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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MY STICKER NOTE (WEEKLY)

웍스 마이스티커 노트 (위클리)
웍스 마이스티커 노트는 1주 2페이지로 일자 없이 구성된 만년형  
노트입니다. 도트 형태의 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일당 7개의 도트에  
일정 및 메모 등을 기록할 수 있고 동봉된 마이스티커를 이용하여  
메모를 강조하거나 주제를 정해 컬러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마이스티커 노트 위클리 128P / 마이스티커 25mm  16컬러 시트 
             1 Pocket / 2 Band (1. 메인 잠금밴드, 2. 북마크밴드) / 패브릭 커버

맥시 (140 x 214mm)  ￦ 18,500
⑭ 파우더 블루 맥시 WSN-3141
⑯ 다크 그린 맥시 WSN-3161
⑰ 버건디 맥시 WSN-3171
⑳ 그레이 맥시 WSN-3201
㉒ 오트밀 맥시 WSN-3221

NOTEBOOK

* 사용의 예

NOTEBOOK

웍스 마이스티커 노트 (위클리)

웍스노트 라인드  /  웍스노트 블랭크

라인드 노트북  /  블랭크 노트북

라인드 노트북 S401 시리즈  /  라인드 노트북 S201 시리즈

블렌드 노트북  /  마이 노트북

시그니처 라인드 노트북  /  클래식 라인드 노트북

뮤직 노트북  /  스케치 노트북

웍스 X 키티버니포니 노트북  /  웍스 X 더쿠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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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BOOK

LINED NOTEBOOK

라인드 노트북
웍스 라인드 노트북은 다채로운 컬러의 부드러운  고급재질 커버가  
돋보이는 유선 노트 제품입니다. 아이디어나 메모 등을 간편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특징 - 라인드 208P / 1 Pocket / 언밸런스 고무밴드

맥시 (140 x 214mm)  ￦ 15,000
블랙 WAN-1001 / 브라운 WAN-1021 / 라이트브라운 WAN-1031 / 바이올렛 WAN-1061

미디 (105 x 170mm)   ￦ 13,000
브라운 WAN-1022 / 라이트브라운 WAN-1032 / 그레이 WAN-1052 / 바이올렛 WAN-1062 
마젠타 WAN-1072 / 오렌지 WAN-1402 / 터쿼이즈 WAN-1432

미니 (88 x 150mm)  ￦ 11,000
네이비 WAN-1013 / 라이트브라운 WAN-1033 / 라임그린 WAN-1043 / 그레이 WAN-1053  
바이올렛 WAN-1063 / 마젠타 WAN-1073

맥시 (140 x 214mm)  ￦ 15,000
블랙 WAN-1081 / 네이비 WAN-1091 / 브라운 WAN-1101 / 라이트브라운 WAN-1111 
라임그린 WAN-1121 / 그레이 WAN-1131 / 바이올렛 WAN-1141 / 마젠타 WAN-1151

미디 (105 x 170mm)   ￦ 13,000
블랙 WAN-1082 / 네이비 WAN-1092 / 브라운 WAN-1102 / 라이트브라운 WAN-1112 
라임그린 WAN-1122 / 그레이 WAN-1132 / 바이올렛 WAN-1142 / 마젠타 WAN-1152 
오렌지 WAN-1552 / 터쿼이즈 WAN-1582 / 스카이블루 WAN-1592

미니 (88 x 150mm)  ￦ 11,000
네이비 WAN-1093 / 브라운 WAN-1103 / 라이트브라운 WAN-1113 
라임그린 WAN-1123 / 그레이 WAN-1133 / 바이올렛 WAN-1143 / 마젠타 WAN-1153 
스칼렛 WAN-1633

BLANK NOTEBOOK

블랭크 노트북
웍스 블랭크 노트북은 다채로운 컬러의 부드러운  고급재질 커버가  
돋보이는 무선 노트 제품입니다. 자유로운 스케치나 메모 등을  
손쉽게 담아 낼 수 있습니다.

특징 - 블랭크208P / 1 Pocket / 언밸런스 고무밴드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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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NOTE LINED

웍스노트 라인드
웍스노트 라인드는 22가지의 다채로운 컬러와 2 Band 형태로 이루어진 
웍스의 시그니처 노트입니다. 아이디어나 메모 등 용도별로 나눠쓸 수  
있습니다. 

특징 - 라인드 208P / 1 Pocket / 2 Band (1. 메인 잠금밴드, 2. 북마크밴드) 
             패브릭 커버

WORKS NOTE BLANK

웍스노트 블랭크
웍스노트 블랭크는 22가지의 다채로운 컬러와 2 Band 형태로 이루어진 
웍스의 시그니처 노트입니다. 자유로운 스케치나 메모 등 용도별로  
나눠쓸 수 있습니다. 

특징 - 블랭크 208P / 1 Pocket / 2 Band (1. 메인 잠금밴드, 2. 북마크밴드) 
             패브릭 커버

맥시 (140 x 214mm)  ￦ 18,000
01 아이보리 WSN-2011 / 02 옐로우 WSN-2021 / 03 오렌지 레드 WSN-2031 
04 레드 WSN-2041 / 05 마젠타 WSN-2051 / 06 터쿼이즈 WSN-2061 / 07 라임 WSN-2071 
08 스틸 블루 WSN-2081 / 09 바이올렛 WSN-2091 / 10 베이비 핑크 WSN-2101 
11 라이트 블루 WSN-2111 / 12 베이지 WSN-2121 / 13 머스타드 WSN-2131 
14 파우더 블루 WSN-2141 / 15 올리브 WSN-2151 / 16 다크 그린 WSN-2161 
17 버건디 WSN-2171 / 18 네이비 WSN-2181 / 19 블랙 WSN-2191 / 20 그레이 WSN-2201 
21 브라운 WSN-2211 / 22 오트밀 WSN-2221

포켓 (86x 165mm)   ￦ 15,000
01 아이보리 WSN-2014 / 02 옐로우 WSN-2024 / 03 오렌지 레드 WSN-2034 
04 레드 WSN-2044 / 05 마젠타 WSN-2054 / 06 터쿼이즈 WSN-2064 / 07 라임 WSN-2074 
08 스틸 블루 WSN-2084 / 09 바이올렛 WSN-2094 / 10 베이비 핑크 WSN-2104 
11 라이트 블루 WSN-2114 / 12 베이지 WSN-2124 / 13 머스타드 WSN-2134
14 파우더 블루 WSN-2144 / 15 올리브 WSN-2154 / 16 다크 그린 WSN-2164  
17 버건디 WSN-2174 / 18 네이비 WSN-2184 / 19 블랙 WSN-2194 / 20 그레이 WSN-2204  
21 브라운 WSN-2214 / 22 오트밀 WSN-2224

