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oes  

2022 F/W  GOLF SHOES / GOLF WARE / GOLF MERCHANDISE
 GOPRO GOLF COLLECTION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오직 고프로골프만이 선사하는 최고의 경험.

G-36(블랙로즈)G-35(동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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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GOPRO GOLF

G-96(블랙-메쉬)G-98(히말라야)G-36(블랙로즈)

발목 워머 탈부착 시스템

\29,000\59,000\57,000

G-92(겨울연가) \48,000G-87(오리온)G-35(동백꽃) \53,000\45,000

남,여(무징/다이얼)남,여(무징/다이얼)남,여(무징/다이얼)

남,여(무징/검정)남,여(다이얼/검정)남,여(벨크로/검정)

고프로골프의 모든 과학기술이 집약된 신발.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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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GOPRO GOLF

G-20(오로라)

G-78(은하수) \45,000

G-88(블랙홀) \55,000\55,000

G-89(흰눈) \50,000

여(무징/다이얼)

남,여(무징/흰색)

남,여(다이얼/징)

여(털-방한화)

G-9(에버그린) \53,000

남성화(무징/다이얼)

*내구성
최고급 첨단 소재의 아낌없는 사용으로 고프로골프의 제품은 모두 혁신적인 내구성을 보장 합니다. 

고프로골프의 강인한 내구성은 그 어떤 혹독한 근무환경 일지라도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신발보다 편안하다는 사실!

방한성 내구력
안전성 초경량 
방수성 편리함
고프로골프의
독보적인 신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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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GOPRO GOLF

*다이얼

*공기순환방식

*다이얼시스템

*초경량 캐디화

*벨크로

*초경량 운동화

*메모리폼깔창 사용

*보온(털안감)

*미끄럼방지 아웃솔

*쿠션깔창 (메모리폼)사용

*미끄럼방지 아웃솔

*기모안감

SIZE : 220~295

SIZE : 220~295

\57,000

\45,000

G-36(블랙로즈)

G-95(동백꽃)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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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GOPRO GOLF

*워머 탈부착

*공기순환방식

*다이얼시스템

*초경량 캐디화

*메모리폼깔창 사용

*보온(기모안감)

*미끄럼방지 아웃솔

SIZE : 220~295

\59,000

G-98(히말라야)

*방한성
고프로골프의 방한화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발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일반 신발로는 견딜수 없는 어떠한 환경의 추위에서도 여러분의 발은 햇살 
좋은 봄날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한의 추위에서도 여러분의 발은 고프로골프에서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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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GOPRO GOLF

*완전방수

*공기순환방식

*다이얼시스템

*초경량 캐디화

*완전방수

*다이얼시스템

*초경량 캐디화

*기모메모리폼깔창 사용

*보온(기모안감)

*미끄럼방지 아웃솔

*메모리폼깔창 사용

*보온(기모안감)

*미끄럼방지 아웃솔

SIZE : 220~295

SIZE : 220~255

WOMAN

\53,000

\55,000

G-87(오리온)

G-20(오로라)

*아웃솔
고프로골프의 아웃솔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패턴을 연구하여 어느 곳에서든 완벽한 접지력과, 다양한 지형에서의 완벽한 쿠셔닝을

통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아웃솔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고프로골프의 기어를 착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유를 만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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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GOPRO GOLF

\48,000

G-92(겨울연가)

*완전방수

*깔끔한디자인

*벨크로스타일

*초경량캐디화

*신개념운동화

*초경량 운동화

*쿠션깔창 사용

*미끄럼방지 아웃솔

SIZE : 225~290

\29,000

G-96(블랙-메쉬)

*기모메모리폼깔창

*보온(기모안감)

*미끄럼방지 아웃솔

*추천상품 골프화

SIZE : 2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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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GOPRO GOLF

\45,000

G-78(은하수)

*겨울용 흰색

*초경량

*보온(기모안감)

*기모 메모리깔창 사용

*미끄럼방지 아웃솔

SIZE : 225~290

\55,000

G-88(블랙홀)

*완전방수 골프화(징)

*다이얼시스템

*기모메모리폼깔창

*고급징 사용

*보온(기모안감)

