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BEST

순번 이미지 품      명 제품설명 규 격 옵션 바코드번호 소비자가

1 monthly mat

 - 1달의 스케쥴을 정리할 수 있는 스케쥴러

 - 매트 + 월 계획표 14장 + 연 계획표 1장으로 구성

 - 덮개가 있어 필기한 내용이 묻어나지 않으며 마우스 패드용 PVC로 되어 있

어 마우스 사용에 용이함

 - 앞 덮개를 모서리에 끼워 고정 가능하며 뒤에는 연 계획표가 있어 스케쥴

관리에 용이

 - 사용하고자 하는 달에 날짜를 적는 만년형 계획표

 - 내지는 별도 구매 가능

 - 재료: 일반 PVC, 마우스용 반투명

PVC, 종이

- 크기: 350mmx250mm

- 중량: 385g

- 컬러: 2color

pink 8809214833327 6,800            

2 monthly mat

 - 1달의 스케쥴을 정리할 수 있는 스케쥴러

 - 매트 + 월 계획표 14장 + 연 계획표 1장으로 구성

 - 덮개가 있어 필기한 내용이 묻어나지 않으며 마우스 패드용 PVC로 되어 있

어 마우스 사용에 용이함

 - 앞 덮개를 모서리에 끼워 고정 가능하며 뒤에는 연 계획표가 있어 스케쥴

관리에 용이

 - 사용하고자 하는 달에 날짜를 적는 만년형 계획표

 - 내지는 별도 구매 가능

 - 재료: 일반 PVC, 마우스용 반투명

PVC, 종이

- 크기: 350mmx250mm

- 중량: 385g

- 컬러: 2color

gray 8809214833334 6,800            

3 monthly paper
 - 사용하고자 하는 달에 날짜를 적는 만년형 계획표

 - 월 계획표 14장 + 연 계획표 1장으로 구성

 - 재료: 필기용 백색 모조지

- 크기: 340mmx240mm

- 중량: 180g

8809214833341 2,400            

4 desk mouse mat

 - 마우스 패드가 포함된 책상정리용 매트

 - 매트 안쪽에 보관할 서류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 비닐에 끼워서 사용

 - 매트를 크게 하나로 덮어 최대 A4 3장까지 넣을 수 있음

 - 매트 전면에 마우스 패드용 PVC를 사용하여 마우스 감도가 좋음

 - 눈금자가 인쇄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

 - 상단을 눌러 필기구가 구르지 않음

 - 폼보드를 사용하여 바닥에 놓았을때 잘 미끄러 지지 않음

 - 재료: DS, pvc(마우스용 반투명 PVC)

- 크기: 650mmx330mm

- 중량: 300g

- 컬러: 4color

hotpink 8809214833358 13,200          

플레플레 제품리스트(이미지 리스트)



5 desk mouse mat

 - 마우스 패드가 포함된 책상정리용 매트

 - 매트 안쪽에 보관할 서류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 비닐에 끼워서 사용

 - 매트를 크게 하나로 덮어 최대 A4 3장까지 넣을 수 있음

 - 매트 전면에 마우스 패드용 PVC를 사용하여 마우스 감도가 좋음

 - 눈금자가 인쇄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

 - 상단을 눌러 필기구가 구르지 않음

 - 폼보드를 사용하여 바닥에 놓았을때 잘 미끄러 지지 않음

 - 재료: DS, pvc(마우스용 반투명 PVC)

- 크기: 650mmx330mm

- 중량: 300g

- 컬러: 4color

babypink 8809214833365 13,200          

6 desk mouse mat

 - 마우스 패드가 포함된 책상정리용 매트

 - 매트 안쪽에 보관할 서류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 비닐에 끼워서 사용

 - 매트를 크게 하나로 덮어 최대 A4 3장까지 넣을 수 있음

 - 매트 전면에 마우스 패드용 PVC를 사용하여 마우스 감도가 좋음

 - 눈금자가 인쇄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

 - 상단을 눌러 필기구가 구르지 않음

 - 폼보드를 사용하여 바닥에 놓았을때 잘 미끄러 지지 않음

 - 재료: DS, pvc(마우스용 반투명 PVC)

- 크기: 650mmx330mm

- 중량: 300g

- 컬러: 4color

mint 8809214833372 13,200          

7 desk mouse mat

 - 마우스 패드가 포함된 책상정리용 매트

 - 매트 안쪽에 보관할 서류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 비닐에 끼워서 사용

 - 매트를 크게 하나로 덮어 최대 A4 3장까지 넣을 수 있음

 - 매트 전면에 마우스 패드용 PVC를 사용하여 마우스 감도가 좋음

 - 눈금자가 인쇄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

 - 상단을 눌러 필기구가 구르지 않음

 - 폼보드를 사용하여 바닥에 놓았을때 잘 미끄러 지지 않음

 - 재료: DS, pvc(마우스용 반투명 PVC)