맥시 (140 x 214mm)  ￦ 18,000
01 아이보리 WSN-1011 / 02 옐로우 WSN-1021 / 03 오렌지 레드 WSN-1031 
04 레드 WSN-1041 / 05 마젠타 WSN-1051 / 06 터쿼이즈 WSN-1061 / 07 라임 WSN-1071 
08 스틸 블루 WSN-1081 / 09 바이올렛 WSN-1091 / 10 베이비 핑크 WSN-1101 
11 라이트 블루 WSN-1111 / 12 베이지 WSN-1121 / 13 머스타드 WSN-1131  
14 파우더 블루 WSN-1141 / 15 올리브 WSN-1151 / 16 다크 그린 WSN-1161 
17 버건디 WSN-1171 / 18 네이비 WSN-1181 / 19 블랙 WSN-1191 / 20 그레이 WSN-1201 
21 브라운 WSN-1211 /  22  오트밀 WSN-1221

포켓 (86x 165mm)   ￦ 15,000
01 아이보리 WSN-1014 / 02 옐로우 WSN-1024 / 03 오렌지 레드 WSN-1034 
04 레드 WSN-1044 / 05 마젠타 WSN-1054 / 06 터쿼이즈 WSN-1064 / 07 라임 WSN-1074 
08 스틸 블루 WSN-1084 / 09 바이올렛 WSN-1094 / 10 베이비 핑크 WSN-1104
11 라이트 블루 WSN-1114 / 12 베이지 WSN-1124  / 13 머스타드 WSN-1134 
14 파우더 블루 WSN-1144 / 15 올리브 WSN-1154 / 16 다크 그린 WSN-1164 
17 버건디 WSN-1174 / 18 네이비 WSN-1184 / 19 블랙 WSN-1194 / 20 그레이 WSN-1204
21 브라운 WSN-1214 / 22 오트밀 WSN-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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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BOOK

BLEND NOTEBOOK

블렌드 노트북
웍스 블렌드 노트북은 풍부한 컬러 배색과 부드러운 촉감이 돋보이는  
컴팩트 노트 제품입니다. 세 가지 양식(라인드, 그리드, 블랭크)이 함께  
구성되어 용도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라인드 48P + 그리드 48P + 블랭크 48P
             FSC 산림경영인증펄프를 사용한 친환경 재생지

MY NOTEBOOK

마이 노트북
웍스 마이 노트북은 관심 있는 4가지 주제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컨셉  
노트북입니다. 네온컬러의 노트 4권과 흑연필이 투명 파우치에 담겨  
있어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특징 - 라인드 48P / 노트 4권 + 연필 + 투명 파우치

포켓 (86 X 165 mm)  ￦ 10,000
레드 WAN-1794 / 오렌지 WAN-1804 / 바이올렛 WAN-1814 / 라임그린 WAN-1824  
터쿼이즈 WAN-1834 / 그레이 WAN-1844

90 x 140mm  ￦ 14,500
WAN-1859

+
+

LINED NOTEBOOK S401 Series

라인드 노트북 S401 시리즈
웍스 라인드 노트북 S401 시리즈는 컨셉별 팔레트를 베이스로 한  
각각의 색채가 돋보이는 슬림 타입의 유선 노트입니다.  
개성있는 컬러 노트 4권이 1세트로 구성되어 아이디어나 메모 등  
용도별로 나눠쓸 수 있습니다.

특징 - 라인드 60P / 4권 1세트 구성

NOTEBOOK

LINED NOTEBOOK S201 Series

라인드 노트북 S201 시리즈
웍스 라인드 노트북 S201 시리즈는 컨셉별 팔레트를 베이스로 한  
각각의 색채가 돋보이는 슬림 타입의 유선 노트입니다.  
개성있는 컬러 노트 2권이 1세트로 구성되어 아이디어나 메모 등  
용도별로 나눠쓸 수 있습니다.

특징 - 라인드 128P / 2권 1세트 구성

8

포켓 (86 X 165 mm)  ￦ 12,000
선셋레드 WAN-1164 / 플럼퍼플 WAN-1174 / 캔디핑크 WAN-1184 / 크림블루 WAN-1194 
가든그린 WAN-1204 / 텐더블루 WAN-1214 / 스윗라임 WAN-1224 / 심볼레드 WAN-1234 
모노블랙 WAN-1244 / 웜그레이 WAN-1254

맥시 (140 x 214mm)  ￦ 16,000
드래곤레드 WAN-2011 / 하와이오렌지 WAN-2021 / 오로라핑크 WAN-2031 
크리미블루 WAN-2041 / 아이스터쿼이즈 WAN-2051 / 미스틱라벤더 WAN-2061
아마존그린 WAN-2071 / 카카오브라운 WAN-2081 / 앤티크오크 WAN-2091 
코스모블랙 WAN-2101 / 로맨틱마젠타 WAN-2111 / 스모크네이비 WAN-2121  
마일드그레이 WAN-2131 / 뉴트럴베이지 WAN-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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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NOTEBOOK

뮤직 노트북
웍스 뮤직 노트북은 패브릭 커버에 독특한 타이포 컬러 박으로 매치된  
노트로,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순간의 영감을 노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필기감이 좋고 비침이 적은 두 가지 형태의 내지(오선지, 
블랭크)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오선 내지 100P + 블랭크 44P / 삼각형 1 Pocket 
              FSC 산림경영인증펄프를 사용한 친환경 재생지

포켓 (86 x 165mm)  ￦ 19,900
블랙 WAN-7014 / 네이비 WAN-7024 / 블루그레이 WAN-7034 / 그레이 WAN-7044 
머스타드 WAN-7054 / 라임그린 WAN-7064 / 버건디 WAN-7074 / 파우더블루 WAN-7084

NOTEBOOK

미디 (105 x 170mm)   ￦ 19,900
블랙 WAN-7112 / 네이비 WAN-7122 / 블루그레이 WAN-7132 / 그레이 WAN-7142 
머스타드 WAN-7152 / 라임그린 WAN-7162 / 버건디 WAN-7172 / 파우더블루 WAN-7182

SKETCH NOTEBOOK

스케치 노트북
웍스 스케치 노트북은 패브릭 커버에 독특한 타이포 컬러 박으로  
매치된 노트로, 그림을 그리는 모든 사람이 순간의 영감을 스케치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필기감이 좋고 비침이 적은 기본적인 형태의  
내지(블랭크)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블랭크 104P / 삼각형 1 Pocket 
             FSC 산림경영인증펄프를 사용한 친환경 재생지

