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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드라이 슈트

물은 공기보다 20배나 빨리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보통 28℃의 따뜻한 물에서도 물속에 있으면 금방
추위를 느낀다. 그래서 스쿠바다이빙을 할 때 슈트를 착용해야 한다. 바다에서 스쿠바다이빙을 하려면
적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슈트를 입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위도가 높은 지역이나 위도가 낮은 남
반구에서는 드라이 슈트를 입어야 다이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년중
드라이 슈트 다이빙이 필요한 곳이다. 드라이 슈트 다이빙은 다이빙 장소와 계절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물이 차가운 온대 바다에서의 다이빙은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해양생물과 수중환경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차가운 물에서의 다이빙은 다이버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흥미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장소라도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더 좋은 시야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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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웨트 슈트와 드라이 슈트
슈트는 웨트 슈트, 세미 드라이 슈트, 드라이 슈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웨트 슈트(Wet Suit)는
수많은 기포가 들어 있는 고무인 발포성 네오프렌으로 만들어져 있다. 두께는 3~7mm 정도의
제품들이 있다. 웨트 슈트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소량의 물이 슈트 속으로 스며들어 갇히게 되
고 다이버의 체온으로 인하여 온도가 올라간다. 또한 이 물은 슈트 내부에서 순환되지 않고 머
무른다. 이러한 현상은 다이버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이 보온 효과는 얕은 수
심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수심에 따라 수온 약층과 같이 온도 변화가 심하거나 깊은 수심에서는
보온 효과가 크지 않다.
세미드라이 슈트(Semi-Dry Suit)는 웨트 슈트와 같은 재질이지만, 목 씰, 손목 씰, 발목 씰, 과
지퍼 부분은 몸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도록 만들어졌다. 슈트의 두께는 5~7mm 제품
들이 많다. 웨트 슈트보다는 보온의 효과가 좀 더 크지만, 부력이 크고, 목, 손목, 발목 부위의 압
박이 심하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웨트 슈트는 주로 한여름에만 착용하지만 보온 효과가 뛰어난
세미 드라이 슈트는 늦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보온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더 두꺼운 네오프랜을 입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겨울 바
다와 같이 10℃ 이하인 지역에서는 두꺼운 네오프랜으로 만든 웨트 슈트는 한계가 있다. 이때는
슈트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드라이 슈트(Dry Suit)를 입어야 한다.
드라이 슈트는 방수용 씰과 지퍼가 달린 방수용 외피와 보온용 내피로 구성되어 있고, 웨트 슈트
에 없는 공기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웨트 슈트보다 보온이 더 잘 되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드라
이 슈트는 네오프렌, 라버, 라미네이터 등 화학합성 소재이다. 네오프렌 소재는 두께가 3~7mm
정도의 제품들이 있으며, 기본적인 보온 효과가 있어 수온에 따라 내피 두께를 선택할 수 있다.
뷰틸 소재는 기본적인 보온 효과는 거의 없으며, 반드시 두꺼운 내피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드라이 슈트의 장점은 차가운 수역에서 다이버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
하여 다이빙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슈트 압착(Squeeze)
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표] 수온에 따라 필요한 슈트의 종류

4

필요한 슈트의 종류

수온

드라이 슈트

16℃ 이하

7mm 웨트 슈트 또는 세미 드라이 슈트

16 ~ 21℃

3 ~ 5mm 웨트 슈트

21 ~ 28℃

1 ~ 3mm 웨트 슈트

28℃ 이상

02 ▶ 드라이 슈트 다이빙의 장단점
□ 웨트 슈트보다 따뜻하고 편안하다.
□ 체온 저하를 예방함으로써 에너지 손실, 탈진, 판단력 상실, 감압병의 위험성이
줄어든다.
□ 호흡이 편안하므로 같은 양의 공기로 다이빙 시간이 길어진다.
□ 웨트 슈트처럼 몸에 꽉 끼지 않아 편안하다.
□ 가격이 웨트 슈트보다 비싸다.
□ 다이빙 전과 후에 슈트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 물속에서 저항이 많아 추진력이 떨어진다.
□ 무거운 웨이트 벨트가 부담이 되고, 별도로 중성부력 조절을 연습해야 한다.
□ 적절한 공기를 드라이 슈트내에 주입하지 않으면 슈트 압착(Squeeze)이 온다.

03 ▶ 드라이 슈트의 재질
일반적으로 드라이 슈트는 다음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다.

독립 기포 구조 네오플랜(Closed Cell Neoprene)
독립 기포 구조 네오플랜은 웨트 슈트에 사용되는 네오플랜 재질과 동일한 것이다. 이 재질은 약
250%의 엄청난 신축성을 가지며 양성 부력을 가지고 있고, 최초로 널리 보급된 재질이다. 이 재질
은 방수 지퍼와 저압 인플레이터 밸브를 드라이 슈트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슈트 자
체의 양성 부력으로 무거운 웨이트가 필요하며, 다이버의 허리 등을 압박하여 불편함을 줄 수 있
다. 수심의 깊이에 따라 슈트가 압축이 되어 부력이 줄기 때문에 중성 부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목과 손목 씰은 3mm 얇은 네오플랜이나 라텍스로 되어 있으
며, 네오플랜 목 씰은 목 안쪽으로 말아 넣어 목에 닿는 부분은 부드러운 표면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여러 조각을 연결하여 붙여서 만들어서 오랜 시간 사용하면 슈트의 일부분이 웨트 슈트처럼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슈트 재질 자체가 파손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특히
많이 사용하는 무릎, 어깨, 팔꿈치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물이 새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훼손되
었을 때 웨트 슈트를 수선하듯이 네오플랜 접착제로 수선이 가능하다.

