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Collection

Fall & Winter 2022-2023 Collection

KOLPING Workbook

콜핑 본사 (Kolping CO,.LTD)
(우)50538 경상남도 양산시 외산길 23-33 (덕계동) TEL. 1644-6899
50538 #23-33, Oesan-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TEL. +82-1644-6899

서울 지사

JOIN US ON I

(우) 14984 경기 시흥시 수인로 2311 (목감동) TEL. (031) 439-4121
14984 #2311, Suin-ro, Siheu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 +82-55-382-6234

KICT 본사
(우) 50538 경상남도 양산시(덕계동) 웅상대로 848 TEL. (055) 382-6234
50538 #848, Ungsang-daero, Yangsa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82-55-382-6234

콜핑 마스크 공장
(우)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183-32 (양등리)

TEL. (052) 716-3007

44908 #183-32, Soyajeong-gil, Sangbuk-myeon, Ulju-gun, Ulsan, Republic of Korea

TEL. +82-52-716-3007

KOLPING 中国总部

江苏阔拼户外用品有限公司 / 江苏省溧阳市社渚镇振兴大道1号1幢 电话. 0519-68697380
No.1 Building 1, shezhu town revitalization Road, Liyang City, Jiangsu province, China TEL. +86-519-68697380

콜핑 전속모델 장신영 강경준 부부

01

F/W 2022-2023 LOOKBOOK
URBAN SHIELD
MIX X CLASH

JACKET
VEST

[자켓] ·······················································································

38

[조끼] ······························································································

46

PANTS

04

[티셔츠]

················································································· 48

·························································································· 52

[바지]

KOLPING KIDS
KIDS WEAR

[키즈 의류]

KIDS EQUIPMENT

······································································· 58
······················································· 62

[키즈 용품]

KOLPING EQUIPMENT
FOOTWEAR

[신발]

TREKKING POLE
MASTERS

··········································································· 64
[스틱]

································································ 72

[마스터즈-수입 등산 스틱]

BAG & BACKPACK
CAP & HAT

[모자]

[배낭]

···················································· 74

···························································· 78

············································································· 94

GLOVE

[장갑]

······················································································· 100

SOCKS

[양말]

······················································································ 102

INNER WEAR
GOGGLES

[이너웨어]

[고글]

·································································· 104

············································································· 108

SPATS · CLIMBING IRON
ACCESSORY

[액세서리]

KOLPING MASK

[스패츠 · 아이젠]

···························· 110

································································· 112

[콜핑 마스크]

······················································ 118

TECHNICAL INFORMATION

｜2｜

｜ SECTION 1. URBAN SHIELD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Contents

·························································· 30

[스포츠 라인]

F/W 2022-2023 COLLECTION
T-SHIRTS

03

··············································· 02

··························································· 20

[아웃도어 라인]

COMFY WAVE

02

[시티 & 베이직 라인]

[콜핑 기술 정보]

···················· 120

｜3｜

심플하면서 트렌디하게 연출 가능한 베이직 라인으로서,
내추럴한 원단과 뉴트럴 컬러 비중 확대로 고급스러운 감성의 디자인 제안.

[남] JACKET 테키노 KTJ6798U L-KHAKI｜｜SECTION
T-SHIRTS
하피 KTT4307U
GRAY ｜ PANTS 글램퍼 KTP9575U GRAY
1. URBAN
SHIELD ｜
SOCKS 노아삭스 KFS7061M WHITE-BROWN ｜ SHOES 타이탄 로우 KFM1362M WHITE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여] JACKET 바이유 KTJ6790W PINK-BEIGE ｜ T-SHIRTS 주버다 KTT4550W BEIGE ｜ PANTS 미오도(SS) KTP9569W BEIGE ｜ SHOES 타이탄 로우 KFM1362W PINK

URBAN
SHIELD

KOLPING F/W 2022-2023 CITY & BASIC LINE COLLECTION

[남] JACKET 아르코 KTJ6796M CHARCOAL ｜ T-SHIRTS 카로스 KTT4341M GRAY ｜ PANTS 니모시(R) KTP9568M BLACK ｜ SHOES 스니커 KUM1367U BLACK
[여] JACKET 아이닉 KTJ6797W IVORY ｜ T-SHIRTS 보노 KTT4342W CORAL ｜ PANTS 미오도(SS) KTP9569W BEIGE ｜ SHOES 트리플S KUM1363W GRAY

｜2｜

｜3｜

｜ SECTION 1. URBAN SHIELD ｜

KOLPINGBEIGE
Fall &｜
Winter
2022
- 2023 ｜
[여] JACKET 헤르타 KTJ6792W SILVER ｜ T-SHIRTS 주버다 ｜
KTT4550W
PANTS
슈마보(국민바지)
KTP0873W BLACK ｜ SHOES 트리플S KUM1363W GRAY

◀ JACKET 레인져 KTJ6785W L-PURPLE
T-SHIRTS 누베스 KTT4553W NAVY
PANTS 마리앙(S) KTP0872W NAVY

▲ JACKET 아일라 KTJ6791W D-GREEN
T-SHIRTS 보노 KTT4342W GRAY
PANTS 아쌈(S) KTP9571W BLACK
SHOES 스니커 KUM1367U BLACK

스니커 KUM1367U
Color. [U] BLACK, WHITE ｜ Size. [U] 235mm~380mm

트리플S KUM1363MW
Color. [M] BLACK / [W] GRAY ｜ Size. [M] 255mm~285mm / [W] 230mm~250mm

｜4｜

｜5｜

｜ SECTION 1. URBAN SHIELD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KOLPING ZERO-PET
'콜핑 제로-페트' 는 리사이클 PET 섬유로 만들어져, 지구환경을
생각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콜핑의 친환경 재활용 원단입니다.

◀ JACKET 티롤 KTJ6793W L-PINK
T-SHIRTS 아또모 KTT0470W IVORY
PANTS 미오도(SS) KTP9569W BEIGE
SHOES 타이탄 로우 KFM1362W PINK

티롤 KTJ6793MW
Specs. 겉감 - ACE POLAR (POLYESTER 100%) / 배색 - POLYAMIDE 100% / 안감 - POLYESTER 100%
Color. [M] CHARCOAL, D-BEIGE / [W] BEIGE, L-PINK
Size. [M] 95(L)~110(3XL) / [W] 90(M)~105(2XL)
｜6｜

[남] JACKET 티롤 KTJ6793M D-BEIGE ｜ T-SHIRTS 프로슨 KTT4537U GRAY ｜ PANTS 캠플리 KTP9574M BLACK
SOCKS 키네티 삭스 KFS7062M BROWN ｜ SHOES 믹스 KTM1359U BLACK

｜7｜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Collection

URBAN SHIELD

미니멀한 디자인에 트렌디한 포인트 마감으로 어느 환경에서나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며
은은한 감성의 컬러군으로 어반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시티룩.

2

1
｜ SECTION 1. URBAN SHIELD ｜

[여] JACKET 아로다 KTJ6787W IVORY ｜ T-SHIRTS 아또모 KTT0470W L-PINK ｜ PANTS 코코니(S) KTP9570W L-NAVY ｜ SHOES 타이탄 로우 KFM1362W PINK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8｜

BEST ITEM for woman

4

3

1 JACKET 아로다 KTJ6787W ROSE

2 T-SHIRTS 아또모 KTT0470W IVORY

3 JACKET 티롤 KTJ6793W L-PINK

4 CAP & HAT 사유카 KTC8716W BEIGE

｜9｜

｜ 11 ｜
｜ 10 ｜

[여] JACKET 앙쥬 KTJ6788W KHAKI ｜ T-SHIRTS 보노 KTT4342W
GRAY
PANTS
미오도(SS)
KTP9569W D-NAVY ｜ SHOES 믹스 KTM1359U BLACK
｜ SECTION
1. ｜
URBAN
SHIELD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남] JACKET 앨버트 KTO8566M L-KHAKI ｜ T-SHIRTS 코스모 KTT4552M GRAY ｜ PANTS 헤리티 KTP9573M CHARCOAL

아우터를 입고 외출하는 나날들의 연속. 매일매일 비슷한 아우터를 입는다고 해도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자켓 안에 레이어드 하는 스타일대로 때로는 캐주얼하게, 때로는 격식있는 스타일로 착용 가능하다.

마샤 KTJ6789W
size. [W] 90(M)~105(2XL)

color. [W] CHARCOAL, BROWN

specs. 겉감 [CHARCOAL] 일 때 - POLYAMIDE 75%, POLYESTER 25% / 겉감 [BROWN] 일 때 - POLYAMIDE
100%
안감 - POLYAMIDE 100% / 충전재 - DUCKDOWN 80:20 200g(90")

｜ 12 ｜

｜ SECTION 1. URBAN SHIELD ｜

｜ KOLPING
& Winter
2022 KTP9571W
- 2023 ｜ BLACK ｜ BAG & BACKPACK 셀라 미니백 KUB3367U BLACK
[여] VEST 몰르 KTV7605W BEIGE ｜ T-SHIRTS 아또모 KTT0470W
IVORY ｜Fall
PANTS
아쌈(S)

KOLPING URBAN SHIELD JACKET

스피안 KTJ6799U
size. [U] 95(L)~110(3XL)

color. [U] BEIGE

specs. 겉감 - POLYAMIDE 100% / 안감 - POLYAMIDE 100%
충전재 - DUCK DOWN 80:20 230g(100")

｜ 13 ｜

｜ 15 ｜
｜ 14 ｜

[남] JACKET 데프 KTO8562U NAVY ｜ T-SHIRTS 코스모 KTT4552M
GRAY 1.
｜ URBAN
PANTSSHIELD
에이서(CL)
｜ SECTION
｜ KTP9572M K-GRAY ｜ SHOES 타이탄 로우 KFM1362U BLACK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남] JACKET 슈드 KFO8565M MUSTARD ｜ T-SHIRTS 코스모 KTT4553M NAVY

PANTS 에이서(CL) KTP9572M K-GRAY ｜ SHOES 클라임 KFM1368U BLACK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Collection

URBAN SHIELD

BEST ITEM for man
트랜디한 감각으로 일상에서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기능성 웨어로 실용적이며
미니멀한 디자인에 시크한 컬러까지 갖춰진 어반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시티 룩.

｜ SECTION 1. URBAN SHIELD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1

▲
JACKET 스타웜 KTO8561M GRAY ｜ T-SHIRTS 하피 KTT4307U BLACK
PANTS 글램퍼 KTP9575U BLACK ｜ SHOES 타이탄 로우 KFM1362M WHITE
SOCKS 스트라이프 하이쿨 KFS7057M WHITE

4

2

1 JACKET 스타웜 KTO8561U GRAY
3 T-SHIRTS 프로슨 KTT4537U BLACK

｜ 16 ｜

3

2 T-SHIRTS 하피 KTT4307U GRAY
4 CAP & HAT 아로다-C KTC8715U BLACK

타이탄 로우 KFM1362MWU
Color. [M] WHITE / [W] RED, PINK / [U] BLACK
Size. [M] 255mm~285mm / [W] 230mm~250mm / [U] 235mm~280mm

｜ 17 ｜

후드가 탈부착형이며,
후드 스트링 처리로 FIT 조절이 용이
기모 안감 처리로 방풍성 및
보온성 강화
방수, 발수, 투습, 방풍 기능이 우수한
친환경 Sympatex 원단을 적용

｜ SECTION 1. URBAN SHIELD ｜

2022 - 2023 ｜

방수 / 발수 / 투습 / 방풍 기능이 우수한 친환경 소재인 심파텍스 (Sympatex) 원단을 사용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며 뉴트럴한 컬러와 스타일리시한 핏으로 깔끔한 데일리 룩을 완성.
기모 안감 처리로 방풍성 및 보온성이 강화된 2022 F/W 콜핑 자켓.

[남] JACKET 아로다 KTJ6787M D-GREEN ｜ T-SHIRTS 아또모 KTT0470M NAVY ｜ PANTS 매트리(R) KTP9566M BEIGE ｜ SHOES 스니커 KUM1367U WHITE

[남] JACKET 그랜즈 KTJ6311M D-GRAY ｜ T-SHIRTS 누베스 KTT4553M WINE ｜ PANTS
헤리티 KTP9573M
｜ KOLPING
Fall & D-BEIGE
Winter
[여] JACKET 그랜즈 KTJ6311W D-PINK ｜ T-SHIRTS 아또모 KTT0470W IVORY ｜ PANTS 마리앙(S) KTP0872W NAVY

그랜즈 KTJ6311MW

｜ 19 ｜
｜ 18 ｜

EVERYDAY URBAN SHIELD with OUTER

KOLPING F/W 2022-2023 OUTDOOR LINE COLLECTION

MIX X
CLASH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여] JACKET 아라스 KTO8564W RED ｜ T-SHIRTS 마겐 KTT0430W
BEIGE2.｜MIX
PANTS
에이서(CL)
KTP9572W BLACK ｜ SHOES 타이탄 로우 KFM1362W RED
｜ SECTION
X CLASH
｜

구조적이지 않은 여유있는 핏의 아이템과 테크니컬한 기능적 포인트를 레이어링해
실용적이며 미니멀한 룩으로, 아웃도어를 넘어 일상에서도 활용 가능한 라인.

[남] JACKET 아라스 KTO8564M BLUE ｜ T-SHIRTS 마겐 KTT0430M CHARCOAL ｜ PANTS 에이서(CL) KTP9572M BLACK
GLOVE 스노키-G KTG5603U NAVY ｜ BACKPACK 하젤 28 KUB3364U GRAY ｜ TREKKING POLE [masters] DOLOMITI LTD XFI2085U BLACK

｜ 20 ｜

｜ 21 ｜

｜ SECTION 2. MIX X CLASH ｜

[여] JACKET 베이퍼 KTJ6794W BEIGE ｜ T-SHIRTS 누베스 KTT4553W BROWN ｜ PANTS 마리앙(S) KTP0872W BLACK ｜ SHOES 타이탄 KFM1360W BURGUNDY
｜ KOLPING
& Winter L-GRAY
2022 - 2023
｜
GLOVE 레인져-G KTG5598U BLACK ｜ BACKPACK
미르 15 Fall
KUB3365U
｜ TREKKING
POLE 이드 폴딩스틱 KFI2088U YELLOW
｜ 22 ｜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MIX X CLASH for woman

the best style guide
한결 가볍고 한층 더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으로 여성스러움과 보이시한 매력을
동시에 자아내는 세련되고 트렌디한 코디를 연출.
JACKET I 베이퍼 KTJ6794W BEIGE · JACKET I 그랜즈 KTJ6311W D-PINK
ACCESSORY I 실렛 멀티 귀도리 KFA4838W BEIGE · CAP & HAT I 사유카 KTC8716W PINK

｜ 23 ｜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NEW ITEM

캐주얼, 유틸리티, 러블리 등의 컨셉으로 실용적이면서 미니멀한 디자인의 모자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 24 ｜

로저 KTC8707W

태림 KTC8708U

시모토 KTC8717U

Color. [W] BEIGE ｜ Size. [W] S~XL

Color. [U] M~2XL ｜ Size. [U] D-BEIGE, NAVY

Color. [U] BLACK ｜ Size. [U] M~2XL

사유카 KTC8716W

레인져-C KTC8712MW

마나리 KTC8710U

Color. [W] PINK, GRAY ｜ Size. [W] FREE

Color. [M] M~2XL / [W] S~XL
Size. [M] D-BROWN / [W] L-BEIGE

Color. [U] D-NAVY, WHITE ｜ Size. [U] FREE

[여] JACKET 노네트 KTJ6310W BEIGE ｜ T-SHIRTS 마겐 KTT0430W
BEIGE
PANTS
마리앙(S)
KTP0872W BLACK ｜ SHOES 클라임 KFM1368W BROWN
｜ SECTION
2. ｜
MIX
X CLASH
｜

CAP & HAT

｜ 25 ｜

｜ SECTION 2. MIX X CLASH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MIX X CLASH for man

the best style guide
가을·겨울 시즌 에도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 스타일과 디자인으로
트랜디한 느낌의 아웃도어 스타일링을 완성.
JACKET I 베이퍼 KTJ6794M KHAKI · JACKET I 노네트 KTJ6310M D-ORANGE
GLOVE I 스노키-G KTG5603U NAVY · GLOVE I 오브 KTG5599U D-BEIGE
[남] JACKET 노네트 KTJ6310M D-ORANGE ｜ T-SHIRTS 마겐 KTT0430M CHARCOAL ｜ PANTS 마리앙(R) KTP0872M KHAKI

｜ 26 ｜

｜ 27 ｜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BEST ITEM STYLE GUIDE

MIX X CLASH for man
일상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 제안.
아웃도어에 적합한 기능적인 디테일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멀티웨어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마겐 KTT0430M D-ORANGE

태림 KTC8708U D-BEIGE

레인져-G KTG5598U BLACK

에이서(CL) KTP9572M K-GRAY

｜ SECTION 2. MIX X CLASH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베이퍼 KTJ6794M KHAKI

접었을 때

클라임 KFM1368M GRAY

｜ 28 ｜

모루 35 KUB3359U KHAKI

카라코람II 3단 KFI2089U BROWN

｜ 29 ｜

심플한 스타일에 뛰어난 기능성까지 갖추고 있어 스포츠 룩을 기반으로
일상복에서도 활용 가능.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포인트인 콜핑 스포츠 라인.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남] T-SHIRTS 코스모 KTT4552M GRAY ｜ PANTS
캠플리3. KTP9574M
BLACK
｜ SECTION
COMFY WAVE
｜ ｜ SHOES 트리플 KUM1364M WHITE-GRAY

COMFY
WAVE

KOLPING F/W 2022-2023 SPORTS LINE COLLECTION

[남] JACKET 스노키 KTO8559M CHARCOAL ｜ T-SHIRTS 프로슨 KTT4537M BLACK ｜ PANTS 로지아 KTP9576M BLACK

｜ 30 ｜

｜ 31 ｜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Collection

COMFY WAVE
The Best Item Sportswear for man
기능성 테크 소재로 활동성이 편리한 아이템으로 스포티한 무드와
멋을 동시에 연출하는 콜핑 남성 스포츠룩 제안.

｜ SECTION 3. COMFY WAVE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남] JACKET 헨가 KTO8560M D-BEIGE ｜ T-SHIRTS 하피

｜ 32 ｜

KTT4307U GRAY ｜ PANTS 글램퍼 KTP9575U BLACK

JACKET 노네트 KTO8560M D-BEIGE
T-SHIRTS 베이퍼 KTT4307U GRAY
PANTS 글램퍼 KTP9575U GRAY
CAP & HAT 마나리 KTC8710U WHITE

｜ 33 ｜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Section 3. COMFY WAVE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Section 3. COMFY WAVE

Sportswear

Sports Equipment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액티브 웨어로 모노톤과 브라이트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시크함과 활동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세련된 스타일에 뛰어난 기능성을 갖추고 있어 일상복은 물론 다양한 활동에 멋스럽게 착용 가능한 믹스매치 스포츠 웨어.

가을·겨울 시즌 운동할 때 또는 일상에서 착장하기 좋은 편안한 아이템.
유니크한 디자인과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활동성이 편리한 아이템이 특징인 스포츠 라인 용품.

하피 KTT4307U
Color. [U] BLACK, GRAY ｜ Size. [U] 90(M)~110(3XL)

가볍고 따뜻한 웰론 충전제를 사용한 벤치 자켓. 안쪽 축열안감 사용.
기본 스타일로 야외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착장 가능한 제품. 남, 여 공용사이즈로 구성.
종아리 아래까지 덮는 긴기장감으로 추운 겨울 방한용으로 적합. 소매 부위 시보리 적용으로 보온성이 좋음. 후드 탈부착형.

｜ 34 ｜

엘버트-C KTC8714M

Color. [U] BEIGE, NAVY ｜ Size. [U] M~2XL

Color. [U] BLACK ｜ Size. [U] L~2XL

Color. [M] D-KHAKI ｜ Size. [M] L~2XL

캐주얼, 아웃도어, 캠핑 등 어떤 무드에도 어울릴 수 있는
가장 베이직 캡 모자. 강조되는 배색 컬러를 사용한 라벨이 포인트를 줌.

스냅 단추를 사용하여 귀달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아이템.
블랙 컬러를 사용하여 남녀노소 착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모자.

립 스탑 원단을 사용하여 무게감 있으면서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발수가공처리가 되어, 아웃도어 및 캠핑활동시에 최적합된 공군모자.

코튼 소재의 간절기 맨투맨 티셔츠. 남여 공용의 이지한 FIT라인으로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다양한 스타일링 가능. 가슴 로고 고주파 엠보싱처리로 캐주얼한 외관을 연출.
넥라인과 소매단, 밑단의 립조직으로 밀착감을 더해주어 착장감이 우수함.

로지아 KTP9576MW

오헤드 KTP9577W

리리아 KTP0875W

Color. [M] BLACK / [W] BLACK
Size.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W] 26(66) / 28(71) / 30(76) / 32(81)

Color. [W] BLACK, PINK
Size. [W] S / M / L / XL

Color. [W] BLACK
Size. [W] S / M / L / XL

넓은폭의 오비 사양으로 허리부분을 감싸주어 안정된 착용감을 주는 여성 레깅스
Y존을 커버하고 삼각무를 적용하여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제품
일상생활부터 가벼운 활동까지 다양하게 착용가능한 아이템.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기모본딩 원단을 사용한 여성 전용 레깅스.
넓은폭의 오비사양으로 허리부분을 감싸주어 안정된 착용감을 제공하여
활동시 편안함을 주는 제품.

트리코트 본딩 원단으로 촉감이 매우 부드럽고 신축성이 우수한 트레이닝 팬츠.
가볍고 보온성이 우수해 동계 가벼운트레킹 부터 아웃도어 활동까지 적합한 제품.
오비 스트링적용으로 사이즈 조절이 용이한 제품.
[W] 여성 제품은 오비안, 지퍼 배색 포인트.

헨가-C KTC8713U

버디 KTC8709U

아로다-C KTC8715U

레인져-G KTG5598U

Color. [U] BLACK, D-GREEN ｜ Size. [U] FREE

Color. [U] BLACK, D-KHAKI ｜ Size. [U] M~2XL

Color. [U] BLACK ｜ Size. [U] M~2XL

멜란지 느낌이 나는 투톤 기본 울블렌드 비니.
라인 배색을 주어 캐주얼, 시티룩에 포인트 매치하기 좋은 제품.
울이 함유되어 있어 포근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의
폴라플리스 소재를 귀달이로 활용한 겨울용 제품.

폴라텍 소재와 파워소재를 사용하여 신축성을 높인
안정적 착용감의 장갑. 심플한 절개라인과 로고 라벨을 사용.
중지와 약지에 ON / OFF 고리를 만들어 착용하기 편리함.

피코 KTG5601U

녹스 8 KUB3366U

콘트라 KUB3369U

Color. [U] BLACK ｜ Size. [U] M~2XL

Color. [U] BLACK ｜ Size. [U] 8L

Color. [U] GRAY ｜ Size. [U] 1L

본딩 방수원단을 사용한 패딩 장갑.
적당한 두께의 패딩 장갑으로 활동하기 편하며 절개 디테일과
와펜이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

힙색, 크로스백, 슬링백 등으로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우수함. 내부 워터 보틀 수납 공간과
하단 용량 추가 지퍼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힙색, 슬링백 스타일로 연출 가능한 데일리용 미니백.

｜ SECTION 3. COMFY WAVE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바라클 KTO8557U
Color. [U] BLACK ｜ Size. [U] 85(S)~115(4XL)

타나 KTC8711U

｜ 35 ｜

KOLPING Fall & Winter 2022-2023 Collection

COMFY WAVE
The Best Item Sportswear for woman
운동할 때 착장하기 좋은 편안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우수한 활동성과 심플함을 강조한 스포티함과
모노톤과 브라이트톤의 포인트로 여성스러움을 동시에 연출.
[여] T-SHIRTS 레블 KTT4554W GRAY ｜｜PANTS
캠플리
KTP9576W
｜ SHOES 트리플 KUM1364W WHITE
SECTION
3. COMFY
WAVEBLACK
｜
CAP & HAT 버디 KTC8709U BLACK ｜ BAG & BACKPACK 콘트라 KUB3369U GRAY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T-SHIRTS I 레블 KTT4554W GRAY · PANTS I 오헤드 KTP9577W PINK · SHOES I 카이저 KUM1366W WHITE

｜ 36 ｜

｜ 37 ｜

스노키

KTO8559M

\344 ,000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다운 자켓. 안쪽 축열안감 사용으로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지 않고 따뜻한 기온이 모아져 온도가 유지되도록 함.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스포티한 외관의 기본 스타일로 야외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착장 가능한 제품.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로 CHARCOAL 컬러는 멜란지 원단을 사용. 후드 탈부착형.

Ⓕ 겉감 [BLACK] 일 때 - FRONT LIGHT (POLYESTER 100%)
[CHARCOAL] 일 때 - FRONT LIGHT
(POLYAMIDE 73%, POLYESTER 27%)
안감 1 - POLYAMIDE 100% / 안감 2 - POLYESTER 100%
충전재 - DUCK DOWN 80:20 350g (100")
Ⓢ [M] 95(L)~115(4XL)
Ⓒ [M] BLACK, CHARCOAL

KTO8562U

\548,000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다운 자켓. 아웃포켓 디테일을 적용하여
실용성을 살렸으며,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활동에서 활동용 높게 착용이 용이한 중기장 야상 자켓.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안감쪽 로고 프린트 적용으로
캐주얼하게 연출. 모자에 라쿤퍼를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외관의 제품. 소매단 시보리를 적용한 이중소매로
보온성을 강화. 후드, 라쿤퍼 탈부착형.

Ⓕ 겉감 - FRONT LIGHT (POLYAMIDE 100%)
안감 1 - POLYAMIDE 100% / 충전재 - DUCK DOWN 80:20 280g (100")
Ⓢ [U] 90(M)~115(4XL)
Ⓒ [U] BLACK, NAVY

｜ JACKET 자켓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Jacket

데프

자켓

KO L P I N G FA L L & W I N T E R 2 02 2-2 023 C O L L E CT I O N

스타웜

KTO8561U

\430,000

KTO8560M

\398,000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헤비 구스 튜브다운 자켓. 안쪽 축열안감 사용으로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지 않고 따뜻한 기온이 모아져 온도가 유지되도록 함.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퀼팅선이 없어 열손실이 적으며 다운 산출현상을 방지함. 후드 탈부착형.

Ⓕ 겉감 - ATB (POLYAMIDE 100%)
안감 1 - POLYAMIDE 100% / 안감 2 - POLYESTER 100%
충전재 - DUCK DOWN 80:20 350g (100")
Ⓢ [U] 95(L)~115(4XL)
Ⓒ [U] BLACK, GRAY

Ⓕ 겉감 - POLYESTER 100% / 배색 - POLYESTER 100%
안감 1 - POLYAMIDE 100% / 안감 2 - POLYESTER 100%
충전재 - GOOSE DOWN 80:20 320g(100")
Ⓢ [M] 95(L)~115(4XL)
Ⓒ [M] D-NAVY, BLACK, D-BEIGE

제니스

KTO8563M

\330,000

구스 50%와 향균성과 보온성이 뛰어난 솜 50%로 이루어진 구스폴 충전재를 사용한 구스다운 자켓.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의 원단을 사용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함. 스포티한 외관의 기본 스타일로
야외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착장 가능한 제품. 후드 탈부착형.

Ⓕ 겉감 - FRONT LIGHT (POLYESTER 100%)
배색 - POLYAMIDE 100% / 안감 1 - POLYAMIDE 100%
충전재 - GOOSE DOWN 80:20 50%, POLYESTER 50% 380g(100")
Ⓢ [M] 95(L)~110(3XL)
Ⓒ [M] BLACK

[남] JACKET 스우카 KTJ6786M D-BEIGE ｜ T-SHIRTS 아또모 KTT0470M MUSTARD ｜ PANTS 마리앙(R) KTP0872M KHAKI
｜ 38 ｜
[여] JACKET 스우카 KTJ6786W L-BEIGE ｜ T-SHIRTS 아또모 KTT0470W L-PINK ｜ PANTS 코코니(S) KTP9570W CHARCOAL ｜ CAP & HAT 레인져-C KTC8712W L-BEIGE

헨가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다운 자켓. 안쪽 축열안감 사용으로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지 않고 따뜻한 기온이 모아져 온도가 유지되도록 함. 안쪽 포켓감으로 ATV UV+소재를
적용해 안티 바이러스 기능을 더함.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스포티한 외관의 기본 스타일로 야외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착장 가능한 제품. 후드 탈부착형.

앨버트

KTO8566U

\700,000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다운 자켓. 안쪽 축열안감 사용으로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지 않고 따뜻한 기온이 모아져 온도가 유지되도록 함. 안쪽 포켓감으로 ATV UV+소재를 적용해
안티 바이러스 기능을 더함.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부위별 아웃포켓 디자인과 지퍼 디테일로 수납성을 강화한 디자인. 에리 / 등판 부클원단 적용으로 보온성을 최대 강화함.
후드 탈부착형.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1 - POLYESTER 100% / 배색 2 - POLYAMIDE 100%
안감 1 - POLYESTER 100% / 안감 2 - POLYAMIDE 100%
충전재 - DUCK DOWN 80:20 280g(100")
Ⓢ [U] 95(L)~110(3XL)
Ⓒ [U] KHAKI

｜ 39 ｜

바이유

바라클

KTO8557U

\220,000

슈드

KFO8565M

\530,000

방수, 투습기능의 2Layer KOLTEX 원단에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온성을 제공하는 다운 자켓. (봉제선 심실링 처리) 솔리드 컬러에 활동성을 살린
입체 절개 패턴을 적용한 스타일로 깔끔한 외관을 연출. 벨크로 여밈의 소매와
후드 스트링 처리로 FIT 조절이 용이함. 후드 탈부착형.

