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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IRT
PANTS
SHOES

멜버른 BTT4816M_NAVY
자도르(S) BTP9952M_BLACK
팬시 BTM1029M_BLACK&WHITE

T-SHIRT
PANTS
GLOVE
BAG
SHOES
HAT

데빌라 BTT4807M_WHITE
티피M(S) BTP9956M_WHITE
커민M BFG5045M_RED
카젠 BFB3323U_BLACK
버논 BSM1027M_BLACK
하티 BTC8956U_WHITE

TECHNICAL ZEN

DO GOLF LINE

스윙 컨디션까지 고려하여 골프에 적합한 기능을 갖춘
패셔너블한 비티알 두 골프 라인.
다양한 레저활동에서 뿐 아니라 경기 중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도
골퍼의 쾌적하고 완벽한 퍼포먼스 발휘를 보장하는 두골프 라인을 제안합니다.

#Airy Shield Tech
#Formal City ZEN
#Warp & Twist
#Urban Protection
#Classy Utilitarian
#Ultralight Sheer
#Retro Sports
#Asymmetry Cutting

S eason stories:

BTR SPRING & SUMMER 2022

Fashionable BTR DO GOLF line with a function suitable for golf in
consideration of swing conditions.
We propose a DO GOLF line that guarantees golfers' pleasant and
perfect performance not only in various leisure activities but also in
sudden climate changes during the game.

4

5

아리젠M(J) BTP9947M_NAVY

커버 BTM1031M_WHITE&BLACK
빈스 BFA3402U_WHITE

커민M BFG5045M_BLACK

T-SHIRT 카나 BTT4820W_BEIGE SKIRT 렌더 BTK9145W_BLACK BELT 실버 BQA3247M/W_BLACK ACC 피치 BFS7841W_WHITE GLOVE 커민W BFG5045W_NAVY

22 S/S BTR
DO GOLF COLLETION

CAP 하티 BTC8956U_WHITE

7
6

커스텐 BTT4813M_NAVY

T-SHIRT
PANTS
SHOES
BELT
GLOVE

T-SHIRT 모네 BTT4819W_D/GRAY SKIRT 헤딘 BTK9146W_WHITE CAP 하티 BTC8956U_WHITE GLOVE 커민W BFG5045W_NAVY SHOES 커버 BTM1031W_WHITE&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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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 카니발 BTV7839M_T/BLUE
SHOES 버논 BSM1027M_BLACK

T-SHIRT 플랫M BTT4803M_WHITE
어스 BFB3318M_NAVY
BAG

8

PANTS 티피M(S) BTP9956M_WHITE
GLOVE 커민M BFG5045M_BLACK

9

SHOES 트레버 BSM1028M_WHITE
PANTS 가디안(R) BTP9965M_GREEN

EDENIA

TREND LINE

Style look that shows a trendy image through BTR's signature
pattern and sensuous design.
We propose BTR GOLF's unique styling using seasonal colors and
patterns with trendy sensibility motifs.

#Romantic Gardening

SHIRT

#Blooming Dayz
#Conscious Aesthetic
#Hustle City Adventure
#Exotic Blossom

HAT 레디안 BTC8961M_NAVY

BTR SPRING & SUMMER 2022

타키 BTT5821M_GREEN

비티알만의 시그니처 패턴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트렌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스타일룩.
트렌디한 감성을 모티브로 시즌 컬러와 패턴을 활용하여,
BTR GOLF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링을 제안합니다.

#Afterworld Garden
#Joyous Nostalgia
#Neo Memphis Play

Season stories:

EDENIA
11

HAT 스피아 BTC8957W_I/PINK

BTR 2022

2022 SPRING & SUMMER

T-SHIRT 미레이 BTT4139W_PINK
SHOES
PANTS 베르(R,7부) BTP9963W_MAGENTA

케일리 BSM1024W_WHITE

T-SHIRT 세이지 BTT4132W_L/PINK
JACKET

VEST 라네스 BTV7843W_PURPLE
CAP 스피아 BTC8957W_I/PINK

NEW SPRING
WITH JI SUN CHUN

프로랑 BTJ6112W_PINK

STYLE LOOK

BTR SPRING & SUMMER 2022

PANTS 티피W(S) BTP9956W_WHITE

SHOES 커버 BTM1031W_WHITE&PINK

for Woman

12

13

BTR 2022

2022 SPRING & SUMMER

STYLE LOOK

BTR SPRING & SUMMER 2022

- TREND COLLECTION -

for Men

T-SHIRT 파피루스 BTT4135M_NAVY
SHOES 팬시 BTM1029U_BLACK

PANTS

이데스(S) BTP9949M_NAVY

14

CAP

T-SHIRT 반즈 BTT4811M_WHITE
PANTS 르토(S) BTP9964M_NAVY
SHOES 버논 BSM1027M_WHITE

맥시 BTC8953M_CHARCOAL

15

SHOES 커버 BTM1031M_WHITE&BLACK
아스데(S) BTP9961M_NAVY
- DO GOLF COLLECTION
T-SHIRT 먼데이 BTT4806M_BEIGE
PANTS

SIMPLEX

BASIC LINE
일상 속 언제 어디서든 센스 있고, 감각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의 어반 라이프 스타일 데일리룩.
캐주얼 하면서도 클래식한 라운드룩에 실용성을 더 한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BTR SPRING & SUMMER 2022

Urban lifestyle daily look with a design
that gives a sensible and sensuous feeling anytime,
anywhere in daily life.
We propose a style that adds practicality
to a casual and classic round look.

#Seductive Grace
#Monochrome Sensualist
#Frill & Ruffle
#Skin-tone Pastel
#Sensualism
#Classic Check

Season stories :

SIMPLE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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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팬시 BTM1029W_WHITE

BTR 2022

2022 SPRING & SUMMER

o
x
o
x
JACKET 러플스 BTJ6119W_LAVENDER

BTR SPRING & SUMMER 2022

T-SHIRT 루브르 BTT4815W_LAVENDER

SKIRT 헤딘 BTK9146W_WHITE

for a Couple

MAN

T-SHIRT
PANTS
BELT
CAP
SHOES

WOMAN

헌팅턴M BTT4818M_I/PINK
제노(R) BTP9954M_NAVY
빈스 BFA3402U_WHITE
파파인 BTC8954M_NAVY
커버 BTM1031M_WHITE&BLACK

18

T-SHIRT
PANTS
BAG
CAP
SHOES

베고니아 BTT4808W_PINK
베르(R,7부) BTP9963W_NAVY
투치아 BFB3334W_NAVY
라치카 BTC8958W_NAVY
에린 BSM1025W_WHITE

19

BAG 투치아 BFB3334W_NAVY
SHOES 케일리 BSM1024W_WHITE
T-SHIRT 푸미라W BTT4137W_S/BLUE PANTS 레르(W) BTP9958W_NAVY

BTR SPRING & SUMMER 2022

JACKET
T-SHIRT
PANTS
SHOES

페퍼리 BTJ6105M_S/BLUE
라멜리M BTT0538M_MINT
듀이(S) BTP0834M_NAVY
팬시 BTM1029M_BLACK/WHITE

20

21

팜소프 BTJ6106M_D/BEIGE
푸미라M BTT4137M_L/GRAY
듀이(S) BTP0834M_BLACK
커버 BTM1031M_WHITE&BLACK

BTJ6105M

BTJ6106M

BASIC

페퍼리 / \315,000

팜소프 / \282,000

남성 메모리 체크 자켓. S/BLUE 색상으로 컬러감이 화사한 체크 패턴을 사용해 트렌디한
디자인. 소매와 밑단에 스냅 버튼으로 통을 조절할 수 있어 실용적임. 카라 끝과, 포켓 부
분에 니트로 포인트를 주었음. 암홀에 벤틸레이션을 넣어 통풍성이 우수한 아이템.

남성 봄버 자켓. 밑단과 소매에 시보리를 사용한 봄버 자켓 형태로 멋스럽게 코디 가능한
아이템. 금속 지퍼와 와펜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음.

Ⓕ 겉감 : POLYAMIDE 100%
안감 : POLYESTER 100%
Ⓢ 95(L)~110(3XL)
Ⓒ D/BEIGE

BTR SPRING & SUMMER 2022

Ⓕ 겉감 : POLYESTER 100%
안감 : POLYESTER 100%
Ⓢ 95(L)~110(3XL)
Ⓒ S/BLUE

BTJ6107W

BT R

G OLF

JACKET

BTJ6108M

BASIC

DO GOLF

론나 / \282,000

뉴턴스 / \382,000

봄 여성 중기장 사파리 점퍼.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에 앞 중심 지퍼 및 앞주머니의 파이핑
디테일과 뒤판 밑단 맞주름 디테일로 포인트를 줌. 스트링으로 허리통을 조절하여 여성스
럽게 연출 가능. 후드는 탈착 가능.

남성 레인코트 점퍼. 22S/S 시즌 단도 프린트 패턴이 들어가며 방수에 용이한 소재를 사용하
고, 뒤판에 메쉬 안감이 들어가 벤틸레이션 기능이 있어 통풍이 우수함. 앞 중심 로고와 등판
펀칭 로고 프린트로 포인트를 줌. 패커블 파우치가 있어 휴대가 용이함. 후드 탈착 가능.

Ⓕ 겉감 : POLYESTER 31%, POLYAMIDE 36%, COTTON 33%
안감 : POLYESTER 100%
Ⓢ 90(M)~105(2XL)
Ⓒ NAVY, MINT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안감 : POLYESTER 100%
Ⓢ 95(L)~110(3XL)
Ⓒ BLACK

SPRING & SU M M ER 2022

22

BASIC

- JACKET COLLECTION -

JACKET
T-SHIRT
PANTS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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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6110M

DO GOLF

BASIC

BTJ6113W

BTJ6114W

BASIC

BASIC

BTR SPRING & SUMMER 2022

아먼스 / \415,000

너터 / \332,000

오레로 / \232,000

드네 / \199,000

여성 레인코트 점퍼. 22S/S 시즌 단도 프린트 패턴이 들어가며 방수에 용이한 소재를 사용
하고, 배색 파이핑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줌. 뒤트임이 있어 활동하기 편함. 패커블 파우치
가 있어 휴대가 용이함. 후드 탈착 가능.

봄 남성 이지 자켓. 얇은 고시감이 느껴지는 원단에 스트라이프 패턴 배색을 부분 안감 및
가슴 포켓에 사용해 포인트를 줌. 가슴의 웰트 포켓 안감은 밖으로 꺼내 행거치프로도 사
용이 가능함.

봄 여성 홑겹 점퍼. 톤 다운된 컬러의 와샤원단에 7부 소매 포인트 배색으로 세련된 느낌
을 연출하고, 어깨와 등판 셔링 디테일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줌. 앞과 뒤의 기장 차이를
주었으며, 오버핏으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음.

여성 트리코트 트레이닝 점퍼. 신축성이 우수하고 냉감 기능이 있는 트리코트 원단을 사
용하여 착용감이 우수하며 데일리용으로 적합한 아이템. 등판과 암홀 아래 후드 중앙에
펀칭을 넣어 통풍성을 높임. 트레이닝 하의(BTP9147W)와 세트로도 착용이 가능.

Ⓕ 겉감 : POLYESTER 100%
안감 : POLYESTER 100%
Ⓢ 90(M)~105(2XL)
Ⓒ BLACK

Ⓕ 겉감 : POLYAMIDE 96%, POLYURETHANE 4%
배색 : COTTON 42%, POLYESTER 55%, POLYURETHANE 3%
안감 : POLYESTER 100%
Ⓢ 95(L)~110(3XL)
Ⓒ L/GRAY

Ⓕ 겉감 : POLYAMIDE 53%, COTTON 43%, POLYURETHANE 4%
안감 : POLYAMIDE 100%
Ⓢ 90(M)~105(2XL)
Ⓒ NAVY, D/GREEN

Ⓕ 겉감 : POLYAMIDE 77%, POLYURETHANE 23%
Ⓢ 90(M)~105(2XL)
Ⓒ NAVY

BTJ6112W

BTJ6117M

BTJ6118W

BTJ6111M

BASIC

TREND

DO GOLF

DO GOLF

아호이 / \299,000

프로랑 / \232,000

체다 / \232,000

티저스 / \215,000

린넨 라이크 소재의 봄 남성 이지 자켓. 부분적으로 메쉬 안감을 사용해 시원한 느낌을 연
출. 라펠 카라 뒷면에 배색 패턴으로 포인트를 줌. 가슴의 웰트 포켓 안감은 밖으로 꺼내
행거치프로도 사용이 가능함.

플라워 패턴 여성 점퍼. 힙을 반 정도 가려주는 기장으로 허리 안 스트링으로 허리통 조절
이 가능한 아이템.

DO-GOLF 라인의 남성 스트레치 자켓. 겉감은 뛰어난 스트레치성과 가벼운 중량감이 장
점인 원단을 사용했으며 암홀과 어깨에 메쉬 소재로 배색감을 주어 통풍성이 우수하다.
스윙에 적합하고, 데일리로도 멋스럽게 착용이 가능하며, 등판에 펀칭 디자인을 추가하여
포인트를 줌.

DO-GOLF 라인의 여성 트리코트 자켓. 얇고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해 착용감이 우수
하고, 필드에서나 일상에서나 다양하게 착용이 가능한 아이템. 카라에 라운드 슬릿 디테
일로 귀여운 느낌을 주며 앞 지퍼의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를 줌.

Ⓕ 겉감 : POLYESTER 100%
Ⓢ 90(M) ~ 105(2XL)
Ⓒ PINK, MINT

Ⓕ 겉감 : POLYESTER 78%, COTTON 20%, POLYURETHANE 2%
배색 : POLYESTER 65%, COTTON 35%
안감 : POLYESTER 100%
Ⓢ 95(L)~110(3XL)
Ⓒ NAVY

24

Ⓕ 겉감 : POLYAMIDE 85%, POLYURETHANE 15%
Ⓢ 90(M)~105(2XL)
Ⓒ NAVY, RED

Ⓕ 겉감 : POLYAMIDE 82%, POLYURETHANE 18%
배색 : POLYAMIDE 100%
Ⓢ 95(L)~110(3XL)
Ⓒ T/BLUE, RED

25

- JACKET COLLECTION -

BTJ6109W

도나 BTJ6116W_NAVY
레이(L) BTP9951W_BLACK
팬시 BTM1029W_WHITE

BTJ6116W

BTJ6119W

TREND

BASIC

도나 / \232,000

러플스 / \199,000

서커 소재의 여성 프린트 홑겹 점퍼. 네이비는 물방울 패턴을 사용하였고, 핑크는 플라워
패턴을 사용하여 트렌디하게 연출이 가능함. 셔링이 들어간 카라와 소매에 밴드를 넣어 착
용이 편함

여름 여성 홑겹 점퍼. 시원한 서커 소재를 사용하였고 신축성이 좋음.
소매와 사이드 밑단에 시보리 디테일로 포인트를 줌.

BTR SPRING & SUMMER 2022

Ⓕ 겉감 : POLYESTER 98%, POLYURETHANE 2%
Ⓢ 90(M)~105(2XL)
Ⓒ LAVENDER

Ⓕ 겉감 : POLYESTER 96%, POLYURETHANE 4%
Ⓢ 90(M)~105(2XL)
Ⓒ NAVY, PINK

BTJ0655M

BASIC

베슨M / \196,000
봄 남성 바람막이 점퍼.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를 사용하였고 안쪽 카라 및 등판과 후드 안
감에 메쉬 안감이 들어가 시원한 느낌을 줌.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다. 후드는 탈착 가능함.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안감 : POLYESTER 100%
Ⓢ 95(L)~110(3XL)
Ⓒ D/BLUE,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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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ET COLLECTION -

JACKET
PANTS
SHOES

니오베 BFB3335W_BEIGE

BTJ0655W

BASIC

BAG

베슨W / \196,000
봄 여성 바람막이 점퍼.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를 사용하였고 안쪽 카라 및 등판과 후드 안
감에 메쉬 안감이 들어가 시원한 느낌을 줌.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음. 후드는 탈착 가능함.

PANTS 티피W(S) BTP9956W_NAVY

BASIC

슈하이M / \138,000
남성 경량 기획 자켓. 얇고 고시감이 느껴지는 원단을 사용함. 지그재그 모양의 펀칭을 사용
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뒤판 등 부분과 사이바에 펀칭 원단을 넣어 통풍성이 좋은 아이템.

BTJ0657W

T-SHIRT 헌팅턴W BTT4818W_BEIGE

Ⓕ 겉감 : POLYAMIDE 100%
Ⓢ 95(L)~110(3XL)
Ⓒ NAVY, C/GRAY, MINT

BASIC

슈하이W / \138,000

JACKET 론나 BTJ6107W_MINT

BTR SPRING & SUMMER 2022

BTJ0657M

SHOES 케일리 BSM1024W_WHITE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안감 : POLYESTER 100%
Ⓢ 90(M)~105(2XL)
Ⓒ NAVY, RED, L/PINK

여성 경량 기획 자켓. 얇고 고시감이 느껴지는 원단을 사용함. 지그재그 모양의 펀칭을 사
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어깨와 사이바에 펀칭 원단을 넣어 통풍성이 좋은 아이템.

