾌적한 

다이빙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슈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스타일과 다이빙 환경에 맞는 웨트슈트 3종류(맞춤, 주문형 

기성, 기성) / 세미드라이슈트 2종류(맞춤, 기성) / 드라이슈트 3종류

(맞춤, 주문형 기성, 기성) 총 8개의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5

Drysuits
Order & Ready made

A
q

uaz Tested
 ad

n p
ro

ven
in th

e to
ug

h
est co

n
d

itio
n

s in th
e w

o
rld

.



7

Order Made Dry Suit   I  맞춤 · 주문형 기성 드라이 슈트

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실리콘 목링(목링+실리콘씰)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PVC장갑+내피)

라텍스씰용 장갑링

01

02

03

04

05

※ 옵션 사진 번호 참고

200,000원

280,000원

200,000원

100,000원

250,000원

180,000원

28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손목 밸브

- 소변 지퍼

- 무릎 보강(케블러)

- 엉덩이 보강(케블러)

Option Price

Product Details

어저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신축성이 뛰어난 슈퍼
스트래치 소재로, 후드 내부
정수리 이중처리를 통해 물의 
유입 차단 및 공기 배출 기능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장형 포켓
지퍼로 축소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좌 · 우)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 포켓용
YKK지퍼 장착(좌 · 우)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슬림부츠

Select Option

01

02

03

04

05

실리콘 손목링

실리콘 목링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

라텍스씰용
장갑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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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tails

Fabric I SOFT COMFORT RIPSTOP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마모가 심한 사타구니, 
엉덩이, 무릎에 엠보 처리된
나일론 핫멜트 PU 이중보강

Price

Front

기성 3,7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01 Khaki / Black

V2 시그니쳐 실버 전사

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스퀘어 장식절개입체식 이중 소매 플랩 물고임 배출용 메쉬 아일렛 /
더블니트 목씰커버

HEXAR 자수라벨 
& 국기패치

볼륨감있는 소매 플랩(flap)의 이중 디테일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더욱 텍티컬

(tactical)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하며, 상체 바디의 스퀘어 절개라인은 개성

적이고 스포티(sporty)해보입니다. 원단 자체로의 내구성은 유지하되, 부틸 고무

는 부드럽게 가공되어 소프트 한 터치감과 적절한 신축성은 착용자로 하여금 편

안한 활동성과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합니다.

HEXAR V-2 

Khaki, Black

Charcoal, Black

Color

- 볼륨감있고 입체적인 이중소매플랩 적용  
- V2 시그니쳐 라벨과 국기패치부착 
- 겨드랑이 절개라인 제거로 누수방지
 및 상체의 활동성을 극대화시킨 입체패턴 적용

- 무릎, 힙 접착식 엠보패드 이중보강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SI-TECH 슬라이드식 밸브
 

Equipment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지퍼 (선택가능)

- 어져서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 플랩확장형포켓 / 플랩지퍼형포켓 / 

지퍼형포켓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공기배출기능 드라이슈트 전용 5MM후드

Back

거칠고 강인한 남성미를 표현한 
진정한 TECH DIVER용 
테크니컬 드라이슈트

* 지퍼는 이중지퍼 양식으로 됨 / 사진과 실물 색상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SI-TECH IN/OUT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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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tails

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실리콘 목링(목링+실리콘씰)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PVC장갑+내피)

라텍스씰용 장갑링

01

02

03

04

05

※ 옵션 사진 번호 참고

200,000원

280,000원

200,000원

100,000원

250,000원

Option PricePrice

Product Details

어저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신축성이 뛰어난 슈퍼
스트래치 소재로, 후드 내부
정수리 이중처리를 통해 물의 
유입 차단 및 공기 배출 기능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장형 포켓
지퍼로 축소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좌 · 우)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 포켓용
YKK지퍼 장착(좌 · 우)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슬림부츠

Select Option

01

02

03

04

05

실리콘 손목링

실리콘 목링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

라텍스씰용
장갑링

Front

01 Black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겉면의 나이론 립스탑 소프트라이트 원단은 더욱 부드럽고 가

벼워져서 플렉시블(flexible)하며 포장 및 이동 또한 용이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

지할 수 있다. 겉면이 얇아진 반면 안쪽면은 폴리에스테르 원사의 내구성이 우수

한 아쿠아즈만의 특수 방수 가공 처리한 원단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얇고 가벼

워도 드라이슈트의 핵심 사항인 내구성과 견고함은 유지합니다.

기성 3,2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Fabric I NYLON RIPSTOP SOFTLIGHT

코듀라 무릎보강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SI-TECH IN/OUT 밸브

HXR-1 모노톤 실버패치  더블니트 목씰 커버
& HXR 자수이니셜

HEXAR 모노톤 실버 
허리패치

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코듀라 하체 배색원단리플렉티브 특수테잎

HEXAR-1

- 심플한 디자인과 모노톤 실버패치의 조합
- 소매는 리플렉티브 테잎으로 수중 시인성을 높여줌
- 은은한 광택의 나이론 립스탑원단과 내구성 

우수한 코듀라원단의 믹스매치
- 겨드랑이 절개라인 제거로 누수방지 및 

상체의 활동성을 극대화시킨 입체패턴 적용
- 내구성이 우수한 코듀라 무릎보강 적용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Equipment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지퍼 (선택가능)

- SI-TECH 슬라이드식 밸브
- 어져서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 플랩확장형포켓 / 플랩지퍼형포켓 / 지퍼형포켓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공기배출기능 드라이슈트 전용 5MM후드  

Back

레크레이션 다이버부터 테크니컬
다이버까지 모두를 생각한 최고의
신개념 가성비 드라이슈트

180,000원

280,000원

- 손목 밸브

- 소변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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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tails

Fabric I SOFT COMFORT RIPSTOP

텍 천 그래핀의 함축적인 의미는, 가볍고 부드럽지만 견고한 슈트입니다. 부틸 고

무층을 최대한 소프트하고 유연하게 설계하여 뛰어난 활동성 위주로 초점을 맞추

었으며, 표면의 나일론 원단은 매트한 느낌의 립스탑 조직으로 제직 밀도를 높여 

견고하면서도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기존 드라이슈트에 사용된 원단들의 

장점만을 골라내어 하나로 통합 제작된 슈트로 볼 수 있습니다.

실버 메탈 텍천 패치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SI-TECH IN/OUT 밸브

어깨에는 나일론 핫멜트
PU 패널로 이중 보강하여 
장비로 인한 슈트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마모가 심한 사타구니, 
엉덩이, 무릎에 엠보 처리된
나일론 핫멜트 PU 이중보강

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엠브로이더리
(Embroidery)
데코 테이프

물고임 배출용 메쉬 아일렛
더블니트 애리 상단 
칼라파이핑(색상 변경가능)

수중에서도 시인성이 우수한
리플렉티브(REFLECTIVE)
재질 특수 테이프

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실리콘 목링(목링+실리콘씰)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PVC장갑+내피)

라텍스씰용 장갑링

01

02

03

04

05

※ 옵션 사진 번호 참고

200,000원

280,000원

200,000원

100,000원

250,000원

180,000원

28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손목 밸브

- 소변 지퍼

- 무릎 보강(케블러)

- 엉덩이 보강(케블러)

Option PricePrice

- 겨드랑이 절개라인 제거로 누수방지 및 
상체의 활동성을 극대화시킨 입체패턴 적용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지퍼 (선택가능)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사타구니, 무릎, 힙 나일론 엠보 패드 이중보강

