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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New Arrival

스타일리쉬 캠핑 브랜드 카즈미의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늘 감성 가득한 공간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새로움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언제나 즐거운 캠핑 라이프를 제공합니다.



X9은 6M 이상의 대형급 크기로 그 어떤 텐트보다 넓고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며, 새롭게 추가된 3개의 천장 릿지폴과 X자 크로스 폴

구조로 어느 곳에나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X9은 나일론 립스탑 원단이 적용되어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한 

프리미엄급 리빙쉘 텐트입니다. 카즈미 리빙쉘에서 처음 선보이는 

풀 그라운드 시트는 이너부터 전실까지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차광력이 뛰어난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적용된 루프는 언제나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며, 

넓은 도어는 원활한 이동을 도와줍니다.

나일론 립스탑으로 제작된
대형급 프리미엄 리빙쉘 텐트

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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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메탈 그레이 톤으로 새롭게 돌아온 X5는 역시나 견고한 X자 크로스 폴 구조로 어디에서든지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며, 나일론 립스탑 원단이 적용되어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한 프리미엄급 리빙쉘 텐트입니다. 

모든 곳으로 통하는 도어는 언제나 자유로운 이동을 제공하며, 촘촘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메쉬 윈도우는

모든 곳을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효과적인 차광력을 가진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적용된 루프로 항상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며, 제로룩스 시스템의 이너텐트로 더욱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나일론 립스탑으로 리뉴얼 된 프리미엄 X5

NEW 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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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
 Dome Shelter
 Plus

21년 한해 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비바 돔 쉘터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합니다.

트렌디한 카키톤의 새로운 비바 돔 쉘터는 자연과의 조화로움으로 언제나 특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와이드형 도어와 촘촘한 메쉬 윈도우는 여전히 뛰어난 

개방감을 제공하며, 더 길어진 루프는 다양한 날씨 변화에도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버클을 이용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풀 그라운드 시트는

바닥의 모든 면을 덮을 수 있어 차갑고 고르지 못한 지면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새로운 모습의 비바 돔 쉘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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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늑한 오두막을 연상시키는 오스카 하우스 캐빈 텐트는 클래식함

속에서 트렌디함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언제나

감성적인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합니다.

텐트 안쪽에는 뛰어난 자외선 차단 기능의 실버 코팅이 적용되어

있으며, 모든 면에 출입구를 적용하여 쾌적하고 원할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A형 구조의 높은 천장은 답답함 없이

자유로운 리빙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너에서 전실까지 이어지는

풀 그라운드 시트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및 냉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아늑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3~4명이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이너텐트는 뛰어난 차광력으로 언제나 눈부심 없이

쾌적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클래식함 속에서 느껴지는 트렌디한 디자인

New
Oscar House
Cabin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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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ish Camping Equipment



고급스러운 색감과 형태로 디자인된 브릭 쉘터는 언제나 넉넉한 리빙 공간을 제공합니다. 2개의 메인폴과 

하나의 릿지폴만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높은 천장은 쉘터 안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도와줍니다. 

커튼을 연상시키는 윈도우 스킨은 나만의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모든 면에 위치한

와이드형 메쉬 윈도우는 탁 트인 시야와 뛰어난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모든 문을 닫아도 충분한 환기를 

도와주는 루프 윈도우 적용으로 결로를 최소화하며, 언제나 쾌적한 내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견고하게 자립하는 브릭 쉘터는 차량과도 연결하여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브릭 쉘터

Brick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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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 폴을 이용하여 독립 사용 가능

즐거운 차박을 위해 제작된 매력적인 락 필드 도킹 텐트는 자립이 

가능하여 독립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

릿지폴 추가로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을 제공해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며, 리어 스크린으로 차량 하부에서 들어오는 먼지와 한기를 

차단하기에 좋습니다. 넓은 전면 도어는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캐노피 폴을 이용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측면에 위치한 벤틸레이션은 모든 문을 닫아도 충분한 환기를

도와주어 언제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2개의 메인폴과

하나의 릿지폴만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텐트입니다.

차박 캠핑에 최적화된 매력적인 토킹 텐트

Rock Field
Docking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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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티어 돔은 역시나 전실까지 이어지는 풀 그라운드 시트가 적용되어 

바닥에서 느껴지는 습기와 냉기를 차단해 주며,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기 좋은 텐트

입니다. 티어 돔 텐트 GT는 기존과는 다르게 후면 릿지폴을 적용하여 활용하기 

어려웠던 후면 공간을 사용하기 좋도록 만들었습니다. 4M 급의 크기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좋으며, 2개의 이너텐트 폴과 1개의 전면폴만으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에 위치한 메쉬 윈도우와 상단에 위치한 벤틸레이션으로 원활한 환기를 도와주

어 언제나 쾌적한 내부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는 제로룩스

시스템이 적용된 이너텐트로 안락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후면 릿지폴 추가로 더욱 효율적인 공간 제공

Tier Dome GT

보다 새로워진 색감과 디자인으로 제작된 아크로 돔 엣지 텐트는 어디에서나 조화롭게 어울리는 외형과 4M 급의 크기로 다양한 공간에서 

설치하기 좋으며, 전실까지 이어지는 풀 그라운드 시트와 후면에 추가된 릿지폴을 이용해 전체적인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룩스 시스템이 적용된 이너텐트는 오직 2개의 폴만으로 자립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빛을 차단하여 독립적인

그늘막 텐트 또는, 리빙쉘이나 타프쉘의 이너텐트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사이드에 위치한 메쉬 윈도우와 벤틸레이션으로 언제나 

쾌적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손쉬운 설치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새로워진 디자인의 아크로 돔 엣지

Acro Dome Edge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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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늑한 사이즈와 익스텐션 캐노피로 언제나 나만의 프라이빗 한 공간을 제공하는 블랙

코트 텐트는 야전 침대 위에 설치하여 차갑고 고르지 못한 지면과 닿지 않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텐트입니다. 내부에는 차광 효과가 뛰어난 실버 코팅이 적용되어 언제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며, 메쉬 윈도우와 상단에 위치한 벤틸레이션으로 공기 순환이 

원활해 답답함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의 폴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수납 시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어 휴대가 간편합니다. 리빙쉘 또는 타프쉘 

이너텐트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텐트입니다.

언제나 프라이빗 한 나만의 공간

Black Cot Tent Ⅱ    

익스텐션 캐노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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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렉타 타프는 넓고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

하며, 차광력이 뛰어난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적용되어 언제나 쾌적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또한, 발수 기능이 뛰어난 테프론 코팅과 견고한

조직의 폴리 옥스포드 원단으로 다양한 날씨 변화

에도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은 타프입니다. 폴대와

연결되는 아일렛 원단을 이중으로 덧대어 제작

되었으며, 견고한 국산 알루미늄 폴은 언제나 타프

의 지지력을 높여줍니다. 

탁월한 차광효과로 언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렉타 타프

Viva
Recta Tarp L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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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고급 오동나무가 적용된 네이처 우드 라이트 테이블은 

좌식 캠핑에 최적화된 높이와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나뭇결이 돋보이는 원목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어 

어디에서나 조화롭게 어울려 야외와 실내 어디에서나 사용하기 

좋은 테이블입니다. 네이처 우드 라이트 테이블은 믿을 수 있는 

국내 기술력과 기계 공정이 아닌 순수 핸드메이드로 제작되어 

그 가치가 높으며, 간편하게 반으로 접고 펼칠 수 있어 휴대와 설치

가 손쉬운 원목 테이블입니다.

네이처 우드 라이트 테이블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으로 고정하는 전통 사개맞춤 기법

을 적용하여 보다 견고하고 단단하게 결합

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접어서

보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단차를 두고 재단하는 목재 단차 재단

방식을 적용하여 테이블의 수명이 오래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손잡이는 인조가죽이 아닌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하여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목재

와의 조화로움을 더했습니다. 또한, 일반 스틸

재질이 아닌 통주물 소재의 잠금장치를 적용

하여 사용 또는 이동 시에 발생하는 충격과

파손에 대비하였습니다. 부피가 작은 테이블

일 수 록 부족한 안정감을 보안하기 위해 사선

형태의 테이블 레그를 적용하여 견고한 지지와

흔들림을 최소화하였으며, 언제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설치 및 수납할 수 있는 간편한 

설치 방법과 테이블을 안전하게 보관 및 휴대

할 수 있는 전용 캐리백으로 언제나 사용하기

좋은 테이블입니다.

고급 오동나무 소재의 우드 테이블

전통 사개맞춤 기법과
목재 단차 재단 방식 적용

Nature Wood
Ligh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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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이 높아 견고하며 습기에 강한 고급 스프러스 원목으로 제작된

네이처 우드 폴딩 테이블은 별도의 조립 없이 간편하게 접고 펼 수 있는

폴딩 시스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견고한 지지와 흔들림을 최소화한   

X자 프레임 구조로 언제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넓은 공간을 

제공해 여럿이서 요리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수납 부피가 작아 언제나 보관 및 휴대가 편리

하며, 손잡이가 있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상판은 견고한 내하중을 제공해 언제나 사용하기 좋은 테이블입니다.

간편한 접이식 우드 테이블

Nature Wood
Fold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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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특유의 감성과 은은한 색감으로 언제나 모든 곳을 감성적으로

만들어 주는 고급 스프러스 원목 소재의 네이처 우드 2단 쉘프입니다.

충분한 넓이와 공간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거치하기 좋으며, 손쉬운

조립 방법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 우드

2단 쉘프는 국내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되어 그 가치가 높으며, 

고퀄리티로 어디에서나 만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M, L의 2가지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간의 넓이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며, 두 가지 사이즈를 하나로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어 넓은 공간

에서도 효율적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단하고 두꺼운 상판과 사선형

의 안정적인 프레임 구조로 언제나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습니다.

고급 스프러스 원목으로 제작된
조립형 2단 우드 쉘프

Spruce Wood
Shelf & Box

역시나 우수한 품질의 스프러스 원목으로 제작된 네이처 우드 

컨테이너와 네이처 우드 쉐프 박스는 야외활동 시 다양한 물건들을

넣어 휴대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감성적인 원목 소재와 디자인으로

다양한 원목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네이처 우드 컨테이너는 충분한 넓이를 제공해 다양한 물건들을

보관하기 좋으며, 두껍고 단단한 소재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용

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달린 손잡이로 손쉽게 휴대 및

이동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반이나 미니 테이블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네이처 우드 쉐프박스는 다양한 양념통

이나 작은 소품 들을 수납하여 보관 및 휴대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상단에 위치한 견고한 스트랩은 자유로운 이동을 도와줍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
우드 쉐프 박스 &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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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버너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즐기기에 좋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옵티머스 화로대 테이블은 다양한

버너와 호환되는 특별한 테이블로 언제나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화로대 테이블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화로대와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조립 및 분리가 가능한 보조 테이블로 하나의 상판을 만들거나 BBQ 플레이트를 만들 수 있어 원버너 스토브

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다양한 캠핑 버너를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보조 테이블은 무게가 가벼워 이동과 수납이 편리하며, 요리에 필요한

다양한 양념이나 식기 등을 올려두어 요리 시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옵티머스 화로대 테이블은 익스텐션 레그를 이용해 자유롭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함께 사용하는 버너 또는 체어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더 폴딩 되는 구조로 수납 사이즈가 더욱 작아져 보관 및 휴대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열이 동반되는 다양한 버너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만큼

테이블의 내열성과 내식성을 높인 내열 분체 도장이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수분으로 인한 파손에도 강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내하중

30Kg의 견고한 테이블은 다양한 식기 및 물건들을 올려두고 사용하기 좋아 언제나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테이블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랜턴 걸이에 랜턴을 걸어 어두운 곳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충분히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랜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을 걸어두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옵티머스 화로대와 동봉된 캐리백은 테이블을 수납 및 휴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조 테이블로 다양한 버너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멀티 화로대 테이블

Optimus Fire Pla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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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3폴딩 테이블은 다양한 공간에서 요리와 식사를 동시에 즐기기 좋은 테이블입니다. 최대 6명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식사 공간을 제공하며,

가운데 위치한 BBQ 플레이트는 2단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버너와 사용하기 좋습니다. BBQ 3폴딩 테이블은 총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오직

메쉬 상판으로만 제작된 유니온 BBQ 3폴딩 테이블과 시그니처 패턴의 MDF 상판이 적용된 커넥트 BBQ 3폴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니온 BBQ 3폴딩 테이블

의 메쉬 상판은 열과 수분에 강한 내열 분체 도장이 적용되어 쉽게 파손되지 않아 음식물과 같은 다양한 수분에 의한 손상이 적으며, 세척 또한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커넥트 BBQ 3폴딩 테이블은 다양한 식기들을 올려두고 사용하기에 좋은 높은 내하중을 가지고 있으며, 흘린 음식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패턴이 새겨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어디에서나 조화롭게 사용하기 좋은 테이블입니다.

요리와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BBQ 3폴딩 테이블

BBQ 3 Folding Table

BBQ 3폴딩 테이블은 익스텐션 레그를 이용해 같이 사용하는 체어에 따라 자유롭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로우, 미들, 하이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로우 높이로 조절할 경우 체어 없이 좌식 캠핑에도 알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무게로 간편하게 설치 및 이동하기 쉬우며, 동봉된 캐리백을 이용해

손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BBQ 3폴딩 테이블은 사이드에 위치한 고정핀과 고정홈을 이용해 테이블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인피니티 시스템이 적용되어 더욱 넓은 

식사 공간을 제공하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사용하기 좋은 테이블입니다.

자유로운 높이 조절 & 인피니티 시스템

34 35

Stylish Camping Equipment



어반 체어는 넓은 착석 공간과 안정적인 스틸 프레임 구조로 어느 공간에서나 편안한 

휴식을 추구합니다. 견고한 조직의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언제나 편안하게 몸을 받쳐주며,

고급스러운 우드 소재의 팔걸이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도합니다.

어반 체어는 블랙, 화이트, 카키, 옐로우 총 4가지의 다양한 컬러로 출시되며, 다양한

곳에서 조화롭게 사용하기 좋은 체어입니다. 착석 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높이로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 좋으며, 손쉽게 접을 수 있는 폴딩 시스템으로 언제나

손쉬운 보관과 휴대가 가능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어반 체어

Urban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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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니스 디자인 그리들은 기존의 원형의 형태에서 벗어나 12각형의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된 고급 그리들입니다. 특히 카즈미의 시그니처 에스닉 패턴이

새겨져 더욱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요리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플레이팅까지 가능한 그리들입니다. Made in KOREA! 이그니스 디자인 그리들은

믿을 수 있는 국내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알루미늄 소재로 무게가 가볍고 견고하여 언제나 사용하기 좋은 그리들입니다. 또한, 두께가 두꺼워 

열로 인한 변형이 적으며 높은 열전도율로 모든 면적에 열이 골고루 전달되어 다양한 요리를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원형의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의 고급 그리들

Ignis Design Griddle

언제나 넉넉한 사이즈와 충분한 깊이로 구이 요리, 볶음요리, 국물 요리 등 다양한 요리를 조리하기에 좋은 이그니스 디자인 그리들은 논스틱 블랙 마블 코팅이 

적용되어 요리 시 잘 늘러붙지 않아 요리 후에도 세척하기 편리합니다. 그리들의 블랙 마블 코팅은 FDA 안전 인증을 마쳤으며 인체에 유해한 PFOA 성분이

미검출됨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버너와 호환되는 그리들은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캠핑용 호스 버너, 강염 버너, 

플레이트 버너 등 다양한 버너와 호완이 가능한 이그니스 디자인 그리들은 인덕션, 가정용 가스버너에도 사용할 수 있어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그니스 디자인 그리들을 이동하거나 플레이팅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우드 손잡이는 고급스러운 원목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그리들의 원활한 사용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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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ter
Griddle Stove

언제나 맛있는 요리를 조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들 스토브는 

충분한 호스 길이로 이소 가스와 연결하여 사용하기 좋습니다.

강력한 화력은 물론 열을 모든 면적으로 고르고 넓게 전달하여 더욱 

빠르고 맛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충분한 사이드

벤틸레이션으로 열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사용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용기를 안정적으로 받혀줄 수 있는 4개의 오덕으로 그리들뿐만

아니라 냄비, 주전자 등을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견고한 다리는 어느 곳에서 나 거치하기 좋은 부분으로 원활한 사용을

도와줍니다. 그리들 스토브는 간편한 접이식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수납 시 부피가 작아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봉된 캐리백은 보관 및 이동 시 스토브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용하기 좋은 그리들 스토브

조화로움과 감성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웨스턴 커틀러리 세트는

다양한 공간에서 음식을 즐기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견고하고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스틸이 적용되었으며, 여럿이서 사용

하기 좋은 충분한 개수로 다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뛰어난 절삭력을 

가지고 있는 나이프는 다양한 음식들을 더욱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목 느낌의 손잡이는 그 무엇보다 뛰어난 그립갑을

선사합니다. 커틀러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캔버스 소재의

케이스는 통풍이 우수한 메쉬 포켓과 커틀러리 보호 덮개로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웨스턴 커틀러리 

세트는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감성적인 색감과 디자인을 더한
캠핑용 커트러리 세트

Western
Cutlery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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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장작의 사용이 가능하며 언제나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는

써클 딜라이트 MX 화로대를 소개합니다.

써클 틸라이트는 원형의 형태와 감각적인 패턴의 에어홀이 적용

되어 언제나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에어홀을 통해

원활한 공기 순환이 가능하여 언제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열이 동반되는 만큼 강력한 내구성과 내열성의 흑피 철판과

내열 도장이 적용되어 안정성을 높였으며, 바닥에 받침대를 이용해

지면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설치와 보관이 손쉬워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고급 캠핑용 화로대입니다.

우수한 화력과 감성적인 디자인의
써클 딜라이트 MX 화로대

Circle Delight 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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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Bump Double Mat 7.5

언제나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에어범프 더블 자충 매트는 스스로 공기를 채워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캠핑용 자충 매트입니다.

빠르게 공기를 충전하는 회전 밸브로 원활한 공기의 주입과 배출이 가능하며, 설치 및 보관방법이 간단해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5cm의 두꺼운 두께로 제작된 에어범프 더블 자충 매트는 단차가 심한 곳에서도 사용하기 좋으며,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및 냉기를 차단하여 언제나 포근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부드러운 느낌을 제공하는 고급 스트레치(Strech)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뛰어난 내마모성과 효과적인 복원력의 TPU 코팅으로 어디에서나 오랫동안 사용하기 좋은 자충 매트입니다.