Ⓕ 겉감 : POLYAMIDE 100%
Ⓢ 90(M)~105(2XL)
Ⓒ NAVY, RED

28

29

카니발 BTV7839M_T/BLUE
플랫M BTT4803M_WHITE
티피M(S) BTP9956M_WHITE
커민M BFG5045M_BLACK
어스 BFB3318M_NAVY
버논 BSM1027M_BLACK

BTV7839M

BTV7840W

DO GOLF

카니발 / \182,000

파인스 / \182,000

DO-GOLF 라인의 남성 스트레치 조끼. 겉감은 뛰어난 스트레치성과 가벼운 중량감이 장
점인 원단을 사용했으며 사이바에 메쉬 소재를 사용해 통풍성이 우수함. 스윙에 적합하며
데일리로도 멋스럽게 착용이 가능하며, 어깨 라인과 등판 요크에 사선으로 로고 프린트를
넣어 포인트를 줌.

DO-GOLF 라인의 여성 트리코트 조끼. 겉감은 신축성이 있는 트리코트 소재를 사용하였
으며 앞판 상단부분에 메쉬를 넣어 시원한 느낌을 줌.밑단에 라운드 슬릿 디테일로 귀여운
느낌을 주며 앞 지퍼의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를 줌

Ⓕ 겉감 : POLYAMIDE 77%, POLYURETHANE 23%
배색 : POLYESTER 100%
Ⓢ 90(M)~105(2XL)
Ⓒ NAVY, MAGENTA

BTR SPRING & SUMMER 2022

Ⓕ 겉감 : POLYAMIDE 82%, POLYURETHANE 18%
배색 : POLYAMIDE 100%
Ⓢ 95(L)~110(3XL)
Ⓒ T/BLUE, BLACK

BTV7841M

BT R

G OLF

VEST

BTV7842W

BASIC

BASIC

머스켓 / \199,000

릴라 / \199,000

남성 경량 부분 메쉬 조끼. 얇고 신축성이 있는 원단에 밑단 사이드에 밴드를 넣어 데일리
로 착용하기 좋으며 앞판과 뒤판 상단에 메쉬를 사용하여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착용 가능
한 아이템. 시원하면서 멋스러운 C/GRAY 톤에 은은한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어 멋스럽게
코디할 수 있음

매직홀 원단으로 미세한 홀이 있어 통풍이 잘 되는 여성 조끼. 등판 메쉬 원단을 배색으로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줌. 허리 안 스트링으로 허리통 조절이 가능함. 밑단 라운드 슬릿
디테일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며, 암홀, 후드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1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배색2 : POLYESTER 100%
Ⓢ 90(M)~105(2XL)
Ⓒ S/BLUE

Ⓕ 겉감 : POLYAMIDE 90%, POLYURETHANE 10%
배색 : POLYESTER 100%
Ⓢ 95(L)~110(3XL)
Ⓒ C/GRAY

SPRING & SU M M 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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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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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T COLLECTION -

VEST
T-SHIRT
PANTS
GLOVE
BAG
SHOES

BTV0727M

BASIC

프리드 / \118,000
남성 경량 기획 조끼. 얇고 고시감이 느껴지는 원단을 사용함. 지그재그 모양의 펀칭을 사
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어깨, 사이바에 펀칭 원단을 넣어 통풍성이 좋은 아이템.
등판 메쉬 원단을 배색으로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더해 줌.

BTV7843W

BTV7844W

TREND

Ⓕ 겉감 : POLYAMIDE 100%
배색 : POLYESTER 100%
Ⓢ 95(L)~110(3XL)
Ⓒ NAVY, L/GRAY

BASIC

레이코 / \149,000

화사한 꽃무늬 패턴의 여성 조끼. 메쉬 소재로 신축성이 좋으며 가볍고 통기성이 좋음.
암홀과 후드에 접밴드로 마무리하였으며, 가슴에 금속 와펜으로 포인트를 줌.

여성 경량 프릴 조끼. 얇고 고시감이 있어 착용감이 좋으며, 허리에 프릴 디테일이 있어 여
성스럽게 착용이 가능함. 가슴에 핫픽스로 포인트를 줌.

Ⓕ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 90(M) ~ 105(2XL)
Ⓒ NAVY, PURPLE

Ⓕ 겉감 : POLYAMIDE 100%
Ⓢ 90(M)~105(2XL)
Ⓒ GREEN
- VEST COLLECTION -

BTR SPRING & SUMMER 2022

라네스 / \215,000

BTV0725M

BTV0726W

BASIC

하바나 / \118,000

스피키 / \118,000

32

BASIC

남성 경량 기획 조끼. 얇고 고시감이 느껴지는 원단을 사용했으며, 가슴과 사이바에 펀칭
원단을 넣어 통풍성이 좋은 아이템이다. 지그재그 모양의 펀칭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줌.

여성 경량 기획 조끼. 얇고 고시감이 느껴지는 원단을 사용했으며, 가슴과 사이바에 펀칭
원단을 넣어 통풍성이 좋은 아이템. 지그재그 모양의 펀칭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줌. 색상
은 기본 네이비 컬러와 바이올렛, 산뜻한 라임 컬러로 구성되어 있음.

Ⓕ 겉감 : POLYAMIDE 89%, POLYESTER 11%
Ⓢ 95(L) ~ 110(3XL)
Ⓒ D/GREEN, NAVY

Ⓕ 겉감 : POLYAMIDE 100%
Ⓢ 90(M) ~ 105(2XL)
Ⓒ NAVY, VIOLET, LIME

33

빈스 BFA3402U_BLACK

이데스(S) BTP9949M_NAVY

팬시 BTM1029W_WHITE&BLACK

렌더 BTK9145W_T/BLUE

SHIRT
PANTS
BELT
SHOES

플랜트 BTH5817M_NAVY

SHIRT 란타나 BTH5818W_I/PINK SKIRT

BTH5817M

BASIC

플랜트 / \132,000
통풍성이 우수하고 촉감이 부드러워 착용감이 좋은 소재를 사용한 셔츠. 프린트 배색 원
단을 포인트로 주어 캐주얼하면서 멋스러운 스타일의 아이템.

BTH5818W

- KNIT COLLECTION -

BTR SPRING & SUMMER 2022

Ⓕ 겉감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배색 : POLYESTER 100%
Ⓢ 95(L) ~ 110(3XL)
Ⓒ NAVY

BASIC

란타나 / \132,000
BT R

G OLF

SHIRT

통풍성이 우수한 원단에 플라워 패턴을 사용하여 심플하면서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셔츠.
원단의 특성상 시원한 청량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한 여름까지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90(M)~105(2XL)
Ⓒ I/PINK

SPRING & SU M M 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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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TH5819W

BASIC

큐페아 / \149,000
부드럽고 얇은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이 가볍고 박시한 스타일로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도가 높은 아이템. 소매에 트렌디한 디테일을 주어 세련되면서 멋스러운 여성 셔츠.

Ⓕ 겉감 : POLYAMIDE 55% COTTON 41% POLYURETHANE 4%
Ⓢ 90(M) ,100(XL)
Ⓒ T/BLUE

BASIC

피카스 / \115,000
부드럽고 편안한 터치의 원단으로 착용감이 좋은 져지 소재의 셔츠. 멜란지 패턴을 사용하여 캐
주얼한 스타일에도 코디가 가능한 멋스러운 스타일.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95(L) ~ 110(3XL)
Ⓒ D/NAVY, GRAY

BTH5821M

BASIC

타키 / \115,000
시원한 메쉬 원단에 야자수 패턴을 사용하여 베이직하면서 멋스러운 스타일의 반팔 셔츠.
원단의 특성상 시원한 청량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한 여름까지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 95(L) ~ 110(3XL)
Ⓒ NAVY, GREEN

HAT 레디안 BTC8961M_NAVY

SHIRT

타키 BTH5821M_GREEN

PANTS 가디안 BTP9965M_GREEN

36

SHOES 트레버 BSM1028M_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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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IT COLLECTION -

BTR SPRING & SUMMER 2022

BTH5820M

반즈 BTT4811M_M/GRAY
하노스(S) BTP9143M_BLACK
커버 BTM1031M_WHITE&BLACK
델리캐리어 BFB3336U_NAVY
커민M BFG5045M_BLACK
빈스 BFA3402U_WHITE

BTT4116M

BTR SPRING & SUMMER 2022

BT R

G OLF

T-SHIRT

BTT4116W

BASIC

제프리M / \99,000

제프리W / \99,000

조직감으로 스트라이프 무늬 효과와 카라의 배색이 포인트인 남성 기본형 긴팔 티셔츠.
통풍성이 좋아 시원한 착용감을 유지시켜주는 원단을 사용.

조직감으로 스트라이프 무늬 효과를 주는 여성 기본형 긴팔 티셔츠.
통풍성이 좋아 시원한 착용감을 유지시켜주는 원단을 사용.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 : POLYESTER 90%, POLYURETHANE10%
Ⓢ 95(L) ~ 110(3XL)
Ⓒ D/NAVY, D/GRAY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 : POLYESTER 90% , POLYURETHANE10%
Ⓢ 90(M) ~ 105(2XL)
Ⓒ D/NAVY, PINK

BTT4131M

BTT4132W

BASIC

BASIC

텐타스 / \115,000

세이지 / \115,000

폴리 소재의 부드러운 터치감의 원단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성을 준 남성 티셔츠.
심플한 디자인에 원 포인트를 주어 코디하기 쉬운 아이템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음.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소재로 부드럽고 편안한 신축성과 우수한 흡습속건 기능성을 가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아이템. 카라 포인트 배색을 사용하여 심플하면서 멋스러운 디자인
의 여성 티셔츠.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93%, POLYURETHANE 7%
Ⓢ 95(L) ~ 110(3XL)
Ⓒ NAVY, MINT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90(M) ~ 105(2XL)
Ⓒ NAVY, L/PINK

SPRING & SU M M 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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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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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HIRT COLLECTION -

T-SHIRT
PANTS
SHOES
BAG
GLOVE
BELT

BTT4135M

DO GOLF

TREND

BTT4137W

BTT4138M

BASIC

DO GOLF

샐비아 / \149,000

파피루스 / \165,000

푸미라W / \132,000

밀러M / \132,000

소프트 하고 신축성이 좋은 골지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 시 편안하고 날씬하게 보이는 아이템.
카라와 밑단에 들어간 시즌 패턴이 포인트인 여성 긴팔 티셔츠.

배색과 스트라이프 무늬로 포인트를 준 남성 긴팔 티셔츠.
신축성 좋은 원단으로 착용감이 좋고, 배색과 스트라이프 무늬로 트렌디한 연출이 가능.

기본형 긴팔 티셔츠로 시원하고 쾌적한 냉감 소재를 사용하여 소프트한 터치감과 가볍고,
청량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아이템. 심플한 디자인에 프린트 배색 포인트를 준 캐주얼한
티셔츠.

우수한 흡습속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신축성이 좋아 필드에서 활동하기 편안한 아이템.
카라에 디테일 변형을 주어 캐주얼 하면서 스포티한 티셔츠.

BTR SPRING & SUMMER 2022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95(L) ~ 110(3XL)
Ⓒ NAVY, GREEN

Ⓕ 겉감 : POLYAMIDE 85%, POLYURETHANE 15%
배색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90(M) ~ 105(2XL)
Ⓒ BLACK, GREEN

BTT4136M

BTT4137M

DO GOLF

BASIC

Ⓕ 겉감 :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배색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90(M) ~ 105(2XL)
Ⓒ NAVY, S/BLUE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1 : POLYAMIDE 84%, POLYURETHANE 16%
배색2 :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 95(L) ~ 110(3XL)
Ⓒ BLACK, NAVY

BTT4138W

BTT4139W

DO GOLF

TREND

아브론 / \149,000

푸미라M / \132,000

밀러W / \132,000

미레이 / \149,000

몸 판 사선 포인트로 세련되고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남성 긴팔 티셔츠.
부드럽고 시원한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을 높여주는 아이템.

시원하고 쾌적한 냉감 소재를 사용하여 소프트한 터치감과 가볍고, 청량한 착용감을 자랑
하는 아이템. 심플한 디자인에 메쉬 소재를 배색으로 사용하여 캐주얼 하면서 우수한 흡
습속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티셔츠.

우수한 흡습속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신축성이 좋아 필드에서 활동하기 편안한 아이템.
어깨에 메쉬 소재를 배색으로 넣어 통풍성이 좋고 시원한 착용감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성
반목 집업 티셔츠.

꽃잎 프린트 패턴과 소매, 에리에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
신축성이 좋은 소재와 통기성을 높여주는 메쉬 원단을 사용하여 시원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배색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 95(L) ~ 110(3XL)
Ⓒ NAVY, L/GRAY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1 : POLYAMIDE 84%, POLYURETHANE 16%
배색2 : POLYAMIDE 76%, POLYURETHANE 24%
Ⓢ 90(M) ~ 105(2XL)
Ⓒ BLACK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AMIDE 76%, POLYURETHANE 24%
Ⓢ 90(M) ~ 105(2XL)
Ⓒ PINK, MINT

Ⓕ 겉감 : POLYESTER 87%, POLYURETHANE 13%
배색 : POLYESTER 96%, POLYURETHANE 4%
Ⓢ 95(L) ~ 110(3XL)
Ⓒ NAVY,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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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T4133W

BTT4803W

DO GOLF

DO GOLF

BTT4806M

BTT4807M

BASIC

먼데이 / \99,000

DO GOLF

데빌라 / \149,000

BTR SPRING & SUMMER 2022

플랫M / \65,000

플랫W / \65,000

나일론 냉감 소재를 사용하여 시원한 터치감과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티셔츠.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 라운딩 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레이어드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나일론 냉감 소재를 사용하여 시원한 터치감과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티셔츠.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 라운딩 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레이어드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지짐이 소재 중 폴리스판 소재를 사용하여 통풍성과 신축성이 우수하고, 주름이 잘 가지
않아 항상 같은 핏을 유지하기에 좋은 아이템.카라 부분에 포인트 배색을 넣어 깔끔하면
서 포인트가 있는 멋스럽고 세련된 티셔츠.

폴리 스판 소재에 시즌 패턴을 DTP 작업한 두 골프 라인의 티셔츠.
잔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풍성 기능이 좋고 스트레치성이 좋아 스윙 시에도 시원하고 편안
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필드에서 입을 시 편안함과 함께 세련된 핏을 보여줄 수 있음.

Ⓕ 겉감 : POLYAMIDE 84%, POLYURETHANE 16%
Ⓢ 95(L) ~ 110(3XL)
Ⓒ NAVY, WHITE

Ⓕ 겉감 : POLYAMIDE 84%, POLYURETHANE 16%
Ⓢ 90(M) ~ 105(2XL)
Ⓒ NAVY, WHITE

Ⓕ 겉감 : POLYESTER 99%, POLYURETHANE 1%
배색 : POLYESTER 93%, POLYURETHANE 7%
Ⓢ 95(L) ~ 110(3XL)
Ⓒ NAVY, BEIGE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 95(L) ~ 110(3XL)
Ⓒ WHITE

BTT4804M

BTT4805W

BTT4808W

BTT4809M

BASIC

텀블루 / \149,000

BASIC

카랑코에 / \132,000

BASIC

BASIC

베고니아 / \132,000

메크라 / \132,000

카라 배색이 포인트인 남성 기본형 냉감 티셔츠.
시원하고 쾌적한 냉감 터치의 소재로 착용감이 편안한 아이템.

라운드 카라의 파이핑 테잎이 포인트인 여성 기본형 냉감 티셔츠.
시원하고 쾌적한 냉감 터치의 소재로 착용감이 편안한 아이템

소매의 메쉬 포인트와 카라의 로고 핫픽스로 베이직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한 냉
감 티셔츠. 시원하고 쾌적한 냉감 터치의 소재로 착용감이 편안한 아이템.

착용감이 시원하고 신축성이 좋은 폴리 스판 메쉬 스트라이프 소재를 사용.
카라와 소매단에 배색 포인트를 주어 멋스럽고 세련된 클래식한 스타일의 티셔츠.

