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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 지퍼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 어저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 플랩 확장형 포켓

. 공기배출기능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코듀라 립스탑 \3,700,000 \3,400,000

TEK2000

FRONT

03

밸브

SI-TECH IN/OUT 밸브

02

이중 지퍼

-내측:영국제 BDM 드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제 

TIZIP플라스틱 방수지퍼

-외측:YKK플라스틱 지퍼

01

100% PU재질의 패널 부착, 

몸판 강화, 방수기능 향상, 

마모에 강하며 크랙이나

파손 발생 방지

06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05

물고임 배출용 

메쉬 아일렛

07

어저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04

신축성이 뛰어난 슈퍼 스

트레치 소재로, 후드 내부

정수리 이중처리를 통해

물의 유입 차단 및 공기

배출 기능

01  BLACK / RED

고강력 더블 텍스쳐 코듀라 원사를 사용하여 립스탑 조직으로 제직된 부틸원단은

고강력 코듀라 원사의 바둑판 보강 배열구조가 특징으로 파열이나 찢어짐에 강하며 

파손 시에도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여 주위로 확산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하이멀티필러 코듀라 원사는 코듀라 원단 특유의 강성은 유지하며 유연성이 향상

되어 최적의 편안함과 활동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RIPSTOP
CORDURA

BUTYL

거칠고 험한 환경에 사용하기

최적화된 고강도 드라이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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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밸브  \150,000

. 소변 지퍼 \240,000

. 무릎 보강(케블러) \120,000

. 엉덩이 보강(케블러) \120,000

01-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180,000

02-실리콘 목링(목링+실리콘씰) \280,000

03-장갑링   \200,000

04-내피장갑 세트(PVC장갑+내피) \100,000

05-라텍스씰용 장갑링   \200,000

01-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 03-장갑링 \300,000

TEK2000

SIDE

10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코팅

부츠

11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슬림부츠

09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장형 포켓.

지퍼로 고정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 (좌 . 우)

08

마모 마찰에 강한

실리콘 테잎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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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고강도 더블 텍스쳐 폴리에스터 부틸 원단을 채택하여 

견고한 내구성과 더불어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은 최고의 활동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3D 입체설계로 재단된 각각의 패널은 부위에 따라 플래심 기법과 심리스 공법으로 

연결 후 내측은 AQUA RUBBER TAPE방수처리 되었고 표면은 도트 나일론 접착 테이

프로 이중 보강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품에서 원단 겹침으로 느끼시던 불편함이 

전혀 없으므로 최적의 편안함과 활동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700,000 \3,400,000

TEK1000 EXPEDITION

01 BLACK / BEIGE

마모가 심한 사타구니

에 나이론 PU패널 이중

보강 처리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이중 지퍼
-내측:영국제 BDM 드
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제 TIZIP플라스틱 
방수 지퍼
-외측:YKK플라스틱 지퍼

마모가 심한 어깨, 팔
꿈치, 겨드랑이에 캐블
러 원단으로 이중 보
강 처리

물고임 배출용 메쉬 

아일렛

수납이 넉넉한 플랩 확
장형 포켓, 지퍼로 고정 
및 확장이 자유롭게 가능 
(좌 . 우)

무릎 캐블러원단 보강

처리

. 어깨, 팔꿈치, 겨드랑이, 무릎

  - 캐블러 원단 이중보강
.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 지퍼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 어저스터블 포켓형 서스펜더

. 플랩 확장형 포켓

. 공기배출기능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 고강도 더블 텍스쳐 폴리에스터

  부틸 3Layer 원단
. 내구성 발수처리
. 48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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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 \3,200,000

. 손목 밸브  \150,000

. 엉덩이 보강(케블러) \120,000

. 소변 지퍼 \240,000

01-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180,000

02-실리콘 목링(목링+실리콘씰) \280,000

03-장갑링   \200,000

04-내피장갑 세트(PVC장갑+내피) \100,000

05-라텍스씰용 장갑링   \200,000

01-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 03-장갑링 \300,000

03
이중 지퍼
-내측:영국제 BDM 드
라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일제 TIZIP플라스틱 
방수 지퍼
-외측:YKK플라스틱 지퍼

02

나일론 PU 패널 이중보

강 처리 (마모가 심한 사

타구니 . 겨드랑이 . 무릎)