또한, 충분한 더블 사이즈로 다양한 곳에서 편안하게 누워 사용하기 좋은 캠핑용 매트입니다. 

충분한 두께와 넓이로 언제나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캠핑용 자충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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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돔 쉘터를 더욱 따듯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리얼 비바 돔 쉘터 전용 매트를 소개합니다. 비바 돔 쉘터의 형태와 

같은 8각의 모양으로 제작되었으며, 부드럽고 두꺼운 두께로 냉기를 차단하여 항상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비바 돔 쉘터를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결로로 인해 매트가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즈 설계로 언제나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견고한 조직의 고급스러운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용하여 원활한 리빙 공간을 제공합니다. 비바 돔 코지 매트는 반원 형태

의 2개의 매트로 제작되었으며 중간에 위치한 벨크로를 이용해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탁과 수납이 쉬우며, 장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하기 좋습니다. 사용 시 움직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 하단에 도트 패턴의 논슬립 픽서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매트 수납 시

오염을 방지하고 간편한 휴대를 도울 수 있는 매트 전용 캐리백으로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따듯하고 포근한 리얼 비바 돔 쉘터 전용 매트

Viva Dome Cozy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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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 랜턴은 탄광에서 사용되는 랜턴의 모양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감각적이며 감성적인 느낌의 고급 캠핑용 랜턴입니다.

언제나 모든 곳을 비춰주는 서라운드 형 랜턴으로 방향을 따로 조절할

필요가 없으며, 최대 전력 사용 시 200lm, 최소의 전력으로 사용 시

최대 70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오랫동안 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간편한 충전 케이블(C-type) 만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충분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길버트 랜턴은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걸어서 사용하거나, 스탠드를 이용해 세워서 

사용할 수 있어 언제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빛을 모아

은은하게 비춰주는 램프 쉐이드는 길버트 랜턴이 사용되는 모든 곳을

감성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벌집 모양을 형상화하여 디자인된 모던 하이브 랜턴은 유니크한

형태로 언제나 감각적인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곳을 비춰주는 서라운드 형으로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캠핑용 랜턴입니다. 최대 전력 200ml로 사용되는

모든 공간을 밝게 비춰주며, 최소 전력 사용 시 최대 70시간 동안 

빛을 밝혀주어 오랫동안 사용하기 좋습니다. 간편한 조작 버튼으로

두 가지 색의 빛을 내어 같은 공간에서도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에 충분한 랜턴입니다. 충분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충전 케이블(C-type)을 이용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모던 하이브 랜턴은 설치되는

공간에 따라 걸이형과 스탠드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턴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램프 쉐이드는 사용되는 모든

공간에 은은한 감성을 더해줄 수 있어 언제나 사용하기 좋습니다.

모든 곳을 비춰주는 감성적인
길버트 랜턴

언제나 유니크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모던 하이브 랜턴

Gilbert Lantern

Modern Hive
La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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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간편하게 설치하여 사용하기 좋은 카빙 디스플레이 체인은

언제나 슬기로운 차박 라이프를 제공합니다.

카빙 디스플레이 체인은 다양한 물건을 걸어두고 사용하기 좋은

2개의 체인과 투명 TPU 소재가 적용된 디스플레이 천장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 안에 배치하기 어려운 다양한 소품들을

체인과 디스플레이 천장망에 걸어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벨크로를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천장망의 투명 TPU는 터치가 가능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즐길 수 있으며, 뒷면 메쉬 소재로 원활한 통풍이 가능

합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차량과 호환이 가능해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언제나 슬기로운 차박 라이프

Carving
Display Chain

텐트 내부 또는 외부에 걸어 간편하게 사용하는 슈슈 크로스 라인은

다양한 소품들을 걸어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슈슈 크로스

라인은 빨랫줄로도 사용하기 좋아 물기가 많은 물건이나 빨래 등을

널어 효과적으로 건조할 수 있으며, 손쉬운 설치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 설치하기 좋습니다. 슈슈 크로스 라인의 조임 구슬은 걸어둔

물건 또는 빨래 등이 바람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어 낙하

또는 손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슈슈 크로스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캐리백은 제품을 손쉽게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줄 꼬임 방지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간활용도를 높여주는 슈슈 크로스 라인

Chou chou
Cloth Line

50 51

Stylish Camping Equipment



타프 플래그는 아기자기한 모노그램 패턴이 새겨진 패턴 플래그와

자유로운 드로잉이 가능한 셀프 드로잉 플래그로 이루어져 있어 

언제나 감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합니다. 견고한 조직과

수분에 강한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좋으며,

가로 및 세로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봉된 알루미늄

폴을 이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탄력 고무 스트링과

고리를 이용해 견고하게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표현하는 타프 플래그

Tarp Flag

언제나 감성이 가득한 공간을 제공하는 에버닌 휴지 케이스는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우드 스틱과 고무링을 이용해

휴지를 간편하게 걸 수 있으며, 마그네틱 홀더가 있어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휴지 케이스입니다. 견고한 조직과 생활 방수가 가능한 폴리에스터

원단이 적용되어 다양한 야외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으며, 코튼 스트링과

후면 벨크로를 이용해 손쉽게 걸어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느낌이 가득한 에버닌 휴지 케이스

Evernin
Tissu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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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t
자유로운 리빙존과 아늑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텐트는

답답한 일상에서의 도피를 도와줍니다.

텐트를 설치하는 순간 오직 나만의 휴식 공간이 탄생하며,

또 다른 일상을 보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Stylish Camping Equipment Tent, Tarp and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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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ish Camping Equipment Tent, Tarp and Shell

가볍고 내구성이 높은 나일론 립스탑 소재의 원단이 사용되었으며,
언제나 넓은 리빙 공간을 제공하는 프리미엄급 리빙쉘 텐트입니다.

X9

미정X9

제품명 X9  모델명 K221T3T12  색상 메탈그레이  중량 28Kg  규격 설치시-640x365x(h)220cm / 이너텐트-330x220x(h)200cm / 수납시-80x35x(h)35cm  재질 본체-N/RIP 70D 210T 3,000mm PU W/R T
EFLON COATING UV 루프-N/RIP 70D 210T 2,500mm PU W/R BLACK PIGMENT COATING 이너텐트-P/T 68D 190T 450mm PU W/R 바닥-P/OXF 150D 2,000mm PU W/R 그라운드 시트-P/OXF 150
D 1,500mm PU W/R 폴-메인폴 : AL Ø 19 / 전·후면폴 : AL Ø 19 / 릿지폴 : AL Ø 14.5 / 캐노피폴 : AL Ø 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루프, 그라운드 시트, 데이지 체인, 삼각 포켓, 메인폴X2ea, 전·후면폴X2ea, 릿
지폴X3ea, 캐노피폴X2ea, 스틸 펙X18ea, 스트링X6ea, 수납 케이스

640cm

640cm

365cm 220cm 200cm
200cm 220cm

220cm 330cm 3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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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내구성이 높은 나일론 립스탑 소재의 원단이 사용되었으며,
크로스 폴 구조로 다양한 날씨 변화에도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합니다.

NEW X5

미정NEW X5

제품명 NEW X5  모델명 K221T3T11  색상 메탈그레이  중량 23Kg  규격 설치시-535x365x(h)210cm / 이너텐트-320x210x(h)185cm / 수납시-80x33x(h)33cm  재질 본체-N/RIP 70D 210T 3,000mm PU
W/R TEFLON COATING UV 루프-N/RIP 70D 210T 2,500mm PU W/R BLACK PIGMENT COATING 이너텐트-P/T 68D 190T 450mm PU W/R 바닥-P/OXF 150D 2,000mm PU W/R 그라운드 시트-P/OX
F 150D 1,500mm PU W/R 폴-메인폴 : AL Ø 19 / 전·후면폴 : AL Ø 16 / 릿지폴 : AL Ø 13 / 캐노피폴 : AL Ø 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루프, 그라운드 시트, 데이지 체인, 메인폴X2ea, 전·후면폴X2ea, 릿지폴, 캐
노피폴X2ea, 스틸 펙X18ea, 스트링X6ea, 수납 케이스

535cm

535cm

365cm 210cm 185cm
185cm 210cm

210cm 320cm 3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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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ish Camping Equipment Tent, Tarp and Shell

견고한 폴리 옥스포드 원단과 테프론 코팅이 적용된 대형급 리빙쉘 텐트로
넓은 전실을 제공하여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New Attica

￦ 1,339,000NEW 아티카

620cm 620cm

210cm

220cm 320cm 320cm

220cm

250cm

175cm
175cm

360cm

제품명 NEW 아티카  모델명 K20T3T013  색상 메탈그레이  중량 26Kg  규격 설치시-620x360x(h)210cm / 이너텐트-320(250)x220x(h)175cm / 수납시-83x32x32cm  재질 본체-P/OXF 150D PU 3,000mm
TEFLON COATING UV 루프-P/T 75D 190T PU 3,000mm W/R BLACK PIGMENT COATING 이너텐트-P/T 68D 190T BR W/R 바닥-P/OXF 150D PU 2,000mm W/R 그라운드 시트-P/OXF 150D PU 1,500
mm W/R 폴-메인폴 : AL Ø19 / 전·후면폴, 중앙폴, 이너폴, 캐노피폴 : AL Ø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루프, 그라운드시트, 삼각 포켓, 데이지 체인, 메인폴X2ea,전·후면폴X2ea, 중앙폴, 이너폴, 캐노피폴X2ea, 스틸
펙X22ea, 스트링X8ea, 수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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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활동과 편안한 휴식을 위한 높은 천장과 넓은
리빙 공간을 제공하는 중대형 고급형 텐트입니다.

Geopath

￦ 1,068,800지오패스

560cm 560cm

210cm

225cm 300cm 300cm

225cm

250cm

185cm 185cm
320cm

제품명 지오패스  모델명 K9T3T005  색상 메탈그레이  중량 23Kg  규격 설치시-560x320x(h)210cm / 이너텐트-300(250)x225x(h)185cm / 수납시-74x37x37cm  재질 본체-P/OXF 150D PU 3,000mm TEF
LON COATING UV 루프-P/T 75D 190T PU 3,000mm W/R BLACK PIGMENT COATING 이너텐트-P/T 68D 190T BR W/R / 바닥-P/OXF 150D PU 2,000mm W/R 그라운드 시트-P/OXF 150D PU 1,500
mm W/R 폴-메인폴 : AL Ø19 / 전·후면폴, 중앙폴, 메인 연결폴 : AL Ø16 / 캐노피폴 : AL Ø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루프, 그라운드 시트, 삼각 포켓X2ea, 메인폴X2ea, 메인 연결폴, 전·후면폴X2ea, 중앙폴, 캐노
피X2ea, 스틸 펙X20ea, 스트링X6ea, 수납 케이스

65



Stylish Camping Equipment Tent, Tarp and Shell

뛰어난 차광력의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적용되었으며,
편의성과 기능이 강조된 고급 블랙 텐트입니다.

Geopath Black

￦ 1,070,000지오패스 블랙

560cm 560cm

320cm
210cm

185cm 185cm

225cm 300cm 300cm

250cm

225cm

제품명 지오패스 블랙  모델명 K9T3T005BK  색상 블랙  중량 24Kg  규격 사용시-560x320x(h)210cm / 이너텐트-300(250)x225x(h)185cm / 수납시-74x37x37cm  재질 본체-P/OXF 150D PU 3,000mm TE
FLON COATING UV BLACK PIGMENT COATING 루프-P/T 75D 190T PU 2,000mm W/R 이너텐트-P/T 68D 190T BR W/R 바닥-P/OXF 150D PU 2,000mm W/R 그라운드 시트-P/OXF 150D PU 1,500m
m W/R 폴-메인폴 : AL Ø19 / 전·후면폴, 중앙폴, 메인 연결폴 : AL Ø16 / 캐노피폴 : AL Ø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루프, 그라운드 시트, 삼각 포켓X2ea, 메인폴X2ea, 메인 연결폴, 전·후면폴X2ea, 중앙폴, 캐노피폴
X2ea, 스틸 펙X20ea, 스트링X6ea, 수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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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거실형 텐트로
언제나 쾌적한 리빙 공간을 제공합니다.

Lafesta

￦ 933,600라페스타

제품명 라페스타  모델명 K9T3T006  색상 메탈그레이  중량 21Kg  규격 설치시-530x340x(h)215cm / 이너텐트-320(250)x220x(h)185cm / 수납시-80x32x32cm  재질 본체-75D P/T 190T PU 3,000mm W
/R UV TEFLON COATING 루프-75D P/T 190T PU 1,500mm W/R 이너텐트-68D P/T W/R BR / 바닥-150D P/OXF PU 2,000mm W/R 그라운드 시트-150D P/OXF PU 1,500mm W/R 폴-메인폴 : AL Ø1
7.5 / 중앙폴, 전·후면폴 : AL Ø16 / 캐노피폴 : ST Ø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루프, 그라운드 시트, 메인폴X2ea, 중앙폴, 전,후면폴X2ea, 캐노피폴X2ea, 스틸 펙X20ea, 스트링X6ea, 삼각 포켓, 수납 케이스

530cm 530cm 220cm 320cm

185cm

250cm

320cm

220cm
185cm

215cm3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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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적용된 루프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며,
크로스 폴 구조로 언제나 견고한 자립이 가능합니다.

Lafesta Neo

￦ 1,047,000라페스타 네오

제품명 라페스타 네오  모델명 K211T3T03  색상 블랙  중량 24Kg  규격 설치시-530x340x(h)215cm / 이너텐트-320(250)x220x(h)185cm / 수납시-80x32x32cm  재질 본체-P/OXF 150D PU 3,000mm TEF
LON COATING UV 루프-P/T 75D 190T PU 3,000mm W/R BLACK PIGMENT COATING 이너텐트-P/T 68D 190T BR W/R 바닥-P/OXF 150D PU 2,000mm W/R 그라운드 시트-P/OXF 150D PU 1,500m
m W/R 폴-메인폴 : AL Ø17.5 / 중앙폴, 전·후면폴, 캐노피폴 : AL Ø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루프, 그라운드 시트, 삼각 포켓, 데이지 체인, 메인폴X2ea, 중앙폴, 전·후면폴X2ea, 캐노피폴X2ea, 스틸 펙X20ea, 스트
링X6ea, 수납 케이스

530cm 530cm

215cm

220cm 320cm 320cm

220cm

250cm

185cm
185cm

340cm

70 71



Stylish Camping Equipment Tent, Tarp and Shell

손쉽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터널형 구조의 텐트로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Tribus

￦ 798,200트리버스

제품명 트리버스  모델명 K9T3T002  색상 메탈그레이  중량 18Kg  규격 설치시-520x320x(h)210cm / 이너텐트-300x230x(h)185cm / 수납시-74x34x34cm  재질 본체-P/T 75D 190T PU 3,000mm W/R TE
FLON COATING UV 루프-P/T 75D 190T PU 2,000mm W/R TEFLON COATING UV 이너텐트-P/T 68D 2,000mm BR W/R 바닥-P/OXF 150D PU 2,000mm W/R 그라운드 시트-P/OXF 150D PU 1,500m
mW/R 폴-중앙폴 : AL Ø16 / 전·후면폴 : AL Ø16 / 캐노피폴 : ST Ø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루프, 그라운드 시트, 중앙폴, 전·후면폴X2ea, 캐노피폴X2ea, 스틸 펙X18ea, 스트링X10ea, 수납 케이스

520cm 520cm 230cm 300cm 300cm

230cm185cm
185cm

320cm
2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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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의 TPU와 8면 메쉬 윈도우로 막힘없이 탁 트인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넓은 실내 공간으로 쾌적하고 자유로운 리빙 공간을 제공합니다.

Viva Dome Shelter +

미정비바 돔 쉘터 플러스

제품명 비바 돔 쉘터 플러스  모델명 K221T3T10  색상 올리브 카키  중량 12.5Kg  규격 설치시-360x360
x(h)195cm / 수납시-75x30x30cm  재질 본체-P/RIP 75D 3,000mm PU W/R TEFLON COATING U
V 루프-P/RIP 75D 3,000mm PU W/R TEFLON COATING UV 그라운드 시트-P/OXF 150D 1,500m
m PU W/R 폴-AL Ø14.5  구성품 본체, 루프, 그라운드 시트, 폴X4ea, 스틸 펙X12ea, 스트링X4ea, 수납
케이스

360cm

360cm

360cm

1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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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메쉬창을 적용하여 뛰어난 통풍성과 개방감을 제공하며, 
천장부분 2개의 창문을 설치하여 악천후와 결로에 대비하였습니다.

Viva Dome Shelter

￦ 713,000비바 돔 쉘터

제품명 비바 돔 쉘터  모델명 K211T3T01  색상 샌드  중량 12.5Kg  규격 설치시-360x360x(h)195cm /
수납시-75x30x30cm  재질 본체-P/RIP 75D PU 3,000mm TEFLON UV W/R 루프-P/RIP 75D PU
3,000mm TEFLON UV W/R 그라운드 시트-P/OXF 150D PU 1,500mm W/R 폴-AL Ø14.5  구성품
본체, 루프, 그라운드 시트, 폴대X4ea, 펙X12ea, 스트링X4ea, 수납 케이스

360cm

360cm

360cm

1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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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에 메쉬창을 적용하여 뛰어난 개방감을 제공하며, 양측면
커튼 창으로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쉘터입니다.

브릭 쉘터

Brick Shelter

미정

제품명 브릭 쉘터  모델명 K221T3T05  중량 8.5Kg  규격 설치시-320x320x205cm / 수납시-68x27x2
7cm  재질 본체-P/T 68D 190T 2,000mm PU W/R 루프-P/T 68D 190T 2,000mm PU W/R 폴-메
인폴 : AL Ø13 / 릿지폴 : AL Ø14.5  구성품 본체, 루프, 스트링X6ea, 스틸 펙X15ea, 메인폴X2ea, 릿지
폴, 수납 케이스

320cm

320cm

320cm

205cm

320cm

2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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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감성적이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풀 그라운드시트 적용으로 자유로운 리빙 공간을 제공합니다.