- 크기: 650mmx330mm

- 중량: 300g

- 컬러: 4color

darkgray 8809214833389 13,200          

8 ololo cardcase_S

 - 목에 걸수 있는 카드케이스

 - 세련된 패턴을 디지털 인쇄하여 고급스러움

 - 앞, 뒤 총 3개의 슬릿

 - 재료: PU, DS, PVC, Metal

 - 크기: 105mmX70mm

 - 중량: 50g

 - 컬러: 4color

navy

flower
8809214932808 12,800          

9 ololo cardcase_S

 - 목에 걸수 있는 카드케이스

 - 세련된 패턴을 디지털 인쇄하여 고급스러움

 - 앞, 뒤 총 3개의 슬릿

 - 재료: PU, DS, PVC, Metal

 - 크기: 105mmX70mm

 - 중량: 50g

 - 컬러: 4color

cherry

blossom
8809214932815 12,800          

10 ololo cardcase_S

 - 목에 걸수 있는 카드케이스

 - 세련된 패턴을 디지털 인쇄하여 고급스러움

 - 앞, 뒤 총 3개의 슬릿

 - 재료: PU, DS, PVC, Metal

 - 크기: 105mmX70mm

 - 중량: 50g

 - 컬러: 4color

fresh

leaves
8809214932822 12,800          



11 ololo cardcase_S

 - 목에 걸수 있는 카드케이스

 - 세련된 패턴을 디지털 인쇄하여 고급스러움

 - 앞, 뒤 총 3개의 슬릿

 - 재료: PU, DS, PVC, Metal

 - 크기: 105mmX70mm

 - 중량: 50g

 - 컬러: 4color

cool blue 8809214932839 12,800          

12 ololo cardcase_L

 - 목에 걸수 있는 카드케이스

 - 세련된 패턴을 디지털 인쇄하여 고급스러움

 - 폴더 형태로 만들어 내부에 거울 내장

 - 카드와 현금등을 수납 할 수 있음

 - 재료: PU, DS, PVC, Mirror, Metal

 - 크기: 220mmX70mm

 - 중량: 80g

 - 컬러: 4color

navy

flower
8809214932846 14,800          

13 ololo cardcase_L

 - 목에 걸수 있는 카드케이스

 - 세련된 패턴을 디지털 인쇄하여 고급스러움

 - 폴더 형태로 만들어 내부에 거울 내장

 - 카드와 현금등을 수납 할 수 있음

 - 재료: PU, DS, PVC, Mirror, Metal

 - 크기: 220mmX70mm

 - 중량: 80g

 - 컬러: 4color

cherry

blossom
8809214932853 14,800          

14 ololo cardcase_L

 - 목에 걸수 있는 카드케이스

 - 세련된 패턴을 디지털 인쇄하여 고급스러움

 - 폴더 형태로 만들어 내부에 거울 내장

 - 카드와 현금등을 수납 할 수 있음

 - 재료: PU, DS, PVC, Mirror, Metal

 - 크기: 220mmX70mm

 - 중량: 80g

 - 컬러: 4color

fresh

leaves
8809214932860 14,800          

15 ololo cardcase_L

 - 목에 걸수 있는 카드케이스

 - 세련된 패턴을 디지털 인쇄하여 고급스러움

 - 폴더 형태로 만들어 내부에 거울 내장

 - 카드와 현금등을 수납 할 수 있음

 - 재료: PU, DS, PVC, Mirror, Metal

 - 크기: 220mmX70mm

 - 중량: 80g

 - 컬러: 4color

cool blue 8809214932877 14,800          

16
ololo passport

cover

 - 세련된 패턴을 인쇄한 간단한 여권 커버

 - 좌측에 카드와 현금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우측에 여권 수납 및 필기구를 꽂을 수 있는 pvc 링 마련

 - 디지털 프린팅으로 프린팅이 벗겨지지 않으며 안감을 배색하여 세련됨

 - 재료: PU, DS, PVC

 - 크기: 135mmX100mm

 - 중량: 60g

 - 컬러: 4color

navy

flower
8809214932884 11,500          

17
ololo passport

cover

 - 세련된 패턴을 인쇄한 간단한 여권 커버

 - 좌측에 카드와 현금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우측에 여권 수납 및 필기구를 꽂을 수 있는 pvc 링 마련

 - 디지털 프린팅으로 프린팅이 벗겨지지 않으며 안감을 배색하여 세련됨

 - 재료: PU, DS, PVC

 - 크기: 135mmX100mm

 - 중량: 60g

 - 컬러: 4color

cherry

blossom
8809214932891 11,500          

18
ololo passport

cover

 - 세련된 패턴을 인쇄한 간단한 여권 커버

 - 좌측에 카드와 현금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우측에 여권 수납 및 필기구를 꽂을 수 있는 pvc 링 마련

 - 디지털 프린팅으로 프린팅이 벗겨지지 않으며 안감을 배색하여 세련됨

 - 재료: PU, DS, PVC

 - 크기: 135mmX100mm

 - 중량: 60g

 - 컬러: 4color

fresh

leaves
8809214932907 11,500          



19
ololo passport

cover

 - 세련된 패턴을 인쇄한 간단한 여권 커버

 - 좌측에 카드와 현금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우측에 여권 수납 및 필기구를 꽂을 수 있는 pvc 링 마련