04

포켓 (선택가능)

플랩 지퍼형 포켓 

(좌 . 우)

05

포켓 (선택가능)

지퍼형 포켓 

(좌 . 우)

06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07

신축성이 뛰어난 슈퍼 스

트레치 소재로, 후드 내부

정수리 이중처리를 통해

물의 유입 차단 및 공기

배출 기능

01

부위 별 심리스, 플랫심

공법 제작, 원단겹침으로

인한 불편함 완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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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0,000 \2,700,000

\3,000,000 \2,700,000

\3,000,000 \2,700,000

.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 지퍼 (선택가능)
. 플랩 지퍼형 포켓 / 지퍼형 포켓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하체 조절용 Y자 밴드
. 아쿠아즈 서스펜더
.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 손목 밸브  \150,000

. 소변 지퍼 \240,000

. 무릎 보강(케블러) \120,000

. 엉덩이 보강(케블러) \120,000

04

아쿠아즈 서스펜더

05

씰 (선택가능)

라텍스 목씰 . 손목씰 or 

네오프렌 목씰 . 손목씰

08

포켓 (선택가능)

플랩 지퍼형 포켓 

(좌 . 우)

09

포켓 (선택가능)

지퍼형 포켓

(좌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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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Ⅰ.Ⅱ.Ⅲ공통)

NYLON
RIPSTOP

. 손목 밸브  \150,000

. 소변 지퍼 \240,000

01-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180,000

02-실리콘 목링(목링+실리콘씰) \280,000

03-장갑링   \200,000

04-내피장갑 세트(PVC장갑+내피) \100,000

05-라텍스씰용 장갑링   \200,000

01-실리콘 손목링(손목링+실리콘씰) + 03-장갑링 \300,000

사타구니, 엉덩이

코듀라 보강

\3,300,000 \3,000,000

\3,300,000 \3,000,000나일론 립스탑

05

포켓 (선택가능)

플랩 지퍼형 포켓 

(좌 . 우)

06

포켓 (선택가능)

지퍼형 포켓 

(좌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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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듀라 부틸/
나일론 부틸

나일론 립스탑

01  Lt.GREY / BLACK

몸판 주원단 : 고강도 더블텍스쳐드 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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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유연성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우수한 활동성이 특징!

+

.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 지퍼 (선택가능)
. 플랩 지퍼형 포켓 / 지퍼형 포켓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하체 조절용 밴드
. 아쿠아즈 서스펜더
.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 손목 밸브  \150,000

. 소변 지퍼 \240,000

. 무릎 보강(케블러) \120,000

. 엉덩이 보강(케블러) \120,000

\3,000,000 \2,700,000

\3,000,000 \2,700,000

08

아쿠아즈 서스펜더

07

하체 조절용 밴드

06

포켓 (선택가능)

지퍼형 포켓

(좌 . 우)

05

포켓 (선택가능)

플랩 지퍼형 포켓

(좌 . 우)

03

부츠(선택가능)

4mm 더블니트

네오프렌코팅부츠

02

밸브

SI-TECH IN/OUT 밸브

01
이중 지퍼
-내측:영국제 BDM 드라
이 전용 메탈 지퍼 or 독
일제 TIZIP플라스틱 방수
지퍼
-외측:YKK플라스틱 지퍼

04

부츠(선택가능)

3mm 더블니트

슬림부츠

NYLON
RIP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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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슬림부츠 (선택가능)

. 내부 방수 멜코테잎 처리

. 하체 조절용 밴드

. 아쿠아즈 서스펜더

.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 원단이 얇고 부드러워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하다

. 이중지퍼의 불편함 대신에 이중커버를해서 탈착이 쉽다

. 무릎 보강(케블러) \120,000

. 엉덩이 보강(케블러) \120,000

. 소변 지퍼 \240,000

. 플랩 지퍼형 포켓  \  70,000

. 지퍼형 포켓  \  70,000

. 손목 밸브  \150,000\2,200,000 \1,900,000

01

이중 커버 덮개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 지퍼



12

.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메탈 방수 지퍼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아쿠아즈 서스펜더
. 케블러 무릎 패드
.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02

포켓 (선택가능)

지퍼형 포켓

01

포켓 (선택가능)

