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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
E.Lite+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한 내구성과 현대 직물 기술의 최적의 조합을 제시합니다. 
E.Lite+는 E.Lite의 뛰어난 특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연하고 부드러운 새 원단 추가로 다이빙의 편안함을 증대시킵니다. 
잘 닳는 부위는 내구성이 좋은 E.Lite 원단으로 보호되며, 동시에 훌륭한 활동성을 보장합니다. 
이 드라이슈트의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이동에 적합합니다. 특별한 강도 덕택에 가장 까다로운 동굴과 난파선 다이버들도 만족시킬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 및 심도 깊은 테크니컬 다이빙에도 적합합니다. 

재질
• 상체 앞면, 다리 아래쪽 뒷면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원단 Ripstop Nylon/Butylene/Ripstop Nylon 365-425g/㎡
• 등판, 팔꿈치, 허리, 다리 앞부분 아래쪽은 E.Lite 원단, 515g/㎡

특성
• 전체 무게 – 3.9kg 
• 2중지퍼 : 보호지퍼가 추가 된 방수지퍼 
• SANTI SmartSealsⓇ 기본장착 
• Kevlar 무릎패드 
• 장비를 마운트 할 수 있는 번지줄이 있는 크고 튼튼한 카고 포켓 두 개
• 3mm 네오프렌 칼라로 단열 처리되어 있는 라텍스 목씰 
• Flexsole Boots 3세대 
• 내부 멜빵 (서스펜더) 
• Stay Dry Bag 
• New neoprene hoods 7 or 11

색  상 : Body trunk ■■■■ / Side gores ■■■■

mens sizes : XSK, SK, SWK, SLK, MK, MWK, MLK, LK, LWK, LLK, XLK, 2XLK
ladies sizes : XSK, SK, SMK, MK, MLK

기성  3,900,000원  
맞춤  4,500,000원

PRICE

스마트 씰 시스템 기본장착
실리콘 목씰 230,000원
네오프렌 목씰 [무료]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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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E.Motion+ 는 E.Motion Ripstop 품질의 가벼움과 유연성, E.lite의 독보적인 내구성과 편안함을 궁극적이며 최적으로 조합해 나온 모델입니다.

재질 : Ripstop Nylon/Butylen/Polyester 235g/㎡ and 535g/㎡ 

특성
• 전체 무게 : 3.9kg 
• 2중지퍼 : 보호지퍼가 추가 된 방수지퍼 
• SANTI SmartSealsⓇ 기본장착 
• Kevlar 무릎패드 
• 장비를 마운트 할 수 있는 번지줄이 있는 크고 튼튼한 카고 포켓 두 개
• 3mm 네오프렌 칼라로 단열 처리되어 있는 라텍스 목씰 
• 편한 다리 동작을 위한 크로치 패드 (가랑이 패드)의 특별한 절개선 
• Flexsole Boots 3세대 
• 내부 멜빵 (서스펜더) 
• Stay Dry Bag
• 6mm 네오프렌 후드

색  상 : Body trunk ■■■■ / Side gores ■■■ / Piping ■■■ 

mens sizes : XSK, SK, SWK, SLK, MK, MWK, MLK, LK, LWK, LLK, XLK, 2XLK
ladies sizes : XSK, SK, SMK, MK, MLK

기성  3,600,000원  
맞춤  4,200,000원

PRICE

스마트 씰 시스템 기본장착
실리콘 목씰 230,000원
네오프렌 목씰 [무료]

OPTION

E.Lite
E.Lite는 특별한 원단 디자인과 재단을 통해 내구성과 편안함을 최상의 조합으로 만든 드라이슈트입니다.
크로스해치 패턴의 Ripstop 나일론 원단을 3중적층 구조로 만든 E.Lite 원단은 코듀라나 그 밖의 어떤 원단보다 질기고 튼튼하며 무게까지 가볍습니다.
E.Lite는 당신이 극한의 환경에서 다이빙을 할 때 조차 편안함과 순수한 만족 그 자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재질 : Ripstop Nylon/Butylene/Polyester 535g/㎡

특성
• 전체무게 : 4.2kg 
• Telescopic torso 
• 2중지퍼 : 보호지퍼가 추가 된 방수지퍼 
• Kevlar 무릎패드 
• 장비를 마운트 할 수 있는 번지줄이 있는 크고 튼튼한 카고 포켓 두 개
• 3mm 네오프렌 칼라로 단열 처리되어 있는 라텍스 목씰 
• 라텍스 손목씰 
• Flexsole Boots 3세대 
• 내부 멜빵(서스펜더) 
• Stay Dry Bag
• 6mm 네오프렌 후드

색  상 : ■ Black 

mens sizes : XSK, SK, SWK, SLK, MK, MWK, MLK, LK, LWK, LLK, XLK, 2XLK
ladies sizes : XSK, SK, SMK, MK, MLK

기성  3,600,000원  
맞춤  4,200,000원

PRICE

실리콘 목씰 230,000원 
스마트 씰 시스템 200,000원 
네오프렌 목씰 [무료]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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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E.Motion은 당신의 다이빙을 보다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직 SANTI에서만 독점적으로 만들어낸 3중적층 구조의 Ripstop 원단은 가벼우면서도 코듀라와 맞먹는 정도의 내구성, 그리고 유연성까지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원단과 획기적인 재단 기술은 다이빙 시장에서 단순하면서도 가장 편리한 드라이슈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재질 : Ripstop Nylon/Butylene/Polyester 235g/㎡

특성
• 전체 무게 : 3.2kg 
• Telescopic torso 
• 2중지퍼 : 보호지퍼가 추가 된 방수지퍼 
• Kevlar 무릎패드 
• 장비를 마운트 할 수 있는 번지줄이 있는 크고 튼튼한 카고 포켓 두 개
• 3mm 네오프렌 칼라로 단열 처리되어 있는 라텍스 목씰 
• 라텍스 손목씰 
• 크로치와 엉덩이 부분 강화 패드 
• Flexsole Boots 3세대 
• 내부 멜빵(서스펜더) 
• Stay Dry Bag
• 6mm 네오프렌 후드

색  상 : ■ Black  ■ Red  ■ Blue

mens sizes : XSK, SK, SWK, SLK, MK, MWK, MLK, LK, LWK, LLK, XLK, 2XLK
ladies sizes : XSK, SK, SMK, MK, MLK

기성  3,100,000원  
맞춤  3,700,000원

PRICE

실리콘 목씰 230,000원 
스마트 씰 시스템 200,000원 
네오프렌 목씰 [무료]

OPTION

E.Space
E.Space는 가벼운 무게와 유연함 때문에 슈트를 입고 벗기가 아주 쉽습니다.
E.Space는 당신에게 완벽한 보호와 함께 완전하게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재질 : Nylon/Butylene/Polyester 440g/㎡

특성
• 전체무게 : 4kg 
• Telescopic torso 
• Kevlar 무릎패드 
• 장비를 마운트 할 수 있는 번지줄이 있는 크고 튼튼한 카고 포켓 두 개
• 3mm 네오프렌 칼라로 단열 처리되어 있는 라텍스 목씰 
• 라텍스 손목씰 
• Flexsole Boots 3세대 
• 내부 멜빵(서스펜더) 
• Drysuit Bag
• 6mm 네오프렌 후드 

색  상 : ■ Black  ■ Red  ■ Blue

mens sizes : XSK, SK, SWK, SLK, MK, MWK, MLK, LK, LWK, LLK, XLK, 2XLK
ladies sizes : XSK, SK, SMK, MK, MLK

기성  2,800,000원  
맞춤  3,400,000원

PRICE

실리콘 목씰 230,000원 
스마트 씰 시스템 200,000원
네오프렌 목씰 [무료]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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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UITS

Flex360

Flex360 Jacket
이 훌륭한 의류는 단일품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품질과 디자인이 당신을 
두드러지게 해 줄 것이며,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더 강조할 것입니다.

특성
• PrimaLoft Gold Insulation 원단과 SANTI의 고품질 Flex180 및 360원단의 결합
• 방풍 및 통기성
• 빠른 건조
• 뛰어난 방수성
• 부피를 줄인 최고의 열효율성
• 사이드포켓 두 개
• 내부포켓 두 개
• 방수지퍼 달린 이중 가슴포켓
• 한 방향 앞지퍼
• 엄지손가락 구멍이 있는 부드럽고 탄성 있는 소매 끝단
• 오버롤(하의) 와 연결되는 등 부분의 벨크로

950,000원
상의  450,000원 / 하의  500,000원 

PRICE

Flex 360 단열 원단 (다리), Polar fleece 300g/m2 덧댐 (뒷면), 3D 메쉬 원단으로 채운 Flex 180 (앞면). 
여러 재질의 혼합이 체온을 가둬 두고, 외부의 차가운 환경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특성
• 무게 : 180g/㎡, 360g/㎡
• 흉부 보온을 위한 민소매 조끼형
• 사이드포켓 두 개
• 후면포켓 두 개
• 양방향 앞지퍼
• 발목 고무밴드
• 자켓과 연결되는 벨크로
• 손쉬운 세탁과 건조
• 제한 없는 신체 동작을 위한 인체공학적 재단

사이즈 : XSK ~ 2XLK

Flex360 Body Overall

* 상/하의 같이 구매시 
   가방을 함께 드립니다.

PrimaLoftⓇ Gold Insulation은 시중에 나온 것 중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합성 단열재입니다. 젖었을 때 98%의 보온성을 유지. 합성섬유 속의 무게당 
보온성에 있어서 최고점을 자랑하며, 구스 다운과  유사한 놀라운 휴대성 및 부드러움을 동반합니다. 
궂은 날씨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쉬운 유명한 PrimaLoftⓇ의 방수성으로, 
최고를 추구하는 분들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합성 제품입니다.

다이빙의 편안함을 위한 신축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원단을 180g/㎡에서 360g/㎡까지 두 배로 보강했습니다. 
Flex 360 단열 원단은 3겹으로, 통기성 있는 단열 섬유 및 윗면부터 부드럽게 
코팅된 폴리에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람을 막아주는 원단입니다.

SANTI는 전체적으로 바디 슬리브와 지퍼 자켓으로 구성된 가장 혁신적인 
2 피스 다이빙 언더 슈트를 제공합니다. 이 세트는 7도 이하의 찬물 잠수 전용입니다. 
또한 감압과 함께 오랫동안 깊은 다이빙에 이상적입니다.

이 내피에 사용된 또 다른 소재는 PrimaLoftⓇ Gold Insulation, 
엠보싱 처리된 Polar fleece (더블 피케, 300g/㎡, 얇은 층) 
그리고 가슴 부위의 3D 메쉬 패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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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190
7~14℃ 의 바다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당신은 부피가 적으면서도 편안한 조합을 가진 내피를 찾을 것입니다. 
SANTI는 당신에게 완벽한 조합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특허기술인 ClimashieldⓇ 단열재를 사용한 Flex190 내피는 전에 없던 가장 획기적인 봄/여름용 다이빙 내피입니다.
부피는 작으면서도 뛰어난 사방 스판으로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통기성을 제공합니다. 스타일리쉬 하게 디자인 되었으며, 
관리 또한 아주 쉽습니다. 180g/㎡의 단열 원단이 3중 처리되어 있으며 중간에 ClimashieldⓇ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피는 방풍 및 통기성 원단과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습니다. Flex190은 드라이슈트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을 원하는 
다이버들에게 최상의 선택입니다.

재질 
•  Climashield ConturⓇ - 4방향으로 늘어나는 특허 받은 뛰어난 섬유가 최대의 유연성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원단 조직이 
    섬유만의 독특한 특성이 단열을 오래 지속해 줍니다.
• 무게 : 180mg/㎡
• 보온성 : 0.96 CLO

특성
• 쉬운 세탁과 건조
• AquaBan™ 기술은 피부의 수분을 내피의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항상 따뜻하면서도 쾌적한 상태로 유지
• 피부에 닿는 부분은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처리
• 무게는 가볍지만 내구력은 우수
• 100% 재활용 가능
• 단열재에 아크릴이 들어있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하며 자연에 무해한 제품
• 5개의 주머니
• 엄지구멍이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소매끝
• 넓고 탄성있는 발목 스트랩
• 혁신적이고 모던한 디자인

사이즈 : XSK ~ 2XLK

기성  650,000원  
맞춤  800,000원 

PRICE

Flex80
Flex80는 가볍고 신축성이 있는 내피로, 프리마로프트 계열의 Foundation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피부의 습기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며, 건조가 빠르고, 통기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것에 매우 강하여 다양한 활동 시 편안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목 부분은 스탠드업 칼라로 마무리 되었으며, 소매와 다리 끝 부분에 고무 밴드가 부착되어 드라이슈트 착용 시 말려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앞면에 포켓, 허리에 조절 가능한 고무밴드, 양방향 지퍼가 사선방향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내피는 따뜻한 물 다이빙용, 여름용 혹은 간절기에 두꺼운 내피 대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재질 
• 프리마로프트 계열의 Foundation 원단

사이즈 : XS ~ 2XL

380,000원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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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400X
새롭게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나온 내피 BZ400X는 가장 따뜻한 내피로, 수온 7℃ 이하의 다이빙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장시간의 깊은 감압 다이빙에도 이상적입니다.
최고의 다이버들과 강사들의 도움으로 이 내피가 개발되었으며, 다이버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해결책을 갖춘 제품입니다.

재질 
•  겉감 – Polyamide 100%. 손상에 노출된 곳은 Polyester 원단으로 강화
• 단열재 – Thinsulate BZ400 (420g/㎡)
• 안감 – Micropolar 140g/㎡

특성
• 무게 : 420g/㎡, 보온성 : 1.80 CLO
• 3개의 포켓 : 내부 포켓 포함
• 방수 소매
• 드라이장갑에 통기를 시켜주는 테이핑
• 밴드형 목칼라
• 양방향 지퍼
• Polyester 재질로 무릎, 팔, 등에 강화 패치
• 허리둘레에 방풍 재질의 고무밴드 들어간 천을 덧댐
• 팔 쪽에 탄성 있는 천을 덧댐
• 서스펜더 (멜빵)
• 10cm 넓이의 발목 고무 밴드
• P밸브와 발열코드 구멍 기본 장착

사이즈 : XS ~ 2XL

기성  700,000원  
맞춤  900,000원 

PRICE

BZ400/200
기성  850,000원  
맞춤  1,000,000원 

PRICE

Comfort BZ200
BZ200 은 다이버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편안한 내피입니다. 
보편적인 사용성, 무게, 절개선이 대부분의 다이버들에게 1순위로 선택 되도록 합니다.