압축 네오플랜(Compressed Neoprene)
압축 네오플랜은 보온과 부력을 위해 많은 양의 기포 층을 가진 일반 네오플랜보다 얇고 집약되
어 있으며, 압착(Crushed) 네오플랜보다 신축성이 훨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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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 네오플랜(Crushed Neoprene)
압착 네오플랜 드라이 슈트는 사용하기 좋은 두께로
압착된 매우 두꺼운 네오플랜으로 만든다. 나일론이
코팅된 이 재질은 신축성이 뛰어나면서도 착용시에도
내구성이 뛰어나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재질로 만든 슈트는 독립 기포 구조 네오
플랜 드라이 슈트보다 몸을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
으며 제작방식은 압착 네오플랜 드라이 슈트와 마찬
가지로 접착제로 붙이고 꿰맨다. 이런 제작방식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슈트의 솔기부분이 물이 새는 원
인이 되기는 하나 압착 네오플랜 드라이 슈트 자체
의 조직이 쉽게 파손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압착
네오플랜 드라이 슈트의 겉과 속은 나일론으로 보
호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방수도 되고 험한 환경에서
사용해도 수명이 길다. 이들 슈트 또한 목과 손목은
3mm 네오플랜이나 라텍스를 사용한다.

나일론 재질(Nylon Fabric Material)
대부분의 나일론 재질의 드라이 슈트는 방수 처리
된 고강도 발리스틱(방탄용으로 사용되는 탄도 섬유
: 듀퐁사에서 개발한 나일론 소재) 나일론으로 만든
다. 이 재질은 신축성이 거의 없어서 여유 있게 제작
하거나 입고 벗기가 용이하도록 특수 기능을 넣어 만
든다. 제작방식도 전기 용접이나 열과 접착제를 사용
하여 접합하고 꿰맨다. 이런 강도의 접착, 손목이나
등 지퍼와 같은 고무 소재의 접합은 특수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조회사 공장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전형적으로 나일론 재질 드라
이 슈트의 목, 손목과 발목 부분은 라텍스 고무를 사
용한다. 라텍스 씰은 두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드럽
고 편리하다. 얇은 라텍스 씰은 찢어질 수 있으므로
다루는 데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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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무(Vulcanized Rubber)
합성고무는 생고무에 유황 같은 가황제를 가하여 고무 분자간에 결합을 강하게 하고 탄성, 인장
강도 등을 증가시킨 고무로서 고무보트에 사용되는 재질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합성
고무 드라이 슈트는 오존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고 강한 내구성을 위해 생고무와 합성물을 혼합
하여 만든다. 생고무를 주원료로 만들어져서 매우 부드러우며 신축성이 우수하다. 생고무만으로
슈트를 제작하였을 때는 부풀렸을 때 원하는 만큼 부풀 정도로 신축성이 뛰어났지만 합성고무로
만든 슈트보다는 내구성이 약해 찢기거나 흠집 등을 방지할 수는 없다. 목이나 손목 씰 등을 접
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솔기 없이 오로지 열과 압력만으로 만들어지고, 우수한 신축성을 가지
고 있으므로 몸에 잘 맞는다. 수선할 때도 안과 밖에서 용이하고, 수선한 곳도 영구적이며, 동일
소재의 수선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선을 한 후 5분 안에 사용도 가능하다.
합성고무 드라이 슈트는 보관 및 관리를 잘 해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

부틸 라미네이트 재질(Tri-butyl Laminate Material)
부틸 라미네이트 재질은 나일론과 부틸 고무가 겹쳐서 만들어지며, 내구성이 뛰어나며 무게는 가
벼워 착용하는데 부담감이 적다. 이 재질의 드라이 슈트는 구멍이나 흠집을 쉽게 수선할 수 있으
며 합성 고무 드라이 슈트처럼 빠르게 수선이 가능하다. 부틸 라미네이트 드라이 슈트는 주문 제
작이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드라이 슈트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몸에 잘 맞게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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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드라이 슈트의 구성요소와 액세서리

목씰

배출밸브

인플레이터 밸브

방수지퍼

손목 씰

소변지퍼

주머니

무릎패드

부츠

▲ 드라이 슈트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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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터 밸브(Inflater Valve)
보통 가슴 쪽에 달려 있으며 밸브의 버튼을 누르면 저압 공기가 슈트 속으로 들어간다.

인플레이터 호스(Inflater Hose)
저압용에만 사용하는 호스로 호흡기 1단계의 저압 홀(LP, Low Pressure)과 드라이 슈트 인플레
이터 밸브를 연결하여 드라이 슈트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사용한다.