NEW Oscar House Cabin Tent

미정NEW 오스카 하우스 캐빈 텐트

제품명 NEW 오스카 하우스 캐빈 텐트  모델명 K221T3T03  색상 밀키웨이  중량 18.5Kg  규격 설치시-420x305x(h)205cm / 이너텐트-280(230)x220x(h)190cm / 수납시-73x29x29cm  재질 본체-P/T 68D 1
90T 3,000mm PU W/R SILVER COATING 이너텐트-P/T 68D 185T 450mm PU W/R 바닥-P/OXF 150D 2,000mm PU W/R 그라운드 시트-PE SHEET 폴-메인폴 : ST Ø19 / 캐노피폴 : ST Ø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그라운드 시트, 스탠딩 웨빙, 메인폴X11ea, 캐노피폴X2ea, 폴 커넥터X6ea, 스틸 펙X22ea, 스트링X8ea, 수납 케이스

420cm 420cm 220cm 280cm 280cm

230cm

190cm 190cm
220cm

305cm
2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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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폴리 립스탑 원단과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실버 코팅으로 쾌적한 캠핑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Oscar House Cabin Tent

￦ 593,000오스카 하우스 캐빈 텐트

제품명 오스카 하우스 캐빈 텐트  모델명 K20T3T007  색상 블랙  중량 19Kg  규격 설치시-420x305x(h)205cm / 이너텐트-280(230)x220x(h)190cm / 수납시-73x29x29cm  재질 본체-P/T RIPSTOP 68D 190
T 2,000mm SILVER COATING PU W/R 이너텐트-P/T 68D 190T 450mm PU W/R 바닥-P/OXF 150D 2,000mm PU W/R 그라운드 시트-PE SHEET / 폴-메인폴 : ST Ø19 / 캐노피폴 : ST Ø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그라운드 시트, 스탠딩 웨빙, 메인폴X11ea, 캐노피폴X2ea, 폴 커넥터X6ea, 스틸펙X22ea, 스트링X8ea, 수납케이스

420cm 420cm 220cm 280cm 280cm

230cm

190cm 190cm
220cm

305cm
2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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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차종과 호환이 가능한 도킹 텐트로 활용성과 개방감이 뛰어나며,
캐노피 폴을 이용해 독립적인 자립이 가능한 텐트입니다.

Rock Field Docking Tent

미정락 필드 도킹 텐트

제품명 락 필드 도킹 텐트  모델명 K221T3T04  중량 10Kg  규격 설치시-430x280x210cm / 리어스크린-300x110cm / 수납시-68x27x27cm  재질 본체-P/T 68D 190T 2,000mm PU W/R 리어 스크린-P/T 68D
185T 450mm PU W/R 폴-메인폴 : AL Ø16 / 릿지폴 : AL Ø11 / 캐노피폴 : ST Ø16  구성품 본체, 리어 스크린, 스트링x8ea, 스틸 펙x27ea, 메인폴x2ea, 릿지폴, 캐노피폴X2ea, 수납 케이스

430cm

280cm

210cm

430cm

110cm

300cm

리어스크린

210cm

4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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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사용하기 좋은 돔 형태의 텐트로 충분한 리빙 공간을 제공하며,
후면 릿지폴을 적용하여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er Dome GT

미정티어 돔 GT

제품명 티어 돔 GT  모델명 K221T3T02  중량 12Kg  규격 설치시-420x270x(h)170cm / 이너텐트-270x220x(h)165cm / 수납시-71x29x29cm  재질 본체-P/T 68D 190T 3,000mm PU W/R 이너텐트-P/T 6
8D 185T 450mm PU W/R 바닥-P/OXF 150D 2,000mm PU W/R 그라운드 시트-PE SHEET 폴-전면폴 : FRP Ø11 / 이너폴 : FRP Ø11 / 릿지폴 : FRP Ø8.5 / 캐노피폴 : ST Ø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그라운
드 시트, 삼각 포켓, 전면폴, 이너폴X2ea, 릿지폴, 캐노피폴X2ea, 스틸 펙X19ea, 스트링X8ea, 수납 케이스

270cm

165cm

270cm

220cm 260cm185cm

420cm

270cm

420cm

170cm

220cm

165cm 풀 그라운드 시트

210cm

4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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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그라운드 시트와 후면 릿지폴 적용으로 전실부터 후면까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돔 형태의 텐트입니다.

Acro Dome Edge

미정아크로 돔 엣지

제품명 아크로 돔 엣지  모델명 K221T3T06  중량 11.5Kg  규격 설치시-425x270x(h)170cm / 이너텐트-270x220x(h)165cm / 수납시-71x23x23cm  재질 본체-P/T 68D 190T 2,000mm PU W/R UV 이너텐트
-P/T 68D 185T 450mm PU W/R 바닥-P/OXF 150D 2,000mm PU W/R 그라운드 시트-PE SHEET 폴-전면폴 : FRP Ø11 / 이너폴 : FRP Ø9.5 / 릿지폴 : FRP Ø7.9 / 캐노피폴 : ST Ø16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그라운드 시트, 전면폴, 이너폴X2ea, 릿지폴, 캐노피폴X2ea, 스틸 펙X20ea, 스트링X8ea, 수납 케이스

425cm 425cm 220cm 270cm 270cm

170cm 165cm 165cm
220cm

270cm

410cm

210cm

260cm198cm 풀 그라운드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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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크기의 그늘을 만들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며, 내부 라이너를 활용해
2중 자외선 차단과 결로 현상을 최소화한 고급형 타프쉘입니다.

Wise Black Tarp Shell

￦ 799,000와이즈 블랙 타프 쉘

제품명 와이즈 블랙 타프 쉘  모델명 K20T3T003  색상 블랙  중량 18Kg  규격 설치시-440x400x(h)270(175)cm / 수납시-80x32x32cm  재질 지붕-P/OXF 150D PU 3,000mm TEFLON COATING UV BLACK
PIGMENT COATING 측면-P/T 68D 190T PU 1,500mm W/R 라이너-P/T 68D 190T PU 1,000mm W/R 폴-중앙폴 : AL Ø33 / 사이드폴 : AL Ø22  구성품 본체, 라이너, 중앙폴X2ea, 사이드폴X6ea, 스틸펙X
28ea, 스트링X8ea, 수납 케이스

440cm 440cm 400cm

175cm 175cm

270cm 270cm
4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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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차광력을 자랑하는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적용되었으며,
5,000mm의 높은 내수압으로 제작된 고급 렉타 타프입니다.

Viva Recta Tarp L

550cm 440cm

180cm

243~280cm440cm

미정비바 렉타 타프 L

제품명 비바 렉타 타프 L  모델명 K221T3T13  색상 올리브 카키  중량 11Kg  규격 설치시-550x440cm
/ 수납시-79x21x21cm  재질 스킨-P/OXF 300D PU 5,000mm TEFLON COATING UV BLACK PIGM
ENT COATING W/R 폴-중앙폴 : AL Ø33 / 사이드폴 : AL Ø22  구성품 타프 스킨, 중앙폴X2ea, 사이드폴
X4ea, 스틸 펙X8ea, 스트링X6ea, 수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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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효과가 뛰어난 옥스포드 원단과 블랙 피그먼트 코팅으로
우수한 차광력을 자랑하는 고급 렉타 타프입니다.

Grangeville Recta Tarp

550cm 440cm

180cm

243~280cm440cm

￦ 399,000그랜즈빌 렉타 타프

제품명 그랜즈빌 렉타 타프  모델명 K20T3T004  색상 블랙, 레드  중량 11Kg  규격 설치시-550x440cm
/ 수납시-79x21x21cm  재질 스킨-P/OXF 300D PU 5,000mm TEFLON COATING UV BLACK PIGM
ENT COATING W/R 폴-중앙폴 : AL Ø33 / 사이드폴 : AL Ø22  구성품 타프 스킨, 중앙폴X2ea, 사이드폴
X4ea, 스틸 펙X8ea, 스트링X6ea, 수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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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cm 440cm

180cm

243~280cm440cm

Bellfort Recta Tarp

430cm 380cm

180cm

243~280cm380cm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적용되었으며,
넓은 크기로 언제나 충분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 405,000

￦ 486,000

벨포트 렉타 타프 M

벨포트 렉타 타프 L

제품명 벨포트 렉타 타프 M  모델명 K9T3T008  중량 9.5Kg  규격 설치시-430x380cm / 수납시-77x19
x19cm  재질 스킨-P/OXF 300D PU 5,000mm TEFLON COATING UV BLACK PIGMENT COATING
W/R 폴-중앙폴 : AL Ø33 / 사이드폴 : AL Ø22  구성품 타프 스킨, 중앙폴X2ea, 사이드폴X4ea, 스틸 펙
X8ea, 스트링X6ea, 수납 케이스

제품명 벨포트 렉타 타프 L  모델명 K9T3T009  중량 11Kg  규격 설치시-550x440cm / 수납시-79x21x
21cm  재질 스킨-P/OXF 300D PU 5,000mm TEFLON COATING UV BLACK PIGMENT COATING
W/R 폴-중앙폴 : AL Ø33 / 사이드폴 : AL Ø22  구성품 타프 스킨, 중앙폴X2ea, 사이드폴X4ea, 스틸 펙
X8ea, 스트링X6ea, 수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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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시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해주며, 필드 위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6M의 긴 길이로 분리가 가능해 기본형 설치 외에 다양한 스타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Dual Wind Screen

￦ 169,000듀얼 윈드 스크린

제품명 듀얼 윈드 스크린  모델명 K20T3T010  색상 블랙  중량 4Kg  규격 설치시-600x(h)120cm / 수납시-63x14x14cm  재질 본체-P/RIP 68D 190T PU 1,500mm W/R 폴-ST Ø16  구성품 본체, 폴대X6ea, 스
틸 펙X10ea, 스트링X6ea, 수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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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원터치 시스템으로 제작되었으며,
가볍게 휴대하기 좋아 언제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Trion

￦ 284,000트리온

제품명 트리온  모델명 K20T3T017  색상 샌드  중량 7.5Kg  규격 설치시-280x330x(h)131cm / 이너텐트-210x210x(h)130cm / 수납시-21x21x138cm  재질 본체-P/OXF 150D PU 1,500mm 이너텐트-
P/OXF 150D PU 400mm 바닥-P/OXF 150D PU 2,000mm 폴-Hub mechanism, Fiberglass  구성품 본체, 이너텐트, 풀 그라운드 시트, 펙X8ea, 스트링X2ea, 캐리백

330cm 330cm 210cm 210cm

130cm 210cm

280cm

131cm

101



Stylish Camping Equipment Tent, Tarp and Shell

내부 전면에 실버 코팅이 적용되어 있어 차광력이 뛰어나며,
야전 침대 위에 설치하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

Black Cot Tent II

미정블랙 코트 텐트 II

제품명 블랙 코트 텐트 II  모델명 K221T3T01  중량 2.8Kg  규격 설치시-200x75x(h)110cm / 수납시-5
6x13x(h)14cm  재질 스킨-P/T 68D 190T PU 2,000mm W/R SILVER COATING 바닥-P/OXF 150D
PU 1,500mm W/R 루프-P/T 68D 190T PU 2,000mm W/R SILVER COATING 폴대-메인폴 : AL 70
01 Ø 8.5 / 캐노피폴 : ST Ø16 TPU 선반-메쉬, TPU  구성품 스킨, 루프, 메인폴X2ea, 캐노피폴(130cm)
X2ea, 스틸 펙X12ea, 스트링X8ea, TPU 선반, 수납 케이스

200cm 75cm 75cm

110cm 110cm 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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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또는 탈의실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오토 텐트로
오토 폴대를 적용하여 설치와 해체가 간편합니다.

Alpha Room Auto Tent

155cm 155cm

205cm 205cm

Auto Pole Locker

￦ 229,000

제품명 알파 룸 오토 텐트  모델명 K211T3T09  색상 블랙  중량 6Kg  규격 설치시-155x155x(h)205cm
/ 수납시-113x20x20cm  재질 본체-P/T 190T 600mm PU Silver coating UV 풋 시트-PE Sheet 폴
대-Steel, 오토 폴대 FRP  구성품 본체, 풋 시트, 메쉬 선반, 스틸펙X8ea, 스트링X4ea, 캐리백

알파 룸 오토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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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면의 위치한 손잡이를 당겨 쉽게 설치가 가능한 원터치 시스템으로
자유롭고 쾌적한 리빙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Conic Sun Shade

미정코닉 선 쉐이드

제품명 코닉 선 쉐이드  모델명 K221T3T09  규격 설치시-150x200x(h)130cm / 수납시-11x11x(h)115
cm  재질 본체-P/T 66D 190T PU 400mm UV W/R 바닥-PE 폴-Hub mechanism, FRP  구성품 본체,
스틸 펙X6ea, 스트링X2ea, 수납 케이스 200cm

150cm

200cm

130cm

150cm

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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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orama Auto Sun Shade Tent

￦ 142,000파노라마 오토 그늘막 텐트

제품명 파노라마 오토 그늘막 텐트  모델명 K20T3T002  색상 블랙  중량 3.8Kg  규격 설치시-210x210x
(h)145cm / 수납시-18x18x(h)87cm  재질 본체-P/T 68D 190T PU 1,000mm SILVER COATING 바
닥-PE/SHEET 오토폴-FRP  구성품 본체, 스틸 펙X4ea, 수납 케이스

210cm 210cm

145cm 210cm

파노라마 그늘막 텐트는 와이드한 2개의 출입구와 윈도우 사이를 최소화하였으며,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파노라마 뷰로 뛰어난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Easy Up Sun Shelter

￦ 115,000이지 업 선 쉘터

제품명 이지 업 선 쉘터  모델명 K8T3T015  색상 블랙  중량 3Kg  규격 설치시-240x140x130cm / 수납
시-95x16x16cm  재질 단색 원단-190T 실버 코팅 폴리에스터 PU 2,000mm / 패턴 원단-190T 실버
코팅 PU 1,000mm / 바닥-210D 옥스포드 원단 PU 2,000mm / 폴대-Ø8.5 화이바 글라스 자동 폴대
구성품 본체, 스틸펙X4ea, 펙 가방, 캐리백

240cm 140cm 140cm

240cm
130cm 130cm

원터치형 그늘막 텐트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360°뷰가 가능한 메쉬 윈도우로 시야를 가리지 않아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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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cm 185cm 185cm

115cm 115cm
270cm

Candy Pop Family

￦ 139,000캔디팝 패밀리

제품명 캔디팝 패밀리  모델명 K9T3T014  색상 민트  중량 3.7Kg  규격 설치시-270x185x(h)115cm /수
납시-93x93x4cm  재질 본체-68D P/T 185T PU 1,000mm W/R 바닥-150D P/OXF PU 1,000mm
W/R 폴-메인폴 : FRP Ø7  구성품 본체, 스틸 펙X8ea, 스트링X4ea, 수납 케이스

한 번에 설치가 가능한 원터치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막힘없는 4면의 메쉬 윈도우로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Candy Pop Picnic

￦ 99,000캔디팝 피크닉

무게가 가볍고 손쉽게 접을 수 있어 언제나 휴대하기 편리하며,
간편한 설치로 야외활동에 적합한 원터치 텐트입니다.

제품명 캔디팝 피크닉  모델명 K9T3T013  색상 민트, 핑크  중량 2.9Kg  규격 설치시-260x155x(h)110cm
/ 수납시-83x83x3cm  재질 본체-68D P/T 185T PU 1,000mm W/R 바닥-150D P/OXF PU 1,000
mm W/R 폴-메인폴 : FRP Ø7  구성품 본체, 스틸펙X8ea, 스트링X4ea, 수납 케이스 260cm 155cm 155cm

260cm110cm 1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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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다양한 곳에서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은

언제나 맛있는 식사 시간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간편함을 추구하는 야외공간에서 누구나 번거로움 없이

식사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캠핑 테이블은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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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우드 라이트 테이블 ￦ 182,500

제품명 네이처 우드 라이트 테이블  모델명 K22T3U01  중량 2.3Kg  내하중 15Kg  규격 사용시-66x46x
(h)28cm / 수납시-46x11x(h)33cm  재질 우드 원목, 철 엔틱도금(걸쇠 경첩), 스테인레스, 천연가죽(손잡
이)  구성품 본품, 캐리백

전통 사개 맞춤 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견고하고 단단하게 제작되었으며,
흔들림을 최소화한 사선형 프레임 구조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가벼운 좌식 우드 테이블

테이블 레그를 세워 홈에 끼운 후 고정 장치를 돌려 고정합니다.

Stylish Camping Equipmen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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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우드 그라운드 테이블 ￦ 242,000

제품명 네이처 우드 그라운드 테이블  모델명 K21T3U01  중량 6.2Kg  내하중 30Kg  규격 사용시-96x53x
(h)31cm / 수납시-54x11x(h)48cm  재질 레드파인 원목  구성품 테이블, 지지대, 캐리백

테이블 폴딩 시스템

웨건 테이블 겸용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고급스러운 원목 소재가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좋은 고급 폴딩 원목 테이블입니다.

간편한 설치와 고급스러운 원목 폴딩 우드 테이블

네이처 우드 폴딩 테이블 ￦ 174,600

제품명 네이처 우드 폴딩 테이블  모델명 K22T3U05  중량 4.2Kg  내하중 30Kg  규격 사용시-77x48x(h)44cm
/ 수납시-48x60x(h)7cm  재질 스프러스 원목  구성품 본품

테이블 폴딩 시스템

Stylish Camping Equipment Table

118 119



테이블 폴딩 시스템

원버너 스토브 거치대

￦ 129,000네이처 우드 척 박스

제품명 네이처 우드 척 박스  모델명 K21T3K01  중량 4.9Kg  규격 사용시-64.5x11x(h)45cm / 수납시-
32x22x(h)45cm  재질 레드파인 원목  구성품 본품

￦ 297,600네이처 우드 박스 테이블

제품명 네이처 우드 박스 테이블  모델명 K8T3U018  중량 10.8Kg  내하중 20Kg (사이드 테이블-7Kg)
규격 사용시-113.5x53/70x(h)42cm / 수납시-42.5x53x(h)42cm  재질 스프러스 원목  구성품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

￦ 148,800네이처 우드 큐브 박스

제품명 네이처 우드 큐브 박스  모델명 K20T3U013  중량 4.1Kg  규격 외부-34x34x(h)34cm / 내부-상단:
31.5x31.5x(h)9.3cm / 하단:31.5x31.5x(h)21cm  재질 스프러스 원목  구성품 본품

윈썸 우드 롤 업 테이블 ￦ 149,000

제품명 윈썸 우드 롤 업 테이블  모델명 K20T3U014  중량 7.2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90x55x(h)
45cm / 수납시-22x13x(h)93cm  재질 자작나무, 스틸  구성품 우드 상판, 가로바X2ea, 프레임, 캐리백

우수한 품질의 자작나무로 제작된 상판과 견고한 스틸 프레임의 조화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특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념을 보관할 수 있는 2단 선반과 키친타올 걸이,
수저통 등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적인 우드 척 박스입니다.