SIGNATURE LINED NOTEBOOK

시그니처 라인드 노트북
웍스 시그니처 라인드 노트북은 웍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녹아든  
아이템으로 슬림한 형태의 소프트커버 노트입니다.  
노트헬퍼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메모가 가능하고 펜과 노트를 함께  
수납하여 가볍게 들고 다니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컨텐츠 2P + 라인드 205P / 노트헬퍼 1개(북마크 + 펜홀더 + 눈금자 +  
              체크리스트 기능) / 삼각형 1 Pocket / 내지 페이지 넘버링

맥시 (140 x 214mm)  ￦ 18,000
브라운 WAN-3041 / 블루 WAN-3061 / 그레이 WAN-3071 / 그린 WAN-3081  
라임그린 WAN-3091 / 옐로우 WAN-3101 / 레드 WAN-3111

NOTEBOOK

맥시 (140 x 214mm)  ￦ 22,000
블랙 WAN-3001 / 네이비 WAN-3011 / 브라운 WAN-3021/ 레드 WAN-3031

미디 (105 x 170mm)   ￦ 19,000
블랙 WAN-3002 / 네이비 WAN-3012 / 브라운 WAN-3022 / 레드 WAN-3032

미니 (88 x 150mm)  ￦ 17,000
블랙 WAN-3003 / 네이비 WAN-3013 / 브라운 WAN-3023 / 레드 WAN-3033

CLASSIC LINED NOTEBOOK

클래식 라인드 노트북
웍스 클래식 라인드 노트북은 천연가죽과 흡사한 고급스러운 커버와   
필기성이 뛰어난 최고급 내지로 구성된 유선 노트 제품입니다.  
아이디어나 메모 등을 간편하게 담아내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라인드 208P / 1 Pocket / 초경량 프리미엄내지 

10



PLANNER

웍스 6공 데일리  /  웍스 6공 위클리

웍스 6공 먼슬리

웍스 블랭크 노트  /  웍스 와이드 라인 노트

웍스 컬러 노트  /  웍스 6공 펀치

마르카토 S 바인더  /  마르카토 바인더

템플라도 바인더  /  세리오소 바인더

파스토소 바인더  /  칸브리오 바인더

웍스 S플래너 먼슬리 2018  /  웍스 S플래너 위클리 2018

웍스 S플래너 먼슬리  /  웍스 S플래너 위클리  /  웍스 S플래너 데일리 

웍스 S플래너 라인드  /  웍스 S플래너 블랭크

먼슬리 플래너  /  위클리 플래너  /  데일리 플래너 

라인드 노트  /  블랭크 노트

칸브리오 커버  /  돌체 에이 커버

웍스 S스케줄러 1년

WORKS X KITTY BUNNY PONY NOTEBOOK

웍스 X 키티버니포니 노트북
최고의 기술력과 MADE IN KOREA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두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 노트북 시리즈 입니다.  
실용성이 돋보이는 웍스의 제품력과 키티버니포니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콜라보레이션 제품으로 센스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블랭크 144P + 블랭크 (절취가공) 64P / 1 Pocket / 키티버니포니 패브릭

미디 (105 x 170mm)   ￦ 18,000
플래그 노트북 WOA-1112  / 델피노 노트북 WOA-1122 / MKBC 노트북 WOA-1132  
온 더 플로어 노트북 WOA-1142

NOTEBOOK

미디 (105 x 170mm)   ￦ 18,000
냠냠 노트북(YUM YUM) WOB-1002 / 킁킁 노트북(KNG KNG) WOB-1012  
봄봄 노트북(BOM BOM) WOB-1022 / 톡톡 노트북(TOK TOK) WOB-1032  
유후 노트북(YOO HOO) WOB-1042

WORKS X DUCKOO NOTEBOOK

웍스 X 더쿠 노트북
최고의 기술력과 MADE IN KOREA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웍스와  
개성 있고 유쾌한 콘셉트를 지닌 초코사이다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선보이는 Have a Sense  노트북  시리즈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섯 가지 센스를 놓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라인드 208P / 더쿠 스티커 1매 / 삼각형 1 Pocket / 이태리 원단

12

냠냠 봄봄킁킁 톡톡 유후델피노플래그 MKBC 온 더 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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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6HOLES MONTHLY

웍스 6공 먼슬리
웍스 6공 먼슬리는 월별 일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일별로 중요한  
일정들을 기록한 후 다시 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1월 4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유로운 메모나 아이디어 등을 제약 없이 담아낼 수  
있는 노트와 2018년 일정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3년 치 캘린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징 - 월간 계획 48P/ 라인 노트 192P(포켓링 160P) / 캘린더 · 연간 스케줄 6P

맥시 (140 x 214mm)  ￦ 12,000
CPR-3001

미디 (105 x 170mm)  ￦ 11,000
CPR-3002

포켓링 (86 x 170mm)  ￦ 10,000
CPR-3005

PLANNER

WORKS 6HOLES DAILY

웍스 6공 데일리
웍스 6공 데일리는 일별로 약속과 할 일들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유로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1일 1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월별 일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월간계획과 2018년 일정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3년 치 캘린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징 - 일일 계획 400P / 월간 계획 48P / 캘린더 · 연간 스케줄 6P

맥시 (140 x 214mm)  ￦ 21,000
CPR-1001

미디 (105 x 170mm)  ￦ 18,000
CPR-1002

포켓링 (86 x 170mm)  ￦ 16,000
CPR-1005

PLANNER

맥시 (140 x 214mm)  ￦ 15,000
CPR-2001

미디 (105 x 170mm)  ￦ 13,000
CPR-2002

포켓링 (86 x 170mm)  ￦ 12,000
CPR-2005

WORKS 6HOLES WEEKLY

웍스 6공 위클리
웍스 6공 위클리는 주별 계획을 간결하고 자유롭게 정리하고, 일별로  
중요한 일정 및 메모를 기록 할 수 있도록 1주 4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월별 일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월간계획과 2018년 일정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3년 치 캘린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징 - 주간 계획 224P / 월간 계획 48P / 캘린더 · 연간 스케줄 6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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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ATO

마르카토 바인더
마르카토 바인더 시리즈는 하드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질감에서  
천연가죽과 같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멋을 
동시에 담아내는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맥시 (185 x 244mm)  ￦ 40,000
블랙 CPB-2001
브라운 CPB-2011
라이트 브라운 CPB-2021