*초경량

SIZE : 230~285

*목높은 털 방한화

*기모메모리폼깔창

*보온(털안감)

*초경량

*미끄럼방지 아웃솔

*편한 착용을 위해 지퍼부착

SIZE : 225~255

\50,000

G-98(흰눈)

SIZE : 245~295  

\53,000

G-9(에버그린)

*완전방수

*공기순환방식

*다이얼시스템

*초경량캐디화

*에어깔창 사용

*사계절용

*미끄럼방지 아웃솔



\2,000 \2,000

SIZE : (여)M,L
          (남)FREE

SIZE : (남) FREE

주문전화 TEL_031.884.0511 www.gopro.kr                                  

*세일상품은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GP-12(구형)

방한-목토시

얇은기모폴라-2

흰색기모장갑

공갈목토시(구형) 밍크자석목토시\20,000

\4,000

\10,000\2,000 \5,000

SIZE : 265~280 

SIZE : 남여FREE

검정 SIZE : (여)S,M (남)L,XL 검정/흰색 검정

SIZE : (남) 95~110

기모 트레이닝 바지
(블랙/네이비) \10,000

| 9

특별세일상품보온경량조끼 \5,000

*초경량

*가볍고 따뜻한 고급형 조끼

*내피,외피 겸용

SIZE : (여)S,M

얇은기모장갑

*속장갑용, 초겨울용

구형 구형

기모안감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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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 폴라티

오리털경량자켓

방한자켓(신형)

추천상품

조끼앤폴라

오리털조끼
마스크형-털폴라 마스크형-기모폴라 스판-기모폴라

털폴라티(검정, 흰색)

검정-얇은특면폴라     \10,000
검정-특면폴라            \11,000

SIZE 여 S M L XL
남 L XL 2XL

PRICE  \18,000

FEATURE *마스크 폴라티 일체형

SIZE 여 S M L XL
남 L XL 2XL

PRICE  \16,000

FEATURE *마스크 폴라티 일체형

SIZE 여 S M L XL
남 L XL 2XL

PRICE  \15,000

FEATURE *신축성, 고급기모, 초겨울용

SIZE 여 S M L XL
남 L XL 2XL

SIZE 여 S M L XL
남 M L XL

PRICE  \15,000

SIZE 여 S M L XL
남 L XL 2XL

PRICE  \33,000

FEATURE

*초경량, 보온성

*고급오리털 사용

*내피,외피 겸용

SIZE 여 S M L
남 L XL 2XL

PRICE  \20,000

SIZE 여 S M L XL
남 L XL 2XL

PRICE  \27,000

FEATURE
*최상의 신축성과 

방한성

SIZE 여 S M L
남 M L XL 2XL

PRICE  \25,000

FEATURE

*두툼한 털안감

*팔-탈부착가능

*앞주머니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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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 내의

발열조끼

털레깅스         

속바람막이(베이지)

기모내의  

스판기모레깅스  

SIZE 여 S M L XL
남 L XL 2XL

PRICE
 상의  \13,000
 하의  \12,000

FEATURE

*초경량 

*신축성

*보온성

*합리적인 가격

SIZE 여 S M L XL
남 L XL 2XL

PRICE  \14,000

SIZE 여 S M L XL
남 XL

PRICE  \12,000

FEATURE

*신축성과 보온성

  최상

*외출용, 사복으로도

  적합

SIZE 여 M L
남 XL

PRICE  \12,000

SIZE 여 S M L XL
남 100 105 110

PRICE  \32,000

FEATURE

*신축성과 보온성 최상

*외출용, 사복으로도

  적합

SIZE  FREE
PRICE  \7,000

FEATURE

*얇고 신축성이 탁월 

*발목 고리형

*프리사이즈

기모폴라(검정/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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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 