특별한 캠핑을 위한 윈썸 우드 롤 업 테이블 습기에 강한 레드파인 재질의 척 박스

￦ 129,000네이처 우드 웨건 테이블

제품명 네이처 우드 웨건 테이블  모델명 K21T3F03  중량 2.6Kg  내하중 50Kg  규격 사용시-98x60cm
(두께 15t) / 수납시-50x60cm  재질 레드파인 원목  구성품 우드 상판, 캐리백

폴딩 시스템으로 웨건 안에 있는
물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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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00네이처 우드 컨테이너

제품명 네이처 우드 컨테이너  모델명 K22T3K04  중량 3.5Kg  규격 44x32x(h)25cm  재질 스프러스 원목  
구성품 본품

￦ 88,000네이처 우드 쉐프 박스

제품명 네이처 우드 쉐프 박스  모델명 K22T3K03  중량 2.1Kg  규격 사용시-30x22x(h)24cm  재질 스프
러스 원목  구성품 본품

넉넉한 내부 공간으로 다양한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으며,
견고하고 빈티지한 스트랩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다양한 물건을 수납하기 좋은 깊고 넓은 내부 공간과
습기에 강한 스프러스 원목으로 제작된 우드 컨테이너입니다.

감성적인 우드 재질의 양념통 쉐프 박스 다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안정적인 선반

견고한 잠금장치

견고한 잠금장치

깊고 넓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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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00네이처 우드 2단 쉘프 L

제품명 네이처 우드 2단 쉘프 L  모델명 K22T3U07  중량 2.8Kg  규격 사용시-70x27x(h)58.5cm / 수납시
-27x70x(h)8.5cm  재질 스프러스 원목  구성품 원목 상판X2ea, 원목 프레임X2ea

￦ 101,400네이처 우드 2단 쉘프 M

제품명 네이처 우드 2단 쉘프 M  모델명 K22T3U06  중량 2.4Kg  규격 사용시-70x27x(h)43cm / 수납시
-27x70x(h)8.5cm  재질 스프러스 원목  구성품 원목 상판X2ea, 원목 프레임X2ea

스프러스 원목의 단단한 재질로 소품을 올려 두고 사용하기 좋으며
공간에 따라 M, L 사이즈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선형 프레임 구조의 2단 쉘프

작은 상판

L사이즈

M사이즈
프레임

M사이즈

큰 상판

Table

125



미정 미정유니온 아이언 메쉬 3폴딩 BBQ 테이블 커넥트 3폴딩 BBQ 테이블

제품명 유니온 아이언 메쉬 3폴딩 BBQ 테이블  모델명 K22T3U03  중량 5.2Kg  내하중 30Kg (BBQ 플레
이트-10Kg)  규격 사용시-120x60x(h)29/40/55/66cm / 수납시-40x60x(h)10cm  재질 알루미늄, 스
틸,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캐리백

제품명 커넥트 3폴딩 BBQ 테이블  모델명 K22T3U02  중량 5.5Kg  내하중 30Kg (BBQ 플레이트-10Kg)
규격 사용시-120x60x(h)29/40/55/66cm / 수납시-40x60x(h)10cm  재질 알루미늄, 스틸, Plywood,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캐리백

익스텐션 레그를 이용해 간편하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폴딩 시스템으로 수납과 설치가 편리한 폴딩 테이블입니다.

간편한 길이 조절이 가능한 3폴딩 테이블

버너의 높이에 따라 2단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길이로 쉽게 조절이 가능한 3단 익스텐션 레그로 제작되었습니다.

테이블을 결합하여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9cm

40cm

66cm

Table

127



하이(High) 스타일

￦ 129,900유니온 아이언메쉬 캐비닛 2폴딩 테이블

제품명 유니온 아이언메쉬 캐비닛 2폴딩 테이블  모델명 K20T3U004  색상 블랙  중량 7Kg  내하중 30Kg
규격 사용시-120x60x(h)40/66cm / 수납시-60x60x6.6cm  재질 알루미늄, 스틸, Plywood, 폴리에스터
구성품 테이블, 캐비닛, 우드 플레이트X2ea, 캐리백

￦ 139,000유니온 아이언메쉬 로우 BBQ 테이블

제품명 유니온 아이언메쉬 로우 BBQ 테이블  모델명 K20T3U006  색상 블랙  중량 4.7Kg  내하중 30Kg
(BBQ 플레이트-10Kg)  규격 사용시-96x60x(h)40cm (플레이트 : 43x38cm, 사이드 테이블 : 51x33cm)
/ 수납시-62.5x49.5x6.6cm  재질 알루미늄, 스틸, Plywood, 폴리에스터  구성품 테이블, 캐리백

BBQ 플레이트캐비닛 2폴딩 + + 로우 BBQ

BBQ 플레이트캐비닛 2폴딩 + +3폴딩

120cm

120cm

46cm

46cm

BBQ 플레이트3폴딩 + + 2폴딩

120cm 46cm 90cm

96cm

120cm

투웨이 버너 스탠드

로우(Low) 스타일

※1단으로 조절하여 사용

BBQ 플레이트3폴딩 + + 2폴딩

120cm 46cm 90cm

￦ 125,900유니온 아이언메쉬 3폴딩 테이블

제품명 유니온 아이언메쉬 3폴딩 테이블  모델명 K20T3U005  색상 블랙  중량 5Kg  내하중 30Kg  규격
사용시-120x60x(h)29/40/55/66cm / 수납시-60x40x10cm  재질 알루미늄, 스틸, Plywood, 메쉬,
폴리에스터  구성품 테이블, 메쉬 선반, 캐리백

￦ 99,000유니온 아이언메쉬 2폴딩 테이블

제품명 유니온 아이언메쉬 2폴딩 테이블  모델명 K20T3U003  색상 블랙  중량 3.8Kg  내하중 30Kg  규격
사용시-90x60x(h)40/66cm / 수납시-62.5x46.5x6.6cm  재질 알루미늄, 스틸, 메쉬, 폴리에스터  구성품
테이블, 메쉬 선반, 캐리백

여럿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인피니티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유니온 아이언 메쉬 테이블입니다.

인피니티 시스템을 적용한 유니온 아이언 메쉬 시리즈

유니온 아이언 투웨이 버너 스탠드
유니온 아이언 BBQ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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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900아이언메쉬 캐비닛 키친 테이블 II

제품명 아이언메쉬 캐비닛 키친 테이블 II  모델명 K9T3U004  색상 블랙  중량 7.5Kg  내하중 30Kg (BBQ
플레이트-10Kg)  규격 사용시-120x48x(h)77cm / 수납시-61.5x9.6x50.5cm  재질 알루미늄, 스틸, Pl
ywood, 폴리에스터  구성품 테이블, 우드 플레이트X2ea, 랜턴 걸이, 수납 걸이, 캐리백

￦ 155,000아이언메쉬 화로대 테이블 II

테이블 홀 사이즈
50 X 50cm

제품명 아이언메쉬 화로대 테이블 II  모델명 K9T3U012  색상 블랙  중량 4Kg  내하중 30Kg  규격 사용시-90x
90x(h)29cm (내경-50x50cm) / 수납시-92.5x46.5x6.5cm  재질 알루미늄, 스틸, 폴리에스터  구성품
테이블, 랜턴 걸이, 캐리백

미정옵티머스 화로대 테이블

제품명 옵티머스 화로대 테이블  모델명 K22T3U04  색상 블랙  중량 6.5Kg  내하중 20Kg  재질 알루미늄,
스틸, 폴리에스터  구성품 테이블, 보조 테이블, 익스텐션 레그, 캐리백  규격 980x980x(h)290 / 400 / 500
mm / 보조테이블 : 500x500x(h)22mm / 수납시-510x500x(h)160mm / 보조테이블 수납 : 500x500
x(h)30mm  

보조 테이블을 테이블과 연결하여
버너 플레이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작아진 수납 사이즈로 휴대 및 사용에 편리합니다.

Stylish Camping Equipmen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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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00아이언메쉬 슬림 미니 테이블

제품명 아이언메쉬 슬림 미니 테이블  모델명 K8T3U011  중량 1.5Kg  내하중 10Kg  규격 사용시-60x40
x(h)27/35cm / 수납시-42.5x31.5x4.5cm  재질 알루미늄, 스틸  구성품 테이블

￦ 22,000슬림 미니 2폴딩 테이블 II

제품명 슬림 미니 2폴딩 테이블 II  모델명 K9T3U007  중량 1.2Kg  내하중 10Kg  규격 사용시-60x40x(h)
25cm / 수납시-42.5x31.5x4cm  재질 알루미늄, Plywood  구성품 테이블

￦ 65,900커넥트 와이드 2폴딩 테이블

제품명 커넥트 와이드 2폴딩 테이블  모델명 K20T3U001  중량 4.2Kg  내하중 30Kg  규격 사용시-120x60x
(h)40/66cm / 수납시-60x60x6.6cm  재질 Plywood, 알루미늄  구성품 테이블

￦ 46,000슬림 미니 3폴딩 테이블 II

제품명 슬림 미니 3폴딩 테이블 II  모델명 K9T3U008  중량 1.9Kg  내하중 10Kg  규격 사용시-90x40x(h)
27/35cm / 수납시-42.5x31.5x6.6cm  재질 알루미늄, Plywood  구성품 테이블

￦ 33,900펠리컨 웨건 테이블

제품명 펠리컨 웨건 테이블  모델명 K20T3U016  중량 2Kg  내하중 15Kg  규격 사용시-98x53x(h)2.2cm
/ 수납시-49x53x(h)5cm  재질 Plywood, 알루미늄  구성품 본품, 캐리백

펠리컨 웨건

가벼운 MDF 상판으로 제작되었으며, 접이식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웨건에 가볍게 올려 사용할 수 있는 웨건 테이블입니다.

공간 효율과 편리한 캠핑을 위한 웨건 테이블

￦ 23,900유니온 아이언 랜턴 사이드 스탠드

제품명 유니온 아이언 랜턴 사이드 스탠드  모델명 K20T3U009  색상 블랙  중량 300g  규격 50(최저길이)
~88(최대길이)x35x7cm  재질 알루미늄  구성품 본품, 캐리백

￦ 13,900유니온 아이언 멀티 행어

제품명 유니온 아이언 멀티 행어  모델명 K20T3U008  색상 블랙  중량 100g  규격 36x3x(h)10cm  재질
알루미늄  구성품 본품, 캐리백

￦ 45,900유니온 아이언 캐비닛

제품명 유니온 아이언 캐비닛  모델명 K20T3U010  색상 블랙  중량 2.5Kg  규격 사용시-51x57x(h)51cm
/ 수납시-51x57x(h)4cm  재질 Plywood, 폴리에스터  구성품 캐비닛, 우드 플레이트X2ea, 캐리백

￦ 20,000아이언메쉬 익스텐션 레그

제품명 아이언메쉬 익스텐션 레그  모델명 K21T3U02  중량 440g  규격 사용시-ø2.5x(h)24cm / 수납시
-8x8x(h)27cm  재질 알루미늄, ABS  구성품 익스텐션 레그X4ea, 캐리백

￦ 39,900유니온 아이언 투웨이 버너 스탠드

제품명 유니온 아이언 투웨이 버너 스탠드  모델명 K20T3U007  색상 블랙  중량 1.3Kg  내하중 18Kg  규격
사용시-61x60x(h)60cm / 수납시-62x15x(h)9cm  재질 알루미늄, Plywood  구성품 본품, 캐리백

￦ 55,000유니온 아이언 BBQ 플레이트

제품명 유니온 아이언 BBQ 플레이트  모델명 K20T3U011  색상 블랙  중량 2Kg  내하중 10Kg  규격 60x
46x(h)3.5cm  재질 알루미늄, 스틸  구성품 본품, 캐리백

플레이트 사이드에 위치한 고정 장치로 테이블과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ylish Camping Equipment Table

132 133



Chair
힘을 모두 빼고 오롯이 체어에 내 몸을 맡기는 순간

일상에서 꿈꿨던 이상적인 휴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어만을 가볍게 들고 떠나 어느 곳에나 펼쳐 놓으면

그 공간은 오직 나만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미정어반 체어

제품명 어반 체어  모델명 K22T1C01  색상 블랙, 옐로우, 카키, 화이트  중량 5.5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60x67x(h)85cm / 수납시-68x12x(h)88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우드  구성품 체어, 캐리백

다양한 곳에서 조화롭게 어울리는 화사하고 감성적인 컬러감으로 디자인된 어반 체어는
견고한 폴리에스터 원단이 적용되었으며, 가벼운 무게로 수납과 설치가 편리합니다.

견고하고 감성적인 컬러감의 어반 체어

Black

Yellow

Khaki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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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00모노그램 미니 릴렉스 체어

제품명 모노그램 미니 릴렉스 체어  모델명 K20T1C020  색상 네이비, 레드  중량 2.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49x46.5x(h)68cm / 수납시-84x13x13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구성품 체어, 캐리백

￦ 57,900모노그램 더블 체어

제품명 모노그램 더블 체어  모델명 K20T1C019  색상 네이비  중량 4.3Kg  내하중 150Kg  규격 사용시-
98x46x(h)66cm / 수납시-72x20x26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 24,400모노그램 BBQ 체어 2P 세트

제품명 모노그램 BBQ 체어 2P 세트  모델명 K20T1C017  색상 네이비, 레드  중량 2.3Kg (체어 1P-1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42x35x(h)35cm / 수납시-48x48x(h)5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X2ea, 캐리백

￦ 36,600모노그램 휘게 체어

제품명 모노그램 휘게 체어  모델명 K20T1C018  색상 블랙, 네이비, 레드  중량 2.8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64x47x(h)66cm / 수납시-71x13x13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카즈미 로고를 활용하여 트렌디한 감성을 담아 새롭게 제작한 모노그램
패턴으로 어디서나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캠핑 체어입니다.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모노그램 체어

￦ 88,000제너럴 릴렉스 체어

제품명 제너럴 릴렉스 체어  모델명 K20T1C022  색상 정글, 데저트  중량 3.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
-53.5x57x(h)100cm / 수납시-125x19x19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구성품 체어, 캐리백

￦ 73,000커널 릴렉스 체어

제품명 커널 릴렉스 체어  모델명 K20T1C021  색상 정글, 데저트  중량 5.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8x
55x(h)100cm / 수납시-118.5x14.5x19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감성적인 밀리터리 패턴이 적용된 릴렉스 체어로 어디서든 조화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넓은 등받이와 완벽한 각도로 제작되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릴렉스 캠핑 체어입니다.

감성적인 밀리터리 룩 릴렉스 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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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00 ￦ 61,000슈비츠 하이 경량 체어 라이젠 경량 체어

제품명 슈비츠 하이 경량 체어  모델명 K21T1C02  색상 블랙, 그레이  중량 1.7Kg  내하중 120Kg  규격
사용시-69x61x(h)95cm / 수납시-45x14x(h)16cm  재질 폴리에스터 PU 코팅, 알루미늄 7075  구성품
스킨, 프레임, 목베개, 캐리백

제품명 라이젠 경량 체어  모델명 K21T1C01  색상 블랙, 그레이  중량 1.1Kg  내하중 120Kg  규격 사용시
-47x55x(h)70cm / 수납시-40x11x(h)14cm  재질 폴리에스터 PU 코팅, 알루미늄 7075  구성품 스킨,
프레임, 캐리백

프레임에 캐리백 고리를 걸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캐리백 활용
캐리백을 체어 프레임에 걸어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경량 체어
1Kg대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와 이동이 간편합니다.

양면이 도톰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되어 언제나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하며,
가벼운 무게로 사용 및 휴대가 편리한 체어 전용 리버시블 워머입니다.

겨울 캠핑에 필수 아이템! 체어 리버시블 워머

몸을 안정감 있게 받쳐주는 최적의 각도로 설계되었으며
접이식 프레임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경량 체어입니다.