재질 
•  겉감 – Polyamide 100%
•  단열재 – Thinsulate BZ200 (210g/㎡)
•  안감 – Micropolar 140g/㎡

특성
• 무게 : 210 g/㎡, 보온성 : 1.30 CLO
• 포켓 3개 – 하나는 묶여있음
• 방수 소매
• 드라이 장갑에 통풍을 제공하는 테이핑
• 양방향 지퍼
• 허리둘레에 방풍 재질의 
    고무밴드 들어간 천을 덧댐.
• 팔 쪽에 탄성 있는 천을 덧댐
• 10cm 넓이의 발목 고무 밴드

사이즈 : XS ~ 2XL

기성  600,000원  
맞춤  800,000원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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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ES 
FIRST

E.Lite+ LF
E.Lite+ Ladies First 모델은 E.Lite의 뛰어난 품질을 기반으로 하여, 유연하고 부드러운 새 원단 추가로 다이빙의 편안함을 증대시킵니다. 
잘 닳는 부위는 내구성이 좋은 E.Lite 원단으로 보호되며, 동시에 훌륭한 활동성을 보장합니다.
이 새로운 모델로 Ladies First 라인에 패션업계에서 핫한 새로운 컬러 두 가지, Arctic Blue와 Turquoise가 추가 되었습니다. 여성스러움을 더해 줄 
특별한 컷과 디테일이 매력을 강조합니다. 현재 SANTI 후드 제품 중 가장 따뜻하고 신축성이 좋은 네오프렌 ’11 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이슈트의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이동에 적합합니다. 특별한 강도 덕택에 가장 까다로운 동굴과 난파선 다이버들도 만족시킬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 및 심도 깊은 테크니컬 다이빙에도 적합합니다.
 
재질
• 상체 앞면, 다리 아래쪽 뒷면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원단 Ripstop Nylon/Butylene/Ripstop Nylon 425g/㎡
• 등판, 팔꿈치, 허리, 다리 앞부분 아래쪽은 E.Lite 원단, 515g/㎡

특성
• 전체 무게 – 3.5kg 
• 2중지퍼 : 보호지퍼가 추가 된 방수지퍼 
• SANTI SmartSealsⓇ 기본장착 
• Kevlar 무릎패드 
• 장비를 마운트 할 수 있는 번지줄이 있는 크고 튼튼한 카고 포켓 두 개
• 3mm 네오프렌 칼라로 단열 처리되어있는 라텍스 목씰 
• Flexsole Boots 3세대 
• 내부 멜빵 (서스펜더) 
• Stay Dry Bag 
• New neoprene hoods 7 or 11
• Ladies First 비니햇

색  상 :  ■ Scarlet  ■ Arctic blue  ■ Turquoise  
             Side gores : Gray / Black ■■
             네오프랜 칼라 : Gray / Black ■■

사이즈 : XSK, SK, SMK, MK, MLK

기성  3,900,000원  
맞춤  4,500,000원

PRICE

스마트 씰 시스템 기본장착
네오프렌 목씰 [무료]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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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LF
E.Motion+ Ladies First 는 E.Motion의 가벼움과 유연성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편안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약한 부분에 원단의 내구성을 더했습니다. 
몸매를 강조하기 위한 특별 컷과 디테일이 매력을 더 해줍니다. E.Motion+ Ladies First는 독특하고 우아한 색깔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주요 컬러 Black, Gray, Silver와 포인트 컬러 Pink, Lime, Gray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Motion+ Ladies First에는 SANTI SmartSealsⓇ 기본 장착되어 있어, 선호하는 종류의 손목씰로 직접 교체 가능합니다. 

재질
• Ripstop Nylon / Butylene / Polyester 235g/㎡ and 535g/㎡

특성
• 전체 무게– 3.2kg 
• 2중지퍼 : 보호지퍼가 추가 된 방수지퍼 
• SANTI SmartSealsⓇ 기본장착 
• Kevlar 무릎패드 
• 장비를 마운트 할 수 있는 번지줄이 있는 크고 튼튼한 카고 포켓 두 개
• 3mm 네오프렌 칼라로 단열 처리되어있는 라텍스 목씰 
• Flexsole Boots 3세대 
• 내부 멜빵 (서스펜더)
• Stay Dry Bag 
• 6mm 네오프렌 후드 
• Ladies First 비니햇

사이즈 : XSK, SK, SMK, MK, MLK

기성  3,600,000원  
맞춤  4,200,000원

PRICE

스마트 씰 시스템 기본장착
네오프렌 목씰 [무료]

OPTION

E.Motion LF
Ladies First는 E.Motion급 퀄리티로 특별히 여성만을 위해 만들어진 SANTI의 유니크한 제품 라인입니다.
여성의 실루엣을 돋보이게 해주면서 매력적인 모습과 여성미를 강조하기 위한 우아한 디테일들을 고려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Ladies First는 3가지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핑크, 라임, 그레이)
Ladies First drysuit는 최상의 스트레치감을 위해 SANTI에서 특별히 고안한 경량 Ripstop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다이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가볍고 부드럽지만 동시에 아주 질기고 내구성이 강하게 만들어진 드라이슈트입니다.

재질
• Ripstop Nylon/Butylen/Poliester 260g/㎡

특성
• 전체 무게 : 3.2kg 
• Telescopic torso 
• 2중 지퍼 : 보호지퍼가 추가된 방수지퍼 
• Kevlar 무릎패드 
• 장비를 마운트 할 수 있는 번지줄이 있는 크고 튼튼한 카고 포켓 두 개
• 3mm 네오프렌 칼라로 단열 처리되어있는 라텍스 목씰 
• 라텍스 손목씰 
• 크로치와 엉덩이 부분 강화 패드 
• Flexsole Boots 3세대 
• 내부 멜빵 (서스펜더) 
• Stay Dry Bag 
• 6mm 네오프렌 후드 
• Ladies First 비니햇

사이즈 : XSK, SK, SMK, MK, MLK
색    상 : ■ Pink  ■ Lime  ■ Gray

기성  3,100,000원  
맞춤  3,700,000원

PRICE

스마트 씰 시스템 200,000원
네오프렌 목씰 [무료]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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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360 LF
Flex360 여성 전용 내피
Flex360은 PrimaLoft Gold Insulation, Flex 180, Flex 360, 
3D Mesh – 최상급 다양한 원단의 이상적인 조합으로 
최고의 신축성과 유연성, 보온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은 부피감을 자랑합니다.

사이즈 : XSK, SK, SMK, MK, MLK
색    상 : ■ Pink  ■ Lime   ■ Gray

950,000원  PRICE

* 상/하의 같이 구매시  
    가방을 함께 드립니다.

Flex360 Ladies First Jacket

450,000원  PRICE

사이즈 : XSK, SK, SMK, MK, MLK

사이즈 : XSK, SK, SMK, MK, MLK

Flex360 Ladies Body Overall

500,000원  PRICE

Flex190 Ladies First
7-14℃의 수온에서의 다이빙을 할 때, 적은 부피와 편안함을 원한다면, 당신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특허받은 Climashield의 혁명적인 슬림 단열재가 이제껏 보았던 것 중 가장 혁신적인 내피를 제공합니다. 부피감이 없고, 4방향으로 늘어나서 뛰어난 
유연성, 최고의 통기성, 그리고 아주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절개 및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재질
•  Climashiled ConturⓇ - 최대 유연성과 편안함을 위한 뛰어난 4방향 특허받은 섬유의 신축성을 갖춘 혁신적인 원단 구성.
    독특한 섬유의 특성이 단열을 매우 오래 지속되도록 해줍니다.

특성
• 무게 : 180g/㎡, 보온성 : 0.96 CLO
• 손쉬운 세탁 및 건조
• AquaBan 기술로 신체로부터 나오는 수분 이동이 가능하여 내피는 따뜻하고 보송보송하게 해줍니다.
• 피부와 유사한 부드러운 감촉
• 내구성 및 경량
• 100% 재활용 – 이 유일한 단열재는 Acrylic 미포함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자연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 5개의 포켓
• 고품질의 반사 프린트가 있는 맞춤형 제작 가능
• 엄지 손가락 구멍이 달린 부드러운 면 소매
• 넓은 고무밴드 발목 스트랩
• 혁신적이면서도 모던한 디자인, 여성적인 절개선
• 다른 스포츠에도 사용 가능
• 포켓은 3가지 색깔 옵션 (라임, 핑크, 그레이)

사이즈 : XSK ~ MLK
색    상 : ■ Pink  ■ Lime  ■ Gray

기성  650,000원  
맞춤  800,000원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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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Ladies First
가볍고, 신축성이 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Summer 내피는 따뜻한 수온 다이빙 시 여성들에게 편리한 제품입니다. 

상체는 Primaloft (프리마로프트)로 제작되었으며, 등과 종아리 앞면, 소매는 그래파이트 보강이 된  플리스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탠드업 칼라로 목 부분을 마무리 했으며, 소매 끝단에 고무 재질 밴드가 추가되어 있으며, 다리 끝 부분 또한 더 넓은 고무 밴드를 대어 내피 착용 시 
말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내피 앞면에 두 개의 포켓이 있으며, 양방향 지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솔기는 부분적으로 밝은 색 실을 이용해 마무리되어, 재단의 세심함과 여성적인 라인을 강조합니다. 
내피 앞면과 팔소매에 Ladies First 로고가 있고, 오른쪽 다리 옆면에는 SANTI Ladies First 로고가 반사 프린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Summer Ladies First 내피는 따듯한 물에서의 다이빙, 여름 다이빙, 더 두꺼운 내피를 입기 전 간절기까지의 다이빙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사이즈 : XSK ~ MLK
색    상 : ■ Pink  ■ Lime  ■ Gray

기성  350,000원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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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SYSTEM

Heated Undersuit Flex 2.0
플렉스2.0 발열내피는 기존 SANTI의 발열내피나 발열조끼의 밸브커넥터, 열선과 외부 배터리 같은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발열시스템을 혼합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구성은 어떤 추가적인 밸브도 필요 없고 내부 배터리 케니스터와 관련된 위험성도 없습니다.
BZ400 제품과 같은 발열 기술을 사용하면서, 보다 가볍고 신축성이 있으며, 드라이슈트 내 다이버의 유연성과 부피적인 편암함을 향상시킵니다.
고급 Climashield Contour fabric은 BZ400 Tinsulate 단열재와 비교했을 때 부피는 작으면서도 뛰어난 사방 스판으로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길고 - 춥게 다이빙을 하는 동안 최적의 편안한 발열을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열선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얇은 발열내피의 대안이나 찬물에서의 좀 더 짧은 다이빙, 또는 따뜻한 물에서의 장시간 다이빙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퀼팅 되지 않은 산티의 발열내피 중 가장 신제품으로서 신체에 좀 더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얇은 보온성이 있는 내피나 울 소재의 내피 위에 입는 것을 권합니다. 발열 온도가 다이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위생상의 이유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입어야 합니다.

재질
• 단열재 : climashield Contour fabric(180g/㎡) 

특성
• 과열되거나  너무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스위치 장착
• P-valve 호스 구멍 장착
• 110W
• 사용시간 : 10Ah 배터리 / 약 60~70분 사용, 20Ah 배터리 / 약 120분~150분 사용
• 최대발열  온도 : 45℃
• 발열장갑 연결케이블 내장
• 사이즈 최대 4군데, 5cm까지 조절이 가능
• Flex 2.0 전용 가방 증정
• CE 인증

사이즈 : XS ~ 3XL

* 주의 SANTI Thermovalve나 커넥터만 사용 가능

기성  950,000원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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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400 Extreme Heated

새로 출시된 SANTI의 발열내피는 수중에서 최고의 체온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BZ400 발열 내피는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심지어 다 떨어진 상황에서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해 줄 것 입니다. 
BZ400 발열내피의 열선은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Ultra-soft 실리콘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또한 SANTI의 혁신적인 합성열선은 고온과 컷팅에 잘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재질
• 겉감 : Polytamide 100%. 손상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는 Polyester로 강화처리
• 단열재 : Thinsulate™ BZ400 (420g/㎡)
• 안감 : Micropolar 140g/㎡

특성
• 과열되거나 너무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스위치 장착
• 110W
• 사용시간 : 10Ah 배터리 / 약 60~70분 사용
                      20Ah 배터리 / 약 120~150분 사용
• 최대발열 온도 : 45℃
• BZ400 Thinsulate™
• 발열장갑 연결케이블 내장
• Heated BZ400 전용가방 증정
• CE 인증

사이즈 : XS ~ 3XL

* 주의 SANTI Thermovalve나 커넥터만 사용 가능

기성  1,050,000원   
맞춤  1,200,000원

PRICE

Heated Vest Flex 2.0
Flex 2.0 Heated Vest는 길고 차가운 다이빙 중 최고의 편암함을 추구하는 다이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최고의 기능과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된 제품의 원단 덕분에 배터리가 방전된 후에도 열적 편안함을 제공 합니다. 무게가 180g/㎡ 인 매우 유연한 Climashield 단열재로 제작되었으며, 
통기성 있는 Climashield Contour 단열재는 내부와 외부에서 폴리 에스테르로 만든 2개의 보호 층으로 덮여있어 신체에 더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재질
• Climashield Contour Fabric(180g/㎡)

특성
• 과열되거나 너무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스위치 장착
• 55W
• 사용시간 : 10Ah 배터리 / 약 2 ~ 2시간 30분 사용
                      20Ah 배터리 / 약 4 ~ 5시간 사용
• 최대 발열 온도 : 45℃
• Vest 가방 포함
• CE 인증

사이즈 : XS ~ 3XL

* 주의 SANTI Thermovalve나 커넥터만 사용 가능

450,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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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d Gloves 2.0
발열장갑은 장갑-Thermovalve-커넥터-외부배터리 케니스터로 구성된 
복합적인 발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SANTI 발열장갑의 특징은 추가로 밸브를 설치해야 하거나 
장갑 안쪽에 배터리를 설치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드라이 장갑 안에 착용만 하시면 됩니다.

