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S/S

압도적인 기능으로 한차원 더 높이압도적인 기능으로 한차원 더 높이

www.gopro.kr

최고의 소재들과 첨단 과학기술의 사용을 아끼지 않은 고프로골프의 모든 기술이 진일보 하여 돌아왔습니다.

사용자들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고프로골프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세요.

G-37(스타트) G-38(럭셔리)  

완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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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완전
방수

G-38(럭셔리)               \69,000

G-42(푸른하늘-2)     \48,000

G-47(멜론-2)             \52,000

G-40(파-2)                  \42,000 G-41(애플-2)             \45,000 G-43(체리-2)            \52,000

G-25(민트메쉬)          \32,000

G-39(하이탑)               \60,000

남,여(목높은형-다이얼)

G-46(뉴에어쿨-2)     \58,000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G-45(뉴멜론-2)          \57,000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G-37(스타트)               \59,000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남,여(무징-완전방수)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여(무징-벨크로) 남,여(무징-벨크로) 남,여(무징-메쉬-다이얼)

남,여(운동화)

막강한 성능으로 무장한 고프로골프

의 첨단 신발이 올-리뉴얼이 되었습

니다. 더욱 높아진 퀄리티와 남다른 

차원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고프로골

프의 새로운 신발은 타의 추종을 불

허하는 프로용 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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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GOLF

G-81(애플)               42,000

남,여(무징)

G-34(뉴멜론)        \55,000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G-24(뉴에어쿨)     \57,000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완전
방수

완전
방수

G-80(레몬)            \57,000

남,여(징-다이얼-완전방수)

완전
방수

G-85(체리)                    \50,000

남,여(무징-다이얼-메쉬-운동화)

G-71(파)                           40,000

여(무징)

완전
방수

G-94(에어쿨)         \55,000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G-84(멜론)               50,000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완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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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 220~295

\59,000G-37(스타트)
*공기순환방식(업계최초)

*신규아웃솔몰드

*다이얼시스템

*완전방수(방수버선내피 삽입)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에어쿨인솔깔창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G-37 START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완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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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GOLF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 220~295

\69,000G-38(럭셔리) *공기순환방식(업계최초)

*신규아웃솔몰드

*다이얼시스템

*완전방수(방수버선내피 삽입)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에어쿨인솔깔창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G-38 LUXURY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완전
방수

NEW



주문전화 TEL_031.884.0511 www.gopro.kr                                  

6 |

Golf Shoes   Golf  Wear | Golf Merchandise

남,여(무징-다이얼)

SIZE : (여,남) 220~295

\60,000G-39(하이탑) *공기순환방식(업계최초)

*신규아웃솔몰드

*다이얼시스템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에어쿨인솔깔창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G-39 HIGT TOP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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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GOLF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 220~295

\58,000G-46(뉴에어쿨-2)

G-46 NEW AIR COOL-2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완전
방수

NEW

*공기순환방식(업계최초)

*신규아웃솔몰드

*다이얼시스템

*완전방수(방수버선내피 삽입)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에어쿨인솔깔창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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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 220~295

\48,000G-42(푸른하늘-2) *신규아웃솔몰드

*벨크로시스템

*완전방수(방수버선내피 삽입)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G-42 BLUE SKY-2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완전
방수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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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GOLF

여(무징-벨크로)

SIZE : (여) 220~260

\42,000G-40(파-2) *신규아웃솔몰드

*벨크로시스템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G-40 PAR-2 방수 여성 초경량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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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무징-벨크로)

SIZE : (여,남) 220~295

\45,000G-41(애플-2) *신규아웃솔몰드

*벨크로시스템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G-41 APPLE-2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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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GOLF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 220~295

\52,000G-43(체리-2) *신규아웃솔몰드

*다이얼시스템

*메쉬통풍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G-43 CHERRY-2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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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5 NEW MELON-2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 220~295