수납과 설치가 간단한 가벼운 경량 체어

￦ 36,600 ￦ 29,800슈비츠 리버시블 워머 라이젠 리버시블 워머

제품명 슈비츠 리버시블 워머  모델명 K21T1C07  색상 블랙/화이트  중량 425g  규격 사용시-55x95cm
/ 수납시-15x35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캐리백

제품명 라이젠 리버시블 워머  모델명 K21T1C06  색상 블랙/화이트  중량 330g  규격 사용시-53x70cm
/ 수납시-15x30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캐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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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00모션 체어

제품명 모션 체어  모델명 K20T1C012  색상 블랙, 골드  중량 4.5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8x65
x(h)85cm (1단 기준) / 수납시-85x70x10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우드 손잡이 / 커버-90% 폴리
에스터, 10% 나일론  구성품 체어, 목쿠션, 전용 커버, 캐리백

￦ 110,000 ￦ 33,800다운 힐 체어 다운힐 리버시블 워머

제품명 다운 힐 체어  모델명 K20T1C32  색상 블랙, 골드  중량 4.8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65x61
x(h)95cm / 수납시-23x23x99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스틸  구성품 본품, 목베개, 캐리백

제품명 다운힐 리버시블 워머  모델명 K21T1C05  색상 블랙/화이트  중량 420g  규격 사용시-52x115cm
/ 수납시-15x40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캐리백

￦ 24,400엔켈 BBQ 체어 2P 세트

제품명 엔켈 BBQ 체어 2P 세트  모델명 K21T1C03  색상 블랙, 골드  중량 2.3Kg (체어 1P-1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42x35x(h)35cm / 수납시-48x48x(h)5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X2ea, 캐리백

￦ 68,000캐스터네츠 체어

제품명 캐스터네츠 체어  모델명 K20T1C026  색상 블랙, 골드  중량 2.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4
x48x(h)66cm / 수납시-54x8.5x(h)65cm  재질 알루미늄, 우드,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캐리백

양쪽 우드 손잡이를 이용해 간편하게 원하는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도 조절 체어입니다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는 모션 체어 & 다운 힐 체어

손잡이를 이용한 각도 조절 방식

탈부착이 가능한 목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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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00윙 체어 L

제품명 윙 체어 L  모델명 K20T1C006  색상 화이트  중량 4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3x71x(h)93cm
/ 수납시-17x9x(h)108cm  재질 캔버스, 자작 나무  구성품 스킨, 프레임, 캐리백

￦ 72,000윙 체어 S

제품명 윙 체어 S  모델명 K20T1C011  색상 화이트  중량 3.4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45x57x(h)
69cm / 수납시-16x8x(h)82cm  재질 캔버스, 자작 나무  구성품 스킨, 프레임, 캐리백

고급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우수한 통기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부드러운 촉감으로 쾌적한 야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작나무 프레임과 캔버스 스킨의 조화

￦ 57,000포레스타 소파 토퍼

제품명 포레스타 소파 토퍼  모델명 K20T1C015  색상 그레이, 베이지  중량 1.8Kg  규격 사용시-116x62
x(h)42cm / 수납시-23x23x(h)81cm  재질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  구성품 본품, 캐리백

￦ 69,900서퍼 체어

제품명 서퍼 체어  모델명 K20T1C002  색상 블랙  중량 6Kg  내하중 110Kg  규격 사용시-59x83x(h)98
cm / 수납시-95x23x23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메쉬, PP  구성품 체어, 캐리백

￦ 25,600서퍼 리버시블 워머

제품명 서퍼 리버시블 워머  모델명 K21T1C10  색상 블랙/화이트  중량 450g  규격 사용시-55x110cm
/ 수납시-15x50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캐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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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00시그니처 데일 체어

제품명 시그니처 데일 체어  모델명 K20T1C003  색상 블랙, 메탈그레이  중량 3.7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6.5x63x(h)84cm / 수납시-100x20x20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구성품 체어, 캐리백

￦ 79,800시그니처 릴렉스 체어

제품명 시그니처 릴렉스 체어  모델명 K9T3C004  색상 메탈 그레이, 골드  중량 3.5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3.5x57x(h)100cm / 수납시-125x19x19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구성품 체어, 캐리백

￦ 35,200시그니처 쿠잉 체어

제품명 시그니처 쿠잉 체어  모델명 K9T3C002  색상 블랙, 카키, 코랄  중량 2.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64x47x(h)66cm / 수납시-71x13x13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 20,000시그니처 카롤 체어

제품명 시그니처 카롤 체어  모델명 K9T3C001  색상 블랙, 샌드, 카키, 코랄  중량 1.9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38x38x(h)58cm / 수납시-60x12x12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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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00럭셔리 미니 릴렉스 체어

제품명 럭셔리 미니 릴렉스 체어  모델명 K7T3C006  색상 그레이, 와인  중량 2.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48x52x(h)68cm / 수납시-84x13x13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구성품 체어, 캐리백

￦ 49,900챔퍼 체어

제품명 챔퍼 체어  모델명 K8T3C002  색상 와인, 그레이  중량 4.4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66x59
x(h)83cm / 수납시-96x20x20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 36,000벨리 체어

제품명 벨리 체어  모델명 K8T3C003  색상 와인, 그레이  중량 2.5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8x56
x(h)79cm / 수납시-90x20x13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 62,000NEW 이지 릴렉스 체어

제품명 NEW 이지 릴렉스 체어  모델명 K9T3C006  색상 그레이, 와인  중량 5.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8x55x(h)100cm / 수납시-118.5x14.5x19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 73,900럭셔리 하이 릴렉스 체어

제품명 럭셔리 하이 릴렉스 체어  모델명 K7T3C003  색상 그레이, 와인  중량 3.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3.5x57x(h)100cm / 수납시-125x19x19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구성품 체어, 캐리백

캐리백을 이용한 목 쿠션

분리형 팔걸이 커버

￦ 36,600NEW 허그 체어

제품명  NEW 허그 체어  모델명 K20T1C007  색상 블랙, 그레이, 와인  중량 2.8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64x47x(h)66cm / 수납시-71x13x13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휴식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 설계와 넓은 등받이 라인으로
착석 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캠핑 체어입니다.

가볍게 몸을 감싸 받쳐주는 편안한 캠핑 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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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0390 체어

제품명 390 체어  모델명 K6T3C001  색상 그린, 레드  중량 2.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64x47x
(h)66cm / 수납시-71x13x13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 22,900270 체어

제품명 270 체어  모델명 K5T3C003  색상 그린, 레드  중량 1.9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38x38x
(h)58cm / 수납시-60x12x12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체어, 캐리백

￦ 56,000릴렉스 체어

제품명 릴렉스 체어  모델명 K3T3C025  색상 블랙  중량 3.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3.5x57x(h)
100cm / 수납시-125x19x19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구성품 체어, 캐리백

￦ 59,000릴렉스 체어

제품명 릴렉스 체어  모델명 K3T3C025  색상 레드, 그린  중량 3.6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53.5x
57x(h)100cm / 수납시-125x19x19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구성품 체어, 캐리백

감성적인 에스닉 패턴 디자인의 릴렉스 체어로
언제나 편안한 자세를 유도합니다.

튼튼하고 가벼운 감성 패턴 체어

캐리백을 이용한 목 쿠션수납 미니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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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0릴렉스 쿠션 필로우 ￦ 7,900사이드 포켓

제품명 사이드 포켓  모델명 K8T3Z002  색상 블랙, 와인, 그레이, 레드  중량 140g  규격 사용시-32x31cm
(1단-32x23.5cm / 2단-32x21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 19,900사이드 오거나이저 백 ￦ 7,900사이드 컵홀더

제품명 사이드 오거나이저 백  모델명 K20T3Z004  색상 블랙, 카모  중량 380g  규격 사용시-33x11x(h)
16cm  재질 PVC, PE판  구성품 본품

제품명 릴렉스 쿠션 필로우  모델명 K8T3M001  색상 그레이, 레드, 그린, 와인  중량 190g  규격 37.5x20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제품명 사이드 컵홀더  모델명 K8T3Z001  색상 블랙, 와인, 그레이, 레드  중량 54g  규격 사용시-9x9x(h)
11.5cm / 손잡이 포함-11.5x9x(h)11.5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필름 PE  구성품 본품

154 155

Stylish Camping Equipment Chair



￦ 93,400캠프 코트 레드

제품명 캠프 코트  모델명 K4T3C003  색상 레드  중량 7Kg  내하중 100Kg  규격 사용시-190x64x(h)42
cm / 수납시-95x23x10.5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스틸  구성품 캠프 코트, 캐리백

￦ 134,000와이드 블랙 코트

제품명 와이드 블랙 코트  모델명 K8T3C005  색상 블랙  중량 9.5Kg  내하중 100Kg  규격 사용시-188x74
x(h)45cm / 수납시-100x24x(h)14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스틸  구성품 캠프 코트, 캐리백

￦ 93,400캠프 코트 그레이

제품명 캠프 코트  모델명 K7T3C002  색상 그레이  중량 7Kg  내하중 100Kg  규격 사용시-190x64x(h)42cm
/ 수납시-95x23x10.5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스틸  구성품 캠프 코트, 캐리백

￦ 95,900와이드 플립 코트

제품명 와이드 플립 코트  모델명 K20T1C029  색상 블랙  중량 8Kg  내하중 80Kg  규격 사용시-193x72
x(h)36cm / 수납시-72x17x(h)50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본품, 캐리백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와이드형 야전 침대로 야외 또는 
실내에서도 간편하게 설치하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을 위한 넓고 튼튼한 와이드형 야전 침대

￦ 142,000캡틴 캠프 코트

제품명 캡틴 캠프 코트  모델명 K20T1C023  색상 데저트  중량 8.7Kg  내하중 100Kg  규격 사용시-188x
74x(h)45cm / 수납시-100x24x(h)14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스틸  구성품 야전 침대, 캐리백

￦ 97,400마스터 야전 침대

제품명 마스터 야전 침대  모델명 K20T1C024  색상 데저트  중량 7.7Kg  내하중 100Kg  규격 사용시-190
x64x(h)42cm / 수납시-95x23x10.5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스틸  구성품 야전 침대, 캐리백

156 157

Stylish Camping Equipment Chair



64cm

￦ 63,600

￦ 60,800 ￦ 67,600

코트 토퍼

코트 로브 M 코트 로브 L

제품명 코트 토퍼  모델명 K20T1C008  색상 블랙, 화이트  중량 1.7Kg  규격 사용시-77x185cm / 수납시-27
x27x77cm  재질 블랙-90% 폴리에스터, 10% 나일론 화이트-폴리에스터  구성품 토퍼, 스트랩X2ea, 캐리백

제품명 코트 로브 M  모델명 K21T1C08  중량 1.3Kg  규격 사용시-190x64x(h)46cm / 수납시-44x30
cm  재질 캔버스,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포켓 캐리백

제품명 코트 로브 L  모델명 K21T1C09  중량 1.3Kg  규격 사용시-190x74x(h)46cm / 수납시-44x30
cm  재질 캔버스,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포켓 캐리백

바닥까지 가려주는 스커트가 다양한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며,
침구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따뜻하고 편안한 캠핑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포근한 공간을 제공하는 코트 로브

버클 방식으로 체결

하단 공간에 다양한 소품을 넣어 사용 및 보관이 가능합니다.

74cm

사이드 포켓 또는 쿠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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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ng Bag
다양한 짐을 챙기며 여행을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

그 시간은 전부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카즈미의 캐리백으로

여행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마저 즐거움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Stylish Camping Equipment Camping Bag

162 163



프리미엄 크루저 백 ￦ 120,000

제품명 프리미엄 크루저 백  모델명 K21T3B04  색상 블랙  중량 3.3Kg  규격 75x40x(h)30cm / 90L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칸막이

프리미엄 타워 스토리지 백 ￦ 134,000

제품명 프리미엄 타워 스토리지 백  모델명 K21T3B05  색상 블랙  중량 4.2Kg  규격 75x42x(h)32/38cm
/ 86L (사이드백 : S-36x12x(h)9cm / M-36x12x(h)17cm / L-36x10x(h)30cm)  재질 폴리에스터, 메
쉬  구성품 본품, 사이드백X3ea, 칸막이X2ea, 어깨끈

Pocket S

36x12x(h)9cm

Pocket M

36x12x(h)17cm

Pocket L

36x10x(h)30cm

수납공간이 넉넉한 캐리백으로 야외 활동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내구성과 고급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제작하여 생활방수가 가능합니다.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효율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캐리백 

다양한 크기의 수납 백

두 가지 사이즈의 칸막이

26cm

39.5cm

26cm

20.5cm

Stylish Camping Equipment Camping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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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백 ￦ 57,900

제품명 빅 백  모델명 K20T3B004  색상 블랙  중량 1.9Kg  규격 65x34x(h)46cm (±2cm) / 100L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칸막이X2ea, 어깨끈

캠핑백 120L ￦ 57,000

제품명 캠핑백 120L  모델명 K5T3B001  색상 레드  중량 1.6Kg  규격 70x40.5x(h)43cm (±2cm) / 수
납시-71x9.5x(h)40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캠핑백 80L ￦ 31,100

제품명 캠핑백 80L  모델명 K20T3B002  색상 그레이  중량 1Kg  규격 65x44x(h)29cm (±2cm)  재질 폴
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캠핑백 130L ￦ 57,900

제품명 캠핑백 130L  모델명 K20T3B003  색상 블랙  중량 1.9Kg  규격 72x42x(h)43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칸막이X2ea, 어깨끈

캠핑백 100L ￦ 39,000

제품명 캠핑백 100L  모델명 K4T3B009  색상 그린  중량 1Kg  규격 66x33x(h)41cm (±2cm) / 수납시-
66x36x(h)7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캠핑백 70L ￦ 28,400

제품명 캠핑백 70L  모델명 K5T3B010  색상 레드  중량 875g  규격 65x25x(h)43cm (±2cm) / 수납시-
65x7x(h)46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 93,400멀티 휠 캐리어

제품명 멀티 휠 캐리어  모델명 K21T3B07  색상 데저트  중량 2.6Kg  규격 80x40x(h)39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PP+PVC  구성품 본품

바퀴가 달려있어 무거운 짐을 옮기기에 편리합니다.

Stylish Camping Equipment Camping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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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0차량용 트윈 캐리백

제품명 차량용 트윈 캐리백  모델명 K7T3B010  색상 그레이  중량 1.4Kg  규격 50x30x31.5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캐리백, 어깨끈, 칸막이, 바닥 고정판

￦ 56,800프리미엄 익스텐션 캐리백

제품명 프리미엄 익스텐션 캐리백  모델명 K8T3B002  색상 블랙  중량 1.7Kg  규격 50x32x(h)33/40cm
/ 수납시-50x34x(h)8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가방, 어깨끈, 칸막이

제플린 더플 백 ￦ 45,900

제품명 제플린 더플 백  모델명 K20T3B007  색상 블랙  중량 1Kg  규격 30x30x(h)90cm / 70L   재질 폴
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Stylish Camping Equipment Camping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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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폴딩 테이블 캐리백 S

제품명 폴딩 테이블 캐리백 S  모델명 K9T3B001  색상 블랙  중량 285g  규격 45x8x(h)34cm  재질 폴리
에스터  구성품 본품

￦ 31,100NEW 멀티 펙 가방

제품명 NEW 멀티 펙 가방  모델명 K9T3B003  색상 블랙  중량 1.2Kg  규격 47x17x(h)18cm (±2cm) /
수납시-47x18x(h)4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플라스틱  구성품 가방, 플라스틱 평판X4ea

￦ 26,000폴딩 테이블 캐리백 L

제품명 폴딩 테이블 캐리백 L  모델명 K9T3B002  색상 블랙  중량 480g  규격 65x11x(h)49cm  재질 폴
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 25,900멀티 폴딩 테이블 캐리백

제품명 멀티 폴딩 테이블 캐리백  모델명 K20T3B001  색상 블랙  중량 480g  규격 82x13x44cm  재질 폴
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 27,000폴 어렌지 캐리백

제품명 폴 어렌지 캐리백  모델명 K7T3B008  색상 그레이  중량 650g  규격 83.5x17.5x(h)15.5cm (±2cm)
/ 수납시-83.5x17.5x(h)4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 16,900다용도 툴백

제품명 다용도 툴 백  모델명 K7T3B009  색상 그레이  중량 720g  규격 45.5x20.5x19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인조가죽, PE  구성품 본품

￦ 25,900릴렉스 더블 캐리백

제품명 릴렉스 더블 캐리백  모델명 K8T3B001  색상 레드, 그린  중량 1Kg  규격 120x24x(h)25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 17,900컴팩트 폴대 가방

제품명 컴팩트 폴대 가방  모델명 K5T3V026  색상 레드  중량 660g  규격 104x14x17cm (±2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쉘하우스 폴 백 쉘하우스 멀티  툴 백￦ 51,000 ￦ 36,900

제품명 쉘하우스 폴 백  모델명 K21T3B02  색상 블랙  중량 1.6Kg  규격 83x22x(h)16cm  재질 폴리에스
터, EVA  구성품 본품

제품명 쉘하우스 멀티  툴 백  모델명 K21T3B01  색상 블랙  중량 700g  규격 43x17x(h)13cm  재질 폴리
에스터, EVA  구성품 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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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 BBQ

이곳에서 만큼은 내가 쉐프가 되는 순간,

불을 피우고, 음식을 조리하며, 멋스러운 플레이팅까지 

야외에서 사용하기 좋은 다양한 요리 도구를 이용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Stylish Camping Equipment Kitchen & 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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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이 아닌 유리 소주잔으로 소주의 맛을 한층 올려주며,
소주 전용 푸어러가 소주에 산소를 더 해 부드러운 목 넘김을 도와줍니다.

프로 알콜러들을 위한 야심작 캠핑용 소주잔 세트

￦ 25,800소주잔 세트

제품명 소주잔 세트  모델명 K21T3K12  중량 270g  규격 9.2x8.7x(h)26.5cm (소주잔 Φ5.3x(h)5.4(cm),
푸어러 Φ3.1x(h)9.3(cm))  재질 EVA, 유리, as, 실리콘, 스테인레스  구성품 케이스, 소주잔X2ea, 푸어러

에어홀을 통해 산소가 주입되어
목 넘김이 부드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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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3중 구조

컴팩트한 수납

￦ 215,000프리미엄 코펠 세트 L

제품명 프리미엄 코펠 세트 L  모델명 K8T3K002  색상 그레이  중량 2.9Kg  규격 25x25x(h)17cm / 코펠
 3.3L-20x20x(h)13.5cm / 코펠 1.8L-17x17x(h)8.5cm / 코펠 1.4L-15x15x(h)8cm / 프라이팬 20-
20x20x(h)5.5cm / 메쉬 바스켓-18x18x(h)10c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304/430, 알루미늄, 폴리에스
터  구성품 코펠3.3L, 코펠1.8L, 코펠1.4L, 프라이팬 20, 메쉬 바스켓, 캐리백

￦ 257,000프리미엄 코펠 세트 XL

제품명 프리미엄 코펠 세트 XL  모델명 K8T3K003  색상 블랙  중량 4Kg  규격 27x27x(h)22cm / 코펠 5.
5L-24x24x(h)16.5cm / 코펠 3.3L-20x20x(h)13.5cm / 코펠 1.8L-17x17x(h)8.5cm / 프라이팬 24-
24x24x(h)6cm / 메쉬 바스켓-21x21x(h)9.5c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304/430, 알루미늄, 폴리에스터
구성품 코펠5.5L, 코펠3.3L, 코펠1.8L, 프라이팬 24, 메쉬 바스켓, 캐리백

￦ 39,900프리미엄 프라이팬

제품명 프리미엄 프라이팬  모델명 K8T3K001  색상 블랙  중량 670g  규격 사용시-20x20x(h)5.5cm / 수
납시-23x23x(h)6c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430, 알루미늄, 우드, 폴리에스터  구성품 프라이팬, 우드 손잡
이, 캐리백

다양한 사이즈 구성과 높은 열전도율로 야외 활동은 물론 실내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버너, 하이라이트뿐만 아니라 인덕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코펠은 스테인레스와 알루미늄 통 3중 구조로 설계되어
높은 열전도율로 빠르고 편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통 3중 구조의 코펠과 자일란 코팅을 입힌 프라이팬전면 스테인레스 통 3중 구조 높은 열전도율

분리형 구조의 프라이팬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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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00프리미엄 STS 식기세트 패밀리

제품명 프리미엄 STS 식기세트 패밀리  모델명 K20T3K002  색상 블랙  중량 3.7Kg  규격 31x25x(h)9c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304, 폴리에스터  구성품 소스 볼X4ea, 밥그릇X4ea, 국그릇X4ea, 평그릇 21X3ea,
평그릇 22.5X2ea, 샐러드 접시, 캐리백

￦ 17,900프리미엄 STS 푸드 플레이트

제품명 프리미엄 STS 푸드 플레이트  모델명 K20T3K003  중량 420g  규격 Ø225/Ø165x(h)40mm (손잡이 
미포함) Ø290/Ø165x(h)65mm (손잡이 포함)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304, 메쉬  구성품 본품, 보관 주머니

￦ 75,000프리미엄 STS 식기세트 커플

제품명 프리미엄 STS 식기세트 커플  모델명 K20T3K001  색상 블랙  중량 1.7Kg  규격 25x25x(h)8c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304, 폴리에스터  구성품 소스 볼X2ea, 밥그릇X2ea, 국그릇X2ea, 평그릇 21, 평그
릇 22.5X2ea, 캐리백

밥그릇
(Ø12.5/7x5.5cm)

국그릇
(Ø16/10x5cm)

평그릇 21
(Ø21/13.5x2.5cm)

평그릇 22.5
(Ø22.5/16.5x1.5cm)

종지
(Ø9/6x3cm)

샐러드 접시 
(Ø22.5/16.5x4cm)

위생적인 손잡이 마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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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0이그니스 디자인 그리들 400

제품명 이그니스 디자인 그리들 400  모델명 K21T3G05  중량 1.8Kg  규격 40x40x(h)3.7cm  재질 알루
미늄, 우드  구성품 본체, 우드 손잡이X2ea, 캐리백

바닥면에 톱니 모양의 고정 홈이 적용되어 버너 사용 시
흔들림이 적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T의 두꺼운 두께로 제작되어 열로 인한 변형이 적으며 잘 눌어붙지 않는
논스틱 블랙 마블 코팅이 적용되어 세척에 편리한 그리들입니다.