특성
• 30W (pair)
• 사용시간 : 10Ah 배터리 / 약 4시간 사용
                      20Ah 배터리 / 약 8시간 사용
• 최대 발열 온도 : 40℃
• 통기성 재질
•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도 일정 시간 보온력 유지
• 고르게 분배된 발열 전선이 손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줌
• SANTI 발열 조끼와 발열 내피에 쉽게 연결 가능
• CE 인증
• Y 커넥터와 케이블 포함

사이즈 : XS ~ 2XL

330,000원PRICE

10AH 배터리 리튬이온 케니스터   1,100,000원
15AH 배터리 리튬이온 케니스터   1,300,000원
20AH 배터리 리튬이온 케니스터   1,500,000원

PRICE

라이트몽키 배터리리튬이온 케니스터

Y Connector
SANTI Y 커넥터는 방수 양극 커넥터 3개가 하나의 장치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전력 공급원에서 별도의 장치 두 개로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Y 커넥터는 E/O 코드 커넥터가 있는 발열시스템이나 라이트 시스템과 같은, 
모든 종류의 수중 전기장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Y 커넥터는 E/O 코드 끝부분과 전부 호환 가능합니다. 
이 제품으로 SANTI 커넥터의 가장 뛰어난 품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성
 • 최대 전류 : 15A
• 전극 : 3X2
• 수심 : 200m

90,000원PRICE

Thermovalve
커넥터와 드라이슈트 인플레이터밸브 일체형

특성
•  E/O 코드와 저압호스 위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적의 위치에 배치했으며, 
    편리함을 위해 밸브 헤드는 90도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부분과 연결하는 외부 E/O 코드와 SANTI 발열 시스템과 연결 가능한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12V 이하의 전원에서 작동
• 플러그를 포함한 총 길이 55cm
• 인체공학적 디자인
• 밸브너트 포함
• Apeks와 Sitech 밸브 모두 사용 가능
• CE 인증

Apeks  450,000원
Sitech  450,000원

PRICE

드라이슈트 인플레이터 밸브 커넥터는 SANTI의 발열 시스템 제품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커넥터는 드라이슈트 인플레이터밸브 아래에 결합시켜서 연결하는 제품입니다. 
외부로는 배터리와 연결되는 기존의 E/O 코드가 나와 있고 
내부로는 SANTI 발열시스템과 연결 가능한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성
 • 12V 이하의 전원에서 작동
• 플러그를 포함한 총 길이 55cm
• 밸브를 제외한 순수 커넥터 높이 19mm
• Apeks와 Sitech 밸브 모두 사용가능 가능

Drysuit Connector

Apeks  260,000원
Sitech  260,000원

PRICE

Double Drysuit Connector
드라이슈트 인플레이터 밸브 커넥터는 SANTI의 발열 시스템 제품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커넥터는 드라이슈트 인플레이터밸브 아래에 결합시켜서 연결하는 제품입니다. 
외부로는 배터리와 연결되는 기존의 E/O 코드가 나와 있고 
내부로는 SANTI 발열시스템과 연결 가능한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성
•  배터리와 연결하는 2개의 E/O 코드 플러그
• SANTI 발열 시스템 제품과 호환되는 2개의 방수 플러그
• 12V 이하의 전원에서 작동
• 플러그를 포함한 총 케이블 길이 – 48cm~56cm
• 높이 : 밸브 제외 – 19mm, 총 높이 – 30mm
• Apeks 밸브 사이즈
• CE 인증 

350,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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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DIVE

LENGHT

CHEST WIDTH 53 56 57 62

SLEEVE LENGHT 61 62 62 63

Eagle Expedition Jacket Expedition Trousers
  Measurement/Size S M L XL XXL   Measurement/Size M L XL

LENGHT FRONT/BACK 71/81 73/83 76/86 79/89 80/90 WAIST CIRCUMFERENCE 104-114 104-120 110-124

CHEST WIDTH 58 60 62 67 70 100 105 108

SLEEVE LENGHT 53 53 55 59 60 LEG LENGHT 78 81 81

THIGH WIDTH 36 37 37

KNEE WIDTH 32 33 34

OUTSIDE LEG LENGHT - FROM
WAIST

Expedition Silvermoon Jacket

Eagle Expedition Jacket Expedition Trousers
  Measurement/Size S M L XL XXL   Measurement/Size M L XL

LENGHT FRONT/BACK 71/81 73/83 76/86 79/89 80/90 WAIST CIRCUMFERENCE 104-114 104-120 110-124

CHEST WIDTH 58 60 62 67 70 100 105 108

SLEEVE LENGHT 53 53 55 59 60 LEG LENGHT 78 81 81

THIGH WIDTH 36 37 37

KNEE WIDTH 32 33 34

ANKLE WIDTH 25 25 28

OUTSIDE LEG LENGHT - FROM
WAIST

Expedition Trousers

LENGHT

CHEST WIDTH 53 56 57 62

SLEEVE LENGHT 61 62 62 63

Eagle Expedition Jacket Expedition Trousers
  Measurement/Size S M L XL XXL   Measurement/Size M L XL

LENGHT FRONT/BACK 71/81 73/83 76/86 79/89 80/90 WAIST CIRCUMFERENCE 104-114 104-120 110-124

CHEST WIDTH 58 60 62 67 70 100 105 108

SLEEVE LENGHT 53 53 55 59 60 LEG LENGHT 78 81 81

THIGH WIDTH 36 37 37

KNEE WIDTH 32 33 34

OUTSIDE LEG LENGHT - FROM
WAIST

Expedition Silvermoon Jacket

Eagle Expedition Jacket Expedition Trousers
  Measurement/Size S M L XL XXL   Measurement/Size M L XL

LENGHT FRONT/BACK 71/81 73/83 76/86 79/89 80/90 WAIST CIRCUMFERENCE 104-114 104-120 110-124

CHEST WIDTH 58 60 62 67 70 100 105 108

SLEEVE LENGHT 53 53 55 59 60 LEG LENGHT 78 81 81

THIGH WIDTH 36 37 37

KNEE WIDTH 32 33 34

ANKLE WIDTH 25 25 28

OUTSIDE LEG LENGHT - FROM
WAIST

Expedition Trousers

Expedition Silvermoon Jacket

Expedition Trousers

재질
•  겉감 : 폴리 에스테르 100%, 통기성 방수 MVP
•  안감 : 100% 퀼팅 폴리 에스테르
•  단열재 : P80 Thinsulate™ 3M fleece 원단으로 마감한 후드와 칼라 

특성 
•  양털 패브릭으로 마감된 열악한 날씨 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납 식 후드 및 칼라 
•  테이프 처리된 소매
•  소매 방수 지퍼
•  엠블럼 부착을 위한 벨크로 테잎
•  8개의 인체공학적 포켓
•  손 보호 소매
•  바람과 온도 손실을 방지하는 내부 허리띠

사이즈 : XS, S, M, L, XL, 2XL

재질
•  외피원단 100% Polyester
• MVP (Moisture Vapor Protection) 5000mm
• 패딩 – P80 Thinsulate™ 3M

특성
•  다리 넓이 조정 가능
• 나폴레온 포켓

사이즈 : M, L, XL

380,000원PRICE

240,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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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Mens Hoodie
•  다크 그레이, 블랙의 두 가지 색상 원단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후디
•  심플한 실루엣과 깔끔한 마감 처리 
•  앞쪽에 커다란 포켓. 편안한 후드
• 100% Cotton / 60% Cotton 40% Polyester
• 남성 전용

사이즈 : S, M, L, XL, XXL

110,000원PRICE

Back to Black Ladies Hoodie  
 •  부드럽고 두꺼운 원단으로 제작된 여성용 블랙 후디 
 •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깔끔한 가장자리 처리 
 •  왼쪽 소매에 작은 포켓. 커다랗고 편안한 후드
 • 100% Cotton
• 여성 전용

사이즈 : S, M, L, XL

110,000원PRICE

Sailor Hoodie
앞쪽에 회색의 커다란 SANTI 로고가 있는 네이비 색상의 
두꺼운 후드 티셔츠입니다. 
지퍼 포켓 두 개에 팔꿈치에는 실용성을 위해 덧대어져 있습니다. 
후드를 조절하기 위한 굵은 흰색 줄이 항해하는 분위기를 더합니다.

특성
•  100% Cotton
• 남녀 공용

사이즈 : S, M, L, XL

110,000원PRICE

Scuba Jeans Shorts
신축성 있는 스쿠버 데님
손쉬운 허리 조정

특성
• 액세서리 : 지퍼 포켓, 휴대 전화 포켓, 키 링
• 주 직물 : 면 69.5%, 엘라스탄 3.5%, 폴리에스테르 27%
• 남녀 공용

사이즈 : S, M, L, XL

반바지 150,000원PRICE

Crew Mens Jacket
소프트쉘은 다양한 날씨에 적합합니다. 
특별한 구조와 특성의 소프트쉘 원단이 차갑고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인체공학적 형태의 뒷부분 하단은 몸을 굽힐 때 
훨씬 편하고 추위를 막아줍니다.

기능성
•  포켓 :  옆면 방수 지퍼 포켓 2개, 
              쉽게 액세서리를 넣고 뺄 수 있는 실용적인 가슴 포켓 1개, 
              오른쪽 소매의 핸드폰 용 포켓 1개
• 팔 안쪽에 추가 통풍 지퍼
• 소매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벨크로 밴드
• 딱 맞는 핏을 위한 밑단 조절 가능
•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줄 높은 칼라
•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 프린트. 후드 부착

특성
• 상단 : 폴리에스터 96%, 스판덱스 4%
• 안감 : TPU 막
• 하단 : 폴리에스터 100%
• 방수 : WP 8000mm
• 통기성 : WVP 3000g/㎡/24h
• 컬러 : 블랙
• 남성 전용

사이즈 : XS, S, M, L, XL, 2XL

150,000원PRICE

Crew Ladies Jacket
최고 인기 상품인 크루 소프트쉘 쟈켓의 여성용 제품

 • 신축성 있는 방수, 방풍의 숨 쉬는 원단
• Waterproof - WP 8000mm
• Breathable - WVP 3000g/㎡/24h
• 컬러 : 블랙
• 여성 전용

사이즈 : XS, S, M, L

150,000원PRICE

Down Vest
경량의 따뜻한 다운 베스트로, 블랙 컬러에 회색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작은 SANTI로고, 지퍼 포켓 두 개, 
내부 벨크로 포켓이 있습니다. 

특성
 • 90% 덕다운
 • 10% 깃털
 • 외부 소재 : 폴리에스터
• 남녀 공용

사이즈 : S, M, L, XL

120,000원PRICE

Down Jacket
경량의 따뜻한 다운재킷으로, 블랙 컬러에 회색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작은 SANTI 로고, 모자, 지퍼 포켓 두 개, 내부 벨크로 포켓과  
보관용 파우치가 있습니다.

특성
• 90% 덕다운
• 10% 깃털
• 외부 소재 : 폴리에스터
• 남녀 공용

사이즈 : S, M, L, XL

140,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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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irt

ANGLER 2.0 SERIAL DIVER DEEP WATERSTICKER

ANGLER 2.0 PICTOGRAM CIRCLEDOTS

ALLOVER LADIES GIRL 2 DIVE LOVE H2O ROSES

Camo Hat
•재질 : 100% Acrylic
•사이즈 : One size

20,000원PRICE

Breve Hat
•재질 : 100% Acrylic
•사이즈 : One size

20,000원PRICE

Beanie Hat
•재질 : Thinsulate™ 70
•사이즈 : One size
•색상 : 검정, 빨강

25,000원PRICE

Mera Hat
•재질 : 100% Acrylic
•사이즈 : One size
•색상 : 파랑, 청록

30,000원PRICE

45,000원PRICE

Bucket Hat
•재질 : Nylon
•사이즈 : One size
•색상 : 회색, 빨강

35,000원PRICE

Baseball Cap
•재질 : Cotton
•사이즈 : One size

H2O DIVE 4 EVER ALLOVER MEN FOCUS

T-SHIRT MENS  35,000원PRICE•남성 사이즈 : S, M, L, XL, XXL

T-SHIRT WOMENS  35,000원PRICE•여성 사이즈 : S, M, L,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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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I SmartSeals
SmartSeals 시스템은 별다른 도구 없이 어느 때라도 원하는 손목 씰을 쉽게 교체하게 해 줍니다. 
기존 드라이슈트에 달린 소매단을 대신하는 제품입니다.  
SmartSeals 시스템은 탄성이 있고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다른 링 시스템의 딱딱함과는 차별화되어, 다이빙 중 매우 편안하며 
착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SmartSeals 시스템은 라텍스나 실리콘 등, 시중의 어떤 손목씰과도 부합됩니다. 
SmartSeals 시스템은 소매 윗부분부터 씰을 보호하기 위한 고무재질의 커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슈트의 소매에 깔끔하고 우아한 모습을 더해줍니다.
SmartSeals 시스템에는 손목씰 대신 고무 재질의 드라이 장갑을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200,000원PRICE

Grey Dry Gloves Grey Dry Gloves 
with Wrist Seals

사이즈 : S, M, L, XL 씰이 장착되어 자체 방수 가능

사이즈 : S, M, L, XL

50,000원PRICE 70,000원PRICE

SANTI SmartGloves
SANTI Smart Dry Glove 시스템 – 스마트 씰을 위한 드라이장갑 링 시스템.
SANTI SmartGloves는 스마트 씰에 부착할 수 있는 자가 조립 드라이장갑 시스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이버가 힘들이지 않고 장갑을 탈부착할 수 있는 점입니다. 
다이빙 중 장비를 쉽게 다루고 닿기 어려운 곳에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유연성이 뛰어나서 다양한 손 크기에 맞습니다. 마찰에 의한 손상과 기후 조건에 강할 뿐만 아니라, 
씰링 표면이 무척 큰 것이 특징입니다.
SANTI SmartGloves 링은 스마트씰 사용자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특성
• 마운트 링
• 링 커버
• 드라이 장갑 조립용 오링 (얇은 것)
• 고정 링
• 씰링 오링 (두꺼운 것)
• 드라이글러브 미포함

150,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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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Backpack
실용적인 전체 백팩 블랙 컬러 및 앞면 오른쪽에 SANTI 반사판 로고 프린트.
일상생활 및 여행 시 유용한 제품.

