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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the item
아이템을 선택해 주세요!

handkerchief/hempen hood
손수건/두건

dairy & journal note
다이어리와 저널노트/스티커 세트

ball-point pen & color pencil
팝 아우트 볼펜과 칼라펜슬

puzzle & throwing disk
퍼즐과 투원반

post-it & folding fan

지도의 재발견!!!
지도를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

수첩형 포스트잇과 접이식 3단 부채

phone strap/display cleaner
핸드폰줄/액정 클린너

mousepad
마우스패드

mug/mug set
머그잔과 세트

umbrella
우산

leather goods
가죽 키홀더/명함지갑/다이어리

folding screen
병풍

compressed t-shirt & hand-towel
압축 포장 티셔츠와 핸드타월

postcard & wrapping paper
엽서와 포장지

calendar
캘린더

shopping bag
쇼핑백

contents

진장한 기능성! 보는 즐거움을 더해 주는 등산용 특수원단의 손수건/두건

handkerchief/hempen hood
CoolEver라는 기능성 특수 재질의 면을 사용하여
땀 흡수력이 뛰어난 두건 겸용 손수건입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하며 벽에 걸어 사용하면
훌륭한 인테리어 장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10,00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4주

hempen hood
handker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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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없는 나만의 세계! 자유롭게 꾸미는 블랭크 다이어리와 저널노트/스티커 세트

dairy & journ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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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x 150 mm/양장제본

blank dairy

110 x 160 mm/반양장제본

아담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며
내가 원하는 데로 채우고 꾸미는 노트입니다.
내지는 약 160 페이지 가량으로 넉넉히 이루져 있고
커버는 무광 코팅 처리되어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4,75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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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x 155 mm/2장

contents

효율적 홍보! “팝 롤아우트” 볼펜과 사각면에 디자인한 퍼즐 칼라펜슬

ball-point pen & color pencil
사각형으로 된 칼라펜슬의 사면에 지역홍보를 위한 지도
및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퍼즐 형태의 칼라펜슬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관광상품으로 퍼즐게임도 즐기면서 원하는
사진 감상과 함께 예쁜 칼라연필을 써 보세요!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7,00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3주

color pencil
ball point pen
편안한 그립과 부드럽게 써지는“팝 롤링”볼펜으로
양면에 원하는 정보 또는 지도 등을 인쇄할 수 있으며
유광 코팅되어 내구성이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홍보 효과를 걷을 수 있습니다.
최소 수량: 10,000개
개당 단가: 60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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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iece Set

contents

놀이로 더해지는 교육성 지역홍보! 예쁜 테마지도 퍼즐과 안전하고 함께 즐기는 놀이용 투원반

puzzle & throwing disk
500 피스의 관광상품용 퍼즐로써 예쁜 비틀맵 입체지도를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입니다. 가족과 함께 맞힌 후 액자에
넣어 걸어 두시면 하나의 좋은 그림이 됩니다.
더 작은 피스로도 제작 가능하오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10,00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6주

throwing disk

puzzle
운동장, 아파트 마당, 해변가, 풀장 등에서 던지고 받는 투원반 비행접시
완구입니다. 양면에 4원색 지역홍보용으로 가능하며 던졌을 시 사람, 인체,
자동차 유리에 맞아도 전혀 다치거나 부서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특수인쇄로 모래 및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도 인쇄가 벗겨 지지 않습니다.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3,50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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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는 오 리 지 날 ! 정 품 “3 M ” 수 첩 형 포 스 트 잇 과 휴 대 간 편 한 홍 보 용 3 단 접 이 식 부 채

post-it & folding fan

슬라이드 식으로 보여 줌으로서 지역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접을 수 있어 흥미롭고 휴대가 간
편합니다. 접혔을 때 100x195 펼쳤을 때 230x195입니다.
최소 수량: 5,000개
개당 단가: 600원

folding fan
제작 기간: 계약 후 3주

임실 치즈 체험하기

post it

“3M”정품을 사용한 수첩형 포스트잇으로 5색의 형광
견출용과 2개의 다른 크기의 형광 포스트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지와 내지에 4도 인쇄가 가능하며 지역홍보를
위한 정보들로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수량: 2,000개
개당 단가: 1,30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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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기
즈체
치
임실

펼쳤을 때
접었을 때

contents

아담하고 다양한 선택! 개성있는 나를 연출하는 핸드폰줄/액정 클린너

phone strap/display cleaner
Style B
튜브 속에 캐릭터 및 특산물 등을 삽입 할 수 있는 핸드폰
클리너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작은
홍보물이지만 많은 분들의 필요로 하는 인기 상품입니다.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1,40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3~4주