넉넉한 사이즈에 두꺼운 두께의 그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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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시즈닝이 필요 없는 하이 세라믹 코팅과 견고한 흑피 철판으로 제작하여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더욱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이 세라믹 코팅을 적용하여 시즈닝이 필요 없는 그리들

￦ 129,000이그니스 코팅 그리들 600

제품명 이그니스 코팅 그리들 600  모델명 K20T3G004  색상 블랙  중량 6.5Kg  규격 사용시-60x48x(h)
33~57cm / 수납시-62x49x(h)4cm  재질 본체-흑피 철판 / 다리-스테인레스 스틸  구성품 그리들 본체,
높이 조절 다리X3ea, 노끈, 캐리백

￦ 110,000이그니스 테이블 그리들

제품명 이그니스 테이블 그리들  모델명 K20T3G008  색상 블랙  중량 3Kg  규격 사용시-47.5x33.5x(h)11~
15cm (손잡이 포함) / 3T / 수납시-50x37x(h)4cm  재질 흑피철판, 스테인레스 스틸  구성품 본체, 높이 
조절 다리X3ea, 마끈, 캐리백

￦ 69,000이그니스 코팅 그리들 미니

제품명 이그니스 코팅 그리들 미니  모델명 K20T3G003  색상 블랙  중량 1.1Kg  규격 사용시-27.5x22x(h)
1.5cm / 수납시-29x23x(h)2.5cm  재질 본체-흑피 철판 / 집게 손잡이-스테인레스 스틸  구성품 그리
들 본체, 집게 손잡이, 캐리백

다리 길이 조절

￦ 16,000그리들 플레이트

제품명 그리들 플레이트  모델명 K20T3G005  중량 130g  규격 39x11x(h)1.5cm  재질 스테인레스 스
틸  구성품 본품

고리 모양으로 그리들과 손쉬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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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클리버

제품명 포켓 클리버  모델명 K21T3K09  색상 브라운  중량 250g  규격 21x9cm (칼-9x6cm / 손잡
이-10.5x3cm)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3Cr13), 우드, PU  구성품 본품, 케이스

￦ 35,000키친 툴 세트

제품명 키친 툴 세트  모델명 K5T3K008  색상 레드  중량 1Kg  규격 21x36x(h)5.5cm  재질 폴리에스터, 스
테인레스 스틸, ABS 수지, PP, 메쉬  구성품 칼, 가위, 집게, 국자, 도마, 주걱, 뒤집개, 파우치

￦ 35,000

￦ 29,800

쉐프 키친 툴 세트

제품명 쉐프 키친 툴 세트  모델명 K9T3K011  색상 블랙  중량 1.1Kg  규격 21x31x(h)6.5cm  재질 폴
리에스터, 스테인레스 스틸, ABS 수지, PP, 메쉬  구성품 칼, 가위, 집게, 국자, 도마, 주걱, 뒤집개, 파우치

￦ 24,500식기 세트 15p

제품명 식기 세트 15p  모델명 K7T3K001  색상 그레이  중량 980g  
규격 18x18x(h)8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테인레스 스틸, 메쉬  구성품
종지X4ea, 밥그릇X6ea, 접시16X2ea, 접시18X3ea, 파우치

￦ 29,400식기 세트 17p

제품명 식기 세트 17p  모델명 K3T3K001  색상 그린  중량 1.3Kg  규
격 24x24x(h)8.5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테인레스 스틸, 메쉬  구성품
종지X4ea, 밥그릇X4ea, 국그릇X4ea, 접시18X4ea, 접시XL, 파우치

￦ 35,900￦ 57,000 식기 세트 22p

제품명 식기 세트 22p  모델명 K4T3K001  색상 레드  중량 1.6Kg  규격 24x24x(h)8.5cm  재질 폴리에스
터, 스테인레스 스틸, 메쉬  구성품 종지X4ea, 밥그릇X4ea, 국그릇X4ea, 접시16X2ea, 접시18X4ea, 접
시20X2ea, 접시XLX2ea, 파우치

식기 세트 25p

제품명 식기 세트 25p  모델명 K21T3K11  색상 블랙  중량 2.3Kg  규격 24x24x(h)10cm  재질 폴리에스
터, 스테인레스 스틸, 메쉬  구성품 종지X4ea, 밥그릇X4ea, 국그릇X4ea, 접시16X3ea, 접시18X4ea, 접
시20X3ea, 접시 XLX3ea, 보관 케이스

￦ 20,000스테인레스 주전자 0.8L

제품명 스테인레스 주전자 0.8L  모델명 K21T3K08  중량 250g  규격
14.5x(h)13.5cm (손잡이 포함) / 0.8L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구성품
본품

가위 (9x25.5cm)
Scissor

집게 (4.7x22.5cm)
Tongs

국자 (27cm/Ø7.50)
Ladle

도마 (28x17.5cm)
Chopping board

칼 (5x29cm)
Knife

주걱 (7x19cm)
Spatula

카라비너 연결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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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리를 위생적으로 보관해 주며,
칼과 포크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구성의 감성 커틀러리 세트입니다.

다양한 구성의 양식 커틀러리 세트

트윈 우드 커틀러리 세트

제품명 트윈 우드 커틀러리 세트  모델명 K21T3K10  색상 샌드  재질 EVA, 캔버스, 우드  중량 170g  규격
ø7.5x(h)24cm  구성품 우드 숟가락X4ea, 우드 젓가락X4ea, 케이스 

￦ 19,000커틀러리 세트

제품명 커틀러리 세트  모델명 K4T3K003  색상 레드  중량 428g  규격 사용시-10x10x(h)24.5cm
/ 수납시-12x3.5x24.5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테인레스 스틸, 메쉬  구성품 숟가락X4ea, 젓가락X
4ea, 포크X4ea, 파우치

￦ 23,000미정 트라이 커틀러리 세트웨스턴 커틀러리 세트

제품명 트라이 커틀러리 세트  모델명 K9T3K004  색상 블랙  중량 420g  규격 사용시-34x10x(h)17cm /
수납시-11x4x(h)24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테인레스 스틸, 메쉬  구성품 숟가락X4ea, 젓가락X4ea, 포크
X4ea, 파우치

제품명 웨스턴 커틀러리 세트  모델명 K22T3K01  색상 아이보리  중량 640g  규격 32x26cm  재질 캔버스,
스테인레스 스틸, PP  구성품 숟가락X4ea, 젓가락X4ea, 포크X2ea, 나이프X2ea, 케이스

￦ 45,000￦ 31,000 프리미엄 커틀러리 세트

제품명 프리미엄 커틀러리 세트  모델명 K9T3K005  색상 블랙  중량 1.3Kg  규격 파우치-25.5x12.5x(h)
16cm (우드 받침대-23x8.5x(h)3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테인레스 스틸, PP, 우드, 면혼방  구성품 숟가
락X4ea, 젓가락X4ea, 포크X4ea, 수저통, 우드 받침대, 파우치

양쪽 아일렛을 행어에 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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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진공 성형으로 제작된 머그컵은 음료의 열기와 냉기의 방출을 최소화하며,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중 진공 성형과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위생적인 컵 세트

￦ 58,200NEW 블랙 머그 5P

제품명 NEW 블랙 머그 5P  모델명 K21T3K03  색상 블랙  중량 835g (컵 1개-110g)  규격 12x12x(h)2
8cm (컵-8.5/6x(h)9cm / 프레임-11x11x(h)26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테인레스 스틸  구성품 머그X5
ea, 프레임, 파우치

￦ 37,800더블 머그 4p

제품명 더블 머그 4p  모델명 K9T3K001  색상 그레이  중량 690g (컵 1개-110g)  규격 12x12x(h)22.5
cm (컵-8.5/6x(h)9cm / 프레임-11x11x(h)21.5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테인레스 스틸, 메쉬  구성품
머그컵X4ea, 프레임, 파우치

￦ 48,800더블 머그 6p

제품명 더블 머그 6p  모델명 K4T3K004  색상 레드  중량 960g (컵 1개-110g)  규격 12x12x(h)32.5cm
(컵-8.5/6x(h)9cm / 프레임-11x11x(h)29.5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테인레스 스틸, 메쉬  구성품 머그
X6ea, 프레임, 파우치

￦ 25,900에그 텀 2p

제품명 에그 텀 2p  모델명 K9T3K010  색상 블랙  중량 1ea-173g (뚜껑포함)  규격 9x9x(h)11cm / 35
0ml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304  구성품 본품X2ea

￦ 22,500캠핑컵 8p

제품명 캠핑컵 8p  모델명 K5T3K007  색상 레드  중량 460g (70ml 1ea-25g / 300ml 1ea-80g)  규격
 7.5x7.5x(h)13cm (70ml-3.3/5.3x(h)5.8cm / 300ml-6/7.3x(h)10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테인레스
스틸, 메쉬  구성품 70mlX4ea, 300mlX4ea, 파우치

￦ 12,200웨이브 콜드컵 2p

제품명 웨이브 콜드컵 2p  모델명 K8T3K007  색상 블랙, 레드  중량 185g  규격 9.5/6.5x(h)12.5c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구성품 컵X2ea

야외 또는 주방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스 박스입니다.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하였고, 타입별로 나누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실용적인 양념통 세트, 스파이스 박스

￦ 13,600스파이스 박스 S

제품명 스파이스 박스 S  모델명 K5T3K001  색상 레드  중량 203g  규격 15x10x(h)10.5cm  재질 폴리에
스터, PETE, PP, 메쉬  구성품 분말양념통 100mlX3ea, 액체양념통 90mlX3ea, 파우치

￦ 8,000스파이스 박스 미니

제품명 스파이스 박스 미니  모델명 K6T3K001  색상 레드  중량 115g  규격 9.5x4x(h)18.5cm  재질 폴리
에스터, PETE, PP, 메쉬  구성품 분말양념통 20mlX3ea, 액체양념통 18mlX2ea, 파우치

￦ 23,000스파이스 박스 L

제품명 스파이스 박스 L  모델명 K9T3K003  색상 그레이  중량 437g  규격 25x16.5x(h)10.5cm  재질 폴
리에스터, PETE, PP, 메쉬  구성품 분말양념통 100mlX3ea, 액체양념통 90mlX3ea, 사각분말통 120mlX
2ea, 스푼, 파우치

￦ 15,500스파이스 박스 M

제품명 스파이스 박스 M  모델명 K9T3K002  색상 블랙  중량 270g  규격 20x10x(h)11cm  재질 폴리에
스터, PETE, PP, 메쉬  구성품 분말양념통 100mlX2ea, 사각분말통 120mlX2ea, 액체양념통 90mlX4ea,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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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00비엔토 윈드 쉴드 S

제품명 비엔토 윈드 쉴드 S  모델명 K21T3K04  색상 블랙, 샌드  중량 1.9Kg  규격 사용시-112x(h)25cm
(기본 사용시-56x29x(h)25cm) / 수납시-28x25x(h)6cm  재질 스틸, 캔버스  구성품 본품, 캐리백

￦ 79,800비엔토 윈드 쉴드 L

제품명 비엔토 윈드 쉴드 L  모델명 K21T3K05  색상 블랙, 샌드  중량 4.6kg  규격 사용시-112x(h)50cm
(기본 사용시-57x28x(h)50cm) / 수납시-52x31x(h)5.5cm  재질 스틸, 캔버스  구성품 본품, 캐리백

여러 각도로 조절하며 버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 높은 윈드 쉴드 입니다.
야외 활동은 물론 실내 사용도 가능하며, 음식과 기름이 튀는 걸 막아줍니다.

캠핑 요리의 화력을 지켜주는 윈드 쉴드

이소가스 호스 홀  

이그니스 그리들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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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0갈라프론

제품명 갈라프론  모델명 K20T3G002  색상 네이비  중량 370g  규격 사용시-68x(h)93cm / 허리-90~
105cm  재질 면 100%  구성품 본품

￦ 27,900와이드 테이블 보

제품명 와이드 테이블 보  모델명 K8T3Z003  색상 그레이  중량 402g  규격 210x120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 16,900테이블 보

제품명 테이블 보  모델명 K5T3T005  색상 레드  중량 305g  규격 118x156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요리가 튀거나 묻을 염려를 줄일 수 있는 앞치마와 테이블 보입니다.
카즈미만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캠핑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요리를 더욱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주방 소품

넉넉한 공간의 포켓과 다용도 고리

허리 사이즈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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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2웨이 멀티 바스켓

제품명 2웨이 멀티 바스켓  모델명 K8T3K005  색상 그레이  중량 500g  규격 32x32x(h)26.5cm  재질 타
포린 (PVC일종)  구성품 본품

￦ 14,900캠핑 씽크볼 27L

제품명 캠핑 씽크볼 27L  모델명 K4T3K002  색상 베이지  중량 370g  규격 36x36x(h)26.5cm (메쉬포켓
-24.5x21.5cm, 세제통-4.5x2.3x10.3cm)  재질 타포린 (PVC 일종), 졸탑  구성품 설거지통, 사이드 메쉬
포켓, 세제통

￦ 42,000밸런스 드라이어 네트

제품명 밸런스 드라이어 네트  모델명 K20T3K12  색상 블랙  중량 700g  규격 사용시-38.5x38.5x(h)85cm
(±1cm) / 홀 구경-Ø35 / 수납시-38.5x38.5x(h)3.5cm (±1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캐리백

￦ 25,000사각 식기 건조망

제품명 사각 식기 건조망  모델명 K3T3K009  색상 블랙  중량 800g  규격 사용시-37.5x37.5x(h)100cm
(±1cm) / 수납시-37.5x37.5x3.5cm (±1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건조망, 캐리백

￦ 9,000플렉시블 워터색 10L

제품명 플렉시블 워터색 10L  모델명 K9T3K008  중량 210g±5%  규격 23x21x36cm / 10L  재질 100%
food grade LDPE  구성품 본품

￦ 11,000플렉시블 워터색 20L

제품명 플렉시블 워터색 20L  모델명 K9T3K009  중량 300g±5%  규격 사용시-32x28x27cm / 20L /
수납시-23x26x6cm  재질 100% food grade LDPE  구성품 본품

텐트, 타프 등 다양한 폴대에 사용 가능

폴대 체결 홀 (Ø35)

수평 조절 웨빙 끈

수평 조절 웨빙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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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에어 락 시스템과
20mm의 두꺼운 내장지와 실링 지퍼로 온도 유지력이 뛰어납니다.

뛰어난 보냉 기능과 에어 락 시스템을 적용한 소프트 쿨러

￦ 28,400스카디 소프트 쿨러 15L

제품명 스카디 소프트 쿨러 15L  모델명 K20T3K007  색상 블랙  중량 900g  규격 사용시-32x27x(h)30
cm / 수납시-32x28x(h)16cm  재질 PVC, PE FOAM  구성품 본품

￦ 36,600스카디 소프트 쿨러 25L

제품명 스카디 소프트 쿨러 25L  모델명 K21T3K07  색상 블랙  중량 700g  규격 사용시-35x35x(h)30cm
/ 수납시-35x30x(h)14cm  재질 PVC, PE FOAM  구성품 본품

￦ 52,800스카디 소프트 쿨러 45L

제품명 스카디 소프트 쿨러 45L  모델명 K20T3K008  색상 카키  중량 1.8Kg  규격 사용시-56x37x(h)34
cm / 수납시-56x38x(h)16cm  재질 PVC, PE FOAM  구성품 본품

스태킹 박스와 같이 사용하시면 보냉 기능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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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발포 폴리우레탄 재질을 사용하여 음식 또는 음료를 보관 시
효과적인 보냉력으로 오랫동안 시원하게 즐기 수 있습니다.

바닥면으로부터 쿨러를 보호할 수 있으며,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접이식으로 휴대 및 보관이 간편한 쿨러 스탠드입니다.