• 지퍼 달린 외부 노트북 포켓
• 이어폰 코드 구멍
• 포켓 ID, 열쇠 링을 포함한 4개의 내부 포켓
• 양방향 지퍼가 장착된 가방
• 별도의 벨크로가 달려 조절 가능한 2중 바닥
• 포켓 내용물이 깨지지 않도록 딱딱하게 만든 앞면
• 가방을 열 필요 없이 기타 물건들에 닿기 쉽도록 백팩 아래쪽 양면에 메쉬포켓 장착
• 레인 커버

160,000원PRICE

Stay Dry Backpack

150,000원PRICE

 • 재질 : 100% PVC
 • 치수 : 27 x 15 x 69 cm
 • 색상 : 블랙, 실버 로고 프린트
 • 부드러운 재질의 틀
 • 백팩을 손에 잡을 수 있는 핸들
 • 허리에 묶을 수 있는 스트랩
 • 등 부위 보호를 위해 메쉬를 덧댄 부드러운 스폰지를 백팩 등판에 삽입
 • 벨크로가 장착되어 여닫을 수 있는 입구
 • 외부 지퍼 포켓
 • 백팩 윗부분과 아랫부분 연결 가능

Stay Dry Bag
 • 재질 : 100% PVC
 • 치수 : 71 x 39 x 39 cm
 • 색상 : black
 • 네임텍 용 외부 포켓
 • 커다란 내부 지퍼 포켓
 • 가방 양쪽에 두 개의 핸들
 • 어깨 및 등에 맬 수 있는 두 개의 스트랩
 • 손에 들고 다니는 용도의 스트랩 두 개
 • 지퍼 개폐식
 • 허리 착용을 위한 스트랩

200,000원PRICE

Drysuit Bag
100,000원PRICE

Handy Bag
50,000원PRICE

Winter Polar Lining 
for Dry Gloves
사이즈 : XL

30,000원PRICE

SANTI Mug
사이즈 : 단일사이즈

20,000원PRICE

35,000원PRICE

사이즈 : S, M, L

Sports BraHair Saver
사이즈 : 단일사이즈

사이즈 : L 

Silicone 
Neck Seal

Silicone 
Wrist Seal
사이즈 : S, L 

45,000원PRICE

80,000원PRICE 60,000원PRICE

Mask Strap

30,000원PRICE

Black Mask

35,000원PRICE

20,000원PRICE

Polar Lining 
for Dry Gloves
사이즈 : M, XL

Primaloft Socks
• Primaloft Silver 계열의 단열소재
• 적은 부피감,인체공학적 디자인
• 신축성이 뛰어남
• 경량, 내구성, 통기성
• 세척 및 건조 용이

사이즈 : XXS-XXL

90,000원PRICE

5-6mm Hood'7
• 혁신적인컷
• 매우 유연한 소재의 
    네오프렌 외피와 
    매우 부드러운 소재의 
    내부원단

사이즈 : S, M, L, XL, 2XL

135,000원PRICE

50,000원PRICE

Polar Socks
사이즈 : XS, S, M, ML, L, XL

150,000원PRICE

8-9mm Hood'11
• 혁신적인컷
• 매우 유연한 소재의 
    네오프렌 외피와 
    매우 부드러운 소재의 
    내부원단

사이즈 : S, M, L, XL, 2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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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Drysuit & Undersuits
SIZE HEIGHT CHEST INNER

ARM BICEPS FOREARM WAIST HIPS NNER
LEG THIGH CALF BODY

TRUNK

XSK 164-167 87-91 50 28 26 73-77 87-91 74 51 34 157

SK 168-171 91-95 52 29 27 76-80 91-95 75 53 36 160

SWK 168-172 96-100 51 32 28 82-86 96-100 75 55 39 160

SLK 172-176 92-96 53 30 27 78-82 92-96 77 53 37 163

MK 172-176 96-100 53 32 28 82-86 96-100 79 55 39 165

MWK 173-177 100-104 53 33 29 86-90 100-104 79 58 40 165

MLK 176-180 96-100 54 32 29 82-86 96-100 82 55 40 168

LK 176-179 100-104 54 33 29 86-90 100-104 82 58 41 168

LWK 177-181 106-110 53 35 30 92-96 106-110 80 62 43 169

LLK 180-184 101-105 54 35 28 87-91 101-105 83 58 41 170

XLK 180-184 106-110 54 35 30 92-96 106-110 83 60 41 170

2XLK 184-188 108-112 56 37 30 96-100 108-112 85 63 42 178
 

단위 : cm

Ladies Drysuit
SIZE HEIGHT CHEST INNER

ARM WAIST HIPS INNER
LEG THIGH BODY

TRUNK

XSK 155-158 80-84 46 62-66 86-90 62 52 143

SK 159-162 82-86 48 65-69 87-91 71 52 144

SMK 160-164 83-87 48 67-71 89-93 72.5 53 145

MK 163-166 84-88 50 68-72 90-94 74 54 146

MLK 167-170 85-89 51 72-76 90-94 76 55 148
 

단위 : cm

Undersuits
SIZE HEIGHT CHEST INNER

ARM BICEPS FOREARM WAIST HIPS NNER
LEG THIGH CALF BODY

TRUNK

XSK 155-158 79-83 47 24 21.5 63-67 85-89 69 52 34 140

SK 159-162 80-84 48 24.5 21.5 64-68 86-90 71 52 34 144

SMK 161-168 82-86 48 25.5 22 66-70 88-92 72.5 53 35 145

SLK 165-168 81-85 50.5 25 22.5 65-69 87-91 74.5 53 35 146

MK 163-166 83-87 50 25 22.5 67-71 89-93 74 54 36 146

MLK 167-170 84-88 51 25 22.5 67-71 89-93 76 55 36 148
 

단위 : cm

Size 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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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아바타는 드라이슈트 다이빙을 처음 시작하거나, 부피가 큰 낡은 드라이슈트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혹은 한 벌 더 마련하고 싶을 때, 
쉽고 간편한 대안입니다.

현대적인 드라이슈트 다이빙의 장점을 누리세요:
• 훌륭한 보온성과 편안함
• 이동에 용이하게 적은 부피
• 쉬운 착의 및 탈의

원단 구성:
• 주요 원단 : 100% 나일론 200g/㎡
• 보강 원단 : 코듀라 나일론 옥스포드 100% 280g/㎡

특성:
• 색상 : 네이비/블랙
• 통기성 있는 4중막
• 테이프 처리 솔기
• Telescopictorso
• Y-컷 인체공학적 디자인
• 보호 덮개 달린 플라스틱 방수 지퍼
• Apeks 인밸브/아웃밸브
• 번지 줄 부착된 카고 포켓 2개
• 팔꿈치, 무릎, 포켓에 원단 보강
• 가랑이, 엉덩이에 원단 보강 디자인
• 네오프렌 웜넥으로 보호한 라텍스 목씰
• 라텍스 손목씰 (Coned 타입)
• 경량 네오프렌 드라이 부츠
• 내부 멜빵 (서스펜더)
• 드라이슈트 백
• 네오프렌 후드
• 75cm 드라이호스

1,700,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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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는 드라이슈트 다이빙에 필요한 모든 필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가랑이와 겨드랑이 부분에 4방향 솔기를 제거하는 고급 인체공학 구조로, 동일 가격대에 다른 슈트에 견줄 수 없는 움직임의 편안함

• 최고의 움직임과 수중에서의 적응을 위한 텔레스코픽 몸통 설계 

• 몸 위에 슈트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는 내부 멜빵과 크러치 스트랩

• 혼자 입고 벗기 편리하게 만든 앞면 지퍼와 지퍼 보호 커버

•  내구성을 강화하고 마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옥스포드 나일론으로 덧댄 무릎,  팔꿈치, 특수 디자인된 가랑이 패드 

•  목둘레의 후드를 정리해 주고 차가운 물에서 편안하게 보호해 주는 네오프랜 웜넥

•   다이빙 용품 고정을 위해 번지줄이 부착된 크고 편리한 두 개의 포켓은 드라이 글로브 착용 시에도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편안하고 신축성 있는 네오프랜 부츠, 라텍스 목씰/손목씰, Apeks 인/아웃 밸브

• 우아한 네이비블루와 블랙의 색상 조합, 화이트 액센트

• 운반이 가볍고 용이한 컴펙트 드라이슈트 백 및 네오프렌 후드 포함

• 다양한 사이즈 

Boots Pockets Finish Fabric

250,000원PRICE

AVATAR No.901 Undersuit
AVATAR 901 Undersuit는 드라이슈트에서 편안하고 기능적인 단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기능성, 매우 높은 유연성 및 간단한 구조로 인해 시장에서 경제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편안하고 저렴한 내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AVATAR No.901은 100%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생산된 450g/㎡의 
무게로 내부에 울처럼 마무리된 현대식 Sherpa 양털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당신은 우리의 다이빙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Sherpa 양털은 회색 멜랑쥬 색상의 매끄러운 저지 니트 
원단으로 덮여 있어 AVATAR 내피를 최대한 신축성 있게 세탁 및 
건조할 수 있습니다. 
내피는 30도 정도의 온도에서 쉽게 세탁할 수 있고, 회전 건조기에서 
건조할 수 있습니다.

재질
• 100%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Sherpa 양털(부드럽고 피부에 닿는 것이 편안하며, 천연 양모에 비해 탁월한 단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게 : 450g/㎡

특성
• 섭씨 6도에서 18도 사이의 수온에서 다이빙의 안락함
• 손쉬운 세척 및 건조
• 사이드 포켓 2개
• 양면 스플래시 방지 지퍼
• 소매가 위로 당겨지지 않도록 탄성 엄지 고리가 있는 라미네이트 커프
• 발 밑의 넓은 고무 밴드는 드라이슈트를 입을 때 다리가 당겨지지 않게 합니다. 
• 히팅 케이블을 위한 아웃풋과 포켓내부의 P-밸브 아웃풋
• 100% 재활용 가능
• 간단하고 기능적인 컷

사이즈 : S, M, ML, LS, L, LL, XLS, XL, X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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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MEN SIZES
SIZE S M ML LS L LL XLS XL XLL XXLS XXL XXXL

HEIGHT 168-172 172-176 176-180 172-176 180-184 184-188 174-178 184-188 192-196 176-182 190-194 192-196

CHEST 90-94 96-100 96-100 106-110 106-110 106-110 112-116 112-116 112-116 118-122 118-122 130-134

ARM 52 53 55 52 54 56 54 56 58 55 57 58

BICEPS 29 32 32 35 35 36 38 37 38 40 40 42

FOREARM 27 28 29 30 29 30 31 30 30 31 31 32

WAIST 76-80 82-86 82-86 92-96 92-96 92-96 100-104 100-104 100-104 108-112 108-112 116-120

HIPS 90-94 96-100 96-100 106-110 106-110 106-110 112-116 112-116 112-116 118-122 118-122 130-134

INNER LEG 76 79 84 79 83 86 80 85 89 80 84 86

THIGH 52 55 55 62 60 61 65 65 65 68 68 72

CALF 36 39 40 43 41 42 44 44 44 46 46 47

BODY TRUNK 160 165 170 165 170 175 170 175 180 175 185 195

 

DRY SUITS / BOOTS / HOODS
DRY SUITS S M ML LS L LL XLS XL

BOOTS M L XL XL 2XL 2XL 2XL 2XL

HOODS M L L XL XL XL XLS 2XL
 

AVATAR BOOTS SIZES
INTERNATIONAL 4XS 3XS 2XS XS S M L XL 2XL 3XL 4XL

US 3 4 5 6 7 8 9 10 11 12 13

EU 34 35 36 37-38 39 40-41 42 43-44 45 46-47 48

CM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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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00원
트랜스미터  450,000원 

PRICE

SHEARWATER TERIC
TERIC, 더 작아진 크기, 더 많아진 기능
모든 SHEARWATER 컴퓨터 기능에 프리다이빙 모드 추가
 
• 5가지의 사용 모드 : 레크레이션 다이빙 모드, 테크니컬 다이빙 모드, 
    리브리더 모드, 게이지 모드, 프리다이빙 모드
• 트랜스미터 : 최대 2개 연결 (PERDIX AI와 같은 연결 방식)
• 경고 알림음 / 진동
• 디지털 나침반
• 디스플레이 : 해상도 400X400 풀컬러 AMOLED   
• 사파이어 글래스   
• 사이즈 : 직경 1.93inch
• 배터리 : 무선 충전 리튬이온 배터리
    다이빙 모드 : 약 30시간 이상 연속 사용(트랜스미터 연결 시)   
    시계 모드 : 약 50시간 이상 연속 사용
• Bluetooth 기능을 통하여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
• 사용자가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다이빙로그 : 10초 간격, 최대 500시간 저장
• 재질 : 316 스테인리스 베젤과 버튼 22mm 표준 스트랩 
    (드라이슈트 용 확장연결 가능)

색  상 : Black, Blue,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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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BL BK/YLBK/Lime BK/Pink BK/WH BLACK

Navy Blue WhiteBrown OD Green Nylong Long/Short

Pink YellowOrange Teal Ocean Blue

TERIC 2020 Limited Edition TERIC Accessories
전 세계에 딱 2000대 한정 출시되는 2020 Limited Edition
골드 베젤 + 레드 스트랩의 조합

• 5가지의 사용 모드 : 레크레이션 다이빙 모드, 테크니컬 다이빙 모드, 리브리더 모드, 
    게이지 모드, 프리다이빙 모드
• 트랜스미터 : 최대 2개 연결 (PERDIX AI와 같은 연결 방식)
• 경고 알림음 / 진동
• 디지털 나침반
• 디스플레이 : 해상도 400X400 풀컬러 AMOLED
• 사이즈 : 1.39inch(3.53cm) 긁힘에 강한 사파이어 글래스
• 배터리 : 무선충전 리튬이온 배터리
    다이빙 모드 : 약 30시간 이상 연속 사용(트랜스미터 연결 시)
    시계 모드 : 약 50시간 이상 연속 사용
• Bluetooth LE
• 사용자가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다이빙로그 : 10초 간격, 최대 500시간 저장
• 재질 : 316 스테인리스 베젤과 버튼 22mm 표준 스트랩
    (드라이슈트 용 확장 연결 가능)

손목스트랩 

1,400,000원
트랜스미터  450,000원 

PRICE

스트랩  60,000원  PRICE
※ 정품 구매시 검정색 손목 스트랩 증정

보호필름 

3,000원  PRICE

BULLBARS™ by JaysAndKays  
• 색 상 : BLACK, SILVER

30,000원  PRICE

드라이슈트 연장줄

18,000원  PRICE

무선충전기 

70,000원  PRICE

Nylon Short
40,000원  

PRICE Nylon Long
60,000원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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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DIX AI
기존 Perdix의 훌륭한 기능을 모두 탑재한 Perdix Ai는 크고 읽기 쉬운 화면으로 탱크 압력과 잔여 기체 시간(GTR)을 뚜렷이 보여 줍니다. 
Perdix Ai는 트랜스미터를 2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 다이버에게 두 개의 탱크, 
혹은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한글 지원
• 2.2inch 풀컬러 LED LCD 화면 (320×240 QVGA)      
• 다양한 모드 : 게이지 모드, 레크레이션,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 CCR 
• 기울기 보정 디지털 나침판
• 블루투스를 이용한 동기화 : 펌웨어 업그레이드, 
    로그와 프로파일 다운로드
• 사용이 편리한 두 개의 압전식 버튼
• 상승속도를 화살표로 표시
• 알고리즘 : 불만 ZHL-16C
• 방수수심 : 260M
• 두 개의 트랜스미터 연결 가능
• 3개의 나이트록스 가스, 5개의 OC가스와 5개의 CC가스
• 감압정지 위반시 잠금 기능 없음
• 사용자가 배터리 교환 가능. AA알카라인 45시간, 리튬이온 AA형 130시간
• 1000시간 다이브로그 메모리
• 무게 154g
• 크기 : 83 × 74 × 39mm

PERDIX AI  1,200,000원
트랜스미터  450,000원 

PRICE
※ 트랜스미터 별도구매
※ 두 개를 동시 사용시 다른컬러를 사용하세요 .