Ⓕ 겉감 - FRONT LIGHT (POLYESTER 100%)
안감 1 - POLYAMIDE 100% / 안감 2 - POLYAMIDE 100%
충전재 - WELLON 460g (100")
Ⓢ [U] 85(S)~115(4XL)
Ⓒ [U] BLACK

Ⓕ 겉감 - KOLTEX (POLYESTER 100%) / 배색 - POLYESTER 100%
안감 1 - POLYAMIDE 100% / 안감 2 - POLYESTER 100%
충전재 - DUCK DOWN 90:10 280g(100")
Ⓢ [M] 95(L)~115(4XL)
Ⓒ [M] D-BROWN, BEIGE, MUSTARD

\336,000

아일라

KTJ6791W

RDS 인증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여성 중기장 경량 튜브 다운자켓.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 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여성스러운 느낌의 패턴을 적용하여 깔끔한 외관을 연출하는 후드일체형 스타일.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여성용 중기장 경량 다운 자켓.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 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슬림한 라인을 살린 기본형 퀼팅 디자인과 안감 배색 처리로 여성스러우며 깔끔한 외관을 연출함.
후드 탈부착형.

Ⓕ 겉감 - POLYESTER 100% / 안감 - POLYAMIDE 100%
충전재 - GOOSE DOWN 80:20 160g(90")
Ⓢ [W] 90(M)~105(2XL)
Ⓒ [W] BLACK, PINK-BEIGE

Ⓕ 겉감 - POLYAMIDE 100% / 안감 - POLYAMIDE 100%
충전재 - DUCK DOWN 80:20 160g(90")
Ⓢ [W] 90(M)~105(2XL)
Ⓒ [W] BURGUNDY, D-GREEN

\298,000

｜ JACKET 자켓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가볍고 따뜻한 웰론 충전제를 사용한 벤치 자켓. 안쪽 축열안감 사용으로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지 않고 따뜻한 기온 외관의 기본 스타일로 야외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착장 가능한 제품. 남, 여 공용사이즈로 구성.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로
착용감이 좋으며 종아리 아래까지 덮는 긴기장감으로 추운 겨울 방한용으로 적함.
소매 부위 시보리 적용으로 보온성이 좋음. 후드 탈부착형.

KTJ6790W

아로다

KTJ6787MW

\310,000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경량 튜브 구스다운 자켓. 퀼팅선이 없어 열손실이 적으며 다운 산출현상을 방지함.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가볍고 따뜻한 경량 자켓으로 일상생활에서 착용이 용이함.
[W] 후드 탈부착형.

Ⓕ 겉감 - POLYAMIDE 100% / 배색 - POLYAMIDE 100% / 안감 - POLYAMIDE 100%
충전재 [M] 일 때 - GOOSE DOWN 80:20 140g(100") / 충전재 [W] 일 때 - GOOSE DOWN 80:20 105g(90")
Ⓢ [M] 95(L)~110(3XL) / [W] 90(M)~105(2XL)
Ⓒ [M] BLACK, NAVY, D-GREEN / [W] ROSE, IVORY

앙쥬

KTJ6788W

｜ 40 ｜

헤르타
\ 664 ,000

KTJ6792W

마샤
\398,000

KTJ6789W

\298,000

RDS 인증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여성 긴기장 다운자켓. 니트를 배색한 풍성한 에리에 폭스퍼를 부착하여
목을 감싸는 스타일로 보온성을 살리면서 캐주얼한 외관을 연출.
소매 시보리 적용으로 보온성을 강화.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여성용
긴기장 헤비 다운 자켓.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 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슬림한 라인을 살린 기본형 퀼팅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우며 깔끔한 외관을 연출함. 머리를 감싸는 오버사이즈 일체형 후드로
보온성을 강화함.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여성용
중기장 다운 자켓.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 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전체적으로 셔링 디테일을 적용하였으며
에리부위 프린트 원단 사용으로 여성스러운 외관을 연출함.
후드 탈부착형.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ACRYLIC 80%, POLYESTER 20%
안감 - POLYAMIDE 100%
충전재 - GOOSE DOWN 80:20 220g(90")
Ⓢ [W] 90(M)~105(2XL)
Ⓒ [W] D-NAVY, KHAKI

Ⓕ 겉감 - POLYESTER 100%
안감 1 - POLYAMIDE 100%
안감 2 - POLYESTER 100%
충전재 - DUCKDOWN 80:20 300g(90")
Ⓢ [W] 90(M)~105(2XL)
Ⓒ [W] D-WINE, SILVER

Ⓕ 겉감 [CHARCOAL] 일 때 - POLYAMIDE 75%,
POLYESTER 25%
[BROWN] 일 때 - POLYAMIDE 100%
안감 - POLYAMIDE 100%
충전재 - DUCKDOWN 80:20 200g(90")
Ⓢ [W] 90(M)~105(2XL)
Ⓒ [W] CHARCOAL, BROWN

테키노

KTJ6798U

\230,000

스피안

KTJ6799U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다운 자켓.
라운드네크라인 형태로 캐주얼한 외관을 연출.
안감 부위별 체크원단 사용. 남,여 공용으로 착용이 용이한 디자인.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다운 자켓.
솔리드 컬러의 깔끔한 디자인의 기본 스타일의 중헤비 다운제품.
기본 퀼팅 라인으로 남,여 공용으로 착용이 용이한 디자인.

Ⓕ 겉감 - POLYAMIDE 100% / 안감 1 - POLYAMIDE 100%
안감 2 - POLYESTER 95%, POLYURETHAN 5%
충전재 - DUCK DOWN 80:20 220g(100")
Ⓢ [U] 95(L)~110(3XL)
Ⓒ [U] L-KHAKI

Ⓕ 겉감 - POLYAMIDE 100% / 안감 1 - POLYAMIDE 100%
충전재 - DUCK DOWN 80:20 230g(100")
Ⓢ [U] 95(L)~110(3XL)
Ⓒ [U] BEIGE

\230,000

｜ 41 ｜

티롤

KTJ6793MW

\114 ,000

리싸이클(KOLPING ZERO-PET) 플리스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 플리스를 본딩한 원단으로 형태 안정성과 방풍, 보온성이 뛰어나며 착용감이 좋음.
부위별 우븐 패치와 스타치를 적용한 기본 디자인으로 일상 외출복이나 캐주얼한 아웃도어 룩을 연출하는데 활용도가 높은 스타일.
소매와 밑단 접밴드 처리하여 경량성과 활동성을 강화.

Ⓕ 겉감 - ACE POLAR (POLYESTER 100%) / 배색 - POLYAMIDE 100% / 안감 - POLYESTER 100%
Ⓢ [M] 95(L)~110(3XL) / [W] 90(M)~105(2XL)
Ⓒ [M] CHARCOAL, D-BEIGE / [W] BEIGE, L-PINK

KTJ6785MW

\115,000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과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 경량 패딩 자켓. 얇은 두께감으로 착용시 경량성 및 보온성이 우수하며 기본 퀼팅 라인으로 깔끔한 외관을 연출함.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드 가능하며 단독으로도 활용도가 높음. 소매 밴드를 적용하여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

Ⓕ 겉감 - POLYESTER 100% / 안감 - POLYAMIDE 100% / 충전재 [M] 일 때 - (WARM ON) WELLON 145g(100") / 충전재 [W] 일 때 - (WARM ON) WELLON 115g(90")
Ⓢ [M] NAVY, BLACK, D-GREEN 일 때 - 95(L)~115(4XL), BEIGE 일 때 - 95(L)~110(3XL) / [W] 90(M)~110(3XL)
Ⓒ [M] NAVY, BLACK, D-GREEN, BEIGE / [W] PINK, BLACK, L-PURPLE

｜ JACKET 자켓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레인져

네디모
스우카

KTJ6786MW

\132,000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과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 경량 패딩 자켓. 얇은 두께감으로 착용시 경량성 및 보온성이 우수하며 기본 퀼팅 라인으로 깔끔한 외관을 연출함.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드 가능하며 단독으로도 활용도가 높음.

KTJ6796M

｜ 42 ｜

\199,000

\90,000

소프트한 터치감의 폴라폴리스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을 살린 기본형 자켓.
소매,밑단 접밴드로 착용감이 우수하며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드가 용이해 일상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음.

Ⓕ 겉감 - ACE POLAR (POLYESTER 100%)
Ⓢ [M] 95(L)~110(3XL) / [W] 90(M)~105(2XL)
Ⓒ [M] D-NAVY, KHAKI, GRAY / [W] CREAM, L-PINK, D-PINK, L-BLUE

Ⓕ 겉감 - POLYESTER 100% / 안감 - POLYAMIDE 100%
충전재 [M] 일 때 - (WARM ON) WELLON 260g(100") / 충전재 [W] 일 때 - (WARM ON) WELLON 210g(90")
Ⓢ [M] D-NAVY, KHAKI 일 때 - 95(L)~115(4XL), D-BEIGE 일 때 - 95(L)~110(3XL) / [W] 90(M)~105(2XL)
Ⓒ [M] D-NAVY, KHAKI, D-BEIGE / [W] CHARCOAL, WINE, L-BEIGE

아르코

KTJ0643MW

아이닉

KTJ6797W

\199,000

은은한 멜란지 경량 원단과 부클 원단을
배색한 패딩 자켓. 몸판 안쪽 방풍 원단을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제품. 독특한 퀼팅 라인과
밑단 시보리 적용으로 캐주얼한 외관연출.

부드러운 경량 원단과 부클 원단을 배색한 패딩 자켓.
몸판 안쪽 방풍원단을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제품.
독특한 퀼팅라인과 밑단 전체 시보리 적용으로
캐주얼한 외관연출. 후드 탈부착형.

Ⓕ 겉감 - FRONT LIGHT,
(POLYAMIDE 73%,
POLYESTER 27%)
배색 - POLYESTER 100%
안감 1 - POLYAMIDE 100%
안감 2 - POLYESTER 60%, POLYURETHAN 40%
충전재 - (WARM ON) WELLON 100g(100")
Ⓢ [M] 95(L)~110(3XL)
Ⓒ [M] CHARCOAL

Ⓕ 겉감 - FRONT LIGHT, 3M
(POLYAMIDE 100%)
배색 - POLYESTER 100%
안감 1 - POLYAMIDE 100%
안감 2 - POLYESTER 60%, POLYURETHAN 40%
충전재 - 등판 : 3M Thinsulate
소매 : WELLON 54g(90")
Ⓢ [W] 90(M)~105(2XL)
Ⓒ [W] IVORY

｜ 43 ｜

\264 ,000

Ⓕ [M] 일 때 겉감 - KOLTEX (POLYESTER 100%) / 배색 1 - POLYESTER 100% / 배색 2 - POLYAMIDE 77%, POLYESTER 23 / 안감 1, 2, 3 - POLYESTER 100%
[W] 일 때 겉감 - KOLTEX (POLYESTER 100%) / 배색 - POLYESTER 100% / 안감 1, 2, 3 - POLYESTER 100%
Ⓕ [M] 95(L)~110(3XL) / [W] 90(M)~105(2XL)
Ⓒ [M] BLUE, KHAKI / [W] ROSE, BEIGE

KTJ6311MW

\402,000

방수, 발수, 투습, 방풍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산행 및 야외 활동시에 외부 환경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SYMPATEX 원단을 사용한 2Layer 자켓.(봉제선 심실링 처리)
[M] 입체적인 절개 패턴 및 가슴 포켓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전문적이면서 깔끔한 외관을 연출함.
[W] 중기장의 깔끔하면서 캐주얼한 외관을 살린 심플한 디자인으로 허리 스트링이 적용되어 용도에 맞게 조절 가능한 스타일.
기모 안감 처리로 방풍성 및 보온성 강화. 벨크로 여밈의 소매와 후드 스트링 처리로 FIT 조절이 용이함. 후드 탈부착형.

Ⓕ [M] 일 때 겉감 - SYMPATEX (POLYESTER 100%) / 안감 1, 2, 3 - POLYESTER 100%
[W] 일 때 겉감 - SYMPATEX (POLYESTER 100%) / 배색 - POLYESTER 100%
안감 1, 2, 3 - POLYESTER 100%
Ⓢ [M] 95(L)~110(3XL) / [W] 90(M)~105(2XL)
Ⓒ [M] D-GRAY / [W] D-PINK

노네트

아라스

KTO8564MW

\548,000

방수, 투습기능의 3Layer KOLTEX 원단을 사용한 전문형 자켓. 3Layer 소재로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활동성을 살린 배색형 입체 절개 디자인으로
아웃도어 활용에 착용이 용이한 스타일. 전체 심실링 처리 및 방수 지퍼 사용으로 방수 기능 강화.
벨크로 여밈의 소매와 밑단, 후드 스트링 처리로 FIT 조절이 용이함. 후드 탈부착형.

Ⓕ 겉감 - KOLTEX (POLYAMIDE 100%) / 배색 - POLYESTER 100%
안감 1 - POLYAMIDE 100% / 안감 2 - POLYESTER 84%, POLYURETHANE 16%
Ⓢ [M] 95(L)~110(3XL) / [W] 90(M)~105(2XL)
Ⓒ [M] BLUE / [W] RED

KTJ6310MW

｜ JACKET 자켓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그랜즈

[남] JACKET 그랜즈 KTJ6311M D-GRAY ｜ T-SHIRTS 누베스 KTT4553M WINE ｜ PANTS 헤리티 KTP9573M D-BEIGE ｜ SHOES 타이탄 로우 KFM1362M WHITE

KTJ6794MW

방수, 투습기능의 KOLTEX 원단을 사용한 2Layer 자켓.(봉제선 심실링 처리)
[M] 활동성을 살린 배색형 절개 디자인으로 아웃도어 활동에 착용이 용이한 스타일. [W] 중기장의 활동성을 살린 배색형 절개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아웃도어 활동에 착용이 용이한 스타일.
기모 안감 처리로 방풍성 및 보온성 강화. 벨크로 여밈의 소매와 밑단, 후드 스트링 처리로 FIT 조절이 용이함. 후드 탈부착형.

[여] JACKET 그랜즈 KTJ6311W D-PINK ｜ T-SHIRTS 아또모 KTT0470W IVORY ｜ PANTS 마리앙(S) KTP0872W NAVY ｜ SHOES 카이저 KUM1366W BURGUNDY

베이퍼

\190,000

생활 방수 및 방풍 기능의 2Layer 원단을 사용한 안감 자켓. 활동성 및 깔끔한 외관을 살린 기본 절개형 디자인으로 아웃도어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벨크로 여밈의 소매와 후드 스트링 처리로 FIT 조절이 용이함. 후드 탈부착형.

Ⓕ 겉감 - BIOTEX (POLYESTER 100%) / 안감 1, 2 - POLYESTER 100%
Ⓢ [M] NAVY 일 때 - 95(L)~120(5XL), T-BLUE 일 때 - 95(L)~115(4XL), K-BEIGE, D-ORANGE 일 때 - 95(L)~110(3XL)
[W] PURPLE 일 때 - 90(M)~110(3XL), BEIGE 일 때 - 90(M)~105(2XL)
Ⓒ [M] NAVY, T-BLUE, K-BEIGE, D-ORANGE / [W] PURPLE, BEIGE

｜ 44 ｜

｜ 45 ｜

REVERSIBLE

양면 착장 가능

스케빈

KTV7604M

\180,000

RDS 인증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로고 튜브 다운 조끼. 박테리아 억제에 효과적인
Polygiene처리한 안감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퀼팅선 로고 핫멜트 적용으로 열손실이 적으며 퀼팅선에
봉제구멍이 없어 다운 산출현상을 방지함.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안감 - POLYAMIDE 100%
충전재 - DUCK DOWN 80:20 80g(100")
Ⓢ [M] 95(L)~110(3XL)
Ⓒ [M] BLACK

KTV7605W

\137,000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과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 경량 조끼.
셔링이 잡힌 부드러운 곡선 퀼팅 라인으로 여성스러움을 살린
후드 일체형 스타일. 암홀, 후드 접밴드 적용으로 착용감이 우수함.

Ⓕ 겉감 - POLYESTER 100%
충전재 - (WARM ON) WELLON 55g(90")
Ⓢ [W] 90(M)~105(2XL)
Ⓒ [W] D-GREEN, BEIGE

라핀

KTV7606M

\98,000

겉감쪽 패딩 충전재와 안감쪽 부클 원단으로
겉, 안으로 착용이 가능한 리버시블형 라운드넥 조끼.
아웃, 이너 다양하게 활용이 용이한 제품.
적당한 두께감으로 간절기에 착용하기 좋은 제품.

Ⓕ 겉감 - FRONT LIGHT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충전재 - PADDING 2oz (POLYESTER 100%)
Ⓢ [M] 95(L)~110(3XL)
Ⓒ [M] K-GRAY

｜ VEST 조끼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Vest

몰르

조끼

KO L P I N G FA L L & W I N T E R 2 02 2-2 023 C O L L E CT I O N
메이블

KTV7603MW

\ 82,000

웰론 충전재를 사용하여 가볍게 착용가능한 캐주얼 패딩 베스트. 얇은 두께감으로 착용시 경량성 및 보온성이 탁월하며 슬림한 외관을 연출.
프론트 지퍼 여밈으로 편리성을 강화함. 아웃터, 이너로 착용이 용이한 제품.

Ⓕ 겉감 - POLYAMIDE 100% / 안감 - POLYAMIDE 100% / 충전재 [M] 일 때 - (WARM ON) WELLON 40g(100"), [W] 일 때 - (WARM ON) WELLON 35g(90")
Ⓢ [M] BLACK, NAVY 일 때 - 95(L)~115(4XL), D-BEIGE 일 때 - 95(L)~110(3XL) / [W] BLACK, L-PINK 일 때 - 90(M)~110(3XL), BEIGE 일 때 - 90(M)~105(2XL)
Ⓒ [M] BLACK, NAVY, D-BEIGE / [W] BLACK, L-PINK, BEIGE

티모

KTV0771MW

가볍고 따뜻한 폴리폴리스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을 살린 기본형 베스트.
암홀과 밑단 접밴드 처리하여 경량성과 활동성을 강화.

Ⓕ 겉감 - ACE POLAR (POLYESTER 100%)
Ⓢ [M] 95(L)~105(2XL) / [W] 95(L)~100(XL)
Ⓒ [M] CHARCOAL, NAVY / [W] IVORY, PINK

｜ 46 ｜

[남] VEST 스케빈 KTV7604M BLACK ｜ T-SHIRTS 프로슨 KTT4537U GRAY ｜ PANTS 캠플리 KTP9574M K-BEIGE
SOCKS 스트라이프 하이쿨 KFS7057M WHITE ｜ SHOES 타이탄 로우 KFM1365M WHITE

｜ 47 ｜

카로스

\148,000

보노

KTT4342W

\130,000

부드러운 터치감의 조직감있는 자가드원단을 사용해 배색한 집업 간절기 티셔츠.
배색 원단을 디자인해 고급스러운 외관의 제품.

우수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COTNA 원단을 사용한 여성용 집업 티셔츠.
몸판부위 은은한 투톤 조직 원단 사용으로 캐주얼하면서 여성스러운 외관을 살림.

Ⓕ 겉감 - COTNA (POLYESTER 97%, POLYURETHANE 3%)
배색 1 [M] 일 때 - POLYESTER 100%
Ⓢ [M] 95(L)~110(3XL)
[M]
GRAY
Ⓒ

Ⓕ 겉감 - COTNA (POLYESTER 84%, RAYON 12%, POLYURETHANE 4%)
배색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 [W] 90(M)~105(2XL)
[W]
CORAL, GRAY
Ⓒ

티셔츠

KO L P I N G FA L L & W I N T E R 2 02 2-2 023 C O L L E CT I O N

마이로

KTT4551M

\148,000

코스모

KTT4552M

\130,000

레블

KTT4554W

\142,000

부드럽고 편안한 터치의 원단으로 동절기시 착용이 가능한 두께감의
카라 티셔츠. 은은한 멜란지 스트라이프 원단에 멋스러운 외관을
연출 가능. 안쪽 배색원단 덧댐 장식으로 캐주얼한 제품.

가벼운 중량감과 부드러운 착용감을 가진 POLAR FLEECE 소재의
집업 티셔츠. 캐주얼한 외관의 기본형 스타일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소매, 밑단 제천 시보리 형태로 착용감을 높임.

가벼운 중량감과 부드러운 착용감을 가진 POLAR FLEECE 소재의
여성 후드 일체형 스타일.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후드가
일체형으로 디자인 된 아이템으로 캐주얼하게 연출 가능.
소매, 밑단 제천 시보리 형태로 착용감을 높임.

Ⓕ 겉감 - COTNA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배색 1 [M] 일 때 - POLYESTER 91%,
POLYURETHANE 9%
Ⓢ [M] 95(L)~110(3XL)
Ⓒ [M] BLUE

Ⓕ 겉감 - POLAR ONE TEX A+ (POLYESTER 100%)
배색 - POLYAMIDE 100%
Ⓢ [M] 95(L)~110(3XL)
Ⓒ [M] GRAY

Ⓕ 겉감 - POLAR ONE TEX A+ (POLYESTER 100%)
배색 - POLYAMIDE 100%
Ⓢ [W] 90(M)~105(2XL)
Ⓒ [W] GRAY

주버다

KTT4550MW

｜ T-SHIRTS 티셔츠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T-shirts

KTT4341M

130,000

\

텍스처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기모 원단을 사용한 티셔츠.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복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가볍고 보온성이 우수해 동계에 활용하기 적합한 제품.

Ⓕ 겉감 - POWER X DREAM A+ (POLYESTER 65%, RAYON 23%, COTTON 12%)
[M] 일 때 배색 - POLYESTER 78%, RAYON 20%, POLYURETHANE 12%
Ⓢ [M] 95(L)~110(3XL) / [W] 90(M)~105(2XL)
Ⓒ [M] D-GREEN, MUSTARD / [W] BEIGE, ROSE

｜ 48 ｜

[남] T-SHIRTS 코스모 KTT4552M GRAY ｜ PANTS 캠플리 KTP9574M BLACK ｜ BAG & BACKPACK 눅스 8 KTB3366U BLACK

｜ 49 ｜

누베스

104,000

KTT4553MW

\

마겐

부드럽고 편안한 터치의 원단으로 착용감이 좋은 집업 티셔츠.
기본형 집업 스타일로 일상생활 및 아웃도어 활동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

Ⓕ 겉감 [M] 일 때 - POWER X DREAM A+ (POLYESTER 91%, POLYURETHANE 9%) / [W] 일 때 - POWER X DREAM A+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M] 95(L)~110(3XL) / [W] 90(M)~105(2XL)
Ⓒ [M] NAVY, WINE / [W] NAVY, BROWN

78,000

\

신축성이 뛰어나 우수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집업 티셔츠.
멜란지 스트라이프 소재를 배색하고 지퍼 부위 플라켓 디테일을 적용하여 트렌디하면서 깔끔한 외관을 연출.

Ⓕ 겉감 - POWER X DREAM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배색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M] 95(L)~110(3XL) / [W] 90(M)~105(2XL)
Ⓒ [M] CHARCOAL, GREEN, D-ORANGE / [W] BURGUNDY, PINK, BEIGE

｜ T-SHIRTS 티셔츠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하피

KTT4307U

KOLPING

SPORTS

\ 84 ,000

캠퍼

KTT4308U

KOLPING

SPORTS

코튼 소재의 간절기 맨투맨 티셔츠. 남여 공용의 이지한 FIT라인으로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다양한 스타일링 가능. 가슴 로고 고주파 엠보싱처리로 캐주얼한 외관을 연출.
넥라인과 소매단, 밑단의 립조직으로 밀착감을 더해주어 착장감이 우수함.

코튼 소재의 기모 맨투맨 티셔츠. 남여 공용의 이지한 FIT라인으로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다양한 스타일링 가능. 내추럴한 우븐소재를 가슴 PKT 디테일로 믹스하여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 소매쪽 와펜 장식으로 유니크한 감성을 추가함.

Ⓕ 겉감 BLACK 일 때 - COTTON 100% / GRAY 일 때 - COTTON 92%, RAYON 8%
배색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 [U] 90(M)~110(3XL)
Ⓒ [U] BLACK, GRAY

Ⓕ 겉감 - COTTON 100%
Ⓢ [U] 90(M)~110(3XL)
Ⓒ [U] CHARCOAL, KHAKI

\ 84 ,000

코튼 소재의 간절기 맨투맨 티셔츠.
남·여 공용의 이지한 FIT라인으로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다양한 스타일링 가능.
넥라인과 소매단, 밑단의 립조직으로 밀착감을 더해주어 착장감이 우수함.

Ⓕ 겉감 BLACK 일 때 - COTTON 100% / GRAY 일 때 - COTTON 92%, RAYON 8%
배색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 [U] 90(M)~110(3XL)
Ⓒ [U] BLACK, GRAY

PANTS 마리앙(S) KTP0872W BLACK

KTT4537U KOLPING
SPORTS

\ 84 ,000

아또모

KTT0470MW

78,000

\

가벼운 중량감과 부드러운 착용감을 가진 POLAR FLEECE 소재의 집업 티셔츠.
보온성이 좋은 기본형 스타일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여] JACKET 노네트 KTJ6310W BEIGE ｜ T-SHIRTS 마겐 KTT0430W BEIGE

프로슨

｜ 50 ｜

KTT0430MW

Ⓕ 겉감 - POLAR ONE TEX (POLYESTER 100%)
Ⓢ [M] 95(L)~110(3XL) / [W] 90(M)~105(2XL)
Ⓒ [M] NAVY, WINE, MUSTARD / [W] CHARCOAL, L-PINK, IVORY

｜ 51 ｜

Pants

KTP9572MW

\150,000

데이비(R)

KTP9565M

\198,000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절개형 팬츠. 무릎 부위 입체 패턴을 적용한 절개라인 및
다트 처리로 활동성을 높인 제품. 지퍼를 적용한 사이드 포켓 적용으로 수납성을 강화.
허리 사이드 BAND를 적용하여 착장감이 우수함.

보온성이 우수한 플리스 기모 본딩 원단을 사용한 동계팬츠.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에 은은한 멜란지 프린트를 적용한 아이템.
허리 양옆 안쪽 밴드 적용으로 착용을 높임.

Ⓕ 겉감 - POWER X STRETCH (POLYAMIDE 92%, POLYURETHANE 8%)
Ⓢ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W] 27(69) / 28(71) / 29(74) / 30(76) / 32(81)
Ⓒ [M] BLACK, K-GRAY / [W] BLACK, BEIGE

Ⓕ 겉감 - FACE - POLYAMIDE 75%, POLYURETHANE 25% / BACK - POLYESTER 100%
Ⓢ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 41(104)
Ⓒ [M] D-GRAY

｜ PANTS 바지 ｜

[남] JACKET 베이퍼 KTP6794M KHAKI ｜ T-SHIRTS 마겐 KTT0430M D-ORANGE ｜ PANTS 에이서(CL) KTP9572M K-GRAY
｜ KOLPING
Fall
& Winter 2022
｜
SHOES 클라임 KFM1368U GRAY ｜ GLOVE 레인져-G KTG5598U
BLACK ｜
BACKPACK
모루 -352023
KUB3359U
KHAKI ｜ TREKKING POLE 카라코람II
KFI2089U BROWN
｜ 52 ｜

에이서(CL)

바지

KO L P I N G FA L L & W I N T E R 2 02 2-2 023 C O L L E CT I O N
매트리(R)

KTP9566M

\150,000

라이카(R)

KTP9567M

신축성이 뛰어난 트리코트 2LAYER 본딩 원단을 사용한 팬츠.
솔리드 컬러의 기본 팬츠로 일상에서 활용도가 우수한 아이템.
허리 양옆 노출 밴드 적용으로 착용을 높임.

보온성이 우수한 2LAYER 본딩 원단을 사용한 팬츠.
잔 체크 원단의 기본 팬츠로 일상에서 활용도가 우수한 아이템.
허리 양옆 노출 밴드 적용으로 착용을 높임.

Ⓕ 겉감 - FACE - ACE POLAR (POLYAMIDE 75%, POLYURETHANE 25%)
BACK - POLYESTER 93%, POLYURETHANE 7%
Ⓢ [M] BLACK 일 때 -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 41(104)
NAVY, BEIGE 일 때 -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 [M] BLACK, NAVY, BEIGE

Ⓕ 겉감 - ACE POLAR (POLYESTER 93%, POLYURETHANE 7%)
Ⓢ [M] 30(76) / 32(81) / 33(84) / 34(86) / 36(91) / 38(96) / 41(104)
Ⓒ [M] CHARCOAL, NAVY

니모시(R)(S)

KTP9568MW

\150,000

\214 ,000

신축성이 우수한 폴라본딩 원단을 사용한 동계용 팬츠.
필름이 들어간 3Layer 본딩원단으로 보온성과 방풍성이 우수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착용가능.
솔리드 컬러의 기본팬츠로 아웃도어 및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도가 우수한 아이템.

Ⓕ 겉감 - FACE - ACE POLAR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BACK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 41(104)
[W] 27(69) / 28(71) / 29(74) / 30(76) / 32(81)
Ⓒ [M] BLACK, NAVY / [W] BLACK

｜ 53 ｜

마리앙(R)(S)

KTP0872MW

\124 ,000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기모원단을 사용한 간절기 팬츠.
두께감이 얇아 활동성이 좋아 일상생활부터 가벼운 트레킹 아웃도어 활동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제품.

Ⓕ 겉감 - POWER X STRETCH
(POLYAMIDE 92% , POLYURETHANE 8%)
Ⓢ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 41(104)
[W] 27(69) / 28(71) / 29(74) / 30(76) / 32(81) / 34(86)
Ⓒ [M] BLACK, NAVY, KHAKI / [W] BLACK, NAVY

미오도(SS)

KTP9569W

\180,000

코코니(S)

KTP9570W

\180,000

촉감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우수한 기모원단을 사용한 여성 전용 팬츠.
허리 전체 BAND를 적용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줌. 일상복으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트리코트 2LAYER 본딩 원단으로 신축성과 보온성이 좋은 팬츠. 편안하게 떨어지는 기본 일자형 핏으로
착용감이 우수함. 허리 뒷쪽 밴딩을 사용하여 여유있고 편안하게 착용 가능.
깔끔한 주머니 외관으로 심플함을 살린 디자인.