배출 밸브(Exhaust Valve)
드라이 슈트의 배출 밸브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수동 밸브, 수동 파워 배출 밸브, 자동 밸브 등이
다. 배출 밸브는 일반적으로 드라이 슈트의 왼쪽 팔 위쪽에 위치하나 일부 드라이 슈트는 팔 아래
쪽이나 다리에도 위치할 수 있다. 드라이 슈트에서 공기를 모두 배출시킨 후에도 배출 버튼을 계
속 누르고 있으면 물이 들어 올 수도 있다.
- 표준 수동 배출 밸브 (Manual Exhaust Valve)
표준 수동 배출 밸브는 똑바로 서 있을 때만 드라이 슈트에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다. 수중에서
거꾸로 있을 때는 공기 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밸브를 열면 발과 밸브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하여 슈트로부터 공기가 빠져 나간다. 명칭에서 내포하듯이 표준 수동 배
출 밸브는 손으로 열어 주어야 하며 내부 스프링 작용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힌다.
- 수동 파워 배출 밸브 (Manual Power Exhaust)
수동 파워 배출 밸브는 슈트의 인플레이터 장치에 같이 인플레이터와 배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기능이 BCD와 유사하게 단일 호스에 있어서 슈트에서 공기를 강제로 배출
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터 호스가 흡입한다.
- 자동 배출 밸브 (Automatic Exhaust Valve)
자동 배출 밸브는 다이버의 어떤 조작 없이도 드라이 슈트에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상승 시 드라이 슈트 안의 일정한 부피의 공기를 유기하기 위하여 공기는 빠질 것이다. 자동
배출 밸브는 밸브가 적절히 조절되었을 때만 그리고 몸의 가장 높은 곳에서 공기가 배출된다. 밸
브에는 스프링이 들어있으며 시계 반대반향으로 돌렸을 때 완전히 열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완전히 닫힌다.
밸브에 있는 버튼 혹은 밸브 자체를 누르면 수동으로 공기가 한꺼번에 빠진다. 밸브가 드라이 슈
트의 팔에 있으면 다이버는 몸의 가장 높은 위치로 단지 팔을 드는 행동만으로 공기가 배출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빠르게 배출될 것이다. 팔을 아래로 내린다면 슈트의
어깨 부분으로 공기가 모일 것이며, 부력을 증가시켜 상승속도가 증가한다. 대부분의 자동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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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는 수동 배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도 다이버가 공기를 강제로 배출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수 지퍼(Waterproof Zippers)
세미 드라이 슈트들은 세미 방수 지퍼를 사용하는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드라이 슈트는 완벽한
방수 지퍼를 사용한다. 이들 지퍼는 웨트 슈트보다 드라이 슈트를 입고 벗기 편하도록 디자인되
고 부착되어 있다. 드라이 슈트 지퍼는 크기가 커야 하고 튼튼해야 한다. 드라이 슈트의 여러 제
품을 비교해보면 모든 지퍼들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지퍼의 긴 수명을 위해 내구성이 우수한 지퍼
를 선택해야 한다. 드라이 슈트의 지퍼는 등 뒤, 가슴 부위의 대각선 혹은 등 중간에서 가슴 중간
으로 장착된다. 등 지퍼는 슈트를 입기는 편하지만 버디가 지퍼를 닫아 주어야 한다. 이는 드라이
슈트 지퍼에 드라이슈트 내피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슴 대각선 지퍼는 지퍼를
닫기 위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입을 수 있다. 이들 슈트를 입을 때는 슈트의 추가된 여유부
분을 차례로 접고 포개서 한 번에 지퍼를 닫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퍼는 등(또는 앞) 지퍼와 소변 지퍼가 있는데 드라이 슈트에 소변 지퍼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맞춤일 경우 혹은 주문 시에 추가로 소변 지퍼를 부착하면 된다. 소변 지퍼는 등 지퍼처럼 자
주 지퍼 구리스를 발라 주어야 한다. 지퍼의 개수가 많을수록 누수의 확률이 높음으로 드라이 슈
트에서는 지퍼의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 좋다.

▲ 등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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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지퍼

슈트 멜빵(Suspenders)
슈트 멜빵은 드라이 슈트의 안쪽에 장착되어 있으며 슈트를 보다 편리하게 한다. 슈트가 다리 아
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지상에서 활동하기가 편리하다. 지상의 날씨가 더워서
슈트의 상체를 벗어도 슈트가 허리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중에서는 슈트가 가랑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수중 활동에서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발목 끈(Ankle Straps)
발목 끈은 슈트에서 또 다른 멋진 기능이다. 발목 끈은 드라이 슈트의 부츠 안에서 발을 편안하
게 잡아주어 발을 부츠에 잘 맞게 하는 역할을 한다. 수중에서 발목 끈은 거꾸로 내려갈 때 공기
가 부츠로 가는데 이 때 발을 잡아주는 역할과 슈트가 과 팽창되었을 때 핀이 분리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무릎 패드(Knee Pads)
거의 대부분의 드라이 슈트에는 무릎 패드가 붙어있다. 무
릎 패드는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수중사진촬영
과 같은 활동적인 다이빙에 특히 필요하다.

◀ 무릎패드

부츠(Attached Boots)
부츠가 부착되어 있는 드라이 슈트는 일반적으로 부츠가 부착되지 않은 것보다 방수 신뢰성이 높
다. 드라이 슈트의 모든 씰은 잠재적으로 물이 새는 원인된다. 발목의 씰이 제거된다면 잠재적으
로 두 곳에서 물이 새는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드라이 슈트에 부착되어 있는 부츠에는 세 가
지 종류가 있다. 부드러운 밑창의 부츠(일반적인 왯 슈트용 부츠와 비슷), 단단한 밑창의 부츠 혹
은 슈트의 직접 붙어있는 버선 같은 가벼운 부츠 등이다. 버선 부츠를 사용한다면 버선의 보호를
위하여 단단한 밑창의 부츠를 같이 착용해야 한다. 드라이
슈트에 가장 신뢰성 있는 형태는 슈트와 함께 제공되는 것
이다. 우수한 보온력의 부츠를 갖고 있는 드라이 슈트를 찾
아야 할 것이다. 슈트 자체에 붙어 있는 것이 방수와 보온
에 좋다. 대체로 부츠가 크므로 핀의 발집이 커야 한다. 부
츠가 너무 크면 불편하므로 적당히 맞는 것이 좋다.
▲ 부츠

Dry Suit Diving 11

주머니(Pockets)
주머니는 드라이 슈트에 접착제로 붙인다. 하지만 그 위치
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주머니에 실린더 스트랩이 가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 주머니