Equipment

- SI-TECH 슬라이드식 밸브
- 어져서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 플랩확장형포켓 / 플랩지퍼형포켓 / 

지퍼형포켓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공기배출기능 드라이슈트 전용 5MM후드

드라이슈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이 퍼포먼스 
드라이슈트

Product Details

어저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신축성이 뛰어난 슈퍼
스트래치 소재로, 후드 내부
정수리 이중처리를 통해 물의 
유입 차단 및 공기 배출 기능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장형 포켓
지퍼로 축소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좌 · 우)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 포켓용
YKK지퍼 장착(좌 · 우)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슬림부츠

Select Option

01

02

03

04

05

실리콘 손목링

실리콘 목링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

라텍스씰용
장갑링

기성 3,5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Front Side

01 Black

10

TEK 1000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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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tails

실버 메탈 텍천 패치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SI-TECH IN/OUT 밸브

마모가 심한 사타구니, 
엉덩이, 무릎에 엠보 처리된
나일론 핫멜트 PU 이중보강

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엠브로이더리
(Embroidery)
데코 테이프

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실리콘 목링(목링+실리콘씰)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PVC장갑+내피)

라텍스씰용 장갑링

01

02

03

04

05

※ 옵션 사진 번호 참고

200,000원

280,000원

200,000원

100,000원

250,000원

180,000원

28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손목 밸브

- 소변 지퍼

- 무릎 보강(케블러)

- 엉덩이 보강(케블러)

Option PricePrice

- 겨드랑이 절개라인 제거로 누수방지 및 
상체의 활동성을 극대화시킨 입체패턴 적용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지퍼 (선택가능)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사타구니, 무릎, 힙 나일론 엠보 패드 이중보강

Equipment

- SI-TECH 슬라이드식 밸브
- 어져서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 플랩확장형포켓 / 플랩지퍼형포켓 / 

지퍼형포켓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공기배출기능 드라이슈트 전용 5MM후드

Product Details

어저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신축성이 뛰어난 슈퍼
스트래치 소재로, 후드 내부
정수리 이중처리를 통해 물의 
유입 차단 및 공기 배출 기능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장형 포켓
지퍼로 축소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좌 · 우)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 포켓용
YKK지퍼 장착(좌 · 우)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슬림부츠

Select Option

01

02

03

04

05

실리콘 손목링

실리콘 목링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

라텍스씰용
장갑링

기성 3,5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Front Side

01 Black / Black x White Dot

핀스트라이프 무늬 쟈카드
조직 코듀라 원단, 팬시하며
고급스러운 하이퀄러티
드라이슈트로 이미지 완성

물고임 배출용 메쉬 아일렛
& 더블니트애리

수중에서도 시인성이 우수한
리플렉티브(REFLECTIVE)
재질 특수 테이프

소프트 컴포트 나일론 립스탑과 코듀라의 조화로 부드러움과 강인함 두 가지를 모

두 충족시키는 최강 드라이슈트의 탄생. 최고의 활동성과 착용감을 위하여 운동량

이 필요한 곳은 가볍고 유연한 소프트 컴포트 립스탑 원단으로, 내구성과 견고함이 

필요한 곳은 핀스트라이프 코듀라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GENTLE + ACTIVE 를 모

티브로 서로 특징이 다른 소재를 믹스매치하여 제작된 명품 드라이슈트 입니다.

Fabric I SOFT COMFORT RIPSTOP / PIN STRIPE CORDURA BUTYL

TEK 1000 GAIA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프리미엄
드라이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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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tails

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실리콘 목링(목링+실리콘씰)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PVC장갑+내피)

라텍스씰용 장갑링

01

02

03

04

05

※ 옵션 사진 번호 참고

200,000원

280,000원

200,000원

100,000원

250,000원

Option PricePrice Equipment

Product Details

어저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신축성이 뛰어난 슈퍼
스트래치 소재로, 후드 내부
정수리 이중처리를 통해 물의 
유입 차단 및 공기 배출 기능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장형 포켓
지퍼로 축소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좌 · 우)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 포켓용
YKK지퍼 장착(좌 · 우)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슬림부츠

Select Option

01

02

03

04

05

실리콘 손목링

실리콘 목링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

라텍스씰용
장갑링

기성 3,5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Front Side

- 손목 밸브

- 소변 지퍼

- 무릎 보강(케블러/코듀라)

- 엉덩이 보강(케블러/코듀라)

01 Black / Red

Fabric I POLYESTER BUTYL

- SI-TECH 슬라이드식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지퍼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 어져서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 플랩확장형포켓 / 플랩지퍼형포켓 / 

지퍼형포켓 (선택가능)
- 공기배출기능 드라이슈트 전용 5MM후드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SI-TECH IN/OUT 밸브물고임 배출용 메쉬 아일렛

마모 마찰에 강한 
실리콘 테이프 장식

100% PU재질의 패널부착,
몸판 강화, 방수기능 향상, 
마모에 강하며 크랙이나 
파손 발생 방지

고강도 더블텍스쳐 폴리에스터 3Layer 라미네이팅 원단은 표면 마모 및 인열강

도 그리고 내염소성에 있어 일반 폴리에스터와 비교해 탁월한 우수성을 지닙니다. 

중간 레이어층은 고방수 소재 부틸러버로 멀티코팅 처리되어 강도 및 유연성이 탁

월하고 착용감이 뛰어난 소재입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유연성이 특징으로 기존 드

라이슈트의 뻣뻣하고 무거운 원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TEK 2000

거칠고 험한 환경에
최적화된 고강도의
드라이슈트

* 소재가 기존 립스탑 코듀라 부틸원단에서 유연하고 가벼운
 폴리에스테르 부틸 원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0,000원

280,000원

150,000원

150,000원

Black, Blue

Black, Orange

All Black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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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5

Price Equipment

Front Front

TEK 1000 FREEDOM

- 어깨, 팔꿈치, 겨드랑이, 무릎에 
케블러 원단 이중보강

- SI-TECH 슬라이드식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지퍼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 어져서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 플랩확장형포켓 / 플랩지퍼형포켓 / 

지퍼형포켓 (선택가능)
- 공기배출기능 드라이슈트 전용 5MM후드

기성 3,4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01 Black / Beige

Fabric I POLYESTER BUTYL 

TEK 1000 EXPEDITION

Product Details

마모가 심한 어깨, 팔꿈치 
겨드랑이에 케블러 
원단으로 이중 보강 처리

01

부위 별 심리스, 플랫심 
공법 제작, 원단겹침으로 
인한 불편함 완벽 제거

마모가 심한 사타구니에 
나일론 PU패널 이중 
보강처리

무릎 캐블러원단 보강처리

04

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물고임 배출용 메쉬 아일렛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극한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고강도 더블 텍스처 폴리에스터 부틸 원단을 채택하

여 견고한 내구성과 더불어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은 최고의 활동성을 제공합니다. 

3D 입체설계로 재단된 각각의 패널은 부위에 따라 플래심기법과 심리스 공법으

로 연결 후 내측은 AQUA RUBBER TAPE 방수처리 되었고 표면은 도트 나일론 

접착 테이프로 이중보강 처리 되었습니다. 기존 제품에서 원단 겹침으로 느끼시던 

불편함이 전혀 없으므로 최적의 편안함과 활동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Material - 고강도 더블 텍스쳐 폴리에스터부틸 3Layer 원단

- 내구성 발수처리

- 480/M2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장형 포켓
지퍼로 축소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좌 · 우)

Price

기성 3,3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01 Red / Black

Fabric I POLYESTER BUTYL 

프리미엄급 TEK 1000 Freedom 모델은 드라이슈트의 핵심적인 내구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다이버의 운동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각 부위별 3D 입체 패널을 제작하여 

최상의 피팅감을 제공해 드립니다. 각각의 패널의 연결은 최신의 심리스 공법으로 제

작하여 두꺼운 시접겹침으로 인한 불편함을 제거하였을 뿐 아니라, 내부는 AQUA 

RUPER TAPE 밀봉 방수처리 되었고 외부는 아크릴 도트 나일론 핫멜트 테이프로 이

중 밀봉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구성이 우수한 하이브리드형 드라이 슈트 입니다.