 - 디지털 프린팅으로 프린팅이 벗겨지지 않으며 안감을 배색하여 세련됨

 - 재료: PU, DS, PVC

 - 크기: 135mmX100mm

 - 중량: 60g

 - 컬러: 4color

cool blue 8809214932914 11,500          

20
ololo

pencase

 - 열자루 정도 수납 가능 한 필통

 - 테두리를 파이핑 처리하여 모양이 잘 잡히고 튼튼함

 - 앞은 패턴의 디지털 프린팅, 뒷면을 배색하여 단조롭지 않음

 - 재료: PU, Zipper, Metal

 - 크기: 70mmX200mm

 - 중량: 40g

 - 컬러: 4color

navy

flower
8809214932921 12,900          

21
ololo

pencase

 - 열자루 정도 수납 가능 한 필통

 - 테두리를 파이핑 처리하여 모양이 잘 잡히고 튼튼함

 - 앞은 패턴의 디지털 프린팅, 뒷면을 배색하여 단조롭지 않음

 - 재료: PU, Zipper, Metal

 - 크기: 70mmX200mm

 - 중량: 40g

 - 컬러: 4color

cherry

blossom
8809214932938 12,900          

22
ololo

pencase

 - 열자루 정도 수납 가능 한 필통

 - 테두리를 파이핑 처리하여 모양이 잘 잡히고 튼튼함

 - 앞은 패턴의 디지털 프린팅, 뒷면을 배색하여 단조롭지 않음

 - 재료: PU, Zipper, Metal

 - 크기: 70mmX200mm

 - 중량: 40g

 - 컬러: 4color

fresh

leaves
8809214932945 12,900          

23
ololo

pencase

 - 열자루 정도 수납 가능 한 필통

 - 테두리를 파이핑 처리하여 모양이 잘 잡히고 튼튼함

 - 앞은 패턴의 디지털 프린팅, 뒷면을 배색하여 단조롭지 않음

 - 재료: PU, Zipper, Metal

 - 크기: 70mmX200mm

 - 중량: 40g

 - 컬러: 4color

cool blue 8809214932952 12,900          

24
easy cardcase-

namecard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

 - 한면에 I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창, 뒷면에 2개의 슬릿

 - 재료: DS, 금속

 - 크기: 105x70(mm)

 - 중량: 40g

 - 컬러: 4color

hotpink 8809214931641 11,500           

25
easy cardcase-

namecard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

 - 한면에 I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창, 뒷면에 2개의 슬릿

 - 재료: DS, 금속

 - 크기: 105x70(mm)

 - 중량: 40g

 - 컬러: 4color

babypink 8809214931658 11,500           

26
easy cardcase-

namecard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

 - 한면에 I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창, 뒷면에 2개의 슬릿

 - 재료: DS, 금속

 - 크기: 105x70(mm)

 - 중량: 40g

 - 컬러: 4color

mint 8809214931665 11,500           



27
easy cardcase-

namecard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

 - 한면에 I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창, 뒷면에 2개의 슬릿

 - 재료: DS, 금속

 - 크기: 105x70(mm)

 - 중량: 40g

 - 컬러: 4color

darkgray 8809214931672 11,500           

28
easy cardcase-

mirror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

 - 앞면에 거울, 뒷면에 2개의 슬릿

 - 재료: DS, 금속, 거울

 - 크기: 105x70(mm)

 - 중량: 50g

 - 컬러: 4color

hotpink 8809214931603 12,500           

29
easy cardcase-

mirror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

 - 앞면에 거울, 뒷면에 2개의 슬릿

 - 재료: DS, 금속, 거울

 - 크기: 105x70(mm)

 - 중량: 50g

 - 컬러: 4color

babypink 8809214931610 12,500           

30
easy cardcase-

mirror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

 - 앞면에 거울, 뒷면에 2개의 슬릿

 - 재료: DS, 금속, 거울

 - 크기: 105x70(mm)

 - 중량: 50g

 - 컬러: 4color

mint 8809214931627 12,500           

31
easy cardcase-

mirror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

 - 앞면에 거울, 뒷면에 2개의 슬릿

 - 재료: DS, 금속, 거울

 - 크기: 105x70(mm)

 - 중량: 50g

 - 컬러: 4color

darkgray 8809214931634 12,500           

32 easy necklace 가죽을 꼬아만든 고급스러운 목걸이, 사원증, 열쇠, usb 등을 걸수 있음

 - 재료: 합성피혁, 금속(니켈도금)

 - 크기: 900(mm)

 - 중량: 5g

 - 컬러: 7color

hotpink 8809214931702 5,500            

33 easy necklace 가죽을 꼬아만든 고급스러운 목걸이, 사원증, 열쇠, usb 등을 걸수 있음

 - 재료: 합성피혁, 금속(니켈도금)

 - 크기: 900(mm)

 - 중량: 5g

 - 컬러: 7color

babypink 8809214931719 5,500            

34 easy necklace 가죽을 꼬아만든 고급스러운 목걸이, 사원증, 열쇠, usb 등을 걸수 있음

 - 재료: 합성피혁, 금속(니켈도금)

 - 크기: 900(mm)

 - 중량: 5g

 - 컬러: 7color

mint 8809214931726 5,500            

35 easy necklace 가죽을 꼬아만든 고급스러운 목걸이, 사원증, 열쇠, usb 등을 걸수 있음

 - 재료: 합성피혁, 금속(니켈도금)

 - 크기: 900(mm)

 - 중량: 5g

 - 컬러: 7color

darkgray 8809214931733 5,500            



36 easy necklace 가죽을 꼬아만든 고급스러운 목걸이, 사원증, 열쇠, usb 등을 걸수 있음

 - 재료: 합성피혁, 금속(니켈도금)

 - 크기: 900(mm)

 - 중량: 5g

 - 컬러: 7color

 navy 8809214932969 5,500            

37 easy necklace 가죽을 꼬아만든 고급스러운 목걸이, 사원증, 열쇠, usb 등을 걸수 있음

 - 재료: 합성피혁, 금속(니켈도금)

 - 크기: 900(mm)

 - 중량: 5g

 - 컬러: 7color

green 8809214932976 5,500            

38 easy necklace 가죽을 꼬아만든 고급스러운 목걸이, 사원증, 열쇠, usb 등을 걸수 있음

 - 재료: 합성피혁, 금속(니켈도금)

 - 크기: 900(mm)

 - 중량: 5g

 - 컬러: 7color

blue 8809214932983 5,500            

39 Smile cardcase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로 양면에 카드 또는 지폐를 수

납가능.