Ⓕ 겉감 : POLYAMIDE 45%, POLYESTER 47%, POLYURETHANE 8%
배색 : POLYAMIDE 82%, POLYURETHANE 18%
Ⓢ 95(L) ~ 110(3XL)
Ⓒ GREEN, NAVY

Ⓕ 겉감 : POLYESTER 83%, POLYURETHANE 17%
Ⓢ 90(M) ~ 105(2XL)
Ⓒ NAVY, RED

Ⓕ 겉감 : POLYAMIDE 85%, POLYURETHANE 15%
배색 : POLYAMIDE 76%, POLYURETHANE 24%
Ⓢ 90(M) ~ 105(2XL)
Ⓒ BLACK, PINK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1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배색2 : POLYESTER 100%
Ⓢ 95(L) ~ 110(3XL)
Ⓒ GREEN,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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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T4803M

T-SHIRT 로잘리 BTT4812W_PINK
PANTS 맥스W(B) BTP9144W_BLACK
SHOES 케일리 BSM1024W_WHITE

BTT4811M

BASIC

세이셀 / \149,000

반즈 / \149,000

착용감이 시원하고 신축성이 우수한 소프트한 소재를 사용하여 활동성을 높여주는 아이
템. 폴리 스판 메쉬 스트라이프 원단에 메쉬 카라, 소매 시보리를 포인트로 넣어 시원하고
편안한 캐주얼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티셔츠

흡습속건 기능성이 우수하고 신축성이 좋아 활동성이 좋은 아이템.
앞판에 트렌디한 패턴을 사용하여 세련되고 멋스러운 스타일의 티셔츠.

Ⓕ 겉감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배색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 95(L) ~ 110(3XL)
Ⓒ M/GRAY, WHITE

BTR SPRING & SUMMER 2022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90(M) ~ 105(2XL)
Ⓒ BLACK, MINT

BTT4812W

44

TREND

BTT4813M

TREND

DO GOLF

로잘리 / \165,000

커스텐 / \132,000

나일론 스판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착용 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신축성이 우수해
활동성이 좋은 아이템. 엠보 조직이 있는 나일론 스판 원단에 하트 자수를 포인트로 한 트
렌디하면서 여성스러움을 보여주는 스타일.

촉감이 시원하고 신축성이 우수한 나일론 스판 지짐이 원단을 사용하여 필드에서 착용 시
오랫동안 청량감을 유지시켜 주는 아이템. 사선으로 솔리드 배색을 포인트로 넣은 스포티
한 두 골프 라인의 티셔츠

Ⓕ 겉감 : POLYAMIDE 78%, POLYURETHANE 22%
Ⓢ 90(M) ~ 105(2XL)
Ⓒ BLACK, PINK

Ⓕ 겉감 : POLYAMIDE 86%, POLYURETHANE 14%
배색 : POLYAMIDE 86%, POLYURETHANE 14%
Ⓢ 95(L) ~ 110(3XL)
Ⓒ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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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T4810W

T-SHIRT 멜버른 BTT4816M_NAVY PANTS
SHOES
SPRING & SUMMER 2022
팬시BTR
BTM1029M_BLACK&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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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T4815W

BASIC

BASIC

재스퍼 / \132,000

루브르 / \115,000

촉감이 시원하고 신축성이 우수한 나일론 스판 지짐이 원단을 사용하여 착용 시 오랫동안 청량
감을 유지시켜 주는 아이템. 잔 스트라이프 원단에 솔리드 배색을 넣어 날씬하게 보이는 티셔츠.

소매의 스트라이프 조직감의 메쉬와 소매 끝단의 물결 모양의 인타록 마감으로 여성스러
움을 강조한 냉감 티셔츠. 시원하고 쾌적한 냉감 터치의 소재로 착용감이 편안한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55%, POLYAMIDE 28%, POLYURETHANE 17%
배색 : POLYAMIDE 85%, POLYURETHANE 15%
Ⓢ 90(M) ~ 105(2XL)
Ⓒ BLACK, PURPLE

Ⓕ 겉감 : POLYAMIDE 86%, POLYURETHANE 14%
배색 : POLYESTER 100%
Ⓢ 90(M) ~ 105(2XL)
Ⓒ BLACK, LAVENDER

BTT4816M

BTT4817W

TREND

TREND

멜버른 / \149,000

보슈아 / \132,000

터치감이 가슬 가슬하고 통풍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한 아이템.
트렌디한 프린트를 사용하여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티셔츠.
어느 아이템과 코디해도 잘 어울리는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잔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풍성 기능이 좋고 스트레치성이 좋아 일상생활에서도 시원하
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트렌디한 프린트에 메쉬 배색을 사용하여 스포티하면
서 시원한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95(L) ~ 110(3XL)
Ⓒ NAVY, T/BLUE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 : POLYAMIDE 76%, POLYURETHANE 24%
Ⓢ 90(M) ~ 105(2XL)
Ⓒ MINT,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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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르(S) BTP9952M_BLACK

BTT4814W

BTT4818M

BTT4818W

BASIC

BASIC

BTT0437M

BTT0437W

BASIC

BASIC

헌팅턴W / \99,000

하이런M / \78,000

하이런W / \78,000

카라 안쪽의 프린트 패턴이 포인트인 남성 기본형 반팔 티셔츠. 신축성이 좋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이 편안한 아이템.

카라 안쪽의 프린트 패턴이 포인트인 여성 기본형 반팔 티셔츠. 신축성이 좋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이 편안한 아이템.

멜란지 원단을 사용하여 베이직하면서 멋스러운 디자인의 남성 티셔츠를 보여줌.
우수한 흡습 속건 기능을 가져 쾌적하고 시원한 착용감을 주는 아이템. 반목 집업 디자인
으로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

베이직한 스타일에 러플에리를 포인트로 주어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티셔츠.
우수한 흡습속건 기능을 가져 쾌적하고 시원한 착용감을 주는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배색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95(L) ~ 110(3XL)
Ⓒ D/GREEN, I/PINK

Ⓕ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배색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90(M) ~ 105(2XL)
Ⓒ NAVY, BEIGE

BTT4819W

BTT4820W

DO GOLF

DO GOLF

Ⓕ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 90(M) ~ 105(2XL)
Ⓒ NAVY, CHARCOAL

Ⓕ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배색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 95(L) ~ 110(3XL)
Ⓒ NAVY, T/BLUE

BTT0536M

- T-SHIRT COL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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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M / \99,000

BTT0537W

BASIC

BASIC

모네 / \115,000

카나 / \149,000

시몬 / \78,000

클레이 / \78,000

카라와 등판 배색이 포인트인 여성 반팔 냉감 티셔츠. 스포티 하면서도 허리 절개 라인으
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 디자인

카라와 사선 배색이 포인트인 여성 반팔 티셔츠. 부드럽고 시원한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을
높여주고, 스포티하면서도 허리의 사선 배색으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 디자인.

멜란지 원단을 사용하여 베이직하면서 멋스러운 디자인의 남성 라운드 반팔 티셔츠. 시원하
고 쾌적한 소재로 착용감이 편안하며,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스트라이프 패턴의 여성 라운드 반팔 티셔츠. 시원하고 쾌적한 소재로 착용감이 편안하
며,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배색1 : [D/GRAY]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NAVY]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배색2 :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 90(M) ~ 105(2XL)
Ⓒ D/GRAY, NAVY

Ⓕ 겉감 : POLYESTER 87%, POLYURETHANE 13%
배색1 : POLYESTER 87%, POLYURETHANE 13%
배색2 :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 90(M) ~ 105(2XL)
Ⓒ NAVY, BEIGE

Ⓕ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 95(L) ~ 110(3XL)
Ⓒ BLACK, D/GREEN

Ⓕ 겉감 : POLYESTER 100%
Ⓢ 90(M) ~ 105(2XL)
Ⓒ NAVY, RED

48

49

BST0430M

BASIC

타란 / \78,000
시원한 터치감의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긴팔 티셔츠. 카라 안쪽에 배색 포인트로 카라를
세워 색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음.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BTT0538M

BTT0538W

BASIC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95(L) ~ 110(3XL)
Ⓒ NAVY, GRAY, GREEN, RED

BASIC

라멜리W / \78,000

안쪽 마이에 배색 테잎이 포인트인 남성 기본형 티셔츠. 시원하고 쾌적한 소재로 착용감이
편안하며,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안쪽 마이에 배색 테잎이 포인트인 여성 기본형 티셔츠. 시원하고 쾌적한 소재로 착용감이
편안하며,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 95(L) ~ 110(3XL)
Ⓒ NAVY, BLACK, MINT

Ⓕ 겉감 : POLYESTER 100%
Ⓢ 90(M) ~ 105(2XL)
Ⓒ BLACK, PINK
- T-SHIRT COL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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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멜리M / \78,000

BTT0539M

BTT0540W

BASIC

BASIC

BST4801M

BST4802W

BASIC

BASIC

테튜니아 / \78,000

드라세나 / \78,000

엡터 / \115,000

시나 / \115,000

스트라이프 패턴의 반 집업 티셔츠. 시원하고 쾌적한 소재로 착용감이 편안하고 일상생활에
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시원한 터치감과 통풍이 우수한 원단을 사용한 쿨한 반팔 티셔츠. 일상생활에서 산뜻한 분위기로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 카라형 집업 티셔츠로 착용하기 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시원한 터치감의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반팔 티셔츠.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하여 캐쥬얼 하면서
심플한 아이템.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티셔츠.

시원한 터치감의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반팔 티셔츠. 전체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한 캐
쥬얼한 아이템. 일상생활에서 코디하기 좋은 캐쥬얼한 티셔츠.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1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 95(L) ~ 110(3XL)
Ⓒ GRAY, T/BLUE

Ⓕ 겉감 : POLYESTER 100%
Ⓢ 90(M) ~ 105(2XL)
Ⓒ NAVY, RED

Ⓕ 겉감 : POLYESTER 93%, POLYURETHANE 7%
배색 : POLYESTER 93%, POLYURETHANE 7%
Ⓢ 95(L) ~ 105(2XL)
Ⓒ NAVY

Ⓕ 겉감 : POLYESTER 93%, POLYURETHANE 7%
배색 : POLYESTER 93%, POLYURETHANE 7%
Ⓢ 90(M) ~ 105(2XL)
Ⓒ RED

50

51

커스텐 BTT4813M_NAVY
아리젠M(J) BTP9947M_NAVY
커버 BTM1031M_WHITE&BLACK
빈스 BFA3402U_WHITE
커민M BFG5045M_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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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P9148W

TREND

BASIC

크리오(S) / \182,000

에버든(W) / \165,000

부드럽고 스판성이 좋은 얇은 분또 원단을 사용한 간절용 남성 바지. 멜란지 바탕에 체크
무늬를 전체 프린트하여 캐주얼한 연출이 용이한 스타일.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
안한 착용감을 줌.

여유 있는 와이드 핏의 간절용 여성 바지. 가볍고 시원한 터치감의 폴리 스판 원단으로 착
용감을 높여 주었으며,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ESTER 89%, RAYON 8%, POLYURETHANE 3%
배색 : POLYAMIDE 90%, POLYURETHANE 10%
Ⓢ 30(76) ~ 38(96)
Ⓒ BLUE, GRAY

Ⓕ 겉감 :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 26(67) ~ 34(86)
Ⓒ BLACK, NAVY

BTP9143M

BTP9144M

DO GOLF

DO GOLF

하노스(S) / \199,000

맥스M(S) / \249,000

DO-GOLF 라인의 카모플라쥬 패턴 남성 바지. 뒷주머니의 벨크로를 글러브 홀더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스윙 시 적합한 아이템이다.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DO-GOLF 라인의 봄 기능성 남성 바지. 냉감 효과가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시원한 블
루 컬러에 블랙으로 배색감을 주어 필드에서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함.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ESTER 85%, POLYURETHANE 15%
배색 : POLYESTER 85%, POLYURETHANE 15%
Ⓢ 30(76) ~ 38(96)
Ⓒ BLACK

Ⓕ 겉감 : POLYESTER 89%, POLYURETHANE 11%
배색 : POLYESTER 85%, POLYURETHANE 15%
Ⓢ 30(76) ~ 38(96)
Ⓒ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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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IRT
PANTS
SHOES
BELT
GLOVE

BTP9144W

DO GOLF

맥스W(B) / \249,000
DO-GOLF 라인의 봄 기능성 여성 바지. 냉감 효과가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필드에서 유용
하며, 부츠컷 라인에 밑단 슬릿 포인트로 트렌디하게 연출 가능함.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
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ESTER 89%, POLYURETHANE 11%
Ⓢ 26(67) ~ 34(86)
Ⓒ BLACK

BTR SPRING & SUMMER 2022

BTP9147W

BTP9959W

BASIC

BASIC

BTP9947W

BASIC

BASIC

아리젠M(J) / \132,000

아리젠W(J) / \132,000

경량 나일론 스트레치 소재의 남성 조거 팬츠. 카고 형태로 수납이 용이하고,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레터링 자수로 포인트를 줌.

경량 나일론 스트레치 소재의 여성 조거 팬츠. 뒷허리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
을 줌. 밑단 시보리를 뒤에만 디자인하고, 레터링 자수로 포인트를 줌.

Ⓕ 겉감 : POLYAMIDE 88%, POLYURETHANE 12%
Ⓢ 30(76) ~ 38(96)
Ⓒ NAVY

Ⓕ 겉감 : POLYAMIDE 88%, POLYURETHANE 12%
Ⓢ 26(67) ~ 34(86)
Ⓒ NAVY, BEIGE

BTP9949M

BTP9950W

BASIC

BASIC

엘키W(S) / \132,000

프란(S,10부) / \182,000

이데스(S) / \182,000

유타(L) / \99,000

스판성이 우수한 냉감 트리코트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이 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트레이
닝 바지. 양쪽 옆선에 펀칭 원단을 배색으로 넣어 통기성이 좋고, 허리 안 스트링이 내장되
어 있어 허리 사이즈 조절이 가능.

비침을 방지하고, 우수한 냉감 효과가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
낄 수 있는 바지.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체형에 따라 허리 사이즈 조절이 가능.

가볍고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로 착용감이 좋은 바지. 멜란지 느낌의 패턴을 사용하여 세
련된 핏을 연출하고,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체형에 따라 허리 사이즈 조절이 가능.

부드럽고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한 여성 전용 레깅스.
옆선 부분 메쉬 원단을 적용하여 통기성을 높여 시원함을 제공.

Ⓕ 겉감 : POLYAMIDE 77%, POLYURETHANE 23%
Ⓢ 26(67) ~ 34(86)
Ⓒ NAVY

Ⓕ 겉감 : POLYESTER 86%, POLYURETHANE 14%
Ⓢ 26(67) ~ 34(86)
Ⓒ BLACK

Ⓕ 겉감 : POLYESTER 75%, POLYURETHANE 25%
Ⓢ 30(76) ~ 38(96)
Ⓒ NAVY

Ⓕ 겉감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배색 : POLYAMIDE 76%, POLYURETHANE 24%
Ⓢ 26(67) ~ 30(76)
Ⓒ BLACK, BE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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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P99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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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ET 뉴턴스 BTJ6108M_BLACK
CAP 아이칸 BTC8955M_BLACK

PANTS 티피M(S) BTP9956M_WHITE
SHOES 버논 BSM1027M_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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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VE 커민M BFG5045M_BLACK

BTP9952M

BASIC

BASIC

레이(L) / \149,000

자도르(S) / \165,000

여성 치마 레깅스. 레깅스에 얇고 신축성이 우수한 트리코트 소재를 사용하여 참용감이
좋다. 사이드에 플리츠 디테일과 로고 프린트로 귀엽게 연출 가능함.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나일론 스트레치 소재의 남성 여름 바지. 허니콤의 요철감이 피부에 닿는 면적을 줄여 주
어 시원한 느낌을 줌.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스커트 : POLYAMIDE 77%, POLYURETHANE 23%
레깅스 : POLYAMIDE 85%, POLYURETHANE 15%
Ⓢ 26(67) ~ 30(76)
Ⓒ BLACK

Ⓕ 겉감 : POLYAMIDE 74%, POLYURETHANE 26%
Ⓢ 30(76) ~ 38(96)
Ⓒ BLACK

BTP9954M

BTP9956M

BASIC

DO GOLF

제노(R) / \182,000

티피M(S) / \215,000

서커 소재의 남성 여름 바지. 서커의 요철감이 피부에 닿는 면적을 줄여 주어 시원한 느낌
을 줌. 밝은 컬러와 잔 체크무늬로 캐주얼한 연출이 용이함. 앞마이에 스프링 훅을 사용하
여 배가 나오고 들어감에 따라 사이즈가 조절됨.

DO-GOLF 라인의 여름 기능성 남성 바지. 비침 방지 원사와 냉감 효과가 있는 소재를 사
용. 뒷 허리에 로고 밴드로 포인트를 주었고, 착용감 또한 우수함. 뒷 무릎에 펀칭을 추가해
여름철 스윙 시 적합한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49%, COTTON 33%, POLYAMIDE 15%,
POLYURETHANE 3%
Ⓢ 30(76) ~ 38(96)
Ⓒ NAVY, RED

Ⓕ 겉감 :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 30(76) ~ 38(96)
Ⓒ BLACK,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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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P9951W

BTP9958W

DO GOLF

BASIC

BTP9963W

BTP9964M

BASIC

TREND

BTR SPRING & SUMMER 2022

티피W(S) / \215,000

레르(W,8부) / \149,000

베르(R, 7부) / \99,000

르토(S, 5부) / \115,000

DO-GOLF 라인의 여름 기능성 여성 바지. 비침 방지 원사와 냉감 효과가 있는 소재를 사
용. 뒷 허리에 로고 밴드로 포인트를 주었고, 착용감 또한 우수함. 뒷 무릎에 펀칭을 추가해
여름철 스윙 시 적합한 아이템.