\57,000G-45(뉴멜론-2) *신규아웃솔몰드

*다이얼시스템

*완전방수(방수버선내피 삽입)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NEW

완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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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GOLF

G-25 MINT MESH 남성 여성 초경량

남,여(운동화)

SIZE : (여,남) 220~295

\32,000G-25(민트메쉬)
*신규아웃솔몰드

*스트링시스템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극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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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7 MELON-2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 220~295

\52,000G-47(멜론-2) *신규아웃솔몰드

*다이얼시스템

*완전방수(방수버선내피 삽입)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NEW

완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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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GOLF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 220~295

\57,000G-24(뉴에어쿨) *공기순환방식(업계최초)

*신규아웃솔몰드

*다이얼시스템

*완전방수(방수버선내피 삽입)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에어쿨인솔깔창-고급형(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G-24 NEW AIR COOL
완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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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4 NEW MELON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 220~295

\55,000G-34(뉴멜론)
*신규아웃솔몰드

*다이얼시스템

*완전방수(방수버선내피 삽입)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급메모리폼-인솔(NEW)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완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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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GOLF

G-81 APPLE

남,여(무징)

SIZE : (여,남) 220~295

\42,000G-81(애플) *초경량 캐디화

*실속형

*쿠션깔창(메모리폼) 사용

*방수강화

*미끄럼방지 아웃솔

*메모리폼 쿠션깔창*메모리폼 쿠션깔창
에어백시스템 외에도 수직으로 중력을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인 바닥부분을 보완하기위해 기여하는에어백시스템 외에도 수직으로 중력을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인 바닥부분을 보완하기위해 기여하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폼쿠션깔창입니다. 재활의학전문의로부터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폼쿠션깔창입니다. 재활의학전문의로부터

자문을 받아 개발된 메모리폼쿠션깔창은 중력으로부터 하체에 전달되는 충격을자문을 받아 개발된 메모리폼쿠션깔창은 중력으로부터 하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발의 피로와 건강을 위해 가장 알맞은 쿠션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소화하고 발의 피로와 건강을 위해 가장 알맞은 쿠션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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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여성 초경량G-71 PAR

여(무징)

SIZE : (여) 220~260

\40,000G-71(파) *초경량 캐디화

*실속형의 1인자

*쿠션깔창(메모리폼) 사용

*생활방수

*초경량성*초경량성  
고프로골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하나 연구개발을 하지않는 분야가 없습니다.고프로골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하나 연구개발을 하지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발이 가볍도록 만들어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그중 하나가 신발이 가볍도록 만들어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신발을 만들기 위해 현대과학의 최상급 테크놀로지가 아낌없이 깃털처럼 가벼운 신발을 만들기 위해 현대과학의 최상급 테크놀로지가 아낌없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엄청나게 향상된 가벼움으로 발은 신발을 신지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엄청나게 향상된 가벼움으로 발은 신발을 신지

않은듯한 느낌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단순한않은듯한 느낌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한계의 돌파라고 할 수 있는 변혁입니다.업그레이드가 아닌 한계의 돌파라고 할 수 있는 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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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GOLF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 220~295

\50,000G-84(멜론) *다이얼시스템

*완전방수(방수버선내피 삽입)

*쿠션깔창(메모리폼) 사용

*고급스러운 디자인

*미끄럼방지 아웃솔

*편안한 착용감

G-84 MELON
*방수성 *방수성 

견고함은 기본, 뛰어난 방수 성능까지 갖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빗물, 고인물 등 일상적인견고함은 기본, 뛰어난 방수 성능까지 갖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빗물, 고인물 등 일상적인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고프로골프의 쉬지않는 연구개발 덕분에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고프로골프의 쉬지않는 연구개발 덕분에 

방수성능을 완벽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향상된 방수성은방수성능을 완벽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향상된 방수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완벽에 완벽을 더하고 있습니다.해를 거듭할수록 완벽에 완벽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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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4 AIR COOL

남,여(무징-다이얼-완전방수-공기순환)