플랩 지퍼형 포켓

03

포켓 (선택가능)

네오프렌

확장형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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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다이브 밸브 사용

. 라텍스씰 / 네오프렌씰 (선택가능)

. BDM 방수 메탈 지퍼 

. 네오프렌 코팅부츠 /
  레디알 코팅부츠 (선택가능)
. 아쿠아즈 서스펜더
.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 플랩 지퍼형 포켓  \  70,000

. 지퍼형 포켓  \  70,000

. 손목 밸브  \150,000

. 무릎 보강(케블러) \120,000

. 엉덩이 보강(케블러) \120,000

. 소변 지퍼 \240,000

. 손목링 + 실리콘 손목씰 + 장갑링 \300,000

네오프렌 드라이슈트의 인기 디자인으로 가슴부터 내려오는 직선 라인이
전체적 바디라인을 슬림하게 보이며 세련미를 강조한 드라이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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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랩 지퍼형 포켓  \  70,000

. 지퍼형 포켓  \  70,000

. 손목 밸브  \150,000

. 무릎 보강(케블러) \120,000

. 엉덩이 보강(케블러) \120,000

. 소변 지퍼 \240,000

.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목씰 . 손목씰 - 라텍스씰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방수 메탈 지퍼 (선택가능)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아쿠아즈 서스펜더

.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목씰 . 손목씰 - 네오프렌씰

. BDM 방수 메탈 지퍼

. 네오프렌 코팅부츠

. 아쿠아즈 서스펜더

. 케블러 무릎패드

. SI-TECH 슬라이드 밸브

. 목씰 . 손목씰 - 네오프렌씰

. BDM 방수 메탈 지퍼

. 라텍스 코팅부츠

. 아쿠아즈 서스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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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 폴리에스터 방적사로 제작된 써멀히트

내피는 플리스 안감을 한겹 덧대어 뛰어난

보온 기능과 우수한 통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프렌 드라이 뿐만 아니라 부틸계열 드라이

슈트에도 사용 적합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3M社의 의류용 최고급 CS시리즈 신슐레이트

충전재는 초극세사 섬유층 사이에 형성된 무수

하게 많은 미세한 공기층이 몸의 열기를 붙잡

아 둠으로써 탁월한 보온성능을 발휘하도록 설

계 되어 있습니다.

초발수 처리된 나일론 겉감은 쉽게 물에 젖지

않으며 외부의 냉기를 완벽 차단하여 우수한

보온성능을 가집니다. 향균 탈취 처리된 마이

크로 파이버 충전재는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하

며 잦은 습기에의 노출에도 변형없이 보온기능

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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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씰-네오프렌씰

. 발목씰 . 손목씰-네오프렌 이중씰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지퍼 / 
  BDM 방수 메탈 지퍼 (선택가능)
. 이중 목지퍼 커버
.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 네오프렌 확장형 포켓 \80,000(개당)

. 플랩 지퍼형 포켓  \70,000(개당)

. 지퍼형 포켓  \70,000(개당)

. 손목지퍼 \50,000(세트)

. 후드지퍼 \40,000(개당)

02

포켓 (선택가능)

지퍼형 포켓

01

포켓 (선택가능)

플랩 지퍼형 포켓

03

포켓 (선택가능)

네오프렌

확장형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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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 발목씰-네오프렌 이중씰

. 어깨, 팔꿈치, 무릎-케블러 보강

. TIZIP 마스터씰 플라스틱 방수 지퍼 / BDM 방수 메탈 지퍼 (선택가능)

. 남자 기성사이즈 (주문 가능 사이즈)

  S / M / MB / L / LB / XL / XLB / XXL (그 외 사이즈 주문 불가)
. 드라이슈트 전용 5MM 후드

. 네오프렌 확장형 포켓 \80,000(개당)

. 플랩 지퍼형 포켓  \70,000(개당)

. 지퍼형 포켓  \70,000(개당)

. 손목지퍼 \50,000(세트)

. 후드지퍼 \40,000(개당)

02

포켓 (선택가능)

지퍼형 포켓

01

포켓 (선택가능)

플랩 지퍼형 

포켓

03

포켓 (선택가능)

네오프렌

확장형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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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프렌 확장형 포켓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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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IT SSW