여유 있는 와이드 핏의 린넨 소재를 사용한 여름용 여성 바지. 흡습성이 좋고, 통기성이 좋
아 쾌적하게 착용이 가능. 린넨 소재 특유의 내추럴한 느낌이 일상생활에서 데일리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폴리 스트레치 소재의 여성 여름 7부 바지. 소프트한 터치감으로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음.
뒷 포켓에 레터링 자수로 포인트를 줌.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여름철에 입기 좋은 가볍고 시원한 소재의 5부 바지. 프린팅 패턴의 소재로 트렌디하게 착
용 가능함.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 26(67) ~ 34(86)
Ⓒ NAVY, WHITE

Ⓕ 겉감 : POLYESTER 100%
Ⓢ 26(67) ~ 34(86)
Ⓒ NAVY

Ⓕ 겉감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 26(67) ~ 34(86)
Ⓒ NAVY, MAGENTA

Ⓕ 겉감 : POLYESTER 98%, POLYURETHANE 2%
Ⓢ 30(76) ~ 38(96)
Ⓒ NAVY

BTP9961M

BTP9962M

BTP9965M

BTP0900M

BASIC

BASIC

BASIC

BASIC

아스데(S,7부)/ \149,000

데스(S,7부) / \132,000

가디안(R,4부)/ \82,000

가다린M(R) / \98,000

린넨 라이크 소재의 남성 여름 7부 바지. 린넨 같은 까슬한 터치감으로 피부에 닿는 느낌
을 시원하게 해줌. NAVY 컬러는 은은한 멜란지 프린트함. 앞마이에 스프링 훅을 사용하여
배가 나오고 들어감에 따라 사이즈가 조절됨.

나일론 스트레치 소재의 남성 여름 7부 바지. 허니콤의 요철감이 피부에 닿는 면적을 줄여 주어
시원한 느낌을 줌.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나일론 스판 소재의 4부 바지.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로 피부에 닿는 느낌을 시원하게 해
줌. 내장된 스트링으로 착장 시 사이즈 조절이 용이함.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
한 착용감을 줌.

가볍고 시원한 소재를 사용한 남성 기본 바지.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폭넓
게 착용 가능.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AMIDE 74%, POLYURETHANE 26%
Ⓢ 30(76) ~ 38(96)
Ⓒ BLACK

Ⓕ 겉감 : POLYESTER 96%, POLYURETHANE 4%
배색 : POLYAMIDE 76%, POLYURETHANE 24%
Ⓢ 30(76) ~ 38(96)
Ⓒ NAVY, T/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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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30(76) ~ 38(96)
Ⓒ NAVY, BLACK

Ⓕ 겉감 : POLYAMIDE 88%, POLYURETHANE 12%
Ⓢ 30(76) ~ 38(96)
Ⓒ D/BLUE,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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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S COLLECTION -

BTP9956W

메크라 BTT4809M_NAVY
맥스M(S) BTP9144M_BLUE
버논 BSM1027M_WHITE
빈스 BFA3402U_WHITE

BTP0900W

BTP0833W

BASIC

BASIC

BTR SPRING & SUMMER 2022

가다린W(S) / \98,000

할로W(S) / \98,000

가볍고 시원한 소재를 사용한 여성 기본 바지.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폭넓
게 착용 가능.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여성 기본 팬츠.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일상생
활에서도 폭넓게 착용 가능.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26(67) ~ 34(86)
Ⓒ NAVY

Ⓕ 겉감 : POLYAMIDE 88%, POLYURETHANE 12%
Ⓢ 26(67) ~ 34(86)
Ⓒ BLACK, NAVY

BTP0833M

BASIC

할로M(S) / \98,000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남성 기본 팬츠.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일상생
활에서도 폭넓게 착용 가능.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AMIDE 88%, POLYURETHANE 12%
Ⓢ 30(76) ~ 38(96)
Ⓒ NAVY, BLACK, T/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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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S COLLECTION -

T-SHIRT
PANTS
SHOES
BELT

BSP9927W

BASIC

아이스에어제인(R) / \99,000
스판성이 우수한 냉감 트리코트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이 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9부 바
지.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AMIDE 74%, POLYURETHANE 26%
Ⓢ 26(67) ~ 33(84)
Ⓒ BLACK, NAVY, BEIGE

BTP0834M

BASIC

듀이(S) / \98,000
은은한 잔 체크 패턴을 사용한 남성 기본 팬츠.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폭
넓게 착용 가능.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 : POLYAMIDE 88%, POLYURETHANE 12%
Ⓢ 30(76) ~ 38(96)
Ⓒ GRAY, BLACK, NAVY

BTR SPRING & SUMMER 2022

BTP9966M

BASIC

바밀란(R) / \98,000
가볍고 시원한 소재를 사용한 남성 기본 바지.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폭넓
게 착용 가능.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30(76) ~ 38(96)
Ⓒ BLACK, NAVY

BTP0835W

BASIC

벨리(B) / \98,000
은은한 잔 체크 패턴을 사용한 여성 기본 팬츠.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폭
넓게 착용 가능.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 26(67) ~ 34(86)
Ⓒ NAVY

온라인전용상품

BTP9967M

BASIC

토드(S) / \98,000
은은한 잔 체크 패턴을 사용한 남성 기본 팬츠.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폭
넓게 착용 가능.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 : POLYAMIDE 88%, POLYURETHANE 12%
Ⓢ 30(76) ~ 38(96)
Ⓒ NAVY,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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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S COLLECTION -

온라인전용상품

SHOES 커버 BTM1031W_WHITE&PINK
GLOVE 커민W BFG5045W_NAVY

BTK9145W

BASIC

렌더 / \182,000
비침을 방지하고, 우수한 냉감 효과가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
낄 수 있는 큐롯. 앞면 비대칭 플리츠가 돋보이며, 속바지가 부착되어 활동성 및 편리성을
더함. 허리 전체에 밴드가 내장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줌.

T-SHIRT 모네 BTT4819W_D/GRAY

SKIRT 헤딘 BTK9146W_WHITE

- BOTTOMS COLLECTION -

BTR SPRING & SUMMER 2022

CAP 하티 BTC8956U_WHITE

Ⓕ 겉감 : POLYESTER 86%, POLYURETHANE 14%
Ⓢ 26(67) ~ 32(82)
Ⓒ BLACK, T/BLUE

BTK9146W

BASIC

헤딘 / \215,000
비침 방지와 냉감 효과가 있는 경량 폴리 스트레치 소재의 큐롯. 잔 플리츠 스타일로 스윙
시 펼쳐지는 모습이 여성스러움. 뒷 허리에 로고 밴드를 사용해 포인트가 됨과 동시에 편
안한 착용감을 줌. 속바지 부착되어 있음.

Ⓕ 겉감 :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 26(67) ~ 32(82)
Ⓒ NAVY, WHITE

BT R

G OLF

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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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M1029M/W/U
팬시 / \99,000

데빌라 BTT4807M_WHITE
티피M(S) BTP9956M_WHITE

투톤 니트 갑피에 0.8mm TPU 시트지를 무제봉 처리한 포근한 느낌의 가벼운 니트 워킹
화. 쿠션감, 탄성, 통기성이 좋도록 PU 성분을 폼으로 만들어 작업한 헥사라이트 인솔 사
용. 충격 흡수가 뛰어난 파이론 미드솔에 스파이크리스 고무창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장
에도 사용 가능.

커민M BFG5045M_RED
카젠 BFB3323U_BLACK

Ⓕ 갑피 : 폴리에스터100%(2톤니트) + TPU / 내피 : 폴리에스터100%(메리메쉬)
깔창 : 오픈쉘PU폼100g(헥사라이트) / 밑창 : 파이론 + 합성고무(스파이크리스)
무게 : 249g (240mm 1편무게)
Ⓢ [M]250mm ~ 275mm [W] 230mm~245mm [U] 230mm~275mm
Ⓒ [M] BLACK/WHITE, [W] WHITE, [U] BLACK

버논 BSM1027M_BLACK
하티 BTC8956U_WHITE

BTR SPRING & SUMMER 2022

BTM1030M/W/U
베스트 / \144,000
골프화로 또는 일상화로도 신을 수 있는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1.4mm 극세사를 갑피에
사용하여 내구성이 우수함. 파이론(EVA) 미드솔을 사용하여 가볍고 충격 흡수력이 뛰어
남. 바닥창의 고무가 돌기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어 마찰력과 그립력이 뛰어남. 통기성과
쿠션감이 뛰어난 오픈쉘 구조의 PU 폼 100g 인솔을 사용.

Ⓕ 갑피 : 합성가죽(극세사) / 내피 : 폴리에스터100%(메리메쉬)+합성가죽(1.0mm 소프트PU)
깔창 : 오픈쉘PU폼100g(헥사라이트) 밑창 : 파이론+합성고무(스파이크리스)
Ⓢ [M]255mm ~ 280mm [W] 230mm~250mm [U] 230mm~280mm
Ⓒ [M] S/BLUE, [W] L/PINK, [U] BLACK

BTM1031M/W
커버 / \270,000
골프화로 또는 일상화로도 신을 수 있는 남성용 다이얼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1.4mm 극
세사를 갑피에 사용하여 내구성이 우수함. 측면에서부터 발등을 넓게 감싸주는 이중 어퍼
구조로 스윙에도 안정감이 탁월함. 이중 어퍼를 신끈대신 와이어(프리락)로 조임 기능을
하여 탈착이 편리함. 파이론(EVA) 미드솔을 사용하여 가볍고 충격 흡수력이 뛰어남. 바닥
창의 고무가 돌기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어 마찰력과 그립력이 뛰어남. 통기성과 쿠션감이
뛰어난 오픈쉘 구조의 PU 폼 100g 인솔을 사용.

BT R

Ⓕ 갑피 : 합성가죽100% (극세사) / 내피 : 폴리에스터100% (메쉬)
깔창 : 오픈쉘PU폼100g (헥사라이트) / 밑창 : 파이론+합성고무 (스파이크리스)
Ⓢ [M] 255mm ~ 280mm [W] 230mm ~ 250mm
Ⓒ [M]WHITE&BLACK, [W] WHITE&PINK

G OLF

FOOTWEAR
SPRING & SU M M 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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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TWEAR COLLECTION -

T-SHIRT
PANTS
GLOVE
BAG
SHOES
HAT

BQM1021W
파이톤 / \138,000

BSM1024W

넬슨 / \212,000

케일리 / \212,000

BTR 고유 로고를 포인트로 준 유니크하고 세련된 디자인. 필드에서도 탁월한 착화감을 주
는 스파이크 리스화로, 투명한 TPU 아웃솔이 특징이며, 쿠션감과 복원력이 뛰어난 오픈쉘
PU폼 100g 헥사라이트 인솔을 사용함

BTR 고유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배색감의 패턴이 포인트가 되는 여성 세미 골프화. 필드에서도
탁월한 착화감을 주는 스파이크 리스화로, 투명한 TPU 아웃 솔이 특징. 쿠션감과 복원력이 뛰어
난 오픈쉘PU폼 100g 헥사라이트 인솔을 사용

Ⓕ 갑피 : 극세사+액션레더 / 내피 : 메리메쉬+파운드메쉬
깔창 : 오픈쉘PU폼 밑창 : 파이론+TPU 무게 : 316.5g (255mm 1편무게)
Ⓢ 255mm ~ 280mm
Ⓒ WHITE

Ⓕ 갑피 : 극세사+액션레더 / 내피 : 메리메쉬+파운드메쉬
깔창 : 오픈쉘PU폼 밑창 : 파이론+TPU 무게 : 262g (245mm 1편무게)
Ⓢ 230mm ~ 250mm
Ⓒ WHITE

Ⓕ 겉감 : 합성가죽 / 안감 : 메쉬, 합성가죽 /안창 : EVA, 메쉬 / 밑창 : 합성고무
Ⓢ 230mm ~ 250mm
Ⓒ BLAC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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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M1020M
프롭트 / \126,000

BSM1025W

BSM1028M

에린 / \212,000

트레버 / \212,000

BTR 고유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배색감의 패턴이 포인트가 되는 여성 세미 골프화. 필드
에서도 탁월한 착화감을 주는 스파이크 리스화로, 투명한 TPU 아웃 솔이특징. 쿠션감과
복원력이 뛰어난 오픈쉘PU폼 100g 헥사라이트 인솔을 사용

BTR 고유 로고를 포인트로 준 유니크하고 세련된 디자인. 필드에서도 탁월한 착화감을 주
는 스파이크 리스화로, 투명한 TPU 아웃솔이 특징이며, 쿠션감과 복원력이 뛰어난 오픈쉘
PU폼 100g 헥사라이트 인솔을 사용함

Ⓕ 갑피 : 극세사+액션레더 내피 : 메리메쉬+파운드메쉬
깔창 : 오픈쉘PU폼 밑창 : 파이론+TPU 무게 : 262g (245mm 1편무게)
Ⓢ 230mm~250mm
Ⓒ WHITE

Ⓕ 갑피 : 극세사+액션레더 / 내피 : 메리메쉬+파운드메쉬
깔창 : 오픈쉘PU폼 / 밑창 : 파이론+TPU 무게 : 316.5g (255mm 1편무게)
Ⓢ 255mm~280mm
Ⓒ WHITE

골프화로 또는 일상화로도 신을 수 있는 스파이크리스 남성 골프화. 1.4mm 고밀도 합성가죽을
갑피에 사용. 단색 갑피 컬러에 스티치와 포인트를 준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 측면 와펜 라벨에
골프티를 꽃을 수 있도록 디자인 (小나무골프티 1EA 무상부착) 고탄성 EVA를 사용하여 쿠션감
이 좋고 하이렉스메쉬를 합포하여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줌. 바닥창의 고무가 돌기모양으로
돌출되어있어 뛰어난 마찰력과 그립력을 주는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 갑피 : 합성가죽 / 내피 : 매쉬, 합성가죽 / 깔창 : EVA, 메쉬(상단합포) / 밑창 : 합성고무A
Ⓢ 255mm~280mm
Ⓒ NAVY, WHITE

BQM1019M
재규어 / \132,000

BSM1026M

BSM1027M

파커 / \246,000

버논 / \192,000

간편한 교체가 가능하면서도 접지력은 뛰어난 강력한 PVC스파이크징 사용함. 끈 대신 와
이어(프리락)로 조임 기능을 하여 탈착이 편리함. 쿠션감과 복원력이 뛰어난 오픈쉘PU폼
100g 헥사라이트 인솔을 사용함

측면의 부드러운 TPU 재질의 머드가드가 발을 지지하여 안정적인 착화감을 제공. 필드에
서도 탁월한 착화감을 주는 스파이크 리스화로, 투명한 TPU 아웃솔이 특징. 쿠션감과 복
원력이 뛰어난 오픈쉘PU폼 100g 헥사라이트 인솔을 사용

Ⓕ 갑피 : 극세사+합성피혁 / 내피 : 메리메쉬+파운드메쉬 / 깔창 : 오픈쉘PU폼
밑창 : 파이론+TPU+PVC스파이크징 무게 : 320g (255mm 1편무게)
Ⓢ 255mm ~ 280mm
Ⓒ BLACK, WHITE

Ⓕ 갑피 : 액션레더+합성피혁 / 내피 : 메리메쉬+파운드메쉬 / 깔창 : 오픈쉘PU폼
밑창 : 파이론+TPU무게 : 343.5g (255mm 1편무게)
Ⓢ 255mm ~ 280mm
Ⓒ BLACK,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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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화로 또는 일상화로도 신을 수 있는 스파이크리스 남성 골프화. 뱀피 느낌의 합성가죽을 갑
피에 사용.단색 갑피 컬러에 스티치와 신끈 컬러로 포인트를 준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 측면 와
펜 라벨에 골프티를 꽃을 수 있도록 디자인 (小나무골프티 1EA 무상 부착) 고탄성 EVA를 사용하
여 쿠션감이 좋고 하이렉스메쉬를 합포 하여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줌. 바닥창의 고무가 돌기
모양으로 돌출되어있어 뛰어난 마찰력과 그립력을 주는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 갑피 : 합성가죽 / 내피 : 매쉬, 합성가죽
깔창 : EVA, 메쉬(상단합포) / 밑창 : 합성고무A
Ⓢ 255mm~280mm
Ⓒ BLACK, L/GRAY, WHITE