Style A
에폭시와 고무 제질의 캐릭터 및 로고를 사용한 핸드폰
클린너로 적합합니다. 특히, 고무를 사용한 것은 부드러운
촉감과 깨끗히 처리된 디자인은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1,300원(에폭시), 1,400원(고무)
제작 기간: 계약 후 3~4주

phone strap
display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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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의 기초 마인드!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마우스패드

mousepad

임실 치즈마을 체험하기

다양도 젤 마우스패드
4단계 각도조절이 가능하며 인체에완벽히 밀착되고
복원이 뛰어난 메모리 폼을 이용하여 손목과 어깨
걸림 등을 방지하는 최고급 마우스패드입니다.
독서받침대(75도)로 조절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multi task jell
최소 수량: 500개
개당 단가: 9,00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4주

mousepad
일반형 마우스패드
스노우 화이트 색상의 신개발 특수 발포패드를 사용하여 광마우스
작동이 정확하고 컬러플한 디자인을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재질이
연질이므로 재단 면이 깨끗하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1,50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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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관광상품! 대중적이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테마지도 머그잔

mug/mug set

mug

보급형
도자기의 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구워 내는 머그잔으로
800~1,200도의 고온에서 두번 구워 단단하며 일반
중국산과의 현저한 차이로 소리와 빛깔이 구별되는
디자인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5,500원(머그잔 A), 4,500원(머그잔 B)
제작 기간: 계약 후 4~5주

mug set
고급형
한국도자기가 제작하는 고급형 머그잔 세트로 잔 주위와
받침에 지역 지도를 특수 인쇄하여 관광상품으로도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낱게 박스 포장되어 선물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15,000원
제작 기간: 계약 후 6~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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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잔 A
4도 라운드 인쇄
머그잔 B
2도 부분 인쇄

contents

색다른 맛과 독특한 홍보! 튀는 만큼 홍보되는 테마지도 우산

umbrella

단순히 로고나 상표만을 인쇄한 우산이 아닌 지역 관광상품으로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
홍보물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테마지도의 특성상 양산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수량: 3,000개
개당 단가: 12,000원(테마지도 우산), 9,500원(캐릭터 우산)
제작 기간: 계약 후 10~12주

umbrella

캐릭터 우산

테마지도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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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함에 대한 표현! 고급스러운 가죽 제본의 테마지도 키홀더, 명함지갑과 다이어리

leather goods

leather
key holder
diary
business card purse
지역 지도를 이용한 가죽 제본의 관광상품으로 지역 이미지와 가치를 부가시켜 줍니다.
소중한 분께 선사할 수 있는 고급 기념품입니다.
최소 수량: 1,000개
개당 단가: 10,000원(키홀더), 10,000원(명함지갑), 25,000원(다이어리)
제작 기간: 계약 후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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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미와 고풍! 고급스러움으로 테마지도를 표현하는 병풍

folding screen

traditional
folding screen
전통을 살린 고풍스러움에 지역 테마지도를 담아 만든 병풍은
고급스러운 행사장이나 이벤트, 또는 빌딩 로비에 간편히 설치할 수 있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지역 홍보를 위해
전통스러움을 겸비한 새로운 형식과 개념의 병풍입니다.
또한, 개별 제작이므로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게 제작됩니다.
최소 수량: 1개
개당 단가: 별도 문의
제작 기간: 계약 후 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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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없는 포장! 자유자재로운 신개념의 압축 포장 티셔츠와 핸드타월

compressed t-shirt & hand-towel

compressed
t shirt
hand t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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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CD 크기 정도로 압축한 신개념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외에
수건, 양말, 속옷 등과 같은 면으로 되어있는 모든 상품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이
독특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축을
해제하기 보다는 압축된 상태를 더 좋아합니다. 고객에게 재미와 더불어 신기함을
드릴 수 있으며 소장가치가 높아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효과적입니다.
최소 수량: 1,000개(티셔츠), 10,000개(핸드타월)
개당 단가: 5,500원(티셔츠), 1,300원(핸드타월)
제작 기간: 계약 후 4~5주

contents

아날로그의 운치!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우편엽서과 세심한 배려를 표현하는 테마지도 포장지

postcard & wrapping paper

지역 행사나 이벤트 당시 관광객과 상품 구매자에게 보다
프로페션날한 지역 이미지 전달과 홍보를 위한 작지만
세심하고 준비된 모습을 포장지에 담아 보세요.!
최소 수량: 별도 문의
개당 단가: 별도 문의
제작 기간: 계약 후 2~3주

postcard

wrapping paper

지역 홍보를 위한 관광 엽서로 여행자들의 기념품으로,
취미 생활의 엽서 수집자에게도 좋은 관광상품입니다.
또한, 디지탈화 되가는 현시대에 작은 여유와 정성을 전하는
직접 쓴 엽서는 한 장의 엽서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소 수량: 별도 문의
개당 단가: 별도 문의
제작 기간: 계약 후 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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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위의 여행! 함께 떠나는 테마지도 달력

calendar

table calendar
한국의 유명한 명산으로, 시원한 바다로, 아니면 서울의 한강을 따라
테마별로 떠나는 입체그림 지도로 구성된 탁상용 달력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를 그린 고지도 달력도 색 다른 세계와 정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지역홍보를 위한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 달력도
제작 가능합니다.
최소 수량: 별도 문의
개당 단가: 별도 문의
제작 기간: 계약 후 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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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의 마무리! 담을 수 있는건 다 담는 쇼핑백

shopping bag

shopping bag
단지 물건을 담기 위한 쇼핑백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될 수 있는 광고홍보용으로,
새로운 마케팅 미디어로 쇼핑백의 역활은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다 차별화된 쇼핑백 디자인은 지역 홍보의
극대화 효과를 이끌어 냅니다.
최소 수량: 별도 문의
개당 단가: 별도 문의
제작 기간: 계약 후 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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