보호필름 

5,000원  PRICE

실리콘 케이스 배터리캡 컴퓨터 케이스 스트랩킷

50,000원  PRICE 36,000원  PRICE 25,000원  PRICE 낱개 8,000원  PRICE

1,150,000원PRICE

VPM-B 업그레이드  90,000원OPTION

PERDIX
• 한글 지원
• 2.2inch 풀컬러 LED LCD 화면 (320x240 QVGA)      
• 다양한 모드 : 게이지 모드, 레크레이션,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 CCR 
• 기울기 보정 디지털 나침판
• 블루투스를 이용한 동기화 : 펌웨어 업그레이드, 로그와 프로파일 다운로드
• 사용이 편리한 두 개의 압전식 버튼
• 상승속도를 화살표로 표시
• 알고리즘 : 불만 ZHL-16C
• 방수수심 : 260M
• 3개의 나이트록스 가스, 5개의 OC가스와 5개의 CC가스
• 감압정지 위반시 잠금 기능 없음
• 사용자가 배터리 교환 가능. AA알카라인 45시간, 리튬이온 AA형 130시간
• 1000시간 다이브로그 메모리
• 무게 154g
• 크기 : 83× 74× 39mm

• 색 상 : Black, Blue

충전용 배터리
중간 밝기 사용시 완충된 
상태로 18시간 다이빙 가능 
(충전시간 : 4시간)
충전지 수명은 5년 또는 
500회 충전.

시선유지 정보 교환 74g의 최경량 컴퓨터 두 개의 압전식 스위치 디지털 나침반 무선 트랜스미터와 
연동하여 탱크 잔압 표시

NERD2 DiveCan NERD2 Fischer

가격 문의 PRICE

가격 문의 PRICE 가격 문의 PRICE

NERD2
세계 최초의 근접 시야 디스플레이 컴퓨터인 NERD에 신뢰성과 유연성이 강화되었습니다. 
DiveCAN과 Fischer 버전, 그리고 이제는 일반 호흡기에서도 NERD2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호흡기에 호환되는 마운트는 시야 안에서 NERD2를 고정시켜 주며 
한눈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Micro LCD와 확대 렌즈의 조합으로, 
마치 25인치 TV를 3미터쯤에서 떨어져 보는 것처럼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Perdix Ai의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 충전 가능한 배터리
• 정교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컴퓨터 뒷면의 충전 클립에 연결. 충전 클립은 튀는 물 방수 기능
• 모든 USB 케이블에 충전 클립 연결 가능
• USB 케이블은 USB 포트 혹은 Shearwater에서 제공하는 파워뱅크에 연결 가능. 
    파워뱅크는 5회 완충 가능한 용량
• NERD 2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자리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폐쇄회로 혹은 일반 호흡기 용 마운트 옵션 중 하나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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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IOR 

INTERIOR 

SUPER-STRETCH
NEOPRENE CORE 

SOFT ULTRAFLEX JERSEY INTERIOR  

DURABLE ULTRAFLEX JERSEY EXTERIOR

EXTERIOR 

INTERIOR 

SUPER-STRETCH
NEOPRENE CORE 

DURABLE NYLON INTERIOR

DURABLE NYLON EXTERIOR

INTERIOR FIREWALL JERSEY

DURABLE NYLON EXTERIOR

EXTERIOR 

INTERIOR 

SUPER-STRETCH
NEOPRENE CORE 

SOFT ULTRAFLEX JERSEY INTERIOR  

DURABLE ULTRAFLEX JERSEY EXTERIOR

EXTERIOR 

INTERIOR 

SUPER-STRETCH
NEOPRENE CORE 

DURABLE NYLON INTERIOR

DURABLE NYLON EXTERIOR

INTERIOR FIREWALL JERSEY

DURABLE NYLON EXTERIOR

❶ ULTRAFLEX DS DURABLE SUPER STRETCH

고성능 슈퍼 스트레치 네오프렌과 내구성이 뛰어난 외부 표면이 벨크로에 의해 일어나고 찢어지는 걸 방지합니다. 

❷ FIREWALL INSULATING FIBER

경량의 단열 섬유 저지로 된 내부가 수분을 빨아들여 보온성을 높입니다. 

❸ FLUID FOAM

잘 닳고 힘을 받는 부위에 다이버들에 의해 강도, 편안함, 보온성이 증명된, 가장 내구성이 좋은 네오프렌을 사용합니다.

오닐 제품은 제품별 요구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네오프렌을 사용합니다. 

복합 구성 디자인

EXTERNAL SINGLE FLUID SEAM AND GBS-GLUED AND BLINDSTITCHED BLACKOUT AND CODE RED ZIPPER

BLACKOUT ZIPPER
두 겹의 오닐 방수지퍼는 여타 제품과 

달리 물을 막아 줍니다.

CODE RED ZIPPER
독보적인 우레탄 코팅 웨빙을 갖춘 

이 블랙아웃 지퍼는 겉옷에 사용되는 

UC 지퍼와 유사하게 물의 유입을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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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 5mm & 3mm SECTOR 5mm & 3mm
The Psycho는 F.U.Z.E.와 Z.E.N 지퍼로 최소한의 이음매를 가진 슈트입니다.
궁극의 고성능 웻슈트로 TechnoButter 3 네오프렌과 초소형 이음매 스타일로 제작되어
조금도 제약받지 않는 이동성과 향상된 내구성 및 놀라운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
The Psycho는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

특징
• Technobutter Firewall 함유된 TB3 네오프렌
• 부드러운 이음매
• 최소 이음매 디자인
• ZEN 지퍼
• 이중 씰 칼라

사이즈 : 남성  S, M, LS, L, XLS, XL, XXL

Sector 슈트는 Glue 및 Blindstitch 처리된 구조, 최소한의 이음매 디자인, 100% UltraFlex DS, 바깥 부분의 유선형 이음매 접착, 
Firewall 단열재를 특징으로 하는 Sector 슈트는 현존하는 웻슈트 중 가장 혁신적인 슈트입니다. 
Sector 슈트는 가장 혁신적이며, 편안하고, 따뜻한 5mm입니다. 
Psychotic 기능으로 설계된 Sector 5mm는 적은 부피와 신축성, 그리고 보온성을 가진 완벽한 슈트입니다.

특징
• 최소한의 이음매 디자인
• 100% UltraFlex DS
• 외부 유선형 이음매 접착 – 100% 씰처리
• 몸통 부위 Firewall 단열재 
• Code Red 우레탄 코팅 지퍼
• 목 부위 Super Seal 
• Krypto 무릎/정강이 패드
• Glideskin 오링 소매
• 내부 열쇠 포켓
• 5mm(3mm) Firewall : 가슴 및 등
• 5mm(3mm) 다이빙 등급 UltraFlex DS : 어깨, 옆판, 소매, 하체

사이즈 : 남성 S, M, LS, L, XLS, XL, XXL        
              여성 4, 6, 8, 10

5/4mm  520,000원
3/2mm  480,000원

PRICE

5mm  490,000원
3mm  450,000원

PRICE



56    5756    57

O’neill

 

O
’neill

EXPLORE 3mm 3mm Vest W/Hood 3mm Vest

EXPLORE Spring 2mm

Explore는 열대 다이빙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100% UltraFlex DS, Firewall 가슴판, Glideskin 오링 소매, 
포켓을 특징으로 하며, Explore 3mm 슈트는 완전히 자유로운 움직임, 
공학적인 핏, 오래 지속되는 단열 및 보온, 전신 보호를 제공하여 
웻슈트 다이빙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특징
• 보온, 핏, 신축성을 위한 다이빙 등급 UltraFlex Ds 및 Firewall
• FLX Lumbar Flex 패널
• 전략적인 Flex Zone
• Krypto 무릎패드
• Glideskin 오링 소매
• 목 Super Seal
• Heavy Duty #10 지퍼
• 내부 열쇠 포켓
• Flatloc 이음매
• 3mm Firewall : 가슴 및 등
• 3mm UltraFlex Ds : 상체소매 및 허리
• 3mm Fluid Foam : 하체
• 1mm Glideskin : 손목

사이즈 : 남성 S, M, LS, L, XLS, XL                  
              여성 4, 6, 8, 10

최대의 보온력, 탈착의 용이성, 신축성을 제공합니다.

• GBS : Glue 처리 및 Blindstich
• 이음매 구조
• 윤곽선에 맞는 후드
• UltraFlex 앞판 및 뒷판
• Fluid Foam SL 얼굴 및 목씰
• Fluid Foam 옆판
• Fluid Foam 후드

사이즈 : 남성용 S, M, L, XL

최대의  보온력, 탈착의  용이성, 신축성을 제공합니다.

• GBS : Glue 처리 및  Blindstich
• 이음매 구조
• UltraFlex 앞판  및 뒷판
• Fluid Foam 옆판

사이즈 : 남성용 S, M, L, XL

고성능 보호. Explore Series는 최고의 재질과 기능을 요구하는 
열대 다이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UltraFlex DS Strategic Flex Zones, GlideSkin 오링 소매, 포켓이 특징인 
3/2mm Spring은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징
• 전략적인 Strategic UltraFlex DS Flex Zones
• Double Super 목씰
• 지퍼와 열쇠고리가 있는 유용한 포켓
• 3Q Blackout 지퍼 마무리
• TFX 몸통 UltraFlex DS 패널
• Flatloc 이음매

사이즈 : 남성 S, M, L, XL 
              여성 4, 6, 8, 10

290,000원PRICE

120,000원PRICE

Sport Cap 2mm
사이즈 : 남녀 공용 XS, S, M, L, XL

40,000원PRICE

3mm Tropical Boot
• 경량 Reef Protection
• 훌륭한 착용감 및 핏
• Glideskin 오링씰
• 인체공학적 Flex 바닥
• 뒤꿈치 핀 탭(핀 벗겨짐 방지)
• 가벼운 재질
•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슬립온 디자인

사이즈 : 
6호 (230mm), 7호 (240mm), 8호 (250mm), 
9호 (260mm), 10호 (270mm), 
11호 (280mm), 12호 (290mm)

50,000원PRICE

5mm Hood W/Zipper
뒷 머리 쪽에 지퍼가 부착되어 쓰고 벗기가 용이하며 최대의 보온력, 
탈착의 용이성, 신축성을 제공합니다.

• GBS : Glue 처리 및 Blindstich 이음매 구조
• Code Red 우레탄 코팅 지퍼
• Fluid Foam SL 얼굴씰
• Ultraflex DS 옆판
• 남녀 공용

사이즈 : XS, S, M, L, XL

80,000원PRICE

5mm Boot W/ZIPPER
Glideskin 씰과 Firewall이 결합되어 발군의 보온성 및 건조성

• 씰처리 된 지퍼 디자인
• Firewall 발목
• Glideskin 오링 씰
• 인체공학적 Flex 바닥
• 뒤꿈치 핀 탭(핀 벗겨짐 방지) 
• 5mm Firewall 발목
• 전체 Fluid Foam 

사이즈 : 
6호 (230mm), 
7호 (240mm), 8호 (250mm), 
9호 (260mm), 10호 (270mm), 
11호 (280mm), 12호 (290mm)

75,000원PRICE

75,000원PRICE

180,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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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1mm Glove

SLX 3mm Glove

SECTOR 3mm Glove

FLX 2mm Glove

PSYCHO 3mm DL Glove

• 스웨이드 재질의 내 마모성 손바닥 
• 해부학적인 맞춤
• 밸크로가 장착된 신축성 있는 손목씰
• 손가락 끝부분은 이중으로 내구성이 보강됨

사이즈 : XS, S, M, L, XL

•  스웨이드 재질의 내 마모성 손바닥
•  해부학적인 맞춤
•  밸크로가 장착된 신축성 있는 손목씰
•  손가락 끝부분은 이중으로  내구성이 보강됨

사이즈 : XS, S, M, L,  XL

• 캐브라 재질의 내 마모성 손바닥과 손자락
• 해부학적인 맞춤
• D링과 밸크로가 장착된 신축성 있는 손목씰
• 손가락 끝부분까지 이중으로 캐브라가 장착되어 내구성이 아주 강함

사이즈 : XS, S, M, L, XL

• 스웨이드 재질의 내 마모성 손바닥
• 해부학적인 맞춤
• 밸크로가 장착된 신축성 있는 손목씰
• 손가락 끝부분은 이중으로 내구성이 보강됨

사이즈  : XS, S, M, L,  XL

• 100% UltraFlex DS Neoprene
• 100% 심씰링
• 우수한 접지력
• 물유입 차단을 위한 이중씰처리

사이즈 : XS, S, M, L, XL

45,000원PRICE

O’ZONE L/S Crew
• 부피가 작고 건조가 빠름
• DWR 코팅으로  최대의  방수 효과
• UPF 50+ 자외선 차단
• 유틸리티 포켓

60,000원PRICE

55,000원PRICE

80,000원PRICE

JACKS BASE PLAIN TEE
30,000원

PRICE JACKS BASE POLO TEE
40,000원

PRICE ALL WELCOME TEE
40,000원

PRICE

50,000원PRICE

75,000원PRICE

O’NEILL Tee
• 100% Organic Cotton

사이즈 :  S, M, L, XL, XXL

HYBRID S/S SURF SHIRT  
50,000원

PRICE

BLACK GREY

THERMO-X L/S Crew
• 부피가 작고 건조가 빠름
• DWR 코팅으로 최대의 방수 효과
• UPF 50+ 자외선 차단
• 박음질을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신축성

사이즈 : 남성  XS, S, M, L, XL
             여성  XXS, XS, S, M

60,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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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LE 2.0 Softshell Mens
• 94% 폴리/ 6% 스판덱스
• 기상에 강한 쉘 아우터
• 후디가 있는 슬림한 액티브 핏
• 전면부 지퍼
• 남성 전용

사이즈 : S, M, L, XL, XXL

158,000원PRICE

PW Baffle Mix Softshell Ladies
• 94% 폴리/ 6% 스판덱스
• 활동성을 위한 전면부 퀼팅
• 후디가 있는 슬림한 액티브 핏
• DWR 코팅 된 외부
• 전면부 지퍼
• 여성 전용

사이즈 : S, M, L, XL

158,000원PRICE

FADE Pullover Hoodie
• 280 GSM 60/40 면 폴리플리스
• 스탠다드 핏
• 후디가 있는 슬림한 액티브 핏
• 캥거루 포켓
• 전면부, 소매 프린트
• 남녀 공용

사이즈 S, M, L, XL, XXL

98,000원PRICE

워터 스포츠 의류는 신축성이 강하며 일반 의류의 사이즈보다는 키와 체중 등 체형에 맞춰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류가 물을 머금게 되면 늘어짐이 발생하므로 물 밖에서 착용 시 몸에 핏 되도록 입는 것이 정확한 착용법입니다.
슈트와 베스트의 경우 몸과 최대한 밀착되어 착용하여야 체온 유지 및 부력감에 더 효력이 있으므로 구매 시 너무 편안한 사이즈보다는 타이트한 느낌을 
주는 사이즈를 추천 드리며, 사용을 하시다 보면 본인 체형에 맞게 늘어납니다.