기모장갑 얇은기모장갑 기모속장갑

SIZE
(여)FREE 
(남)FREE

PRICE  \4,500

FEATURE *흰색/검정

SIZE
(여)FREE
(남)FREE

PRICE  \4,000

FEATURE *초겨울용,속장갑

SIZE
(여)FREE
(남)FREE

PRICE  \3,000

FEATURE *흰색/검정

방한장갑

SIZE 여 XS S M L
남 L XL

PRICE  \7,000

FEATURE *가장 인기상품

보온방수장갑

SIZE 여 XS S M L
남 L XL

PRICE  \11,000

FEATURE *털안감 *생활방수

스마트방수발열장갑

SIZE 여 XS S M L
남 L XL

PRICE  \13,000

FEATURE
*스마트폰 터치가능
*완벽방수 및 보온성

밍크(털)워머장갑

SIZE (여,남)FREE
PRICE  \10,000

FEATURE *극세사털 사용

털-손등커버

SIZE (여,남)FREE
PRICE  \7,000

털방한장갑

SIZE 여 XS S M L
남 L XL

PRICE  \9,000

FEATURE
*극세사털 내장으로 발열기

능 극대화

지퍼-털스마트장갑

SIZE 여 S M L
남 L XL

PRICE  \12,000

FEATURE *스마트폰 터치 가능

장갑



검정-마스크(기모)-C

PRICE  \9,000

FEATURE *추위로부터 안면보호

털-마스크-B

PRICE  \9,500

FEATURE *거친 바람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검정-마스크(털)-D

PRICE  \10,000

FEATURE *털안감 방한성 극대화

검정-마스크-A

PRICE  \8,000

FEATURE *동계 안면보호용

마스크형-검정목토시-1

PRICE  \10,000

FEATURE *마스크와 목토시의 환상적인 만남

마스크형-기모목토시(흰/검)-2

PRICE  \11,000

FEATURE *마스크와  목토시의 만남

마스크형-털목토시(검)-3

PRICE  \12,000

FEATURE *마스크와 목토시의 만남

통풍기모목토시

PRICE  \12,000

FEATURE *숨쉬기가 편한 마스크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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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 목토시

*부드럽고 따뜻한 최고급원단
*크기조절이 편리한 디자인

검정,흰색  

검정,흰색                     검정 \6,000 검정,흰색           

신형(검정,흰색)

                    \5,000

검정                

밍크털목토시(신형)

털목토시(고급형)끈,지퍼형보아털목토시 스판털목토시

털-공갈목토시(신형)털귀마개(벨크로형) 기모목토시(귀걸이형)
 \12,000

\5,000\5,000

 \8,000

\5,000면-공갈목티

뽀글이-발토시

*따뜻하고 멋스러워 

  외출용으로도  적합.

*놀라운 신축성
\8,000 \6,000\5,000

뽀글이-목토시 검,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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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 

도톰이-기모양말(여)뜨거발열양말(여남FREE)

안감바닥

기모양말(여-발라드) 기모양말(남-트롯)

기모양말-루돌프(여)루돌프산타 기모사진

*두꺼운 기모안감으로 혹한기에도 보온성을 보장

방한덧버선
(SIZE : 여FREE 남FREE)

발열양말-여성용 회색

이슬방지커버(빗물방지)수면양말 발가락양말(겨울용)

₩3,000₩3,000 ₩3,000 ₩3,000

₩4,500

₩3,000

₩12,000

₩3,000

₩2,000 ₩3,000

여성용 흰색
₩2,500

도톰이-기모양말(남)

털발토시

₩3,000

₩5,000

*바닥엠보기능 : 양말 바닥에 엠보처리 되어 미끄럽지 않으며 6중직조 바닥면으로 착용감이 좋습니다.

기모양말(공주-여)

₩2,500

기모양말-산타(남)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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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 비옷&바람막이

*방수기능,보온기능. 예쁜
디자인으로 일반 골퍼들
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바람막이

*방수기능이 탁월한 원단을 사용하여 가볍고 디자인이 뛰어나며 착용감 최상.