69

- FOOTWEAR COLLECTION -

BSM1023M

뱀피 느낌의 합성가죽을 갑피에 사용. 반짝이는 갑피 컬러에 신 끈 컬러로 포인트를 준 화
려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측면 와펜 라벨에 골프티를 꽃을수 있도록 디자인 (小나무 골
프티 1EA 무상부착).고탄성 EVA를 사용하여 쿠션감이 좋고 하이렉스 메쉬를 합포 하여 사
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줌.바닥창의 고무가 돌기모양으로 돌출되어있어 뛰어난 마찰력과
그립력을 주는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BPM1018W
마라슈 / \138,000
갑피는 1.4mm 광택이 나는 투톤 에나멜 인조가죽을 사용하였으며, 고탄성 EVA를 사용하여 쿠션감
이 좋고 PU로 풋베드를 사용하여 퀄리티를 높였음. 바닥창의 고무가 돌기 모양으로 돌출되어있어 뛰
어난 마찰력과 그립력을 주는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BPM1017M
트레비 / \132,000
갑피는 1.4mm 뱀피 인조가죽을 사용하였으며, 고탄성 EVA를 사용하여 쿠션감이 좋고 PU로 풋베드
를 사용하여 퀄리티를 높였음. 바닥창의 고무가 돌기 모양으로 돌출되어있어 뛰어난 마찰력과 그립
력을 주는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T-SHIRT 반즈 BTT4811M_WHITE

PANTS 르토 BTP9964M_NAVY

Ⓕ 갑피 : 인조가죽 / 내피 : 스킨스웨드 / 인솔 : EVA / 아웃솔 : 고무
Ⓢ 255mm~280mm
Ⓒ NAVY, GRAY, WHITE

BPM1016M

BPM1015M

BPM1014W

트리톤 / \126,000

아스터 / \166,000

브니엘 / \158,000

Ⓕ 겉감 : 합성피혁 / 밑창 : 고무
인솔 : EVA
Ⓢ 255mm ~ 280mm
Ⓒ WHITE

Ⓕ 겉감 : 합성피혁, 극세사 / 밑창 : 고무
인솔 : EVA
Ⓢ 230mm ~ 250mm
Ⓒ WHITE

갑피는 1.4mm 인조가죽을 사용하였으며, 고탄성 EVA를 사용하여 쿠션감이 좋고
PU 풋베드를 사용하여 퀄리티를 높였음. 바닥창의 고무가 돌기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어 뛰어난 마찰력과 그립력을 주는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 갑피 : 인조가죽 / 내피 : 스킨스웨드 / 인솔 : EVA / 아웃솔 : 고무
Ⓢ 255mm ~ 280mm
Ⓒ NAVY,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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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버논 BSM1027M_WHITE

Ⓕ 갑피 : 에나멜 인조가죽 / 내피 : 스킨스웨드 / 인솔 : EVA / 아웃솔 : 고무
Ⓢ 230mm ~ 250mm
Ⓒ BLACK, GOLD, SILVER

BAG .1
BAG.2
GLOVE
CAP
BALL

BFB3337W

미첼 BFB3337W_NAVY
투치아 BFB3334W_NAVY

NEW

미첼 / \504,000

커민W BFG5045W_NAVY
하티 BTC8956U_NAVY

골프 및 스포츠 활동 시 유용한 캐리어백. 가방 앞면과 옆면에 자수로 포인트를 주어 캐주얼하
게 코디 가능하며, 2단계 높이로 조절되는 손잡이 구성으로 사용자에 맞게 높낮이를 맞춰 사
용 가능함.

BAG .1

BTR-X2 BFA3009U_WHITE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안감1,2 : POLYESTER 100%
Ⓢ FREE
Ⓒ NAVY, L/PURPLE

BTR SPRING & SUMMER 2022

BAG .2

BFB3334W

G OLF

BAG

BFB3335W

니오베 / \149,000

네이비 컬러에 화이트 배색이 돋보이는 여성 핸드백. 밤비와 로고 자수로 포인트를 주어
일상생활에서도 캐주얼하게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

메모리 소재의 여성용 핸드백. 탈부착이 가능한 플라스틱 사슬 숄더끈으로 핸드백 또는 크
로스백으로 다양하게 코디 가능.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기본 아이템.

Ⓕ 겉감 : POLYAMIDE 100% / 배색1 : POLYAMIDE 100%
배색2,3 : POLYESTER 40%, POLYURETHANE 30%, ETC 3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 겉감 : POLYAMIDE 100%
배색 : POLYESTER 40%, POLYURETHANE 30%, ETC 3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BEIGE, BLACK

NEW

BFB3339U

NEW

도토루 / \15,000

세퀘아 / \15,000

남녀공용 보조가방. 나염 로고로 포인트를 줌.

남녀공용 보조가방. 나염 로고로 포인트를 줌.

Ⓕ 겉감 : POLYESTER 100%
Ⓢ FREE
Ⓒ R/BLUE

Ⓕ 겉감 : POLYESTER 100%
Ⓢ FREE
Ⓒ R/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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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투치아 / \165,000

BFB3338U
BT R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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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B3318M

BQB3279W

어스 / \550,000

안티오페 / \560,000

로고에 배색 포인트를 주어 세련되고 깔끔한 고급 캐디백. 포켓 구성이 잘 되어 있어 소지품
을 분리 보관하기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고가의 드라이브를 보관하기
용이한 아이템.

BTR을 상징하는 자수 장식으로 유니크한 포인트를 준 캐주얼한 골프백.
다양한 수납공간과 바퀴가 달려있어 사용하기 편리함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델피

Ⓕ 겉감 : NYLON 100%
배색 1, 2 : POLYESTER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H/PINK, NAVY

BFB3319M
< 세트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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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B3320W

BOB3259W

줄리 / \560,000

하이디 / \643,000

톡톡튀는 감성적인 여성 골프백. 세심한 포켓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소지품을 분리
보관하는데 용이하며, 아기자기한 BTR 밤비로고를 포인트로 준 아이템.

전면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여 세련된 느낌을 주며, 화이트 컬러의 로고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캐디백. 고가의 드라이브를 보관하기에 용이한 제품으로 다양한 내부 칸막이로 충돌을
방지하고, 수납공간이 많아 공이나 장갑 등의 소지품을 휴대하기 편리함

Ⓕ 겉감 : PINK - POLYAMIDE 100% NAVY - POLYESTER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배색 2 : POLYAMIDE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CORAL, NAVY

Ⓕ 겉감 : POLYAMIDE100% / 안감1 : POLYESTER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안감2 : POLYAMIDE 100%
Ⓢ FREE
Ⓒ BEIGE

BQB3278M

BOB3263M

빌런 / \558,000

라이즈 / \643,000

전면 네이비 컬러를 사용하여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골프백. 화이트 컬러의 배색 지퍼를 사
용해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 수납공간이 많아 공이나 장갑 등의 소지품을 휴대하기 편리함

세련된 배색 디자인이 돋보이는 바탕에 로고 장식을 더하여 포인트를 준 골프백. 고가의 드
라이브를 보관하기에 용이한 제품으로 다양한 내부 칸막이로 충돌을 방지하고, 수납공간이
많아 공이나 장갑 등의 소지품을 휴대하기 편리함

Ⓕ 겉감 : POLYAMIDE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 겉감 : POLYURETHANE 100% / 배색1, 2 : POLYURETHANE 100%
배색3 : POLYAMIDE 90%, POLYESTER 10%
안감1 : POLYESTER 100% / 안감2 : POLYAMIDE 100%
Ⓢ FREE
Ⓒ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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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B3336U
델리 캐리어 / \415,000

Ⓕ 겉감 : POLYAMIDE 100%
안감 : POLYESTER 100%
Ⓢ 50(가로)x 32(세로)x 28.5(폭)cm
Ⓒ BLACK,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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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B3230U

BFB3319M

보스턴백 / \150,000

델피 / \220,000

세련된 배색 디자인이 돋보이며, BTR만의 로고 장식을 더하여 포인트를 준 남녀공용 보스턴
백. 가벼운 중량감과 신발 보관 등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활용도 높은 아이템.

세련된 배색 디자인이 돋보이며, BTR만의 로고 장식을 더하여 포인트를 준 보스턴백.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골프 및 스포츠 활동시 유용한 제품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FREE
Ⓒ NAV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FREE
Ⓒ NAVY

BFB3321W

BQB3282M

세일리 / \220,000

라우너 / \229,000

전면 코랄컬러를 사용하여, 사랑스러움이 가미된 아이템. BTR만의 밤비로고 장식으로 포인
트를 준 여성 보스턴백

'네이비-실버-화이트'의 배색을 사용하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보스턴백.
가벼운 중량감과 신발 보관 등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활용도 높은 아이템

Ⓕ 겉감 : POLYAMIDE 100%
안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FREE
Ⓒ CORAL

Ⓕ 겉감 : POLYURETHANE 100%
배색1, 2 : POLYURETHANE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BFB3284U
알로하 캐리어 / \228,000
골프 및 스포츠 활동 시 유용한 캐리어 백. 2 단계 높이로 조절되는 손잡이 구성으로 사용자
에 맞게 높낮이를 맞춰 사용 가능함.

Ⓕ N/420D HD PU
Ⓢ 50(가로) x 30(세로) x 28.5(폭)cm
Ⓒ NAVY

BQB3283W
라닝 / \229,000

BFB3254U

별 모양 펀칭 원단을 사용해 귀여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의 보스턴 백.
가벼운 중량감과 신발 보관 등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활용도 높은 아이템

펄스 캐리어 / \225,000

Ⓕ 겉감 : POLYURETHANE 100%
배색1, 2, 3 : POLYURETHANE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WHITE

신발 보관이 용이한 사이드포켓 구성으로 골프 및 스포츠 활동 시 유용한 캐리어 백. 2단계
높이로 조절되는 손잡이 구성으로 사용자에 맞게 높낮이를 맞춰 사용 가능함.

Ⓕ N/420D 워싱 PU
Ⓢ 45(가로) x 35(세로) x 18(폭)cm
Ⓒ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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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및 스포츠 활동 시 유용한 캐리어백. 2단계 높이로 조절되는 손잡이 구성으로 사용자
에 맞게 높낮이를 맞춰 사용 가능하고,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BFB3333W

샌디뉴 / \149,000

롤린 / \165,000

BTR 시즌 체크 패턴으로 필드 및 일상 생활에서 트렌디하게 연출이 가능한 여성용 버킷백.
일상 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한 아이템.

블랙 컬러에 핑크, 화이트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토트백. 일상 생활에서도 다양
하게 코디가 가능한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VC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WINE

Ⓕ 겉감 : POLYAMIDE 100%
배색 : ACRYL 80%, POLYESTER 20%
배색2 : POLYESTER 40%, POLYURETHANE 30%, 기타 3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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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B3328W

BFB3310W

포넨 / \149,000

허밍 / \113,000

BTR만의 로고를 자수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토트백.
소형 손가방으로 가벼운 외출 시, 발랄한 코디 연출 가능한 아이템.

리본 테이프 포인트를 주어 여성스러운 느낌이 가미된 핸드백. 라운딩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용도로 용이한 아이템

Ⓕ 겉감 : POLYAMIDE100%
배색 : POLYURETHANE100%
배색2 : POLYAMIDE100%
Ⓢ FREE
Ⓒ NAVY, WHITE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FREE
Ⓒ BEIGE, NAVY

BRB3302W

BQB3287W

리젠트 / \142,000

와이드 30 / \142,000

BTR만의 패턴 원단을 포인트로 사용한 여성용 크로스백. 탈부착이 가능한 크로스 끈으로
토트백 또는 크로스백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한 디자인. 라운딩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도 다용도로 용이한 아이템

두 가지 컬러로 배색을 준 여성용 핸드백. 겉과 안쪽에 여러 개의 수납공간으로 물건을 분
리,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탈부착이 가능한 크로스 끈으로 핸드백 또는 크로스백으로 스
타일링이 가능

Ⓕ 겉감 : POLYESTER 100% / 안감 : POLYESTER 100%
배색 : NYLON 100% / 배색2 : POLYURETHANE 100%
Ⓢ FREE
Ⓒ BLACK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FREE
Ⓒ WHITE, BLACK

BQB3296W

BOB3266W

버시블 / \50,000

메디나 / \114,000

소형 손가방은 가벼운 외출 시 발랄한 코디 연출 가능함. 골프 외에 라이프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

퍼 소재와 PVC 배색을 사용하여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토트백. 중간에 아플리
케 와펜이 포인트이며 탈부착 가능한 핀 꽂이도 있어 일상생활은 물론 라운딩 시에도 사용
가능한 아이템

- BAG COLLECTION -

BFB3332W

Ⓕ 겉감 : POLYESTER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PINK

BFB3312W

BRB3304W

페이블린 / \142,000

메리엘 / \132,000

시원한 지사소재를 이용한 토트백. 파우치를 세트로 구성하여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며, 라
이프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연출 할 수 있는 제품

패딩 5OZ 내장한 핸드백으로 솔리드 백과 BTR만의 패턴 원단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겉과
안쪽에 여러 개의 수납공간으로 물건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

Ⓕ 겉감 : COTTON50%, HEMP 50%
배색 : POLYURETHANE 100%
Ⓢ FREE
Ⓒ BEIGE

Ⓕ 겉감 : NAVY NYLON 100%, GRAY POLYESTER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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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VC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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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B3327M
브라스 / \115,000

BOB3249W

BNB3245W

캔버스 / \128,000

필로우 / \99,000

배색 컬러의 파우치와 야자수 자수가 포인트인 토트백.
필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코디가 용이한 활용도 높은 아이템

소형 손가방은 가벼운 외출 시 발랄한 코디 연출 가능함.
골프 외에 라이프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

Ⓕ 겉감 배색1 : COTTON 100%
배색2 : COTTON 100%
배색3 : POLYURETHANE 100%
Ⓢ FREE
Ⓒ NAV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2L
Ⓒ NAVY

BTR로고 포인트를 준 남성용 슬링백.
골프 및 라이프 활동 시 간편하게 들고다니며, 수납공간이 많아 활용도 높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FREE
Ⓒ GRAY, BLACK

베를린 / \99,000
골프 및 라이프 활동 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며 수납 가능한 제품

BFB3325W

BFB3322W

베어 / \132,000

챈스 / \65,000

BTR만의 로고 프린트를 전판 사용한 여성용 숄더백.
탈부착이 가능한 크로스 끈으로 핸드백 또는 크로스백으로 스타일링 가능한 아이템.

전체 부클소재를 사용하여 보온성이 높은 여성용 숄더백.
라운딩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용도로 용이한 아이템.

Ⓕ 겉감 : POLYESTER100%
배색 : POLYESTER100%
Ⓢ FREE
Ⓒ NAV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FREE
Ⓒ L/BROWN, PINK

BQB3289W

BNB3248W

로즈니 / \159,000

바스 / \113,000

넉넉한 사이즈의 핸드백으로 플라워 패턴과 BTR만의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크로스 끈이 추가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

넉넉한 사이즈의 핸드백으로 해바라기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골프 외에 라이프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음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BLACK, WHITE

Ⓕ 겉감 : POLYESTER 49%, COTTON 48%,
POLYURETHANE 3%, POLYESTER 100%
Ⓢ 4L
Ⓒ YELLOW,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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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VC /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GRAY

BFB3324W

BQB3285W

BFB3316U

리젠 / \115,000

코오스 / \70,000

프렐 / \113,000

전판 체크원단을 사용한 여성용 크로스백. FRONT에 수납
공간이 있어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을 따로 보관 가능한 활
용도 높은 아이템.