Ⓕ 겉감 - CREORA (POLYAMIDE 75% , POLYURETHANE 25%)
Ⓢ [W] 27(69) / 28(71) / 29(74) / 30(76) / 32(81)
Ⓒ [W] D-NAVY, BEIGE

Ⓕ 겉감 - ACE POLAR (POLYAMIDE 75% , POLYURETHANE 25%)
Ⓢ [W] 27(69) / 28(71) / 29(74) / 30(76) / 32(81)
Ⓒ [W] CHARCOAL, L-NAVY

파위(R)(S)

KTP0871MW

\118,000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라이렉스 기모본딩 원단을 사용한 제품.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로 착용감이 우수. 베이직한 컬러감으로 코디가 용이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 PANTS 바지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 겉감 - POWER X STRETCH (POLYESTER 92% , POLYURETHANE 8%)
Ⓢ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 41(104)
[W] 27(69) / 28(71) / 29(74) / 30(76) / 32(81) / 34(86)
Ⓒ [M] BLACK, NAVY, CHARCOAL / [W] BLACK

아쌈(S)

KTP9571W

\150,000

헤리티(R)

KTP9573M

가볍고 부드러우며 신축성이 우수한 원단을 사용하여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
BACK면 밍크본딩으로 보온성이 우수하여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착용가능한 동계팬츠.
부츠컷 디자인으로 슬림하게 연출 가능.

양쪽 아웃포켓 카고 팬츠.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기모 나일론 소재를 사용.
포켓 크기도 키우면서 수납이 용이하게 디자인.

Ⓕ 겉감 - FACE - ACE POLAR (POLYESTER 92%, POLYURETHANE 8%)
BACK - POLYESTER 100%
Ⓢ [W] 27(69) / 28(71) / 29(74) / 30(76) / 32(81) / 34(86)
Ⓒ [W] BLACK, D-GREEN

Ⓕ 겉감 - POWER X STRETCH (POLYAMIDE 92% , POLYURETHANE 8%)
Ⓢ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 [M] CHARCOAL, D-BEIGE

\154 ,000

슈마보 (국민바지)

KTP0873MW

\118,000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라이렉스 기모본딩 원단을 사용한 제품.
일상생활부터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까지 활용이 가능한 제품.

Ⓕ 겉감 - POWER X STRETCH (POLYESTER 92% , POLYURETHANE 8%
Ⓢ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 41(104)
[W] 27(69) / 28(71) / 29(74) / 30(76) / 32(81) / 34(86)
Ⓒ [M] BLACK, NAVY / [W] BLACK

오쿠날(WELLON)

KTP9579MW

\116,000

WELLON충전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따뜻한 동계팬츠.
베이직한 퀼팅라인으로 심플한 디테일로 일상복으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허리 전체 BAND를 사용하여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

캠플리

KTP9574M

양쪽 아웃포켓 카고스타일 조거 팬츠. 허리와 밑단 전체 밴드를 적용한 캐주얼 조거 스타일.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기모 나일론 소재를 사용. 양쪽 아웃포켓 적용으로 수납이 용이하게 디자인.

Ⓕ 겉감 - POWER X STRETCH (POLYAMIDE 92%, POLYURETHANE 8%)
Ⓢ [M] BLACK 일 때 -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KHAKI 일 때 - 30(76) / 32(81) / 34(86) / 36(91)
Ⓒ [M] BLACK, K-BEIGE

｜ 54 ｜

\110,000

글램퍼

KTP9575U

\104 ,000

Ⓕ 겉감 - POLYESTER 100% / 안감 - POLYESTER 100%
충전재 - (WARM ON) WELLON 70g(32") / 55g(28")
Ⓢ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W] 28(71) / 30(76) / 32(81) / 34(86)
Ⓒ [M] BLACK, D-NAVY / [W] BLACK

조거 스타일의 기모 면 소재 트레이닝 팬츠.
밑단 시보리 적용으로 트렌디한 조거 형태로 착용이 가능함.
사이드 라인 포켓 장식으로 간편한 수납 가능.

Ⓕ 겉감 - COTTON 60%, POLYESTER 40%
Ⓢ [U] S / M / L / XL
Ⓒ [U] GRAY, BLACK

｜ 55 ｜

KTP9580MW

\230,000

RDS인증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제공하는 튜브다운 팬츠.퀼팅선이 없
어 열손실이 적으며 다운이 새어나오는 삼출현상을 방지함.
허리전체 BAND, 오비 안 신축성이 우수한 나일론소재를 배색하여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

Ⓕ 겉감 - DUCK DOWN (POLYESTER 100%)
배색 - POLYAMIDE 90%, POLYURETHANE 10%
안감 - POLYAMIDE 100% / 충전재 - DUCK DOWN 80:20 60g(32") / 50g(28")
Ⓢ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 [W] 28(71) / 30(76) / 32(81) / 34(86)
Ⓒ [M] BLACK / [W] BLACK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로지아

KTP9576MW

\138,000

아스터

KFP9581M

Ⓕ 겉감 - KOLTEX (POLYAMIDE 100%) / 배색 - POLYAMIDE 100%
Ⓢ [M] 30(76) / 32(81) / 34(86) / 36(91)
Ⓒ [M] BLACK

오헤드

KTP9577W

트리코트 본딩 원단으로 촉감이 매우 부드럽고 신축성이 우수한 트레이닝 팬츠.
가볍고 보온성이 우수해 동계 가벼운트레킹 부터 아웃도어 활동까지 적합한 제품.
오비 스트링적용으로 사이즈 조절이 용이한 제품.
[W] 여성 제품은 오비안, 지퍼 배색 포인트.

넓은폭의 오비 사양으로 허리부분을 감싸주어 안정된 착용감을 주는 여성 레깅스
Y존을 커버하고 삼각무를 적용하여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제품
일상생활부터 가벼운 활동까지 다양하게 착용가능한 아이템

Ⓕ 겉감 - CREORA (POLYAMIDE 78%, POLYURETHANE 22%)
Ⓢ [M] 30(76) / 32(81) / 34(86) / 36(91) / 38(96) / [W] 26(66) / 28(71) / 30(76) / 32(81)
Ⓒ [M] BLACK / [W] BLACK

Ⓕ 겉감 - POLYESTER 85% , POLYURETHANE 15%
Ⓢ [W] S / M / L / XL
Ⓒ [W] BLACK, PINK

리리아

KTP0875W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기모본딩 원단을 사용한 여성 전용 레깅스.
넓은폭의 오비사양으로 허리부분을 감싸주어 안정된 착용감을 제공하여
활동시 편안함을 주는 제품.

Ⓕ 겉감 - POWER X DREAM (POLYESTER 96%, POLYURETHANE 4%)
Ⓢ [W] S / M / L / XL
Ⓒ [W] BLACK

｜ 56 ｜

\280,000

방수, 투습기능의 3Layer KOLTEX 원단을 사용한 방수 팬츠. 오버트라우저로 착용이 가능한
스타일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아이템. 경량 나일론 립스탑 3Layer 소재로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쾌적하게 착용 가능. 전체 심실링 처리 및 방수 지퍼 사용으로 방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밑단 지퍼 트임으로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여 착용감을 높임.
허리 전체 BAND를 적용하여 착장감이 우수하며 스트링 처리로 FIT 조절이 용이함.
패커블백이 내장되어 작은 부피로 휴대 할 수 있어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 가능.

\92,000

\78,000

[여] JACKET 베이퍼 KTJ6794W BEIGE ｜ T-SHIRTS 누베스 KTT4553W
PANTS
｜ BROWN
PANTS ｜바지
｜ 마리앙(S) KTP0872W BLACK ｜ SHOES 타이탄 KFM1360W BURGUNDY
GLOVE 레인져-G KTG5598U BLACK ｜ BACKPACK 미르 15 KUB3365U L-GRAY ｜ TREKKING POLE 이드 폴딩스틱 KFI2088U YELLOW

디바사(DOWN)

｜ 57 ｜

주디아

KTJ6761U

NEW

\ 65,000

케즈라

KTJ6763U

NEW

\70,000

소프트한 터치감의 보아 폴리스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을 살린 기본형 자켓.
소매, 밑단 접밴드로 착용감이 우수하며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드가 용이해
일상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음.

보온성이 우수한 부클원단을 사용한 집업자켓. 밑단, 소매 접밴드 처리하여 착용감이 우수.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 및 아웃도어 활동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

Ⓕ 겉감 - ACE POLAR (POLYESTER 100%)
Ⓢ [U] BEIGE, IVORY, NAVY 일 때 - 120(M)~160(3XL)
BROWN 일 때 - 120(M) ~ 150(2XL)
Ⓒ [U] BEIGE, IVORY, NAVY, BROWN

｜ KIDS WEAR 아동 의류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 겉감 - ACE POLAR (POLYESTER 100%)
Ⓢ [U] 120(M)~160(3XL)
Ⓒ [U] BEIGE, BLACK, IVORY, KHAKI, CHARCOAL

KOLPING KIDS 콜핑 키즈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COLLECTION

나란

KQJ6698BG

\112,000

우수한 보온력의 구스다운과 향균성이 뛰어난 기능성 패딩을 사용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의 DOWN PROOF 처리된 원단을
사용한 친환경 아동용 경량자켓. 안감과 겉감 컬러배색으로 캐주얼한 감각을 연출하여 일상생활, 아웃도어 활동시에도 착용이 가능.

Ⓕ 겉감 - FRONT LIGHT(POLYESTER 100%) / 안감 - POLYESTER 100%
Ⓢ [B] 110(S)~160(3XL) / [G] 110(S)~160(3XL)
Ⓒ [B] RED, BLUE / [G] CORAL, L/PINK

배로

KOJ0623BG

네오

KQO8519U

\240,000

우수한 보온력의 구스다운과 향균성이 뛰어난 기능성 패딩을 사용한 친환경 벤치 코트 롱점퍼.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로 착용감이 좋으며 스포티한 외관을 살린 디자인으로 다양한 야외활동시 코디 연출이 용이함. 스포티한 외관의
기본 스타일로 야외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착장 가능한 제품으로 남아, 여아 공용사이즈로 구성. 후드 일체형.

Ⓕ 겉감 / 안감 - POLYESTER 100%
충전재 - GOOSEDOWN 80/20 50%, POLYESTER 50% 다운중량 240g(130")
Ⓢ [U] 110(S)~160(3XL)
Ⓒ [U] BLACK, WHITE

\98,000

고기능 폴라폴리스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터치가 부드러운 폴라폴리스 보온자켓.
기본 절개와 배색의 깔끔한 기본형 자켓으로 아웃도어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

JACKET l T-SHIRTSS l PANTS l EQUIPMENT
｜ 58 ｜

Ⓕ 겉감 - ACE POLAR (POLYESTER 100%) / 배색 - POLYAMIDE 100%
Ⓢ [B] NAVY 일 때 - 110(S)~160(3XL), RED 일 때 - 110(S)~150(2XL) / [G] 110(S)~150(2XL)
Ⓒ [B] NAVY, RED / [G] L-PINK, CORAL

｜ 59 ｜

토모

\78,000

KMT0464BG

가벼운 중량과 우수한 보온성을 가진 POLAR FLEECE 원단 사용.
체크무늬 프린트 배색 포인트. 심플한 디자인으로 무난하게 착용가능.

Ⓕ 겉감 / 배색 1 - POLAR ONE TEX
(POLYESTER 100%)
Ⓢ [B] 110~160 / [G] 100~150
Ⓒ [B] NAVY, RED / [G] YELLOW, PINK

아란두Ⅱ

KRT4529U

\ 60,000

마블Ⅱ

KRT0465U

\58,000

우수한 보온력의 구스다운과 향균성이 뛰어난 기능성 패딩을 사용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의 DOWN PROOF 처리된 원단을
사용한 친환경 아동용 경량자켓. 안감과 겉감 컬러배색으로 캐주얼한 감각을 연출하여 일상생활, 아웃도어 활동시에도 착용이 가능.

코튼 혼방 소재의 맨투맨 티셔츠. 이지한 FIT라인으로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다양한 스타일링 가능.
넥라인과 소매단, 밑단의 립조직으로 밀착감을 더해주어 착장감이 우수함.

Ⓕ 겉감 BLACK, PINK일 때 - COTTON 60%, POLYESTER 40%
L-GRAY일 때 - COTTON 90%, RAYON 10%
Ⓢ [U] 120(M)~160(3XL)
Ⓒ [U] BLACK, L-GRAY, PINK

Ⓕ 겉감 BLACK, PINK 일 때 - COTTON 60%, POLYESTER 40%
L-GRAY 일 때 - COTTON 90%, RAYON 10%
Ⓢ [U] 120(M)~160(3XL)
Ⓒ [U] BLACK, L-GRAY, PINK

라니아

니트의 조직감으로 우수한 보온성을 가진 FLEECE 원단 사용.
눈꽃무니 프린트 배색 포인트.

\78,000

Ⓕ 겉감 / 배색 1 - POLAR ONE TEX
(POLYESTER 100%)
배색 2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 [B] 110~160 / [G] 100~150
Ⓒ [B] GREEN, ORANGE / [G] PINK, PURPLE

부드러운 착용감을 가진 POLAR FLEECE 원단을
사용한 티셔츠. 뛰어난 보온성으로 동계활동시 착용하기 적합.
전판 체크무늬 엠보처리로 고급스러움.

Ⓕ 겉감 / 배색 - POLAR ONE TEX
(POLYESTER 100%)
Ⓢ [B] 110~160 / [G] 110~150
Ⓒ [B] NAVY, MINT / [G] PINK, RED

클림턴

KNT4687BG \60,000

기본 라운드 맨투맨 스타일로 일상에서도 캐주얼하게 착용가능.
가슴 패치,자수 디테일로 고급스러움 연출.
소매,밑단 시보리 적용으로 편안한 착용감 제공.

Ⓕ 겉감 - CREORA (POLYESTER 96%,
POLYURETHANE 4%)
배색 - COTTON 95%, POLYURETHANE 45%
Ⓢ [B] 110~150 / [G] 100~150
Ⓒ [B] NAVY, RED / [G] IVORY, L-PINK

케린

KMT4667G

\

85,000

우수한 신축성을 가진 DUCKSAN 원단 사용. 기본 라운드 맨투맨 스타일로 캐주얼하게 착용가능. 승화전사 프린트와
로고 자수 적용으로 고급스러움. 에리, 소매, 밑단 시보리 적용으로 우수한 착용감 제공. 바지와 세트코디 가능.

Ⓕ TEXPLANT
겉감 / 배색 1, 2- POLYESTER 95% POLYURETHANE 5%
배색 3 - COTTON 95%, POLYURETHANE 5%
배색 4 - POLYESTER 63%, RAYON 34%, POLYURETHANE 3%
Ⓢ [G] 100~150
Ⓒ [G] L-GRAY, YELLOW

｜ 60 ｜

KOT0475BG

\ 84 ,000

워렌

KMT4663G

\

85,000

니트의 조직감으로 우수한 보온성을 가진 DUCK SAN 원단 사용. 전판 프린트 적용으로 귀여운 스타일의 후드 티셔츠.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일상복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제품.
소매, 밑단 시보리 원단 사용으로 우수한 착용감 제공. 가슴 와펜 포인트.

Ⓕ 겉감 / 배색 1, 2 - TEXPLANT (POLYESTER 100%) /
배색 3 - COTTON 95%, POLYURETHANE 5%
Ⓢ [G] 100~150
Ⓒ [G] RED, YELLOW

로건

KLT4632BG

\

85,000

케이트

KMP9683BG

\

98,000

가벼운 중량감과 우수한 보온성을 가진 DUCK SAN 원단 사용. 소매, 밑단 시보리 원단 사용으로 우수한 활동성 제공.
눈꽃, 사슴무늬 패턴 원단 사용으로 귀여운 이미지 강조. 따뜻한 감성 극대화.

테크니컬한 절개라인과 화려한 배색의 아웃도어스타일의 제품. 착장이 용이하게 사이즈별 허리사양을 다르게준 스타일.
촉감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우수한 2LAYER 본딩원단으로 제작된 절개팬츠.

Ⓕ 겉감 - DUCK SAN (POLYESTER 100%)
Ⓢ [B] 100~140 / [G] 100~140
Ⓒ [B] D-OLIVE / [G] MUSTARD

Ⓕ 겉감 - ACE POLAR (FACE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BACK - POLYESTER 100%)
[B] 배색 - ACE POLAR (FACE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BACK - POLYESTER 100%)
[G] 배색 - ACE POLAR (FACE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B] 110~160 / [G] 110~160
Ⓒ [B] NAVY, BLACK / [G] BEIGE, D-ORANGE

데이브

KMP9681BG

포켓 컬러배색 디테일로 캐쥬얼한 감성을 연출한 제품.
야외활동및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가능. 착장이 용이하게 사이즈별 허리사양을 다르게준 스타일.
촉감이 부드럽고 신축성이우수한 2LAYER 본딩원단으로 제작된 절개팬츠.

Ⓕ 겉감 - ACE POLAR (FACE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BACK - POLYESTER 100%)
배색 - ACE POLAR (FACE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B]
110~160
/
[G]
110~160
Ⓢ
Ⓒ [B] L-BEIGE, GRAY / [G] BEIGE, NAVY

\

83,000

브로든

KMP0964BG

\

｜ KIDS WEAR 아동 의류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테바

KMT0465BG

69,000

부드럽고 보온성이 우수한 HICOOL(중량380g)소재를 사용한 팬츠.
포켓 컬러배색 디테일로 캐쥬얼한 감성을 연출한 제품. 야외활동및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가능.
착장이 용이하게 사이즈별 허리사양을 다르게 준 스타일.

Ⓕ 겉감 - HICOOL 380g기모 (Polyester 94%, Polyurethane 6%)
배색 - HICOOL 380g기모 (Polyester 94%, Polyurethane 6%)
Ⓢ [B] 110~160 / [G] 110~160
[B]
L-BEIGE, GRAY / [G] BEIGE, NAVY
Ⓒ

｜ 61 ｜

조이 15

\98,000

베일리

KNM1299U

\126,000

KMB3233U

\56,000

인디아 15

뚜껑 덮개 벨크로 구성으로 사용이 간편함.
가죽 와펜과 고무 와펜,직조 라벨로 디테일 강조.
넉넉한 용량으로 실용적인 제품.

Ⓕ
Ⓥ
Ⓒ
Ⓡ

Ⓕ
Ⓥ
Ⓒ
Ⓡ

Ⓕ
Ⓥ
Ⓒ
Ⓡ

P/600D PU
15L
NAVY, MAGENTA
NO

KNB3256U

\43,000

P/600D PU
15L
KHAKI, BLUE
NO

아르고 힙색

KNB3275U

\29,000

미니 디노

화려한 컬러 배색의 사이드백. 넉넉한 크기로 실용적인 제품.
등판 네임와펜 구성으로 분실 방지.

Ⓕ
Ⓥ
Ⓒ
Ⓡ

Ⓕ
Ⓥ
Ⓒ
Ⓡ

Ⓕ
Ⓥ
Ⓒ
Ⓡ

P/210D 돌출립 PU
5L
GRAY, RED
NO

채피

P/600D PU
15L
NAVY, MAGENTA
NO

KMC8631U

\ 50,000

비비드

P/210D 돌출립 PU
0.3L
BLUE, ORANGE
NO

KFS7044U

\ 8,000

다양한 패턴과 컬러가 배색된 키즈 전용 양말.
S(4-5세), M(6-7세), L(8-9세) 세가지 사이즈로 출시되어
아동 연령대에 맞게 신을 수 있는 제품.

Ⓕ 메쉬, 신세틱
Ⓢ [U] 170mm~220mm
Ⓒ [U] YELLOW, BLUE, RED

Ⓕ 고급스러운 스플리트 적용, 부드럽고 가벼운 EVA소재 미드솔 적용
Ⓢ [U] 170mm~220mm (반문대 X)
Ⓒ [U] BROWN, NAVY

Ⓕ FRONT LIGHT, FUR, COOLMAX
Ⓢ [U] S, M
Ⓒ [U] ORANGE, NAVY

Ⓕ COTTON, POLYESTER, POLYURETHANE
Ⓢ S, M, L
Ⓒ MUSTARD, VIOLET

에디스

KNM1289U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78,000

극세사 PU를 사용해 경량화에 중점둔 사계절용 미드컷 KIDS 경등산화.

물놀이에 적합한 KIDS 샌들.

Ⓕ 1.4mm 극세사 합성피혁. 통기성과 쿠션감이 탁월한
에어 샌드위치 메쉬 적용.완전 방수/투습 기능을 가진
독일의 원단소재 '심파텍스' 내피 적용. 내마모성과 접지력이 우수한
부틸고무를 사용한 밑창 적용.통기성/항균/향취에 강한 기능성의 '오솔라이트' 인솔 사용.
Ⓢ [U] 170mm~220mm
Ⓒ [U] BLACK, RED

Ⓕ 신세틱과 신축성이 뛰어난 하이플렌 원단 적용. 배수기능이 있는 아웃솔을 적용하여
항상 쾌적한 발의 환경 유지. 벨크로로 되어 있어 길이 조절 가능. 착, 탈화 편리함.
Ⓢ [U] 170mm~220mm
Ⓒ [U] CHARCOAL, ORANGE

\26,000

가볍고 산뜻한 컬러감으로 무난하게 착용 가능한 키즈 힙색. 하단 D링
구성으로 악세사리 부착이 가능하고 입체적인 TPR 로고 와펜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네임 와펜 구성으로 분실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음.

톡톡 튀는 배색의 키즈 캡 모자. 전면부 직조와펜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귀덮개를 단추로 고정할 수 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
귀덮개 전체 FUR 처리로 계절에 따라 따뜻하게 착용 가능함.

\138,000

KFB3223U

사이드에 카모 플라쥬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키즈용 슬링백.
다양한 지퍼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벨크로로 구성된 착,탈화가 편리한 KIDS 워킹화. 스프리트 소가죽을 갑피에 사용하고 MID 형태의 높이에 밴드로
발목을 잡아주도록 되어있는 아동 컴포트화.

KNM1294U

\75,000

P/600D PU
15L
ORANGE, PINK
NO

벨크로가 장착되어 신끈을 묶지 못하는 유아에게도 탈착이 쉬우며, 밝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의 아동용 멀티슈즈.

트로이 프로

KFB3221U

스쿨백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키즈용 백팩. 지퍼 주머니 구성으로 실용적이며
무난한 컬러감으로 데일리 백팩으로 착용 가능. 등판 에어메쉬 스펀지로
착용시 통기성이 뛰어나고 등판 네임와펜 부착으로 분실 방지 기능 있음.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 62 ｜

스쿠프 15

케이지

KNG5581BG

\ 52,000

저데니어 원단에 패딩처리하여 보온성을 높인 아동용 스키장갑.
손등 3M원단과 샤무드 퀼팅원단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손목 시보리 처리로
보온성을 높였음. 스마트폰 터치 가능. 손바닥 샤무드 실리콘나염으로
미끄럼 방지 기능 있음.

Ⓕ POLYESTER
Ⓢ [B] S, M / [G] S, M
Ⓒ [B] NAVY / [G] PINK

히티

｜ KIDS EQUIPMENT 아동 용품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KOM1311U

\69,000

U자형 지퍼 오픈 방식으로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고 입체적인 TPR 로고
와펜으로 포인트를 준 키즈 백팩. 등판 에어메쉬 구성으로 착용감이
뛰어나고 네임 와펜 구성으로 분실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음.

비키 5

코빙턴

KNB3274U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NG5815BG

\25,000

곡선 절개라인에 멜란지 원단을 배색한 아동용 반장갑. 고명도의
밝은 컬러배색으로 아동용에 적합하며, 손등 나염과 로고와펜으로 포인트를
주었음. 사이드 부분 트임이 있어 착용이 편하고 손가락 사이 고리 디테일로
벗기 쉬움. 손바닥 샤무드 실리콘나염으로 미끄럼 방지 기능.

Ⓕ SPAN, MESH
Ⓢ [B] S, M / [G] S, M
Ⓒ [B] BLUE / [G] PINK

요나

KMG5811BG

\25,000

전체 메쉬 소재를 사용한 키즈전용 배색 장갑. 손등에 로고
프린트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비비드한 컬러배색으로 손목
부분 고무 밴드 처리하여 착용이 간편하며, 스마트폰 터치 가능한 제품.

Ⓕ MESH
Ⓢ [B] NAVY / [G] PINK
Ⓒ [B] BLUE / [G] PINK

｜ 63 ｜

오토

KUM1372MWU

NEW

\246,000

단기산행에 적합한 사계절 방수 다이얼 경등산화.
신끈대신 와이어로 조여주는 국내 프리락이라는 자재를 사용하여 착화가 편리함.
완전방수 / 투습기능을 가진 콜텍스 방수원단을 내피에 적용.

Ⓕ 겉감(갑피) - 합성가죽 70% + 코드라메쉬 30% (폴리에스터 100%)
안감(내피) - 콜텍스 (폴리에스터 100%)
안창(깔창) - 고경도 EVA /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M] 255mm~285mm / [W] 230mm~250mm / [U] 235mm~285mm
Ⓒ [M] GRAY / [W] RED / [U] BLACK

클라임

\188,000

NEW

KFM1360WU

NEW

\216,000

Ⓕ 겉감(갑피) - 합성가죽 60% + 메쉬 40% / 안감(내피) - 콜텍스
안창(깔창) - 오솔라이트 /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M] 255mm~285mm / [W] 230mm~250mm / [U] 235mm~280mm
Ⓒ [M] GRAY / [W] BROWN / [U] BLACK

Ⓕ 겉감(갑피) - 합성가죽 70% + 코드라메쉬 30%
안감(내피) - 심파텍스
안창(깔창) - 헥사라이트 (PU폼 100g) /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W] 230mm~250mm / [U] 235mm~280mm
Ⓒ [W] BURGUNDY / [U] BLACK, GRAY

신발

｜ FOOTWEAR 신발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Footwear

타이탄

콜핑 전용 아웃솔을 사용하여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도 안정성과 지지를 제공.
쿠션감, 탄성, 통기성이 좋도록 PU성분을 폼으로 만들어 프레스 작업한 헥사라이트 인솔사용.
완전방수 / 투습기능을 가진 독일 심파텍스 방수원단을 내피에 적용.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활용도가 높은 방수 경등산화.
단기산행 또는 트레킹에 적합한 사계절 방수 등산화. (갑피 발수처리가공)

KO L P I N G FA L L & W I N T E R 2 02 2-2 023 C O L L E CT I O N

가이아

KRM1343U

\212,000

밀포드

\212,000

KRM1340MW

MID CUT 디자인을 적용한 천연소가죽 방수 등산화.
독일 심파텍스 방수원단을 내피로 적용. (완전 방수 / 투습)

발수 가공된 천연 소가죽과 견고한 코드라 메쉬를 사용한 방수 등산화.
독일 심파텍스 방수원단을 내피로 적용. (완전 방수 / 투습)

Ⓕ 겉감(갑피) - 천연소가죽 80% + 코트라메쉬 20%
안감(내피) - 심파텍스
밑창(겉창) - 파이론 + 합성고무(부틸 30%)
깔창 - 오솔라이트
Ⓢ [U] 235mm~280mm
Ⓒ [U] KHAKI

Ⓕ 겉감(갑피) - 천연소가죽 60% + 코트라메쉬 40% / 안감(내피) - 심파텍스
밑창(겉창) - 파이론 + 합성고무(부틸 30%) / 깔창 - 오솔라이트
Ⓢ [M] 255mm~285mm / [W] 235mm~250mm
Ⓒ [M] BLACK, BROWN-GREEN, GRAY / [W] BROWN

울타르

｜ 64 ｜

KFM1368MWU

KQM1327MWU

\146,000

어글리

KUM1365U

NEW

\164 ,000

립스탑 메쉬로 만들어져 견고하고 당일 산행에 적합한 가벼운 경등산화.

극세사 합성가죽과 코드라메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은 사계절 어글리화. (갑피 발수처리가공)
측면과 힐부분의 TPU장식과 TPU사출 생크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줌.
스포티한 느낌으로 일상생활에서 적합한 디자인.

Ⓕ 겉감(갑피) - 합성가죽 60% + 립스탑 메쉬 40% / 안감(내피) - 메쉬
안창(깔창) - EVA /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M] 250mm~285mm / [W] 230mm~250mm / [U] 230mm~280mm
Ⓒ [M] BROWN / [W] RED / [U] NAVY

Ⓕ 겉감(갑피) - 합성가죽 65% + 코드라메쉬 35% / 안감(내피) - 메쉬 (폴리에스터100%)
안창(깔창) - 고경도EVA / 겉창(밑창) - 파이론 + TPU생크 + 합성고무
Ⓢ [U] 235mm~280mm
Ⓒ [U] BLACK, WHITE

｜ 65 ｜

모디쉬

KTM1352MWU

\140,000

다이얼 조임장치로 착화가 편하고 그라데이션효과로 화려하면서 고급스러운 일상생활 및 올레길,
둘레길에서도 착화가 가능한 다이얼 트레킹화.

타이탄 로우

KFM1362MWU

Ⓕ 겉감(갑피) - 메쉬 + 합성가죽 + 다이얼 / 안감(내피) - 메쉬 / 안창(깔창) - PU FORM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TPU생크 / 무게 - 346.5g (260mm 1편 무게)
Ⓢ [M] 255mm~285mm / [W] 230mm~250mm / [U] 235mm~280mm
Ⓒ [M] GRAY / [W] PINK / [U] BLACK

\232,000

NEW

일상화 또는 트레킹에 적합한 사계절 방수 다이얼 트레킹화. 신끈대신 와이어로 조여주는 국내 프리락이라는 자재를 사용하여 착화가 편리함.
완전방수 / 투습기능을 가진 콜텍스 방수원단을 내피에 적용.

Ⓕ 겉감(갑피) - 합성가죽 70% + 코드라메쉬 30% (폴리에스터 100%) / 안감(내피) - 콜텍스 (폴리에스터 100%) / 안창(깔창) - 고경도 EVA /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M] 255mm~285mm / [W] 230mm~250mm / [U] 235mm~280mm
Ⓒ [M] WHITE / [W] RED, PINK / [U] BLACK

\216,000

트리플S

KUM1363MW

NEW

신끈 조임 구조를 길게 내려 발등 전체를 안정감 있게
조여주도록 만든 바위산 등에 적합한 방수 소가죽 릿지화.

일상화 또는 트레킹에 적합한 사계절 방수 다이얼 트레킹화. (갑피 발수처리가공)
메쉬에 0.8mm TPU시트를 무재봉처리하고 측면에 TPR 장식물을 덧데어 포인트.