SIZE : (여,남) 220~295

\55,000G-94(에어쿨)
*공기순환방식(업계최초)

*신규아웃솔몰드

*다이얼시스템

*완전방수(방수버선내피 삽입)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에어쿨인솔깔창

*미끄럼방지 아웃솔

*초경량

*편안한 착용감

*공기순환시스템*공기순환시스템
에어백시스템에어백시스템이라는 공기순환장치는 구조적인 면에서 대부분의 신발들이 가진 문제로 인해 이라는 공기순환장치는 구조적인 면에서 대부분의 신발들이 가진 문제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여겨지거나 도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 없는 연구와 개발을 부적합하다고 여겨지거나 도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 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마침내 신발내부의 습한공기가 외부와의 원활한 순환을 할수 있는 통하여 마침내 신발내부의 습한공기가 외부와의 원활한 순환을 할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전의 그 어떤 신발에서도 사용된 적 혁신적인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전의 그 어떤 신발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에어백시스템은 모든 신발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없는 에어백시스템은 모든 신발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
공기
순환

완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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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hoes   Golf  Wear | Golf Merchandise

GOPRO GOLF

남,여(징-다이얼-완전방수)

SIZE : (여,남)230~285

\57,000G-80(레몬) *완전방수 골프화

*쿠션깔창(메모리폼) 사용

*다이얼시스템

*징(스파이크)

*초경량

*관절보호와 피로감을 감소

*고급스러운 디자인

G-80 LEMON
*안전성*안전성

어떤 혁신적인 기능이 있다 하여도 그중 가장어떤 혁신적인 기능이 있다 하여도 그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전성이 보장된 후에야  본연의중요한 기능은 안전성이 보장된 후에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프로골프에서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프로골프에서
개발되는 모든 기능들은 압도적이지만 어떠한 개발되는 모든 기능들은 압도적이지만 어떠한 

열악한 바닥환경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열악한 바닥환경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놀라운 안전성은 고프로골프의 철학이놀라운 안전성은 고프로골프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능성의 한계를전문가들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 넘을수 있도록 고안된뛰어 넘을수 있도록 고안된

 징은 언제나 완벽한 안전성을 징은 언제나 완벽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남성방수 여성 초경량완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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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초경량

남,여(무징-다이얼-메쉬-운동화)

SIZE : (여,남) 220~295

\50,000G-85(체리) *다이얼 시스템

*신개념 운동화

*초경량

*운동화 스타일

*쿠션깔창(메모리폼) 사용

*미끄럼방지 아웃솔

G-85 CHERRY
*편리성*편리성

  최첨단 다이얼 골프화는 한번의 다이얼최첨단 다이얼 골프화는 한번의 다이얼  조작만으로도 조임과 풀림이 가능하며, 이는 신발을 착용하기 위한 조작만으로도 조임과 풀림이 가능하며, 이는 신발을 착용하기 위한 
시간과 일련의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원터치 다이얼은 신발이 발에 밀착이되는시간과 일련의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원터치 다이얼은 신발이 발에 밀착이되는

과정을 모두 건너뛰는 기술로 대단히 복잡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과정을 모두 건너뛰는 기술로 대단히 복잡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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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hoes   Golf  Wear | Golf Merchandise

GOPRO GOLF

오랜시간 꾸준히 사랑받고 인정받은 스테디셀러!

\48,000GP-12(잔디보호밑창) G-9(에버그린)         \50,000

근무화(경기과/코스관리부)  240~295 남성화/코스(무징/다이얼) 250~285

완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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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hoes   Golf  Wear   Golf Merchandise

GOPRO GOLF

(회색)\3,500  (흰색)\3,000

(회색)\4,000
(흰색)\3,500

(한겹)\4,000
(두겹)\5,000

장갑

스판장갑(회색)-민자
스판장갑(흰색)-민자

스판장갑(회색)-엠보
스판장갑(흰색)-엠보

\4,000
\4,000

\4,000
\4,000

*손등 두겹(자외선 완벽보호)

*등부분이 스판으로 되어 있어 착용감이 편함

*손바닥원단이 때가 잘빠짐

*손등 두겹(자외선 완벽보호)

*등부분이 스판으로 되어 있어 착용감이 편함

*손바닥원단이 때가 잘빠짐

SIZE : (여)XS,S,M,L   (남)L,XL SIZE : (여)XS,S,M,L   (남)L,XL

*고급냉감소재로 신축성이 탁월하고 손등을 자외선으로 부터 보호합니다.