Product Details

마모가 심한 사타구니, 
겨드랑이, 무릎에 엠보 
처리된 나일론 핫멜트 
PU 이중보강

부위 별 심리스, 플랫심 공법
제작, 원단겹침으로 인한
불편함 완벽 제거

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하체 조절용 Y자 밴드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장형 포켓
지퍼로 축소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좌 · 우)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 포켓용
YKK지퍼 장착(좌 · 우)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 포켓용
YKK지퍼 장착(좌 · 우)

신축성이 뛰어난 슈퍼
스트래치 소재로, 후드 내부
정수리 이중처리를 통해 물의 
유입 차단 및 공기 배출 기능

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실리콘 목링(목링+실리콘씰)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PVC장갑+내피)

라텍스씰용 장갑링

01

02

03

04

05

※ 옵션 사진 번호 참고

200,000원

280,000원

200,000원

100,000원

250,000원

Option Price

180,000원

28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손목 밸브

- 소변 지퍼

- 무릎 보강(케블러/코듀라)

- 엉덩이 보강(케블러/코듀라)

Orange, Black

Blue, Black

All Black

Color



01

02

03

04

05

Front

Price

기성 3,5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실리콘 목링(목링+실리콘씰)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PVC장갑+내피)

라텍스씰용 장갑링

01

02

03

04

05

※ 옵션 사진 번호 참고

200,000원

280,000원

200,000원

100,000원

250,000원

Optio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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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tails

FrontFabric I NYLON BUTYL 

씰(선택가능)
라텍스 목씰 ·  손목씰
or 네오프렌 목씰 ·  손목씰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장형 포켓
지퍼로 축소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좌 · 우)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 포켓용
YKK지퍼 장착(좌 · 우)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슬림부츠

아쿠아즈 서스펜더

SI-TECH IN/OUT 밸브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테크니컬 다이빙 전용 드라이슈트, 수심에 따라 변화하는 영향을 최소화한 소재

를 채택해 심해 다이빙이나 장시간의 감압 다이빙을 상정하여 개발, 테크니컬 심

해 다이빙은 물론 트라이믹스, 동굴, 난파선 다이빙 등 다양한 환경에서 착용 가능

한 슈트로 자연스러운 활동과 완전 방수 기능을 가진 3종 레이어 구조의 고강도 

코듀라 부틸 혹은 고강력 나일론 부탈 원단 중 선택 가능합니다.

TEK 1000 PRO 1

Price

기성 3,0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Red, Black

Royal, Black

Yellow, Black

All Black

Color

01 Navy Check / Black
* 사진과 실물 색상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장형 포켓
지퍼로 축소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좌 · 우)

포켓(선택가능) 수납이 
넉넉한 플랩 지퍼형 포켓 
플랩에 보조 포켓용
YKK지퍼 장착(좌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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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PricePrice

기성 3,2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무릎 코듀라 보강

Product Details

사타구니, 엉덩이 코듀라 보강

겨드랑이 코듀라 보강

Fabric I NYLON BUTYL 

TEK1000PRO Ⅰ의 UPGRADE VERSION. 마찰에 취약한 부위를 코듀라 원단으로 

이중보강하여 극한의 거친 환경에서의 사용에도 최고의 내구성을 가진 드라이슈트 

입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버에 비해 슈트의 사용 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전문 테크니

컬 다이버,커머셜 다이버 및 극한의 환경에서 다이빙이 필요한 다이버들을 위해 디자

인 된 제품입니다.

TEK 1000 PRO 2

01 All Black
* 사진과 실물 색상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기본 목씰 · 손목씰은 라텍스씰을 부착합니다.

180,000원

280,000원

- 손목 밸브

- 소변 지퍼

Select Option

01

02

03

04

05

실리콘 손목링

실리콘 목링

장갑링

내피장갑 세트

라텍스씰용
장갑링

- SI-TECH 슬라이드식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지퍼 (선택가능)
- 플랩지퍼형포켓 / 지퍼형포켓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 - 아쿠아즈 서스펜더
- 드라이슈트 전용 5MM후드

Equipment Option Price

180,000원

28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손목 밸브

- 소변 지퍼

- 무릎 보강(케블러/코듀라)

- 엉덩이 보강(케블러/코듀라)



01

02

03

04

05

기성 3,5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Front Front

20

Fabric I CORDURA BUTYL / NYLON BUTYL 

·  몸판 주원단 : 고강도 더블텍스쳐드 나일론 더블식스 3중 라미네이팅 원단

(나일론 / 부틸러버 / 폴리에스터 3중 구조. 원산지 : 영국)

·  상체와 소매 배색원단 : 고강도 더블텍스쳐드 코듀라 3중 라미네이팅 원단

(코듀라 / 부틸러버 / 폴리에스터 3중 구조. 원산지 : 영국)

·  마모, 인장강도 및 내염소성이 기존 나일론보다 30% 이상 향상

·  뛰어난 강도와 우수한 내구성이 가장 큰 특징이며 상체 코듀라 원단의 색상은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TEK 1000 PRO 3

01 All Black01 Lt.Gray / Black

- SI-TECH 슬라이드식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지퍼 (선택가능)
- 플랩지퍼형포켓 / 지퍼형포켓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 - 아쿠아즈 서스펜더
- 드라이슈트 전용 5MM후드

Equipment

기성 2,9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Price Price

기성 2,2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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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I CORDURA AQUALEX

공기는 통과시키고 물은 통과시키지 않는 4층 구조의 원단으로 드라이슈트의 내부에 

발생된 땀, 습기를 자동적으로 외부로 발산시켜 다이빙 시 항상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표면 원단은 내구성이 강한 코듀라 원단을 사용하며 안쪽 원단은 착용감을 높이기 위

해 메쉬 나일론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  원단이 가볍고 부드러워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하다.

·  이중지퍼의 번거로움 대신 방수지퍼와 지퍼덮개의 조합으로 심플하게 구성

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Product Details

SI-TECH IN/OUT 밸브

TEK 1000 LIGHT

라텍스 목씰 ·  손목씰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슬림부츠

아쿠아즈 서스펜더

80,000원

80,000원

180,000원

280,000원

- 플랩지퍼형포켓

- 지퍼형포켓

- 손목 밸브

- 소변 지퍼

Option Price

Product Details

이중지퍼 내측: 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
제 TIZIP 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 YKK 플라스틱 지퍼

SI-TECH IN/OUT 밸브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코팅부츠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네오프렌 슬림부츠

포켓(선택가능)
지퍼형포켓
(좌 · 우)

포켓(선택가능)
플랩 지퍼형 포켓
(좌 · 우)

아쿠아즈 서스펜더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Red, Black

Blue, Black

Yellow, Black

All Black

Color

* 사진과 실물 색상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SI-TECH 슬라이드식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내부 씸(SEAM) 방수 멜코테잎 처리
- 하체 조절용 밴드 / - 아쿠아즈 서스펜더
- 드라이슈트 전용 5MM후드

EquipmentOption Price

180,000원

28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손목 밸브

- 소변 지퍼

- 무릎 보강(케블러/코듀라)

- 엉덩이 보강(케블러/코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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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5

Price

Front Front Back

01 All Black / Silver (실색)

나노지코늄 1,700,000원

나노 히트 플렉스 1,700,000원

아쿠아 플렉스 1,5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Fabric I NANO ZIRCONIUM / NANO HEATFLEX / AQUA FLEX NANO ZIRCONIUM / NANO HEATFLEX / AQUA FLEX

네오프렌 드라이슈트의 인기 디자인으로 가슴부터 내려오는 직선 라인이 전체적 

바디라인을 슬림하게 보이며 세련미를 강조한 드라이슈트. 네오프렌 특유의 부드

러운 질감과 신축력을 바탕으로 활동이 매우 자유롭고 가벼운 내피 착용에도 보

온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유지보수 및 관리가 매우 용이하여 드라이슈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드라이 슈트입니다.