Ⓕ 겉감(갑피) - 소가죽(발수) 80% + 메쉬 10% + 고무 10%
안감(내피) - HYDROGUARD / 안창(깔창) - 헥사라이트 (PU폼 100g)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부틸 30%) + TPU생크
무게 - 444g (270mm 1편 무게)
Ⓢ [W] 230mm~250mm / [U] 235mm~285mm
Ⓒ [W] PURPLE / [U] BLACK

Ⓕ 겉감(갑피) - 메쉬 100% + TPU + 다이얼 / 안감(내피) - 콜텍스
안창(깔창) - 고경도 EVA / 겉창(밑창) - TPU + 파이론 + 합성고무
Ⓢ [M] 255mm~285mm / [W] 230mm~250mm
Ⓒ [M] BLACK / [W] GRAY

카이저

KUM1366MWU

\232,000

KSM1345MW

\142,000

천연 코코넛 섬유를 포함한 인솔이 특징인 가볍고 쿠션감이 좋은 투톤 쟈가드 다이얼 트레킹화.

Ⓕ 겉감(갑피) - 2톤 쟈가드 메쉬 + 합성가죽 + 다이얼 / 안감(내피) - 메쉬 / 안창(깔창) - 코코넛 껍질 /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무게 - 288.5g (240mm 1편 무게)
Ⓢ [M] 255mm~280mm / [W] 230mm~250mm
Ⓒ [M] BLACK, NAVY / [W] BURGUNDY, CORAL

\138,000

NEW

그렌트

브리지트

KQM1323MU

\185,000

윈스톤

KPM1316MU

\198,000

부분적으로 다르게 짜여진 조직감이 유기적인 패턴을 이루는 2톤 쟈가드 다이얼 트레킹화. (갑피 발수처리가공) 신끈대신 와이어(프리락)로 조임기능을 하여 탈착이 편리함.
쿠션감, 탄성, 통기성이 좋도록 PU성분을 폼으로 만들어 프레스 작업한 헥사라이트 인솔사용. 파이론 미드솔을 사용하여 가볍고 쿠션감이 좋으며 고무창을 바닥에 사용하여 미끄럼 방지에 도움이 됨.

발수 가공처리된 스프리트 소가죽 갑피에, 독일 심파텍스 방수 원단을 내피로 사용.
탁월한 접지력을 위한 부틸 고무 콜그립 아웃솔 사용. (부틸30%)

워킹 및 가벼운 산행에 적합한 사계절 방수 트레킹화.

Ⓕ 겉감(갑피) - 쟈가드 메쉬 90% + 합성가죽 10% + 다이얼 / 안감(내피) - 메쉬 / 안창(깔창) - PU폼100g (헥사라이트) /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M] 255mm~285mm / [W] 230mm~250mm / [U] 235mm~280mm
Ⓒ [M] NAVY / [W] BURGUNDY, WHITE / [U] BLACK

Ⓕ 겉감(갑피) - 소가죽 + 메쉬 / 안감(내피) - 심파텍스 / 안창(깔창) - 오솔라이트
겉창(밑창) - 파이론 + PVC 생크 + 합성고무(부틸 30%)
Ⓢ [M] 250mm~285mm / [U] 230mm~285mm
Ⓒ [M] BLACK-BLACK, NAVY / [U] GRAY-RED

Ⓕ 겉감(갑피) - 합성가죽 + 메쉬 / 안감(내피) - 심파텍스
안창(깔창) - 오솔라이트 / 겉창(밑창) - 파이론 + PVC생크 + 합성고무
Ⓢ [M] 255mm~285mm / [U] 230mm~280mm
Ⓒ [M] BLUE / [U] BLACK

홀리

｜ 66 ｜

KTM1353WU

｜ FOOTWEAR 신발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스티키

KSM1351MU

\258,000

클레어

KSM1347MW

\215,000

내구성이 우수한 사계절 방수 다이얼 트레킹화. 독일 심파텍스 방수원단을 내피로 적용. (완전 방수/투습)
보행시 안정감을 제공. (PVC 생크와 고경도 EVA 깔창 사용)

쿠션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 (PVC생크와 PU 폼인솔) 독일 심파텍스 방수원단을 내피로 적용. (완전 방수/투습)
더블 쟈가드 메쉬를 사용한 경량 방수 트레킹화.

Ⓕ 겉감(갑피) - 합성가죽 + 메쉬 + 다이얼 / 안감(내피) - 심파텍스
안창(깔창) - 오솔라이트 + 고경도EVA
겉창(밑창) - 파이론 + PVC생크 + 합성고무(부틸 30%)
무게 - 423g (265mm 1편 무게)
Ⓢ [M] 250mm~280mm / [U] 230mm~280mm
Ⓒ [M] BLACK / [U] L-GRAY

Ⓕ 겉감(갑피) - 쟈가드메쉬 + 합성가죽 / 안감(내피) - 심파텍스
안창(깔창) - 헥사라이트(오픈쉘 PU폼)
겉창(밑창) - 파이론 + PVC생크 + 합성고무 / 무게 - 326.5g (240mm 1편 무게)
Ⓢ [M] 255mm~280mm / [W] 230mm~250mm
Ⓒ [M] BLACK / [W] RED

잭슨

KPM1322U

\176,000

스니커

KUM1367U

NEW

바위나 암벽에 접지력이 강하도록 제작된 방수릿지화. 독일 심파텍스 방수원단을 내피로 적용. (완전 방수/투습)

극세사 합성가죽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은 사계절 스니커즈화.

Ⓕ 겉감(갑피) - 스프리트 (소가죽 + 메쉬) / 안감(내피) - 심파텍스 (방수제품)
안창(깔창) - 펀칭EVA / 아웃솔 - EVA + 합성고무 (부틸 50%)
Ⓢ [U] 235mm~285mm
Ⓒ [U] KHAKI

Ⓕ 겉감(갑피) - 합성가죽 100% / 안감(내피) - 메쉬
안창(깔창) - 헥사라이트 (PU폼 100g) / 겉창(밑창) - 파이론 + TPR (합성고무)
Ⓢ [U] 235mm~280mm
Ⓒ [U] BLACK, WHITE

\118,000

｜ 67 ｜

트리플

멀티

KUM1369U

\109,000

NEW

KUM1370U

NEW

워킹 또는 일상, 트레킹에 적합한 트레일 워킹화. (갑피 발수처리가공)
2톤 쟈가드니트에 스판텍스를 발등 일체형으로 적용. 3중구조 아웃솔을 사용.

발등과 발목넓이를 조절을 할수있는 샌들.

Ⓕ 겉감(갑피) - 쟈가드메쉬 70% + 스판메쉬 20% + 합성가죽 10% / 안감(내피) - 스판메쉬
안창(깔창) - 고경도EVA / 겉창(밑창) - TPU + 파이론 + 합성고무
Ⓢ [M] 255mm~285mm / [W] 230mm~250mm
Ⓒ [M] BLACK, WHITE-GRAY / [W] WHITE

Ⓕ 겉감(갑피) - 스판메쉬 55% + 웨빙 40% + 합성가죽 5% / 안감(내피) - 스판메쉬
안창(깔창) - 파이론 / 겉창(밑창) - EVA + 합성고무
Ⓢ [U] 230mm~280mm (반문대 겸용)
Ⓒ [U] BLACK, KHAKI

Ⓕ 겉감(갑피) - 스판메쉬 55% + 웨빙 40% + 합성가죽 5% / 안감(내피) - 스판메쉬
안창(깔창) - 파이론 / 겉창(밑창) - EVA + 합성고무
Ⓢ [U] 230mm~280mm (반문대 겸용)
Ⓒ [U] KHAKI

KSM1346MWU

\70,000

Ⓕ 겉감(갑피) - 2톤 쟈가드 메쉬 / 안감(내피) - 메쉬 / 안창(깔창) - EVA폼 / 겉창(밑창) - 파이론 + TPR / 무게 - 242g (240mm 1편 무게)
Ⓢ [M] 255mm~280mm / [W] 225mm~250mm / [U] 235mm~280mm
Ⓒ [M] BLACK / [W] VIOLET, BLACK / [U] GRAY, ORANGE

KTM1354MWU

\ 82,000

돌체

KRM1341U

\112,000

엘라스

KSM1349M

\98,000

Ⓕ 겉감(갑피) - 일러스틱 밴드 / 안감(내피) - 일러스틱 밴드
겉창(밑창) - 인젝션 파이론(EVA) + 합성고무
Ⓢ [W] 230mm~250mm (반문대 없음)
Ⓒ [W] D-GRAY, BROWN, BLACK

마거리트

KQM1334W

\90,000

Ⓕ 겉감(갑피) - 니트 / 안감(내피) - 메쉬 / 안창(깔창) - PU FORM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무게 - 249g (240mm 1편 무게)
Ⓢ [M] 255mm~285mm / [W] 230mm~250mm / [U] 235mm~280mm
Ⓒ [M] NAVY / [W] PURPLE / [U] BLACK

Ⓕ 겉감(갑피) - FLYKNIT + 합성가죽 / 안감(내피) - FLYKNIT + 합성가죽
안창(깔창) - 펀칭EVA / 겉창(밑창) - 파이론(EVA) + 합성고무
Ⓢ [U] 230mm~280mm (반문대 겸용)
Ⓒ [U] GRAY, BURGUNDY

Ⓕ 겉감(갑피) - 웨빙 + 합성가죽 / 안감(내피) - 스판메쉬
겉창(밑창) - 인젝션 파이론(EVA) + 합성고무
Ⓢ [W] 230mm~250mm (반문대 없음)
Ⓒ [W] BLACK, D-BROWN, VIOLET

\149,000

Ⓕ 겉감(갑피) - 합성피혁 + 샌드위치 메쉬 + 프리락 / 안감(내피) - 스판텍스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M] 250mm~280mm(반문대 없음) / [W] 230mm~250mm(반문대 없음)
Ⓒ [M] BLACK / [W] BURGUNDY

스쿠버

KSM1348MW

\150,000

다이아

KUM1371MU

NEW

공기순환(측면 망사메쉬). 물빠짐 용이(바닥 배수기능). 일상화로도 손색이 없는 다이얼 아쿠아 슈즈.

인젝션 타입의 EVA샌들. 통풍이 잘되고 발목고리가 앞뒤로 움직여 슬리퍼 및 샌들로 활용가능.

Ⓕ 겉감(갑피) - 합성가죽 + 메쉬 + 다이얼 / 안감(내피) - 스판텍스 / 안창(깔창) - 펀칭 EVA
겉창(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 / 무게 - 217g (240mm 1편 무게)
Ⓢ [M] 255mm~280mm / [W] 230mm~250mm
Ⓒ [M] NAVY / [W] RED

Ⓕ 겉감(갑피) - EVA 100% (이브이에이)
Ⓢ [M] 250mm~280mm (반문대 겸용) / [W] 230mm~250mm (반문대 겸용) / [U] 230mm~280mm (반문대 겸용)
Ⓒ [M] BLACK-WHITE / [U] BLACK, BEIGE-BROWN

줄리엣

\99,000

\90,000

Ⓕ 겉감(갑피) - 일러스틱 밴드 / 안감(내피) - 일러스틱 밴드
안창(깔창) / 겉창(밑창) - 인젝션 파이론(EVA) + 합성고무
무게 - 240g (260mm 1편 무게)
Ⓢ [M] 250mm~280mm (반문대 없음)
Ⓒ [M] BLACK

웨빙을 격자로 엮어 갑피로 사용하고 발목은 탈부착이 되도록 디자인된 여성샌들.
쿠션감이 좋은 인젝션파이론을 풋베드로 사용하고 바닥은 콜핑 전용으로 디자인된 고무창을 사용.

KTM1355M

KQM1335W

일러스틱 밴드를 발등, 발목, 뒷축에 사용하여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는 여성 샌들.
쿠션감이 좋은 인젝션파이론을 풋베드로 사용하고 바닥은 고무창을 사용함.

신축성 있는 갑피가 발에 맞게 적용되어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착화감을 제공하는 삭스형 니트 워킹화.

산행 및 계곡에서도 신을 수 있는 다이얼 스포츠 샌들.
벨크로 대신 와이어(프리락)로 조임기능을 하여 탈착이 편리하고 뒷축 벨크로 적용하여 길이 조절이 용이함.
파이론(EVA) 미드솔에 고무창을 사용하여 가볍고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면서 미끄럼에 용이함.

래드포드

일러스틱 밴드를 발등, 발목, 뒷축에 사용하여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는 남성 샌들.
쿠션감이 좋은 인젝션파이론을 풋베드로 사용하고 바닥은 고무창을 사용함.

일상생활 및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스파이크리스 니트 워킹화.

더블

베이직

탈부착이 자유로운 발 뒤축 힐 스트랩.
상황과 스타일의 변화에 맞게 샌들과 슬라이드 2가지 스타일로 연출 가능한 아이템.

별도의 합성피혁 장식이 없는 니트 갑피로,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러닝화. 가벼운 운동 및 일상 생활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아이템.

코지

｜ 68 ｜

\164 ,000

NEW

KQM1336W

｜ FOOTWEAR 신발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홀트

KUM1364MW

\96,000

일러스틱 밴드를 발등에 사용하여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
쿠션감이 좋은 인젝션파이론을 풋베드로 사용하고
바닥은 콜핑 전용으로 디자인된 고무창을 사용.

Ⓕ 겉감(갑피) - 일러스틱 밴드 + 합성가죽
안감(내피) - 일러스틱 밴드 + 합성가죽
겉창(밑창) - 인젝션 파이론(EVA) + 합성고무
Ⓢ [W] 230mm~250mm (반문대 없음)
Ⓒ [W] BLACK, PURPLE

\32,000

｜ 69 ｜

어퍼

KFM1361U

샤크

KTM1356U

탄성이 좋은 인젝션파이론창을 사용하여 가볍고 쿠션감이 좋은 슬리퍼.

인젝션 타입의 EVA 슬리퍼.

Ⓕ 겉감(갑피) - 합성가죽100% / 안감(내피) - 스판메쉬100% / 겉창(밑창) - EVA
Ⓢ [U] 230mm~280mm (반문대 겸용)
Ⓒ [U] BLACK, NAVY

Ⓕ EVA 100%
Ⓢ [U] 230mm~280mm (반문대 겸용)
Ⓒ [U] BLACK

KQM1328U

\26,000

탄성이 좋은 인젝션파이론창을 사용하여 가볍고 쿠션감이 좋은 슬리퍼.

KQM1324U

\

34,000

Ⓕ 겉감(갑피) - 합성가죽 / 안감(내피) - 웨빙(폴리에스터 100%)
겉창(밑창) - 3단 EVA
Ⓢ [U] 230mm~280mm (반문대 없음)
Ⓒ [U] BROWN, BLACK, GRAY

마린

KQM1326U

3단 EVA로 충격을 흡수하고 고무를 바닥창으로 사용한 조리.

3단 EVA로 충격을 흡수하고 고무를 바닥창으로 사용한 조리.

Ⓕ 겉감(갑피) - 합성가죽 / 안감(내피) - 웨빙(폴리에스터 100%)
겉창(밑창) - 3단 EVA + 합성고무
Ⓢ [U] 230mm~280mm (반문대 없음)
[U]
GREEN, RED, YELLOW
Ⓒ

Ⓕ 겉감(갑피) - 웨빙(폴리에스터100%)
안감(내피) - 웨빙(폴리에스터100%) / 겉창(밑창) - 3단 EVA + 합성고무
Ⓢ [U] 230mm~280mm (반문대 없음)
[U]
BLUE, RED, BLACK
Ⓒ

믹스

KTM1359U

인조퍼를 안감과 바닥전체에 사용하여 보온효과가 탁월한 MID CUT 방한부츠.
발수가공 처리한 스킨스웨이드 갑피사용. 인조퍼로 마무리된 깔창은 분리가 되어 단독 세탁이 가능.
가볍고 쿠션감이 좋은 파이론 미드솔 사용. 고무창을 바닥에 사용하여 미끄럼 방지에 도움이 됨.

Ⓕ 겉감(갑피) - 합성가죽 / 안감(내피) - 인조퍼 (폴리에스터100%)
안창(깔창) - EVA + 인조퍼 / 겉창(밑창) - 합성고무
Ⓢ [U] 235mm~280mm
Ⓒ [U] BLACK

\30,000

3단으로 EVA를 밑창으로 사용하여 무게가 가벼운 조리.

Ⓕ 겉감(갑피) - 합성가죽 / 안감(내피) - 스판메쉬(폴리에스터100%) / 겉창(밑창) - I.P(EVA)
Ⓢ [U] 230mm~280mm (반문대 없음)
Ⓒ [U] BLACK, D-NAVY

KQM1325U

에반

\32,000

\112,000

｜ FOOTWEAR 신발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버니

제트

｜ 70 ｜

\26,000

오로라

KTM1358U

\

36,000

\99,000

2톤 쟈가드메쉬에 인조퍼를 안감과 바닥전체에 사용하여 통기가 되면서도 보온효과가 탁월한 방한 워킹화.
인조퍼로 마무리된 깔창은 분리가 되어 단독 세탁이 가능. 가볍고 쿠션감이 좋은 파이론 미드솔 사용.
고무창을 바닥에 사용하여 미끄럼 방지에 도움이 됨.

Ⓕ 겉감(갑피) - 2톤쟈가드메쉬(폴리에스터100%) / 안감(내피) - 인조퍼 (폴리에스터100%)
안창(깔창) - EVA + 인조퍼 / 겉창(밑창) - 합성고무
Ⓢ [U] 235mm~280mm
Ⓒ [U] BLACK

｜ 71 ｜

KFI2087U \122,000

Ⓜ 카본
Ⓢ 3단 (660m~1300mm)
Ⓒ WHITE, YELLOW

이드 폴딩스틱

KFI2088U

Ⓜ 두랄루민 7075
Ⓢ 4단 (370~1350mm)
Ⓒ MINT, YELLOW

카라코람II 3단

KFI2089U \56,000

Ⓜ 두랄루민 7075
Ⓢ 3단 (640~1300mm)
Ⓒ BLACK, BROWN

접었을 때

트래블 4단

KFI2061U

Ⓜ 두랄루민 7075
Ⓢ 4단(1250mm)
Ⓒ PURPLE, BROWN, T-BLUE

\ 65,000

접었을 때

엘리스 3단

KFI2063U

Ⓜ 두랄루민 6061 + 7075
Ⓢ 3단(1300mm)
Ⓒ GRAY, RED, GREEN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접었을 때

카라코람 3단

KFI2082U

Ⓜ 두랄루민 7075
Ⓢ 3단 (640~1300mm)
Ⓒ NAVY, RED

｜ 72 ｜

\99,000

접었을 때

\55,000

접었을 때

케로 4단

KFI2075U

Ⓜ 두랄루민 7075
Ⓢ 4단 (1000mm)
Ⓒ BLUE, D-PURPLE

\52,000

접었을 때

접었을 때

이지폴딩스틱

KFI2068U

Ⓜ 두랄루민 7075
Ⓢ 3단 (415~1300mm)
Ⓒ BLUE, RED

\53,000

바바 카본 3단

KFI2039U

Ⓜ 카본
Ⓢ 3단 (1250mm)
Ⓒ NAVY, ORANGE, YELLOW

\ 84 ,000

\ 65,000

접었을 때

헥스 카본 3단
Ⓜ 카본
Ⓢ 3단 (1300mm)
Ⓒ BLACK

KFI2066U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 84 ,000

｜ TREKKING POLE 등산스틱 ｜

와크카본 3단

접었을 때

JACKET 아라스 KTO8564M BLUE ｜ PANTS 에이서(CL) KTP9572M BLACK ｜ SHOES 클라임 KFM1368W BROWN
GLOVE 스노키-G KTG5603U NAVY ｜ BACKPACK 하젤 28 KUB3364U GRAY
TREKKING POLE DOLOMITI LTD XFI2085U RED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접었을 때

｜ 73 ｜

마스터즈

2020-2021 FALL & WINTER COLLECTION

마스터즈

2020-2021 FALL & WINTER COLLECTION

｜ FOOTWEAR 신발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MASTERS는 1977년 2월 설립 이래 혁신, 기술, 노하우,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MASTERS는 창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소비자 존중, 믿음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 품질의 스키 폴, 트레킹 폴, 하이킹 폴,
트레일 러닝 폴, 노르딕 워킹 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INNOVATION
KNOW-HOW
PASSION
SINCE 1977
｜ 74 ｜

75

｜ 75 ｜

TRECIME ALUⅡ

TRECIME CARBON

XFI2081U

\188,000

Ⓜ 몸체 - ø12X13-14-16 알루텍 7075
손잡이 - FALCO 손잡이 + 가벼운 스트랩
고정장치 - 날개 잠금장치 + 상하조절
스파이크(촉) - 항공학적 설계를 이용한 7075 알루미늄 스파이크(촉)
Ⓦ 중량 - 1PCS당 217g
펼쳤을
때 - 110~130cm / 수납 시 - 35cm
Ⓢ
Ⓒ ORANGE

Ⓜ 몸체 - ø12X13-14-16 FULL 카본100%
손잡이 - FALCO 손잡이 + 가벼운 스트랩
고정장치 - 날개 잠금장치 + 상하조절
스파이크(촉) - 항공학적 설계를 이용한 7075 알루미늄 스파이크(촉)
Ⓦ 중량 - 1PCS당 190g
펼쳤을
때 - 110~130cm / 수납 시 - 35cm
Ⓢ
Ⓒ BLUE

SUMMIT LIGHT CALU

DOLOMITI LTD

TRAIL RUNNING LINE

XFI2080U

Ⓜ 몸체 - ø12-14-16-18 알루텍 7075
손잡이 - PALMO 손잡이 + EVO 스트랩
고정장치 - 날개잠금장치 + BS
스파이크(촉) - 스틸
Ⓦ 중량 - 1PCS당 218g
Ⓢ 펼쳤을 때 - 110~130cm / 수납 시 - 52cm
Ⓒ BLUE, RED

\90,000

TREKKING ULTRA STRONG LINE

SUMMIT LIGHT W

XFI2076U

Ⓜ 몸체 - ø12-14-16 알루텍 7075
손잡이 - PALMO 손잡이 + EVO 스트랩
고정장치 - BS
스파이크(촉) - 카바이드 스파이크(촉)
Ⓦ 중량 - 1PCS당 208g
Ⓢ 펼쳤을 때 - 110~125cm / 수납 시 - 58cm
Ⓒ VIOLET

\ 86,000

TREKKING LINE

SUMMIT LIGHT

XFI2077U

Ⓜ 몸체 - ø12-14-16 알루텍 7075
손잡이 - PALMO 손잡이 + 가벼운 스트랩
고정장치 - BS
스파이크(촉) - 카바이드 스파이크(촉)
Ⓦ 중량 - 1PCS당 218g
Ⓢ 펼쳤을 때 - 110~135cm / 수납 시 - 61cm
Ⓒ D-GREEN
TREKKING LINE

\ 86,000

POCKETREKⅡ

XFI2078U

Ⓜ 몸체 - ø12-14-16 알루텍 7075
손잡이 - POCKET T + 밴드형 스트랩
고정장치 - BS
스파이크(촉) - 카바이드 스파이크(촉)
Ⓦ 중량 - 1PCS당 168g
Ⓢ 펼쳤을 때 - 75~100cm / 수납 시 - 49cm
Ⓒ GRAY
TREKKING LINE

\76,000

8

TRAIL RUNNING LINE

SPEEDSTER ALU

｜ MASTERS 마스터즈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164 ,000

XFI2073U

XFI2086U

2PCS 1SET

\217,000

Ⓜ 몸체 - ø12-14-16 CALUⓇTECH+ (카본 100% + 알루텍 7075)
손잡이 - PALMO LONG 손잡이 + EVO 스트랩
고정장치 - BS
스파이크(촉) - 카바이드 스파이크(촉)
Ⓦ 중량 - 1PCS당 212g
Ⓢ 펼쳤을 때 - 110~135cm / 수납 시 - 61cm
Ⓒ BLACK
TREKKING LINE

｜ 76 ｜

2PCS 1SET

XFI2085U

Ⓜ 몸체 - ø12-14-16 알루텍 7075
손잡이 - PALMO 손잡이 + EVO 스트랩
고정장치 - 날개 잠금장치
스파이크(촉) - 카바이드 스파이크(촉)
Ⓦ 중량 - 1PCS당 234g
Ⓢ 펼쳤을 때 - 95~125cm / 수납 시 - 57cm
Ⓒ BLACK, RED
TREKKING LINE

\227,000

SCOUT III

XFI2084U

Ⓜ 몸체 - ø14-16-18 알루미늄 5083
손잡이 - T6 CORK + 밴드형 스트랩
고정장치 - BS
스파이크(촉) - 스틸
Ⓦ 중량 - 1PCS당 248g
Ⓢ 펼쳤을 때 - 110~140cm / 수납 시 - 65cm
Ⓒ BLACK, ORANGE
TREKKING LINE

\56,000

TRAINNING SPEED

XFI2083U

Ⓜ 몸체 - ø14-16 알루텍 7075
손잡이 - ESSENZA CLICK CORK 코르크
고정장치 - 날개 잠금장치
스파이크(촉) - 여행용 카바이드(촉)
Ⓦ 중량 - 1PCS당 225g
Ⓢ 펼쳤을 때 - 90~130cm / 수납 시 - 86cm
Ⓒ GRAY

2PCS 1SET

\169,000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태리 명품 수입 등산스틱 마스터즈

NORDIC WALKING LINE

｜ 77 ｜

NEW

NEW

에카두 40

\260,000

KUB3372U

Ⓕ
Ⓥ
Ⓒ
Ⓡ

NYLON, POLYESTER
40L
D-GRAY, BLACK
YES

NYLON, POLYESTER
28L
KHAKI, GRAY
YES

배낭

KO L P I N G FA L L & W I N T E R 2 02 2-2 023 C O L L E CT I O N

NEW

미르 15

KUB3365U

\99,000

RECYCLE PET 원단 사용. 이 제품은 100% 리사이클 원단으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제품. 앞판 메쉬 포켓과
스트링, 스톱퍼 구성으로 수납이 용이하고 미니 파우치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 RECYCLE PET 원단
(POLYETHYLENE TERAPHTHALATE), POLYESTER
Ⓥ 15L
Ⓒ L-GRAY, PURPLE
Ⓡ NO

NEW

레이나.5

Ⓕ
Ⓥ
Ⓒ
Ⓡ

[여] JACKET 아라스 KTO8564W RED ｜ PANTS 에이서(CL) KTP9572W BLACK ｜ CAP & HAT 헨가-C KTC8713U BLACK
GLOVE 레인져-G KTG5598U BLACK ｜ BACKPACK 하젤 28 KBU3364U KHAKI

NEW

눅스 8

NEW

KUB3366U

힙색, 크로스백, 슬링백등으로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우수함. 내부 워터 보틀 수납 공간과
하단 용량 추가 지퍼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
Ⓥ
Ⓒ
Ⓡ

출시예정
KOLPING

SPORTS

KUB3368U

NYLON, POLYESTER
0.5L
BEIGE, BLACK
NO

\33,000

셀라 미니백

KUB3369U

출시예정
KOLPING

힙색, 슬링백 스타일로 연출 가능한 데일리용 미니백.

SPORTS

NYLON, POLYESTER
1L
GRAY
NO

NEW

KUB3367U

휴대폰 및 간단한 소지품 수납이 용이한 미니 사이드백.
여행시나 간편한 산행시 및 나들이시 유용한 제품.
스트링 끝 스톱퍼 구성으로 사용자에 맞게 스트링 길이 조절이 가능함.

Ⓕ
Ⓥ
Ⓒ
Ⓡ

콘트라

Ⓕ
Ⓥ
Ⓒ
Ⓡ

NYLON, POLYESTER
8L
BLACK
NO

NEW

퀼팅으로 포인트를 준 데일리 사이드백.
고리형으로 클러치로도 사용가능하여 활용도 우수.

｜ 78 ｜

\169,000

｜ BAG & BACKPACK 배낭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Bag & Backpack

KUB3364U

넉넉한 수납공간과 앞판 스트링 구성으로 실용적인 28L 배낭.
앞판 스트링 탈부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우수함.
조일 수 있는 사이드 포켓으로 수납이 간편하고 앞판 3M 웨빙으로
야간식별에 용이함. 에어메쉬 등판 시스템으로 통기성이 우수함.

에카두 28L, 32L 시리즈를 이어 40L로 출시된 배낭.
다양한 포켓 구성과 후드로 실용성을 극대화 하였고 전면 U자 지퍼는 메인공간으로 연결되어 수납시 용이하고
AIR-SPACE 등판 시스템으로 통기성이 우수함.

Ⓕ
Ⓥ
Ⓒ
Ⓡ

하젤 28

NYLON
12.5 X 17 X 2cm
BEIGE, BLACK
NO

출시예정

리브 보조백

KFB3371U

\19,000

간단한 소지품 수납에 유용한 사이드백.
산행시 보조백으로, 일상생활시 데일리백으로 활용도가 우수함.

Ⓕ
Ⓥ
Ⓒ
Ⓡ

POLYESTER
25 X 16 X 2.5cm
BLACK, CHARCOAL, BEIGE
NO

｜ 79 ｜

BACK

카고 프레임백Ⅱ(100)

KFB3285U

발토로 75
\460,000

100L의 카고백을 고정하여 사용하는 프레임백.
다양한 웨빙 구성으로 카고백의 완벽한 고정을 도와줌.
어깨끈과 힙벨트의 에어메쉬 구성으로 통기성을 높여 쾌적한 산행을 도와줌.
U자형 지퍼사용으로 지퍼 오픈공간이 넓어 실용적이며 TOP 부분의
공간 분리를 통해 실용성을 극대화 시킨 제품.

Ⓕ
Ⓥ
Ⓒ
Ⓡ

KRB3310U

\260,000

앞판 ∩자 지퍼 오픈시 메인공간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물건 수납이 용이하고
물건 쏟김 방지를 위한 메쉬 칸막이 구성으로 실용성을 극대화한 제품. 웨빙+버클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스틱이나 롤매트 등을 쉽게 수납 가능하고 AIR-SPACE
등판시스템으로 통기성이 우수하고 오랜시간 등반시에도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음.

Ⓕ
Ⓥ
Ⓒ
Ⓡ

N/420D 돌출립 PU, N/420D 스몰립 PU, P/600D PU
40L
BLACK, D-RED
YES

콜린 38

KMB3229U

\179,000

카모 플라쥬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시티백.
노트북이나 책을 수납하기 유용하고 다양한 사이즈의 포켓 구성으로 실용적임.
내부에 스펀지가 삽입되어 수납된 물건을 보호 할 수 있고 착용시에도
각이 잡혀 멋스러운 제품.