 - 화사한 색상과 이와 매치된 착용감 좋은 끈이 특징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5mmx75mm

 - 중량: 40g

 - 컬러: 5color

코랄핑크 8809214932228 8,800            

40 Smile cardcase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로 양면에 카드 또는 지폐를 수

납가능.

 - 화사한 색상과 이와 매치된 착용감 좋은 끈이 특징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5mmx75mm

 - 중량: 40g

 - 컬러: 5color

라벤더 바이

올렛
8809214932235 8,800            

41 Smile cardcase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로 양면에 카드 또는 지폐를 수

납가능.

 - 화사한 색상과 이와 매치된 착용감 좋은 끈이 특징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5mmx75mm

 - 중량: 40g

 - 컬러: 5color

아이스 블루 8809214932242 8,800            

42 Smile cardcase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로 양면에 카드 또는 지폐를 수

납가능.

 - 화사한 색상과 이와 매치된 착용감 좋은 끈이 특징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5mmx75mm

 - 중량: 40g

 - 컬러: 5color

애플라임 8809214932259 8,800            

43 Smile cardcase

 - 목에 걸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카드케이스로 양면에 카드 또는 지폐를 수

납가능.

 - 화사한 색상과 이와 매치된 착용감 좋은 끈이 특징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5mmx75mm

 - 중량: 40g

 - 컬러: 5color

시크 블랙 8809214932266 8,800            



44

money

envelope(드림봉

투)

 -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사 봉투(용돈 및 상품권 드림봉투)

 - 백색모조지 150g로 내부 지폐나 상품권이 비치지 않음

 - 봉투 6장과 스티커 8장으로 구성

   (스티커: I love U, Thank you,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X2 set)

 - 스티커는 유광코팅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고 고급스러움

 - 재료: 백색모조지(150g)

 - 크기: 175mmx85mm

 - 중량: 37g

 - 옵션: 4종

민트 모눈

(mint-grid)
8809214932754 3,500            

45

money

envelope(드림봉

투)

 -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사 봉투(용돈 및 상품권 드림봉투)

 - 백색모조지 150g로 내부 지폐나 상품권이 비치지 않음

 - 봉투 6장과 스티커 8장으로 구성

   (스티커: I love U, Thank you,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X2 set)

 - 스티커는 유광코팅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고 고급스러움

 - 재료: 백색모조지(150g)

 - 크기: 175mmx85mm

 - 중량: 37g

 - 옵션: 4종

화이트 플라

워(white-

flower)

8809214932761 3,500            

46

money

envelope(드림봉

투)

 -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사 봉투(용돈 및 상품권 드림봉투)

 - 백색모조지 150g로 내부 지폐나 상품권이 비치지 않음

 - 봉투 6장과 스티커 8장으로 구성

   (스티커: I love U, Thank you,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X2 set)

 - 스티커는 유광코팅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고 고급스러움

 - 재료: 백색모조지(150g)

 - 크기: 175mmx85mm

 - 중량: 37g

 - 옵션: 4종

바이올렛 플

라워(violet-

flower)

8809214932778 3,500            

47

money

envelope(드림봉

투)

 -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사 봉투(용돈 및 상품권 드림봉투)

 - 백색모조지 150g로 내부 지폐나 상품권이 비치지 않음

 - 봉투 6장과 스티커 8장으로 구성

   (스티커: I love U, Thank you,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X2 set)

 - 스티커는 유광코팅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고 고급스러움

 - 재료: 백색모조지(150g)

 - 크기: 175mmx85mm

 - 중량: 37g

 - 옵션: 4종

세모 패턴

(triangle-

pattern)

8809214932785 3,500            

48

Tidy Mate

File(index file,

line note set)

 - 깔끔하고 세련된 수납왕 A5 파일 케이스

 - 인덱스 파일과 라인노트(2,000원)가 세트로 구성

 - 세련된 색감의 밴드로 파일 고정가능(폭 10mm 밴드 사용으로 내구성 높

고, 파일케이스에 홈이 있어 미끄럼방지)

 - 세트 구성된 인덱스 파일은 A4를 반으로 접어 4가지 섹션 별로 정리 가능

 - 중앙에 펀치가 있어 필기구 수납가능

 - 내부 좌측에는 점착메모지, 명함, 카드 등을 수납 할 수 있고 우측에도 노트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음

 - 재료: DS, pvc

 - 크기: 195mmx250mm

 - 중량: 130g(노트 제외),

         노트포함 240g

 - 컬러: 3color

babypink 8809214932716 17,600           

49

Tidy Mate

File(index file,

line note set)

 - 깔끔하고 세련된 수납왕 A5 파일 케이스

 - 인덱스 파일과 라인노트(2,000원)가 세트로 구성

 - 세련된 색감의 밴드로 파일 고정가능(폭 10mm 밴드 사용으로 내구성 높

고, 파일케이스에 홈이 있어 미끄럼방지)