두꺼운 내장재로 효과적인 보냉력의 하드 쿨러

강한 내구성의 블랙 프레임

￦ 92,000블랙 큐브 아이스쿨러 13L

제품명 블랙 큐브 아이스쿨러 13L  모델명 K20T3K010  색상 블랙  중량 3.2Kg  규격 외부-32x24x38cm
/ 내부-25.5x19.5x27.5cm  재질 외부-스테인레스 스틸, 아이언 스틸 / 내부-폴리프로필렌, 발포 폴리우레탄
구성품 본품

￦ 188,000아이스 쿨러 29L

제품명 아이스 쿨러 29L  모델명 K6T3A014  색상 블랙  중량 4.7Kg  규격 외부-47x30x(h)34cm / 내부-
42.5x26.5x(h)28cm  재질 외부-스테인레스 스틸, 아이언 스틸 / 내부-폴리프로필렌, 발포 폴리우레탄
구성품 본품

￦ 220,000아이스 쿨러 51L

제품명 아이스 쿨러 51L  모델명 K6T3A015  색상 블랙  중량 7.5Kg  규격 외부-57x37x(h)42cm / 내부-
52x32.5x(h)34cm  재질 외부-스테인레스 스틸, 아이언 스틸 / 내부-폴리프로필렌, 발포 폴리우레탄  구성품
본품

￦ 40,500아틀라스 쿨러 스탠드

제품명 아틀라스 쿨러 스탠드  모델명 K20T3K006  색상 블랙  중량 1.4Kg  내하중 100Kg  규격 사용시-50x
40x(h)33cm / 수납시-53x11.5x8.5cm  재질 알루미늄, 폴리에스터, EVA폼  구성품 본품, 캐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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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주방 용품을 한곳에 정리할 수 있어 간편하고 실용적이며
강한 내구성으로 내용물을 보호해 주는 쉐프박스입니다.

식기와 키친 툴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쉐프 박스

￦ 22,900다이너 쿠킹 박스

제품명 다이너 쿠킹 박스  모델명 K20T3K009  색상 블랙  중량 700g  규격 20x17x(h)25cm  재질 PVC,
PE판  구성품 본품

￦ 59,900 미정쉐프 박스 크레이터 그리들 스토브

제품명 쉐프 박스  모델명 K20T3K004  색상 블랙  중량 2.5Kg  규격 사용시-45x36x(h)31cm / 수납시-
45x36x(h)13cm  재질 EVA, 폴리에스터, PE폼+PE SHEET  구성품 본품, 어깨끈, 내부 칸막이X3ea

제품명 크레이터 그리들 스토브  모델명 K22T3K02  중량 1.2Kg  규격 사용시-260x260x(h)160mm /
수납시-210x210x(h)125mm  재질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동  구성품 본체, EV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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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클 딜라이트 MX

제품명 써클 딜라이트 MX  모델명 K21T3G02  중량 7.5Kg  재질 스틸, 폴리에스터  규격 사용시-ø38x(h)23cm / 수납시-ø40x(h)14cm
구성품 본품, 캐리백 

루미너스 스토브

제품명 루미너스 스토브  모델명 K21T3G03  중량 3.5Kg  규격 사용시-32x25x(h)20cm / 수납시-34x28x(h)19c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PO,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숯 받침대, 냄비 받침, 캐리백

￦ 215,000 ￦ 1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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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0참조은숯

제품명 참조은숯  모델명 K20T3G006  중량 1.2Kg (나무숯 1Kg+성형숯 0.2Kg)  종류 흑탄  원료 활엽수
재  품질 나무숯-고위발열량 7,000kcal/kg / 함수율(습량) 10.0% 이하 / 회분 5.5% 이하 / 착화탄-고위발
열량 6,000kcal/kg / 함수율(습량) 10.0% 이하 / 회분 25.0% 이하 / 첨가물 전분 5.0% / 착화제 식물성
정제오일 7.0%  구성품 나무숯, 착화탄

￦ 8,900코코넛 브리켓

제품명 코코넛 브리켓  모델명 K20T3G007  중량 1Kg  품질 고위발열량 6,000kcal/kg / 함수율(습량)
10.0% 이하 / 회분 25.0% 이하 / 첨가물 전분 5.0% / 착화제 식물성 정제오일 7.0%  구성품 본품

￦ 7,500BBQ 숯집게+브러쉬 set

제품명 BBQ 숯집게+브러쉬 set  모델명 K5T3G008  중량 숯집게-140g / 그릴 브러쉬-85g  규격 숯집게
-3x44.5cm / 그릴 브러쉬-7x21c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황동, PP  구성품 숯집게, 그릴 브러쉬

￦ 134,000헤스티아 캠프파이어 MX

제품명 헤스티아 캠프파이어 MX  모델명 K7T3G001  색상 그레이   중량 8.5Kg  규격 사용시-40x39x(h)
36.5cm / 수납시-48x48x8c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스틸,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체, 브릿지, 스테인레스
그릴, 숯 받침대, 플레이트, 캐리백

3단

2단

1단

화력 약함

화력 강함

화력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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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 &
Sleeping Bag
새로운 곳에서도 편안한 잠자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고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한 내 집에서의 리빙 공간을 상상하며,

모든 곳에서 불편함 없는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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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000에어범프 더블 자충매트 7.5

제품명 에어범프 더블 자충매트 7.5  모델명 K21T3M05  색상 샌드   중량 5Kg   규격 사용시-130x200x
(h)7.5cm / 수납시-30x30x(h)70cm  재질 상단면-30D Stretch Fabric, TPU / 바닥면-150D oxford
with ripstop, TPU / 폼-φ3.5cm horizontal punch / 밸브-2pcs of NT valves with diamond base
구성품 매트, 수선키트, 에어 펌프, 캐리백

쿠션감과 소프트함이 어우러져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에어 매트입니다.
7.5cm의 도톰한 두께와 회전 밸브를 적용하여 더울 빠른 공기의 주입과 배출이 가능합니다.

집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프리미엄 에어 매트

리턴 에어 시스템을 적용한 회전 밸브 에어 펌프 포함

AIR BUMP MAT

리턴 에어 시스템
Return air system

빠른 메모리폼 팽창
Fast memoryfoam

TPU 코팅
TPU coating

7.5T의 두꺼운 내장재
7.5T Thick mattress

논슬립 미끄럼 방지
Non-slip fixer

Stylish Camping Equipment Sleeping Bag & Mat

212 213



번거로운 주입 없이 자동으로 공기가 충전되는 자충식 매트로
도톰한 두께감과 부드러운 폼 사용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쿠션감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에어 매트

￦ 96,000솔리드 에어 튜브 매트 더블

제품명 솔리드 에어 튜브 매트 더블  모델명 K20T3M002  색상 샌드  중량 4Kg  규격 사용시-190x133x
(h)5cm / 수납시-22x22x(h)66cm  재질 75D polyester pongee, Non Slip polyester pvc 코팅  구성
품 본품, 고무 밴드, AS 키트, 에어 펌프

￦ 63,000솔리드 에어 튜브 매트 싱글

제품명 솔리드 에어 튜브 매트 싱글  모델명 K20T3M001  색상 샌드  중량 1.8Kg  규격 사용시-190x66x
(h)5cm / 수납시-16x16x(h)66cm  재질 75D polyester pongee, Non Slip polyester pvc 코팅  구성
품 본품, 고무 밴드, AS 키트, 에어 펌프, 캐리백

￦ 63,000모노그램 에어 튜브 매트 싱글

제품명 모노그램 에어 튜브 매트 싱글  모델명 K20T3M003  색상 블랙  중량 2.2Kg  규격 사용시-190x65x
(h)5cm / 수납시-16x16x(h)66cm  재질 75D polyester pongee, Non Slip polyester pvc 코팅
구성품 본품, 고무 밴드, AS 키트, 에어 펌프

￦ 107,000모노그램 에어 튜브 매트 더블

제품명 모노그램 에어 튜브 매트 더블  모델명 K20T3M004  색상 블랙  중량 4Kg  규격 사용시-190x135
x(h)5cm / 수납시-22x22x(h)66cm  재질 75D polyester pongee, Non Slip polyester pvc 코팅
구성품 본품, 고무 밴드, AS 키트, 에어 펌프

보온에 탁월한 100% Polyester Fiber 충전재를 사용하여
사용 시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뛰어난 보온과 편안한 쿠션감의 따뜻한 침낭

￦ 79,000유피크 2000

제품명 유피크 2000  모델명 K9T3M002  색상 샌드  중량 2.7Kg (±50g)  규격 사용시-210x90cm / 수납
시-45x35x(h)35cm  재질 안감-Polyester Brushed Pongee / 겉감-Polyester Taffeta Embossed
W/R Cire / 충전재-100% Polyester Fiber Padding  구성품 본품, 케이스

￦ 63,000유피크 1300

제품명 유피크 1300  모델명 K9T3M001  색상 레드, 블루  중량 2Kg (±50g)  규격 사용시-210x90cm
/ 수납시-45x25x(h)25cm  재질 안감-Polyester Brushed Pongee / 겉감-Polyester Taffeta Embossed 
W/R Cire / 충전재-100% Polyester Fiber Padding  구성품 본품,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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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블랭킷

제품명 아트 블랭킷  모델명 K21T3Z09  중량 1.8Kg  규격 사용시-180x215cm / 수납시-45x15x15cm  
재질 폴리에스터 70%, 면 30%  구성품 본품, 스트랩

이동에 편리한 손잡이 

￦ 66,000비바돔 코지 매트

제품명  비바돔 코지 매트  모델명 K22T3M01  중량 5.4Kg   규격 사용시-320x320cm / 수납시-58x18x(h)
46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매트X2ea, 캐리백

￦ 188,000

도톰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사용감과
벨크로 탈부착 방식이 적용되어 설치와 수납은 물론 세탁에 유용합니다.

간편한 탈부착 방식의 리얼 비바 돔 쉘터 전용 매트

수납과 세탁에 편리한 벨크로 탈부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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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ng
Gear
텐트를 자립시켜 새로운 리빙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캠핑 장비들을 소개합니다.

망치를 이용해 펙을 박아 직접 만드는 나만의 공간에서

즐겁고 행복한 캠핑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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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수납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야외 활동 시 사용하기 좋으며,
언제나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 펠리컨 웨건입니다.

넓은 수납공간과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 웨건

￦ 139,000펠리컨 웨건

제품명 펠리컨 웨건  모델명 K20T1C013  중량 10.3Kg  내하중 50Kg  규격 사용시-97x52x(h)56cm /
수납시-29.5x19x(h)76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PE  구성품 웨건, 캐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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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조절이 가능한 알루미늄 폴을 사용하여 타프의 폭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타프에도 알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폴 스펙 가이드

플라이 업 2.4  4절 최대 240cm

73cm

4단 조절 알루미늄 폴  최대 280cm

64cm

알루미늄 폴  최대 180cm

66cm

5단 조절 알루미늄 폴  최대 250cm

72cm

플라이 업 1.9  3절 최대 190cm

72.5cm

5단 조절 알루미늄 폴  최대 180cm

55cm

￦ 40,600플라이 업 1.9

제품명 플라이 업 1.9  모델명 K20T3F001  중량 550g  규격 Ø25x(h)150~190cm  재질 알루미늄  구성품
본품

￦ 48,800플라이 업 2.4

제품명 플라이 업 2.4  모델명 K20T3F002  중량 730g  규격 Ø28x(h)200~240cm  재질 알루미늄  구성품
본품

￦ 33,8005단 조절 알루미늄 폴 250

제품명 5단 조절 알루미늄 폴 250  모델명 K22T3F03  중량 610g  규격 Ø22x(h)203~250cm  재질 알루
미늄  구성품 본품

￦ 44,6004단 조절 알루미늄 폴 280

제품명 4단 조절 알루미늄 폴 280  모델명 K22T3F04  중량 1.25Kg  규격 Ø33x(h)243~280cm  재질 알
루미늄  구성품 본품

￦ 24,4005단 조절 알루미늄 폴 180

제품명 5단 조절 알루미늄 폴 180  모델명 K22T3F02  중량 400g  규격 Ø19x(h)150~180cm  재질 알루
미늄  구성품 본품

￦ 20,400알루미늄 폴 180

제품명 알루미늄 폴 180  모델명 K22T3F01  중량 460g  규격 Ø22x(h)180cm  재질 알루미늄  구성품 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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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탱크 해머

제품명 탱크 해머  중량 1Kg  규격 12.5x4x(h)32cm  재질 주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구성품 본품

￦ 12,900단조펙 20cm

제품명 단조펙 20cm  모델명 K8T3F002  중량 282g (1개-71g)  규격 Ø7x20cm  재질 주강 (철)  구성품
펙X4ea

￦ 20,000단조펙 30cm

제품명 단조펙 30cm  모델명 K8T3F003  중량 702g (1개-175g)  규격 Ø8x30cm  재질 주강 (철)  구성품
펙X4ea

￦ 19,000단조펙 40cm

제품명 단조펙 40cm  모델명 K8T3F004  중량 689g (1개-344g)  규격 Ø10x40cm  재질 주강 (철)  구성품
펙X2ea

부탄가스용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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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스틸 재질의 단단함과 견고함을 가진 야전삽 & 손도끼와
야외 활동 필수품인 랜턴을 위한 랜턴 스탠드입니다.

야외에서 다양한 사용이 가능한 캠핑 장비

￦ 48,600타워 랜턴 스탠드

제품명 타워 랜턴 스탠드  모델명 K7T3O007  중량 1.5Kg  규격 사용시-65x(h)225cm / 수납시-80x7x
(h)9cm  재질 알루미늄, 스틸  구성품 본품, 펙X3ea, 캐리백

￦ 3,0002웨이 랜턴 걸이

제품명 2웨이 랜턴 걸이  모델명 K8T3O001  중량 100g  규격 Ø6x51(너비)x260(길이)mm  재질 스틸,
크롬도금, PVC  구성품 본품

￦ 12,200필드 야전삽 S

제품명 필드 야전삽 S  모델명 K7T3F003  중량 560g  규격 사용시-9.5x4.5x(h)40.5cm / 수납시-9.5x
5.5x(h)15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본품, 수납 케이스

￦ 17,600필드 야전삽 L

제품명 필드 야전삽 L  모델명 K7T3F004  중량 1.2Kg  규격 사용시-15.5x5.5x(h)58cm / 수납시-19x6
x(h)26.5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본품, 수납 케이스

￦ 14,800손도끼

제품명 손도끼  모델명 K5T3T010  중량 850g  규격 14x36cm  재질 강철, PVC, 우레탄, 폴리에스터  구성품
도끼, 안전캡, 보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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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앵카형 데크펙 8p

제품명 앵카형 데크펙 8p  모델명 K7T3F002  중량 90g (1개-8g)  규격 6.7x3.6x(t)0.4cm  재질 알루미늄
구성품 펙X8ea

￦ 5,600나사형 데크펙 18p

제품명 나사형 데크펙 18p  모델명 K7T3F001  중량 136g(1개-6g)  규격 55x30x(t)5mm  재질 알루미늄,
에폭시  구성품 펙X18ea

￦ 11,000야누스 삼각 스토퍼 8p

제품명 야누스 삼각 스토퍼 8p  모델명 K20T3F005  색상 블랙, 메탈그레이  중량 96g (1개-12g)  규격
60x54x(h)10mm  재질 알루미늄  구성품 스토퍼X8ea

￦ 7,500야누스 땅콩 스토퍼 10p

제품명 야누스 땅콩 스토퍼 10p  모델명 K20T3F004  색상 블랙, 메탈그레이  중량 60g (1개-6g)  규격
16x45x(h)8mm  재질 알루미늄  구성품 스토퍼X10ea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컬러로 제작된 삼각 & 땅콩 스토퍼로
스트링 사용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조펙을 사용하기 어려운 데크 위에서도 텐트 및 타프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데크펙 2종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스토퍼 데크 위에서도 자유로운 캠핑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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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드라이버, 병따개 등 다양한 툴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
하나의 툴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 프로 멀티 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와일드 프로 멀티 툴

￦ 15,000와일드 프로 WP-S060

제품명 와일드 프로 WP-S060  모델명 K20T3O003  중량 40g  규격
수납시-60m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420, 알루미늄  구성품 본품

￦ 21,000와일드 프로 WP-S090

제품명 와일드 프로 WP-S090  모델명 K20T3O004  중량 60g  규격
수납시-90m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420, 알루미늄  구성품 본품

￦ 17,900와일드 프로 WP-S071

제품명 와일드 프로 WP-S071  모델명 K20T3O005  중량 60g  규격
수납시-71m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420  구성품 본품

￦ 24,900와일드 프로 WP-S105

제품명 와일드프로 WP-S105  모델명 K20T3O006  중량 150g  규격 수납시-105m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420, 플라스틱 ABS  구성품 본품

￦ 33,000와일드 프로 WP-S103

제품명 와일드 프로 WP-S103  모델명 K20T3O007  중량 160g  규격 수납시-103m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420, 우드  구성품 본품

￦ 43,000와일드 프로 WP-H147

제품명 와일드 프로 WP-H147  모델명 K20T3O008  중량 285g  규격 수납시-147m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420, 우드  구성품 본품

￦ 43,000와일드 프로 WP-P105

제품명 와일드 프로 WP-P105  모델명 K20T3O009  중량 235g  규격 수납시-105m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420, 우드  구성품 본품

￦ 58,000와일드 프로 WP-K240

제품명 와일드 프로 WP-K240  모델명 K20T3O010  중량 525g  규격 수납시-240mm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2CR14, 우드  구성품 본품, 보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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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ng
Accessories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하며, 작은 공간을 채워주는 다양한 캠핑용 소품을 사용하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채워짐을 느끼게 해줍니다. 

밝은 빛을 제공하는 랜턴부터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필로우까지 다양한

카즈미의 캠핑 소품으로 부족함 없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 174,600길버트 랜턴

제품명 길버트 랜턴  모델명 K21T3O02  규격 랜턴-ø9x22cm / 프레임-ø8/12x(h)8cm / 쉐이드-ø24
cm / 수납시-ø15x(h)27.5cm  재질 PC, ABS, 실리콘, 알루미늄, 인조가죽  구성품 본품, 프레임, 램프 쉐
이드, 충전 케이블, 캐리백

￦ 115,000모던 하이브 랜턴

제품명 모던 하이브 랜턴  모델명 K21T3O01  규격 7.5x14x(h)19cm(스탠드 형 기준), 쉐이드-ø20cm /
수납시-ø11.5x(h)24cm  재질 PC, ABS, 실리콘, SUS304, FE, 인조가죽  구성품 본품, 캐리백

스탠드형 스탠드형걸이형 걸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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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cm

37cm

￦ 11,900윈썸 롤 매트 S

제품명 윈썸 롤 매트 S  모델명 K21T3Z01  색상 다크 브라운  중량 210g  규격 사용시-56.5x37cm / 수납시
-Ø5x37cm  재질 인조가죽  구성품 매트, 캐리백

￦ 19,500윈썸 롤 매트 M

제품명 윈썸 롤 매트 M  모델명 K21T3Z02  색상 다크 브라운  중량 410g  규격 사용시-82x54cm / 수납시
-Ø6x54cm  재질 인조가죽  구성품 매트, 캐리백

￦ 23,500윈썸 롤 매트 L

제품명 윈썸 롤 매트 L  모델명 K21T3Z03  색상 다크 브라운  중량 580g  규격 사용시-113x54cm / 수납시
-Ø7x54cm  재질 인조가죽  구성품 매트, 캐리백

도톰한 두께감의 인조 가죽으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테이블을 보호해 주며, 표면 방수 가공 처리로 우수한 생활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핑의 감성을 더해주는 테이블 매트

S
size

82cm 113cm

54cm 54cm

스웨이드 재질로 미끄럼 방지합니다.