ZMD

Equipment

- 월드 밸브 사용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BDM 메탈 방수지퍼
- 네오프렌 코팅부츠 / 레디알 코팅부츠
   (선택가능)
- 아쿠아즈 서스펜더
- 드라이슈트 전용 5MM후드

02 
Black, Red

03
 Black, 
Charcoal

Color Option Price

80,000원

80,000원

180,000원

280,000원

150,000원

150,000원

- 플랩 지퍼형 포켓

- 지퍼형 포켓

- 손목밸브  

- 소변지퍼

- 무릎보강(케블러)  

- 엉덩이보강(케블러)

01 Black / Red / Silver (실색)

SEMI DRY

Option Price

80,000원

80,000원

- 플랩 지퍼형 포켓

- 지퍼형 포켓

Price

나노지코늄 1,000,000원

나노 히트 플렉스 1,000,000원

아쿠아 플렉스 900,000원

* 맞춤시 20만원 추가

Material

일본 YAMAMOTO사가 개발한 특수 발열기모 
보온소재이며 슈퍼스트레치급 신축성으로 뛰어
난 활동성을 자랑합니다.

NANO 
ZIRCONIUM

EXTRA WARM! QUICK DRY! 
나노 브러쉬를 이용한 초극세 기모 보온져지는 
뛰어난 보온력과 신속한 건조가 특징입니다.

NANO 
HEATFLEX

네오프렌 특유의 소프트한 질감과 하이퍼 스트레
치의 신축력이 특징으로, 최적의 피팅감을 제공. 
친환경 소재로 인체 유독 물질을 최소화하여 피부 
트러블 및 알러지 유발성분이 없습니다.

AQUA 
FLEX

웻슈트의 편안함과 드라이슈트의 방수, 보온기능 등

각각의 장점을 골고루 갖춰 탄생한 고급 세미드라이슈트

Product Details Option

포켓(선택가능)
플랩지퍼형포켓
(좌 · 우)

포켓(선택가능)
지퍼형포켓
(좌 · 우)

이중 목지퍼 커버

글라이드스킨 손목씰

마모 방지를 위한 어깨 
나일론 PU패턴

글라이드스킨 발목씰

Material

NANO ZIRCONIUM
일본 YAMAMOTO사가 개발한 특수 발열기모 보온소재이며 
슈퍼스트레치급 신축성으로 뛰어난 활동성을 자랑합니다.

NANO HEATFLEX
EXTRA WARM! QUICK DRY! 나노 브러쉬를 이용한 초극세 
기모 보온져지는 뛰어난 보온력과 신속한 건조가 특징입니다.

AQUA FLEX
네오프렌 특유의 소프트한 질감과 하이퍼 스트레치의 신축력이 
특징으로, 최적의 피팅감을 제공. 친환경 소재로 인체 유독 물질
을 최소화하여 피부 트러블 및 알러지 유발성분이 없습니다.

포켓(선택가능)
플랩지퍼형포켓
(좌 · 우)

포켓(선택가능)
지퍼형포켓
(좌 · 우)

Option

* 목씰, 손목씰은 기본 네오프렌씰을 부착합니다. 
(이미지 사진: 실리콘 손목링 옵션 선택사항)

Black, 
Charcoal

Color

- 목씰-3MM글라이드스킨
- 손목씰 · 발목씰-3MM글라이드스킨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지퍼 (선택가능)
- 이중 목지퍼 커버
-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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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목씰 · 손목씰 – 라텍스씰 
- TIZIP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BDM 메탈 방수지퍼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아쿠아즈 서스펜더

Ready Made Dry Suit   I  기성 드라이슈트

BUTYL DRY RADIAL DRY NEOPRENE DRY

BlackBlack Black

Equipment

-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목씰 ·  손목씰 – 네오프렌씰
- BDM 메탈 방수지퍼 
- 라텍스 코팅부츠
- 아쿠아즈 서스펜더

Equipment

-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목씰 ·  손목씰 – 네오프렌씰
- BDM 메탈 방수지퍼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아쿠아즈 서스펜더
- 케블러 무릎패드

Equipment

     

Dry Suit Size  남자 기성 단위 cm

신장 몸무게 목둘레 등길이 윗가슴둘레 배둘레 힙둘레 A점~손목 팔근육 손목둘레 안기장 허벅지윗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

S 158-163 55-62 36 62 92 76 90 71 27 16 65 54 36 21

M 164-168 60-66 36 64 94 78 92 73 28 17 68 55 36 22

MB 164-168 68-74 38 66 98 86 98 75 31 18 67 58 39 23

L 169-174 64-70 37 67 96 80 94 75 29 17 71 56 37 23

LB 169-174 72-78 39 69 102 90 100 77 31 18 70 59 39 24

XL 175-180 70-76 39 70 100 88 98 78 31 19 74 59 39 23

XLB 175-180 78-84 41 72 106 96 104 80 33 20 73 62 41 24

XXL 181-185 74-80 39 73 102 92 100 82 31 18 77 59 40 24

1,250,000원1,600,000원2,400,000원

PricePricePrice

Option Price

80,000원

80,000원

180,000원

280,000원

150,000원

150,000원

- 플랩 지퍼형 포켓

- 지퍼형 포켓

- 손목밸브  

- 소변지퍼

- 무릎보강(케블러)  

- 엉덩이보강(케블러)

Dry Under Suit   I  드라이 전용 내피

폴라텍 내피 3M 신슐레이트 내피

300,000원 다중공 폴리에스터 방적사로 제작된 써멀히트내피는 
플리스 안감을 한겹 덧대어 뛰어난 보온 기능과 우수
한 통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프렌 드라이 뿐만 
아니라 부틸계열 드라이슈트에도 사용 적합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Price Size  S / M / L / XL / XXL

600,000원 3M社의 의류용 최고급 CS시리즈 신슐레이트 충전
재는 초극세사 섬유층 사이에 형성된 무수하게 많은 
미세한 공기층이 몸의 열기를 붙잡아둠으로써 탁월
한 보온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Price Size  S / M / L / XL / XXL

     

Dry Suit Size  여자 기성 단위 cm

신장 몸무게 목둘레 등길이 윗가슴둘레 배둘레 힙둘레 A점~손목 팔근육 손목둘레 안기장 허벅지윗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

S 153-157 47-52 32 57 84 65 90 68 25 15 65 54 35 21

M 158-162 50-56 32 59 86 68 92 70 25 15 67 55 35 21

MB 158-162 57-64 34 61 92 74 96 71 28 16 66 59 38 22

L 163-166 54-60 33 61 86 69 96 72 26 16 69 56 37 22

LB 163-166 61-65 34 62 92 76 99 72 27 16 68 59 39 23

XL 167-170 58-64 34 63 90 71 98 75 27 16 72 58 38 22



2726

A
q

uaz Tested
 ad

n p
ro

ven
in th

e to
ug

h
est co

n
d

itio
n

s in th
e w

o
rld

.