Ⓕ
Ⓥ
Ⓒ
Ⓡ

｜ 80 ｜

N/420D 돌출 RIP PU, P/210D WINDOW RIP PU, P/600D PU
38L
D-GRAY, BROWN
YES

N/420D 돌출RIP PU, N/420D 고밀도 PU
75L
RED, NAVY
YES

재클린 40

KMB3250U

\250,000

KFB3236U

후드형 대형 배낭으로 알찬 수납공간이 실용적인 65L 대형 배낭.
하단 웨빙과 양옆 웨빙 구성으로 수납이 간편하고 등판 성형 스펀지 구성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제품. M, L 사이즈 구성으로 사용자의 체형에 맞는
사이즈로 선택 가능함.

Ⓕ
Ⓥ
Ⓒ
Ⓡ

N/420D 고밀도 PU, N/420D 돌출RIP PU
65L
[M] BURGUNDY / [L] GRAY
YES

크롬

KNB3257U

KMB3136U 후속 모델로 지퍼와 웨빙에 컬러 포인트를 줌.
알찬 지퍼 구성과 하단 웨빙 구성으로 실용적이며, 등판 성형 스펀지 사용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40L 배낭.

백팩과 토트백 기능을 겸비한 내부 구성이 알찬 제품.

Ⓕ
Ⓥ
Ⓒ
Ⓡ

Ⓕ
Ⓥ
Ⓒ
Ⓡ

N/420D SMALL RIP PU, N/420D 돌출 RIP PU
40L
D-BROWN, D-GREEN
YES

모루 35

KUB3359U

\232,000

\375,000

\223,000

KQB3289U

\210,000

\176,000

3171 후속 모델로 앞판 프린트와 지퍼 컬러로 포인트를 준 중형 배낭.
실용적인 지퍼 구성으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하단 웨빙과 버클 구성으로
매트나 침낭등을 손쉽게 수납할 수 있음.

Ⓕ
Ⓥ
Ⓒ
Ⓡ

Ⓕ
Ⓥ
Ⓒ
Ⓡ

P/210D 돌출립 PU, P/420D 고밀도 PU, P/600D PU
35L
BLUE, RED, BLACK
YES

에카두 32

KTB3349U

\239,000

제이드 32

KSB3329U

\180,000

3177 후속 모델로 앞판 프린트와 컬러 지퍼, 하단 카치온 원단으로 포인트를 준
중형 배낭. 세로로 슬림한 디자인으로 등에 밀착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강렬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제품.

KSB3331U 후속 모델로, 사이즈를 확대하여 활용성을 극대화시킨 32L 배낭.
전면 U자 지퍼는 메인공간으로 연결되어 수납시 용이하고
다양한 포켓과 지퍼 구성이 돋보이는 제품

스트라이프 원단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넉넉한 수납공간과 히든 힙벨트 포켓으로 실용성을 극대화한 배낭.

Ⓕ N/420D 돌출립 PU, P/600D 카치온 PU,
N/420D 고밀도 PU, P/600D PU
Ⓥ 35L
Ⓒ RED, BLUE, GRAY
Ⓡ YES

Ⓕ
Ⓥ
Ⓒ
Ⓡ

Ⓕ
Ⓥ
Ⓒ
Ⓡ

랙 32

Ⓕ
Ⓥ
Ⓒ
Ⓡ

앞판 스트링, 스톱퍼 구조로 활용도가 우수하고
윗뚜껑 방식으로 수납력이 좋으며 다양한 웨빙,버클 구성으로 실용성이 우수.
등판 에어 시스템으로 통풍이 원활하고 착용감이 뛰어난 제품.

NYLON, POLYESTER
35L
KHAKI, BLACK
YES

KQB3288U

KRB3309U

\180,000

윗지퍼 오픈 방식의 32L 중형 배낭.지퍼 오픈 공간이 넓어 물건 수납이 용이하고
사이드에는 스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웨빙구성이 되어 실용적인 제품.
AIR-SPACE 등판 시스템으로 통기성이 우수하여 쾌적하게 착용 가능함.

N/600D CORDURA PU
38L
BLACK
NO

카라치 35

토미 35

N/210D 삼선 자가드 PU, P/420D HD PU
32L
NAVY, BLACK
YES

카멜 30

KTB3344U

\136,000

워싱된 메인 원단을 사용하고 가죽 와펜을 적용하여
고급화 시킨 30L 배낭. 아웃도어 활동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도가 좋은 제품,

Ⓕ
Ⓥ
Ⓒ
Ⓡ

NYLON
30L
BLACK, D-BEIGE
YES

NYLON, POLYESTER
32L
BEIGE, L-GRAY, BLACK
YES

테르 32

KNB3272U

\189,000

다양한 지퍼 포켓 구성이 실용적인 32L 배낭. U자형 앞판 전면 지퍼 구성으로
손쉽게 오픈할 수 있어 산행시 편리함. 사이드 웨빙은 스틱 및 스키 등의 수납이
용이하고 등판 에어메쉬 구성으로 뛰어난 통기성을 주어 쾌적한 산행을 도와줌.

Ⓕ
Ⓥ
Ⓒ
Ⓡ

P/420D 돌출립 PU, P/420D SMALL RIP PU
32L
T-BLUE, D-BROWN
YES

샌드퍼 30

KMB3227U

\119,000

POLYAMIDE
32L
BLACK, NAVY
YES

우유니 30

KTB3351U

\99,000

전면에 넉넉한 투포켓 구성으로 활용도가 높고
캐쥬얼룩이나 스쿨룩에도 유용한 백팩 스타일.

Ⓕ
Ⓥ
Ⓒ
Ⓡ

NYLON
30L
D-KHAKI, D-BEIGE
NO

모리 28

KUB3363U

윗뚜껑 오픈 방식으로 수납이 편리하며, 사이드 주머니에
카모플라쥬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L-BROWN 패턴 원단 제외)

심플한 구성으로 간편한 산행 및 데일리용으로 유용한 제품.

Ⓕ
Ⓥ
Ⓒ
Ⓡ

Ⓕ
Ⓥ
Ⓒ
Ⓡ

P/210D WINDOW RIP PU, P/210D 돌출립 PU, P/600D PU
30L
GRAY, KHAKI, L-BROWN
YES

｜ BAG & BACKPACK 배낭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마타람 40

\380,000

다양한 구성으로 실용성을 극대화 시킨 75L 대형 배낭. 앞판에는 헬멧 등 부피가 있는
물건 수납이 용이하도록 지퍼속에 스판원단을 구성하였고 U자 지퍼로 메인공간이
바로 오픈되어 손쉽게 짐을 꾸릴 수 있고 산행시에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실용적임.
후드 탈부착형으로 탈착시에는 힙쌕으로 활용 가능함. 등판은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어깨끈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 착용감이 우수하고 에어스페이스 시스템으로
통풍이 잘 되어 쾌적한 산행을 도와줌.

Ⓕ
Ⓥ
Ⓒ
Ⓡ

N/1000D CORDURA PU
100L
RED, KHAKI
YES

피델리오 65

KFB3293U

\76,000
KOLPING

SPORTS

POLYESTER
28L
D-BEIGE, BLACK
NO

｜ 81 ｜

테이반 28
에카두 28

KSB3331U

\126,000

넉넉한 포켓과 지퍼 구성이 돋보이는 윗뚜껑 방식의 배낭.
필요시 상단 공간에도 수납이 가능하고 통기성이 우수한
등판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
Ⓥ
Ⓒ
Ⓡ

POLYAMIDE
28L
BLUE-GREEN, BLACK
YES

KNB3268U

\58,000

카라토 25+5

KQB3295U \126,000

간편하게 착용 가능한 28L 배낭.
3M 반사 원단으로 야간 식별이 용이하며 등판 에어메쉬 스펀지 구성으로
착용감이 좋은 제품.

다양한 포켓 구성으로 실용적인 28L 제품. 앞판 스판 메쉬 구성으로 부피있는
물건 수납이 용이하고 U자형 앞판 전면 지퍼 구성으로 손쉽게 오픈할 수 있어
산행시 편리함. 사이드 웨빙은 스틱 및 스키등의 수납이 용이하고 하단 스틱걸이는
히든 포켓 구성으로 미사용시에는 깔끔한 외관 연출이 가능함. 등판 에어메쉬
구성으로 뛰어난 통기성을 주어 쾌적한 산행을 도와줌.

KFB3169 후속 모델로 경쾌한 컬러로 포인트를 준 제품.
윗뚜껑 방식으로 수납이 용이하고 하단 지퍼는 내부로 통하게
구성되어 실용적. 5L 추가 구성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함.
돌출형 로고 와펜과 지그재그 자수가 돋보이는 제품.

Ⓕ POLYESTER
Ⓥ 28L
Ⓒ ORANGE, D-GREEN, D-GRAY, KHAKI, NAVY, GRAY
Ⓡ NO

Ⓕ
Ⓥ
Ⓒ
Ⓡ

Ⓕ
Ⓥ
Ⓒ
Ⓡ

빌카 26

KSB3324U

\113,000

N/420D 고밀도 PU, N/420D 돌출립 PU
28L
RED, L-BROWN
YES

카이론 26

KSB3327U

\112,000

P/210D 돌출립 PU, P/210 고밀도 PU
25+5L
BROWN, NAVY, CORAL
YES

사이먼 25

KSB3334U

\115,000

문 25+5

KMB3249U

\142,000

쿠카 25

KTB3338U

\122,000

앞판 곡선 절개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5L 여유 공간이 있어 실용적인 제품.

실용적인 수납공간 구성으로 활용성이 높은 25L 배낭.
볼륨감 있는 에어메쉬 등판 지지대 구성으로 아웃도어 활동시 적합한 제품.

Ⓕ
Ⓥ
Ⓒ
Ⓡ

Ⓕ
Ⓥ
Ⓒ
Ⓡ

P/210D TWO RIP PU, P/420D HD PU, P/210D SMALL RIP PU
25+5L
ORANGE, L-BROWN, PURPLE, GRAY
YES

플로라도 25

KNB3241U \136,000

POLYESTER
25L
L-PURPLE, NAVY, D-GRAY
YES

디엔 23

KRB3298U

\128,000

내부 노트북, 태블릿 PC등이 수납 가능한
오거나이즈 구성으로 실용적인 데일리 백팩.

앞판 스트링 구성으로 실용적인 26L 중형 배낭.
1도 컬러감 구성으로 심플하면서 코디 활용도가 높은 제품.

심플한 캐쥬얼 백팩 스타일로 활용도 높은 제품.

넉넉한 수납공간과 사이드 웨빙+버클 구성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
전면 곡선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통기성이 우수한 등판 구성으로
실용적인 배낭.

금속 버클 장식이 포인트인 25L 중형 배낭.
사이드 지퍼 주머니와 알찬 수납공간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경쾌한 느낌의 도트 프린트로 큐트한 23L 소형 배낭.
다양한 수납포켓과 스틱걸이, 위치 조절 가능한 가슴벨트 웨빙 구성,
힙벨트 포켓 등 소형 배낭이지만 디테일한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 P/840D PU
Ⓥ 28L
Ⓒ T-BLUE, BURGUNDY, GRAY
Ⓡ NO

Ⓕ
Ⓥ
Ⓒ
Ⓡ

Ⓕ
Ⓥ
Ⓒ
Ⓡ

Ⓕ
Ⓥ
Ⓒ
Ⓡ

Ⓕ
Ⓥ
Ⓒ
Ⓡ

Ⓕ
Ⓥ
Ⓒ
Ⓡ

페트라 26

｜ 82 ｜

\106,000

KRB3313U

\175,000

KQB3296U

\ 86,000

P/420D 돌출립 PU, P/600D PU
26L
VIOLET, BLACK
YES

웨일 26

KMB3247U

\135,000

POLYESTER
26L
NAVY, CHARCOAL
NO

우노 25+5

KQB3297U

\124 ,000

가벼운 야외 활동시 간편하게 착용 가능한 26L 배낭.
로고 프린트 지퍼와 돌출형 로고 와펜으로 포인트를 줌.

앞판 곡선 라인과 스티치로 고래를 형상화한 26L 중형 배낭.
실용적인 지퍼 구성과 화려한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음.
등판은 펀칭된 굴곡 스펀지 사용으로 통기성이 우수한 제품.

KMB3249U 후속 모델로 언밸런스한 컬러 배색이 돋보임.
다양한 지퍼 구성과 5L 추가 공간으로 실용적.
제품명을 표시한 큐트한 페이스 자수로 디테일을 살린 제품.

Ⓕ
Ⓥ
Ⓒ
Ⓡ

Ⓕ
Ⓥ
Ⓒ
Ⓡ

Ⓕ
Ⓥ
Ⓒ
Ⓡ

P/210D TWO RIP PU, P/210D 고밀도 PU, P/600D PU
26L
CHARCOAL, NAVY, ORANGE
NO

P/210D 돌출RIP PU, P/420D HD PU
26L
PURPLE, ORANGE, GRAY
YES

P/210D 돌출립 PU, P/210D 고밀도 PU, P/600D PU
25+5L
BLUE, GRAY, PINK
YES

NYLON
25L
BROWN, NAVY
YES

몰튼 23

KFB3287U

가까운 산행시 가볍게 착용가능한 소형 배낭.

Ⓕ
Ⓥ
Ⓒ
Ⓡ

P/210D 돌출립 PU, P/420D 고밀도 PU
23L
BLUE, RED, BLACK
NO

\90,000

P/210D 돌출립 PU, P/210D TWO RIP PU, P/420D HD PU
25L
BLUE, D-RED, BROWN
YES

딕시 23

KMB3228U

\103,000

앞판 트로피컬 프린트가 포인트인 제품.
특이한 절개라인의 지퍼에 가죽덮개와 스냅으로 잠금 장치를 구성하여
디테일을 살렸음.

Ⓕ
Ⓥ
Ⓒ
Ⓡ

P/210D 돌출립 PU
23L
ORANGE, PURPLE, BROWN
YES

｜ BAG & BACKPACK 배낭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로니 28

더비 28

KNB3271U

P/210D 돌출립 PU, P/600D PU
23L
CHARCOAL, RED, D-PURPLE
YES

데이먼 22

KNB3269U

\128,000

내부에 노트북, 태블릿 PC등이 수납 가능한 다양한 오거나이즈 구성으로
실용적인 데일리 백팩.

Ⓕ
Ⓥ
Ⓒ
Ⓡ

N/840D PU
22L
L-GRAY, BLACK, NAVY
NO

｜ 83 ｜

멜리 22

\55,000

무키 20

KSB3323U

\ 86,000

모리 20

\57,000

KUB3362U

가벼운 산행시 적합한 소형 배낭으로 심플한 디자인과
가벼운 중량이 특징인 제품.

앞판 3M 반사 원단과 로고 TPR 와펜으로 포인트를 준 20L 배낭.
심플한 구성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

심플한 구성으로 간편한 산행 및 데일리용으로 유용한 제품.

Ⓕ
Ⓥ
Ⓒ
Ⓡ

Ⓕ
Ⓥ
Ⓒ
Ⓡ

Ⓕ
Ⓥ
Ⓒ
Ⓡ

P/210D SMALL RIP PU
22L
ORANGE, BROWN, NAVY
NO

KMB3237U

\ 60,000

P/210D 돌출 RIP PU, P/600D PU
20L
D-GRAY, NAVY
NO

빌리 20

KMB3242U

\56,000

KOLPING

SPORTS

KTB3339U

\72,000

KSB3325U

\ 65,000

가벼운 중량감과 착용시 바디에 밀착되는 디자인으로 러닝 및
사이클 활동시 유용한 제품. 워터 호수 구멍이 있어 실용적이고
전체 메쉬로 구성된 어께끈으로 통기성이 뛰어남.

Ⓕ
Ⓥ
Ⓒ
Ⓡ

POLYESTER
20L
BEIGE, BLACK, L-GRAY, NAVY
NO

홀로 15

비트 10

N/70D 210T DICHOTOMY PU
10L
NAVY, BROWN
NO

모노비 10

KNB3239U

\ 65,000

앞 버클 구성과 내부 조리개 방식으로 수납이 간편한 심플라인 배낭.

워싱된 소재 사용으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소형 백팩
포켓 구성이 실용적이고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시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

싸이클, 가벼운 등반, 야외활동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슬링백.

Ⓕ
Ⓥ
Ⓒ
Ⓡ

Ⓕ
Ⓥ
Ⓒ
Ⓡ

Ⓕ
Ⓥ
Ⓒ
Ⓡ

Ⓕ
Ⓥ
Ⓒ
Ⓡ

KSB3322U

\ 86,000

P/600D PU
20L
NAVY, KHAKI, BEIGE
NO

엠마 15

KOB3277U

\ 85,000

NYLON
15L
GRAY, BLACK
NO

라이트 15

KNB3265U

\43,000

마션 9

KNB3266U

가벼운 산행시 유용한 소형 배낭.

부피가 작고 중량이 가벼우며 패커블 기능이 있어 실용적인 제품
(패커블 방법 - 윗뚜껑을 뒤집어 그 부분에 배낭을 접어 넣고 지퍼를 닫습니다.)

지퍼 및 웨빙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어깨끈 힙색으로
가벼운 산행 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

Ⓕ
Ⓥ
Ⓒ
Ⓡ

Ⓕ
Ⓥ
Ⓒ
Ⓡ

Ⓕ
Ⓥ
Ⓒ
Ⓡ

Ⓕ
Ⓥ
Ⓒ
Ⓡ

P/210D 돌출RIP PU, P/420D HD PU
15L
BROWN, KHAKI
NO

P/210D TWO RIP PU
15L
BLACK, ORANGE
NO

KOLPING

SPORTS

\ 89,000
KOLPING

SPORTS

P/420D 돌출립 PU, P/420D 고밀도 PU, P/420D SMALL RIP PU
9L
NAVY, D-KHAKI, YELLOW
NO

KSB3326U

\72,000

러닝 및 사이클 활동시 유용한 제품으로 바디에 밀착되게
착용 가능하여 착용감이 우수하고 어깨끈에 다양한
포켓 구성으로 실용적이며 앞판 3M 반사 테이프 구성으로
야간 식별이 용이한 제품.

Ⓕ
Ⓥ
Ⓒ
Ⓡ

KOLPING

SPORTS

N/210D DARK GRID PU
5L
BLACK
NO

러닝 및
사이클 전용

KOB3276U

\ 69,000

모노톤의 컬러감으로 무난한 코디가 가능한 슬링백.

KOLPING

탈리아 10

Ⓕ
Ⓥ
Ⓒ
Ⓡ

P/600D 카치온 PU, P/420D HD PU
10L
GRAY, BEIGE, NAVY
NO

워싱된 패브릭 사용으로 고급스럽고 앞판 스판원단 포켓과
스틱걸이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N/420D WASHING PU, P/420D HD PU, P/600D PU
15L
BLACK, L-NAVY
NO

SPORTS

러닝 및
사이클 전용

넉넉한 수납공간이 실용적인 20L 배낭.

P/210D SMALL RIP PU
20L
PURPLE, BLACK, BROWN
NO

KOLPING

오아후 5

SPORTS

딜런 8

KRB3304U

\ 84 ,000

수납공간이 넉넉하여 실용적이며 심플한
외관이 돋보이는 힙색. 양쪽 모두 워터보틀 수납이 가능하고
어깨끈 탈부착 기능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

Ⓕ
Ⓥ
Ⓒ
Ⓡ

P/420D INVISIBLE TRIANGLE PU, P/420D HD PU
8L
BLACK, NAVY
NO

KOLPING

SPORTS

\ 62,000
KOLPING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활용도가 높은 슬링백.

Ⓕ
Ⓥ
Ⓒ
Ⓡ

SPORTS

NYLON
10L
BLACK, D-BROWN
NO

KFB3286U

\38,000

아담한 사이즈로 부담없이 착용 가능한 슬링백.
투톤 원단과 지퍼로 포인트를 주었음.

KOLPING

레오 3

Ⓕ
Ⓥ
Ⓒ
Ⓡ

N/420D Rain Mrld PU
10L
BLACK, GRAY
NO

KTB3342U

티머 10

SPORTS

P/600D 투톤 PU
3L
BLACK, NAVY, GRAY, BURGUNDY
NO

크루즈 8

KOB3278U

\ 83,000

앞판 사선 라인과 지그재그 스티치로 포인트를 준 어깨끈 힙쌕.

Ⓕ
Ⓥ
Ⓒ
Ⓡ

｜ BAG & BACKPACK 배낭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모모 20

먼크 15

｜ 84 ｜

KNB3264U

KOLPING

SPORTS

P/210D 돌출RIP PU, P/210D SMALL RIP PU, P/420D HD PU
8L
L-GRAY, KHAKI
NO

｜ 85 ｜

프레도 8

KFB3251U

\ 89,000
KOLPING

앞판 컬러 배색과 도트 나염으로 포인트를 준 어깨끈 힙쌕.

Ⓕ
Ⓥ
Ⓒ
Ⓡ

SPORTS

P/210D 돌출립 PU, P/210D SMALL RIP PU, P/420D HD PU
8L
BLACK, ORANGE, KHAKI
NO

KMB3226U

가벼운 산행시 유용한 다용도 힙쌕.
뚜껑형 오픈 방식으로 수납이 간편하고
앞판 버클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
Ⓥ
Ⓒ
Ⓡ

\ 89,000
KOLPING

SPORTS

테디 8

Ⓕ
Ⓥ
Ⓒ
Ⓡ

P/210D 돌출립 PU, P/420D 고밀도 PU
7L
D-GRAY, BROWN, ORANGE
NO

KNB3270U

\ 83,000

힙색으로도 크로스로 착용하여 슬링백으로도 유용한 제품.
다양한 지퍼 포켓 구성으로 실용적이며 절개 포켓 내부에는
워터보틀 수납이 가능 하도록 구성됨. 용량 추가 지퍼가 있어
더 많은 공간 활용이 가능한 제품.

KOLPING

SPORTS

로탕 2.5

\

내구성이 뛰어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활용도가 우수한 힙색

Ⓕ
Ⓥ
Ⓒ
Ⓡ

POLYESTER
8L
NAVY, GRAY
NO

KTB3354U

43,000
KOLPING

SPORTS

로이 2.5

Ⓕ
Ⓥ
Ⓒ
Ⓡ

POLYESTER
2.5L
BLACK
NO

KSB3319U

\42,000

워터보틀 수납이 용이한 힙색.
크로스 웨빙이 추가 구성되어 착용시 흘러내림을 방지한 제품.

Ⓕ
Ⓥ
Ⓒ
Ⓡ

KOLPING

SPORTS

\40,000

워터보틀 수납이 가능한 힙색.
힙색으로 슬링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 P/420D INVISIBLE TRIANGLE PU, P/420D HD PU
Ⓥ 2L
Ⓒ BLACK, RED, NAVY
Ⓡ NO

KOLPING

SPORTS

KRB3305U

힙색, 크로스백,슬링백등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우수한 제품. 심플한 외관에 로고 와펜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등판 포켓 작업으로 휴대폰,
카드등의 소지품 수납이 용이함.

Ⓕ
Ⓥ
Ⓒ
Ⓡ

N/210D SM RIP PU, P/420D HD PU
1.5L
BLACK, NAVY
NO

KRB3301U

심바 2.5

KOLPING

SPORTS

KNB3255U

워터보틀과 간단한 소지품 수납이 가능한 힙색.

P/210D 돌출립 PU
2L
BLACK, PURPLE, D-GREEN
NO

심바 1.5

\40,000
KOLPING

SPORTS

KSB3317U

\40,000

힙색, 크로스백, 슬링백등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우수한 제품. 심플한 외관에 로고 와펜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등판 포켓 작업으로 휴대폰, 카드등의
소지품 수납이 용이함.

Ⓕ
Ⓥ
Ⓒ
Ⓡ

N/210D 삼선 자가드 PU
2.5L
BLACK, NAVY
NO

그란디 2

Ⓕ
Ⓥ
Ⓒ
Ⓡ

\56,000

KOLPING

SPORTS

KSB3318U

\56,000

힙색, 크로스백, 슬링백등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우수한 제품. 내부 워터 보틀 수납 공간과 하단 용량 추가
지퍼 구성으로 실용적이고 세로 웨빙 및 버클 구성으로
활용도를 더한 제품.

Ⓕ
Ⓥ
Ⓒ
Ⓡ

N/420D DARK GRID DOT CLOTH PU
9L
BLACK , BROWN
NO

KOLPING

SPORTS

KRB3312U

\38,000
KOLPING

간편하게 착용 가능한 힙색.

Ⓕ
Ⓥ
Ⓒ
Ⓡ

N/210D THREE LINE JACQUARD PU
1.5L
L-GRAY, D-ORANGE
NO

아조트 9

라푸

P/210D 돌출립 PU, P/420D HD PU
1.5L
BLACK, D-GREEN, L-GRAY, NAVY, PINK, YELLOW
NO

포코

KFB3212U

가벼운 산행시 유용한 미니 힙색.
도트 프린트와 사선 절개라인이 포인트.

Ⓕ
Ⓥ
Ⓒ
Ⓡ

SPORTS

\

42,000
KOLPING

SPORTS

N/210D 돌출립 PU, N/210D 스몰립 PU, N/420D 고밀도 PU
1.5L
GRAY, BROWN, ORANGE
NO

19,000

\

KOLPING

SPORTS

KSB3315U
KSB3316U

컴팩트한 사이즈의 힙색으로 아우터속에도 슬림하게 착용
가능한 제품. 3M 반사 원단과 삼각링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투명 실리콘 로고 처리로 심플한 제품.

Ⓕ
Ⓥ
Ⓒ
Ⓡ

KOLPING

SPORTS

티모아 2.5

KTB3352U

\ 55,000

다양한 포켓 구성과 넉넉한 사이즈로 활용도가 높은 사이드백.

Ⓕ
Ⓥ
Ⓒ
Ⓡ

NYLON
2.5L
BLACK, D-BROWN
NO

로탕 1.2

KOLPING

SPORTS

SPORTS

KRB3299U

\40,000

조직감 있는 패브릭 사용으로 포인트를 준 힙쌕.
슬링백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심플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

Ⓕ
Ⓥ
Ⓒ
Ⓡ

N/210D THREE LINE GRID PU
[3315] 0.5L / [3316] 0.7L
BLACK
NO

KOLPING

POLYESTER, NITRILE
2L
BLACK, BEIGE
NO

\29,000

\33,000

\40,000

KSB3333U

부드러운 양털 소재의 힙색으로
코디에 포인트가 되는 제품.

Ⓕ
Ⓥ
Ⓒ
Ⓡ

P/600D PU
2.5L
BLACK
NO

클링.7

알링 2

KOLPING

SPORTS

P/420D INVISIBLE TRIANGLE PU, P/300D CAMOU PU
1.2L
BLACK
NO

하이드

KTB3341U

다양한 수납공간 구성으로 실용적인 사이드백.

Ⓕ
Ⓥ
Ⓒ
Ⓡ

｜ BAG & BACKPACK 배낭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액틴 1.5

KSB3337U

간편하게 착용 가능한 힙색.

클링.5

킬롬 2

｜ 86 ｜

우드바인 7

\49,000
KOLPING

SPORTS

NYLON
1.8L
GRAY, BLACK
NO

｜ 87 ｜

마망2

KTB3353U

\ 68,000

탈부착이 가능한 미니 파우치 구성으로 활용도가 높은 크로스백.
파우치는 탈착시 배낭 어깨끈 등에 부착하여 사용가능함

Ⓕ
Ⓥ
Ⓒ
Ⓡ

SPORTS

KTB3343U

\78,000

넉넉한 사이즈의 사이드백으로 메인 지퍼 공간에
프린트 원단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줌.
실용적인 지퍼 구성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

Ⓕ
Ⓥ
Ⓒ
Ⓡ

NYLON, POLYESTER
8L
NAVY, MAGENTA
NO

KSB3321U

\ 60,000

\

30,000
KOLPING

SPORTS

KSB3335U

\70,000

KFB3302U

등반시 보조백으로 활용 가능한 크로스백.
카라비너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
Ⓥ
Ⓒ
Ⓡ

P/210D 돌출립 PU
1.5L
BLACK, CHARCOAL
NO

디브

이솝 0.8

26,000

\

KOLPING

SPORTS

P/210D 돌출립 PU
0.8L
BLACK, BURGUNDY, RED
NO

오웬

KSB3336U

\ 85,000

오브리

KOB3279U

\ 66,000

서류가방

KFB3262U

\98,000

루카

넉넉한 수납공간 구성으로 실용적인 사이드백.

다양한 내부 구성이 실용적인 서류가방.

넉넉한 사이즈로 단기 여행용으로도 무난한 토트백.
앞판 포켓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
Ⓥ
Ⓒ
Ⓡ

Ⓕ
Ⓥ
Ⓒ
Ⓡ

Ⓕ
Ⓥ
Ⓒ
Ⓡ

N/420D Rain Mrld PU
4L
BLACK, GRAY
NO

빌리

KMB3252U

N/1000D CORDURA PU
6L
BLACK
NO

\

55,000

티아모

KNB3240U

\ 62,000

넉넉한 사이즈로 활용도가 높은 사이드백.

서류나 태블릿 PC등이 넉넉하게 수납가능한 사이드백.

앞판의 웰렛 구성으로 실용적인 여행용 사이드백.

Ⓕ
Ⓥ
Ⓒ
Ⓡ

Ⓕ
Ⓥ
Ⓒ
Ⓡ

Ⓕ
Ⓥ
Ⓒ
Ⓡ

Ⓕ
Ⓥ
Ⓒ
Ⓡ

파스카 2.5

KSB3332U

\36,000

POLYESTER
6L
BLACK
NO

트래블.5

KRB3314U

\29,000

P/420D RAIN DOBBY PU, P/420D VELOCITY HD PU
4L
BURGUNDY, MUSTARD, GRAY
NO

반즈 파우치

KFA4959U

\36,000

엣지 파우치

\99,000

N/420D SLUB 2TONE PU
10L
D-WINE, D-BEIGE
NO

넉넉한 사이즈로 활용도가 높은 사이드백.