비치마
\13,000

장화  \13,000
SIZE:225~260



주문전화 TEL_031.884.0511 www.gopro.kr                                  

|17’s FaithA company opening up a world of nature and technology. It is  GOPRO GOLF

Merchandise 브로치 티걸이

와 이 어 볼 타 올
(6개)    \10,000

25X25

럭셔리자석머니클립
( 1 개 )  \ 5 , 0 0 0

꿀 벌 티 걸 이
(15개) \10,000

장 갑 찍 찍 이
(8개) \10,000

꿀 벌 퍼 터 키 퍼
(10개) \10,000

호 랑 이 티 걸 이
(12개)  \10 ,000

호 랑 이 퍼 터 키 퍼
( 8개 )  \ 1 0 , 0 0 0

고 무 티 티 걸 이
(8개) \10,000

꼬 물 이 티 걸 이
(15개) \10,000

귀요미장갑찍찍이
(10개) \10,000

에 일 디 티 링
(15개) \10,000

미니캔음료티걸이
(16개) \10,000

곰돌이폼폼키링키퍼
(4개)   \10,000

수 평 계 볼 마 크
(5개) \10,000

엄지척 마크&티꽂이
(8개) \10,000



주문전화 TEL_031.884.0511 www.gopro.kr                                  

18| ’s FaithA company opening up a world of nature and technology. It is  GOPRO GOLF

Merchandise 

헤어밴드
대:\2,000 소:\1,500

스판헤어밴드(흰색)신제품
대:\2,500 소:\2,000

두건
\1,500

볼타올(장,단)   \3,000
볼타올(소)30x50 \2,500 면땀타올   \1,500

비타올   \3,500
40X80

발목보호대
SIZE : M, L
\5,000 

손목보호대
SIZE : M, L
\4,000 

무릎보호대
SIZE : M, L
\5,000 

몸팩
(붙이는핫팩10개입)           

₩5,000 

흔드는핫팩
(손난로 10개입)           

₩5,000
발팩(10개입)           
₩7,000 

깔창핫팩
₩1,000 

기타

볼라이너
\3,000 

그 린 보 수 기 
대13cm  \3,500 
소12cm  \3,000복주머니 \1,500

극세사땀타올 \1,500

오너봉(볼빅) \8,000
세 척 솔
\1,500 

보온병걸이
\3,000 

워터저그
3L \29,000
4L \32,000 

아 폴 로 보 온 병
( 0 . 3 L ~ 3 . 0 L ) 
\22,000 ~ 47,000

연꽃복주머니
\ 2 , 0 0 0

버 디 양 파 도 장
(양면) \8,000

퀸센스 보온병
2.5L \45,000

퀸센스 보온병
3.0L \49,000

극 세 사 볼 타 올
(대)40x60 \3,000
(소)30x40 \2,500

극세사볼타올(도톰이)
(대)40X60 \3,500
(소)30X40 \3,000

"별매품"

코크   
대 \5,000
소 \4,000 

겉뚜껑 
\5,000

"별매품"

뚜껑   
\18,000
속빨대 
\5,000
고무패킹
\2,000

100개 묶음판매
숏티 \4,000 

롱티/볼마크 \5,000

롱세척솔 
\2,000 



주문전화 TEL_031.884.0511 www.gopro.kr                                  

|19’s FaithA company opening up a world of nature and technology. It is  GOPRO GOLF

Merchandise 

근무수첩
스코어카드
전화문의

네임텍/그립지
전화문의

코스용품

고급형

칩볼마크(고급형)
4개     \1,000

블랙로즈깔창
\12,000

메모리폼깔창
\5,000

배토삽  
₩2,000 

동계용 동계용

근무가방(사각특대) \28,000
SIZE 30X21X30

근무가방(대) \26,000
SIZE 40X18X20

근무가방(루비) \27,000
SIZE 35X20X23

근무가방(소) \25,000
SIZE 27X18X20

근무가방(중) \25,000
SIZE 30X18X20

배토가방(철심형)
\15,000

SIZE 25X15X20
배토가방(가방형)

\12,000
SIZE 24X8X20

정사각물통 \14,000
SIZE 17X17X17 

직사각물통 \15,000
SIZE 17X28X17

직사각회색 \15,000
SIZE 22X17X17 

근무가방(다이아몬드)
대     \29,000
SIZE 35X20X23

근무가방(다이아몬드) 
중    \27,000
SIZE 30X18X20

휴지통(원터치형)
\29,000

SIZE 32X22X22
색상:그린,그레이

쿨러백(20리터)
\15,000

SIZE 35X20X30

그립비커버(방수)
\18,000

시트비커버(방수)
\40,000

NEW

다이아몬드배토가방
\15,000

SIZE 25X9X23 
직사각물통 \15,000

SIZE 18X24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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