자외선속장갑

SIZE : (여)S,M,L   (남)L,XL

\2,500
\2,500

찔레꽃장갑(민자)
찔레꽃장갑(엠보)여성용

\4,000손등커버(SIZE:남,여)

손가락장갑
(SIZE:남,여)

짧은- 긴-손가락장갑

*습기에 손이 젖

어 있어도 중지와 

약지의 아웃스트

랩을 이용하면 손

쉽고, 빠르게 장

갑을 벗길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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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RO GOLF

쿨목토시

*등부분 망사처리(흰/검)

\5,000
\6,000

면-공갈목티(SIZE:FREE)
쿨-공갈목티(SIZE:FREE)

\10,000볼레로(SIZE:S,M,L,XL)

\8,000
\8,000\11,000\10,000

\9,000

\10,000 \7,000
쿨마스크-A
쿨마스크-A(단)통풍-쿨목토시메쉬-쿨목토시(K)

메쉬-쿨마스크(E)

쿨마스크-B 똑딱이-쿨공갈목티

마스크형-쿨목토시-1 마스크형-쿨목토시(망사)-2\10,000 \12,000\5,000
\8.000
\7,000

쿨목토시(귀걸이형)
(밴드형)
(슬림형)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

제입니다. 고프로골프는 이러한 고민을 사용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연구와 테스트를 통한 

제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매년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어렵게 

탄생된 고품질의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COOL NECK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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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hoes   Golf  Wear   Golf Merchandise

GOPRO GOLF

쿨내의

쿨내의(목높은형)-2

라운드쿨내의(스킨,화이트)

하의(망사) \18,000  하의(일반) \16,000

상의(라운드) \18,000 하의 \16,000
상의 \18,000

\34,000

*얇은 쿨원단을 사용하여 착용감 최상

*냉감효과와 땀 흡수 및 배출 기능

*신소재   *냉감효과

*땀흡수력 탁월

상의 SIZE : (여)S,M,L   (남)L,XL

SIZE : (여)S,M,L,XL   (남)L,XL,2XL
하의 SIZE : (여)S,M,L,XL   (남)XL

SIZE
(여)S,M,L,XL 
(남)L,XL

텐셀내의 상의 \15,000
하의(9부) \15,000

SIZE : (여)S,M,L,XL 

인견-쿨내의
상
하

\17,000
\17,000

쿨내의7부 \14,000 
SIZE : (여)S,M,L,XL
          (남)XL

쿨내의5부 \13,000
SIZE : (여)S,M,L,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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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hoes   Golf  Wear   Golf Merchandise

GOPRO GOLF

망사-쿨폴라(팔두겹)

앞지퍼-쿨폴라일체형-쿨폴라 배꼽티-쿨폴라 쿨폴라집업 \25,000

쿨폴라

\22,000

\23,000\27,000 \20,000

*쿨원단을 사용하여 더운 여름용으로 안성맞춤. *똑딱이/지퍼 

SIZE:(여)S,M,L,XL (남)L,XL,2XL

SIZE:(여)S,M,L,XL (남)L,XL,2XLSIZE:(여)S,M,L,XL 

        (남)L,XL,2XL
SIZE:(여)S,M,L,XL (남)L,XL,2XL

*허리부분 망사처리로 통기성 탁월

*전면 폴라부분에 지퍼부착

쿨론-집업 \17,000

SIZE:(여)S,M,L,XL (남)L,XL,2XL

*통기성과 땀흡수 배출이 탁월

NEW NEW NEW

SIZE:(여)S,M,L,XL 

        (남)L,XL,2XL

COOL P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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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hoes   Golf  Wear   Golf Merchandise

