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명 카드형 USB메모리 고속무선충전 라이팅패드 다기능 가습선풍기 블루투스스피커,무선충전시계

이미지

판매단가 ₩5,930 ₩13,130 ₩12,200 ₩36,170

상품번호 464266 499979 303713 505548

비고 레이저인쇄,전사인쇄가능 레이저인쇄 레이저인쇄 실크1도인쇄,UV칼라인쇄

상품명 자석 북마커 L-홀더/실크인쇄 파커 고급볼펜  원목양절연필

이미지

판매단가 ₩1,530 ₩195 ₩114,550 ₩77

상품번호 383022 457153 480392 310243

비고 양면칼라인쇄 실크1도인쇄/단면 레이저인쇄/단면 패드인쇄/단면

상품명  무지 손잡이 거울  미니 캐리어가방  무지 면 사각 파우치 더스트백 

이미지    

판매단가 ₩830 ₩25,380 ₩1,180 ₩1,290

상품번호  426836 499115 284757 429356

비고 실크1도/단면인쇄 에폭시스티커 부착 실크인쇄 실크인쇄

2021년 4월 판촉물 추천상품 리스트 (대박싸기프트)

풀컬러인쇄가능/가벼운인쇄 빠르고 편리한 10W 무선고속충전

블루투스스피커+무선충전+탁상기계가습기+선풍기+LED무드등

주문제작가능+OPP개별포장
실크인쇄라 색감이 선명함

파카 뉴소네트 2 N 슬림 볼펜

원목재질의 세련된 제품

블랙,핑크 2종/뒷면에 인쇄
7가지 색상/에폭시스티커부착

실크인쇄/개별OPP포장 가능 7색상의 컬러/ 뒤로 매는 쌕형



상품명 진공 스텐텀블러  마이보틀 트라이탄 500ml 머그컵 350ml 돼지 코르크 냄비받침 

이미지    

판매단가 ₩6,120 ₩1,280 ₩4,120 ₩1,000

상품번호 168648 159743 410328 185298

비고 실크1도인쇄 실크인쇄/UV컬러인쇄 포토전사 실크1도인쇄

상품명 비즈니스 장우산 송월 항균 고리수건 디퓨저 무광 물티슈 10매

이미지

판매단가 ₩8,980 ₩1,810 ₩35,000 ₩151

상품번호 503074 496301 181899 440236

비고 실크인쇄 나염인쇄 스티커제작 후 부착 칼라스티커 제작 후 부착

상품명 KF-94 마스크(인쇄가능) 향기나는 마스크 패치 비접촉식 체온계 칫솔살균기

이미지

판매단가 ₩316 견적문의상품 ₩33,400 ₩463,966

상품번호 504466 492527 476840 17100

비고 전사인쇄 스티커부착 UV인쇄 전사인쇄/실크인쇄

5종색상/ 입체뚜껑/완벽밀폐

7종색상/가볍고 튼튼한 소재

무광올칼라/포토전사머그

노랑,보라,연두(3종색상) / 160*140mm

원단,우산커버,손잡이 인쇄가능
최고급 면30수/ 4가지 색상

오일,디퓨저,섬유스틱,부케set

타사보다 큰 라벨사이즈(97*56mm)

간편한 패치형/부착력우수

커버색상 2종/ 스마트온도계



상품명 여행용 칫솔치약세트 벨크로 보온보냉가방 골프공 (4피스) 폴딩박스

이미지

판매단가 ₩940 ₩2,750 ₩26,440 ₩16,150

상품번호 357598 476354 186698 493920

비고 실크1도인쇄 실크1도인쇄 잉크젯칼라인쇄 실크인쇄

상품명 종이박스 동글이 부채 종이쇼핑백 싸바리 박스

이미지

판매단가 ₩1,000 ₩152 견적문의상품 견적문의상품

상품번호 120584 251922 399126 392687

비고 골판지 / 1도인쇄 양면컬러 옵셋인쇄 옵셋칼라인쇄 옵셋칼라인쇄

상품명 에폭시 칼라뱃지 금은별 트로피 크리스탈 상패 주문제작형 메달

이미지

판매단가 ₩2,430 ₩16,800 ₩54,430 견적문의상품

상품번호 382769 250674 414002 316506,316582

비고 에폭시도포,고주파포장 종이케이스 포함 UV 풀컬러인쇄

칫솔+치약(50g)+사출케이스

타이틀리스트 PRO V1X(4피스)

(가로210mm*세로145*높이115mm)

(가로210mm*세로145*높이115mm)

종이쇼핑백/3면접지/끈포함

상하 싸바리박스(지레자)

케이스는 바뀔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