Order & Ready made

Wet Suits



2928

Front Model Image Cut

01 Mesh / Black

어깨와 가슴의 무늬가 갑옷을 입은 듯한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손몬과 발목의 유

선형 프린트가 활동적이며 날렵하고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 신축성이 우수한 슈

퍼 스트레치 져지 원단의 사용으로 본래의 성능은 유지하되, 졸 프린트를 가미하

여 발수성과 강도를 강화시켰다. 소매는 입체로 제작되어 착용시 편안한 FIT감을 

느끼게 해주며, 팔꿈치 안쪽과 무릎 뒤부분은 라인형의 EMBO PATTERN을 사

용하여 구부렸을 때 좀 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PREMIUM WETSUIT

TITAN

마모 방지를 위한 어깨 
나일론 PU패턴

손목 유선형 LINE PRINT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EMBO MOLD

GOLD LABEL GOLD LABEL

Product Details

발목 유선형 LINE PRINT

가슴 도트 프린트 SUPER STRETCH 전사

Material

Price (주문형기성) 

긴팔 원피스(5mm)

나노지코늄 800,000원

나노 히트 플렉스 800,000원

아쿠아 플렉스 700,000원

* 맞춤시 10만원 추가

Equipment Equipment

Order Made Wet Suit   I  맞춤 · 주문형 기성 웨트 슈트

- 나노지코늄, 나노히트플렉스, 아쿠아플렉스 중 소재 선택이 가능하며
모두 최고의 신축성과 우수한 보온성이 특징

- 4WAY 울트라 스트레치 신축력은 편안한 활동성과 피팅감을 제공
- 엠보패드와 인체공학적 입체 패턴의 적용으로 최상의 피팅감을 제공
- 앞몸판의 메쉬 스킨과 특수 도트가공은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마찰 및 마모에 강함
- 기모 안감은 5미리 두께로도 7미리 이상의 보온효과를 자랑하는

기능성 소재로 보온/보호 효과가 특출남

Option Price

80,000원

80,000원

80,000원

80,000원

- 플랩 지퍼형 포켓(개당)

- 지퍼형 포켓(개당)

- 손목지퍼(세트)

- 발목지퍼(세트)

일본 YAMAMOTO사가 개발한 특수 발열기모 
보온소재이며 슈퍼스트레치급 신축성으로 뛰어
난 활동성을 자랑합니다.

NANO 
ZIRCONIUM

EXTRA WARM! QUICK DRY! 
나노 브러쉬를 이용한 초극세 기모 보온져지는 
뛰어난 보온력과 신속한 건조가 특징입니다.

NANO 
HEATFLEX

네오프렌 특유의 소프트한 질감과 하이퍼 스트레
치의 신축력이 특징으로, 최적의 피팅감을 제공. 
친환경 소재로 인체 유독 물질을 최소화하여 피부 
트러블 및 알러지 유발성분이 없습니다.

AQUA 
FLEX

- 어깨에는 마모 방지를 위해 나일론 PU패널 부착
- 소매입구와 발목에 생동감 있는 유선형 무늬의 특수프린트 적용
- YKK플라스틱 방수지퍼사용
- Smooth skin neck sealing(스무스킨 넥 씰링)처리로 물 유입을 최소화
- 벨크로 타입의 등지퍼 덮개 부착
- 특수 가공된 졸프린트 무릎보호 패드 부착
- 3mm네오프렌 웻슈트 전용 후드 제공



Order Made Wet Suit   I  맞춤 · 주문형 기성 웨트 슈트

Price

기성 3,500,000원

* 맞춤시 3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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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MILITARY WETSUIT

Price (주문형기성) 

01 Camouflage Print / Mesh / Black

Product Details

벨크로식 지퍼덮개소매 엠보 몰드처리졸프린트 무릎패드

손목, 발목 끝단 파이핑처리앞몸판 고무 Mesh원단 
처리로 물저항 최소화

목애리 스무스킨 씰링 처리

소매의 각도와 라인이 인체공학적으로 특수 설계되어 타이트하게 밀착되어도 활

동성이 우수하며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된 원피스형 웻슈트입니다. 수

중 촬영이나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시에도 양소매가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노톤의 밀리터리 무늬와 블랙의 조합으로 강인하고 시크한 이미지를 선사하며,  

내구성, 복원력, 신축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최고급라인 웻슈트 중 하나입니다.

M.I.T CAMO WET SUIT

긴팔 원피스(5mm)

나노지코늄 800,000원

* 맞춤시 10만원 추가

31

K-SUIT SSW

01 Black / Red / Red (실색) 01 Camouflage Print / Mesh / Black
* 나노 지코늄 원단만 사용 가능

유선형의 프린트 무늬와 리듬감 있는 절개 라인으로

유니크함을 표현, 컬러풀한 스티치로 한 층 세련미를 강조

일본 야마모토사의 특수발열 기모 보온 소재인  나노 지코늄 원단을 사용,

뛰어난 보온성과 신축성을 자랑하며 천연 캐시미어와 같은 부드러운

기모 처리로 다이빙 전 · 후 항상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Price (주문형기성) 

나노지코늄

긴팔원피스(5mm) 750,000원

반팔원피스(5mm) 670,000원

자켓(5mm) 480,000원

* 맞춤시 10만원 추가

Price (주문형기성) 

긴팔 원피스(5mm)

나노지코늄 750,000원

나노 히트 플렉스 750,000원

아쿠아 플렉스 650,000원

NANO
ZIRCONIUM

NANO
ZIRCONIUM

NANO 
HEATFLEX

AQUA FLEX

Equipment

- 우수한 보온성, 신축성, 내구성이 특징
- 앞몸판의 메쉬 스킨은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물의 저항을 최소화 함
- 4way 울트라 스트레치 신축력으로 최고의 활동성과 피팅감을 제공
- 지코늄 기모 안감은 5mm 두께로도 7mm이상의 보온 효과를 자랑하는 기능성 소재로, 보온/보호 효과가 탁월함
- 은은한 그레이톤의 캐모무늬슈트로 강인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밀리터리 웻슈트
- YKK플라스틱 방수지퍼사용
- Smooth Skin Neck Sealing(스무스킨 넥 씰링)처리로 물유입을 최소화
- 벨크로 형식의 등지퍼 탭부착

Material

일본 YAMAMOTO사가 개발한 특수 발열기모 
보온소재이며 슈퍼스트레치급 신축성으로 뛰어
난 활동성을 자랑합니다.

NANO 
ZIRCONIUM

네오프렌 특유의 소프트한 질감과 하이퍼 스트레
치의 신축력이 특징으로, 최적의 피팅감을 제공. 
친환경 소재로 인체 유독 물질을 최소화하여 피부 
트러블 및 알러지 유발성분이 없습니다.