SIZING CHARTS

MEN'S WETSUITS & RASHIES GUIDE
Product size Height (cm) Weight (kg) Chest (cm) Waist (cm)

S 168-171 61-68 93-96 75-77

M 172-176 69-75 96-100 78-82

LS 173-177 72-81 101-106 83-87

L 177-180 76-85 101-106 83-87

XLS 176-179 81-88 106-111 88-92

XL 180-183 85-94 106-111 88-92

2XL 183-186 94-103 111-116 94-98
 

WOMEN'S WETSUITS & RASHIES GUIDE
Product size Height (cm) Weight (kg) Chest (cm) Waist (cm)

4 158-162 48-52 55-61 64-68

6 163-167 50-57 80-85 66-71

8 165-170 55-61 83-88 68-73

10 168-173 59-68 86-91 74-77
 

BOOT SIZE GUIDE
6 7 8 9 10 11 12

MM 230 240 250 260 270 280 290
 

HOOD GUIDE (cm)
XS S M L XL

SIZE 52 54.5 57 59.5 62
 

GLOVES SIZE GUIDE
Product Size Hand length In (cm) Palm Width In (cm)

XS 16.5-17.8 17.8-19.1

S 17.8-19.1 19.1-20.3

M 19.1-20.3 20.3-21.6

L 20.3-21.6 21.6-22.9

XL 21.6-22.9 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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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d Vest
AKUANA의 발열조끼는 Wet 슈트 사용자를 위해 제작 되었으며 찬물 다이빙, 오랜 시간 
다이빙 활동 시 다이버의 체온을 유지 시켜주며, 최대 50도까지 발열하여 다이버의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네오프랜 재질로 착용 시 신축성과 보온성,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AKUANA의 
온도 제어 시스템으로 과열 방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손목 밴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3단계 조절 가능하여 진동 및 LED 램프로 
작동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질
• Neoprene 85%, Nylon5%, Spandex 5%, Polyurethane 5%

특성
• 원적외선 복사열 방식 사용(FIR)
• 출력 : Low 18W, Medium 24W, High 30W
• 최대작동수심 : 100m
• 발열온도 : 50℃
• 작동 방식 : 무선 마그네틱 방식(수중 작동)
• 작동 시간 : High 2시간(Low 5시간)
• 배터리 충전 전압 : 12.6V / 1.5A MAX
• 배터리 용량 : 2500mAh x 2pac
• 충전식 Lithium 배터리
• KC인증

850,000원PRICE

구성품 : 발열조끼1ea, 배터리2ea, 마그네틱스위치1ea, 충전기1ea

40,000원PRICE

실리콘 목씰

40,000원(PAIR)PRICE

실리콘 손목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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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DRY  
FIBRE

> 주요 성능

❶ 외부에 묻은 물을 빠르게 흐르게 하여, 빠른 건조와 바람으로 인한 추위를 막아줌 
❷ 최대의 편안함을 위한 부드러운 감촉의 fleece 원단
❸ 보온성 유지 특성으로 따뜻하게 해줌 
❹ 차가운 수분을 몸에서 외부로 전달
❺ UV50+ 자외선 보호
 

> 표면층

방수처리가 된 Nylon Lycra로 짜여있어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물이 빨리 흐르게 하여, 빠른 
건조와 바람으로 인한 추위를 막아줍니다. UV50+

 

> 중간층

방풍, 통기성이 있는 PU Membrane 재질로 최적의 유연성을 위해 진보된 점선 코팅을 부착. 
건조한 상태에서 몸에 있는 차가운 습기를 날려 줍니다. 젖어 있을 때는 피부에 닿은 따뜻한 
물을 가둬 둡니다. 수면 밖에서 바람으로 인한 추위를 막아 줍니다. 

 

> 내부층

385g/㎡ 부드러운 감촉의 fleece 원단이 피부에 접촉되어 뛰어난 편안함을 제공하며, 습기를 

전달하는 특징 및 열 보존 특성이 젖어 있을 때나 건조할 때나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QUICKDRY  
FIBRE

> 주요 성능

❶ 사방으로 자유로운 움직임
❷ 최대한의 편안함을 위하여 보풀이 있는 안감 및 높이가 낮은 바느질
❸ 높은 통기성으로 과열 방지 
❹ UV50+ 자외선 보호
 

> 원단 세부사항

UV50+ 처리가 된, 240g/㎡ 골지 방직의 보풀이 있는 나일론 Lycra가 사방으로 편한 움직임, 
몸의 중심부 온도 조절 및 부드러운 감촉의 마찰방지를 제공합니다. 

QUICKDRY  
FIBRE

> 주요 성능

❶ 채널플로우(Channel flow) 방직으로 건조시간이 빠름
❷ 피부와 원단 표면에 닿는 공기흐름을 최대화하여 몸 중심부 온도를 적절히 낮춰 줌
❸ 높은 통기성으로 과열 방지
❹ UV 50+ 자외선 보호
 

> 원단 세부사항

185g/㎡ 채널 플로우 방직의 Polyester Lycra, 방수 및 UV 처리로 자외선 보호와 극강의 
통기성을 제공합니다. 채널 플로우 방직은 수분이 원단을 재빨리 통과하도록 하여, 건조 시간이 
놀랄 만큼 빨라집니다. 

3X FABRICS, 3X TECHNOLOGIES, 3X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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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iro 
Aveiro는 하반신 보온에 새로운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핵심 패널 부분에 385gsm Fernotherm 3 소재를 사용하여 최상의 편안함과 활동성, 
방수성을 가지며, 동시에 과열을 방지하는 통기성을 유지합니다. 
숨겨진 포켓, 양쪽 손목의 미끄럼 방지 네오프렌 밴드는 다목적 사용을 위한 특성을 더해 줍니다. 

특징
• 외부 방수처리
• 바람을 막아주면서 통기가 되는 PU 멤브레인
• 습기를 흡수하는 부드러운 감촉의 플리스
• 나일론 라이크라 leg Seal
• 고탄력 라이크라 허리
• UV 50+ 자외선 보호
• 미끄럼 방지 네오프렌 허리 밴드
• 일체형 포켓
• Hi-vis 반사 프린트
• 재사용 가능한 드라이 백 포장
• 남녀 공용 패널 디자인

적용기술 :  

사이즈 : XXS, XS, S, M, L, XL, XXL

Long Pants  110,000원
Shot  Pants   85,000원

PRICE

Fiord
Fiord Long Sleeve 탑은 최고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습니다. 
수많은 워터 스포츠 전문가들이 개발 단계에서 참여했습니다. 
Fernotherm3 385gsm와 Activflex 240gsm을 정밀하게 배열했습니다. 
비할 데 없는 편안함과 기능성으로 어디에서든 착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외부 방수처리
• 바람을 막아주면서 통기가 되는 PU 멤브레인
• 습기를 흡수하는 부드러운 감촉의 플리스
• 사방 스트레치 패널
• 부드러운 감촉의 내부 안감 마무리
• 잘 늘어나는 네오프렌 목
• UV 50+ 자외선 보호
• YKK AquaGuardⓇ 방수지퍼
• 헤드폰 포트가 있는 포켓
• 조절이 쉬운 허리조임
• 보드숏과 연결 가능한 고리
• Hi-vis 반사 프린트
• 각도를 주어 편안한 목씰
• 재사용 가능한 드라이 백 포장

적용기술 :   

남성용 사이즈 : S, M, L, XL, XXL
여성용 사이즈 : 6, 8, 10, 12

Bombora 
고강도의 워터 스포츠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Bombora는 
독특한 240gsm Activflex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몸에 잘 맞으면서도 움직임에 제한이 없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통기성이 있는 Activeflex의 특징은 과열을 방지하며, 
안감은 대단히 부드러워서 피부에 닿는 껄끄러움이 없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모든 강도의 활동에도 
의복이 제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특징
• 사방 스트레치 패널
• 부드러운 모 안감
• 통기성 방직
• 무게 대비 높은 보온성
• UV 50+ 자외선 보호
• 강화된 엄지손가락 구멍
• 일체형 포켓
• 두 번 감은 편안한 목둘레
• 재사용 가능한 드라이 백 포장
• 남성/여성 특성화된 컷

적용기술 : 
남성용 사이즈 : S, M, L, XL
여성용 사이즈 : 6, 8, 10

남성  78,000원
여성  72,000원

PRICE

Tundra 
Tundra는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테스트를 거친 제품으로서, 
Tundra의 성능은 재질과 디자인에서 비롯됩니다. 
385gsm의 Fernotherm3이 수상 및 수중 스포츠를 할 때 완벽하게 만들어 줍니다. 
활동성을 강조한 컷의 디자인과 독특한 ‘Silver Back’ 등판은 하이테크 성능을 담고 있습니다. 

특징
• 외부 방수처리
• 바람을 막아주면서 통기가 되는 PU 멤브레인
• 습기를 흡수하는 부드러운 감촉의 플리스
• 사방 스트레치 패널
• 잘 늘어나는 네오프렌 목
• UV 50+ 자외선 보호
• 조절이 쉬운 허리조임
• 보드숏과 연결 가능한 고리
• Hi-vis 반사 프린트 및 Silver Back 디자인
• 편안한 네오프렌 목씰
• 재사용 가능한 드라이 백 포장
• 남성 특성화된 고성능 컷 디자인

적용기술 : 
사이즈 : S, M, L, XL, XXL

남성  135,000원
여성  130,000원

PRICE

남성  135,000원
여성  120,000원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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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열 손실이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걸 고려하여, 최고의 보온성을 주는 동시에 편안함과 활동성을 유지하는 
후드베스트로 Atoll을 만들었습니다. 
워터 스포츠에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웻슈트 아래에 겹쳐 입어서, Atoll 후드 베스트는 Fernotherm 3 시리즈 중 하나로,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등 물속에 몸 전체가 잠기는 워터 스포츠에 적합합니다. 
네오프렌 face seal이 바람과 물을 막아 줍니다. 

특징
• 외부 방수처리
• 바람을 막아주면서 통기가 되는 PU 멤브레인
• 습기를 흡수하는 부드러운 감촉의 플리스
• 나일론 라이크라 가장자리 처리
• 고탄력 네오프렌 face Seal
• UV 50+ 자외선 보호
• 조절이 쉬운 허리조임
• 일체형 후드
• Hi-vis 반사 프린트 
• 재사용 가능한 드라이 백 포장

적용기술 :  

남성용 사이즈 : S, M, L, XL, XXL
여성용 사이즈 : 6, 8, 10, 12

Glacier
Glacier는 50+ 자외선 보호와 피부에 닿는 공기 흐름을 유지하여 활동 중 코어 온도를 컨트롤하는 
기능성 소재와 독특한 디자인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탈착이 빠른 앞 지퍼가 다양한 날씨와 활동 레벨에서 사용이 용이하게 합니다. 
후면의 지퍼 포켓은 Glacier의 다목적 워터 스포츠 용도를 위한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징
• 퀵드라이 채널 플로우 방직
• 외부 방수처리
• UV 50+ 자외선 보호
• 경량 YKK 앞 지퍼
• 햇볕을 막아주는 후드
• 강화된 엄지손가락 구멍
• 후면 지퍼 포켓
• Hi-vis 반사 프린트
• 재사용 가능한 드라이 백 포장
• 남녀 공용 패널 디자인

적용기술 : 
사이즈 : XS, S, M, L, XL, XXL

남성  105,000원
여성  98,000원

PRICE

남녀 공용
78,000원

PRICE

38,000원PRICE

F3 Hood
특징
• 머리를 통한 주요 열 손실을 방지하는 디자인
• 매우 편한 사방 스트레치
•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네오프렌 후드와 겸용 가능
• 라이크라로 마무리한 Fernotherm3 3중 라미네이트 구조
• 수상 스포츠용으로 빠른 물 흐름을 위한 방수처리
• 네오프렌 face seal 및  flatlock 솔기 구조
• UV 50+ 자외선 보호

사이즈 : S, M, L, XL

F3 Glove
특징
• 매우 편한 사방 스트레치
• 물 침투를 최소화하는 네오프렌 손목 씰
• 방풍을 위한 Fernotherm3 3중 라미네이트 구조
• 빠른 물 흐름을 위한 방수처리
• UV 50+ 자외선 보호

사이즈 : XS, S, M, L, XL

35,000원PRICE

F3 Socks
특징
• 단독 사용 혹은 아쿠아 슈즈, 부츠와 겸용 가능
• 수상/수중에서 발의 보온 유지
• 탈착이 쉬운 사방 스트레치
• 물 침투를 최소화하는 네오프렌 발목 씰 
• 수분흡수 및 방풍 특성을 띤 Fernotherm3 3중 라미네이트 구조
• UV 50+ 자외선 보호

사이즈 : S/M, M/L, L/XL

38,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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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Orange, Pink, Red

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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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WING

580,000원PRICE

싱글 윙 : Ring 30 / Ring 36

100,000원PRICE

STA(Single Tank Adapter)Backplate Quickfix
옵션 :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520,000원PRICE 7,000원PRICE

Screw Set 
옵션 : 싱글윙고정용, STA용

55,000원PRICE

DTD 스테인리스 캠밴드

50,000원PRICE

백플레이트용 트림포켓(pair)

58,000원PRICE

티타늄 나이프

Ring 30 SL Quickfix / Ring 36 SL Quickfix
유럽 정통 스타일의 DTD 링스타일 백마운트 시스템은 30LB, 36LB 두 가지 부력의 제품이 
제공되어 다이빙 환경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피는 튼튼한 코듀라2000 원단이 사용되었고, 이너 튜브는 코듀라560 원단을 사용하여 
내구력이 월등합니다. 또한 지퍼는 최상의 YKK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STA없이 기본 제공되는 스테인리스 캠밴드를 사용하여 탱크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는 탱크가 수중에서 좌우로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다이빙이 가능하게 합니다. 
슬림한 형태의 윙은 유선형 세팅의 시작으로 유영시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은 힘의 핀킥으로 수중 여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 어깨패드 기본 장착
• 백플레이트용 트림포켓(pair)
• 티타늄 나이프 포함
• 스테인리스 캠밴드 2ea 포함

RING 30 / 36 세트 (일반)  1,100,000원
RING 30 / 36 세트 (퀵픽스)  1,200,000원

PRICE

QUICKFIX System
손쉬운 길이조절이 가능한 SYSTEM. 
하네스 D링 고리부분을 잡아 당겨 자신에게 딱 맞는 길이로 조절이 가능함

25,000원PRICE

DTD Trim Pocket
컬러 : 검정, 파랑, 주황, 빨강,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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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WING
Ring 44 DL / Ring 50 DL
DTD의 더블 백마운트 시스템은 44LB, 50LB 두 가지 부력의 제품이 제공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 입문하는 다이버나 알루미늄 80cf 더블탱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44LB의 부력이 권장됩니다.