맥시 지퍼  ￦ 45,000
블랙 CPB-2006
브라운 CPB-2016

미디 (148 x 194mm)  ￦ 33,000
블랙 CPB-2002
브라운 CPB-2012
라이트 브라운 CPB-2022

미디 지퍼  ￦ 40,000
블랙 CPB-2007

PLANNER

맥시 (185 x 244mm)  ￦ 49,000
올리브 CPB-2031
그레이 CPB-2041
웜그레이 CPB-2051

포켓링 (108 x 191mm)  ￦ 37,000
올리브 CPB-2035
그레이 CPB-2045
웜그레이 CPB-2055
실버 화이트 CPB-2065
인디 핑크 CPB-2075

MARCATO S

마르카토 S 바인더
마르카토 S 바인더 시리즈는 하드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질감을 가진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멋을 동시에 담아내는 마르카토 바인더의 신제품  
라인으로 트렌디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포켓링 (108 x 191mm)  ￦ 30,000
블랙 CPB-2005
브라운 CPB-2015

16

WORKS WIDE LINED NOTE

웍스 와이드 라인 노트
와이드 라인 노트는 메모량이 많을 때 사용하면 편리한 노트 제품입니다. 
라인 간격이 7mm로 기존의 추가 기록용 노트보다 넓어 시원스런 필기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메모나 정보기록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WORKS 6HOLES PUNCH

웍스 6공 펀치
바인더에 바인딩할 수 있도록 6개의 구멍을 뚫어주는 제품입니다. 
바인더의 각 사이즈에 맞게끔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NNER

WORKS COLOR NOTE

웍스 컬러  노트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차분한 파스텔 톤의 4가지 컬러 노트가 각 10매씩 
총 40매로 구성되어 있어 소중한 기록이나 메모, 아이디어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맥시 (140 x 214mm)  ￦ 3,500
CFT-1001

미디 (105 x 170mm)  ￦ 3,000
CFT-1002

포켓링 (86 x 170mm)  ￦ 3,000
CFT-1005

WORKS BLANK NOTE

웍스 블랭크 노트
자유로운 필기가 가능한 무선 노트 제품입니다.
스케치나 메모,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담아내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맥시 (140 x 214mm)  ￦ 2,500
CFT-8001

미디 (105 x 170mm)  ￦ 2,500
CFT-8002

포켓링 (86 x 170mm)  ￦ 2,500 
CFT-8005

오리지널 맥시 (140 x 214mm)  ￦ 2,500
CFT-7001

오리지널 미디 (105 x 170mm)  ￦ 2,500
CFT-7002

오리지널 포켓링 (86 x 170mm)  ￦ 2,500
CFT-7005

프리  ￦ 30,000
CA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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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

미디 (148 x 194mm)  ￦ 35,000
아이보리 CPB-3002
브라운 CPB-3012

포켓링 (108 x 191mm)  ￦ 32,000
아이보리 CPB-3005
브라운 CPB-3015
옐로우 CPB-3025
그린 CPB-3035
블루 CPB-3055

CONBRIO

칸브리오 바인더
칸브리오 바인더 시리즈는 유니크한 패턴과 임팩트 있는 컬러가 돋보이며 
손에 부드럽게 감기는 착용감이 뛰어난 소프트 바인더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미디 (148 x 194mm)  ￦ 40,000
아이보리 CPB-4012

포켓링 (108 x 191mm)  ￦ 38,000
아이보리 CPB-4015
브라운 CPB-4005

PASTOSO

파스토소 바인더
파스토소 바인더 시리즈는 입체감 있는 니트 패턴의 감각적인 소재에  
부드러운 다크 베이지 색상의 민무늬 소재를 매치시켜 캐주얼하면서도  
클래식한 멋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SERIOSO

세리오소 바인더
세리오소 바인더 시리즈는 스크래치에 강한 엠보소재에 심플하고  
모던한 컬러를 매치시켜 실용적이면서 캐주얼한 멋이 돋보이는  
바인더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미디 (148 x 194mm)  ￦ 38,000
블랙 CPB-5002
네이비 CPB-5012
브라운 CPB-5022
카뎃 블루 CPB-5032
딥 핑크 CPB-5042

포켓링 (108 x 191mm)  ￦ 35,000
블랙 CPB-5005
네이비 CPB-5015
브라운 CPB-5025
카뎃 블루 CPB-5035
딥 핑크 CPB-5045

대량 주문 가능 컬러   * 별도 문의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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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 (145 x 197mm)  ￦ 55,000
그레이  CPB-6002
네이비 CPB-6012
버건디 CPB-6022
그린 CPB-6032

포켓링 (105 x 190mm)  ￦ 50,000
그레이 CPB-6005
네이비 CPB-6015
버건디 CPB-6025
그린 CPB-6035

TEMPLADO

템플라도 바인더
템플라도 바인더 시리즈는 이태리 최고급 PU원단을 사용하여  
그립감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어떤 제품보다도 얇고 가벼워 무게감이  
적은 제품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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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

WORKS S-PLANNER WEEKLY

웍스 S플래너 위클리
1주 2페이지로 일자 없이 구성한 수첩형 플래너입니다. 필요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고 슬림한 구성으로 주간 단위의 간편한  
일정 관리를 선호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포켓 에스 (86 x 168mm)  ￦ 5,000
CSR-2904

WORKS S-PLANNER DAILY

웍스 S플래너 데일리
1일 1페이지로 일자 없이 구성한 수첩형 플래너입니다. 필요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고 슬림한 구성으로 일일 단위의 일정 관리와  
메모를 선호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포켓 에스 (86 x 168mm)  ￦ 5,000
CSR-3904

WORKS S-PLANNER MONTHLY

웍스 S플래너 먼슬리
1월 2페이지로 일자 없이 구성한 수첩형 플래너입니다. 필요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고 슬림한 구성으로 월 단위의 간편한   
일정 관리를 선호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포켓 에스 (86 x 168mm)  ￦ 5,000
CSR-1904

WORKS S-PLANNER LINED

웍스 S플래너 라인드
자유로운 필기가 가능한 슬림한 수첩형 노트입니다. 아이디어나 메모  
등을 간편하게 담아내는 유선 노트 구성으로 자유로운 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WORKS S-PLANNER BLANK

웍스 S플래너 블랭크
자유로운 필기가 가능한 슬림한 수첩형 노트입니다. 스케치나 메모 등을 
손쉽게 담아내는 무선 노트 구성으로 자유로운 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미디 에스 (114 x 184mm)  ￦ 5,000
CSR-5902