AQUA 
FLEX

* 나노지코늄 원단만 사용 가능

Option Price

80,000원

80,000원

80,000원

80,000원

40,000원

- 플랩 지퍼형 포켓(개당)

- 지퍼형 포켓(개당)

- 손목지퍼 (세트)

- 발목지퍼(세트)

- 후드지퍼(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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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라인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쿨하고 큐트한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하며 아쿠아 플렉스 원단부터 신축성과 보온성이 뛰어난 

지코늄 원단까지 다양한 소재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01 Charcoal / Red / Silver01 Black / Charcoal / Silver (실색)

ARK HL

Price (주문형기성)  * 맞춤시 10만원 추가

긴팔 원피스(5mm)

나노지코늄 750,000원

나노 히트 플렉스 750,000원

아쿠아 플렉스 650,000원

스탠다드 550,000원

반팔 원피스(5mm)

나노지코늄 670,000원

나노 히트 플렉스 670,000원

아쿠아 플렉스 570,000원

스탠다드 500,000원

자켓(5mm)

나노지코늄 480,000원

나노 히트 플렉스 480,000원

아쿠아 플렉스 400,000원

스탠다드 350,000원

* 맞춤시 10만원 추가 Black, Red, 
Silver(실색)

ARK HL

All Black, 
Silver(실색)

Black, 
Royal, 
Silver

Charcoal, 
Royal,
Silver

Color  

33

Order Made Wet Suit   I  맞춤 · 주문형 기성 웨트 슈트

AU101SV AU101PASTEL

01 Black / Charcoal / Blue
Mesh (가슴)

01 Black / Silver / Hot Pink 
Mesh (가슴)

02 Black / Baby Pink / Lt.Gray
Mesh (가슴)

무채색 위주의 컬러 배치에 파스텔블루 컬러의 

포인트가 특징. 상체 부분 절개와 이질감의 소재 

배치로 시선 분산 효과. 슬림한 바디라인을 

강조한 WETSUIT

실버컬러와 형광 핫핑크 컬러의 배색 사용으로,

도시적이고 강렬하며 세련된 여성미를 

강조한 WETSUIT

소녀스러운 컨셉의 여성전용 WETSUIT. 

파스텔 계열의 배색컬러 사용과 언밸런스 절개

사용으로 사랑스럽고 캐쥬얼한 패셔너블 웻슈트

ZEW840W

Option Price Material / AQUA FLEX + STANDARD

네오프렌 특유의 소프트한 질감과 하이퍼 스트레치의 신축력이 

특징으로, 최적의 피팅감을 제공.  친환경 소재로 인체 유독 물질

을 최소화하여 피부 트러블 및 알러지 유발성분이 없음

Price

긴팔 원피스(5mm)

아쿠아 플렉스 650,000원

* 맞춤시 10만원 추가

NANO ZIRCONIUM
NANO HEATFLEX

AQUA FLEX
STANDARD

80,000원

80,000원

80,000원

80,000원

40,000원

- 플랩 지퍼형 포켓(개당)

- 지퍼형 포켓(개당)

- 손목지퍼 (세트)

- 발목지퍼(세트)

- 후드지퍼(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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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Made Wet Suit   I  기성 웨트 슈트

34

Price

AQUA PRESTIGE FOR WOMEN
아쿠아 프레스티지 우먼

AQUA PRESTIGE FOR MEN
아쿠아 프레스티지 맨

01 Black + Mesh 01 Black + Mesh

세련된 포인트 로고와 소매 라인의 프린트 디자인이 절묘하게 어울러진 아쿠아즈 

Best Seller 기성모델로 무릎패드의 재질이 더욱 견고하면서도 부드럽고 신축성

이 있는 PU재질의 시트형으로 변경되고 메쉬 느낌의 표면감을 더해주어 단조롭

지 않은 무릎라인 형성 됩니다. 블랙을 기본으로 은은하게 펼쳐진 프린트 무늬가 

무릎절개 디자인과 어우러져 한 층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Speciality

긴팔 원피스(5mm)

아쿠아 플렉스(5mm) 420,000원

* 후드 별매

Price

AVAN FOR WOMEN
아반

CLASSE FOR MEN
클라쎄

01 Black + Charcoal 01 Black + Dark Charcoal

소매와 어깨에 도트무늬로 포인트를 준 패셔너블 남녀 기성 WETSUIT로 클라쎄 

앞요크절개는 심플해 보이는 듯 해도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하고 강인한 남성미를 

풍기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라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반은 가슴요크에서 소매

입구까지 도트 무늬가 이어지게하여 여성스럽고 날씬해 보이는 라인이 특징으로, 

절제된 라인의 사용으로 남성미와 여성미를 극대화 시켜주는 모델 입니다.

Speciality

긴팔 원피스(5mm)

아쿠아 플렉스(5mm) 360,000원

* 후드 별매

Fabric I AQUA FLEX Fabric I AQUA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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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여성 자켓 (2mm)

190,000원

프린트 
여성 롱팬츠 (2mm)

170,000원

Price

HAWAIIAN FLOWER PRINTED TWO-PIECE
하와이안 플라워 무늬 자켓/롱팬츠

LEOPARD PRINTED TWO-PIECE
레오파드 무늬 자켓/롱팬츠

01 Black + Leopard 01 Black + Flower

하와이안 플라워무늬 쟈켓 & 팬츠, 하와이안 프린트 무늬가 매혹적이고

멋진 여성전용 투피스로 큼직한 잎사귀와 색감이 짙은톤의 배경이

어우러져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 가능 합니다.

레오파드무늬 쟈켓 & 팬츠, 조금은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을때,

하지만 전면이 아닌 부분 레오파드 무늬 사용으로 과하지 않으면서 

따뜻한 해외 해양스포츠에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매력적인 여성 전용 투피스입니다.

* 상/하 별도 구매가능

Size

여성 자켓/롱팬츠 S / M / L / XL

Model

Ready Made Wet Suit   I  기성 웨트 슈트

WOMEN’S 2MM JACKET/PANTS
2mm 여성 슈퍼스트레치 자켓/롱팬츠

MEN’S 2MM JACKET/PANTS
2mm 남성 슈퍼스트레치 자켓/롱팬츠

01 Black + Charcoal 01 Black + Pink

해외다이빙용 베스트셀러 아이템, 기존 자켓에 비해 길어진 기장은

다이빙을 즐길 때 밑단 부위가 말려 올라가는 현상을 완화시켜 드립니다.

핑크색이 포인트 배색으로 믹스되어 열대나 해외 바다에서

더욱 화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슴과 소매의 절개 위치와 샤프한 실버 프린트 디자인이

세련미를 더한 남성 캐쥬얼 투피스,

스무스킨 원단을 사용하여 보다 신축성 있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남성 자켓/롱팬츠 S / M / L / XL

여성 자켓/롱팬츠 S / M / L / XL

Price

남성 자켓 (2mm) 180,000원

남성 롱팬츠 (2mm) 160,000원

여성 자켓 (2mm) 180,000원

여성 롱팬츠 (2mm) 160,000원

* 상/하 별도 구매가능

Size Model

Fabric I AQUA FLEX Fabric I AQUA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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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스탠다드 (3mm/5mm) 240,000원

* 후드별매

Ready Made Wet Suit   I  기성 웨트 슈트

스쿠버다이빙 입문자들을 위한 보급형 모델로 부담 없는 가격대의 입문자용 

BEST 추천 모델.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기본 패턴이지만 흰색의 배색

실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군더더기 없고 심플하면서 깔

끔하고 세련된 모델입니다.