장갑(Glove)
보통 손목이 긴 슈트용 장갑을 사용하여 손목 씰 부분을 보온하도록 한다. 드라이 슈트에는 어
떠한 장갑이라도 끼워야 하며 차가운 물에서는 특별히 손의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드라이 슈트 다이빙의 최소한 장갑은 3mm, 다섯 손가락, 폼 네오플랜의 웨트 슈트 장갑이다. 차
가운 물에서는 5mm 네오플랜 장갑이나 5mm에 세 손가락 장갑이 필요하다. 드라이 슈트의 얇
은 손목 씰 부분의 보온을 위하여 손목 부분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목이 긴 장갑이 좋다. 아주
차가운 물에서 드라이 장갑은 선택이다. 슈트에 끼워 사용하는 얇은 라텍스나 네오플랜으로 된
것이 있으며, 이들은 속에 양모나 보온용 안감으로 보온을 한다.
드라이 장갑을 슈트에 붙이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링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스 다이빙 이나
오염된 물에서 다이빙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벙어리 장갑도 사용할 수 있다. 드라이 슈트에 방수장
갑을 연결할 수 있는 라텍스 손목 씰에 잭업링 시스템이나 스넵 온오프 같은 시스템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대웅슈트에서 공급하는 잭업 링 글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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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내부 씰이 없는 것

▲ 손목 내부 씰이 있는 것

슈트쪽
장갑쪽

접합부위
▲ 글로브
▲ 다이빙 컨셉(Diving Concepts)사의 스넵-온오프(Snap-On/Off) 드라이 장갑 세트

드라이 슈트 후드(Dry Suit Hoods)
후드에는 웨트와 드라이 등 2 종류가 있다. 선택은 수온과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웨트 후드는 Closed Cell 네오플랜 슈트에 사용되며 네오플랜으로 만들어진다. 그 기능은 일반적
으로 웨트 슈트 후드와 동일하다. 드라이 슈트용 웨트 후드는 일반
적으로 목 씰과 얼굴을 감싸도록 되어 있으며 드라이 슈트에는 붙어
있지 않다. 라텍스나 합성 고무로 만들어진 드라이 후드는 일반적으
로 드라이 슈트에 붙어있다.
머리를 통해서 50% 열의 손실이 이루어진다. 드라이 후드는 얼음과
같은 아주 차가운 물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대부분의 드라이
슈트에는 후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분리된 웨트 후드는 이런 슈트
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다이버들은 슈트에 부착된 후
▲ 드라이 슈트 후드

드보다는 분리된 웨트 후드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목 링(Neck Ring)
목 링은 목둘레보다 약간 큰 것으로 물 밖에서 목에 씌우는 단순한 원형 튜브이며, 이것은 수면
휴식시간에 슈트를 입고 있을 때 목을 편하게 해준다. 물에 들어 갈 때 이것을 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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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드라이 슈트의 내피
드라이 슈트는 슈트 내의 공기를 체열로 덥혀 보온을 한다는
점에서 웨트 슈트와는 다르다. 수중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도
록 공기층을 형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따뜻한 공기층을 만
들어 줄 수 있는 드라이 슈트 용 내피가 필요하다. 습기에 젖
어도 보온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또한 원피스 구조
가 편리하고, 포켓이 있으면 좋다. 보푸라기가 생기면 밸브에
끼일 염려가 있으므로 보푸라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좋다. 크
기는 몸에 약간 큰 것이 편하다. 그러나 드라이 슈트 내부가
너무 더우면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 다이빙에서 필요로 하
는 웨이트의 양은 드라이 슈트 안에 입는 내피의 종류와 두께
에 좌우된다. 웨이트의 양은 드라이 슈트 안에 입는 내피의 두
께를 바꿈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 드라이 슈트의 내피

06 ▶ 내피의 일반적인 재질
합성소재(Synthetic Pile)
합성소재(Synthetic Pile)는 “Wooly Bear(나방의 유충 모양의 섬유충전제)”
처럼 만들어지는 소
재이다. 이 소재로 만든 원피스 내피는 요즘 드라이 슈트 다이빙에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Wooly
Bear는 보통의 지상의 온도에서 아주 좋은 단열 효과가 발휘하나 수중에서는 단열 효과가 급격
히 감소한다. 수심에 따라 Wooly Bear는 심하게 눌리어 단열을 위해서는 적은 공기라도 슈트 안
에 남아 있어야 한다.
만일 드라이 슈트 안에 Wooly Bear를 사용했다면 매 다이빙을 마치고 슈트 안에 직물에 의한
보풀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점검하여 제거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풀들이 슈트의 배출 밸브
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 보풀들에 의해 밸브가 열린 상태로 되면 누수의 원인이 되어 슈트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고 보풀에 의해 밸브가 막히면 공기 배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틴슐레이트(Thinsulate)
틴슐레이트는 3M이라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합성소재의 명칭이다. 틴슐레이트가 드라이 슈트 내
피로 사용될 때는 2겹의 나일론 사이에 들어간다. 틴슐레이트는 비록 젖었을 때도 상당히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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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재 역할을 한다. 틴슐레이트의 세탁은 매우 중요해서 잘못하면 모든 보온력을 잃을 수도 있
다. 내피로서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주의 사항을 따라 조심스럽게
세탁해야 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Polystyrene Open Cell Foam)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는 지상에서나 수중에서나 동일한 보온력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보온재이
다. 수심에 따라 눌리지도 않고 세탁 또한 용이하다. 보풀 문제도 없다.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는
젖으면 매우 천천히 마르며 열효율도 떨어지지 않는다. 수중에서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는 다른 단
열재로 된 내피보다 웨이트의 양을 줄일 수 있다.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 내피의 드라이 슈트는
6~7mm의 웨트 슈트와 거의 동일한 웨이트를 사용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수지 내피가 축축하게
젖었을 때는 그 기능을 다 하지만 완전히 물에 젖었을 때는 그 기능 즉 보온력을 상실한다. 폴리
스티렌 발포 수지는 드라이 슈트 내피로 최상의 제품 중의 하나이다.