부드러운 레자 원단을 사용한 여성용 크로스백. FRONT에
수납공간이 있어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을 따로 보관 가능하
고, 탈부착이 가능한 크로스 끈으로 클러치 또는 크로스백
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한 디자인

라운딩에서는 물론 라이프 생활에서도 다용도로 사용 가
능한 파우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금속와펜이 포인트인
아이템

Ⓕ 겉감 : COTTON70%, POLYAMIDE27%,
SPANDEX3%
Ⓢ FREE
Ⓒ RED, NAVY

Ⓕ 겉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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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POLYAMIDE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FREE
Ⓒ NAVY, KH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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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B3315M

BQB3284W

BFB3313M

BRB3301W

BRB3305W

BQB3291W

에이스 / \70,000

올리브 / \122,000

머들렌 / \113,000

레파36 / \142,000

어깨 한 쪽으로 매거나, 허리에 둘러 다양하게 착용 가능
한 남성용 벨트 백. 골프 및 라이프 활동 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며 수납 가능한 아이템

퍼를 사용해 보온성이 높은 제품. 라운딩 할 때 손과 허리를 따뜻
하게 해주고 수납 공간이 있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디자인

19 F/W 개발 BTR 패턴으로 포인트 강조한 여성용 벨트백.
D링 장식으로 귀여움을 더해주고 여러 개의 수납공간이 있
어 물건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벨트백

골 테이프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가방. 겉과 안쪽에 여러 개의 수납공간으로 물건을 분리,
보관 가능하도록 디자인. 바닥을 부드러운 레자 원단으로 잡아주어 물건을 넣어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해줌

골 테이프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파우치. 겉과 안쪽에 여
러 개의 수납공간으로 물건을 분리, 보관 가능하도록 디자
인. 바닥을 부드러운 레자 원단으로 잡아주어 물건을 넣어
도 모양이 흐트러 지지 않도록 고정해 줌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NYLON 100% / 배색2 : PVC / 배색3 : PVC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BLACK

Ⓕ 겉감 : POLYAMIDE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FREE
Ⓒ NAVY

Ⓕ 겉감 : POLYAMIDE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FREE
Ⓒ RED

Ⓕ 겉감 : ACRYL 80%, POLYESTER 20%
배색 : POLYESTER 100%
배색2 : ACRYL 80%, POLYESTER 20%
안감 : ACRYL 80%, POLYESTER 20%
Ⓢ FREE
Ⓒ BLACK

BTR
BTRFALL
SPRING
& WINTER
& SUMMER
2021 2022
- 2022

BPB3268U

BFB3317M

리옹 / \32,000

바인 / \113,000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포함한 기본 파우치

코듀로이 소재를 사용한 남성용 파우치.
다양한 오거나이즈 구성으로 실용적인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 1.5L
Ⓒ GRAY, NAVY

Ⓕ 겉감 : POLYAMIDE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FREE
Ⓒ NAVY, GRAY

BQB3293M
벨로스 / \99,000
라운딩에서는 물론 라이프 생활에서도 다용도로 사용가
능한 남성용 파우치. 다양한 오거나이즈 구성으로 실용적
인 아이템

Ⓕ 겉감 : NYLON 100% / 배색 : PU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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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3257M

BOB3258W

BOB3267M

바스코 / \60,000

로미 / \85,000

헤이그 / \65,000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심플한 컬러로 깔끔한 디자인의 파
우치 백. 남성뿐만 아니라 남녀 공용으로 사용해도 무관한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기본 아이템

소형 사이즈의 파우치로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여성
용 파우치. 필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하기 좋
은 아이템.

라운딩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남
성 전용 파우치.나일론소재로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손잡이의 불박 로고와 금속와펜이 포인트인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FREE
Ⓒ BLACK, WINE

Ⓕ 겉감 : POLYURETHANE 100%
Ⓢ FREE
Ⓒ BLACK

Ⓕ 겉감 : NYLON 100% / 배색 : POLYURETHANE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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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POLYESTER 100%
Ⓢ FREE
Ⓒ CHARCOAL, NAVY

레파26 / \113,000

BOB3264M
제노바 / \66,000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배색2 : PVC 100%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GRAY, RED, NAVY

BTR SPRING & SUMMER 2022

BFB3314U

BRB3271U

BOB3256U

페이즐 / \50,000

퍼밍 / \46,000

큐브 / \28,000

골프공 2개가 수납 가능한 심플한 디자인의 볼케이스.
고리가 있어 바지 벨트나 가방 고리에 달고 다닐 수 있음

퍼를 사용한 심플한 디자인의 볼 케이스. 귀여운 느낌으로
골프공 2개 수납 가능한 작은 사이즈의 아이템

니트 소재의 볼 케이스와 가죽 소재의 골프 TEE 꽂이.
두가지 수납공간으로 활용도 높은 볼 케이스 아이템

Ⓕ 겉감 : POLYESTER100%
Ⓢ FREE
Ⓒ BLACK, VIOLET

Ⓕ 겉감 : ACRYL 80%, POLYESTER 20%
배색 : POLYESTER 100%
Ⓢ FREE
Ⓒ BLACK, WHITE

Ⓕ 겉감 : LEATHER 100%
배색 : COTTON 60%,POLYESTER 38%,
POLYURETHANE 2%
Ⓢ FREE
Ⓒ YELLOW

BOB3261U

BFB3326W

레이블 / \37,000

디프 / \65,000

심플한 디자인의 볼 케이스. 귀여운 느낌으로 골프공 케이
스 2~3개 수납 가능한 작은 사이즈의 아이템

BTR만의 로고 프린트를 부분 배색으로 사용하여 포인트를
준 여성용 클러치백. 필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

Ⓕ 겉감 : POLYAMIDE 100%
배색 : POLYURETHANE 100%
Ⓢ FREE
Ⓒ RED

Ⓕ 겉감 : PVC 100%
Ⓢ 45(가로) x 35(세로) x 18(폭)cm
Ⓒ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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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3247W

BNB3246M

BQB3290W

필리핀 / \85,000

스웨덴 / \85,000

클로 / \56,000

소형 사이즈의 파우치로 유니크한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파우치. 가볍고 패션성을 높인 제품

소형 사이즈의 파우치로 펀칭 원단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준 남성용 파우치. 가볍고 패션성을 높인 제품

Ⓕ 겉감 : POLYURETHANE 100%
Ⓢ 1.5L
Ⓒ H/PINK

Ⓕ 겉감 : POLYURETHANE 100%
Ⓢ 1.5L
Ⓒ WHITE

스트라이프 프린트와 19S/S 개발 BTR 로고를 사용하여 귀
여움을 강조한 여성용 클러치 백.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작
은 주머니가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디자인.

Ⓕ 겉감 : PVC 100%
Ⓢ FREE
Ⓒ NAVY

<BACK>

<BACK>

BOB3250W

BOB3265W

클러치 / \65,000

앨리스 / \66,000

다양한 자수 장식으로 유니크한 포인트를 준 캐주얼한 아
이템. 필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소지하기 좋은 디자인
과 크기의 다용도 클러치 백

앞뒤 반전 배색 컬러가 특징이며 앞판에는 시즌 패턴 자수가 뒤판에는 로고프린트와 자수
로 포인트를 준 여성 전용 파우치 백. 라운딩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용도
파우치로 사용이 가능한 아이템.

Ⓕ 겉감, 배색1 : COTTON 100%
배색2 : POLYURETHANE 100%
Ⓢ FREE
Ⓒ PINK

Ⓕ 겉감 : COTTON 100% / 배색 : POLYURETHANE 100% / 안감 : POLYESTER
100%
Ⓢ FREE
Ⓒ PINK, MINT

BFB3323U

BFB3258U

카젠 / \65,000

골프화가방 / \26,000

통기성을 위한 메시원단을 믹스매치한 남녀공용 골프화
가방. BTR만의 로고를 포인트로 준 아이템.

3가지 색상으로 출시한 골프화를 보관할 수 있는 골프화가방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45(가로) x 35(세로) x 18(폭)cm
Ⓒ BLACK

Ⓕ P/600D PU, P/600D PVC
Ⓢ 21(가로) x 32.5(세로) x 8.5(폭)cm
Ⓒ NAVY, RED,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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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멜란지 느낌의 원단을 사용하며, 심플하면서 크기가 다른 파우치에 비해 넉넉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PVC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

BTC8952W

라본 BTC8960W_NAVY

NEW

BTC8953M

NEW

라타 / \99,000

맥시 / \82,000

자가드 소재를 사용한 여성 메쉬 배색 캡 모자. 모자 뒷부분에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풍성을 높였으
며, 자가드 무늬의 은은한 펄감 원단에 핫픽스와 금속 구슬 파이핑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

남성 펀칭 군모. 군모 형태에 앞 챙과 뒷 부분에 펀칭 원단을 사용하여 통풍성을 높였으며
헤어라인 로고로 포인트를 주었음. 차분한 컬러감으로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디자인임.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1 : COTTONE 74%, POLYESTER 26%
배색2 : POLYESTER 94%, POLYURETHANE 6%
Ⓢ S(55) ~ M(56)
Ⓒ WHITE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L(57)~2XL(61)
Ⓒ CHARCOAL, D/BEIGE

레디안 BTC8961M_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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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8954M

NEW

BTC8955M

NEW

파파인 / \36,000

아이칸 / \82,000

남성 메쉬 배색 캡 모자. BTR 로고가 들어간 직조 와펜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뒤판에 메쉬 원단
을 사용하여 통풍성이 높음.

기하학적인 패턴을 사용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이템.
메쉬원단 배색으로 통기성이 우수한 제품.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L(57) ~ 2XL(61)
Ⓒ BLACK, NAV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L(57)~2XL(61)
Ⓒ BLACK

맥시 BTC8953M_CHARCOAL

아이칸 BTC8955M_BLACK

라타 BTC8952W_WHITE
파파인 BTC8954M_NAVY

BT R

G OLF

CAP &HAT
SPRING & SU M M 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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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8956U

NEW

BTC8957W

NEW

하티 / \92,000

스피아 / \82,000

남녀 공용 썬캡 모자. 기본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룩부터 데일리룩까지 다양한 코디에 활용 가능
한 디자인임. 로고 자수와 삼색 테이프로 포인트를 줌.

스팽글 포인트가 있는 레이스 원단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보여주는 썬바이저.
햇빛 가리기에 용이한 제품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96%, POLYURETHANE 4%
배색 : POLYESTER 96%, POLYURETHANE 4%
Ⓢ M(56)~XL(59)
Ⓒ WHITE, NAV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FREE
Ⓒ BLACK, I/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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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럼블 BTC8959U_NAVY

BAG 미첼 BFB3337W_L/PURPLE SHOES 커버 BTM1031W_WHITE&PINK

NEW

BTC8960W

라치카 / \75,000

라본 / \89,000

꽃무늬 패턴의 메쉬 원단을 사용하였고 머리띠 부분에 파이핑을 포인트로 적용한 썬바이
저. 넓은 챙으로 실용적이고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

잔 체크 원단과 후면 리본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여성 전용 벙거지 모자.
앞창이 넓고 뒷챙이 좁은 스타일로 착용 시 햇빛 차단에 용이.

Ⓕ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배색1 : POLYAMIDE 75% METAL 25%
배색2 : POLYESTER 100%
Ⓢ FREE
Ⓒ NAVY

Ⓕ 겉감 : POLYESTER 98%, POLYURETHANE 2%
Ⓢ S(55)~M(56)
Ⓒ NAVY

커민W
- CAP&HATGLOVE
COLLECTION
- BFG5045W_NAVY
CAP 하티 BTC8956U_NAVY

NEW

e

Reversib
l

m
Ite
NEW

큐럼블 / \109,000
넓은 챙으로 자외선 차단에 용이하고, 양면으로 쓸 수 있는 리버시블 형태의 벙거지 모자.
일상생활에서도 데일리룩으로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FREE
Ⓒ NAVY

BTC8961M

SKIRT 헤딘 BTK9146W_NAVY

BTR SPRING & SUMMER 2022

BTC8959U

NEW

레디안 / \115,000
남성 벙거지 모자. 3색 TAPE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냉감 소재의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
여 무더운 여름철 자외선 차단에 용이함. 탈부착 가능한 햇빛가리개로 일상생활에서도
데일리룩으로 코디가 가능.

Ⓕ 겉감 : POLYAMIDE 65%, COTTON 31%, POLYURETHANE 4%
배색 : POLYAMIDE 82%, POLYURETHANE 18%
Ⓢ L(57)~2XL(61)
Ⓒ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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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IRT 보슈아 BTT4817W_MINT

BTC8958W

BSC8942U

BSC8947W

BSC8943M

버켄 / \60,000

알렉 / \74,000

틸리아 / \69,000

제이드 / \70,000

앞부분은 엠보원단을 사용하고, 뒷부분에는 통풍성이 좋은 매시원단을 믹스매치한 남성용 캡모자. 베이직
한 기본 스타일로 어디에나 쉽고 멋스럽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BTR만의 로고 패턴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준 남녀공용 캡모
자. 필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

레이스원단을 사용하여 페미닌한 느낌을 주는 여성용 썬바이저. 햇빛가리기에 용이한 제품으로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

전판 체크원단을 사용한 남성용 캡모자. 베이직한 기본 스타일로 어디에나 쉽고 멋스럽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 겉감 : POLYAMIDE 88% POLYURETHANE 12%
배색 : POLYESTER100%
Ⓢ L(57)~2XL(61)
Ⓒ BLACK, WHITE, RED

Ⓕ겉감 : POLYESTER100%
배색 : POLYESTER100%
Ⓢ M(56)~XL(59)
Ⓒ NAVY, GRA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AMIDE87%POLYESTER8%,POLYURETHANE5%
배색 : POLYESTER 100%
Ⓢ FREE
Ⓒ PINK, BLACK

Ⓕ 겉감 : POLYESTER100%
Ⓢ L(57)~2XL(61)
Ⓒ RED, NAVY

BTR SPRING & SUMMER 2022

BSC8948W
원스 / \89,000

BSC8944M

BSC8945M

콜드 / \82,000

페이 / \82,000

BTR만의 시즌패턴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준 남성용 썬바이저. 더운 여름 착용하기 적합하며, 멋스럽게 활용
하기 좋은 아이템.

통기성을 위한 메시원단을 믹스매치한 남성용 군모모자.
라운딩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무난하게 코디
가능한 아이템.

Ⓕ 겉감 : POLYESTER85% POLYURETHANE15%
배색감 : POLYAMIDE88% POLYURETHANE12%
Ⓢ L(57)~2XL(61)
Ⓒ WHITE, BLUE

가벼운 소재와 BTR로고 핫피스와 리본장식 포인트를 준 여성용 썬바이저. 챙부분이 넓어 햇빛 가
리기에 용이한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S(55)~M(56)
Ⓒ NAVY, WHITE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L(57) ~ 2XL(61)
Ⓒ NAVY

BSC8946M

BSC8950W

BSC8949W

BSC8951W

모스 / \89,000

레이블리 / \92,000

클로제 / \89,000

러빈 / \89,000

챙이 넓어 자외선 차단에 용이한 남성용 벙거지.
필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

챙이 넓어 필드에서 햇빛을 가리기 용이한 여성용 벙거지.
전체적으로 플라워 패턴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준 아이템.

시원한 소재와 챙이 넓어 여름에 햇빛가리기 용이한 아이템.

햇빛가리기에 용이하며, 목덜미 부분에 시원한소재를 사용하여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아
이템. 필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여성용 벙거지.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L(57) ~ 2XL(61)
Ⓒ L/GRA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S(55) ~ M(56)
Ⓒ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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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POLYESTER 100%
Ⓢ FREE
Ⓒ NAV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S(55) ~ M(56)
Ⓒ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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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8941M

BRC8936M
고블 / \62,000
여름철 강렬한 햇빛을 차단하는 선캡. 타공이 뚫려 통기성이 있어 쾌적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

BRC8931W

BRC8929M

위스 / \70,000

웨이블린 / \70,000

헤드 부분에 BTR만의 로고 B자 타공을 포인트를 준 남성
용 군모 스타일의 아이템. 라운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
활에서도 무난하게 코디 가능한 아이템

BTR만의 20SS 패턴을 사용한 젊은 감성을 지닌 남성 썬캡.
앞 창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창을 넣어두어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 겉감 : POLYAMIDE 78%, POLYESTER 22%
Ⓢ L(57) ~ 2XL(61)
Ⓒ NAV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WHITE] POLYESTER 100%,
[MINT] POLYAMIDE 75% SPAN 25%
Ⓢ L(57)~2XL(61)
Ⓒ MINT, BLACK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BLACK] - POLYESTER 100%
[RED] - POLYESTER 71%, RAYON 27%, POLYURETHANE 2%
[T/BLUE] - POLYESTER 71%, RAYON 27%, POLYURETHANE 2%
Ⓢ L(57)~2XL(61)
Ⓒ BLACK, RED, T/BLUE

베이블 / \95,000
챙이 넓어 햇빛 차단에 용이한 아이템. 뒷 부분 장식으로
리본디테일을 주어 사랑스러움이 가미된 여성용 모자

Ⓕ 겉감 : POLYESTER 100%
Ⓢ S(55) ~ M(56)
Ⓒ BEIGE

BTR SPRING & SUMMER 2022

BRC8930M

BRC8934W

BRC8937W

BRC8938W

BQC8901W

허니브 / \60,000

시얼리 / \85,000

엘린 / \66,000

베니 / \56,000

블리 / \56,000

엠보 원단을 사용하여 통풍성이 좋은 남성용 캡 모자. 베이직한 기본 스타일로 어디에나
쉽고, 멋스럽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햇빛 가리기에 용이하여, 목덜미부분에 시원한 소재를 사용하여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 필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여성용 벙거지

셔링 기법을 사용하여 사랑스러움이 가미된 여성용 썬캡 모자.
더운 여름 착용하기 적합하며, 멋스럽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BTR 20SS 플라워 패턴을 사용한 여성용 썬캡 모자. 더운
여름 착용하기 적합하며, 멋스럽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19S/S 시즌 개발 플라워 패턴을 사용한 여성용 여름 모자

Ⓕ 겉감 : POLYAMIDE 75%, POLYURETHANE 25%
배색 : POLYESTER 100%
Ⓢ L(57)~2XL(61)
Ⓒ BLACK, WHITE, MINT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S(55)~M(56)
Ⓒ NAVY, GREEN

Ⓕ 겉감 : POLYAMIDE 77% POLYURETHANE 23%
배색 : POLYAMIDE 77% POLYURETHANE 23%
Ⓢ S(55)~M(56)
Ⓒ WHITE

Ⓕ 겉감 : POLYESTER 91%, POLYURETHANE 9%
배색 : POLYESTER 100%
Ⓢ S(55)~M(56)
Ⓒ NAVY, PINK

Ⓕ 겉감 : POLYESTER 85%, POLYURETHANE 15%
배색 : NYLON 75%, POLYESTER 25%
Ⓢ S(55)~M(56)
Ⓒ PURPLE , GREEN

BRC8933W

BRC8932U

BRC8935W

BQC8902W

BQC8903M

BQC8904W

메이비 / \62,000

케일 / \63,000

시리아 / \95,000

아르헨 / \55,000

스펭 / \50,000

슬란드 / \70,000

챙부분에 메탈 소재와 로고 부분에 스팽글 장식을 사용하여 포
인트를 준 여성용 썬캡 모자

BTR만의 패턴, 플라워 패턴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준 남녀 공
용 캡 모자.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한 아이템

챙이 넓어 햇빛 가리기에 용이한 아이템. 전체적으로 플라워
패턴과 챙부분에 실버 컬러 포인트를 준 여성용 여름 모자

뒷부분 리본밴드로 귀여운 외관을 연출한 여성용 썬캡

19 S/S 시즌 개발 패턴을 사용한 남성용 여름 모자. 골프
및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썬캡 제품

19S/S 시즌 개발 패턴을 사용한 여성용 여름 모자.
육각형태의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고급스러움 상승.