* 3mm / 5mm 모두 주문가능

I AQUA FORMULA I 

Support Item   I  서포트 아이템

FOR WOMEN
아쿠아 포뮬러 우먼

FOR MEN
아쿠아 포뮬러 맨

I AQUA CLASSIC I
아쿠아 클래식 퍼머죤 투피스

I CLASSIC HOOD PARKA I 
클래식 후드 사파리(남/여)

가벼운 1.5MM 스탠다드 져지 소재의 하이넥 후드형 사파리. 소
매입구는 벨크로 탭으로 조절 가능하며, 슈트 위에 착용함으로
써 스쿠버 다이빙 전후는 물론, 해변가나 보트 위에서 착용시 차
가운 바람을 차단해 주는 방풍 효과가 있습니다.

I ACTIVE HOOD COAT I
액티브 후드 코트(남/여)

허벅지 아래로 내려오는 긴 기장의 방풍코트로 체온 보호 효과
가 뛰어나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양옆에 트임을 주며, 앞지퍼
의 기장을 짧게 조절했습니다. 양쪽 포켓 및 소매 입구에 YKK 
플라스틱 지퍼 장착하여 소지품 보관이 용이하고, 소매 입구폭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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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QUA FORMULA TUNIC I
아쿠아 포뮬러 반팔 튜닉

상의 긴팔자켓과 퍼머죤 원피스의 조합을
이룬 전통적인 형태의 다이빙 슈트

Black

스탠다드 (3mm/5mm) 390,000원

* 후드별매

수영장, 교육, 스노쿨링 또는 
수상레져에 적합한 3mm 반팔 튜닉

Black / Silver(실색)

스탠다드 (3mm) 180,000원

* 후드별매

OUTWEAR

사이즈 
색상
가격 

사이즈 
색상
가격 

S / M / L / XL / XXL
BLACK + CHARCOAL
260,000원

S / M / L / XL / XXL
BLACK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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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WEAR

40

01  멜란지 그레이

I 1.5MM HEXAR WINDBREAKER I 
1.5MM 헥사 윈드브레이커

I 1.5MM SLIM FIT WINDBREAKER I 
1.5MM 슬림핏 윈드브레이커

아웃도어풍 디자인의 후드 사파리. 방풍/보온 기능이 탁월하며 
가슴 포켓에는 무봉제 기법을 사용하여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합
니다. 아쿠아즈 특수 기술로 연구, 개발된 컬러 멜란지 네오프렌 
원단의 사용으로 한 층 세련되고 멋스러워진 디자인 후드 사파
리로 평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사이즈
색상
가격

M / L / XL / XXL
BLACK+MELANGE BLUE
240,000원

귀여운 모자창 디자인이 포인트인 후드 사파리로 소매입구, 가
슴지퍼에 포인트 배색 컬러를 사용하여 발랄하면서도 경쾌해 
보입니다. 절제된 컬러 사용과 디테일한 디자인으로 방풍, 보온 
기능은 물론 실용성까지 더한 베스트셀러 후디 방풍 아이템입
니다. (심플 · 유니크 무봉제 가슴포켓 디자인)

사이즈 
색상

가격 

S / M / L / XL / XXL
BLACK+AQUA BLUE 
BLACK+PEACH
240,000원

가슴 포켓 안쪽으로 

핸드폰 스트링 홀더 부착

 / 지퍼 상하 캡 부착

Slim Fit

Regular Fit

Support Item   I  서포트 아이템

I 1.5MM SPIDER WINDBREAKER I 
1.5MM 스파이더 윈드브레이커

헥사 라인으로 출시된 세련된 디자인의 후드 사파리. 

기존 슬림핏 윈드브레이커와 같이 전체 품이 슬림하게 기획되었으며 고급스

러운 멜란지 원단부터 프린트 패턴까지, 방풍 자켓에서는 흔히 만나볼 수 없

는 세련되고 화려한 무늬와 디자인으로 출시했습니다. 실버 HEXAR 마크의 

창이 달린 후드와 기능성 무봉제 가슴 포켓 등 디테일 디자인 포인트까지 놓

치지 않은 패션 방풍 아이템입니다.

Slim Fit

사이즈 S / M / L / XL / XXL

Price

프린트 260,000원

솔리드 240,000원

Color

프린트
멜란지그레이, 멜란지블루, 
캐모플라쥬, 하와이안플라워

솔리드 블랙

02  멜란지 블루 03  캐모플라쥬 04  하와이안 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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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HOODS 

화이트+핑크 / 핫핑크+블랙
80,000원

블랙+레드
80,000원

핑크+화이트 / 블랙+블루
80,000원

블랙 +옐로우
90,000원

토끼후드 고양이 후드 곰 후드 너구리 후드

TECHNICAL HOODS

겉) 아쿠아플렉 / 안) 스무스킨 단면지
안면부) 스무스킨 단면지
- 후드 전체를 스무스킨 단면지로 

사용하여 얼굴 전체와 목부분의
밀착감을 높이고 보온성을 높임

90,000원
100,000원

겉) 아쿠아플렉스 / 안) 아쿠아플렉스
안면부) 스무스킨 단면지
- 안면부 주위는 스무스킨 단면지를  

사용하여 얼굴에 밀착감을 높이고 헤드쪽은  
아쿠아플렉스 져지 사용으로 탈착이 편함

90,000원
100,000원

겉) 아쿠아플렉스 / 안) 아쿠아플렉스
안면부) 스무스킨 단면지
- 정수리 부위는 이중으로  

처리되어 보온성을 극대화
- 공기배출이 용이한 에어벤트 홀
100,000원
110,000원

3/3MM ADH03후드 3/5MM ADH05후드 3/5MM SUPERIOR후드

원단

숏후드
롱후드 

원단

숏후드
롱후드 

원단

숏후드
롱후드 

원단

숏후드
롱후드 

원단

숏후드
롱후드 

원단

숏후드
롱후드 

아쿠아플렉스 고신축성 소재
- 최상급 신축성 네오프렌 사용으로 

착용감 우수

70,000원 
 80,000원

나노지코늄
- 최상급 보온 져지 기모 안감 사용, 

신축성은 물론, 우수한 내구성, 보온성이 특징
- 공기배출이 용이한 마이크로 에어벤트
80,000원
90,000원

아쿠아플렉스 고신축성 소재
- 최상급 신축성 네오프렌 사용으로 착용감 우수
- 공기배출이 용이한 마이크로 에어벤트

70,000원 
80,000원

3MM 아쿠아즈 기모 후드 3MM 타이탄 후드3MM 아쿠아즈 후드

SINGLE H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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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Item   I  서포트 아이템

원단   
사이즈

가격 

원단   
사이즈

가격 

2mm 슈퍼스트레치
M / MB / L / LB / 
XL / XLB / XXL
90,000원(조끼) / 
120,000원(후드조끼)
* 맞춤 40,000원 추가

 2mm 슈퍼스트레치
남자) M / L / XL  
여자) S / M/ L
120,000원(조끼) / 
140,000원(후드조끼)
* 기성 사이즈만 주문가능

클래식 베스트  /  클래식 후드 베스트 메탈 베스트  /  메탈 후드 베스트

손등
손바닥
사이즈

가격

슈퍼스트레치
TATEX강화 코팅 재질 
S / M / L / XL
- 얇고 부드러워 그립감 및 착용감 우수
-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수중 촬영 및
 열대나 하계용 다이빙에 적합

50,000원

손등
손바닥
사이즈

가격

슈퍼스트레치
케블러소재
S / M / L / XL
- 고신축성 소재에 3D입체패턴 적용으로  

신축성, 그립감, 착용감 한 층 업그레이드 
- 내구성이 우수한 케블러 원단을 손바닥 

전체를 지나 손가락까지 이어지게 설계
-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사계절 국내다이빙, 해외용 추천
55,000원