폴리프로필렌 라이너(Polypropylene Liners)
얇은 폴리프로필렌 라이너는 아주 차가운 물에서 추가적인 보온을 위하여 드라이 슈트 내피의 안
쪽에 입는다. 폴리프로필렌은 드라이 슈트 안쪽 면의 습기(땀)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폴리프로필렌
내피는 적당한 수온에서 단독으로 입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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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드라이 슈트의 추가 보온재
깊은 수심을 타거나 수온이 낮은 극한 상황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보온을 위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거나 아이스 브레이커와 같은 별도의 발열 장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생리학적으로 불활성기체인 아르곤 가스 또한 드라이 슈트 다이빙을 위한 추가 보온재로 사용할
수 있다. 아르곤 가스는 일반 압축 공기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보온 효과가 있으며, 드라이 슈
트 재질에 어떠한 해도 없다. 이것은 1단계 기능을 갖춘 별도의 실린더를 통하여 드라이 슈트 인
플레이터 호스를 통해 공급된다.
아이스 브레이커는 모든 종류의 드라이 슈트 및 내피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극한 상황에서도 따
뜻한 체온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42°
C의 온도로 계속해서 체온 상승을 도와 극한적 수중환경에
서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따뜻한 체온을 유지시킨다. 앞판과 뒷판 속에 내장되어 있는 비트가
열기를 발생시켜 주는 핵심이다. 독특한 물성은 전기적 성분이 없기 때문에 물에 완전히 젖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 아르곤가스 시스템과 아이스 브레이커

•	드라이 슈트내에서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핫 팩은 고열이 발생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고, 발열
자켓은 침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고용량의 배터리를 몸 가까이 두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현명하다.

Tip

•	드라이 슈트 다이빙에서 EAN(나이트록스)를 오래 사용하면 드라이 슈트 재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 드라이 슈트 다이빙에서 고농도 산소의 나이트록스에 대하여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고
농도 산소는 드라이 슈트 재질의 부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 나이트록스 다이빙 시에는 슈트
인플레이션을 위하여 압축 공기나 아르곤 가스가 담긴 추가의 작은 실린더의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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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드라이 슈트의 선택 방법
드라이 슈트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품의 브랜드와 품질
제조회사가 드라이 슈트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제품을 만들어 왔
는가를 알아보고, 제품에 내가 원하는 필요한 기능과 부품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맞춤과 기성복 선택
드라이 슈트는 가랑이가 꼭 맞고 무릎 꿇기가 불편한 것은 작다. 몸을 뻗고 양팔을 머리 위로 편
하게 쭉 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래서 신체가 평균적인 사람은 기성복도 사용하는데 불편함
이 없다. 그러나 신체 구조가 특이하거나 개인적으로 독특한 구조를 원하면 맞춤 드라이 슈트를
구입할 수도 있다.

수리의 용이성
드라이 슈트를 A/S 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로 직접 보내는 것이다. 이때 A/S를 얼마나 빨리 정확
하게 잘해주는가를 알아본다.

보증 기간
드라이 슈트의 보증수리 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부 드라이 슈트는 무상 보증
이 아주 짧거나 유상 보증을 해주는 반면, 일부는 물이 새는 것에 대하여서도 무상 보증을 해주
는 곳도 있다.

적당한 가격
드라이 슈트를 사는 것은 웨트 슈트를 사는 것같이 쉬운 일은 아니다. 드라이 슈트는 초기 비용
이 많이 든다. 그러나 드라이 슈트는 매우 편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반
영해 보면 결코 비싼 투자는 아닐 것이다. 같은 드라이 슈트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드라이 슈
트를 구입할 때 가격문제도 비교해 봐야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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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드라이 슈트의 크기
대부분의 드라이 슈트는 넉넉한 크기로 디자인되기 때문에 극소수 사람들만 맞춤이 필요하다. 대
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90%가 맞을 수 있는 4~5가지 크기로 생산을 한다. 만일 독립 기
포 구조(Closed Cell) 네오플랜 슈트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들 슈트는 다리와 팔은 잘 맞도록
하고 몸은 여유가 있게 한다. 압착(Crushed) 네오플랜 드라이 슈트는 독립 기포 구조 네오플랜
드라이 슈트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몸에 잘 맞게 입으나 웨트 슈트처럼 꼭 맞지는 않는다.
맞춤 드라이 슈트의 장점은 넉넉한 기성 드라이 슈트보다는 몸에 알맞아 공기에 의한 부력 문제
가 적은 장점이 있다. 여유 공간이 적은 맞춤 드라이 슈트는 넉넉한 기성 드라이 슈트보다 웨이트
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수중에서는 물의 저항을 덜 받아서 활동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드라이 슈트의 적절한 선택 요소는 슈트의 길이이다. 슈트가 가랑이가 낀다든가 웅크리거나 무릎
을 굽혔을 때 불편하면 작다고 봐야 한다. 적절
하게 맞지 않으면 수중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
이 생긴다. 팔, 다리를 움직여서 편안해야 한다.
너무 큰 슈트 또한 문제가 있다. 슈트가 가랑이
아래로 10Cm 이상 크다면 슈트가 너무 크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너무 긴 슈트는 수중에
서 발이 부츠에서 빠질 수도 있는 등 많은 문제
점이 있다.
또한 신체의 크기에 비해 발이 작거나 큰 사람
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최근에는 기성
드라이 슈트에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의 부츠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업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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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드라이 슈트에 관련된 장비 세팅
목 씰 트리밍(Neck Seal Trimming)
새로 구입한 드라이 슈트는 목 씰을 트리밍하는데
목에 꼭 끼이지 않고 편안하게 맞을 때까지 조금씩
자르며 목에 맞추어 본다. 이때 절대로 한 번에 너무
많이 자르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씰의 둘레가 목의
둘레보다 15% 정도 작게 되게 자르는 것이 알맞다.

▲ 목씰 트리밍

인플레이터 호스(Inflater Hose) 연결
호흡기 1단계의 저압(L.P) 홀에 드라이 슈트에 연결
할 인플레이터 호스를 장착한다.