Ⓕ 겉감 : POLYESTER 80%, RAYON 20%
Ⓢ S(55)~M(56)
Ⓒ BLACK, WHITE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WINE] S(55)~M(56), [NAVY] L(57)~XL(59)
Ⓒ WINE, NAVY

Ⓕ 겉감 : [L/PURPLE] POLYESTER 100%.
[NAVY] POLYAMIDE 23%, RAYON 77%
배색 : [L/PURPLE] RAYON 80%, POLYAMIDE 20%
[NAVY] POLYAMIDE 15%, RAYON 85%
Ⓢ S(55) ~ M(56)
Ⓒ L/PURPLE, NAVY

Ⓕ 겉감 : [NAVY] POLYESTER 92%, POLYURETHANE 8%
[BLACK] POLYESTER 96%, POLYURETHANE 4%
배색 : [BLACK] POLYESTER 100%
Ⓢ L(57)~XL(59)
Ⓒ NAVY, BLACK

Ⓕ 겉감 : POLYESTER 85%, POLYURETHANE 15%
배색 : POLYESTER 97%, POLYURETHANE 3%
배색2 : POLYESTER 97%, POLYURETHANE 3%
Ⓢ S(55)~M(56)
Ⓒ CORAL, BLACK

92

Ⓕ 겉감 : [RED] NYLON 76%, POLYURETHANE 24%
[WHITE] NYLON 77%, POLYURETHANE 23%
배색 : COTTON60%,NYLON35%,POLYURETHANE5%
Ⓢ S(55)~M(56)
Ⓒ RED,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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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8926M

BQC8906W

BQC8912W

BQC8913U

BQC8922M

빅토리아 / \85,000

이탈리 / \83,000

타미 / \70,000

로스 / \92,000

헌트 / \55,000

햇빛가리기에 용이한 벙거지모자 스타일 코튼 100% 통기성이 좋아 여름에 착용하기 좋
은 아이템.

19S/S 시즌 개발 체크패턴을 사용한 여성용 벙거지형 모자.
뒷부분을 리본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어 러블리함을 더해주는 아이템

시원한 소재와 깔끔한 컬러의 디자인으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배색테잎위에 로고와펜으로 포인트 준 페도라.
깔끔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BTR만의 로고로 포인트를 준 남성용 헌팅캡.

Ⓕ 겉감 : COTTON 100%
배색 : POLYESTER 100%
Ⓢ S(55) ~ M(56)
Ⓒ T/BLUE

Ⓕ 겉감 : POLYESTER 100%
Ⓢ S(55) ~ M(56)
Ⓒ BLACK, WINE

Ⓕ 겉감 : PAPER 100%
Ⓢ FREE
Ⓒ BEIGE

Ⓕ 겉감 : POLYESTER 100%
Ⓢ L(57) ~ XL(59)
Ⓒ WHITE

BQC8907M

BQC8908U

레일 / \76,000

솔리 / \62,000

시원해 보이는 패턴물로 젊은 감성을 지닌 여름용 남성 벙거지

프리미엄 라인의 남녀 공용의 여름용 썬캡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L(57) ~ XL(59)
Ⓒ GREEN, NAVY

Ⓕ 겉감 : COTTON 64%, POLYAMIDE 33%
POLYURETHANE3%
Ⓢ L(57) ~ XL(59)
Ⓒ GRAY

BQC8916W

BQC8924M

폴라리스 / \63,000

글래디스 / \62,000

Ⓕ 겉감 : NYLON 77%, POLYURETHANE 23%
배색 : POLYESTER 71%, RAYON 27%,
POLYURETHANE 2%
Ⓢ M(56)~L(57)
Ⓒ WHITE, BLACK

페미닌한 느낌을 주는 플라워패턴을 사용. 모자 후면을 매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을 높인 제품

브랜드 로고와 굵은 스티치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매쉬원단 배색으로 통기성이
우수한 아이템

BQC8909M

BQC8910U

BQC8915M

BQC8911W

듀스 / \76,000

블라디 / \55,000

벨린 / \60,000

켈리 / \69,000

모자 옆면에 타공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을 높인 제품.
앞 창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창을 넣어두어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브랜드 로고와 굵은 스티치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베이직한 기본 스타일로 어디에나 쉽고 멋스럽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소재를 사용. 한 눈에 들어오는 브랜드 로고와 삼색 장식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준 제품

햇빛가리기에 용이하며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L(57)~XL(59)
Ⓒ WHITE, NAVY

Ⓕ 겉감 : POLYESTER 100%
Ⓢ L(57)~2XL(61)
Ⓒ WHITE, NAVY, BLUE

Ⓕ 겉감 : NYLON 75%, POLYURETHANE 25%
배색 : POLYESTER 80%, RAYON 16%,
POLYURETHANE 4%
Ⓢ L(57)~XL(59)
Ⓒ NAVY,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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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BLACK] LYLON 77%, POLYURETHANE 23%
[WHITE] COTTON 97%, POLYURETHANE 3%
배색 : [BLACK] POLYESTER 71%, RAYON 27%, POLYURETHANE 2% ,
[WHITE] POLYESTER 100%
배색2 : COTTON 100%
Ⓢ S(55)~M(56)
Ⓒ WHITE, BLACK

Ⓕ 겉감 : COTTON 100%
배색 : POLYESTER 100%
Ⓢ L(57)~XL(59)
Ⓒ WHITE, BLACK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NYLON 90%, POLYURETHANE 10%
Ⓢ S(55)~M(56)
Ⓒ GRAY,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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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C8925W

BPC8855W

BPC8857M

프라이아 / \56,000

탈리안 / \84,000

튀니스 / \60,000

가벼운 소재와 심플한 디자인의 선캡. 필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코디가 용이한 활용도 높은 아이템

두가지 종류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리본 끈으로 포인트를 준 귀
여운 디자인의 아이템

18S/S 시즌 개발 육각형 패턴을 사용한 선캡. 모자 안쪽 땀
받이 기능의 원단으로 더운 여름에 착용하기 적합한 아이템

Ⓕ 겉감 : [CORAL]POLYESTER96%,POLYURETHANE4%
[NAVY] POLYESTER91%,POLYURETHANE9%
배색 : POLYESTER 100%
Ⓢ S(55)~L(57)
Ⓒ CORAL, NAVY

Ⓕ 겉감 : COTTON 100%
안감 : POLYAMIDE 100% / 안감2 : POLYESTER 100%
배색 :COTTON 35%, POLYESTER 100%
배색2 : COTTON 100%
Ⓢ S(55)~L(57)
Ⓒ RED, NAV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COTTON 100%
안감 : POLYESTER 100%
Ⓢ L(57)~XL(61)
Ⓒ NAVY

BPC8858W

BPC8859W

BPC8860W

아스타나 / \60,000

아스니 / \60,000

로메 / \75,000

18S/S 시즌 개발 퍼즐 패턴을 사용한 선캡. 모자 안쪽 땀받이 기
능의 원단으로 더운 여름 착용하기 적합한 아이템

18S/S 시즌 개발 패턴을 사용한 선캡. 모자 안쪽 땀받이 기능의
원단으로 더운 여름 착용하기 적합한 아이템

18S/S 시즌 개발 플라워 패턴을 사용한 캡모자.
필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96%, POLYURETHANE 4%
배색 : COTTON 100% 안감 : POLYESTER 100%
Ⓢ S(55)~L(57)
Ⓒ WHITE

Ⓕ 겉감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배색 : COTTON 100% / 안감 : POLYESTER 100%
Ⓢ S(55)~L(57)
Ⓒ BLUE

Ⓕ 겉감 : POLYESTER 90%, POLYURETHANE 10%
배색 : COTTON 100%
안감 : POLYAMIDE 100% / 안감2 POLYESTER 100%
Ⓢ S(55)~L(57)
Ⓒ NAVY

BPC8862M

BPC8863M

BPC8864M

라트비아 / \56,000

루사카 / \65,000

디야르 / \65,000

심플한 디자인의 선캡. 모자 안쪽 땀받이 기능의 원단으로 더운
여름 착용하기 적합한 아이템

MESH 소재를 이용한 시원한 느낌의 캡모자. 필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코디가 용이한 활용도 높은 아이템

공군모 스타일의 캐주얼한 제품. 라운딩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무난하게 코디 가능한 아이템.

Ⓕ 겉감 : COTTON 100%
배색 : COTTON 100%
안감 : POLYESTER 100%
Ⓢ L(57), XL(59), 2XL(61)
Ⓒ BLUE, RED

Ⓕ 겉감 : COTTON 100%
배색 : POLYESTER 100% / 배색2 : COTTON 100%
안감 : POLYAMIDE 100% / 안감2 : POLYESTER 100%
Ⓢ L(57)~2XL(61)
Ⓒ WHITE

Ⓕ 겉감 : POLYESTER 100%
Ⓢ L(57) ~ 2XL(61)
Ⓒ NAVY

BPC8865W

BPC8867W

안네 / \84,000

모로니 / \99,000

챙이 넓어 자외선 차단에 용이하고 캐주얼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코디하기 좋은 여성용 모자.

시원한 소재와 챙이 넓어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
탈부착 형식의 꽃 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디자인.

Ⓕ 겉감 : POLYESTER 100% / 배색 : COTTON 100%
안감 : POLYAMIDE 100% / 안감2 : POLYESTER 100%
Ⓢ S(55) ~ L(57)
Ⓒ WHITE, RED

Ⓕ 겉감 : POLYESTER 80%, RAYON 20%
배색 : POLYESTER 100%
안감 : POLYAMIDE 100% / 안감2 : POLYESTER 100%
Ⓢ S(55) ~ L(57)
Ⓒ NAVY

BPC8856W

BPC8861M

BPC8184U

BOC8853M/W

세리나 / \84,000

키토 / \65,000

올리베 / \36,000

링고 / \65,000

창이 넓어 필드에서 햇빛을 가리기 좋으며, 긴 리본 끈 포인트로 귀여운 느낌의 디자인.

심플한 디자인의 캡모자. 필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

Ⓕ 겉감 : [NAVY] POLYESTER 100%
[RED] COTTON55%,POLYESTER40%,POLYURETHANE5%
안감 : POLYAMIDE 100%
안감2 : POLYESTER 100%
Ⓢ S(55) ~ L(57)
Ⓒ NAVY, RED

Ⓕ 겉감 : POLYESTER 100%
안감 : POLYAMIDE 100%
안감2 : POLYESTER 100%
Ⓢ L(58)~2XL(61)
Ⓒ NAVY, RED, CHARCOAL

전면 자수처리된 육쪽 형태의 기본 CAP 스타일 모자. 모자 후면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
기성을 높인 제품

브랜드 로고와 굵은 스티치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
베이직한 기본 스타일로 어디에나 쉽고 멋스럽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 [BLUE][NAVY] L(57)~2XL(61), [PINK][RED] M(56)~XL(59)
Ⓒ NAVY, BLUE, RED, PINK

Ⓕ 겉감 : POLYESTER 100%
안감1 : NYLON 100% / 안감2 : POLYESTER 100%
Ⓢ [M] L(57)~2XL(61) / [W] S(55)~L(57)
Ⓒ [M] BLUE, NAVY / [W]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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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C8854W

CAP 하티 BTC8956U_WHITE

BFG5045M

NEW

커민M / \65,000

T-SHIRT 카나 BTT4820W_BEIGE

BTR 로고 남성 장갑. 화이트 장갑에 손목 배색과 로고 벨크로로 포인트를 줌. 깔끔한 디자인으
로 어디에서나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

실버
BQA3247M/W_BLACK
BTR SPRING BELT
& SUMMER
2022
SKIRT 렌더 BTK9145W_BLACK

BFG5045W

NEW

BFG5046U

NEW

다란 / \29,000

BTR 로고 여성 장갑. 화이트 장갑에 손목 배색과 로고 벨크로로 포인트를 줌. 깔끔한 디자인
으로 어디에서나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

BTR 로고 손등 공용 장갑. 손등에 자외선 차단 용도로 착용이 가능하며, 가볍고 냉감 기능이
있어 착용감이 좋음.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POLYESTER 80%, POLYURETHANE 20%
Ⓢ 19~21
Ⓒ NAVY, RED

Ⓕ 겉감 : POLYAMIDE 83%, POLYURETHANE 17%
Ⓢ FREE
Ⓒ WHITE

BRG5034M

BRG5036W

배럴 / \43,000

뮤즈 / \70,000

두 줄 컬러 포인트를 준 남성용 져지 골프 장갑

셔링 기법으로 포인트를 주어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여성용 골프장갑.
특수냉감 원단을 사용하여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ACC 피치 BFS7841W_WHITE

커민W / \82,000

GLOVE 커민W BFG5045W_NAVY

BT R

G OLF

GLOVE
SPRING & SU M M ER 2022

98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30%
배색 : POLYESTER 90%, SPAN10%
배색2 : POLYAMIDE 85%, SPAN15%
Ⓢ 23~25
Ⓒ BLACK, WHITE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30%
배색 : POLYAMIDE 85%, SPAN 15%
Ⓢ 19~21
Ⓒ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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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POLYESTER 80%, POLYURETHANE 20%
Ⓢ 23~25
Ⓒ BLACK, RED

BRG5035W
BTR만의 20SS 패턴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준 여성용 골프장갑.
매쉬 원단을 사용하여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배색 : POLYAMIDE 80%, POLYURETHANE20%
Ⓢ 19~21
Ⓒ NAVY, PINK

BPG5012M

BPG5014M

BPG5015W

루빈 / \42,000

포이나 / \56,000

벨리나 / \56,000

깔끔한 디자인의 남성용 골프장갑. 손바닥 내마모성이 우수
하여 미끄러움을 방지하며, 벨크로 테잎으로 조절이 가능
하여 활동성이 우수함.

코랄 컬러 포인트 배색을 준 여성용 골프장갑.
벨크로 여밈으로 착용 및 조절이 간편함.

18S/S 시즌개발 플라워 패턴을 사용한 여성스러운 느낌의
여성용 골프장갑. 벨크로 여밈으로 착용 및 조절이 간편함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NYLON 80%, POLYURETHANE 20%
Ⓢ 19~22
Ⓒ WHITE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POLYESTER 80%, POLYURETHANE 20%
배색2 : NYLON 80%, POLYURETHANE 20%
Ⓢ 19~22
Ⓒ WHITE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NYLON 80%, POLYURETHANE 20%
Ⓢ 23~26
Ⓒ WHITE

BTR SPRING & SUMMER 2022

BQG5018M

BQG5019W

BOG5009M

BOG5010W

BOG5011M

메이쉬 / \42,000

스트라 / \60,000

브로 / \42,000

콜리 / \70,000

인디카 / \50,000

손등 부분에 바람이 잘 통하는 메쉬 원단을 사용하여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 할 수 있는
남성용 골프장갑. 19S/S 개발한 안테나 벨크로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

스판성이 좋은 NYLON STRETCH 원단을 사용한 여성용 골프 장갑. 스트라이프 프린트와
19S/S BTR 개발 로고를 사용하고, 손목 부분에 플리츠 장식으로 귀여움을 강조한 디자인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 23~26
Ⓒ WHITE, BLACK

Ⓕ 겉감 : POLYAMIDE 90%, POLYURETHANE 10%
배색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 19~22
Ⓒ WHITE, NAVY

세련된 컬러 콤비네이션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살린 남성용
골프장갑. 손바닥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미끄러움을 방지하
며, 벨크로 테입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활동성이 우수함.

전면 솔리드 컬러에 포인트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된 외관을 보여주는 여성 골프 장갑. 벨크로 여밈으로
착용 및 조절이 간편함.