• 어깨패드 기본 장착
• 티타늄나이프 포함
• 외피 : 코듀라 2000 
• 내피 : 코듀라 560 

RING 44 DL / RING 50 DL  1,100,000원PRICE

더블 윙 Ring 44 / Ring 50  

680,000원PRICE

Backplate Complete

3mm  420,000원
6mm  700,000원

PRICE

65,000원PRICE

Pocket for Buoy 

115,000원PRICE

Harness

25,000원PRICE

어깨패드(pair)

50,000원PRICE

Wet Note
컬러 : 검정, 빨강, 파랑, 주황, 핑크

20,000원PRICE

Wet Note 속지 

9,000원PRICE

Screw Set 
부이포켓 고정용

70,000원PRICE

Stage Rigging kit S40/S80

25,000원PRICE

DTD Trimpocket
컬러 : 검정, 파랑, 주황, 빨강, 핑크

8,000원PRICE

Rubber Band 40/80CF용

50,000원PRICE

백플레이트용 트림포켓(pair)

35,000원PRICE

DTD 플라스틱 캠밴드 

55,000원PRICE

DTD 스테인레스 캠밴드

40CF용  16,000원
80CF용  18,000원

PRICE

DTD 탱크 Clamp

12,000원PRICE

Pull Ball
non Floatable, Black

12,000원PRICE

공기탱크용 밸브놉

1,000원PRICE

Pencil

340mm  40,000원 
400mm  40,000원 
600mm  50,000원

PRICE

주름호스

80,000원PRICE

Inflator end-piece J01

130,000원PRICE

Inflator 수리공구

20,000원PRICE

덤프밸브

110,000원PRICE

Calf Wraps
사이즈 : M, L, XL, XXL

Backplate Quickfix
옵션 :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520,000원PRICE

70,000원PRICE

Argon Straps 6cuft

※  드라이슈트 종아리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착용하는 장비 

95,000원PRICE

Argon Straps 13cu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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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00원PRICE

10-20 V LED (variable)
• 헤드에 장착된 압전식(Piezo) 버튼을 통해 5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 
• Level 5 - 4770 Lumen 
 Level 4 - 2915 Lumen 
 Level 3 - 1325 Lumen
 Level 2 -   265 Lumen 
 Level 1 -   100 Lumen
• 색온도 : 6500 Kelvin 
• 10aH 배터리가 두 개의 배터리 
     (5.2aH (57.5wH + 5.2aH (57.5wH) 
  Li-ion 배터리)로 구성되어 비행기 핸드캐리가 가능 
• Level 5에서 315분 사용, Level 1에서 3일 이상 사용가능 
• 길이- 22.7cm, 직경 - 7.62cm, 무게 – 2kg 
• 수중 음성부력 – 0.45kg 
• 완전 방전으로부터 충전시간 - 6hours
 • UN 38.3 Test 적합
• 항공운송에도 안전함 

2,300,000원PRICE

15-32 VF LED (variable & Focusable)
VF란? Variable Focusable의 약자로 밝기 조절이 5단계로 이루어지고 
빛의 집중도를  조절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수중라이트입니다.

• 헤드에 장착된 압전식(Piezo) 버튼을 통해 5단계로 초점 조절 가능한 LED 
• Level 5 - 8600 Lumen
 Level 4 - 4730 Lumen 
 Level 3 - 2795 Lumen
 Level 2 - 1000 Lumen 
 Level 1 -   250 Lumen
• 색온도 : 6500 Kelvin 
• 15aH 배터리가 두 개의 배터리 (10.4aH (115wH) + 5.2aH (57.5wH) 
 Li-ion 배터리)로 구성되어 비행기 핸드캐리가 가능 
• Level 5에서 300분 사용, Level 1에서 3일이상 사용 가능
• 길이 – 28cm
• 직경 – 7cm 
• 무게 – 2.4kg 
• 수중 음성부력 – 0.8kg 
• 완전 방전으로부터 충전시간 - 9hours
 • UN 38.3 Test 적합
• 항공운송에도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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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M) Jump Spool

Primary Reel

일반 210,000원
퀵디스커넥터 250,000원 
(장착비 30,000원 별도)

PRICE

P-Valve

16,000원PRICE

P-Valve 서비스킷

7,000원PRICE

P-Valve Reducer

40,000원PRICE

퀵디스커넥터

20,000원PRICE

퀵디스커넥터 카테타 사이드

65,000원PRICE

Helmet
Color : Yellow, Pink, White, Red, Blue 

80,000원PRICE

굿맨핸들 베이스

80,000원PRICE

굿맨핸들 루프형 12W

80,000원PRICE

굿맨핸들 반달형 12W

40,000원PRICE

굿맨핸들 나이프 

120,000원PRICE

4’ E/O cord

65,000원PRICE

BAHAMIAN Helmet Mount

35,000원PRICE

HELMET Bracket
• 2W 용
• 3W 용 
• 12W 용

200,000원PRICE

3W LED Backup Light
• 밝기 : 400루멘
• 조사각 : 8도
• 사용시간 : 10시간
    (C형 배터리 3개 포함)

170,000원PRICE

2W LED Backup Light
• 밝기 : 125루멘
• 조사각 : 13도
• 사용시간 : 6시간
    (CR123 배터리 2개 포함)

5-12 LED SideMount V 2.0 스위치
• 12W LED 
• 5.2Ah (57.5wH) 리튬이온 배터리
• 배터리 밑면의 온/오프 스위치  장착
• 사용시간 : 5시간
• 밝기 : 1,200 루멘(6,000 kelvin)
• 배터리 지상 1.08kg 수중 0.15kg 
• 충전 시간 : 3시간

1,300,000원PRICE

5-12 LED V 2.0
• 12W LED
• 밝기 : 1,200 루멘(6,000kelvin )
• 5.2Ah(57.5wH) 리튬이온 배터리
• 사용시간 : 300분
• 배터리 지상 1.08kg 수중 0.15kg
• 충전 시간 : 3시간

1,250,000원PRICE

* 굿맨핸들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나이프

60M 240,000원 
120M 270,000원
200M 330,000원 
360M 400,000원

PRICE

45,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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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OR 2.5 Basic
Razor 2.5 사이드마운트 시스템은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드라이슈트와 스틸 탱크를 이용해서 
차가운 물에서의 다이빙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웻슈트와 알루미늄 탱크를 가지고 
따뜻한 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Razor 하네스 2.5
•Redundant BAT Wing 2.5
•T Weight System
•Universal Spares Kit

각 구성품은 다른 구성품들을 보완하고 함께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되었으므로, 컴플리트 시스템이 함께 
사용될 때 최적의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820,000원PRICE

980,000원PRICE

RAZOR 2.5 Complete
구성품
• Razor 하네스 2.5
• Redundant BAT Wing 2.5
• T Weight System
• Universal Spares Kit
• Spare Side Mount Bungee
• Expandable Side Mount Pouch 2.5
    (With 2 Double enders)

1,050,000원PRICE

RAZOR 2.5 Black Edition
구성품
•Razor 하네스 2.5
•Redundant BAT Wing 2.5
•T Weight System
•Universal Spares Kit
• Spare Side Mount Bungee
• Expandable Side Mount Pouch 2.5
    (With 2 Double enders)

480,000원PRICE

RAZOR BAT WING

130,000원PRICE

RAZOR 파우치  
with 2 Double Enders

55,000원PRICE

T-Weight

360,000원PRICE

RAZOR 하네스 세트

23,000원PRICE

RAZOR 웨이트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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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PRICE

Backup Mouthpiece

48,000원PRICE

번지키트

25,000원PRICE

Navigation kit
• 옵션 : black, silver  

15,000원PRICE

Hose Hat

70,000원PRICE

호스 리테이너 40cf / 80cf

66,000원PRICE

레이저 후드
사이즈 : S, M, L, XL

105,000원PRICE

리깅 킷 80cf

108,000원PRICE

레이저 백팩

인플레이터 호스

4”(10cm) 
6”(15cm) 

8”(20cm)

26,000원PRICE

Break Away 
Connector+Bolt Snap

• 옵션 : black, silver  

20,000원PRICE

주름호스

10”(25cm)
13”(33cm)
16”(40cm)
19”(48cm)

33,000원PRICE

Side Mount 
탱크시스템 패키지 

구성품A

• 캠스트랩 2ea
• 러버밴드 3ea
• Boltsnap 2.5cm 2ea
• Beltstop(small) 2ea
• Boltsnap 고정라인 15cm 2ea(증정)

138,000원PRICE

84,000원PRICE

구성품B

• 탱크 클램프 2ea
• 러버밴드 3ea
• Boltsnap 2.5cm 2ea
• Beltstop(small) 2ea
• Boltsnap 고정라인 15cm 2ea(증정)

22,000원PRICE

Weight Plate

9,000원PRICE

3 COOKIES 화이트

18,000원PRICE

3 COOKIES  오렌지

18,000원PRICE

3 COOKIES 레드

18,000원PRICE

3 COOKIES 블루

18,000원PRICE

3 COOKIES 그린

15,000원PRICE

3 LINE ARROWS 화이트

18,000원PRICE

3 LINE ARROWS 그린

18,000원PRICE

3 LINE ARROWS 오렌지

18,000원PRICE

3 LINE ARROWS 레드

18,000원PRICE

3 LINE ARROWS 블루

15,000원PRICE

3 REMS 화이트

18,000원PRICE

3 REMS 그린

18,000원PRICE

3 REMS 오렌지

18,000원PRICE

3 REMS 레드

18,000원PRICE

3 REMS 블루

42,000원PRICE

헬멧 마운트

55,000원PRICE

핸드 마운트

12,000원PRICE

라이트 홀더

24,000원PRICE

백업라이트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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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00원PRICE

S1
LeFeet S1은 시장에서 가장 컴팩트한 크기의 DPV(diver propulsion vehicle) 워터 스쿠터입니다.

이 스쿠터는 작은 크기의 배낭에도 쉽게 넣을 수 있으며, 
인체공학적 모듈식 설계로 다이빙을 더 쉽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다양한 모듈 식 업그레이드 및 액세서리를 제공하여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바다를 커버하고 더 많은 탐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우리는 유연성이 필요한 엔진 흡기 커버에 
단단함을 더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PC와 함께 
본체에 부식 저항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조용한 G-모터 사용

6개의 자석, 브러시리스 디자인을 갖춘 

최초의 모터이며 자체 발명가 George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G모터는 

수중 스쿠터에 가장 다재능하고 

냉각을 위해 외부 수냉식 모터로 제작되어 

출력을 극대화합니다.

수중에 120N의 인장력이 있어 최고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 출력 : 350W ~ 550W

• 속도 : 최대 6km/h

• 최대수심 : 30m

• 제품 무게 : 2kg

• 사용시간 : 최대 60분

• Flight Safe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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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PRICE

배터리 

75,000원PRICE

듀얼 젯 레일킷

105,000원PRICE

스쿠버 부스터 스트랩 킷

75,000원PRICE

싱글 그립 레일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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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3.5kg

치수
SJ 200 : 길이 42cm, 지름 8cm
SJ 400 : 길이 58cm, 지름 8cm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200wh(비행 가능)

                  400wh(비행 가능)

어댑터 Dual Dive Controller

충전
200wh – 3 시간
400wh - 6 시간

부력 1kg 음성부력

보증 기간 1년

SCUBA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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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 프리다이빙용

SCUBAJET PRO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알루미늄 하우징을 제공하며 새로운 다이브 컨트롤러 PRO 듀얼 핸들로 모든 다이빙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2.4인치 디스플레이로 인해 다이빙 트립을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남은 런타임 및 수심과 수온 
LED표시 등을 컨트롤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실용성과 2018년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에 빛나는 수려한 디자인의 스쿠버젯  
2017  IDA Design Awards Gold Winner
2018  Reddot Award Winner

구성품
• SCUBAJET 본체
• 충전기
• 듀얼 다이브 컨트롤러
• Nose
• 배터리(스마트  파워  테크놀로지로 1,000회 충·방전이 가능)

손쉬운 조작
• 손잡이의 엄지손가락 위치의 작은 스위치로 손쉽게 속도 조절 가능

SJ 200 - 비행가능 3,100,000원
SJ 400 - 비행가능 3,950,000원

PRICE

500,000원PRICE

싱글 다이브 컨트롤러

200,000원PRICE

튜브(200W, 400W) 200W - 비행가능 800,000원
400W - 비행가능 1,500,000원

PRICE

배터리(200W, 400W)

600,000원PRICE

듀얼 다이브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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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카멜레온블루 

핑크 

아쿠아블루 

검정 핑크 

네이비블루 노랑

실버 빨강  

바이오 메탈 마스크 프리미엄 

Standard Fealures
• 플랜지 : BK실리콘
• 재질 : 알루미늄 합금프레임 / NC절삭 가공
• 표면처리 : 경질 아르마이트
• 렌즈 : UV420 코팅렌즈
• 외형치수 : 170 × 114 × 85mm
• 중량 : 190g

육상에서는 UV420컷과 함께 더 세련된 마스크로 변모합니다.
사용상의 주의 : 코팅면(마스크 바깥 면)을 연마 등으로 닦지 마십시오.
또한 모래 등이 묻은 천으로 문지르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흐르는 물 등으로 씻어낸 뒤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닦아주십시오.

프리미엄 마스크에는 
새로이 적용된 
렌즈 리테이너(렌즈 고정틀)
이중코팅으로 내구성 향상

소프트 재질의 
보관용 케이스 

350,000원PRICE

바이오 메탈 마스크 

Standard Fealures
• 플랜지 : 실리콘
• 재질 : 알루미늄 합금프레임 / NC절삭 가공
• 표면처리 : 경질 아르마이트
• 렌즈 : 4mm 강화유리
• 외형치수 : 170 × 114 × 85mm
• 중량 : 190g

270,000원PRICE

15,000원PRICE

SKUL FISH 마스크 스트랩

30,000원PRICE

SANTI 마스크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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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0원PRICE

OXYCHEQ Oxygen Analyzers CO Analyzers

500,000원PRICE

산소분석기

500,000원PRICE

일산화탄소 분석기

DIVE RITE XT Fin DIVESOFT Analyzer HE/O2
다이브 소프트사의 헬륨분석기는 이미 해외에서 그 정밀도와 내구성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혼합가스를 통과하는 음파의 속도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원리는 
이 회사의 기술진에 의하여 계속 발전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헬륨 센서의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정밀도는 +/- 1% 입니다.

이 분석기는 Hypoxic Mixture에 존재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가 있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오직 이 분석기에만 있는 주요한 안전 기술입니다.