◀ 호흡기 1단계에 인플레이터 호스 연결

BCD와 핀 스트랩 조절
평소 웨트 슈트에 꼭 맞게 해 놓은 BCD는 드라이 슈트를 입은 몸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
다. 드라이 슈트는 웨트 슈트보다 슈트를 착용한 가슴둘레가 크다 그래서 BCD의 스트랩을 조절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드라이 슈트의 부츠에 맞게 핀 스트랩을 조절하는 일이다. 드라
이 슈트 부츠는 웨트 슈트 부츠보다 크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의 핀 포켓이 필요로 하며, 이에 맞
게 스트랩의 길이도 조정을 해야 한다.

웨이트 벨트의 무게 결정
드라이 슈트는 웨트 슈트보다 부력이 더 많기 때문에 웨이트 벨트도 더 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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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드라이 슈트의 관리
세척
다이빙이 끝난 후 드라이 슈트는 민물로 세척한다. 드라이 슈트의 외부는 지퍼를 닫고 목과 손목
씰(Seal)을 고무 밴드로 묶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후 민물에 담그거나 호스로 물을 뿌려 세
척한다. 이것이 번거로우면 다이빙 후 드라이 슈트를 입은 채로 물을 뿌려 세척을 해도 된다. 슈트
안에 바닷물이 들어가거나 땀이 배어 있으면 내부까지 세척하여도 상관이 없다. 배출 밸브와 저압
주입구를 통하여 민물을 통과시켜 세척해야 한다.

▲	드라이 슈트를 세척하기 위해 목과 손목씰을 고무
밴드로 묶어 민물에 담근다.

▲	민물에 담근다.

목과 손목 부분의 라텍스 씰은 주기적으로 연
한 비눗물에 씻어 인체의 지방질이 고무를 부
식시키는 원인을 제거한다. 활석 가루(Talcum
Powder)를 뿌려둔다. 지퍼는 왁스를 바르거
나 양초로 문질러 부드럽게 해둔다. 실리콘 윤
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끔 비눗
물과 부드러운 칫솔로 안팎을 닦아준다. 밸브
는 먼지, 이물질이 끼거나 누적되지 않도록 주
기적으로 민물을 사용해 닦아 준다. 제조회사
의 지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 활석가루(Talcu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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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를 입은 채로 샤워기로 세척하는 방법

건조
드라이 슈트는 세척 후에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이때 그늘에 거꾸로 걸어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내부가 젖었다면 뒤집어서 건조시켜야 한다. 내부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보관 중에 곰팡이가 발생
한다.

▲ 드라이 슈트의 건조

보관
보관할 때에는 지퍼가 꺾이지 않게 드라이 슈트 행거를 이용하여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다. 걸어
놓을 경우에도 지퍼를 개방시킨 채 보관한다. 파이프에 걸쳐 둘 때는 지퍼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
도록 허리 부분을 걸친다. 이때 허리부분이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굵은 파이프 같은 곳에 걸
친다. 가방에 넣어 보관할 때는 지퍼를
완전히 개방시킨 상태로 느슨하게 말아
서 넣는다. 이 때 부츠 쪽을 나란히 꺾
어서 말되, 지퍼가 바깥쪽으로 나오도
록 한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보
관한다. 다이빙을 하기 위해 드라이 슈
트를 옮길 때는 다른 장비에 의해 구멍
이 나거나 밸브가 파손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별도의 가방에 느슨하게 말
▲ 드라이슈트는 느슨하게 말아서 보관 또는 운반

아서 운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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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드라이 슈트의 크게 훼손된 것은 제조회사에 맡겨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는 제
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이버가 직접 수리가 가능하다. 드라이 슈트는 대부분 작은 구멍이나 물
이 새는 틈을 수리하기 위해 패치 키트가 있다. 이때 자신의 슈트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료나
권장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누수 점검
만약 드라이 슈트가 누수가 생겼다면 먼저 밸브와 씰을 점검한다. 만약 밸브나 씰이 아니라면 슈
트 자체에 성게 가시나 날카로운 것에 의해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경우이다. 드라이 슈트의 작은 구
멍을 찾는 방법은 지퍼를 닫고 모든 씰을 고무밴드로 묶은 후 바람을 넣고 바람이 새는 곳을 찾
는 것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물속에 담가서 버블이 생기는 곳을 찾거나 비눗물로 표면을 문지르
면 비눗방울이 생기는 곳이 찾는 것이다.

▲ 물속에 담궈서 기포가 일어나는 곳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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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드라이 슈트 다이빙 기술

스쿠바다이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드라이 슈트를 착용하고 다이빙을 할 수 있다. 그러
나 처음에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강사로부터 스페셜티 드라이 슈트 다이빙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경험이 많은 상급 다이버라도 처음으로 드라이 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하려면 별도의 드라이
슈트 다이빙 교육과 훈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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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드라이 슈트의 입기와 벗기
드라이 슈트를 입기 전에 먼저 내피를 입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드라이 슈트를 입을 때 손목시
계, 장신구들을 벗고 입어야 한다. 잘못하면 목 씰이나 손목 씰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손목 씰 아래에 내피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목 위를 바짝 당겨 입는다. 목 씰은 엄지를 제
외한 양손 8개 손가락을 넣어 손바닥 힘으로 씰을 늘린 후 한 번의 동작으로 머리에서 목까지 넣
는다. 그리고 목 씰을 목을 조이지 않게 위치를 잡는다. 심하게 쪼이는 목 씰은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 의식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일부의 네오플랜 목 씰이나 손목 씰은 안으로 접어 넣도록 된 것
도 있다. 등 지퍼는 팔을 어깨와 수평으로 쫙 펴진 상태에서 버디가 채워준다. 균형 있게 지긋이
힘을 주어 천천히 끝까지 당겨 주어야 한다. 이때 지퍼사이에 내피나 헝겊 보푸라기 같은 것이 끼
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슈트를 입고 지퍼를 잠근 다음 슈트 속에 과
도하게 들어있는 공기가 입수했을 때 부풀
지 않도록 배기밸브를 눌러 배출시켜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몸을 웅크리고 배기밸
브를 열거나 목 씰을 잡고 살짝 열어서 슈트
속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킨다.
드라이 슈트를 벗을 때는 짝이 지퍼를 열어
주고 엄지를 제외한 양 손 8개 손가락을 목
씰에 집어넣고 손바닥의 힘으로 목 씰을 늘
린 후 한꺼번에 머리를 통과시켜 벗는다. 다
음으로 손목은 엄지를 제외한 반대편 손 4개
손가락을 손목 씰에 집어넣어 손을 통과시켜
벗는다.