 - 세트 구성된 인덱스 파일은 A4를 반으로 접어 4가지 섹션 별로 정리 가능

 - 중앙에 펀치가 있어 필기구 수납가능

 - 내부 좌측에는 점착메모지, 명함, 카드 등을 수납 할 수 있고 우측에도 노트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음

 - 재료: DS, pvc

 - 크기: 195mmx250mm

 - 중량: 130g(노트 제외),

         노트포함 240g

 - 컬러: 3color

mint 8809214932723 17,600           



50

Tidy Mate

File(index file,

line note set)

 - 깔끔하고 세련된 수납왕 A5 파일 케이스

 - 인덱스 파일과 라인노트(2,000원)가 세트로 구성

 - 세련된 색감의 밴드로 파일 고정가능(폭 10mm 밴드 사용으로 내구성 높

고, 파일케이스에 홈이 있어 미끄럼방지)

 - 세트 구성된 인덱스 파일은 A4를 반으로 접어 4가지 섹션 별로 정리 가능

 - 중앙에 펀치가 있어 필기구 수납가능

 - 내부 좌측에는 점착메모지, 명함, 카드 등을 수납 할 수 있고 우측에도 노트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음

 - 재료: DS, pvc

 - 크기: 195mmx250mm

 - 중량: 130g(노트 제외),

         노트포함 240g

 - 컬러: 3color

darkgray 8809214932730 17,600           

51 Basic note

 - 중철 제본의 기본으로 사용 가능한 라인노트

 - 위트 있는 문구와 그래픽 표지(내지 동일)

 - 표지에 무광 코팅으로 고급스럽고 오염에 강함

 - 내지는 100g 미색모조지, 라인은 7.5mm 간격

 - 효율성 있는 필기를 위한 내지구성

  A. 필기라인 아래 점이 찍혀있어 들여쓰기 용이

  B. 페이지 마다 양 옆 빈 공간에 세부 설명 기입 가능

  C. 마지막 페이지에 시간표 인쇄

 - 재질: 필기용 미색모조

 - 크기: 150mmx210mm(A5 size)

 - 중량: 110g

 - 페이지 수: 64p

 - 옵션: 4종

산김에 공부 8809214932655 2,000            

52 Basic note

 - 중철 제본의 기본으로 사용 가능한 라인노트

 - 위트 있는 문구와 그래픽 표지(내지 동일)

 - 표지에 무광 코팅으로 고급스럽고 오염에 강함

 - 내지는 100g 미색모조지, 라인은 7.5mm 간격

 - 효율성 있는 필기를 위한 내지구성

  A. 필기라인 아래 점이 찍혀있어 들여쓰기 용이

  B. 페이지 마다 양 옆 빈 공간에 세부 설명 기입 가능

  C. 마지막 페이지에 시간표 인쇄

 - 재질: 필기용 미색모조

 - 크기: 150mmx210mm(A5 size)

 - 중량: 110g

 - 페이지 수: 64p

 - 옵션: 4종

맞기전에 8809214932662 2,000            

53 Basic note

 - 중철 제본의 기본으로 사용 가능한 라인노트

 - 위트 있는 문구와 그래픽 표지(내지 동일)

 - 표지에 무광 코팅으로 고급스럽고 오염에 강함

 - 내지는 100g 미색모조지, 라인은 7.5mm 간격

 - 효율성 있는 필기를 위한 내지구성

  A. 필기라인 아래 점이 찍혀있어 들여쓰기 용이

  B. 페이지 마다 양 옆 빈 공간에 세부 설명 기입 가능

  C. 마지막 페이지에 시간표 인쇄

 - 재질: 필기용 미색모조

 - 크기: 150mmx210mm(A5 size)

 - 중량: 110g

 - 페이지 수: 64p

 - 옵션: 4종

오분만 더 8809214932679 2,000            

54 Basic note

 - 중철 제본의 기본으로 사용 가능한 라인노트

 - 위트 있는 문구와 그래픽 표지(내지 동일)

 - 표지에 무광 코팅으로 고급스럽고 오염에 강함

 - 내지는 100g 미색모조지, 라인은 7.5mm 간격

 - 효율성 있는 필기를 위한 내지구성

  A. 필기라인 아래 점이 찍혀있어 들여쓰기 용이

  B. 페이지 마다 양 옆 빈 공간에 세부 설명 기입 가능

  C. 마지막 페이지에 시간표 인쇄

 - 재질: 필기용 미색모조

 - 크기: 150mmx210mm(A5 size)

 - 중량: 110g

 - 페이지 수: 64p

 - 옵션: 4종

냄비받침 8809214932686 2,000            



55

Desk memo

mat(memo pad

set)

 - 마우스 패드가 포함된 책상정리용 매트

 - 매트 안쪽에 보관할 서류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 비닐에 끼워서 사용

 - 마우스용 반투명 PVC를 사용하여 감도가 좋고 두께가 있어 내구성이 높음

 - 세트로 된 메모패드를 아래쪽 PVC에 고정하여 사용

 - 메모패드는 모눈이 그려져 있어 메모하기 편리

 - 눈금자가 인쇄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

 - 재료: DS, pvc(마우스용 반투명 PVC)

- 크기: 650mmx330mm

- 중량: 300g(메모패드 제외)

- 컬러: 6color

babypink 8809214932600 15,800           

56

Desk memo

mat(memo pad

set)