POLYAMIDE
6L
BLACK
NO

KMB3253U

N/420D Rain Mrld PU
2.5L
BROWN, GRAY, NAVY
NO

KFA4956U

\23,000

티코 파우치

KFA4955U

\32,000

금속 로고 와펜과 비슬론 지퍼로 포인트를 준 사이드백.
어반 스타일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

탈부착 가능한 크로스 웨빙으로 사이드백, 클러치등 활용도가 높은 제품.

여행시 간편한 세컨드백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

휴대폰 및 간단한 소지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파우치.
후면은 전체 TPU로 되어 있어 수납상태에서도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한 제품.

휴대폰 보관이 용이한 파우치. 카라비너 구성으로 배낭에 쉽게 걸어 사용 가능함.

뒷면 벨크로와 카라비너를 이용해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휴대폰 파우치.
탈부착 가능한 크로스 웨빙 구성으로 미니 크로스백으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N/210D RIP PU
2.5L
BLACK
NO

POLYESTER
2.5L
BLACK
NO

NYLON
0.5L
BLACK
NO

P/210D 돌출 RIP PU, P/600D 카치온 PU, TPU
9.5 x 17 x 3.8cm
BROWN, NAVY
NO

P/600D 카치온 PU
11 x 17 x 2cm
BROWN, D-GRAY
NO

｜ BAG & BACKPACK 배낭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에이린

KFB3303U

등반시 보조백으로 활용 가능한 크로스백.
카라비너 구성으로 실용적인 제품.

Ⓕ
Ⓥ
Ⓒ
Ⓡ

NYLON,POLYESTER
2L
BLACK
NO

카르길 2.5

｜ 88 ｜

KOLPING

이솝 1.5

POLYESTER, P/600D 카치온 PU
11 x 17 x 3.5cm
NAVY, GREEN, BEIGE, D-BLUE
NO

｜ 89 ｜

파우치

KFB3263U

\26,000

프랑크

핸드 스트랩 구성으로 편하게 사용 가능한 파우치.

여권, 비행기 티켓, 카드, 현금 등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여행용 크로스백.

Ⓕ
Ⓥ
Ⓒ
Ⓡ

Ⓕ
Ⓥ
Ⓒ
Ⓡ

N/500D CORDURA PU
0.8L
BLACK
NO

후쉬.5

KRB3308U

\ 44,000

보니타 후속으로 가로 길이를 변경하여 활용도를 높인 제품. 조직감 있는
원단 사용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내부 오거나이즈는 여행시 유용한 구성으로
실용성을 높였음.

Ⓕ
Ⓥ
Ⓒ
Ⓡ

P/240D 돌출 RIP PU, P/600D 카치온 PU
0.7L
BROWN, KHAKI, NAVY
NO

POLYESTER
0.5L
BEIGE, PEACH
NO

KFB3345U

아이스 보냉백 (특대)

\ 89,000

보온 보냉기능이 뛰어난 쿨러백으로 야외 활동시 효율적임. ㄷ자 지퍼 구조로 오픈 공간이 넓어 손쉬운 수납이 가능하고 웨빙 손잡이 구성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

Ⓕ
Ⓢ
Ⓒ
Ⓡ

POLYESTER
[특대] 50 X 25 X 30(H)cm
[특대] BLACK, MINT, BLACK-GRAY, MINT-C-GRAY
NO

여행용 지갑

KFA4947U

\ 55,000

보니타(여행용)

KFB3178U \50,000

에코백

KNB3259U

\29,000

아이스 보냉백 (대)

KFB3346U

\70,000

KFB3347U / KFB3348U

\48,000 / \33,000

에스닉한 패턴 원단으로 포인트를 준 여행용 지갑.
사이드 웨빙 구성으로 간편하게 착용 가능함.

여권, 비행기 티켓, 카드, 현금 등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여행용 크로스백.
시원한 느낌의 밀짚 소재와 세무 소재 사용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제품.

가볍게 사용 가능한 에코백.

보온 보냉기능이 뛰어난 쿨러백으로 야외 활동시 효율적임.
ㄷ자 지퍼 구조로 오픈 공간이 넓어 손쉬운 수납이 가능하고 웨빙 손잡이 구성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

Ⓕ
Ⓢ
Ⓒ
Ⓡ

Ⓕ
Ⓥ
Ⓒ
Ⓡ

Ⓕ
Ⓢ
Ⓒ
Ⓡ

보온보냉 기능으로 식품류는 물론 소지품을 정리하기 간편한 Bag in Bag.
배낭 외관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고 U자형 지퍼로 오픈공간이 넓어 효율적인 제품.
크로스 웨빙 구성으로 활용도가 높고 위트있는 라벨 부착으로 포인트를 줌.

Ⓕ
Ⓢ
Ⓒ
Ⓡ

Ⓕ
Ⓢ
Ⓒ
Ⓡ

POLYESTER
25.5 x 11.5cm
GREEN, NAVY
NO

POLYESTER
0.5L
BEIGE, NAVY, KHAKI
NO

KFA4948U / KFA4949U
(S) \12,000 / (M) \12,000 / (L) \13,000 / (XL) \13,000

Ⓕ POLYAMIDE, POLYESTER
Ⓢ (S) 26 X 20 X 10cm / (M) 29 X 23 X 11cm / (L) 32 X 26 X 12cm / (XL) 37 X 31 X 14cm
Ⓒ (S) BLUE / (M) D-ORANGE / (L) NAVY / (XL) BROWN
Ⓡ NO

/

KFA4950U

/

COTTON 100%
30 x 42 x 13cm
BEIGE/GREEN, BEIGE
NOa

KFA4951U

POLYESTER
[대] 40 X 20 X 25(H)cm
[대] BLACK, BLUE
NO

BB백 (L)

KRB3306U

\52,000

POLYESTER
[XL] 26.5 X 17 X 30(H)cm / [MINI] 15 X 17 X 16(H)cm
[XL] MINT / [MINI] PINK
NO

BB백 (S)

KRB3307U

보온보냉 기능으로 식품류는 물론 소지품을 정리하기 간편한 Bag in bag.
배낭 외관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고 U자형 지퍼로 오픈 공간이 넓어 효율적인 제품.
크로스 웨빙 구성으로 활용도가 높고 위트있는 라벨 부착으로 포인트를 줌.

보온보냉 기능으로 식품류는 물론 소지품을 정리하기 간편한 Bag in bag.
배낭 외관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고 U자형 지퍼로 오픈 공간이 넓어 효율적인 제품.
크로스 웨빙 구성으로 활용도가 높고 위트있는 라벨 부착으로 포인트를 줌.

Ⓕ
Ⓢ
Ⓒ
Ⓡ

Ⓕ
Ⓢ
Ⓒ
Ⓡ

P/420D HD PU, P/420D 돌출립 PU
26.5 X 17 X 24(H)cm
NAVY, ORANGE
NO

｜ BAG & BACKPACK 배낭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보냉 BB백 (XL) / 보냉 BB백 (MINI)

패커블 파우치 (S) / (M) / (L) / (XL)

｜ 90 ｜

\ 53,000

KNB3238U

\50,000

P/420D HD PU, P/420D 돌출립 PU
26.5 X 17 X 16(H)cm
NAVY, BROWN, ORANGE
NO

｜ 91 ｜

쿨러백-소이L

쿨러백-소이M
\70,000

KFB3357U

패딩백
\ 65,000

KFB3311U

보온, 보냉 기능으로 활용도가 높은 원형 쿨러백. 캠핑시 기타 물품 보관에도 용이함.
베이지 컬러감의 원단과 천연소재 스트랩으로 포인트.
가죽 느낌의 로고 와펜으로 고급화. 스냅 구성으로 보관시 부피 최소화.

보온, 보냉 기능으로 활용도가 높은 원형 쿨러백. 캠핑시 기타 물품 보관에도 용이함.
베이지 컬러감의 원단과 천연소재 스트랩으로 포인트.
가죽 느낌의 로고 와펜으로 고급화. 스냅 구성으로 보관시 부피 최소화.

보조가방으로 활용 가능한 패딩백.

Ⓕ
Ⓢ
Ⓒ
Ⓡ

Ⓕ
Ⓢ
Ⓒ
Ⓡ

Ⓕ
Ⓢ
Ⓒ
Ⓡ

BEIGE 일 때 - NYLON / IVORY 일 때 - COTTON
30cm(바닥지름) X 26cm(높이)
BEIGE, IVORY
NO

BEIGE 일 때 - NYLON / IVORY 일 때 - COTTON
26cm(바닥지름) X 21cm(높이)
BEIGE, IVORY
NO

KFB3170U

\186,000

휠 카고백

POLYESTER
45 X 39cm
NAVY, RED
NO

KFB3155U

100L의 대형 카고백으로 다용도로 사용 가능함.

휠 구성으로 이동이 간편한 카고백.

Ⓕ
Ⓥ
Ⓒ
Ⓡ

Ⓕ
Ⓥ
Ⓒ
Ⓡ

N/1000D CORDURA PU
100L
BLACK, RED, D-GRAY
NO

KFA4954U
Ⓕ P/190T PU
Ⓥ 40-45L
Ⓒ BLUE, L-GREEN

KFA4953U
Ⓕ P/190T PU
Ⓥ 30-35L
Ⓒ ORANGE, BLUE

\198,000

N/1000D CORDURA PU
80L
BLACK, RED
NO

레인 커버 (30-35L)
\24 ,000

\ 50,000

｜ BAG & BACKPACK 배낭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코드라 히무룽 카고백Ⅱ

레인 커버 (40-45L)

｜ 92 ｜

KFB3358U

레인 커버 (20-25L)
\23,000

KFA4952U
Ⓕ P/190T PU
Ⓥ 20-25L
Ⓒ L-GREEN, ORANGE

\22,000

｜ 93 ｜

NEW

로저

NEW

KTC8707W

\ 66,000

NEW

KTC8717U

\ 69,000

두툼한 안감과 귀달이 부분은 한겨울에도 착용할 수 있는 보온감을 제공.
평평한 챙 부분이 너무 튀지 않는 베이직한 스타일을 만들어 줌.
귀달이를 위로 올려 벨크로로 고정시킬 수 있음.

Ⓕ POLYESTER, RAYON, POLYURETHANE
Ⓢ [W] S~XL
Ⓒ [W] BEIGE

Ⓕ POLYESTER
Ⓢ [U] M~2XL
Ⓒ [U] BLACK, D-KHAKI

Ⓕ POLYESTER
Ⓢ [U] M~2XL
Ⓒ [U] BLACK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OLPING

SPORTS

\50,000

KTC8708U

레인져-C

KTC8712MW

기본 스타일 벙거지 챙 모자. 사이드에 샤무드를 봉제하여 다용도 고리를 만듦.
빈티지한 금속 D링을 추가하여 디자인 포인트를 줌.
귀달이가 있어 가을과 겨울에 착용하기 용이한 제품.

패딩을 넣은 퀼팅 캡 모자 스타일.
귀달이가 장착되어 초겨울까지 사용가능하며 안으로 말아 넣을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

Ⓕ POLYESTER
Ⓢ [U] M~2XL
Ⓒ [U] D-BEIGE, NAVY

Ⓕ POLYESTER
Ⓢ [M] M~2XL / [W] S~XL
Ⓒ [M] D-BROWN / [W] L-BEIGE

\56,000

｜ CAP & HAT 모자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NEW

NEW

모자

시모토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의
폴라플리스 소재를 귀달이로 활용한 겨울용 제품.

태림

Cap & Hat

\ 60,000

KTC8715U

아로다-C

폭스 퍼 방울을 달아 여성스러운 쉐입의 벙거지 모자 스타일.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에 유광 금속 와펜과 디테일이 포인트로
장식된 디자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O L P I N G FA L L & W I N T E R 2 02 2-2 023 C O L L E CT I O N

NEW

헨가-C

NEW

NEW

KTC8713U

스냅단추를 사용하여 귀달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아이템.
블랙 컬러를 사용하여 남녀노소 착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모자.

\53,000
KOLPING

SPORTS

Ⓕ POLYESTER
Ⓢ [U] L~2XL
Ⓒ [U] BLACK

사유카

KTC8716W

\ 80,000

타나

KTC8711U

고급스러운 폭스퍼 방울과 앙고라 털의 니트 모자.
귀까지 덮을 수 있는 넉넉한 기장감과 보온성 그리고 터치감으로,
한 겨울에도 사용가능한 제품.

캐주얼, 아웃도어, 캠핑 등 어떤 무드에도 어울릴 수 있는
가장 베이직 캡 모자. 강조되는 배색 컬러를 사용한 라벨이
포인트를 줌.

Ⓕ WOOL, NYLON, ANGORA
Ⓢ [W] FREE
Ⓒ [W] PINK, BEIGE

Ⓕ COTTON
Ⓢ [U] FREE
Ⓒ [U] NAVY, BEIGE

\50,000
KOLPING

SPORTS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NEW

앨버트-C

NEW

KTC8714M

립 스탑 원단을 사용하여 무게감 있으면서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발수가공처리가 되어,
아웃도어 및 캠핑활동시에 최적합된 공군모자.

Ⓕ NYLON, POLYESTER
Ⓢ [M] L~2XL
Ⓒ [M] D-KHAKI

｜ 94 ｜

[여] T-SHIRTS 레블 KTT4554W GRAY ｜ PANTS 로지아 KTP9576W BLACK
CAP & HAT 버디 KTC8709U BLACK ｜ BAG 콘트라 KUB3369U GRAY

\50,000
KOLPING

SPORTS

버디

NEW

KTC8709U

\29,000

멜란지 느낌이 나는 투톤 기본 울블렌드 비니.
라인 배색을 주어 캐주얼, 시티룩에 포인트 매치하기 좋은 제품
울이 함유되어 있어 포근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

Ⓕ ACRYLIC, WOOL
Ⓢ [U] FREE
Ⓒ [U] BLACK, D-GREEN

KOLPING

SPORTS

마나리

KTC8710U

북유럽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으로 디자인한
방울 비니. 귀까지 덮을 수 있어, 방한 용품으로도 적절함.

\26,000
KOLPING

SPORTS

Ⓕ ACRYLIC
Ⓢ [U] FREE
Ⓒ [U] D-NAVY, WHITE

｜ 95 ｜

REVERSIBLE
양면 착용 가능

샤를-C

KSC8694W

\ 69,000

알프스-C

KSC8695MW

\ 69,000

우드렌-C

KSC8696U

\ 60,000

프리나-C

KRC8685W

\55,000

에카두

\ 69,000

KRC8682MW

잔체크 패턴으로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두께감있는 원단을 적용하여 보온성이
뛰어남. 뒷창 부분에 스냅과 스톱퍼를 구성하고 부드러운 퍼원단을
창 아래에 적용하여 더 따뜻하게 착용 가능한 여성용 햇.

부클원단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고소모.
크라운의 둥근 절개 패턴으로 착용감이 뛰어나고
기모 안감 적용으로 동계 야외활동시 유용한 스타일.

귀덮개와 기모 안감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햇 스타일
지그재그 스티치와 사이드 미니 포켓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기모 원단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여성용 햇.
은은한 컬러감으로 코디 활용도가 높고 챙밑단 체크 원단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부드러운 양털소재로 양면으로 착용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은 고소모.
보온성이 뛰어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아웃도어 활동시는 물론 일상생활시에도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

Ⓕ POLYESTER, RAYON, POLYURETHANE
Ⓢ [W] S~XL
Ⓒ [W] BLACK

Ⓕ POLYESTER, ACRYLIC
Ⓢ [M] L~2XL / [W] S~XL
Ⓒ [M] BLACK / [W] BROWN

Ⓕ POLYESTER, RAYON, POLYURETHANE
Ⓢ [U] M~2XL
Ⓒ [U] D-KHAKI, CHARCOAL

Ⓕ POLYESTER, COTTON
Ⓢ [W] S~XL
Ⓒ [W] L-KHAKI

Ⓕ POLYESTER
Ⓢ [M] L~2XL / [W] S~XL
Ⓒ [M] CHARCOAL / [W] IVORY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SC8698M

\ 60,000

테람-C

KSC8701U

\52,000

코듀로이 소재 배색과 심플한 퀼팅라인으로 캐쥬얼한 공군모.
귀덮개 니트원단과 패딩 충전재 사용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

부드러운 보아 원단을 귀덮개에 적용하여 착용감이 우수하고
패딩 충전재 사용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캡.

Ⓕ POLYESTER, COTTON, POLYURETHANE
Ⓢ [M] L~2XL
Ⓒ [M] CHARCOAL

Ⓕ POLYESTER
Ⓢ [U] M~2XL
Ⓒ [U] NAVY, BLAKC

쉐이드-C

KSC8697W

\78,000

셀라니-C

KSC8699W

KOLPING

SPORTS

\ 60,000

셀라니-C

KSC8699M

\ 60,000

베아스-C

KRC8680MW

\ 60,000

파로나-C

KRC8683U

다이아 퀼팅으로 포인트를 준 기본캡 스타일.
귀덮개 구성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

모자 정면에 곡선 퀼팅으로 포인트를 준 기본 캡.
기모 라이렉스 안감 원단과 귀덮개 니트 원단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

고급스러운 컬러감의 심플한 공군모 스타일.
패딩 충전재를 삽입하여 보온성이 뛰어나고
후면 스트링 조절가능하여 편하게 착용가능한 제품.

Ⓕ NYLON, POLYESTER, COTTON, POLYURETHANE
Ⓢ [M] L~2XL
Ⓒ [M] CHARCOAL

Ⓕ POLYESTER
Ⓢ [M] L~2XL / [W] S~XL
Ⓒ [M] CHARCOAL / [W] D-PURPLE

Ⓕ POLYAMIDE, POLYESTER, COTTON
Ⓢ [U] M~2XL
Ⓒ [U] BROWN

알리오-C

KSC8702U

잔체크 패턴으로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두께감있는 원단을 적용하여 보온성이
뛰어남. 뒷창 부분에 스냅과 스톱퍼를 구성하고 부드러운 퍼원단을
창 아래에 적용하여 더 따뜻하게 착용 가능한 여성용 햇.

다이아 퀼팅으로 포인트를 준 기본캡 스타일.
귀덮개 구성으로 보온성이 뛰어나고 탈부착 가능한 폭스 방울로
여성미를 강조한 제품.

유니크한 직조와펜으로 포인트를 준 코듀로이 캡.
캠퍼 감성에 적합한 스타일.

Ⓕ KNIT(CASHMERE,WOOL,POLYESTER,NYLON), FOX FUR
Ⓢ [W] FREE
Ⓒ [W] BROWN, BIEGE

Ⓕ NYLON, POLYESTER, COTTON, POLYURETHANE, FOX FUR
Ⓢ [W] S~XL
Ⓒ [W] BIEGE

Ⓕ COTTON, POLYESTER
Ⓢ [U] M~2XL
Ⓒ [U] BROWN, BLACK

\ 60,000
KOLPING

SPORTS

체나브-C

KRC8688W

\ 60,000

바탈릭-C

KRC8689U

\52,000
KOLPING

SPORTS

브루니

KRC8686U

\55,000

멜란지 느낌의 귀달이 니트 캡.
심플한 컬러감과 고급스러운 소재 사용으로 코디 활용도가 높은 제품.
귀덮개 니트 원단으로 보온성이 뛰어남.

Ⓕ KNIT (POLYESTER)
Ⓢ [U] M~2XL
Ⓒ [U] CHARCOAL, BROWN

\

52,000

테디

KRC8692U

은은하고 화사한 컬러감의 여성용 햇 스타일.
챙 지그재그 스티치와 곡선 절개 패턴으로 여성미를 살렸고
기모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

패딩 충전재와 귀덮개 구성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캡 스타일.
챙이 짧아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유니크한 스티치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부드러운 양털소재의 기본 캡 스타일.

Ⓕ RAYON, POLYESTER
Ⓢ [W] S~XL
Ⓒ [W] GRAY, L-PINK

Ⓕ POLYESTER
Ⓢ [U] M~2XL
Ⓒ [U] BLACK

Ⓕ POLYESTER, NITRILE
Ⓢ [U] M~2XL
Ⓒ [U] BLACK, BEIGE

\

｜ CAP & HAT 모자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모리나-C

49,000
KOLPING

SPORTS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셀라니-C

KFC8706U
\42,000
숨쉬기 편안하고 보온성이
뛰어난 가면모.

로든

KSC8703U

WOOL이 포함된 니트 소재로
착용감이 부드럽고 활용도가 높은 제품.

Ⓕ ACRYLIC, WOOL
Ⓢ [U] FREE
Ⓒ [U] BLACK, D-BEIGE

｜ 96 ｜

\26,000
KOLPING

SPORTS

키르

KSC8705U

폴라플리스 소재로 보온성이 뛰어난 귀덮개 비니.

Ⓕ POLYESTER
Ⓢ [U] M~2XL
Ⓒ [U] CHARCOAL, GRAY

\33,000
KOLPING

SPORTS

Ⓕ POWER
(POLYESTER 95%,
POLYURETHANE 5%)
Ⓢ [U] FREE
Ⓒ [U] BLACK

테디Ⅱ

KRC8693U

부드러운 양털소재의 기본 캡 스타일.

Ⓕ POLYESTER, NITRILE
Ⓢ [U] M~2XL
Ⓒ [U] BLACK, BEIGE

\49,000
KOLPING

SPORTS

디보체-C

KRC8684U

\50,000

코듀로이 원단 구성으로 캐쥬얼하게 착용가능한 기본 캡 스타일.
기모라이렉스 안감과 귀덮개 구성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

Ⓕ COTTON
Ⓢ [U] M~2XL
Ⓒ [U] BROWN, D-GRAY

KOLPING

SPORTS

드라언-C

KRC8687M

\46,000

멜란지 소재의 원단에 인조가죽 띠를 둘러 포인트를 준 햇 스타일.
넓은 챙으로 햇빛차단에 용이하고 기모라이렉스 안감 원단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

Ⓕ POLYESTER
Ⓢ [M] L~2XL
Ⓒ [M] CHARCOAL, BROWN

｜ 97 ｜

알키-C

KRC8690U

\22,000

캐쥬얼하게 착용 가능한 비니.
독특한 니트 짜임과 심플한 로고 와펜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KOLPING

SPORTS

Ⓕ ACRYLIC
Ⓢ [U] FREE
Ⓒ [U] BEIGE, CHARCOAL

아민-C

KQC8670W

\58,000

마랑-C

KQC8671W

\ 66,000

시에틀

KPC8658U

모자 전체에 곡선라인 퀼팅 작업으로 여성스러운 햇.
멜란지 니트 원단으로 둘레에 포인트를 주고
폴라플리스 안감과 귀덮개 구성으로 보온효과가 뛰어남.

부드러운 터치감의 원단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여성용 햇.
둘레에 골지 원단으로 리본 느낌의 포인트를 주었고
핫픽스 로고로 여성스러움을 극대화 시킨 제품.

멜란지 원단을 사용한 기본 공군모 스타일.
캐주얼한 감성으로 아웃도어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

Ⓕ FRONT LIGHT (POLYESTER)
Ⓢ [W] M~XL
Ⓒ [W] BEIGE, PINK

Ⓕ COTTON, POLYESTER
Ⓢ [W] M~XL
Ⓒ [W] WINE

Ⓕ POLYAMIDE, POLYESTER
Ⓢ [U] M~2XL
Ⓒ [U] BLUE, KHAKI

\50,000
KOLPING

SPORTS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QC8674W

\75,000

헤링본 조직의 니트원단에 스티치와 포인트 원단을 사용한 고소모 스타일.
귀덮개 안감은 FUR를 사용하고 크라운 안감은 폴라플리스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이 우수하고 활용도가 높은 제품.

Ⓕ POLYESTER
Ⓢ [W] M~XL
Ⓒ [W] BEIGE

랑덴-C

KQC8668U

\58,000

돌로미티

KQC8672U

헤링본 조직의 기모 원단을 사용하여 고급화한 제품
사이드 고리 구성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실용성도 높였음.

Ⓕ POLYAMIDE, POLYESTER, POLYURETHANE
Ⓢ [U] M~2XL
Ⓒ [U] CHARCOAL

Ⓕ POLYESTER, COTTON
Ⓢ [U] M~2XL
Ⓒ [U] CHARCOAL, MAGENTA

KOLPING

SPORTS

KQC8676U

심플한 기본캡으로 직조 와펜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22,000
KOLPING

SPORTS

Ⓕ FRONT LIGHT(POLYESTER)
Ⓢ [U] M~2XL
Ⓒ [U] WHITE, RED, NAVY

오아후

KQC8675U

\ 60,000

롱스달

KQC8669M

\ 60,000

디가온-C

KQC8673U

심플한 남성용 벙거지 햇.
멜란지 원단과 금속와펜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넓은 챙으로 햇빛 차단은 물론 안감 기모 원단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

컬러 배색이 포인트인 남녀 공용 벙거지.
넓은 챙으로 햇빛 차단은 물론
안감 기모 원단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

Ⓕ POLYESTER
Ⓢ [M] L~2XL
Ⓒ [M] T-BLUE, BROWN

Ⓕ FRONT LIGHT(POLYESTER)
Ⓢ [U] M~2XL
Ⓒ [U] D-BROWN,CHARCOAL

팅가르-C

KQC8677U

COTTON 소재의 버킷햇.
포근한 느낌의 원단으로 보온성이 뛰어나며 짧은챙으로 젊은 감각으로
코디 가능한 제품.

WOOL이 포함된 니트소재로 착용감이 부드럽고
시티룩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

Ⓕ COTTON
Ⓢ [U] M~2XL
Ⓒ [U] BEIGE , NAVY

Ⓕ ACRYLIC, WOOL
Ⓢ [U] FREE
Ⓒ [U] CHARCOAL, RED-BROWN

\26,000
KOLPING

SPORTS

네론

KPC8662U

야크-C

KPC8663U

\ 60,000

투톤 배색 햇스타일 모자.
모자 윗부분 입체패턴으로 알맞게 착용가능한 제품.
양옆 스냅단추로 챙을 접고 펼수있는 2-WAY디자인. 모자 전면 와펜과
챙안쪽 자수로 포인트를 준 제품. 넓은 챙으로 햇빛차단에 용이함.

Ⓕ POLYESTER
Ⓢ [U] M~2XL
Ⓒ [U] MUSTARD, KHAKI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쿠니

\ 60,000

멜드로

KPC8660W

\58,000

모자 전체 다이아퀼팅을 적용한 여성전용 햇.
배색컬러의 체크원단과 금속와펜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운 감성의 제품.
폴라플리스 안감을 사용하여 보온효과를 높임.

Ⓕ POLYESTER
Ⓢ [M] L~2XL
Ⓒ [M] CHARCOAL, NAVY

Ⓕ POLYESTER, POLYURETHANE
Ⓢ [W] M~XL
Ⓒ [W] D-PURPLE, WINE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트리엘

KPC8664MW

\75,000

멜본

KPC8665U

베이직한 절개라인에 금속와펜과 자수, 3M SILVER 스티치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준 제품. 귀와 턱을 감싸는 고소모 스타일로 보온성이 우수하며
겨울철 등반시 필수아이템. 폴라플리스 안감을 사용하여 보온효과를 높임.

WOOL이 포함된 니트소재로 착용감이 부드럽고
시티룩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
폴라폴리스 안감을 사용하여 보온효과를 높임.

Ⓕ POLYESTER
Ⓢ [W] M~XL
Ⓒ [W] NAVY

Ⓕ ACRYLIC, WOOL
Ⓢ [U] FREE
Ⓒ [U] CHARCOAL, KHAKI

\26,000
KOLPING

SPORTS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55,000

\58,000

금속 와펜과 실아일렛에 컬러 포인트를 준 캐주얼한 감성의
캡 스타일 모자. 폴라폴리스 안감을 사용하여 보온효과를 높임.

KOLPING

SPORTS

Ⓕ POLYESTER
Ⓢ [U] M~2XL
Ⓒ [U] NAVY, L-GRAY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 98 ｜

\52,000

전체 멜란지 니트 사용으로 심플하게 착용 가능한 캡 스타일.
기모라이렉스 안감과 귀덮개 구성으로 실용적이며
보온성이 우수함.

KPC8659M

남성 전용 배색 퀼팅 햇 스타일.
멜란지원단과 솔리드 원단을 배색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베이직한
컬러감으로 코디가 용이함. 금속와펜과 3도 스트링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 CAP & HAT 모자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나가르-C

체르티

[남] JACKET 베이퍼 KTJ6794M KHAKI ｜ T-SHIRTS 마겐 KTT0430M D-ORANGE ｜ PANTS 에이서(CL) KTP9572M K-GRAY
CAP & HAT 태림 KTC8708U D-BEIGE ｜ GLOVE 레인져-G KG5598U BLACK ｜ BACKPACK 모루 35 KUB3359U KHAKI

｜ 99 ｜

NEW

레인저-G

NEW

KTG5598U

\56,000

폴라텍 소재와 파워소재를 사용하여 신축성을 높인
안정적 착용감의 장갑. 심플한 절개라인과 로고 라벨을 사용.
중지와 약지에 ON / OFF 고리를 만들어 착용하기 편리함.

KOLPING

SPORTS

Ⓕ POLYESTER, NYLON, POLYURETHANE
Ⓢ [U] M~2XL
Ⓒ [U] BLACK

오브

KTG5599U

\53,000

KTG5601U

길이감있는 손목부분이 안정감있게 착용을 도와주는 장갑.
적당한 두께감과 탄성감으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아이템.

Ⓕ POLYESTER
Ⓢ [U] M~2XL
Ⓒ [U] D-BEIGE, L-KHAKI

Ⓕ POLYESTER, NYLON, POLYURETHANE
Ⓢ [U] M~2XL
Ⓒ [U] BLACK

\29,000

히팅

KOLPING

KRG5593MW

\50,000

KRG5594U

\40,000

파워 원단으로 신축성과 보온성이 좋고
전체 라인과 로고 표현을 심플하게 처리하여
이너용 장갑으로도 유용한 제품.

니트 소재 사용으로 보온성을 높였고 심플한 로고 라벨과
곡선형 손목 밴드 디자인으로 코디 활용도가 높은 제품.