▲ 드라이 슈트의 입기와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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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드라이 슈트 다이빙에서 웨이트 벨트와 BCD의 착용
웨이트 벨트 시스템
드라이 슈트는 웨트 슈트보다 더 무거운 웨이트
를 착용해야 하므로 무게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
다. 허리뿐만 아니라 발목과 BCD에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 발목 웨이트 착용

BCD(Buoyancy Control Device)
드라이 슈트에 저압의 인플레이터 밸브와 배출 밸브가 장착되어 있지만 드라이 슈트 다이빙에서
BCD를 착용하는 것은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 드라이 슈트 밸브는 슈트 압착을 방지하고 내피 주
변에 공기의 형성을 방지하는 등의 슈트 내부의 공기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BCD는 수면에서의 양성 부력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수면 부양을 위하여 드라
이 슈트를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목 씰이 압박되어 현기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목 씰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씰을 통해 물이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드라이 슈트에 사용하는 BCD
의 형태는 밸브의 위치나 개인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드라이 슈트에는 백 마운트형 BC
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BCD를 착용한 다음 호흡기에 장착된 저압 인플레이터 호스를 겨드랑이 아래로 해서 슈트의 인
플레이터 밸브와 연결해야 한다. 인플레이터 밸브를 살짝 눌러 밸브의 작동을 확인한다. 마지막으
로 후드와 장갑을 착용한다.

▲ 드라이 슈트에 인플레이터 호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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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드라이 슈트 다이빙의 기술
웨이트 벨트의 조절
BCD와 슈트 속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한 상태에서 수면이 눈높이에 있도록 하고, 호흡조절로 하
강할 수 있어야 한다. 탱크에 50Bar의 공기가 남았을 때 5m의 수심에서 안전정지를 할 수 있는
웨이트의 무게가 최적의 상태이다.

▲ 웨이트 벨트의 조절

수면에서 부력 조절
수면에서 슈트속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킨 상태에서 부력조절은 BCD로만 한다. 수면에서 슈트에
공기가 들어가면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공기가 위로 몰려 목 부분을 압박한다.

하강하는 방법
BCD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킨 상태로 호흡조절로 하강을 한다. 하강 도중의 하강 속도가 빠르
면 부력조절은 BCD로 하지 말고 드라이 슈트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공기는 짧게
조금씩 자주 넣도록 한다. 이것은 슈트 압착방지, 적절한 공기 공급으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슈
트에 적절한 공기가 채워지면 다음에는 BCD로 부력조절을 한다. 수면에서 부력조절을 정확히 하
였으면 수중에서 부력조절은 드라이 슈트에 공기 주입만으로도 충분하다.

수중에서 유영하는 방법
드라이 슈트 다이빙은 저항이 많으므로 천천히 유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몸은 수평을 유지하여
야 균형을 잡기가 편하다. 다리를 몸보다 위로 올리면 다리 쪽에 공기가 몰려서 불편하게 된다.

26

상승하는 방법
먼저 BCD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고 중성부력을 유지한 다음 천천히 상승한다. 이때 팽창되는
공기만큼 슈트 안의 공기를 배출시킨다. BCD의 공기가 남아 있으면 BCD의 공기도 함께 배출시켜
중성부력을 유지하며 상승한다. 공기의 배출은 조금씩 자주 해주고 지나친 양성부력을 만들지 않
도록 한다. 똑바로 선 자세로 상승해야 공기의 배출이 쉽다.

04 ▶ 드라이 슈트 다이빙에서 비상사태의 대응책
드라이 슈트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부력조절이 어렵게 된다. 드라이 슈트 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지퍼가 약간 열려 있는 경우, 씰이 찢어진 경우, 밸브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 이음새가
잘못된 경우, 슈트에 구멍이 난 경우 등이다. 이때는 다이빙을 즉시 중단하고 BCD로 부력을 조절
하여 정상적인 상승속도로 천천히 상승한다. 필요하면 웨이트 벨트를 벗어 버린다.
슈트 속에 공기가 과도하게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경우는 저압 인플레이터가 고장이 난 경우인데 이
때는 인플레이터 호스를 슈트와 분리시키고 공기를 배출시킨다. 배출 밸브로 배출시키기에 너무
많은 공기라면 목 씰을 살짝 들치거나 손목을 위로 뻗고 손목 씰을 살짝 벌려서 공기가 한꺼번에
빠지도록 한다. 이때는 슈트 내부로 물이 약간 들어오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 목 씰을 살짝 들쳐 공기를 한꺼번에 빼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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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쪽에 과다한 공기기 몰린 경우에 배출하는 방법