 - 마우스 패드가 포함된 책상정리용 매트

 - 매트 안쪽에 보관할 서류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 비닐에 끼워서 사용

 - 마우스용 반투명 PVC를 사용하여 감도가 좋고 두께가 있어 내구성이 높음

 - 세트로 된 메모패드를 아래쪽 PVC에 고정하여 사용

 - 메모패드는 모눈이 그려져 있어 메모하기 편리

 - 눈금자가 인쇄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

 - 재료: DS, pvc(마우스용 반투명 PVC)

- 크기: 650mmx330mm

- 중량: 300g(메모패드 제외)

- 컬러: 6color

rosepink 8809214932617 15,800           

57

Desk memo

mat(memo pad

set)

 - 마우스 패드가 포함된 책상정리용 매트

 - 매트 안쪽에 보관할 서류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 비닐에 끼워서 사용

 - 마우스용 반투명 PVC를 사용하여 감도가 좋고 두께가 있어 내구성이 높음

 - 세트로 된 메모패드를 아래쪽 PVC에 고정하여 사용

 - 메모패드는 모눈이 그려져 있어 메모하기 편리

 - 눈금자가 인쇄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

 - 재료: DS, pvc(마우스용 반투명 PVC)

- 크기: 650mmx330mm

- 중량: 300g(메모패드 제외)

- 컬러: 6color

fresh mint 8809214932624 15,800           

58

Desk memo

mat(memo pad

set)

 - 마우스 패드가 포함된 책상정리용 매트

 - 매트 안쪽에 보관할 서류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 비닐에 끼워서 사용

 - 마우스용 반투명 PVC를 사용하여 감도가 좋고 두께가 있어 내구성이 높음

 - 세트로 된 메모패드를 아래쪽 PVC에 고정하여 사용

 - 메모패드는 모눈이 그려져 있어 메모하기 편리

 - 눈금자가 인쇄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

 - 재료: DS, pvc(마우스용 반투명 PVC)

- 크기: 650mmx330mm

- 중량: 300g(메모패드 제외)

- 컬러: 6color

royal navy 8809214932631 15,800           

59

Desk memo

mat(memo pad

set)

 - 마우스 패드가 포함된 책상정리용 매트

 - 매트 안쪽에 보관할 서류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 비닐에 끼워서 사용

 - 마우스용 반투명 PVC를 사용하여 감도가 좋고 두께가 있어 내구성이 높음

 - 세트로 된 메모패드를 아래쪽 PVC에 고정하여 사용

 - 메모패드는 모눈이 그려져 있어 메모하기 편리

 - 눈금자가 인쇄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

 - 재료: DS, pvc(마우스용 반투명 PVC)

- 크기: 650mmx330mm

- 중량: 300g(메모패드 제외)

- 컬러: 6color

simple black 8809214833303 15,800           



60

Desk memo

mat(memo pad

set)

 - 마우스 패드가 포함된 책상정리용 매트

 - 매트 안쪽에 보관할 서류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 비닐에 끼워서 사용

 - 마우스용 반투명 PVC를 사용하여 감도가 좋고 두께가 있어 내구성이 높음

 - 세트로 된 메모패드를 아래쪽 PVC에 고정하여 사용

 - 메모패드는 모눈이 그려져 있어 메모하기 편리

 - 눈금자가 인쇄되어 있어 사용에 편리

 - 재료: DS, pvc(마우스용 반투명 PVC)

- 크기: 650mmx330mm

- 중량: 300g(메모패드 제외)

- 컬러: 6color

clean ivory 8809214833310 15,800           

61
dreaming traveler

passport

 - 여행에 필요한 중요 소지품을 함께 넣을 수 있는 여권 케이스 입니다.

 - 동전 수납이 가능한 지퍼백, 카드 슬릿(2개), 티켓, 여권 등을 넣을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10mmx145mmx12mm

 - 중량: 80g

 - 컬러: 4color

hotpink 8809214932303 14,000           

62
dreaming traveler

passport

 - 여행에 필요한 중요 소지품을 함께 넣을 수 있는 여권 케이스 입니다.

 - 동전 수납이 가능한 지퍼백, 카드 슬릿(2개), 티켓, 여권 등을 넣을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10mmx145mmx12mm

 - 중량: 80g

 - 컬러: 4color

babypink 8809214932310 14,000           

63
dreaming traveler

passport

 - 여행에 필요한 중요 소지품을 함께 넣을 수 있는 여권 케이스 입니다.

 - 동전 수납이 가능한 지퍼백, 카드 슬릿(2개), 티켓, 여권 등을 넣을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10mmx145mmx12mm

 - 중량: 80g

 - 컬러: 4color

mint 8809214932327 14,000           

64
dreaming traveler

passport

 - 여행에 필요한 중요 소지품을 함께 넣을 수 있는 여권 케이스 입니다.

 - 동전 수납이 가능한 지퍼백, 카드 슬릿(2개), 티켓, 여권 등을 넣을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10mmx145mmx12mm

 - 중량: 80g

 - 컬러: 4color

darkgray 8809214932334 14,000           

65
dreaming traveler

name tag

 - 여권 케이스와 세트로 사용 할 수 있는 네임택 입니다.

 - 앞면에는 감성스러운 문구가, 뒷면에는 주소와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투명창

(명함포함)이 있습니다.

 - 간단하게 교통카드 수납용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5mmx75mm

 - 중량: 40g

 - 컬러: 5color

hotpink 8809214932341 3,200            



66
dreaming traveler

name tag

 - 여권 케이스와 세트로 사용 할 수 있는 네임택 입니다.

 - 앞면에는 감성스러운 문구가, 뒷면에는 주소와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투명창

(명함포함)이 있습니다.