GOPRO GOLF

자외선쿨폴라
팔한겹
팔두겹

마스크형쿨폴라 쿨론폴라\26,000

똑딱이-쿨폴라

지퍼-쿨폴라

\19,000
\21,000

\24,000

\23,000

SIZE:(여)S,M,L,XL (남)L,XL,2XL SIZE:(여)S,M,L,XL (남)L,XL,2XL

SIZE:(여)S,M,L,XL (남)L,XL,2XL

팔두겹

팔두겹

팔한겹
팔두겹
똑딱이(팔두겹)

\12,000
\14,000
\15,000

똑딱이(팔두겹))

COOL P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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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hoes   Golf  Wear   Golf Merchandise

GOPRO GOLF

흰색단면폴라 나그랑폴라(조끼형)

흰색특면폴라(스판)
얇은특면폴라
얇은특면폴라-똑딱이

단면폴라 나그랑폴라

특면폴라

똑딱이-단면폴라 똑딱이-나그랑\9,000 \11,000

\12,000
\11,000
\15,000

\12,000 \14,000

*고품질면사를 사용하여 피부보호와 

땀 흡수에 강하도록 제작(팔두겹)SIZE : (여)S,M,L,XL (남)M,L,XL,2XL

SIZE : (여)S,M,L,XL 

          (남)M,L,XL,2XL

SIZE : (여)S,M,L,XL (남)M,L,XL,2XL

*옆구리 부분에 스판원단을 사용하여 착용감

이 좋으며 허리라인 강조

고프로골프
신개념 똑딱이
폴라티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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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hoes   Golf  Wear   Golf Merchandise

GOPRO GOLF

장양말(스타킹) 

\4,500

양말

이슬방지커버(빗물방지)

₩12,000

발가락양말(남) 덧신양말 1켤레(남) 덧신양말 1켤레(여)

미니발가락양말

\2,500

₩3,000 ₩2,000 ₩2,000

*투명 우레탄비닐 소재로 가볍고 견

고하며 완벽한 방수를 실현했습니다.

(아침이슬 맺힐때, 비올때 사용)

*바닥엠보기능 : 양말 바닥에 엠보처리 되어 미끄럽지 않으며 6중직조 바닥면으로 그 어떤 양말 보다도 높은 수준의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여성용(회색)

₩3,000

발가락양말(여 )

₩3,000

여성용(흰색-항공)

₩2,500

남성용(망고-항공)

₩3,000

남성용(망고-긴목)

₩3,000

여성용(앵두-긴목)

₩3,000

여성용(앵두-항공)

₩3,000

여성용(핑크-항공)

₩2,500

여성용(핑크-긴목)

₩2,500

거리측정기

랜딩포인트L3
\199,000

미니미LT
\297,000

추천추천

여성용(흰색-긴목)

₩2,500

NEW

캐디톡 미니미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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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옷&바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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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막이

*방수기능이 탁월한 원단을 사용하여 가볍고 디자인이 뛰어나며 착용감 최상. 비치마
장화  \13,000
SIZE:230~260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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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치 티걸이

방 향 티
(2개)  \10,000

와 이 어 손 수 건
(4개)  \10,000

일 체 형 장 갑 홀 더
(4개)  \10,000

벌 머 니 클 립
(2개)  \10,000

토 끼 티 홀 더
(4개)  \10,000

동 물 자 석 티 걸 이
(6개)  \12,000

귤 몽 티 걸 이
(12개)  \12,000

시 바 L E D 티 걸 이
(12개)  \12,000

궁뎅이LED티걸이
(10개)  \12,000

보 수 기 & 티 링
(12개)  \12,000

볼 라 이 너
(5개)  \12,000

얼 음 주 머 니
(1개)  \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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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치 티걸이