손등
손바닥
안쪽면
사이즈

가격

슈퍼스트레치
케블러소재
SCS티타늄처리
XS / S / M / L
- 안쪽면은 SCS단면지에 티타늄 가공을 

추가하여 보온성을 극대화
- 벨크로식 신축성 밴드 장착으로 물의 유입을 

막아주고 손목 사이즈 조절 가능
- 동계용 국내다이빙 추천
60,000원

 2MM 하계용 장갑 케블러 사계절용 장갑 동계용 티타늄 장갑

GLOVES

2MM HOODED VEST

- 4mm네오프렌 부츠
- 사이즈  220m ~ 280m
- 기본 보급형 다이빙 부츠
- 편안한 착용감과 손쉬운 탈착 가능
가격  40,000원

- 겉면) 슈퍼스트레치 / 안쪽면) 지코늄 기모
- 사이즈  XS / S / M / L / XL
- 기모안감 처리로 보온성, 내구성이 탁월
- 속건성, 경량, 편안함 착용감이 특징
- 내구성과 마찰에 강한 소프트 러버 사용
- 지퍼 열림 방지용 탭(TAB) 부착
- 미끄럼 방지용 고무 패드 장착
가격  70,000원

- 겉면) 슈퍼스트레치 / 안쪽면) 지코늄기모
- 사이즈  250mm~280mm 
- 6mm 네오프렌 사용
- 기모안감 처리로 보온성, 내구성이 탁월
- 속건성, 견고함,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
- 글라이드 스킨씰 결합으로 발목 밀착감 향상
- 킥스텐드 부착 
가격  80,000원

하계용 부츠 하이퍼스트레치 부츠 동계용 부츠

BOOTS

색상
가격

* 색상은 원단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색상
가격

색상
가격

색상
가격

얼굴, 머리 부분을 추위로부터 보호
다양한 동물 캐릭터로 재미와 유니크함을 제공(일반형 / 벨크로형)

에어벤트(Air-Vent) 처리로 
정수리 부위 공기배출이 용이한 3D입체 패턴의 후드

에어벤트(Air-Vent) 처리로 
정수리 부위 공기배출이 용이한 3D입체 패턴의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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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Standard  [ 남자기성 ] 단위 cm

신장 몸무게 목둘레 등길이 윗가슴둘레 배둘레 힙둘레 A점~손목 팔근육 손목둘레 안기장 허벅지 윗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

S 158-163 55-62 36 62 92 76 90 71 27 16 65 54 36 21

SB 158-163 63-66 37 63 95 80 93 72 28 17 65 56 38 22

MA 164-168 54-59 35 63 88 74 88 72 26 16 68 52 35 22

M 164-168 60-66 36 64 94 78 92 73 28 17 68 55 36 22

MB 164-168 68-74 38 66 98 86 98 75 31 18 67 58 39 23

MX 164-168 75-79 40 68 102 90 102 76 33 19 67 61 41 24

LA 169-174 57-63 36 66 90 76 90 74 27 16 72 54 35 22

L 169-174 64-70 37 67 96 80 94 75 29 17 71 56 37 23

LB 169-174 72-78 39 69 102 90 100 77 31 18 70 59 39 24

LX 169-174 80-86 41 71 105 94 104 78 32 19 70 62 41 25

LO 169-174 88-95 42 73 110 100 108 79 33 20 69 65 43 26

XLA 175-180 64-69 37 69 96 82 94 77 28 17 75 56 38 23

XL 175-180 70-76 39 70 100 88 98 78 31 19 74 59 39 23

XLB 175-180 78-84 41 72 106 96 104 80 33 20 73 62 41 24

XLO 175-180 86-95 43 75 112 102 110 82 35 20 73 66 43 26

XXLA 181-185 67-73 37 72 96 83 96 80 28 17 78 55 38 23

XXL 181-185 74-80 39 73 102 92 100 82 31 18 77 59 40 24

XXLB 181-185 81-87 42 75 108 98 106 83 33 20 77 63 41 24

LADIES  Standard  [ 여자기성 ] 단위 cm

신장 몸무게 목둘레 등길이 윗가슴둘레 배둘레 힙둘레 A점~손목 팔근육 손목둘레 안기장 허벅지 윗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

SA 153-157 42-46 30 57 78 60 83 67 23 14 65 48 32 20

S 153-157 47-52 32 57 84 65 90 68 25 15 65 54 35 21

SB 153-157 53-60 33 59 90 73 96 68 27 16 64 58 37 22

MA 158-162 42-49 31 59 80 62 87 69 24 15 67 51 33 21

M 158-162 50-56 32 59 86 68 92 70 25 15 67 55 35 21

MB 158-162 57-64 34 61 92 74 96 71 28 16 66 59 38 22

LA 163-166 46-53 32 60 82 64 91 71 25 15 70 53 35 21

L 163-166 54-60 33 61 86 69 96 72 26 16 69 56 37 22

LB 163-166 61-65 34 62 92 76 99 72 27 16 68 59 39 23

XLA 167-170 50-57 33 62 85 66 92 73 25 15 73 54 35 22

XL 167-170 58-64 34 63 90 71 98 75 27 16 72 58 38 22

XLB 167-170 65-74 36 65 95 77 102 76 29 17 71 60 39 23

Wet Suit Size Chart   I  웻슈트 기성 사이즈표

WET SUIT 
SIZE CHART

측정부위 치수 측정부위 치수

1 신 장 18 팔 뚝 둘 레

2 체 중 19 손 목 둘 레

3 총 길 이 20 안 쪽 기 장

4 목 둘 레 21 허벅지윗둘레

5 등 길 이 22 허 벅 지 둘 레

6 윗 가 슴 둘 레 23 무릎윗쪽둘레

7 가 슴 둘 레 24 무릎아래둘레

8 배 둘 레 25 종 아 리 둘 레

9 아 랫 배 둘 레 26 발 목 둘 레

10 엉 덩 이 둘 레 27 무 릎 ~
발 목 복 숭 아

11 어 깨 폭 28 머 리 둘 레

12
A 점 ~
손 목 복 숭 아

29 발 길 이

13 소 매 길 이 여성용

14 어 깨 둘 레 30 가슴아레둘레

15 팔 윗 근 육 31 어 깨 ~ 꼭 지

16 팔 근 육 32 꼭 지 ~ 꼭 지

17 팔 굽 둘 레

※  정확한 사이즈 측정이 편안한 슈트를 보장합니다.
자세한 사이즈 측정법은 왼쪽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특기사항상호명

고객명 남  /  여

연락처

주문일 년  원  일

희망 납기일 년  원  일

거래 일반사항

1.  제품 공급은 주문일로부터 (당일 오전 12:00까지 접수분) 2주일 이내에 공급하기로 합니다.

2. 제품 배송과 관련된 운임 정산은, 10만원 미만은 착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주도, 울등로 및 도서산간지방은 10만원 미만은 착불, 20만원 미만은 도선비가 청구됩니다.

3. 제품 대금 결제는 상단 금융기관 정보를 이용해주세요.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 - 303 - 132432 이시원

WEB
E-MAIL
FAX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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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사

www.aquaz.net
aquaz@aquaz.net
051) 621-6004
051) 621-6003

FAX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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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263-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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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621-6003
02) 6263-2293



© Aquaz Co., Ltd. All rights reserved.

www.aquaz.net

부산 본사
서울 지사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59번길 94 부산시범공단 1층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6길 20 청일베르네 313호

FAX
FAX

051) 621-6004
02) 6263-2294

TEL 
TEL

051) 621-6003
02) 6263-2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