 - 간단하게 교통카드 수납용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0mmx75mm

 - 중량: 20g

 - 컬러: 4color

babypink 8809214932358 3,200            

67
dreaming traveler

name tag

 - 여권 케이스와 세트로 사용 할 수 있는 네임택 입니다.

 - 앞면에는 감성스러운 문구가, 뒷면에는 주소와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투명창

(명함포함)이 있습니다.

 - 간단하게 교통카드 수납용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0mmx75mm

 - 중량: 20g

 - 컬러: 4color

mint 8809214932365 3,200            

68
dreaming traveler

name tag

 - 여권 케이스와 세트로 사용 할 수 있는 네임택 입니다.

 - 앞면에는 감성스러운 문구가, 뒷면에는 주소와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투명창

(명함포함)이 있습니다.

 - 간단하게 교통카드 수납용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0mmx75mm

 - 중량: 20g

 - 컬러: 4color

darkgray 8809214932372 3,200            

69
dreaming traveler

name tag(set)
 - 네임택을 1개 세트로 묶음 판매 합니다. (약 15% 절감)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0mmx75mm

 - 중량: 20g

 - 컬러: 4color

4개 set 8809214932389 11,000           

70 The pocket

지퍼백과 DS를 활용한 동전 지갑

앞면에는 카드가 수납가능함

색상별로 다른 지퍼를 배색하여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0mmx75mm

 - 중량: 20g

 - 컬러: 4color

hotpink 8809214932105 3,800            

71 The pocket

지퍼백과 DS를 활용한 동전 지갑

앞면에는 카드가 수납가능함

색상별로 다른 지퍼를 배색하여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0mmx75mm

 - 중량: 20g

 - 컬러: 4color

babypink 8809214932112 3,800            

72 The pocket

지퍼백과 DS를 활용한 동전 지갑

앞면에는 카드가 수납가능함

색상별로 다른 지퍼를 배색하여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0mmx75mm

 - 중량: 20g

 - 컬러: 4color

mint 8809214932129 3,800            

73 The pocket

지퍼백과 DS를 활용한 동전 지갑

앞면에는 카드가 수납가능함

색상별로 다른 지퍼를 배색하여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 재료 : DS, PVC, METAL

 - 크기 : 100mmx75mm

 - 중량: 20g

 - 컬러: 4color

darkgray 8809214932136 3,800            

74 slim wallet S

간편하게 휴대 가능한 지갑

앞면: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투명창 두개로 나눔

뒷면: 카드를 보관 할 수 있는 슬릿 2개

 - 재료 : DS, PVC

 - 크기 : 100mmx80mm

 - 중량: 30g

 - 컬러: 4color

hotpink 8809214932044 12,500           



75 slim wallet S

간편하게 휴대 가능한 지갑

앞면: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투명창 두개로 나눔

뒷면: 카드를 보관 할 수 있는 슬릿 2개

 - 재료 : DS, PVC

 - 크기 : 100mmx80mm

 - 중량: 30g

 - 컬러: 4color

babypink 8809214932051 12,500           

76 slim wallet S

간편하게 휴대 가능한 지갑

앞면: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투명창 두개로 나눔

뒷면: 카드를 보관 할 수 있는 슬릿 2개

 - 재료 : DS, PVC

 - 크기 : 100mmx80mm

 - 중량: 30g

 - 컬러: 4color

mint 8809214932068 12,500           

77 slim wallet S

간편하게 휴대 가능한 지갑

앞면: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투명창 두개로 나눔

뒷면: 카드를 보관 할 수 있는 슬릿 2개

 - 재료 : DS, PVC

 - 크기 : 100mmx80mm

 - 중량: 30g

 - 컬러: 4color

darkgray 8809214932075 12,500           

78

iphone 5 card

case(아이폰 5 카

드형 케이스)

뒷면에 카드 수납이 가능한 아이폰 5 케이스, 폴리 카보네이트에 SF 코팅이

되어 있어 내구성높음

본체와 동일 한 색상의 홈버튼 스티커 2종이 셋트 구성

 - 재료: 폴리카보네이트, DS

 - 크기: 60mmx125mmX10mm

- 중량: 20g

- 컬러: 3color

hotpink 8809214931917 15,000           

79

iphone 5 card

case(아이폰 5 카

드형 케이스)

뒷면에 카드 수납이 가능한 아이폰 5 케이스, 폴리 카보네이트에 SF 코팅이

되어 있어 내구성높음

본체와 동일 한 색상의 홈버튼 스티커 2종이 셋트 구성

 - 재료: 폴리카보네이트, DS

 - 크기: 60mmx125mmX10mm

- 중량: 20g

- 컬러: 3color

babypink 8809214931924 15,000           

80

iphone 5 card

case(아이폰 5 카

드형 케이스)