네오프렌 확장형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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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지코늄 \750,000

. 나노 히트플렉스  \750,000

. 아쿠아 플렉스 \650,000

. 스탠다드 \550,000

. 나노 지코늄 \670,000

. 나노 히트플렉스  \670,000

. 아쿠아 플렉스 \570,000

. 스탠다드 \500,000

. 나노 지코늄 \480,000

. 나노 히트플렉스  \480,000

. 아쿠아 플렉스 \400,000

. 스탠다드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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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W840W AU101SV AU101PASTEL

01 BLACK / CHARCOAL / BLUE / MESH(가슴) 01 BLACK / SILVER / HOT PINK / MESH(가슴) 02 BLACK / BABY PINK / LT.GR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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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색사용으로, 도시적이고 강렬하며 
세련된 여성미를 강조한 WETSUIT

소녀스러운 컨셉의 여성전용 WETSUIT. 
파스텔 계열의 배색컬러 사용과 언밸런스 
절개 사용으로 사랑스럽고 캐쥬얼한 패셔너블 
WETSUIT  

. 아쿠아플렉스 (5mm)     \650,000

. 스탠다드      (5mm)     \550,000  

WOMEN’S FULL WETSUITS

네오프렌 확장형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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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 PRESTIGE FOR MEN
아쿠아 프레스티지 맨

AQUA PRESTIGE FOR WOMEN
아쿠아 프레스티지 우먼

STANDARD

MATERIAL

01 BLACK + MESH 01 BLACK + MESH

아쿠아플렉스 (5mm) \500,000  
스탠다드      (5mm) \450,000

2016년형 아쿠아프레스티지.
한층 세련되어진 로고와 소매라인의 프린트 디자인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바다강 Best Seller 기성모델.  2016년형은 무릎패드의 재질이 더욱 견고
하면서도 부드럽고 신축성있는  PU재질의 시트형으로 변경되고 메쉬 느낌의 
표면감을 주어 단조롭지 않은 무릎라인 형성. 블랙을 기본으로 은은히 펼쳐진 
프린트 무늬가 무릎절개 디자인과 어우러져 한 층 더 세련되어짐.
남성라인에 이어 여성라인 신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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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E FOR MEN
클라쎄

AVAN FOR WOMEN
아반

MATERIAL

01 BLACK + CHARCOAL 01 BLACK + DARK CHARCOAL

소매와 어깨에 도트무늬로 포인트를 준 패셔너블 남녀 기성 WETSUIT.
클라쎄 앞요크절개는 심플해 보이는 듯 해도 어깨를 넓어 보이게하고 늠름한 
남성미를 풍기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라인으로 완성.
아반은 가슴요크에서 소매입구까지 도트 무늬가 이어지게하여 라인이 날씬해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임. 절제된 라인의 사용으로 남성미와 여성미를 극대화 
시켜줄 2016년 신규 모델. 
 

아쿠아플렉스 (5mm) \380,000  



AQUA FORMULA FOR  MEN
아쿠아 포뮬러 맨

AQUA FORMULA FOR WOMEN
아쿠아 포뮬러 우먼

24

스쿠버다이빙 입문자들을 위한 보급형 모델.
부담 없는 가격대의 입문자용 BEST 추천 모델.
자칫 단조로워 보일수 있는 기본 패턴이지만 
흰색의 배색실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포인트
를 줌. 군더더기 없고 심플하면서 깔끔하고 
세련된 모델.
3mm/5mm모두 주문가능.

스탠다드 5mm     \260,000

스탠다드 3mm     \380,000 스탠다드 3mm     \200,000

스탠다드 5mm     \260,000

상의 긴팔쟈켓과 퍼머죤 원피스의 조합을
이룬 전통적인 형태의 다이빙 슈트.

수영장, 교육, 스노쿨링, 또는 수상레져에
적합한 3mm반팔 튜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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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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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가슴과 소매의 절개 위치와 샤프한 실버
프린트 디자인이 세련미를 더한 남성 캐쥬얼
쟈켓

스쿠버다이버를 배려하여 기존 쟈켓에 비해
길어진 기장으로 밑단 부위가 말려 올라
가는 현상을 보완하였으며, 몸판 스킨지의 
사용으로 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게 해줌.  
해외다이빙용 인기 아이템.
세트구매 or 단품 구매 가능.