포켓 에스 (86 x 168mm)  ￦ 4,000
CSR-5904

맥시 에스 (160 x 220mm)  ￦ 8,000
CSR-4901

미디 에스 (114 x 184mm)  ￦ 5,000
CSR-4902

포켓 에스 (86 x 168mm)  ￦ 4,000
CSR-4904

* 2년치 캘린더 포함

* 2년치 캘린더 포함

* 2년치 캘린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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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

WORKS S-PLANNER WEEKLY 2018

웍스 S플래너 위클리 2018
주별 계획을 간결하고 자유롭게 정리하고 일별로 중요한 일정들을  
기록 할 수 있는 1주 2페이지 위클리 양장 제본형 플래너로,  
그립감이 뛰어난 고급커버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특징 - 월간 계획(24p) / 주간 계획 + 라인 노트(112p) / 3년 캘린더(2p) 
             연간 스케줄(4p)  

포켓 에스(86 x 168mm)  ￦ 10,000
딥핑크  CSR-2914
카멜  CSR-2924
그레이  CSR-2934
네이비  CSR-2944

* 월간 계획  및 캘린더, 연간 스케줄 포함 

포켓 에스(86 x 168mm)  ￦ 10,000
바이올렛  CSR-1914
그린  CSR-1924
브라운  CSR-1934
블랙  CSR-1944

WORKS S-PLANNER MONTHLY 2018

웍스 S플래너 먼슬리 2018
월별 일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일별로 중요한 일정들을 기록할 수  
있는 1월 2페이지 먼슬리 양장 제본형 플래너로, 그립감이 뛰어난  
고급커버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특징 - 월간 계획(24p) / 라인 노트(112p) / 3년 캘린더(2p) / 연간 스케줄(4p)

* 라인 노트  및 캘린더, 연간 스케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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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RIO

칸브리오 커버
칸브리오 커버 시리즈는 유니크한 패턴과 임팩트 있는 컬러가 돋보이며 
손에 부드럽게 감기는 착용감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포켓 에스 (97 x 183mm)  ￦ 27,000
그린 CSR-7004
옐로우 CSR-7014 
브라운 CSR-7024
화이트 CSR-7044

PLANNER

DOLCE A

돌체 에이 커버
돌체 에이 커버 시리즈는 파스텔 톤의 매력적인 컬러를 베이스로  
세련된 메쉬 패턴이 은은하게 연출된 소재를 심플하게 디자인하여  
슬림한 부피감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맥시 에스 (178 x 237mm)  ￦ 29,000
블랙 CSR-6001
블루 CSR-6011
브라운 CSR-6021
그린 CSR-6031
레드 CSR-6041
퍼플 CSR-6051

미디 에스 (130 x 200 mm)  ￦ 27,000
블랙 CSR-6002
블루 CSR-6012
브라운 CSR-6022
그린 CSR-6032
레드 CSR-6042
퍼플 CSR-6052

포켓 에스 (97 x 183mm)  ￦ 23,000
블랙 CSR-6004
블루 CSR-6014
브라운 CSR-6024
그린 CSR-6034
핑크 CSR-6044
레드 CSR-6054
퍼플 CSR-6064
라이트 퍼플 CSR-6074

◀  맥시 에스  /  미디 에스

◀  포켓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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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

WEEKLY PLANNER

위클리 플래너
1주 2페이지로 일자 없이 구성한 수첩형 플래너입니다. 필요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고 슬림한 구성으로 주간 단위의 간편한  
일정 관리를 선호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미디 에스 (114 x 184mm)  ￦ 6,000
SRB-1112

DAILY PLANNER

데일리 플래너
1일 1페이지로 일자 없이 구성한 수첩형 플래너입니다. 필요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고 슬림한 구성으로 일일 단위의 일정 관리와  
메모를 선호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미디 에스 (114 x 184mm)  ￦ 6,000
SRC-1112

MONTHLY PLANNER

먼슬리 플래너
1월 2페이지로 일자 없이 구성한 수첩형 플래너입니다. 필요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고 슬림한 구성으로 월 단위의 간편한   
일정 관리를 선호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미디 에스 (114 x 184mm)  ￦ 6,000
SRA-1112

LINED NOTE

라인드 노트
자유로운 필기가 가능한 슬림한 수첩형 노트입니다. 아이디어나 메모 
등을 간편하게 담아내는 유선 노트 구성으로 자유로운 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미디 에스 플러스 (114 x 184mm)  ￦ 7,000
SRK-1214

BLANK NOTE

블랭크 노트
자유로운 필기가 가능한 슬림한 수첩형 노트입니다. 스케치나 메모 등을 
손쉽게 담아내는 무선 노트 구성으로 자유로운 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맥시 에스 (160 x 220mm)  ￦ 8,000
SRL-1111

* 2년치 캘린더 포함

 

* 2년치 캘린더 포함

* 2년치 캘린더 포함



ORGANIZER

패드 커버 브리오  /  패드 커버 마르샤

패드 커버 칸브리오  /  패드 커버  세리오소

패드 커버 마르카토  /  패드 커버 돌체 에이

WORKS S-SCHEDULER 1YEAR

웍스 S스케줄러 1년
하루의 스케줄이나 메모를 1줄로 간략하게 기록하는 아코디언 접지   
형태의 슬림한 스케줄러 제품입니다. 접지된 1년 노트를 펼치면  
앞, 뒤 6개월씩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스케줄은 물론  
프로젝트 관리나 간단한 일기 등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징 - 커버 / 1년노트 · 메모노트(아코디언형)

미디 에스 (120 x 187mm)  ￦ 8,000
네이비 CSR-8002
브라운 CSR-8012
오렌지 CSR-8022
다크레드 CSR-8032 
라임그린 CSR-8042
딥그레이 CSR-8052

포켓 에스 (90 x 172mm)  ￦ 7,000
네이비 CSR-8004
브라운 CSR-8014
오렌지 CSR-8024
다크레드 CSR-8034 
라임그린 CSR-8044
딥그레이 CSR-8054

PLANNER

24

1년노트 · 메모노트(아코디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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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RIO

패드 커버 칸브리오
패드 커버 칸브리오 시리즈는 유니크한 패턴과 임팩트 있는 컬러가  
돋보이며 손에 부드럽게 감기는 착용감이 뛰어난 재질로 A4, A5 크기의 
노트  패드와 각종 소지품 등을 수납하고 휴대하기에 알맞은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라지 (245 x 310mm)  ￦ 49,000
옐로우 COC-5001
브라운 COC-5011
화이트 COC-5031
그린 COC-5041
블루 COC-5051