M
size

L
size

￦ 12,200 ￦ 16,200 허들링 이소가스 워머 230 허들링 이소가스 워머 450

제품명 허들링 이소가스 워머 230  모델명 K21T3Z16  색상 크림  중량 70g  규격 사용시-11x(h)8cm /
수납시-36x11cm  재질 인조가죽  구성품 본품

제품명 허들링 이소가스 워머 450  모델명 K21T3Z17  색상 크림  중량 90g  규격 사용시-11x(h)14cm /
수납시-36x16.5cm  재질 인조가죽  구성품 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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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에 필요한 툴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캔버스 원단으로 제작하여 감성 캠핑에 어울리는 소품입니다.

캔버스 원단으로 감성을 더한 툴 케이스

￦ 24,500롤 업 키친 툴 케이스

제품명 롤 업 키친 툴 케이스  모델명 K21T3K02  색상 블랙, 탄  중량 435g  규격 사용시-38x60cm / 수납시
-Ø10x42cm  재질 캔버스, 느티나무  구성품 본품, 나무봉, 끈

￦ 25,600툴 케이스

제품명 툴 케이스  모델명 K21T3B06  색상 블랙, 탄  중량 450g  규격 사용시-50x43cm / 수납시-43x2x
18cm  재질 캔버스, 인조가죽  구성품 본품

차박용 우드 행어 포함 
망치 고정용 벨크로

고급스러운 원단과 디자인으로 제작한 머플 가스 워머입니다.
안감에 스웨이드 원단을 적용하여 보온에 효과적입니다.

원활한 연료 사용을 위한 머플 가스 워머

￦ 11,000머플 가스 워머

제품명 머플 가스 워머  모델명 K21T3Z07  색상 크림, 머스타드  중량 55g  규격 28.5x(h)15cm  재질
인조가죽  구성품 본품

사이드 라이터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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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범프 프리미엄 필로우

제품명 에어범프 프리미엄 필로우  모델명 K21T3M06  색상 샌드  중량 500g  규격 사용시-34x52x(h)7.5
cm / 수납시-12x12x(h)35cm  재질 상단면-30D Stretch Fabric, TPU / 바닥면-190T Polyester with
Ripstop, TPU / 밸브-Dual layer valve   구성품 필로우, 수선키트, 캐리백 

￦ 12,900스너그 에어 필로우

제품명 스너그 에어 필로우  모델명 K20T3M005  색상 솔리드 그레이  중량 95g  규격 사용시-47x30x(h)
12cm / 수납시-Ø6.5x(h)10cm  재질 30D Stretch pillow  구성품 본품, 파우치

￦ 9,700스너그 에어 넥 필로우

제품명 스너그 에어 넥 필로우  모델명 K20T3M006  색상 솔리드 그레이  중량 60g  규격 사용시-34x30x
(h)10cm / 수납시-Ø5.5x(h)10cm  재질 30D Stretch pillow  구성품 본품, 파우치

￦ 29,800

이중 공기 마개

￦ 61,000스태킹 박스 30L

제품명 스태킹 박스 30L  모델명 K21T3K06  색상 샌드  중량 1.8Kg  내하중 100Kg  규격 39x40x(h)36.5
cm  재질 PP  구성품 본품

스카디 소프트 쿨러 25L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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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크로스 라인

제품명 슈슈 크로스 라인  모델명 K22T3Z03  중량 55g  규격 사용시-5-6m / 수납시-7x10cm  재질 네오
프렌, 폴리에스터  구성품 크로스 라인, 케이스

미정

충분한 길이로 제작된 크로스 라인은 다양한 소품과 옷가지를 걸어
수납하는 형식으로 공간 활용에 탁월하며 안전하고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튼튼한 소재로 실용적인 크로스 라인

조임 구슬이 소품을 안전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Camping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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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 시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워시백입니다.
메쉬 소재를 적용하여 통풍이 원활해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면 도구나 화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워시백

￦ 18,900에버닌 휴지 케이스

제품명 에버닌 휴지 케이스  모델명 K22T3Z02  중량 245g  규격 케이스-13.5x15.5x(h)17cm / 우드스틱
-17cm  재질 캔버스, 폴리에스터, 우드  구성품 본품, 우드스틱

￦ 11,000트래블 타올백

제품명 트래블 타올백  모델명 K20T3B009  색상 블랙  중량 150g  규격 25x8x(h)21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 19,900패밀리 워시백

제품명 패밀리 워시백  모델명 K9T3B007  색상 블랙  중량 280g  규격 사용시-24x7x(h)48cm / 수납시
-24x7x(h)25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아크릴  구성품 메인 케이스, 서브 케이스, 아크릴 거울

￦ 12,900슬림 워시백

제품명 슬림 워시백  모델명 K9T3B006  색상 블랙  중량 155g  규격 사용시-23x(h)53cm / 수납시-23x
4x(h)13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 9,500워시백

제품명 워시백  모델명 K5T3B008  색상 레드  중량 218g  규격 22.5x11x21cm (±1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뒷면의 벨크로를 이용하여 테이블 또는 체어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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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타프 플래그

제품명 타프 플래그  모델명 K22T3Z01  색상 아이보리, 네이비  중량 135g  규격 31x28cm  재질 폴리에스터,
알루미늄  구성품 플래그X2ea, 플래그 폴

두루마리 휴지를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두루마리 휴지 맞춤형 케이스와
신발 보관은 물론 다양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슈즈 백입니다.

위생적인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케이스

￦ 11,000슈즈 백

제품명 슈즈 백  모델명 K20T3B008  색상 블랙  중량 200g  규격 사용시-27x80cm / 수납시-27x41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구성품 본품

￦ 16,000포스트 휴지 케이스

제품명 포스트 휴지 케이스  모델명 K21T3Z04  색상 레드  중량 190g  규격 14.5x15.5x(h)15cm  재질
폴리에스터, 스틸  구성품 본체, 프레임

￦ 7,500휴지 케이스

제품명 휴지 케이스  모델명 K4T3B008  색상 레드  중량 96g  규격 15x15x(h)12.5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가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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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윈드 콘 스피너는 설치된 모든 곳을
감성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의 윈드 콘 스피너

￦ 22,000 ￦ 22,000 ￦ 22,000

￦ 12,000

윈드 콘 스피너 (아즈텍) 윈드 콘 스피너 (문) 윈드 콘 스피너 (스타)

스피너 모터

제품명 윈드 콘 스피너 (아즈텍)  모델명 K21T3Z10  중량 345g  규격
Ø270  재질 스테인레스  구성품 본품

제품명 윈드 콘 스피너 (문)  모델명 K21T3Z11  중량 293g  규격
Ø250  재질 스테인레스  구성품 본품

제품명 윈드 콘 스피너 (스타)  모델명 K21T3Z12  중량 155g  규격
24.5x23cm  재질 스테인레스  구성품 본품

제품명 스피너 모터  모델명 K21T3Z13  색상 블랙  중량 90g  규격 Ø4.5x(h)14.5  재질 플라스틱  구성품
본품, 카라비너

￦ 2,500LED 스트링 가드 2p

제품명 LED 스트링 가드 2p  모델명 K6T3T006  중량 19g  규격 6.5x6.5x2.1cm  재질 TRP (Thermo Pl
astic Rubber)  구성품 본품X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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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0카빙 디스플레이 체인

제품명 카빙 디스플레이 체인  모델명 K21T3Z18  중량 550g  규격 데이지 체인-85~113cm / 천장망-76x
59cm / 수납시-20x24cm  재질 폴리에스터, 메쉬, TPU  구성품 데이지 체인 2ea, 카라비너 4ea, 천장망, 케이스

다양한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데이지 체인과 디스플레이 천장망으로
차박 캠핑에서 우수한 공간 활용과 편안한 캠핑이 가능합니다.

차박 캠핑에서 실용성을 더해주는 카빙 디스플레이 체인

통기성 좋은 메쉬

터치가 가능한 투명 TPU

카라비너 4개 포함길이 조절 버클

고무 밴딩과 체인 고리로 간편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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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마그네틱 행거

제품명 마그네틱 행거  모델명 K9T3F004  중량 66g  규격Ø30x82mm (비너 제외 길이)  재질 네오디뮴,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스틸 304, 알루미늄  구성품 행거, 카라비너

￦ 9,900￦ 17,600 크램 웨빙 스트랩비바 룸 가랜드

제품명 크램 웨빙 스트랩  모델명 K21T3F01  중량 70g  규격 2.5x156cm  재질 폴리에스터  구성품 본품
X2ea

제품명 비바 룸 가랜드  모델명 K21T3Z15  중량 80g  규격 사용시-최장길이 2.6m (길이조절가능) / 수납시
-17X18cm  재질 폴리에스터, 캔버스, PP  구성품 본품, 케이스

￦ 10,400포시즌 가랜드 체인

제품명 포시즌 가랜드 체인  모델명 K8T3Z007  중량 230g  규격 240~300cm

￦ 9,900가랜드 체인

제품명 가랜드 체인  모델명 K4T3T001  중량 230g  규격 240~300cm  재질 폴리에스터, 나일론  구성품 본품

￦ 26,000밀키 웨이 데이지 체인

제품명 밀키 웨이 데이지 체인  모델명 K21T3Z05  중량 120g  규격 사용시-2x207~230cm / 수납시-11x
13x(h)3cm  재질 인조가죽, 면  구성품 본품, 케이스

￦ 6,900데이지 체인

제품명 데이지 체인  모델명 K4T3T002  중량 87g  규격 155~230cm  재질 폴리에스터, 나일론  구성품 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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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0 ￦ 39,000카민 PTC 히터 아트 페인팅 티셔츠

제품명 카민 PTC 히터  모델명 K21T3F02  중량 850g  규격 13.5x13.5x(h)26cm  재질 플라스틱 (방염 ABS)
정격입출력-220V / 60Hz 소비전력-700W 전기안전인증번호-SU072377-19001 전자파적합성부호-R
-R-UML-UPH-2707FW  구성품 본품, 캐리백

제품명 아트 페인팅 티셔츠  모델명 K21T3Z08  색상 네이비  사이즈 S, M, L, XL, XXL  재질 면 100%

온풍 조절 다이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ylish Camping Equipment Camping Accessories

258 259



KZM스토어 본사직영점

KZM스토어 현대아울렛점

알루프

오마이캠핑

브루네캠핑

캠핑숲

오에스컴퍼니

DAISS(다이스)

캠퍼캠핑

캠퍼캠핑

디아이아웃도어

더캠핑베이스캠프

크크네캠핑용품

캠핑창고

고릴라캠핑 광주점

고릴라캠핑 대구점

고릴라캠핑 대전점

고릴라캠핑 사하점

고릴라캠핑 부산점

고릴라캠핑 강변점

고릴라캠핑 양평점

고릴라캠핑 세종점

고릴라캠핑 울산점

고릴라캠핑 송도점

고릴라캠핑 인천점

고릴라캠핑 순천점

고릴라캠핑 목포점

고릴라캠핑 전주점

고릴라캠핑 제주점

고릴라캠핑 천안점

고릴라캠핑 서산점

고릴라캠핑 청주점

고릴라캠핑 구미점

고릴라캠핑 가평점

고릴라캠핑 경주점

고릴라캠핑 군산점

고릴라캠핑 양산점

고릴라캠핑 은평점

고릴라캠핑 충주점

고릴라캠핑 강릉점

고릴라캠핑 원주점

고릴라캠핑 춘천점

고릴라캠핑 용인점

고릴라캠핑 일산점

고릴라캠핑 김포점

고릴라캠핑 남양주점

고릴라캠핑 부천점

고릴라캠핑 성남점

고릴라캠핑 수원점

고릴라캠핑 시흥점

고릴라캠핑 안산점

고릴라캠핑 안양점

고릴라캠핑 장암점

고릴라캠핑 이천점

고릴라캠핑 파주점

고릴라캠핑 평택점

고릴라캠핑 포천점

고릴라캠핑 하남점

고릴라캠핑 화성점

고릴라캠핑 광명점

고릴라캠핑 거제점

고릴라캠핑 김해점

고릴라캠핑 진주점

고릴라캠핑 창원점

고릴라캠핑 포항점

031-986-8140

031-8048-2800

02-2625-2015

031-577-8077

070-4205-3380

031-501-1180

032-545-4748

070-7424-2486

055-343-5195

070-7362-5296

062-954-3585

070-7869-9336

063-918-5603

063-715-4303

062-513-2233 

070-4119-9997 

042-584-1408 

051-266-8214 

051-529-7782 

0507-1346-4342 

02-6368-0505 

070-4190-0905 

070-4809-9120 

070-4151-7321 

070-7553-7321

061-753-8034 

061-287-5959 

063-213-7806 

070-7857-0202 

070-4820-0102 

041-665-3668 

070-4149-0123 

054-471-0111

031-585-5999

054-742-2800

063-467-9822

055-367-1239

02-356-6573

043-484-3449

033-646-8040 

070-8861-3373 

033-244-9998 

070-7769-7321 

070-7576-3668 

031-986-3789 

070 8808 4848 

032-678-4884 

031-755-3155 

031-224-1109 

0507-1366-3467 

031-413-8400 

031-455-4550 

070-4680-3377 

031-8011-0123 

031-946-6898 

031-657-3050 

031-544-3376

070-8866-4848 

031-373-0413 

070-4204-7321 

055-632-1538 

055-325-5549 

055-761-7986 

055-293-2390

054-291-2253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역길 76 (유현리 81) KZM스토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100 타워존 3층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1길 18-18, 상가동 1층 111호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70-3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227 (춘의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64, 1층 캠핑숲 (사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6-33 (계양대로 5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48-4번지 2층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55 (퇴래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23 (안청동)

전라남도 순천시 성죽길 39 (연향동)

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 2032 (목천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561 (여의동, 산친구등산점)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94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250-1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93-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덕포1길 85-3 (장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6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지하1층 C-10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아길 10 (양평동6가)

세종특별시 장군면 평기리 11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3길 7-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6-5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83-4 전남 순천시 용당동 139-3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139-3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로 22-22, D동 101,103호 (옥암동, 펠리시티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46 1동 

제주특별자치도 서천길 24, 1층 (용담이동)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112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중앙로 562  1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1398-11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135번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89-1 다동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4887-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4-19 (하포로 34)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9길 6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서문길 25-8 (진관동)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683-14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44, 1층 (홍제동)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6 서원주타워 1층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86-18 1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261-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92-7, 가,다동 (식사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듬박로 81-3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81번길 14 (별내동 604-14) 

경기도 부천시 봉오대로 4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92번길 2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 30-5 (곡반정동)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59-49 (건영테크노밸리) 104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노리울길 15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37 (2~3층)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213-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566-6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262-2

경기도 평택시 만세로 1731 제E동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270 (선단ic부근)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432-2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838-10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748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로 52 94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203-1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337 101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1길 139, 1층 (봉암동)

경상남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275번지

KZM OFFLINE

STORE
KZM 캠핑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전국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고릴라 캠핑
Gorilla Camping

캠핑트렁크 강릉점

캠핑트렁크원주점

캠핑트렁크 춘천점

캠핑트렁크 은평점

캠핑트렁크 일산점

캠핑트렁크 김포점

캠핑트렁크 남양주점

캠핑트렁크 수원점

캠핑트렁크 안산점

캠핑트렁크 용인점

캠핑트렁크 안양점

캠핑트렁크 의정부점

캠핑트렁크 이천점

캠핑트렁크 평택점

캠핑트렁크 포천점

캠핑트렁크 동탄점

캠핑트렁크 김해점

캠핑트렁크 양산점

캠핑트렁크 진주점

캠핑트렁크 창원점

캠핑트렁크 구미점

캠핑트렁크 김천점

캠핑트렁크 광주점

캠핑트렁크 대구점

캠핑트렁크 명지점

캠핑트렁크 금정점

캠핑트렁크 세종점

캠핑트렁크 울산점

캠핑트렁크 인천점

캠핑트렁크 송도점

캠핑트렁크 순천점

캠핑트렁크 전주점

캠핑트렁크 제주점

캠핑트렁크 천안점

캠핑트렁크 청주점

캠핑트렁크 강동하남점

캠핑트렁크 경기광주점

캠핑트렁크 포항점

캠핑트렁크 화성점

070-8860-4545 

033-745-0055 

070-7799-2436 

031-969-6111 

070-7722-9009 

070-4134-9235 

031-571-1833 

070-8253-9080 

070-4415-4455 

0507-1398-7680 

070-7755-5087 

031-878-8855 

070-4154-0710 

070-4227-0723 

031-542-5455 

031-831-8428 

055-724-2020 

055-386-1026

055-755-1828 

070-8866-7531 

070-7756-8585 

070-8869-6163 

062-369-6467 

070-7543-2285 

051-966-7575 

051-556-1616 

044-867-7889 

070-4103-8878 

070-4103-4452 

032-429-8293 

070-4799-0999 

063-226-6078 

064-702-9830 

070-4647-4697 

043-288-7774

02-429-9111

070-4917-9699

054-284-1255

031-356-4118

강원도 강릉시 성곡고양길5번길 4 (교동)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북원로 2835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순환로 344, 2층 202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63번길 54 2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4 2층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369번길 18-1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445, 4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96-4 성은빌딩 3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 2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 119 (1동)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411 중앙빌딩 4층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48, 1층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증신로 433 1층 102호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175-1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462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257번가길 35, A동 2층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235-15

경상남도 양산시 노포사송로 868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삼일로106번길 1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72번길 29, 2층 202호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192-1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2101, 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52 본시티 1층 103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3 대경빌딩 C동 3층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2로 52 2층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50, 2층

세종특별시 연기면 조뱅이길 46, 102~1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1길 7-5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524-1 3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419번길 21 1층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1길 9-4, 2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 2층

제주특별자치도 애조로 1230 101호 (오라이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안대로 1478, 2층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1길 10-4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서로 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769-10 1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171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112-19, 101호

캠핑 트렁크
Camping Tru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