뒷면에 카드 수납이 가능한 아이폰 5 케이스, 폴리 카보네이트에 SF 코팅이

되어 있어 내구성높음

본체와 동일 한 색상의 홈버튼 스티커 2종이 셋트 구성

 - 재료: 폴리카보네이트, DS

 - 크기: 60mmx125mmX10mm

- 중량: 20g

- 컬러: 3color

mint 8809214931931 15,000           

81
나비 필통

(ver 펠트)
귀여운 고양이 얼굴 모양의 필통
가을 겨울 시즌을 맞아 펠트로 출시 

 - 재료: 펠트, 금속

 - 크기: 235mmx85mm

 - 중량: 50g

 - 컬러: 5color

indipink 8809214931801 11,500           

82
나비 필통

(ver 펠트)
귀여운 고양이 얼굴 모양의 필통, 가을 겨울 시즌을 맞아 펠트로 출시

 - 재료: 펠트, 금속

 - 크기: 235mmx85mm

 - 중량: 50g

 - 컬러: 5color

light violet 8809214931818 11,500           

83
나비 필통

(ver 펠트)
귀여운 고양이 얼굴 모양의 필통, 가을 겨울 시즌을 맞아 펠트로 출시

 - 재료: 펠트, 금속

 - 크기: 235mmx85mm

 - 중량: 50g

 - 컬러: 5color

orange 8809214931849 11,500           



84
나비 키케이스

(ver 펠트)
나비 시리즈의 키홀더, 동전수납, 카드 수납이 가능한 휴대용 지갑

 - 재료: 펠트, 금속

 - 크기: 170mmX70mm

 - 중량: 40g

 - 컬러: 5color

indipink 8809214931856 10,900           

85
나비 키케이스

(ver 펠트)
나비 시리즈의 키홀더, 동전수납, 카드 수납이 가능한 휴대용 지갑

 - 재료: 펠트, 금속

 - 크기: 170mmX70mm

 - 중량: 40g

 - 컬러: 5color

light violet 8809214931863 10,900           

86
나비 키케이스

(ver 펠트)
나비 시리즈의 키홀더, 동전수납, 카드 수납이 가능한 휴대용 지갑

 - 재료: 펠트, 금속

 - 크기: 170mmX70mm

 - 중량: 40g

 - 컬러: 5color

orange 8809214931894 10,900           

87 체크체크파우치
체크무늬 투톤의 파우치. 포켓과 파티션 처리로 효율적인 수납 가능. 코스메

틱 파우치, 통장파우치로 활용 가능

 - 재료: poly

 - 크기: 175x100(mm)

 - 중량: 100g

 - 컬러: 4color

hotpink 8809214931504 19,500           

88 체크체크파우치
체크무늬 투톤의 파우치. 포켓과 파티션 처리로 효율적인 수납 가능. 코스메

틱 파우치, 통장파우치로 활용 가능

 - 재료: poly

 - 크기: 175x100(mm)

 - 중량: 100g

 - 컬러: 4color

babypink 8809214931511 19,500           

89 체크체크파우치
체크무늬 투톤의 파우치. 포켓과 파티션 처리로 효율적인 수납 가능. 코스메

틱 파우치, 통장파우치로 활용 가능

 - 재료: poly

 - 크기: 175x100(mm)

 - 중량: 100g

 - 컬러: 4color

navy 8809214931528 19,500           

90 체크체크파우치
체크무늬 투톤의 파우치. 포켓과 파티션 처리로 효율적인 수납 가능. 코스메

틱 파우치, 통장파우치로 활용 가능

 - 재료: poly

 - 크기: 175x100(mm)

 - 중량: 100g

 - 컬러: 4color

red 8809214931535 19,500           

91
클레버애니멀

ver 1

이어폰 등 각종 줄을 정리할 때 사용 하는 얼룩말 모양의 와인더(머리와 꼬리

사이에 끼워 몸통에 감는 형태)

 - 재료: pp

 - 크기: 60mm x 45mm

 - 중량: 10g

black/white 8809214930118 3,200            

92
클레버애니멀

ver 1

이어폰 등 각종 줄을 정리할 때 사용 하는 얼룩말 모양의 와인더(머리와 꼬리

사이에 끼워 몸통에 감는 형태)

 - 재료: pp

 - 크기: 60mm x 45mm

 - 중량: 10g

blue/white 8809214930125 3,200            

93
클레버애니멀

ver 1

이어폰 등 각종 줄을 정리할 때 사용 하는 얼룩말 모양의 와인더(머리와 꼬리

사이에 끼워 몸통에 감는 형태)

 - 재료: pp

 - 크기: 85mm x 55mm

 - 중량: 10g

black/white

(large)
8809214930149 4,000            



94
클레버애니멀

ver 2

클래버 지브라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훨씬 깔끔한 인쇄, 고급포장, 귀여운 동

물로 구성

 - 재료: pp

 - 크기: 45mm x 65mm

 - 중량: 12g

북극곰 8809214931252 4,000            

95
클레버애니멀

ver 2

클래버 지브라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훨씬 깔끔한 인쇄, 고급포장, 귀여운 동

물로 구성

 - 재료: pp

 - 크기: 45mm x 65mm

 - 중량: 12g

반달곰 8809214931269 4,000            

96
클레버애니멀

ver 2

클래버 지브라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훨씬 깔끔한 인쇄, 고급포장, 귀여운 동

물로 구성

 - 재료: pp

 - 크기: 45mm x 65mm

 - 중량: 12g

팬더곰 8809214931276 4,000            

97
클레버애니멀

ver 2

클래버 지브라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훨씬 깔끔한 인쇄, 고급포장, 귀여운 동

물로 구성

 - 재료: pp

 - 크기: 55mm x 50mm

 - 중량: 12g

핑크고양이 8809214931283 4,000            

98
클레버애니멀

ver 2

클래버 지브라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훨씬 깔끔한 인쇄, 고급포장, 귀여운 동

물로 구성

 - 재료: pp

 - 크기: 55mm x 50mm

 - 중량: 12g

회색고양이 8809214931290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