미디움 (168 x 222mm)  ￦ 39,000
옐로우 COC-5003
브라운 COC-5013
화이트 COC-5033
그린 COC-5043
블루 COC-5053

ORGANIZER

라지 (245 x 310mm)  ￦ 45,000
블랙  COC-4001
브라운 COC-4011
네이비  COC-4021
딥 핑크  COC-4031
카뎃 블루 COC-4041

지퍼 라지 (255 x 325mm)  ￦ 49,000
블랙  COC-4101
브라운 COC-4111
네이비  COC-4121
딥 핑크  COC-4131
카뎃 블루  COC-4141

SERIOSO

패드 커버  세리오소
패드 커버 세리오소 시리즈는 스크래치에 강한 엠보소재에 심플하고  
모던한 컬러를 매치시켜 실용적이면서 캐주얼한 멋이 돋보이는  재질로 
A4, A5 크기의 노트  패드과 각종 소지품 등을 수납하고 휴대하기에  
알맞은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 일반형 ▲ 지퍼형

 * 제품구성 
패드 커버 칸브리오 + 리필형 노트 패드

* 제품구성 
패드 커버 세리오소 + 리필형 노트 패드

* 밴드 잠금 방식

BRIO

패드 커버 브리오
패드 커버 브리오 시리즈는 천연가죽 소재로 만들어져 빗살 형태의  
그물 패턴이 은은한 광택과 함께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며, A4, A5  
크기의 노트  패드와 각종 소지품 등을 수납하고 휴대하기에 알맞은  
 제품입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라지 (245 x 310mm)  ￦ 180,000
블랙 OPA-1641  
브라운 OPA-1651
네이비 OPA-1661

미디움 (168 x 222mm)  ￦ 110,000
브라운 OPA-1652

* 라인드 노트 패드  A4  ￦ 10,000
OPA-0001

* 라인드 노트 패드  A5  ￦ 8,000
OPA-0002

ORGANIZER

미디움 (168 x 222mm)  ￦ 110,000
레드 OPA-1672
오렌지 OPA-1682
블루 OPA-1692
퍼플 OPA-1702

* 라인드 노트 패드  A5  ￦ 8,000
OPA-0002

MARCIA

패드 커버 마르샤
패드 커버 마르샤 시리즈는 천연가죽 소재로 만들어져 메쉬 타입의  
은은한 질감과 비비드한 컬러, 부드러운 민무늬 질감이 멋스런 밸런스를 
이루며, A5 크기의 노트 패드와 각종 소지품 등을 수납하고 휴대하기에 
알맞은 제품입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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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패드 별도 판매 * 노트 패드 별도 판매



 웍스 여권 파우치  /  웍스 네임텍

웍스 트윈 파우치  /  웍스 펜 파우치

펜 파우치 AT 201  /  크레딧 파우치 AT 202

카드 파우치 AT 803  /  트레블 파우치 AT 804

슬림 파우치 AS 807  /  슬림 클러치 AS 808

웍스 슬립 카드 지갑  /  미니 카드 지갑 GT 504

카드 지갑 GS 503  /  카드 지갑 AS 502

명함 지갑 GS 303  /  명함 지갑 GS 302

명함 지갑 AT 301  /  여권 지갑 GS 402

슬림 반지갑 GS 905  /  반지갑 GT 904

머니 클립 GT 703  /  머니 클립 GS 701

PERSONAL ACCESSORY

MARCATO

패드 커버 마르카토
패드 커버 마르카토 시리즈는 각종 서류나 노트 패드(A4, A5)는 물론,  
개인 소지품을 간편하게 수납하고 휴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일반형태, 
안정감 있는 지퍼 형태로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ORGANIZER

DOLCE A

패드 커버 돌체 에이
패드 커버 돌체 에이 시리즈는 심플하게 디자인한 바디 라인으로  
슬림함이 돋보이며, 노트 패드(B5, A5)와 각종 소지품 등을 수납하고  
휴대하기에 알맞은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28

라지 (245 x 310mm)  ￦ 42,000
블랙 COC-2001
브라운 COC-2011
라이트 브라운 COC-2021
네이비 COC-2031

지퍼 라지 (255 x 325mm)  ￦ 46,000
블랙 COC-2101
브라운 COC-2111
네이비 COC-2131

미디움 (168 x 222mm)  ￦ 32,000
블랙 COC-2003
브라운 COC-2013
네이비 COC-2033

 * 제품구성 
패드 커버 마르카토 + 리필형 노트 패드

세미라지 (208 x 268mm)  ￦ 36,000
블랙 COC-3002
브라운 COC-3012
레드 COC-3022
퍼플 COC-3032
그린 COC-3042
블루 COC-3052

미디움 (168 x 222mm)  ￦ 32,000
퍼플 COC-3033
라이트 퍼플 COC-3073
블루 COC-3053
그린 COC-3043
핑크 COC-3063
레드 COC-3023

* 제품구성 
패드 커버 돌체 에이 + 리필형 노트 패드

◀  세미 라지

◀  미디움

▲ 지퍼형▲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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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TWIN POUCH

웍스 트윈 파우치
웍스 트윈 파우치는 그립감이 좋은 미니멀한 디자인의 Two Pocket  
Type  파우치로 분리 수납이 가능하여 일상생활 및 여행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지폐, 카드 및 다양한 소품 등의  
감각적인 수납을 도와줍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 Pouch Type Pocket 2개

210 x 110 x 40mm  ￦ 65,000
블랙 CPA-8720
브라운 CPA-8730
퍼플 CPA-8740
딥핑크 CPA-8750
레드 CPA-8760
카뎃블루 CPA-8770
민트 CPA-8780
옐로우 CPA-8790
그레이 CPA-8800
웜그레이 CPA-8810
화이트 CPA-8820

PERSONAL 
ACCESSORY

200 x 35 x 30mm  ￦ 18,500
블랙 CPA-8500
브라운 CPA-8510
퍼플 CPA-8520
딥 핑크 CPA-8530
레드 CPA-8540
카뎃블루 CPA-8550
민트 CPA-8560
옐로우 CPA-8570
그레이 CPA-8580
웜그레이 CPA-8590
화이트 CPA-8600

WORKS PEN POUCH

웍스 펜 파우치
웍스 펜 파우치는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펜 파우치로 스크래치에  
강한 고급 재질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11가지의 다양하고  
유니크한 컬러 구성은 펜과 소지품 등의 감각적인 수납을 도와줍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WORKS PASSPORT POUCH

웍스 여권 파우치
웍스 여권 파우치는 슬림하고 미니멀한  Pouch Type 여권 수납용  
제품으로 여권은 물론 여행 시 필요한 카드 등을 같이 수납하여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여 개인 정보  
유출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여권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 Main Pocket 1개, Pocket 2개