SPORTS

이너글

Ⓕ KNIT (POLYESTER)
Ⓢ [M] XL~2XL / [W] M~L
Ⓒ [M] CHARCOAL / [W] GRAY, WINE

KOLPING

SPORTS

Ⓕ POWER X DREAM (POLYESTER)
Ⓢ [U] M~2XL
Ⓒ [U] BLACK, D-PURPLE

\49,000

스노키-G

KTG5603U

\ 86,000

가셔브롬-G

KQG5587U

\ 60,000

호퍼-G

KQG5589MW

\50,000

배색 컬러 블록과 대비되는 컬러 자수를 사용하여
심플한 느낌의 폴라플리스 장갑.

본딩 방수원단을 사용한 패딩 장갑.
적당한 두께의 패딩 장갑으로 활동하기 편하며 절개 디테일과
와펜이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

전체 니트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을 높인 제품으로
아웃도어 활동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제품.

패딩 장갑으로 보온성이 우수한 제품.
심플한 절개 라인과 스트라이프 패턴 원단을 사용하여 쉽게 코디가 용이함.

Ⓕ POLYESTER
Ⓢ [M] XL~2XL / [W] M~L / [U] M~2XL
Ⓒ [M] NAVY / [W] L-GRAY / [U] BEIGE

Ⓕ NYLON, POLURETHANE
Ⓢ [U] M~2XL
Ⓒ [U] NAVY

Ⓕ POLYAMIDE, POLYESTER, POLYURETHANE
Ⓢ [U] M~2XL
Ⓒ [U] CHARCOAL

Ⓕ POLYAMIDE, POLYESTER
Ⓢ [M] XL~2XL / [W] M~L
Ⓒ [M] NAVY / [W] WHITE

KSG5595U

\55,000
KOLPING

SPORTS

Ⓕ POLYESTER, NYLON,POLYURETHANE
Ⓢ [U] M~2XL
Ⓒ [U] BLACK

KSG5597U

\50,000

마르세-G

KSG5596MW

\50,000

손등 퀼팅으로 포인트를 준 동계용 퀼팅 장갑.
손등 포켓에는 휴대용 손난로 삽입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우수하고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

KFG0551U

부드러운 퍼원단과 손목 시보리 원단 적용으로 보온성이 우수하고
톤앤톤 컬러 배색으로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

손등 곡선 절개 라인으로 심플하게 포인트를 주었고,
착용감이 우수한 기본 장갑.

Ⓕ POLYESTER, COTTON, ACRYLIC
Ⓢ [U] M~2XL
Ⓒ [U] BLACK, IVORY

Ⓕ POWER (POLYESTER, POLYURETHANE)
Ⓢ [U] M~2XL
Ⓒ [U] CHARCOAL, BLACK

\40,000
KOLPING

SPORTS

KPG5585MW

\55,000
KOLPING

SPORTS

Ⓕ POLATEC POWER
Ⓢ [M] XL~2XL / [W] M~L
Ⓒ [M] BLACK, GRAY / [W] BLACK, PINK

디보체-G

KRG5592U

\43,000

머피

KOG5583MW

KPG5586W

\ 65,000

착용감이 우수한 네오프렌 장갑. 손등 3M 로고 나염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손바닥 전체 실리콘 나염처리를 하여 활용성이 뛰어난 제품.
보온성이 뛰어난 안감을 처리하여 겨울철에 착용이 용이함.

Ⓕ 네오프렌
Ⓢ [W] M~L
Ⓒ [W] D-VIOLET

착용감이 우수한 파워 장갑. 손등 3M 로고 나염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손바닥 전체 실리콘 나염처리를 하여
활용성이 뛰어난 제품.

Ⓕ POLYESTER, POLYURETHANE
Ⓢ [M] XL~2XL / [W] M~L
Ⓒ [M] BLACK / [W] BLACK, WINE

카버

나린-G

도야마-G

비버

KOG5582MW

｜ GLOVE 장갑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NEW

KTG5602MWU

착용감이 우수한 기본 스타일 파워장갑.
손목 샤무드 고리 구성으로 착용이 간편하고 심플한
블랙 컬러 적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

얼루아-G

피코

부드러운 터치감의 보아털 원단을 앞 뒤로 사용하여 착용시 보온성을 높인 장갑.
한겨울에도 무리없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

NEW

티롤-G

에린-G

｜ 100 ｜

NEW

\55,000

전체 니트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을 높인 제품으로 아웃도어
활동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제품.

Ⓕ KNIT(POLYESTER)
Ⓢ [M] XL~2XL / [W] M~L
Ⓒ [M] GRAY / [W] BEIGE

\ 65,000

알프

KOG5584MW

카치온 스트라이프 원단으로 심플하면서 보온성이 좋아
아웃도어 활동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제품.

손목 시보리 원단으로 착용감과 보온성이 뛰어나고 무난하게 코디가 가능한
캐쥬얼한 제품.

착용감이 우수한 파워 장갑. 손등 3M 로고 나염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손바닥 전체 실리콘 나염처리를 하여 활용성이 뛰어난 제품.

Ⓕ POLYESTER
Ⓢ [U] M~2XL
Ⓒ [U] L-GRAY, GRAY

Ⓕ KNIT(POLYESTER)
Ⓢ [M] XL~2XL / [W] M~L
Ⓒ [M] BLACK / [W] L-GRAY

Ⓕ POLATEC POWER
Ⓢ [M] XL~2XL / [W] M~L
Ⓒ [M] NAVY, BLACK, BROWN / [W] BLACK, D-RED

\55,000
KOLPING

SPORTS

｜ 101 ｜

키네티 삭스

KFS7062MW

NEW

Ⓕ COTTON, POLYESTER, POLYURETHANE
Ⓢ [M] FREE / [W] FREE
Ⓒ [M] AAA / [W] AAA

\10,000

보터 삭스

KFS7063MW

NEW

Ⓕ COTTON, POLYESTER, POLYURETHANE
Ⓢ [M] FREE / [W] FREE
Ⓒ [M] AAA / [W] AAA

\10,000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송쿨 삭스

KFS7055MW

Ⓕ COTTON 53%, 마사 25%, POLYESTER 15%, POLYURETHANE 7%
Ⓢ [M] FREE / [W] FREE
Ⓒ [M] GRAY, L-GRAY / [W] PINK, MINT

\12,000

아이작 삭스

KFS7048MW

\26,000

전체 통파일 구조의 도톰한 두께의 제품. 친환경 섬유인 대나무 원사를 사용해서
항박테리아, 항곰팡이, 소취성, 우수한 흡습의 기능을 가진 제품.

Ⓕ COTTON 60%, POLYESTER 30%, POLYURETHANE 10%
Ⓢ [M] FREE / [W] FREE
Ⓒ [M] ANY / [W] ANY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FS7057MW

\10,000

라이트 삭스

KFS7058MW

기장감 있는 하이넥 양말로 조거팬츠 등에 코디네이션 하기 좋은 아이템.
하이쿨 원사로 짜여져 있어 쾌적한 착용감에 도움을 줌.

천연 대마섬유를 사용하여 원적외선 방사, 항박테리아, 항곰팡이, 항아토피,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있는 목이 짧은 스타일 제품.

Ⓕ COTTON, POLYESTER, POLYURETHANE
Ⓢ [M] FREE / [W] FREE
Ⓒ [M] WHITE, BROWN / [W] BEIGE, WHITE

Ⓕ COTTON, POLYESTER, POLYURETHANE, 마사
Ⓢ [M] FREE / [W] FREE
Ⓒ [M] WHITE, GRAY / [W] L-PURPLE, BEIGE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데이 삭스

KFS7059MW

\12,000
KOLPING

SPORTS

소프트 라인 삭스

KFS7060MW

귀여운 콜핑 로고가 중앙에 자수처리 된 목 짧은 양말.
착용감이 우수하여 일상생활에서 착용가능한 제품.

천연 대마섬유를 사용하여 원적외선 방사, 항박테리아, 항곰팡이, 항아토피,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있는 목이 짧은 스타일 제품.

Ⓕ COTTON, POLYESTER, POLYURETHANE
Ⓢ [M] FREE / [W] FREE
Ⓒ [M] WHITE, GRAY / [W] WHITE, BEIGE

Ⓕ COTTON, POLYESTER, POLYURETHANE, 마사
Ⓢ [M] FREE / [W] FREE
Ⓒ [M] WHITE, D-GRAY, L-GRAY / [W] WHITE, L-PINK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FS7037MW

KFS7061MW

\10,000

Ⓕ HICOOL(COTTON, POLYESTER, POLYURETHANE)
Ⓢ [M] FREE / [W] FREE
Ⓒ [M] T-BLUE, GREEN, BEIGE / [W] YELLOW, PURPLE, L-PINK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12,000
KOLPING

SPORTS

핑

이

면

충

분

하

다

\10,000

Ⓕ COTTON, POLYESTER, POLYURETHANE
Ⓢ [M] FREE / [W] FREE
Ⓒ [M] WHITE- ORANGE, WHITE-BROWN / [W] WHITE-ORANGE, WHITE-BLUE

｜ 102 ｜

KFS7035MW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영 에이지 감성 디자인 양말로 등산, 캠핑,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양말.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히어로 하이쿨

발목부분이 높은 하이넥 양말로 흡습속건의 기능을 가진 하이쿨 원사로 짜여져 있어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시켜 줌.

천연대마섬유를 사용하여 원적외선 방사, 항박테리아, 항곰팡이, 항아토피,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있는 목이 짧은 스타일 제품.

콜

노아 삭스

\12,000

Ⓕ 마사, COTTON, POLYESTER, POLYURETHANE
Ⓢ [M] FREE / [W] FREE
Ⓒ [M] BROWN, BLUE, L-GRAY / [W] BEIGE, PINK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10,000

퓨어 삭스

｜ SOCKS 양말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스트라이프 하이쿨

KOLPING

SPORTS

베어 삭스

KFS7056MW

Ⓕ COTTON 60%, POLYESTER 30%, POLYURETHANE 10%
Ⓢ [M] FREE / [W] FREE
Ⓒ [M] WHITE, BLACK / [W] WHITE, BEIGE

\10,000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 103 ｜

루크 남성 스포츠 런닝

제이든 쿨런닝

프라임 여성 브라탑

KFU2099W

\50,000
KOLPING

여성 전용 브라탑.
크롭 길이로 구성되어 있어 레깅스와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

SPORTS

Ⓕ 겉감 - ICE BORN
(POLYAMIDE 75%, POLYURETHANE 25%)
배색 - POLYESTER 87%, POLYURETHANE 13%
Ⓢ [W] S~L
Ⓒ [W] BLACK

피부의 땀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 건조시켜주는 AQUA-X 원단 사용.
허리 E밴드 적용으로 우수한 착용감 제공.

Ⓕ 겉감 - HICOOL A+ (POLYAMIDE 60%,
POLYESTER 31%, POLYURETHANE 9%)
배색 - POLYESTER 91%, POLYURETHANE 9%
[M]
95(L)~105(2XL)
Ⓢ
Ⓒ [M] BLACK

Ⓕ 겉감 - AQUA-X (POLYAMIDE 72%,POLYESTER 20%,
POLYURETHANE 8%)
배색 - POLYAMIDE 73%, POLYURETHANE 27%
[M]
95(L)~105(2XL)
Ⓢ
Ⓒ [M] BLACK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36,000

KFU2092M

Ⓕ HICOOL A+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M] 95(L)~110(3XL)
Ⓒ [M] CHARCOAL, L-GRAY

\32,000

제스트 쿨런닝

\22,000

\56,000

\22,000

소프트한 터치의 면 원단을 사용한 남성 팬티.
허리 E-BAND 적용으로 우수한 착용감을 제공.

Ⓕ COTTON 95%, POLYURETHANE 5%
Ⓢ [M] 95(L)~110(3XL)
Ⓒ [M] BLACK, CAHRCOAL, WHITE

KFU2082W

KFU2094M
Ⓕ COTTON 95%, POLYURETHANE 5%
Ⓢ [M] 95(L)~110(3XL)
Ⓒ [M] BLACK, CAHRCOAL, WHITE

카시아 여성 스포츠 브라

KFU2084W

\50,000

카시아 여성 햄 팬티

KFU2083W

KFU2074M

\32,000

쿨맥스 소재를 사용하여 땀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며,
입체적 패턴으로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
모노톤의 컬러를 사용하여 활용성이 높음.

쿨맥스 소재를 사용하여 땀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며,
입체적 패턴으로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
모노톤의 컬러를 사용하여 활용성이 높음.

Ⓕ COOLMAX
겉감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M] 95(L)~105(2XL)
Ⓒ [M] GRAY, L-GRAY

Ⓕ COOLMAX
겉감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M] 95(L)~105(2XL)
Ⓒ [M] GRAY, L-GRAY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아리스타 사각팬티

\29,000

KFU2062M

\22,000

쿨맥스 소재를 사용하여 땀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며, 입체적 패턴으로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 모노톤의 컬러를 사용하여 활용성이 높은 제품.

쿨맥스 소재를 사용하여 땀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며, 입체적 패턴으로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 모노톤의 컬러를 사용하여 활용성이 높은 제품.

Ⓕ COOLMAX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배색 - POLYESTER 100%
Ⓢ [M] 95(L)~105(2XL)
Ⓒ [M] GRAY, L-GRAY

Ⓕ COOLMAX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 [M] 95(L)~110(3XL)
Ⓒ [M] GRAY, L-GRAY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 INNER WEAR 이너웨어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엘비스 사각팬티

제스트 사각팬티

\40,000

KFU2073M

KFU2063M

카시아 여성 스포츠 런닝

｜ 104 ｜

Ⓕ HICOOL A+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M] 95(L)~110(3XL)
Ⓒ [M] CHARCOAL, L-GRAY

소프트한 터치의 면 원단을 사용한 남성 전용 런닝.
깔끔하게 떨어지는 기본 라인으로 이너에 무난하게 착용 가능한 제품.

\46,000

피부의 땀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 건조시켜주는 HICOOL A+ 원단 사용.
사이드 부분 메쉬 적용으로 통기성 강화. 브라캡 내장.

아리스타 쿨런닝

KFU2093M

KFU2086M

제이든 남성 사각팬티

KFU2091M

엘비스 런닝

루크 남성 사각 팬티

\ 62,000

KFU2085M

\34,000

피부의 땀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 건조시켜주는 HICOOL A+ 원단 사용.
사이드 부분 메쉬 적용으로 통기성 강화. 브라캡 내장.

피부의 땀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 건조시켜주는 HICOOL A+ 원단 사용.
사이드 부분 메쉬 적용으로 통기성 강화.
밑단 E밴드 적용으로 우수한 착용감 제공. 브라캡 내장.

피부의 땀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 건조시켜주는 AQUA-X 원단 사용.
허리 E밴드 적용으로 우수한 착용감 제공.
햄 원단 적용으로 우수한 핏감 제공.

Ⓕ 겉감 - HICOOL A+ (POLYAMIDE 60%,
POLYESTER 31%,POLYURETHANE 9%)
배색 - POLYESTER 91%, POLYURETHANE 9%
Ⓢ [W] 90(M)~100(XL)
Ⓒ [W] PINK, BEIGE

Ⓕ 겉감 - HICOOL A+ (POLYAMIDE 60%,
POLYESTER 31%, POLYURETHANE 9%)
배색 - POLYESTER 91%, POLYURETHANE 9%
Ⓢ [W] 90(M)~100(XL)
Ⓒ [W] PINK, BEIGE

Ⓕ 겉감 - AQUA-X (POLYAMIDE 72%,
POLYESTER 20%, POLYURETHANE 8%)
배색 - POLYAMIDE 73%, POLYURETHANE 27%
Ⓢ [W] 90(M)~100(XL)
Ⓒ [W] PINK, BEIGE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루시퍼 여성 끈나시

KFU2059W

\40,000

루팡 여성 스포츠 브라

KFU2061W

\36,000

루팡 여성 팬티

KFU2060W

\22,000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L-Purple Color 사용으로 봄의 느낌을 주는 제품.
전체적인 스트라이프 처리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한 제품.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L-Purple Color 사용으로 봄의 느낌을 주는 제품.
전체적인 스트라이프 처리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한 제품.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L-Purple Color 사용으로 봄의 느낌을 주는 제품.
전체적인 스트라이프 처리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한 제품.

Ⓕ COOLMAX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W] 90(M)~100(XL)
Ⓒ [W] L-PURPLE

Ⓕ COOLMAX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W] 90(M)~100(XL)
Ⓒ [W] L-PURPLE

Ⓕ COOLMAX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W] 90(M)~100(XL)
Ⓒ [W] L-PURPLE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 105 ｜

트루디 반팔 런닝

KFU2071M

\ 62,000

트루디 사각 팬티

KFU2072M

\46,000

건조속도가 빠른 드라이쉘 원단을 사용하여 땀의 배출이 빨라 착용시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함. 티셔츠로도 활용 가능한 제품.

건조속도가 빠른 드라이쉘 원단을 사용하여 땀의 배출이 빨라 착용시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함.
E-BAND 콜핑 나염 처리로 포인트를 줌.

Ⓕ DRY-SHELL
겉감 - POLYESTER 91%, POLYURETHANE 9%
배색 1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 2 - POLYAMIDE 58%, POLYESTER 22%, POLYURETHANE 20%
[M]
95(L)~105(2XL)
Ⓢ
Ⓒ [M] L-GRAY, CHARCOAL

Ⓕ DRY-SHELL
겉감 - POLYESTER 91%, POLYURETHANE 9%
배색 1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 2 - POLYAMIDE 58%, POLYESTER 22%, POLYURETHANE 20%
[M]
95(L)~105(2XL)
Ⓢ
Ⓒ [M] L-GRAY, CHARCOAL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FU2095M / KFU2096U

/

KFU2076M

아도라 상의 내의 / 하의 내의 (남성용)
\56,000 / \50,000

KFU2077M

KFU2078M

발열 기능이 있는 메가히트 소재를 사용한 동계용 내의로 신축성이 뛰어나며
가이루빠 s/t 처리로 포인트를 준 제품.

Ⓕ COOLMAX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M] 95(L)~105(2XL)
Ⓒ [M] GRAY

Ⓕ MEGAHEAT (ACRYLIC 41%, POLYESTER 28%, RAYON 27%, POLYURETHANE 4%)
Ⓢ [M] 95(L)~105(2XL)
Ⓒ [M] NAVY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아도라 상의 내의 / 하의 내의 (여성용)

KFU2097W / KFU2098W

\32,000 / \32,000

KFU2079W

/

KFU2080W

스타윈 상의 내의 / 하의 내의 (남성용)
\70,000 / \ 66,000

KFU2064M

/

KFU2065M

부드러운 촉감의 면 원단을 사용한 남성 상의내의. 절개없이 깔끔한 디자인으로 무난하게 착용 가능한 아이템.
부드러운 촉감의 면 원단을 사용한 남성 하의내의. 앞쪽 절개선 가이루빠 처리로 우수한 착용감을 제공. 허리 E-BAND 적용.

부드러운 촉감의 면 원단을 사용한 여성 상의내의. 절개없이 깔끔한 디자인으로 무난하게 착용 가능한 아이템.
부드러운 촉감의 면 원단을 사용한 여성 하의내의. 허리 E-BNAD 적용. 삼각무를 적용하여 우수한 착용감을 제공.

발열 기능이 있는 메가히트 소재를 사용한 동계용 내의로 신축성이 뛰어나며
가이루빠 s/t 처리로 포인트를 준 제품.

단열기능과 필링개선 원사를 사용한 제품으로 흡한속건 기능도 있어 효과적으로
땀배출을 할 수 있는 내의.

Ⓕ COTTON 95%, POLYURETHANE 5%
Ⓢ [M] 95(L)~105(2XL)
Ⓒ [M] CHARCOAL, L-GRAY

Ⓕ COTTON 95%, POLYURETHANE 5%
Ⓢ [W] 90(M)~105(2XL)
Ⓒ [W] BEIGE, BLACK

Ⓕ MEGAHEAT (ACRYLIC 41%, POLYESTER 28%, RAYON 27%, POLYURETHANE 4%)
Ⓢ [W] 90(M)~100(XL)
Ⓒ [W] D-BEIGE

Ⓕ MEGAHEAT (POLYESTER 95%, POLYURETHANE 5%)
Ⓢ [M] 95(L)~105(2XL)
Ⓒ [M] GRAY

체이스 상의 내의 / 하의 내의 (남성용)

KFU2087M

/

KFU2088M

스타윈 상의 내의 / 하의 내의 (여성용)

체이스 상의 내의 / 하의 내의 (여성용)

70,000 / \66,000

\

\70,000 / \ 66,000

쿨맥스 소재를 사용하여 땀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며, 입체적 패턴으로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
모노톤의 컬러를 사용하여 활용성이 높은 제품.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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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밀라 상의 내의 / 하의 내의
\32,000 / \32,000

KFU2075M

KFU2089W

/

KFU2090W

70,000 / \66,000

\

원단 안쪽 기모처리로 우수한 보온성을 가진 동계 내의. 절개선 오도롬프 스티치 처리로 우수한 착용감 제공.
[하의] 허리 E밴드 처리로 우수한 착장감 제공.

원단 안쪽 기모처리로 우수한 보온성을 가진 동계 내의. 절개선 오도롬프 스티치 처리로 우수한 착용감 제공.
[하의] 허리 E밴드 처리로 우수한 착장감 제공.

Ⓕ CREORA
겉감 / 배색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M] 95(L)~105(2XL)
Ⓒ [M] GRAY

Ⓕ CREORA
겉감 / 배색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W] 90(M)~100(XL)
Ⓒ [W] GRAY

KFU2079W

/

KFU2080W

｜ INNER WEAR 이너웨어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파블로 상의 내의 / 하의 내의

제스트 상의 내의 / 하의 내의 (남성용)

\70,000 / \ 66,000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아도라 (남성용)
\70,000 / \ 66,000

KHU2040M

/

KHU2041M

단열기능과 필링개선 원사를 사용한 제품으로 흡한속건 기능도 있어 효과적으로
땀배출을 할 수 있는 내의.

단열기능과 필링개선 원사를 사용한 제품으로 흡한속건 기능도 있어 효과적으로
땀배출을 할 수 있는 내의.

Ⓕ MEGAHEAT (POLYESTER 95%, POLYURETHANE 5%)
Ⓢ [W] 90(M)~100(XL)
Ⓒ [W] L-PURPLE

Ⓕ COOLMAX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M] 95(L)~105(2XL)
Ⓒ [M] GRAY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44,000 / \48,000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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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80

XFA3996U

\158,000

자외선보호 UV400, 폴리카보네이트 렌즈 - 가벼움, 스크레치에 강함.
써모플라스틱 폴리우레탄 프레임-유연하고 기온변화에 관리 용이. 성에 방지.

Ⓒ BLACK/ORANGE, H-PINK, PINK, WHITE/BLACK

XFA3995U

\140,000

하드케이스 포함
자외선보호 UV400, 폴리카보네이트 렌즈-가볍고, 스크레치에 강함.
TR-90(GRILAMID)- 가장 신형 폴리카보네이트 원료로 만든 GRILAMID를
사용하여 더 유연하고 튼튼함.

\116,000

E374

XFA3994U

하드케이스 포함
자외선보호 UV400, 폴리카보네이트 렌즈-가볍고, 스크레치에 강함.
TR-90(GRILAMID) 가장 신형 폴리카보네이트 원료로
만든 GRILAMID를 사용하여 더 유연하고 튼튼함.

Ⓒ BLACK, BLACK/BROWN, BLACK/GRAY

Ⓒ BLACK, BLACK/ORANGE, GRAY

E720

XFA3992U

\140,000

하드케이스 포함
자외선보호 UV400, 폴리카보네이트 렌즈-가볍고, 스크레치에 강함.
TR-90(GRILAMID)- 가장 신형 폴리카보네이트 원료로 만든 GRILAMID를
사용하여 더 유연하고 튼튼함.

E721

XFA3943U

Ⓒ BLACK

Ⓒ BLACK

* 추가렌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함.

* 추가렌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함.

\ 85,000

이 제품은 선글라스 프레임으로 POLYCABONATE를 사용하였고
렌즈 또한 POLYCABONATE를 사용하여 눈부심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스크레치에 강함.

Ⓒ BROWN

E334

XHA3932U

T445

XFA3947U

\93,000

이 제품은 선글라스 프레임으로 POLYCABONATE보다 더 유연하고 강한
TR-90(GRILAMID)를 사용하였고 렌즈는 성에방지 및 자외선 차단, 눈부심과
강한 불빛을 감소시키므로 햇볕이 강한 곳에서 추천하며, 또한 프레임 안쪽
Contoured Foam을 부착할 수 있어 글라스에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흡수
및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줌.

Ⓒ GRAY, SILVER, RED

\ 62,000

E335

XFA3945U

\140,000

하드케이스 포함
자외선보호 UV400, 폴리카보네이트 렌즈-가볍고, 스크레치에 강함.
TR-90(GRILAMID)- 가장 신형 폴리카보네이트 원료로 만든 GRILAMID를
사용하여 더 유연하고 튼튼함.

* 추가렌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함.

XHA3936U

\126,000

하드케이스 포함
자외선보호 UV400, 폴리카보네이트 렌즈-가볍고, 스크레치에 강함.
TR-90(GRILAMID)- 가장 신형 폴리카보네이트 원료로 만든 GRILAMID를
사용하여 더 유연하고 튼튼함.

Ⓒ BLACK/GRAY, BLACK

T430

｜ 108 ｜

XFA3993U

T550

XHA3938U

｜ GOGGLES 고글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E826

E273

\108,000

이 제품은 선글라스 프레임으로 POLYCABONATE보다 더 유연하고 강한
TR-90(GRILAMID)를 사용하였고 렌즈는 성에방지 및 자외선 차단, 눈부심과
강한 불빛을 감소시키므로 햇볕이 강한 곳에서 추천하며, 또한 프레임 안쪽
Contoured Foam을 부착할 수 있어 글라스에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흡수
및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줌.

Ⓒ BLACK, GRAY, RED

\108,000

E336

XFA3946U

\108,000

TR-90(Grilamid)
POLARIZED PROTEC G-LENS

이 제품은 선글라스 프레임으로 POLYCABONATE 보다 더 유연하고 강한
TR-90(GRILAMID)를 사용하였고 렌즈는 POLARZED PROTECT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 및 눈부심과 강한 불빛을 감소시키므로 햇볕이 강한 곳에서
추천하는 제품.

이 제품은 선글라스 프레임으로 POLYCABONATE 보다 더 유연하고 강한
TR-90(GRILAMID)를 사용하였고 렌즈는 POLARZED PROTECT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 및 눈부심과 강한 불빛을 감소시키므로 햇볕이 강한 곳에서
추천하는 제품.

Ⓒ BLACK, GRAY, RED, BEIGE

Ⓒ BLACK, GRAY

Ⓒ BURGUNDY

｜ 109 ｜

KFA4940U

쉴드 숏 스패츠

NEW

\45,000

숏 스패츠

KFA4988U

\36,000

상, 하단과 중앙까지 E밴드가 구성되고 세로 지퍼 체결방식으로 착용이 간편한
숏 스패츠. 신발에 걸수 있는 HOOK과 벨트로 견고한 체결이 가능함 .

상, 하단과 중앙에 E 밴드를 구성하고 지퍼와 스냅 고정 방식으로 착용감이 우수함. 짧은 기장감으로 가벼운 산행시 유용한 제품.

Ⓕ POLYESTER
Ⓢ M,L
Ⓒ BLACK, D-BEIGE

Ⓕ P/210D SMALL RIP PU
Ⓢ M,L
Ⓒ BLACK, RED

던 프로체인젠

KFA3839U

NEW

\86,000

국내 최초 유럽 최대의 인증기관 TUV 마크와 유럽인증마크 CE를 획득하고 유선형 밴드 디자인으로 탈착이 편리함.
영하 60℃에서도 얼지 않는 특수 소재 밴드사용. 타이어 체인의 원리를 응용한 신개념 체인젠. 체인과 피크의 조합으로
사이즈 조절이 용이하고 지면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양이 조절됨.

Ⓜ 소재 - 스테인레스 스틸, TPR / 과정 - 경도열처리
Ⓢ M, L
Ⓒ BROWN(M), BLACK(L)

파워 투버클 아이젠

KFA3835U

Ⓜ 소재 - S50C 카본 스틸 / 과정 - 경도열처리
Ⓢ FREE
Ⓒ BLACK

\52,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FA4987U

\36,000

사이먼 스패츠

KFA4985U

\48,000

절개 패턴과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 앞판 벨크로 구성으로 손쉽게 탈착이 가능함.
상단 뒷부분은 스트링+스톱퍼 조이는 방식으로 벗겨짐 방지.

절개 패턴과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 앞판 벨크로 구성으로 손쉽게 탈착이 가능함.
상단 뒷부분은 스트링+스톱퍼 조이는 방식으로 벗겨짐 방지.

Ⓕ P/210D TWO RIP PU, P/330D PU
Ⓢ M, L
Ⓒ BROWN, GRAY, RED, NAVY

Ⓕ P/210D TWO RIP PU, P/330D PU
Ⓢ M, L
Ⓒ BROWN, GRAY, RED, NAVY

이지 체인 아이젠

KFA3836U

Ⓜ 소재 - 스테인레스 스틸 420J2 / 과정 - 경도열처리
Ⓢ [S] 230~245mm / [M] 250~265mm / [L] 270~285mm
Ⓒ [S] RED / [M] T-BLUE / [L] BROWN

\65,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스파이크 체인젠

KFA3833U

KFA4984U \93,000

몸의 변화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친환경 심파텍스 원단을 사용한
고기능성 스패츠. 지퍼와 벨크로 구성으로 손쉽게 착용이 가능하며
사이드 3M 구성으로 야간 식별이 용이함.

Ⓕ SYMPATEX(NYLON)
Ⓢ M, L
Ⓒ RED, BLACK

키케로 스패츠

KFA4995U \84,000

방수성, 통기성, 내구성이 우수한 남녀공용 게이터로 사선절개 배색디자인과
3M 로고로 포인트를 더해 준 제품.