JACKET : BLACK
P A N T S : BLACK + CHARCOAL

JACKET : BLACK + PINK
P A N T S : BLACK + PINK

. 남성 쟈켓 (2mm) \190,000

. 남성 롱팬츠 (2mm) \180,000

. 여성 쟈켓 (2mm) \190,000

. 여성 롱팬츠 (2mm) \180,000

SIZE 
. 남성 쟈켓 / 롱팬츠                                         S / M / L / XL    
 

SIZE 
. 여성 쟈켓 / 롱팬츠                                        S / M / L / XL   
 

*상세는 PAGE32의 기성 웨트슈트 사이즈표 참고

긴바지 별도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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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 GOLD, PURPLE BLACK / GOLD, PURPLE

BLACK / GOLD, PURPLE

BLACK / GOLD, PURPLE

BLUE /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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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풍 디자인의 후드 사파리. 방풍/보온 기능이 탁월하며, 가슴포켓에는 무봉제 기법을 사용하여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함. 
바다강 특수 기술로 연구, 개발된 컬러 멜란지 네오프랜 원단의 사용으로 한층 세련되고 멋스러워진 후드 사파리 탄생! 
평상복으로도 활용 가능.

2016 신규 후드 사파리!  다이빙제품도 패션을 입는다!

깜찍하고 귀여운 모자창이 디자인의 포인트인 후드 사파리. 소매입구와 가슴지퍼의 포인트 배색칼라 사용으로 발랄 하면서 경쾌함. 
절제된 컬러 사용과 잔잔한 디테일 디자인으로 방풍, 보온 기능은 물론, 실용성까지 더한 2016 베스트 아이템. 
무봉제 가슴포켓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함.

WOMEN’S 1.5MM SLIM FIT WINDBREAKER 

MEN’S 1.5MM SPIDER WINDBREAKER

MEN’S 1.5MM SLIM FIT WINDBREAKER 

        

. 사 이 즈    남성전용 M / L / XL / XXL

. 색    상    BLACK+MELANGE BLUE

. 가    격    \280,000

. 사 이 즈    M / L / XL / XXL

. 색    상    BLACK+AQUA BLUE

. 가    격    \240,000

. 사 이 즈    S / M / L

. 색    상    BLACK+PEACH

. 가    격    \240,000

가슴 포켓 안쪽으로
핸드폰 스트링 홀더
부착 / 지퍼 상하 캡 
부착

Regular fit

Slim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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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ACK + CHARCOAL

남녀 후드 사파리

남녀 후드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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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격    \90,000   

. 색  상    WHITE+PINK     

. 가  격    \90,000   

. 색  상    BLACK+RED

. 가  격    \90,000   

. 색  상    PINK+WHITE

. 가  격     \46,000   

. 색  상     BLACK

. 가  격    \90,000   

. 색  상    BLACK+YELLOW

너구리 비니후드

TATEX 강화코팅 THERMAL-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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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격   \80,000 

. 사이즈   S / M / L / XL / XXL

. 원   단   2mm 슈퍼스트레치

. 색   상   BLACK + ROYAL 

. 가   격   \50,000 

. 사이즈   S / M / L / XL / XXL

. 가   격  \  90,000            \120,000

. 사이즈  M / MB / L / LB / XL / XLB / XXL

. 원   단  2mm슈퍼스트레치

. 가   격  \120,000            \150,000

. 사이즈  남자) M / L / XL   여자) S / M / L

. 원   단  2mm슈퍼스트레치
* 맞춤 40,000원 추가 * 기성만 가능

2mm 남자 반바지 RG - M01 래쉬가드

클래식베스트           클래식후드베스트 메탈베스트           메탈후드베스트

. 가   격   \80,000          . 사이즈   S / M / L 

. 원   단   1.5mm 스탠다드     

. 가   격   \100,000          . 사이즈   S / M / L 

. 원   단   1.5mm 스탠다드

01 BLACK+HOT PINK

02 HOT PINK+LT.GREY

    01 HOT PINK+BLACK

   02 MINT+BLACK

WOMEN’S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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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 SUIT SIZE CHART

슈트 사이즈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6길 청일베르네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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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_07완서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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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표지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