155 x 100mm  ￦ 30,000
블랙 CPA-8830
브라운 CPA-8840
퍼플 CPA-8850
딥핑크 CPA-8860
레드 CPA-8870
카뎃블루 CPA-8880
민트 CPA-8890
옐로우 CPA-8900
그레이 CPA-8910
웜그레이 CPA-8920
화이트 CPA-8930

68 x 128mm  ￦ 22,000
블랙 CPA-8940
브라운 CPA-8950
퍼플 CPA-8960
딥핑크 CPA-8970
레드 CPA-8980
카뎃블루 CPA-8990
민트 CPA-9000
옐로우 CPA-9010
그레이 CPA-9020
웜그레이 CPA-9030
화이트 CPA-9040

WORKS NAME TAG

웍스 네임텍
웍스 네임텍은 슬림하고 미니멀한 Spin Type 네임텍 제품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내부에 수납되어 있는 ID 카드를 필요시 쉽게  
당기고 빼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시 캐리어나 가방 등에 달아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 Leather Pocket 1개, Spin Type PVC Pocket 1개 
                                       I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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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x 150mm  ￦ 39,000
블랙 OPB-1250
브라운 OPB-1260
레드 OPB-1270

AT 803

카드 파우치 AT 803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현대인에게 필요한 멤버십 카드와 신분증,  
동전 등을 심플하게 수납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팩트한  
파우치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PERSONAL 
ACCESSORY

130 x 260mm  ￦ 79,000
브라운 OPB-1290
네이비 OPB-1300
그린 OPB-1310

AT 804

트레블 파우치 AT 804
여행 시 필요한 소품을 수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여행 패션에  
멋스러움과 편리함을 더 해주는 파우치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32

AT 202

크레딧 파우치 AT 202
다양한 멤버십 카드와 신분증은 물론, 지폐와 동전, 각종 영수증 등을  
한 번에 수납하면서 슬림한 바디 라인을 연출하는 멀티 파우치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185 x 104 mm  ￦ 65,000
블랙 OPB-1150
그린 OPB-1170
퍼플 OPB-1180

AT 201

펜 파우치 AT 201
간결한 레이아웃이 보여주는 견고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다양한 형태의 필기류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65 x 178mm  ￦ 29,000
블랙 CPA-6000
브라운 CPA-6010

PERSONAL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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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SLIP CARD WALLET

웍스 슬립 카드 지갑
웍스 슬립 카드 지갑은 슬림하고 미니멀한 Slip Type의 카드 지갑으로  
수납성이 뛰어나 일상생활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가지의  
다양하고 유니크한 컬러 구성은 카드와 지폐 등의 감각적인 수납을  
도와줍니다. 

특징 - 전면 Slip Type Pocket 1개 (합성피혁) 
             후면 Card Pocket 2개 (천연가죽)

100 x 80 mm  ￦ 24,000
블랙 CPA-8610
브라운 CPA-8620
퍼플 CPA-8630
딥핑크 CPA-8640
레드 CPA-8650
카뎃블루 CPA-8660
민트 CPA-8670
옐로우 CPA-8680
그레이 CPA-8690
웜그레이 CPA-8700
화이트 CPA-8710

50 x 90mm  ￦ 37,000
블랙 CPA-5140
그레이 CPA-5150
버건디 CPA-5160

GT 504

미니 카드 지갑 GT 504
미니멀하고 콤팩트한 사이즈의 고급스러운 천연가죽 제품으로  
군더더기 없고 심플한 디자인에 밴드 수납 방식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카드 수납을 할 수 있고, 가볍고 패셔너블하게 목에 착용  
가능한 유니크한 아이템입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PERSONAL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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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807

슬림 파우치 AS 807
슬림 파우치 AS 807은 17가지 다양한 컬러가 돋보이는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오플 무늬 원단 사용으로 인한  
최고의 그립감, 슬림함, 유연함이 휴대성을 높였으며 소지품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한 슬림 파우치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라지 (375 x 305mm)  ￦ 83,000
블랙 CPA-7001
웜그레이 CPA-7011
카멜  CPA-7021

미디움 (300 x 194mm)  ￦ 63,000
블랙  CPA-7003
웜그레이 CPA-7013
그레이 CPA-7043
카멜 CPA-7023

AS 808

슬림 클러치 AS 808
슬림 클러치 AS 808은 부드럽고 편안한 오플 무늬 원단 사용으로 인한  
최고의 그립감, 슬림함, 유연함이 휴대성을 높였으며 소지품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한 슬림 클러치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212 x 110 mm  ￦ 48,000
블랙  CPA-6120
브라운  CPA-6130
카멜  CPA-6140
웜그레이  CPA-6150
그레이  CPA-6160
올리브  CPA-6170
라이트 블루 CPA-6180
블루  CPA-6190
네이비  CPA-6200

퍼플  CPA-6210
라이트 퍼플  CPA-6220
와인  CPA-6230
레드  CPA-6240
핑크  CPA-6250
머스타드  CPA-6260
베이지  CPA-6270
화이트  CPA-6280
오렌지 CPA-6290

PERSONAL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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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302

명함 지갑 GS 302
하드한 메쉬 타입의 천연가죽 질감이 살아있는 비즈니스용  
MUST-HAVE 아이템입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105 x 73mm  ￦ 38,000
블랙 CPA-4030
브라운 CPA-4040
로얄 블루 CPA-4050
딥 핑크 CPA-4060

GS 303

명함 지갑 GS 303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천연가죽 고유의 멋스러운 질감에 클래식  
컬러를 입혀 은은한 품격을 담아낸 제품입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105 x 73mm  ￦ 42,000
블랙 CPA-4070
브라운 CPA-4080
네이 비 CPA-4090

GS 503

카드 지갑 GS 503
엠보 형태로 가공되어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천연가죽 제품으로, 명함,  
카드, 간단한 지폐 및 영수증 등을 수납하여 패셔너블하게 목에 착용  
가능한 기능 아이템입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70 x 106mm  ￦ 39,000
블랙 CPA-5080
브라운 CPA-5090
네이비 CPA-5100
카멜 CPA-5110
레드 CPA-5120
그린 CPA-5130 

75 x 112mm  ￦ 20,000
블랙 CPA-5000
브라운 CPA-5010
네이비 CPA-5020
블루 CPA-5030
퍼플 CPA-5040
그린 CPA-5050
레드 CPA-5060
오렌지 CPA-5070