Ⓕ KOLTEX, N/210D TWO RIP PU,
N/210D SMALL RIP PU, N/840D PU
Ⓢ M, L
Ⓒ D-GRAY, ORANGE

롱 게이터

KFA4994U

\69,000

\99,000

시티젠

KFA3828U

가벼운 중량과 견고한 피크로 도심속 빙판길에서 쉽게 착용하여 사용 가능한 시티젠.
미니 파우치 구성으로 여용 핸드백에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

가벼운 중량과 견고한 피크로 도심속 빙판길에서 쉽게 착용하여 사용 가능한 시티젠.
미니 파우치 구성으로 여용 핸드백에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

Ⓜ 소재 - SUS 420J2 / 중량 - [M] 307g / [L] 323g
Ⓢ [M] 240~260mm / [L] 260~280mm
Ⓒ [M] RED / [L] NAVY

Ⓜ 체인 - 스테인레스 304 / 피크 - 스테인레스 420 J2 / 중량 - [M] 64g, [L] 75g
Ⓢ [M] 230~255mm / [L] 255~280mm
Ⓒ [M] PURPLE / [L] GRAY

\38,000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83,000

허벅지까지 오는 긴 기장의 게이터로 무리한 활동에도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상단에는 웨빙과 걸고리를 부착하여 팬츠에
걸 수 있도록 하여 흘러내림을 방지하였음.

Ⓕ N/210D HD PU
(NYLON 74%, POLYESTER 13%,
POLYURETHANE 13%)
Ⓢ M, L
Ⓒ BLACK

해롤드 스패츠

KFA4997U
언발란스한 컬러 배색이 포인트인 스패츠.
가벼운 겨울 산행시 유용함.

Ⓕ P/210D TWO RIP PU, P/210D PU
Ⓢ M, L
Ⓒ BROWN, GRAY, ORANGE, PURPLE

｜ 110 ｜

KFA3837U

Ⓜ 소재 - 스테인레스 스틸 420J2 / 과정 - 경도열처리
Ⓢ [S] 230~245mm / [M] 250~265mm / [L] 270~285mm
Ⓒ [S] ORANGE / [M] NAVY / [L] BLACK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올란도 스패츠

프로 체인 아이젠

｜ SPATS · CLIMBING IRON 스패츠 · 아이젠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더반 스패츠

보스 투버클 아이젠(10P)
\42,000

KIA3822U

\ 65,000

몰리 배꼽 아이젠

KFA3829U

앞, 뒤 전체 피크 구성으로 관절의 피로도가 적고 10개의 정밀 특수열처리 된 피크가 뛰어난 제동력을 자랑함.
V-Cross 밴드 방식으로 고정 시켜 발등 압박이 적고, 내장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230-290mm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

우수한 신축성과 착용감을 자랑하는 겨울용(내냉) 고무밴드 사용.
반원공을 설치하여 눈이 달라붙는 것을 최소화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가능.

Ⓜ 재질 - S50C 특수강 2.2m/m / 중량 - 660g / 스토퍼 4ea 포함 / 육각렌치 내장
Ⓢ FREE
Ⓒ BLACK

Ⓜ 재질 - S50C 특수강 2.0m/m / 중량 - 224g / 과정 - 전착도장, 경도열처리
Ⓢ FREE
Ⓒ BLACK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26,000

ㅣ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 111 ｜

콜핑, 새로운 시원함이 탄생하다. 콜핑 아이스본

플레이 쿨 스카프

KFA4883U

워너 아이스 스카프
NEW

Ⓕ POLYESTER, POLYURETHANE
Ⓢ FREE
Ⓒ CHARCOAL, NAVY

\28,500

콜핑, 새로운 시원함이 탄생하다. 콜핑 아이스본

아이스 스카프

아이스 멀티 스카프Ⅱ

KFA4882U

Ⓕ NYLON, POLYURETHANE
Ⓢ FREE
Ⓒ WHITE, NAVY

\19,000

KFA4879U

Ⓕ NYLON, POLYURETHANE, POLYESTER
Ⓢ FREE
Ⓒ WHITE, NAVY

\19,000

유스 쿨타올

KFA4023U

\12,000

Ⓕ POLYESTER, 냉매제
Ⓢ 108 X 5.5cm
Ⓒ NAVY, BLUE, CORAL

Ⓕ NYLON, POLYURETHANE, POLYESTER
Ⓢ FREE
Ⓒ WHITE, NAVY

KFA4881U

닉스 쿨토시
NEW

Ⓕ NYLON, POLYURETHANE
Ⓢ FREE
Ⓒ BLACK, WHITE, GRAY

\12,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 NYLON, POLYURETHANE
Ⓢ FREE
Ⓒ BLACK, WHITE, GRAY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아이스 쿨타올

KFA4022U

KFA4017U

\ 8,000

\15,000

Ⓕ POLYESTER
Ⓢ FREE
Ⓒ NAVY, S-BLUE

아이스 쿨 헤어밴드

KFA4886U

NEW

Ⓕ TPU/PCM (Phase Change Material)
Ⓢ FREE
Ⓒ BLUE

\36,000

KFA4885U

Ⓕ POLYESTER
Ⓢ FREE
Ⓒ BLUE, ORANGE

쿨 헤어밴드
NEW

Ⓕ NYLON, POLYESTER, POLYURETHANE
Ⓢ FREE
Ⓒ PURPLE, WHITE, CHARCOAL

\12,000

KFA4877U

Ⓕ NYLON, POLYESTER, POLYURETHANE
Ⓢ FREE
Ⓒ CHARCOAL, GRAY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아이스 쿨 넥밴드 KFA4886U

액틴 쿨토시

시저 쿨토시

KFA4874U

Ⓕ NYLON, POLYURETHANE
Ⓢ FREE
Ⓒ BLACK, WHITE, GRAY

\12,000

KFA4875U

Ⓕ NYLON, POLYURETHANE
Ⓢ FREE
Ⓒ BLACK, WHITE

앨빈 팔토시
\9,000

디라오 발토시

KFA4884U

Ⓕ NYLON, POLYURETHANE
Ⓢ FREE
Ⓒ BLACK, WHITE

NEW

KFA4871U

Ⓕ POLYESTER, POLYURETHANE
Ⓢ FREE
Ⓒ GRAY

\19,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 112 ｜

KFA4873U

아이스 쿨 넥밴드
\10,000

Ⓕ POLYESTER
Ⓢ FREE
Ⓒ WHITE, NAVY

큐브 쿨 타올

\22,000

쿨런 발토시

KFA4876U

Ⓕ NYLON, POLYURETHANE
Ⓢ FREE
Ⓒ BLACK, WHITE

착용 전

착용 중

착용 후

34.1℃

14.3℃

27.9℃

온도환경(섭씨 28도 기준)에 따라
스스로 얼었다 스스로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흡열, 발열 하는 스마트한 제품.

\12,000

｜ KOREA SPORTS KOLPING 새로운 시원함이 탄생하다. 「콜핑 아이스본」 ｜
｜ ACCESSORY 액세서리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KFA4878U

어스 쿨토시
\19,000

NEW

\9,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아이스 멀티스카프

KFA4887U

제품 고체화 시 ▶ 바로 목에 착용 가능
제품 액체화 시 ▶ 냉동실 기준 10분,
냉각수 기준 15분 냉각 후
사용 가능

\22,000

｜ 113 ｜

｜ 113 ｜

캠핑 가랜드
로고아트 넥 워머

그래픽 넥워머
\29,000

KFA4837U

Ⓕ NYLON 61%, POLYPROPYLENE 34%, POLYURETHANE 5%
Ⓒ BEIGE, NAVY

KFA4820U

투라 넥 워머
\23,000

Ⓕ KNIT (POLYAMIDE, POLYPROPYLENE, POLYURETHANE)
Ⓢ 23 X 31cm
Ⓒ BLACK, BROWN

KFA4836U
Ⓕ POLYESTER
Ⓢ 30 X 29cm
Ⓒ GRAY, NAVY, BEIGE

\26,000

Ⓕ POLYESTER
Ⓢ 306cm
Ⓒ ANY

\15,000

KFA4040U

하디 3단 우산
Ⓕ
Ⓜ
Ⓢ
Ⓒ

KFA3951U

\15,000

POLYESTER
IRON(250g)
접었을 때 - 22.5cm / 펼쳤을 때 - 직경 88cm
RED, BROWN, L-GREEN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트리스 무릎담요

하워드 사각 넥워머

KFA4833U

Ⓕ 겉감 - POLYESTER / 안감 - POLYESTER
Ⓒ NAVY, D-GRAY

\26,000

다운 머플러

KFA4825U
Ⓕ POLYESTER
Ⓢ 29 X 26cm
Ⓒ BLACK, BEIGE

\26,000

셔링 다운 머플러
\22,000

KFA4827U

Ⓕ POLYESTER (FILLER) DUCKDOWN 80:20(35g)
Ⓢ 15 X 168cm
Ⓒ BLACK

KFA4828W

KFA4829U
Ⓕ POLYESTER
Ⓢ 100 X 150cm
Ⓒ NAVY, BEIGE

\36,000

멀티 워머
\22,000

Ⓕ POLYESTER (FILLER) DUCKDOWN 80:20(35g)
Ⓢ 15 X 105cm
Ⓒ KHAKI, BLACK

KFA4834U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FREE
Ⓒ BLACK, NAVY

글렌 3단 우산

KFA3952U
Ⓕ
Ⓜ
Ⓢ
Ⓒ

POLYESTER
ALUMINIUM(155g)
접었을 때 - 20cm / 펼쳤을 때 - 직경 88cm
PURPLE, BLACK

KFA4031U
Ⓕ POLYESTER
Ⓢ 16 X 88cm
Ⓒ BLACK

자외선 차단 레져마스크
\13,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제이크 마스크

스틱 주머니
\23,000

KFA4816U
Ⓕ POLYESTER
Ⓢ FREE
Ⓒ PINK, PURPLE

\15,000

KGA8635U

익스트림 마스크Ⅱ
\40,000

Ⓕ POWER X DREAM(POLYESTER)
Ⓢ FREE
Ⓒ D-GRAY, NAVY

3단 자외선 차단 마스크
\18,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FA4815U
Ⓕ POLYESTER
Ⓢ FREE
Ⓒ PINK, BLUE

KGA4811U

\28,000

Ⓕ POWER X DREAM(POLYESTER)
Ⓢ FREE
Ⓒ BLUE, RED

｜ ACCESSORY 액세서리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카슈 넥 워머

잡주머니 (50X33)
\18,000

KFA4915U
Ⓕ POLYESTER
Ⓢ 50 X 33cm
Ⓒ ANY COLOR

\15,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와이드 무릎보호대 (좌) / (우)
실렛 멀티 귀도리

KFA4838W

NEW

부드러운 텍스쳐의 부클과 코듀로이 원단을 사용하여,
리버서블로 사용할 수 있는 목도리 제품.
긴 끈을 활용하여 귀마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POLYESTER
Ⓢ FREE
Ⓒ BEIGE

｜ 114 ｜

음이온 + 무릎보호대Ⅱ(좌) / (우)

\20,000
사각에어베개

KFA3903U
Ⓕ PVC
Ⓢ 42.5 X 27.5cm
Ⓒ BLUE, MINT

KFA4905U / 4906U

에어 목베개
\ 6,000

KFA3905U
Ⓕ PVC
Ⓢ 0.5 X 44 X 27cm
Ⓒ 기타

\ 6,000

Ⓕ POLYESTER 92%, SPAN 8%
Ⓢ FREE
Ⓒ BLACK

\40,000
\40,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FA4935U
KFA4936U

\55,000
\55,000

Ⓕ 겉감 - NYLON 100% / 안감 - POLYESTER 100%
속감 - NEOPRENE
Ⓢ FREE
Ⓒ BLACK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익스트림 무릎보호대 (SET)

KFA4937U

\ 83,000

Ⓕ 겉감 - NYLON, NEOPRENE / 안감 - POLYESTER
Ⓢ [L] - 46cm / [XL] - 51cm
Ⓒ [L] BLACK / [XL] BLACK-RED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 115 ｜

ACCESSORY

악세사리

카멜 손수건

패턴 손수건
\12,000

KFA4001U
Ⓕ COTTON
Ⓢ 58 X 58cm
Ⓒ RED, OLIVE, BLUE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트로피컬 손수건
\12,000

KFA4010U

Ⓕ COTTON
Ⓢ 58 X 58cm
Ⓒ NAVY, WHITE, YELLOW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FA4011U
Ⓕ COTTON
Ⓢ 58 X 58cm
Ⓒ VIOLET, BROWN

\12,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알로스

KFJ6400U
유니 레인코트

\10,000

KFA4053U

Ⓕ PEVA 16
Ⓢ FREE
Ⓒ WHITE, BLUE, YELLOW

스카이 손수건
\12,000

KFA4969U
Ⓕ COTTON
Ⓢ 58 X 58cm
Ⓒ ANY COLOR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FA4003U

Ⓕ COTTON
Ⓢ 58 x 58cm
Ⓒ KHAKI, ORANGE, D-PURPLE, BROWN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FA4015U

Ⓕ COTTON
Ⓢ 58 X 58cm
Ⓒ ORANGE, GREEN, BLUE

\12,000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KFA4034U

Ⓕ 겉감 - FRONTLIGHT (POLYESTER 100%)
Ⓢ FREE
Ⓒ ROYAL-BLUE, YELLOW

KFA4039U

Ⓕ COOLMAX
Ⓢ 50 X 25cm
Ⓒ L-GRAY, D-GRAY, BLUE

매직 스카프
\15,000

매직 스카프

KFA4041U

Ⓕ POLYESTER
Ⓢ 50 X 25cm
Ⓒ NAVY, GRAY, CORAL

\9,000

Ⓢ FREE
Ⓒ BEIGE

트래블 손수건
\12,000

레인코트Ⅱ

쿨맥스 스카프

남녀 공용 레인웨어. 등판 입체 패턴을 적용하고 소매 탈부착이 가능하여
활동성 및 편리성을 더함. 넉넉한 사이즈와 앞과 뒷기장의 언발란스 한 길이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시 활용도가 높은 제품. 허리 핏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으로
슬림하게 착용 가능함. 패커블백이 함게 구성되어 휴대와 보관이 용이.

｜ ACCESSORY 액세서리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클린 마운틴 손수건

\116,000

KFA4042U

Ⓕ POLYESTER
Ⓢ 50 X 25cm
Ⓒ ORANGE, GREEN, BLUE

\58,000

KFA4038U

KPJ6219U

\128,000

남녀 공용 레인웨어. 등판 입체 패턴을 적용하고 소매 탈부착이 가능하여 활동성 및 편리성을 더함. 넉넉한 사이즈와
앞과 뒷기장의 언발란스 한 길이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시 활용도가 높은 제품. 허리 핏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으로
슬림하게 착용 가능함. 패커블백이 함게 구성되어 휴대와 보관이 용이.

Ⓕ 겉감 - KOLTEX(POLYAMIDE 100%) /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매직 스카프
\9,000

라벨리

\15,000

Ⓕ POLYESTER
Ⓢ 50 X 25cm
Ⓒ ORANGE, D-GREEN, BLUE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콜핑 제품입니다.

콜

핑

이

면

충

분

하

다

레인코트

KFA4035U

Ⓕ 폴리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PEVA, 5㎛)
Ⓢ FREE
Ⓒ BLUE, WHITE

｜ 116 ｜

\10,000

콜핑 판초우의

KFA4028U

Ⓕ 폴리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PEVA, 5㎛)
Ⓢ FREE
Ⓒ WHITE-ORANGE, WHITE-BLUE

\15,000

｜ 117 ｜

콜핑에코자연 입체형 (KF94) / 새부리형 (KF94) / 비말차단 (KF-AD) / 데일리 (KF94) 마스크
ㅣ 믿을 수 있는 콜핑 국내생산 마스크 입니다.

1매 1봉 10개입 1박스

생산부터 제품 포장까지 콜핑이 직접 !

믿을 수 있는 "국내생산"
MADE IN KOREA

1매 1봉 10개입 1박스

콜핑에코자연입체형(KF94) 10매

PTX9802U

\12,000

NEW

Ⓒ WHITE
* 콜핑에코자연입체형(KF94)1매 - PTX9801U

1매 1봉 10개입 1박스

콜핑에코자연새부리형(KF94) 10매

PTX9702U

\12,000

NEW

Ⓒ WHITE
* 콜핑에코자연새부리형(KF94)1매 - PTX9701U

콜핑에코자연비말차단(KF-AD) 50매
NEW
\15,000

PTX7901U
Ⓒ WHITE

1매 1봉 10개입 1박스 [컬러별 2봉씩]

콜핑에코자연데일리(KF94) 10매

PTX9704U

\12,000

NEW

Ⓒ 코랄(산호색), 베이지(연한황색), 카키(짙은황록색), 화이트(흰색), 블랙(검정색)
* 콜핑에코자연데일리(KF94)1매 - PTX9703U

숨쉬기 편한 3D 입체형 / 2D 입체형 / 덴탈 / 워터프레쉬 마스크
ㅣ 믿을 수 있는 콜핑 국내생산 마스크 입니다.

｜ KOLPING MASK 콜핑 마스크 ｜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1박스 50매

1매 3봉

1매 3봉

콜핑3D입체마스크대형(3매X1봉)

PRX0801U

Ⓒ WHITE
* 콜핑3D입체마스크대형(3매X20봉) - PRX0802U
콜핑3D입체마스크대형(3매X10봉) - PRX0808U

\5,000

1매 3봉

콜핑2D입체마스크대형(3매X1봉)

\5,000

PRX0803U

Ⓒ BLACK, WHITE
* 콜핑2D입체마스크대형(3매X20봉) - PRX0804U
콜핑2D입체마스크대형(3매X10봉) - PRX0807U

1매 1봉
1박스 50매

마스크를 생산하는 무균 현장으로,
생산시설 및 자재보관의 모든 환경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결 및 컨디션을 체크하며 작업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덴탈마스크 (50매)

PRX0901U

Ⓒ BLACK, MINT, PINK, WHITE

｜ 118 ｜

\22,000

콜핑 워터프레쉬 마스크

PSX0809U
Ⓒ BLACK, WHITE

\7,000

｜ 119 ｜

R.D.S

POLYGIENE

책임감 있는 다운 기준'으로 깃털을 채취하는 오리와
거위의 사육부터 도축, 다운 생산 과정에서 안정성 및
동물 학대여부를 확인하여 동물 복지를 준수한 다운 및
제품에 대한 인증.

MIMOFIL

TASTER

후가공이 아닌, 원사 제조단계에서부터 염착 특성이 다른
이종의 폴리머인 MIMOFIL은단일의 원사로 제조하며
멜란지(Melange) 효과를 실현해 시각적 심미성을
높인 소재. 촉감이 시원하며 흡습 속건이 뛰어남.

AEROCOOL

｜ KOLPING Fall & Winter 2022 - 2023 ｜

POWER X DREAM A+
우수한 보온성과 가벼운 중량을 가져 쾌적함을 주는 섬유.
따뜻한 공기를 머금어 보온과 통기성이 뛰어남.
무게는 가볍지만 보온성은 뛰어난 경량 섬유로 동계용에
적합함. 섬유 바깥쪽의 넒은 표면의 땀을 신속하게 섬유의
표면으로 배출해줌. 항상 건조함을 유지하면서
부드러움을 함께 갖고 있음.

ACE POLAR A+
겉면이 방풍 원단에 섬세한 솜씨로 가공된 부드러운
플리스 원단을 안쪽으로 라미네이팅하여
보온성과 편안한 착용감을 극대화한 소재.

ICE BORN
무더운 외부환경에서도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을
유지시켜줌. 또한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음.

HICOOL

향균 소취 처리.
후가공으로 탁월한 향균효과와 부드러운 촉감 제공.
섬유에 높은 재현성과 친화력을 가진 소재.

WARM ON
기존 오리털, 거위털 충전대를 대체하는 신소재로써
솜보다 가볍고 내구성 탄력 및 FILL POWER가 뛰어남.
동물의 털을 사용하지 않아 알레르기 위험이나 변색,
털빠짐 및 뭉침 현상이 적으며 세탁 후에도 기능에
손상없이 장기간 수명을 보장.

ACE POLAR
초 극세의 폴라플리스 원단은 보온성과 통기성이 뛰어나
GORE-TEX, KOL-TEX등의 자켓과 매칭을 이루어
착용하면 기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 최상의
편안함과 컨디션을 제공해줌.

POLAR ONE TEX
우수한 보온성과 가벼운 중량을 가지는 초극세
폴라폴리스 원단. 따뜻한 공기를 머금어 보온과 통기성이
뛰어남. 무게는 가볍지만 보온성은 뛰어나 동계용에
적합함. 부드러운 착용감으로 착용시 활동이 편안함.

REAL DENIM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한 리얼데님은 편안한
소재를 사용하여 훌륭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뛰어난
회복력으로 자유로운 움직임을 돕는 콜핑 데님 원단.

HICOOL PREMIUM HICOOL A+
우수한 흡습속건 기능을 가져 한층 더 부드러운
착용감을 주는 섬유. 격렬한 운동중에도 땀을
재빨리 흡수함. 땀을 빠르게 배출시켜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시켜 줌. 뜨거운 태양의 적외선을
반사 또는 산란 시켜줌.

UV PROTECTION
외부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

우수한 흡습속건 기능을 가져 한층 더 부드러운 착용감을
주는 섬유. 격렬한 운동중에도 땀을 재빨리 흡수함.
땀을 빠르게 배출시켜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시켜 줌.
뜨거운 태양의 적외선을 반사 또는 산란 시켜줌.

BIOTEX
편안한 아웃도어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최적의 기능을 제공. 비가 오거나 찬바람이 불어도
이를 차단해주며 (생활방수 기능) 쾌적한 상태의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줌.

SYMPATEX
독일에서 1986년에 개발된 방수 투습 기능을 고루 갖춘 기능성 섬유이며, 기존 방수 투습 방식인 미세구멍 방식을 따르지 않고
불소계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방수와 투습 내구성이 높은 소재. 땅속에서 유독성 없이 100%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타기능성 원단과 차별화 되며 동종 기능성 원단 중 유일한 친환경 제품으로 유럽 최고의 친환경 인증 시스템인 블루사인
(Blue sign) 과 에코텍스-스탠다드 (Oeko-Tex Standard) 100 인증 받음.
특징 : 심파텍스 멤브레인 ▶ 100% 인체에 무해한 polyether-ester로 구성, 100% 방수, 100% 방풍, 최적의 투습력, 300% 인장력.

재생원료 사용으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콜핑의 친환경 소재.

SORONA

SCHOELLER

ACE POLAR

AIR ZENIN

POWER X STRETCH
가볍고 신축성이 우수한 나일론 소재.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워 활동하기에 편안함.
신축성과 회복정도가 뛰어나므로
체형에 잘 맞고 편안한 느낌을 줌.

KOL-TEX
편안한 아웃도어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최적의 기능을 제공. 비가오거나 찬바람이 불어도
이를 차단해주며(생활방수기능) 땀으로 인한 습기를
바깥으로 부분 배출시켜 쾌적한 상태의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줌.

천연감촉의 부드러움과 우수한
흡한속건. 부드럽고 편안한 터치감.
우수한 형태 안전성.

KOLGRIP
(등산화 소재)
가벼움과 내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뒤틀림
방지용의 트렉보드가 삽입된 접지력과
마모력이 우수한 아웃솔.

경량의 소재에 특수한 실리콘 가공 등을 통한 가벼운
생활방수 및 방풍 기능으로 엑티브한 활동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줌. 수차례 패킹과 세탁후에도
효과 지속.

ATB-UV+

대나무 펄프에서 원사를 추출하여 만든 친환경 소재.
100% 순식물성 친환경 재생섬유로 실크와 같은
감촉을 가지며, 천연 건강 섬유로 항박테리아,
항곰팡이, 항아토피, 자외선 차단, 소취성,
우수한 흡습성의 기능이 있음.

ASKIN

COTNA

WINDMAX

BAMBOOCE

기능성 다운 제품의 원단으로 DRF Microfiber
직물기술 및 특수공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며,
가볍고 다운프루프 기능을 모두 충족해 초경량
다운 재킷을 위한 고기능 원단.

부드러운 터치감의 우수한
견뢰성. 뛰어난 촉감의 편안한
착용감.자연스러운 멜란지
외관 연출.

우수한 세정과 철저한 살균공정으로 완벽한
위생처리와 청결함을 유지하며 보온성, 내구성,
탄력 (FILL POWER)이 좋음. 세탁후에도
다운의 기능에 손상이 없으며 장기간의
수명을 보장. 오직 다운만을 취급하는
전문업체에서 KS기준에 의거하여
가공처리한 제품으로 탁월함을 보장.

SILK LIKE와 같이 터치가 매우 소프트하여 활동이 매우
편안하며, 최상의 DOWN PROOF로 다운이 몸 안 또는
외부로 날리는 것을 최소화함. SKIN-CLEAR 압축
COATING 공법으로 깃털처럼 부드러운 TOUCH는
유지하며, 최상의 밀도로 기능을 최대화하는 스마트 섬유.

방풍, 생활 방수 기능을 가진 소재.
소프트한 터치와 쾌적함 착용감을 줌.

깃털처럼 가벼운 경량감과 내구성. 뛰어난 촉감.
일반직물보다 빨리 마르는 속건성. 관리 용이.
변색되지 않는 우수한 염색성. 편안한 착용감.
우수한 외관.

PRIME DUCK DOWN / GOOSE DOWN

AIRFEEL

JOY

땀에 젖었을 때 피부를 건조한 상태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 원단. 면 등의 다른 소재에 비해 적어도 30% 이상
땀이 신속하게 체외로 배출되면서 항상 쾌적한 피부상태를
유지시켜주며, 원단이 부드럽고 착용감이 뛰어난
최적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원단.

외부의 온/습도 변화에 맞추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최고의 보온력을 자랑하며 살아있는 섬유라 불리는 천연
우모의 고유특성에 향균성에 뛰어나고 방온, 방풍 기능을
가진 초극세사 ball fiber와 완벽한 혼합 믹싱 친환경
소재의 충전재.

AIRMAX

우수한 보온성과 가벼운 중량을 가지는 초극세
폴라폴리스 원단. 따뜻한 공기를 머금어 보온과 통기성이
뛰어남. 무게는 가볍지만 보온성은 뛰어나 동계용에
적합함. 부드러운 착용감으로 착용시 활동이 편안함.

FRONT LIGHT

GOOSE POL

대표적인 흡습속건 아웃도어 소재. Coolmax는 독특한 4채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재. 4개의 채널을 통해 피부로부터
배출되는 땀을 소재의 맨 바깥쪽으로 신속하게 배출 시켜줌.
이렇게 맨 바깥쪽으로 이동된 수분은 일반 섬유보다 20%
이상 넓어진 표면적을 이용하여 신속히 외부로 증발시킴.
Coolmax는 화이버(Fiber)와 화이버 사이의 공간이 넓어
면에 비해 호흡성이 뛰어나며, 세탁 후 변형이 적음.

겉면 원단에 부드럽고 따뜻한 플리스 원단을 안쪽에
덧대 보온력을 극대화 시킨 소재로 동계용에 적합함.
가벼운 중량감과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줌.

POLAR ONE TEX A+

방수성이 탁월하며 방오 기능도 매우 뛰어남.
환경친화적이며 nanosphere 처리된 의류는
세탁하는 수가 줄어들며 저온에서도 세탁이 가능.
직물의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강화하여
수명을 연장해줌.

COOLMAX

우수한 보온성과 가벼운 중량을 가져 쾌적함을 주는 섬유.
따뜻한 공기를 머금어 보온과 통기성이 뛰어남.
무게는 가볍지만 보온성은 뛰어난 경량 섬유로 동계용에
적합함. 섬유 바깥쪽의 넒은 표면의 땀을 신속하게 섬유의
표면으로 배출해줌. 항상 건조함을 유지하면서
부드러움을 함께 갖고 있음.

쉘러사의 파트너로 혁신적인 니트 소재 부분.
트리코트 원단 혹시 스트레치 성이 우수한 니트류.

POLARTEC

NANO SPHERE

고기능성의 이중직물로 통기성과 발수 및 방풍성이
뛰어나며 신축성과 내 마모성이 우수해 스포츠 의류에
많이 사용. 특수한 기능성 원사를 사용해 땀을
신속하게 흡수, 배출시킴.

Sorona® Agile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스판덱스 대체 소재.
옥수수 성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에코 소재.
신축성이 뛰어나 스포츠 의류 및 레저 활동시 적합한
기능성 소재.

POWER X DREAM

ESCHLER

CREORA
UV차단, 비침 방지,
냉감 효과, 영구적 흡한속건.
얇지만 비침 방지 기능.

WELFRESH
천연 감촉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면 원사를 사용. 흡수성이
우수하며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
관리가 편함.

KOLTEX
(등산화 소재)
완전 방수와 투습기능을 가짐.

탄성력이 우수하고 편안한
착장감과 활동성을 제공.
가볍고 내세탁성이 우수한 소재.

BUTYL RUBBER
(등산화 소재)
미끄럼 방지와 내마모성이 강화된
100% 부틸고무(IIR RBR)를 사용한
고기능성 아웃솔.

HYDRO GUARD
(등산화 소재)
100%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한
친환경 방수원단. 투습율을
높이기 위해 열합성을 사용함.

은성분을 함유한 쾌적, 웰빙 원단.
원사내부에 도입되어 있는 은성분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 2차적인 냄새를 방지하여 방취성능을 발휘하는
향균기능을 가져 상쾌한 착용감을 줌.
탁월한 땀 흡수 건조 기능과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발휘하는 다기능성 섬유.

NAECO
가벼우며 인열 및 통기성이 좋은 소재.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쾌적하고
착용감이 자연스러움.

KOLGRIP PRO
(등산화 소재)
가벼움과 내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뒤틀림
방지용의 트렉보드가 삽입된 접지력과
마모력이 우수한 부틸 100% 아웃솔.

ORTHOLITE
(등산화 소재)
통기성 / 향균 / 향취에
강한 인솔.

｜ KOLPING TECHNICAL INFORMATION 콜핑 기술 정보 ｜

우수한 쾌적성, 속건성, 영구적인 흡한 속건 기능.
천연 섬유보다 우수한 흡습성 신체에서 발산되는 땀을
신속하게 흡습, 발산함으로써 최적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운동 시 항상 쾌적하고 상쾌한 착용감을 주는
영구적 기능을 가진 기능성 소재.

90mm

재활용 은으로 만들어진 은염(염화은)에 기반한 폴리진
향취 기술.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여 EU에서 제조되며
엄격한 환경 규정을 준수. 섬유 및 소재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
향균, 친환경, 방취, 피부에 무해.

KOLPING ZERO-P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