또한 다양한 액세서리로 편리하게 기체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전압과 저항을 측정이 가능하므로 DPV 사용 시 
배터리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200,000원PRICE

HOG Tech Fin 2
새로이 출시된 HOG Tech Fin 2은 기존의 Tech Fin에 비해 핀에서 발생한 
힘을 잡아주는 능력이 탁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오랜 시간 유영에도 힘이 덜 듭니다.  
최상급의 스프링 스트랩이 기본 장착되어 신고 벗을 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사이즈 : M, L, XL, XXL
•색상 : 검정, 주홍, 흰색

180,000원PRICE

AROPEC Jet Fin
AROPEC 핀은 다이버들이 물속에서 힘을 덜 들이며 안정적인 원천을 제공합니다. 
다른 재질, 풋 포켓 타입과 디자인은 모두가 선호할 것입니다.
힐 고무 스트랩으로 측면 버클들을 쉽게 조절하고, 탈착이 더 편안합니다. 
일반적인 핀들은 얇고 가벼워서 조류가 강할 때, 비교적 추진력이 약해서 쉽게 
떠내려갑니다. AROPEC Rubber Jet Fins는 바로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파워풀한 핀입니다.

•사이즈 : M, L, XL, XXL

200,000원PRICE

Flow Limiter DIN

28,000원PRICE

Connection Hose

38,000원PRICE

Flow Limiter - Inflator

180,000원PRICE

R22S 

140,000원PRICE

프로페셔널 딘 커넥터

8,000원PRICE

센서보호캡
•델린 재질 

160,000원PRICE

O-13 산소센서

35,000원PRICE

Flow Cap

270,000원PRICE

DIVE RITE XT FINS SIZING CHART
핀사이즈(mm) 무게(kg) 길이(cm) 풋포켓(cm)

S(220-240) 1.95 57.15 20.32

M(250-260) 2.45 59.69 23.5

L(270-280) 2.63 67.31 25.4

XL(280-300) 2.68 67.31 26.67

1990년부터 30년째 입증된 고성능 블레이드

XT모노플렌 합성 수지는, 노력대비 추진 효율성이 매우 높고 유속이 빠른 환경에서 
높은 추진력을 발휘해 추진력을 원하는 다이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핀

블레이드 형태는 프로그킥, 변형플러터킥, 파워킥 등 다양한 킥 방법에서 
기존의 고무 핀 보다 적합성이 높게 설계되어 장시간의 유영에서도 
다리와 발의 피로도가 크게 경감

12인치의 유연한 마린 등급 스테인리스 스틸 스프링 힐 스트랩으로 
신속한 탈 부착이 가능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어 
사용 시 발뒤꿈치 최적의 위치에 자리를 잡으며, 넓고 밀착이 잘 되는 
발꿈치 패드는 편안함과 동시에 위아래에 낮은 손가락 홀더는 
외부의 걸림 없이 편안함을 제공

2020년 XT핀 에는 *POM 플라스틱 버클이 장착되어 가볍고, 
깨지거나 고장 없이 힐 스트랩을 블레이드에 견고히 고정. 
착용하는 부츠 두께에 맞게 길이 조절 가능    

*POM 플라스틱: 결정성이 높고, 굽힘강도 등 기계적 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내마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금속에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어 금속 기계 부품 대신 사용되고 있다.

색상 : 블랙, 레드,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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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탱크용 레귤레이터 세트 1

알곤탱크용 레귤레이터 세트 2

구성품
• 알곤 탱크용 레귤레이터
• OP 밸브
• 미니게이지
• 60cm 인플레이터 호스
• 딘캡

구성품
• 알곤 탱크용 레귤레이터
• OP 밸브
• 미니게이지
• 60cm 인플레이터 호스
• 딘캡
• 알곤스트랩(6cuft 실린더용)
• 6cuft 알루미늄 탱크(영도밸브)알곤데칼

275,000원PRICE

575,000원PRICE

구성품 세트 1 세트 2 

알곤탱크 레귤레이터 ● ●

OP 밸브 ● ●

미니 게이지 ● ●

60cm 인플레이터 호스 ● ●

델린 딘캡 ● ●

알곤스트랩(6cuft 실린더용 ) ●

알곤 데칼 ●

6cuft 알루미늄 탱크 ●

  

200,000원PRICE

알곤탱크용 레귤레이터
OP 밸브 포함

35,000원PRICE

미니게이지

10,000원PRICE

델린딘캡

40,000원PRICE

인플레이터 호스 60cm

영도밸브 포함 
240,000원

PRICE

6cuft 알루미늄 탱크

4,000원PRICE

알곤 데칼

70,000원PRICE

Argon Straps 6cuft

95,000원PRICE

Argon Straps 13cuft

SPG Oxygen
• 100% 산소 사용 가능
• 산소 세정, 바이톤 오링 사용
• 튼튼한 황동 하우징에 니켈 도금
• 0 ~ 300bar
• Tempered Glass
• CE 인증

90,000원PRICE

SPG
• 튼튼한 황동 하우징에 니켈 도금
• 0 ~ 300bar
• Tempered Glass
• CE 인증
• EAN 40까지 사용 권장

2인치(52mm)     80,000원
2.5인치(63mm)  85,000원

PRICE

5,000원PRICE

게이지 핀

90,000원PRICE

번지 나침반

25,000원PRICE

나침반 마운트
•AERIS, OCEANIC, SHERWOOD, 
   GENESIS용, 순토SK7 용

일반 70,000원
에어소스 90,000원
Air2 90,000원

PRICE

Dive Alert (수상 전용)

일반 110,000원
에어소스 115,000원
Air2 115,000원

PRICE

Dive Alert Plus v.2 (수상, 수중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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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 폐쇄식
• 입과 인플레이터 호스를 사용하여 팽창
• 수납이 간편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
• OP 밸브 장착

동계스풀 (델린재질)

20m  40,000원
30m  45,000원
45m  55,000원

PRICE

이지스풀 (델린재질)

20m  55,000원
30m  65,000원
45m  75,000원

PRICE

LIGHTMONKEY 7M Spool
45,000원PRICE

15,000원PRICE

교체형 속지 2롤

10,000원PRICE

교체형 손목 스트랩

Small   2,000원
Large   2,000원

PRICE

ARROW
•색상 : 파랑, 빨강, 흰색, 노랑 

Small   2,000원
Large   2,000원

PRICE

REM
•색상 : 파랑, 빨강, 흰색, 노랑 

Small   2,000원
Large   2,000원

PRICE

COOKIE
•색상 : 파랑, 빨강, 흰색, 노랑 

4,000원PRICE

ARGON Decal

1m   85,000원
1.4m 120,000원
1.8m 130,000원

PRICE
AQUASKETCH 
아쿠아 스케치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형태의 수중 메모판입니다.
교체형 속지를 교환하시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00원PRICE

• 입과 인플레이터 호스를 사용하여 팽창
• 스테인레스 스틸 D링 및 볼트스냅 부착
• OP 밸브 장착
• 부양무게 : 85LB / 36kg

리프트백

리프트백  180,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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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컷
이지컷 TRILOBITE의 유니크한 커팅 메커니즘은 가장 깔끔하면서도 날카롭게, 하지만 
가장 힘을 덜 들이고 자를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지컷 TRILOBITE는 8mm 두께까지는 쉽게 반복적으로 자를 수 있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큰 줄도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Gun MetalBlack Jack Black & Blue Event Horizon

Orange NinjaHi Viz Lemon & Lime Licorice Allsort

Yellow JacketPhosphorescence

야광

Red & Black Sour Patch

Poseidon Plum Tree-Frog

6,000원PRICE

교체용 칼날번지형
※ 번지고무줄 미포함 

33,000원PRICE

플렉시형

30,000원PRICE

손목형 하네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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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원PRICE

티타늄 나이프 - 네오프렌칼집

250,000원PRICE

Assist Salt
색상 : Yellow

230,000원PRICE

Pacific Salt
색상 : Black Blade

190,000원PRICE

Atlantic Salt
색상 : Yellow, Black

190,000원PRICE

Pacific Salt
색상 : Yellow, Black

110,000원PRICE

Ladybug3 Salt
색상 : Yellow

150,000원PRICE

Dragonfly Salt
색상 : Yellow

68,000원PRICE

티타늄 나이프 - 하네스형

58,000원PRICE

티타늄 나이프 - 칼집형

25,000원
추가 나이프  10,000원

PRICE

Line Cutter

20,000원PRICE

DM Stick 티타늄 탐침봉
•직경 7mm, 길이 40cm 

35,000원PRICE

망가방
색상 : Red, Gray, Orange

SANTI ROLLER BAG
•2단 분리 가능
•용량 : 140L
•사이즈 : 73 x 42 x 33
•무게 : 5kg
•YKK지퍼

300,000원PRICE

35,000원PRICE

호흡기가방

25,000원PRICE

세척용 망가방
색상 : Red, Gray, Orange

25,000원PRICE

다용도백

* 부착된 패치는 예시용으로 
   실제품에는 각자 취향에 맞는 
   패치를 붙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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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CASE

T310 CASE
• 사이즈 (외경) 190*170*60mm
 (내경) 171*134*47mm
• 재질 Engineer Resin + Glass Fiber
• 무게 0.4kg
• 적재용량 1L
• 부력 1kg

- IP 67등급의 방수/방진
- Air Valve

32,000원PRICE

T530 CASE 
• 사이즈 (외경) 410*342*204mm
 (내경) 380*271*178.5mm
• 재질 Engineer Resin + Glass Fiber
• 무게 4kg
• 적재용량 17.9L
• 부력 17.4kg

- IP 67등급의 방수/방진
- Air Valve

110,000원PRICE

T330 CASE 
• 사이즈 (외경) 308*269*150mm
 (내경) 280*200*122mm
• 재질 Engineer Resin + Glass Fiber
• 무게 2kg
• 적재용량 7L
•부력 4.2kg

- IP 67등급의 방수/방진
- Air Valve

55,000원PRICE

T550 CASE 
• 사이즈 (외경) 450*340*160mm
 (내경) 430*300*150mm
• 재질 Engineer Resin + Glass Fiber
• 무게 2.2kg
• 적재용량 15L
• 부력 15kg

- IP 67등급의 방수/방진
- Air Valve

110,000원PRICE

M300
• 사이즈 160*100*70mm
• 재질 실리콘 고무 라이너 포함
• 방수등급 IP 65
• 색상 Orange, Blue

M500
• 사이즈 210*230*60mm
• 재질 실리콘 고무 라이너 포함
• 방수등급 IP 65
• 색상 Orange, Yellow

M500  38,000원PRICE

T360 CASE 
• 사이즈 (외경) 340*310*160mm
 (내경) 310*240*130mm
• 재질 Engineer Resin + Glass Fiber
• 무게 2.2kg
• 적재용량 8.9L
• 부력 9.1kg

- IP 67등급의 방수/방진
- Air Valve

85,000원PRICE

T950 CASE 
• 사이즈 (외경) 851*556*429mm
 (내경) 763*483*402mm
• 재질 Engineer Resin + Glass Fiber
• 무게 16.6kg
• 적재용량 145.8L
• 부력 143kg

- IP 67등급의 방수/방진
- Air Valve
- Wheels and Long Handle

650,000원PRICE

T920 CASE 
• 사이즈 (외경) 670*508*355mm
 (내경) 584*442*329mm
• 재질 Engineer Resin + Glass Fiber
• 무게 10.9kg
• 적재용량 82.2L
• 부력 83.2kg

- IP 67등급의 방수/방진
- Air Valve
- Wheels and Retractable Handle

400,000원PRICE

T910 CASE
• 사이즈 (외경) 545*334*225mm
 (내경) 530*310*200mm
• 재질 Engineer Resin + Glass Fiber
• 무게 5.75kg
• 적재용량 32.8L
• 부력 32.8kg

- IP 67등급의 방수/방진
- Air Valve
- Wheels and Retractable Handle

250,000원PRICE

M300  27,000원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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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PRICE

산소 분배기

35,000원PRICE

미니 멀티 툴

12,000원PRICE

델린 딘캡

75,000원PRICE

Stage Rigging kit 
S40/S80

110,000원PRICE

Calf Wraps
사이즈 : M, L, XL, XXL

35,000원PRICE

DTD 플라스틱 캠밴드 

55,000원PRICE

DTD 스테인레스 캠밴드

40,000원PRICE

STEC 스테인리스 캠밴드 

40CF용  16,000원
80CF용  18,000원

PRICE

DTD 탱크 Clamp

13,000원PRICE

Pull Ball
non Floatable, Black

13,000원PRICE

공기탱크용 밸브놉

2,000원PRICE

Aluminum Whistle

2,000원PRICE

병따개

50,000원PRICE

Wet Note
컬러 : 검정, 빨강, 파랑,주황,핑크

20,000원PRICE

Wet Note 속지 

20,000원PRICE

Trim Pocket

22,000원PRICE

Weight Plate

9,000원PRICE

Boltsnap 10mm
• 316 스테인리스 스틸

10cm     13,000원
11.5cm  15,000원

PRICE

Double Boltsnap
• 316 스테인리스 스틸

16,000원PRICE

Boltsnap 30mm
•316 스테인리스 스틸 

14,000원PRICE

Boltsnap 25mm
•316 스테인리스 스틸 

일반 2,000원
톱니 2,000원
와이드 5,000원

PRICE

Belt Stop
• 316 스테인리스

35,000원PRICE

90도 엘보

3,000원PRICE

Quick-Link
• 316 스테인리스
• 두께 4mm, 전장 40mm

10,000원
고급형(리벳타입)

PRICE

Belt Buckle
• 316 스테인리스

3,000원PRICE

D-ring 40mm
• 316 스테인리스

3,000원PRICE

D-ring 50mm
• 316 스테인리스

3,000원PRICE

Vent D-ring 50mm
• 316 스테인리스

3,000원PRICE

Lowprofile D-ring
• 316 스테인리스

 9,000원PRICE

부이포켓 고정용 Screw Set

280,000원PRICE

더블 탱크밴드

15,000원PRICE

Valve Knob Retainer Tool

7,000원PRICE

Screw Set 
옵션 : 싱글윙고정용, STA용

8,000원PRICE

Rubber Band 40/80CF용

50,000원PRICE

백플레이트용 트림포켓(pair)

25,000원PRICE

DTD Trim Pocket
컬러 : 검정, 파랑, 주황, 빨강,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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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HP

HP HOSE  15cm 35,000원

HP HOSE  60cm 45,000원

HP HOSE  70cm 50,000원

LP

LP HOSE  56cm 40,000원

LP HOSE  60cm 40,000원

LP HOSE  64cm 사이드마운트용 40,000원

LP HOSE  68cm 사이드마운트용 40,000원

LP HOSE  84cm 옥토퍼스용 50,000원

LP HOSE  100cm 데코탱크용 50,000원

LP HOSE  203cm 75,000원

LP HOSE  213cm 75,000원

inflator  15cm 35,000원

inflator  20cm 35,000원

inflator  51cm 40,000원

inflator  56cm 40,000원

inflator  60cm 40,000원

inflator  68cm 45,000원

inflator  75cm 45,000원

CE EN250 LEAK TES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