럭셔리자석머니클립
(1개)  \5 ,000

꿀 벌 퍼 터 키 퍼
(10개) \12,000

장 갑 찍 찍 이
(8개) \12,000

와이어볼타올 25X25
(6개)    \12,000

고 무 티 티 걸 이
(8개) \12,000

엄지척 마크&티꽂이
(8개) \12,000

수 평 계 볼 마 크
(5개) \12,000

귀요미장갑찍찍이
(10개) \12,000

에 일 디 티 링
(15개) \12,000

미니캔음료티걸이
(16개) \12,000

곰돌이폼폼키링키퍼
(4개)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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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두건
\1,500

면볼타올(장,단)    \3,000
면볼타올(소)30x50 \2,500

면땀타올  \2,000
34X33

볼라이너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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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머니 \1,500 오너봉(볼빅) \8,000
연꽃복주머니

\2,000

극세사땀타올 \2,000
30X27

세척솔 \1,500 
아 폴 로 보 온 병
( 0 . 3 L ~ 3 . 0 L ) 
\22,000 ~ 47,000

"별매품"

코크   
대 \5,000
소 \4,000 

겉뚜껑 
\5,000

스판헤어밴드(흰색)
대:\2,500 소:\2,000

헤어밴드
대:\2,000 소:\1,500

버 디 양 파 도 장
(양면)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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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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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저그
3L \29,000
4L \32,000 

고글 \34,000
프레임(블랙,화이트)

렌즈(오렌지,옐로우,블랙,브라운,클리어)

퀸센스 에어포트
2.5L \45,000
3.0L \49,000

"별매품"

뚜껑   
\18,000

속빨대 
\5,000

에리카 보온병
1.5L \29,000
2.0L \32,000 

퀸센스 텀블러
\17,000~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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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용품
*근무가방-원단색상 선택가능

발목보호대
SIZE : M, L
\5,000 

손목보호대
SIZE : M, L
\4,000 

무릎보호대
SIZE : M, L
\5,000 

NEW

근무수첩/스코어카드
네임텍/그립지

전화문의

근무가방(사각특대) \28,000
SIZE 30X21X30

근무가방(대) \26,000
SIZE 40X18X20

근무가방(루비) \27,000
SIZE 35X20X23

근무가방(소) \24,000
SIZE 27X18X20

근무가방(중) \25,000
SIZE 30X18X20

배토가방(철심형)
\15,000

SIZE 25X15X20

배토가방(가방형)
\13,000

SIZE 24X8X20

고급형

칩 볼 마 크
(4개) \1 ,000

직사각물통 \15,000
SIZE 17X28X17 

고프로인솔깔창(메모리폼)
SIZE:220~295  \5,000

100개 묶음판매
숏티 \4,000 

롱티/볼마크 \5,000

배토삽  
₩2,000 

아이스박스(15L)
\25,000

SIZE 35X25X35

아이스박스(9L) 
\17,000

SIZE 32X20X24

근무가방(다이아몬드) 
(대)SIZE:35X20X23 \29,000
(중)SIZE:30X18X20 \27,000

에어쿨인솔깔창(신규)
SIZE:220~295\10,000

휴지통(원터치형)
\29,000

SIZE 32X22X22

쿨러백(20리터)
\23,000 \15,000
SIZE 35X20X30

롱세척솔 
\2,000 

카트물통-직사각 회색
\17,000

SIZE 22X17X17

다이아몬드 배토가방
\15,000

SIZE 25X9X23

카트물통-직사각 그린
\15,000

SIZE 22X17X17



경기도 여주시 삼교동 236-1   |   Tel_031.884.0511   |   Fax_031.884.0526   |   문의전화 010-4597-2465  |  E-mail_gopro88@naver.com

’s FaithA company opening up a world of nature and technology. It is Golf  Shoes  / Golf  Wear  / Golf MerchandiseGOPRO GOLF

공기
순환

www.gopro.kr

완전
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