AS 502

카드 지갑 AS 502
메쉬 패턴의 원단에 자연스럽고 은은한 느낌의 비비드 컬러를 연출한  
제품으로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ID카드와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각종 카드를 간편하고 슬림하게 휴대할 수 있는 심플  
아이템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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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905

슬림 반지갑 GS 905
불필요한 공간을 줄인 미니멀한 사이즈로, 슬림한 지갑사용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90 x 106mm  ￦ 54,000
블랙S CPA-2120
브라운C CPA-2130
네이비G CPA-2140

* 지퍼  ￦ 58,000
블랙C CPA-2150
레드G CPA-2160
퍼플S CPA-2170

111 x 86mm  ￦ 75,000
블랙 CPA-2080
브라운 CPA-2090
네이비 CPA-2100
카멜 CPA-2110

GT 904

반지갑 GT 904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천연가죽 고유의 멋스러운 질감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내부와 외부를 다른 컬러톤으로 매치하여 스타일리쉬한  
MUST-HAVE 아이템입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  일반형

◀  지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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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x 134mm  ￦ 54,000
블랙 CPA-3000
브라운 OPC-1350
딥 핑크 OPC-1360
오렌지 OPC-1650

GS 402

여권 지갑 GS 402
여권, 각종 카드, 보딩 패스 등 여행에 필요한 주요 아이템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 메쉬 타입의 천연가죽 제품입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105 x 79mm  ￦ 25,000
블랙 CPA-4000
브라운 CPA-4010
라이트 브라운 CPA-4020

AT 301

명함 지갑 AT 301
내구성이 뛰어난 인조가죽 제품을 가공하여, 천연가죽이 주는  
자연스런 부피감과 정교함이 그대로 살아 있는 제품입니다.

특징 - A 합성피혁



팝 홀더  /  롤 홀더

펜 홀더  /  카드 홀더

폰 홀더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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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703

머니 클립 GT 703
메쉬 타입 원단에 감각적인 컬러를 입혀 생동감 있는 연출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남녀 모두에게 멋진 스타일링을 제공합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81 x 111mm  ￦ 60,000
블랙 OPC-1530
브라운 OPC-1540
딥 핑크 OPC-1550

74 x 110mm  ￦ 54,000
블랙 CPA-1000
브라운 CPA-1010

GS 701

머니 클립 GS 701
슬림한 스타일과 함께 간편한 지갑 사용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패션 아이템입니다. 

특징 - G 천연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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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

PEN HOLDER

펜 홀더
웍스 펜 홀더는 노트 필기 시 사용하는 펜, 연필 등의 필기구를 노트 및  
책들과 함께  휴대가  편리하도록 한 밴드형태의 제품으로 심플한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 - 밴드 홀더 (메인) + 노트 1권 + 연필 2자루 / 유니크한 밴도리어 형태

148 x 20mm  ￦ 12,000
블랙 WBH-1309 
네이비 WBH-1319 
라임그린 WBH-1329 
바이올렛 WBH-1339 
마젠타 WBH-1349  
오렌지 WBH-1359 
터쿼이즈 WBH-1369 
레드 WBH-1379

100 x 60mm  ￦ 19,000
레드 WBH-1409 
그린 WBH-1419 
바이올렛 WBH-1429 
블랙 WBH-1439

CARD HOLDER

카드 홀더
웍스 카드 홀더는 카드 지갑에 대한 최소한의 부피를 목표로 밴드만의  
조합을 이용한 색다른 형태의 홀더로, 흥미로운 형태의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가 돋보입니다.

특징 - 초 슬림 사이즈 / 유동적인 구조의 컬러밴드 / 카드 분실 방지 세이프밴드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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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HOLDER

팝 홀더
웍스 팝 홀더는 필수 퍼스널 아이템의 효율적인 수납과 휴대가 가능한  
멀티 홀더 제품입니다. 다양한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제시합니다.

특징 - 안전하고 편리한 ‘ㄱ’형 Zipper  
             대각선 방향으로 쉽게 거치하는 indexing pocket

라지 (298 x 207mm)  ￦ 67,000
블랙 WBH-1005 / 네이비  WBH-1015 / 라임그린  WBH-1025 / 바이올렛 WBH-1035  
마젠타 WBH-1045 / 오렌지 WBH-1055 / 터쿼이즈 WBH-1065 / 레드 WBH-1075

미디움 (200 x 113mm)  ￦ 47,000
블랙 WBH-1006 / 네이비  WBH-1016 / 라임그린  WBH-1026 / 바이올렛 WBH-1036 
마젠타 WBH-1046 / 오렌지 WBH-1056 / 터쿼이즈 WBH-1066 / 레드 WBH-1076

스몰 (135 x 90mm)  ￦ 37,000
블랙 WBH-1007 / 네이비  WBH-1017 / 라임그린  WBH-1027 / 바이올렛 WBH-1037 
마젠타 WBH-1047 / 오렌지 WBH-1057 / 터쿼이즈 WBH-1067 / 레드 WBH-1077

280 x 210mm  ￦ 19,000
블랙 WBH-1109
네이비  WBH-1119 
라임그린  WBH-1129 
바이올렛 WBH-1139 
마젠타 WBH-1149 
오렌지 WBH-1159 
터쿼이즈 WBH-1169 
레드 WBH-1179

ROLL HOLDER

롤 홀더
웍스 롤 홀더는 펜, 연필, 스틱류 등을 수납하는 롤업 형태의 홀더  
제품입니다. 밴드와 벨크로를 이용해 손쉽게 수납 및 휴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컬러와 흥미로운 형태의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제시합니다.

특징 - ROLL-UP 밴딩 / 두루마리 밴드 여밈 / 탄성이 좋은 거치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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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

PHONE HOLDER

폰 홀더 포켓형
웍스 폰 홀더 포켓형은 카드 수납이 가능한 형태의 제품으로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휴대가 편리한 아이디어 홀더입니다.

특징 - 카드 1~2장 수납, 파손 방지 밴드 

58 x 100mm  ￦ 16,500
블랙 WBH-1509 
라임그린 WBH-1519 
바이올렛 WBH-1529 
마젠타 WBH-1539

58 x 100mm  ￦ 21,000
네이비 WBH-1549 
오렌지 WBH-1559 
터쿼이즈 WBH-1569 
레드 WBH-1579

PHONE HOLDER

폰 홀더 월렛형
웍스 폰 홀더 월렛형은 카드 수납이 가능한 형태의 제품으로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휴대가 편리한 아이디어 홀더입니다.

특징 - 카드 2~3장, 현금 수납, 에티켓 거울, 파손 방지 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