다리 쪽에 과다한 공기가 몰린 경우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오그리며 상체를 위쪽으로 한 자세
를 취한 후 같은 방법으로 공기를 배출시킨다. 아래로 핀 킥을 힘차게 하여 내려간 다음 몸을 바
로 세우고 공기를 배출시킨다. 다리를 쭉 펼쳐야 무릎 아래쪽의 공기가 잘 빠져 나간다. 이런 경우
를 대비하여 발목 웨이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드라이 슈트 다이빙에서 웨이트 벨트를 풀어져 잃어버린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이때를 대비하여
웨이트를 BCD와 발목에 분산시켜 착용하면 유리하다. 웨이트 벨트가 풀어져 잃어버리면 가능한
한 빨리 BCD와 슈트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킨다. 슈트의 공기를 빨리 배출하는 방법은 팔을 위
로 하고, 위로 한 팔의 손목 씰을 잡고 손가락을 넣어 벌리면 된다. 이때 물이 조금 들어오는 것
은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사지를 쭉 벌리고 저항을 많이 주어 상승속도를 가능한 한 느리게 한
다. 만약 하강라인이 가까이 있으면 하강라인을 잡아 상승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때 상승하는
동안 절대로 숨을 참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드라이 슈트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점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말
아야 한다. 고장이 난 장비는 전문가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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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드라이 슈트 다이빙의 훈련과 연습책
드라이 슈트 다이빙 훈련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습한다. 이때 하강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에서 연습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다.

·	웨이트 벨트가 적절한지 수면에서 체크해 본다. BCD와 슈트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고 숨을
들여 마실 때 수면이 눈높이에 오는 수준을 점검한다.

·	숨쉬기로 하강을 하는데 하강 속도가 빠르면 슈트에 공기를 조금씩 넣으면서 중성부력을 맞
춘다.

·	수중에서 중성부력을 자주 체크하며 호버링한다.
·	중성부력 상태에서 인플레이터 밸브와 배기밸브를 동시에 개방시켜서 슈트 속으로 들어가는 공
기의 양과 배출되는 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느껴본다. 이때 공기가 너무 많이 주입되어 갑
자기 상승하지 않도록 팔이나 다리로 하강라인에 걸치고 한다.

·	수심 10m 정도에서 슈트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고 슈트의 압착을 느껴본다.
·	인플레이터 밸브가 고장이 난 상황을 가정하여 호스를 재빨리 분리시키고 초과된 공기를 배기
밸브를 통하여 배출시켜 본다. 손목이나 목 씰을 당겨서 공기를 배출하는 연습은 육상에서 해
도 된다.

·	다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수영하다가 발쪽으로 공기가 몰렸을 때 다리를 오그려 공중제비하여
상체를 바로 세우고 공기를 배출해 본다.

·	슈트에 공기를 약간 넣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오
그렸다 펼쳐서 몸을 누이고 저항을
받게 하면서 공기를 배출시켜 본다.

·	머리가 아래쪽에 향해 있을 때 공기
를 넣어 떠오르려고 하면 아래쪽을
향해 핀 킥을 하여 부력을 감소시
킨 다음 머리를 위로 향한 자세로
전환하여 공기를 배출해 본다.

·	다이빙이 끝난 후에 드라이 슈트의
세척, 관리, 보관 요령을 매뉴얼대
로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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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슈트 다이빙에서의 기본적인 10가지 수칙
1. 항상 최신의 드라이 슈트 다이빙 절차와 기술을 익혀둔다.
2. 	수면에서의 부력조절은 BCD를 사용하고, 수중에서의 부력조절은 드라이 슈트를 사용
한다.
3.	자신의 장비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비상 절차 시에는 어떻게 사용하
는지 알아둔다.
4. 	드라이 슈트 다이빙 절차와 기술이 습관처럼 될 때까지 수영장에서 연습한다.
5. 버디끼리 상대방의 드라이 슈트에 대해 잘 알아둔다.
6. 	수온과 자신의 다이빙 형태에 맞는 올바른 보온을 유지하게 한다.
7.	수면에서 중성부력이 되도록 웨이트를 조절하고, 과도한 웨이트를 차지 않도록 한다.
공기탱크에 50bar가 남았을 때 5m에서 반드시 안전정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8. 	다이빙을 하기 전에 매번 슈트 밸브, 지퍼 그리고 씰을 검사한다.
9.	매번 다이빙을 마친 뒤에는 슈트와 밸브를 세척하고, 슈트를 올바르게 보관한다. 물이
새는지 확인하고 매년 한 차례씩 전문가의 수리를 받도록 한다.
10.	자신의 드라이 슈트의 한계를 알아두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억제할 수
없는 추위를 느끼면 즉시 다이빙을 중단하고 몸을 말리고 보온을 유지한다.

◆ 참조문헌 ◆
1. 양근택, 다이빙 이론과 실제, 풍등출판사
2. SSI, Dry Suit Diving manual
3. SDI, Advanced Adventure Manual
4. PADI, Adventures in Diving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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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드라이 슈트 사이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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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슴둘레

cm

B. 허리둘레

cm

C. 엉덩이 둘레

cm

D. 키

cm

E. 다리 안기장

cm

F. 손목에서 손목

cm

G. 발 사이즈

cm

H. 상체둘레

cm

I. 허벅지 둘레

cm

J. 종아리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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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맞춤 부츠 사이즈표

드라이수트 유리관리 방법

드라이수트 사이즈

부츠 사이즈

XS

230 ~ 240mm

S

240 ~ 250mm

M

250 ~ 260mm

L

250 ~ 270mm

XL

260 ~ 280mm

드라이수트는 다이빙 후 관리에 따라 수명이
좌우됩니다.
■ 다이빙 후 차가운 수돗물로 외부를 씻어줍니다.
■ 다이빙 후 지퍼에 왁스를 발라 줍니다.
■ 지퍼가 꺾이지 않게 보관합니다.
■ 지퍼는 잠근 후 5cm 쯤 벌려서 보관합니다.
■ 목씰과 손목씰에는 탈콤 파우더를 칠해줍니다.
■	내부에서 냄새가 날 때에는 따뜻한 물(30°C~40°C)에 연성
세재를 풀어서 가볍게 세척 후 씻어줍니다.
■ 보관 시 드라이수트 행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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