천연 양피 소재 바닥으로 그립감을 향상시킨 제품. 손바닥
전체를 양피로 배치해 안정감을 더하며 깔끔한 스타일로
활용도 높은 남성골프 장갑.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1,2 : NYLON 100%
Ⓢ 23~25
Ⓒ WHITE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1,2 NYLON 100%
Ⓢ 19~21
Ⓒ WHITE

Ⓕ 겉감 : 양가죽 100%
배색 : NYLON 100%
Ⓢ 23~25
Ⓒ L/GRAY

BQG5021W

BPG5013M

BFG5043M

BFG5044W

플메쉬 / \56,000

라파스 / \42,000

트릴 / \115,000

레인 / \115,000

19S/S 시즌 개발 플라워 패턴을 사용한 여성용 골프 장갑. 손가락 부분에 바람이 잘 통하는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 컬러 배색의 깔끔한 디자인의 남성용 골프장갑. 손바닥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미끄러
움을 방지하며, 벨크로 테잎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활동성이 우수함.

퍼 방울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골프 장갑. 손목 부분에 시보리 처리로 손목을 편안하
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POLYESTER 87%, POLYURETHANE 13%
Ⓢ 19~22
Ⓒ PURPLE, GREEN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NYLON 80%, POLYURETHANE 20%
Ⓢ 23~26
Ⓒ RED, BLUE

한 겨울시에도 따뜻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겨울장갑 손목부분 시보리 처리로 편안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이템. BTR 로고로 개발한 은은한 카모플라쥬 패턴을 배색감으로 사용해 스포티한 연출
이 가능.

100

Ⓕ 겉감 : WOOL 80%, POLYAMIDE 20%
배색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2 : POLYAMIDE 80%, POLYURETHANE 20%
Ⓢ 19~21
Ⓒ BLACK, GRAY

Ⓕ 겉감 : [BLACK] POLYESTER 94%, POLYURETHANE 6%
[M/GRAY] POLYESTER 92%, POLYURETHANE 8%
배색 : WOOL 80%, POLYAMIDE 20%
배색2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 23~25
Ⓒ BLACK, M/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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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블린 / \70,000

BRG5039M

스노우 / \79,000

로그 / \72,000

기본 장갑 형태에 벙어리 장갑도 같이 착용가능한 겨울용 여성 장갑.
핫픽스 장식과 컬러 포인트를 주어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아이템.

폴라 폴리스 원단을 사용하여 한 겨울시에도 따뜻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남성용 골프장갑.

Ⓕ 겉감 : POLYESTER100%
배색 : POLYESTER70%, SPAN30% 배색2 : POLYESTER 70%, SPAN 30%
Ⓢ 23~25
Ⓒ NAVY, BLACK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1,2,3 : POLYESTER 70%, SPAN 30%
Ⓢ 19~21
Ⓒ WHITE, BLACK

BPG5016W

BPG5016M

금사 / \60,000

그레이 / \42,000

금색 자수실의 로고와 귀여운 퍼 장식의 여성용 골프 장갑
폭신한 시보리 처리로 손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이템

입구 부분에 벨크로 테이프 처리로 착용이 용이한 남성용 골프장갑. 저지 원단의 늘림 기능
으로 손의 움직임에 편안함을 주는 디자인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POLYESTER 100%
Ⓢ 19~22
Ⓒ GRAY, WHITE

Ⓕ 겉감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배색 : POLYESTER 70%, POLYURETHANE 30%
Ⓢ 23~26
Ⓒ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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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G5037W

BRG5031M

BRG5032M

BPG5017M

BFG5040M

테일 / \79,000

폴라스빈 / \75,000

버티클 / \89,000

플리스 / \56,000

라이온 / \65,000

BTR만의 로고와 퍼방울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골프장갑. 손
목 부분에 시보리 처리로 손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감싸
주는 아이템.

폴라 폴리스 원단을 사용한 보온성이 뛰어난 남자 골프 장
갑. 폭신한 시보리 처리로 손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감싸
주는 아이템

19F/W 시즌 개발 패턴을 사용한 남성용 골프 장갑

폴라 폴리스 원단을 사용한 따뜻한 남자 골프 장갑. 폭신한 시보리 처리로 손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이템

손등 부분에 바람이 잘통하는 메시원단을 믹스매치하여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 할 수 있
는 남성용 골프장갑.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70%, SPAN30%
배색 : POLYESTER 70%, SPAN30%
Ⓢ 19~21
Ⓒ BLACK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AMIDE 80%, POLYURETHANE20%
Ⓢ 23~25
Ⓒ GRAY

Ⓕ 겉감 : POLYESTER 100%
안감 : POLYAMIDE 70%, POLYURETHANE 30%
Ⓢ 23~26
Ⓒ BLACK, WHITE

Ⓕ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배색 : POLYESTER 100%
Ⓢ 23 ~ 25
Ⓒ NAVY, WHITE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AMIDE 80%, POLYURETHANE20%
Ⓢ 23~25
Ⓒ BLACK

BRG5030W

BRG5033W

BFG5041W

BFG5042U

제니스 / \76,000

몬트리올 / \70,000

마린 / \82,000

라네즈 / \75,000

핫픽스로 로고를 포인트를 주고 손등 부분에 퍼 장식을 하여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여성용 골프장갑. 폭신한 시보리 처리로 손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이템

19F/W 시즌 개발 패턴을 사용한 여성용 골프 장갑.손목 부분에 퍼 장식을 하여 여성스러움
이 가미된 아이템

손등 부분에 바람이 잘통하는 메시원단을 믹스매치하여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 할 수 있
는 여성용 골프장갑. BTR만의 밤비로고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

전체 특수냉감 원단을 사용하여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남녀공용 반장갑.

Ⓕ 겉감 : POLYESTER 100%
안감 : POLYAMIDE 80%, POLYURETHANE20%
Ⓢ 19~22
Ⓒ BLACK, WHITE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AMIDE 80%, POLYURETHANE20%
Ⓢ 19~21
Ⓒ BLACK, BEIGE

Ⓕ 겉감 : POLYESTER 95%, POLYURETHANE 5%
배색 : POLYESTER 100%
Ⓢ 19~21
Ⓒ WHITE,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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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POLYAMIDE 80%, POLYURETHANE 20%
배색 : POLYESTER 88%, POLYURETHANE 12%
Ⓢ S, M
Ⓒ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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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G5038W

T-SHIRT 아브론 BTT4136M_NAVY
PANTS 크리오 BTP9141M_BLUE SHOES 넬슨 BSM1023M_WHITE

PRX0805U

PRX0902U

비티알2D입체마스크대형(3매) / \5,000

프리미엄덴탈마스크(50매) / \22,000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되어 장시간 착용시에도 편안한 국내산 2D 마스크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되어 장시간 착용시에도 편안한 국내산 덴탈 마스크

Ⓒ WHITE

Ⓒ WHITE

BELT 빈스 BFA3402U_WHITE

BFA4023U

BAG 델리캐리어 BFB3336U_BLACK

BT R

G OLF

BALL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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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FA4022U

NEW

무젠 / \14,000

로만 / \20,000

초경량 냉감 소재의 스포츠 헤어밴드. 스포츠 활동 시 땀을 흡수해 줌.
모자 안에 쓰기에도 용이함.

냉감 원단을 사용한 햇빛 가리개 버프. 귀에 걸 수 있게 특화된 디자인.
앞면은 펀칭이 되어 있고 뒷면은 벨크로로 조절이 가능함.

Ⓕ 겉감 : POLYAMIDE 55%, POLYESTER 28%, POLYURETHANE 17%
Ⓢ FREE
Ⓒ BLUE, GRAY

Ⓕ 겉감 : POLYAMIDE 85%, POLYURETHANE 15%
Ⓢ FREE
Ⓒ NAVY, GRAY

BFA4017U

BFA4013U

베인넥워머 / \34,000

스핀 / \23,000

한겨울에 더욱 따뜻하게 연출할 수 있는 워머.
스토퍼와 스트링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함.

모자랑 함께 착용하는 남녀공용 버프.
탁월한 착용감과 탄력성이 우수하며, 냉감 소재로 더욱 시원한 착용감을 주는 아이템.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INK] POLYESTER 100%
안감 : POLYESTER(극세사) 100%
Ⓢ FREE
Ⓒ NAVY, IVORY, PINK

Ⓕ 겉감 : POLYAMIDE 86%, POLYURETHANE 14%
Ⓢ FREE
Ⓒ WHITE,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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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4019U

멀티버프 / \19,000

레블 / \14,000

피부보호에 용이한 남녀공용 멀티버프. 탁월한 착용감과 탄력성이 우수하며, 냉감소재에 부
분 메쉬소재가 들어가 있어 더욱 시원한 착용감을 주는 아이템.

BTR만의 21SS 시즌 패턴이 들어간 남녀 공용 손수건.

Ⓕ 겉감 : COTTON 100%
Ⓢ FREE
Ⓒ NAVY, PINK

Ⓕ 겉감 : NYLON 86%, POLYESTER 14%
배색 : POLYESTER 100%
Ⓢ FREE
Ⓒ BLU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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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4020W

BFA4014U

BFA4015U

BFA4016U

타비 / \10,000

베스 / \12,000

바이스 / \10,000

피부 보호에 용이한 남녀 공용 민자 팔토시.
BTR 로고로 손목 부분에 포인트를 준 아이템.

피부 보호에 용이한 남녀 공용 손걸이 팔토시.
BTR 로고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

피부 보호에 용이한 남녀 공용 민자 팔토시.
BTR 로고로 손목 부분에 포인트를 준 아이템.

Ⓕ 겉감 : POLYAMIDE 92% POLYURETHANE 8%
Ⓢ FREE
Ⓒ BLACK, GRAY

Ⓕ 겉감 : POLYAMIDE 92% POLYURETHANE 8%
Ⓢ FREE
Ⓒ BLACK, WHITE

Ⓕ 겉감 : POLYAMIDE 92% POLYURETHANE 8%
Ⓢ FREE
Ⓒ WHITE

NEW

류카스타킹 / \49,000
UV 차단 효과가 있는 Tactel 원사로 만들어진 스포츠 스타킹.
흡한속건 기능이 뛰어나 쾌적한 착용감을 줌.

Ⓕ 겉감 : POLYAMIDE 92%, POLYURETHANE 8%
Ⓢ FREE (M-L)
Ⓒ BEIGE, D/BEIGE

BFA4024U

NEW

BFA4010U

BFA4011W

플레인 / \9,000

레니 / \18,000

피부보호에 용이한 남녀공용 팔토시.
탁월한 착용감과 편안한 움직임, 탄력성이 우수한 아이템

두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여성용 팔토시.
탁월한 착용감과 피부 보호 및 편안한 움직임이 우수한 아이템

Ⓕ 겉감 : NYLON 85%, POLYURETHANE 15%
Ⓢ FREE
Ⓒ BLACK, WHITE

Ⓕ 겉감 : NYLON 85%, POLYURETHANE 15%
Ⓢ FREE
Ⓒ WHITE

BPU3901U

BFA3273U

BFA3272U

BFA3306U

세린장우산 / \49,000

장우산1 / \36,000

텀블러 750ML / \34,000

베일워터보틀 / \22,000

세틴머그컵 / \25,000

BTR 로고를 프린트한 기본 장우산. 스펀지 손잡이라 그립감이 좋고 오염도가 적음.
우산 커버 있음

BTR로고가 프린트된 고급 골프용 장우산

BTR만의 로고 프린트가 들어간 물병.

BTR만의 로고 프린트가 들어간 물병.

BTR만의 로고가 들어간 티타늄 소재의 컵

Ⓕ 겉감 : POLYESTER 100%
Ⓢ FREE
Ⓒ BLACK

Ⓜ 몸체 - STAINLESS / 뚜껑 - WOOD
패킹 - SILICON
Ⓢ Φ78 X 255(H)mm / 750ml
Ⓒ L/PINK

Ⓕ 물병 : POLYCARBONATE
뚜껑 : POLYPROPYLENE
패킹 : SILICON
Ⓢ FREE
Ⓒ PINK, BLACK

Ⓕ DOUBLE LAYER 304 STAINLESS STEEL
Ⓢ FREE
Ⓒ SLIVER

Ⓕ 겉감 : POLYESTER 100%
Ⓢ FREE
Ⓒ D/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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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4012U

BFA4121U

포밍 / \54,000

피케 / \49,000

BTR로고를 포인트로 준 마스크
스토퍼를 사용하여 끈 길이 조절이 용이한 아이템.

따뜻한 소재로 겨울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귀마개. 모자와 같이 코디하여 멋스럽게 연출 가능.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POLYESTER 100%
Ⓢ S~M
Ⓒ BLACK, WHITE

Ⓕ 겉감 : POLYESTER 100%
안감 : POLYESTER 100%
Ⓢ S~M
Ⓒ BLAC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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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4123W

BFA4124U

체린 / \132,000

트롤리 / \34,000

퍼 원단에 니트를 더해 보온성을 높인 여성용 머플러. 화사한 아이보리 색상으로 여성스러움
을 더함. 앞 후크로 착용하기 간편함.

따뜻한 소재로 겨울에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보아퍼 머플러

BQA3247M/W

BNA3243W

빈스 / \70,000

실버 / \28,000

젤라틴 / \70,000

BTR을 대표하는 로고로 버클을 만들어 포인트를 준 남녀공용 벨트

벨트 끈 전체에 ‘B’모형의 개발 패턴을 사용한 여성용 골프 벨트.
BTR을 대표하는 밤비 모양으로 버클을 만들어 포인트를 준 디자인

산뜻한 스트라이프 패턴과 벨트 끼움부분을 두가지 컬러로 포인트
를 준 베이직한 벨트 아이템

Ⓕ 겉감 : POLYURETHANE 100%
Ⓢ FREE
Ⓒ BLACK, WHITE

Ⓕ 겉감 : POLYURETHANE 100%
Ⓢ FREE
Ⓒ WHITE

Ⓕ 겉감 : POLYURETHANE 100%
Ⓢ FREE
Ⓒ BLACK, WHITE, RED

BNA3244M

BNA3245W

BMA3235M

그레이프 / \56,000

그레이프프루트 / \56,000

아덴 / \40,000

웨딩테이프를 사용하여 지그재그 무늬를 낸 베이직한 벨트.
가볍고 패션성을 높인 남성용 아이템

웨딩테이프를 사용하여 지그재그 무늬를 낸 베이직한 벨트.
가볍고 패션성을 높인 여성용 아이템

직조를 사용한 프리한 착용성과 편안한 착용감이 돋보이는 제품

Ⓕ 겉감 : POLESTER 100%
Ⓢ FREE
Ⓒ BLACK

Ⓕ 겉감 : POLESTER 100%
Ⓢ FREE
Ⓒ RED

BMA3237M

BMA3238W

BMA3239M

조르디 / \52,000

아라곤 / \50,000

스티븐 / \84,000

BTR 사슴로고를 양각으로 새긴 금속 버클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살린 제품

BTR 사슴로고를 새긴 금속 버클을 사용하며,
PU소재에 BTR프린팅하여 포인트를 살린 제품

버클에 포인트를 주고, 벨트에 양각작업을 한 베이직한 제품

Ⓕ PU
Ⓢ FREE
Ⓒ WHITE/BLUE

Ⓕ PU+나염, 합성피혁
Ⓢ FREE
Ⓒ RED, WHITE

BMA3240M

BMA3240W

BMA3241W

윌리엄 / \70,000

엘리자베스 / \70,000

그레이 / \84,000

펀칭사이로 컬러배색이 올라오는 유니크한 벨트 제품

펀칭사이로 컬러배색이 올라오는 유니크한 벨트 제품

음각작업을 한 벨트와 사슴버클이 포인트인 고급스러운 여성용 벨트

Ⓕ 겉감 : POLYURETHANE 100%
Ⓢ FREE
Ⓒ BLACK, NAVY

Ⓕ 겉감 : POLYURETHANE 100%
Ⓢ FREE
Ⓒ PINK, YELLOW

Ⓕ POLYURETHANE 100%
Ⓢ FREE
Ⓒ SILVER, BLACK

Ⓕ 직조
Ⓢ FREE
Ⓒ WHITE/BLACK, RED/WHITE

Ⓕ 겉감 : POLYESTER 100%
Ⓢ FREE
Ⓒ IVORY, PINK, NAVY

Ⓕ 겉감 : POLYESTER 100%
배색 : ACRYL 70%, WOOL 30%
Ⓢ FREE
Ⓒ IVORY

Ⓕ 겉감 : POLYURETHANE 100%
Ⓢ FREE
Ⓒ WHITE, BLACK

BFJ6068U
레인코트2 / \58,000
생활방수기능으로 장마철에 유용한 아이템

Ⓕ 겉감 : FRONTLIGHT(POLYESTER 100%)
Ⓢ FREE
Ⓒ BLUE, YELLOW

108

109

- ACC COLLECTION -

BFA4120U

BFA3402U

BFS7840M/W

BMS7044M

BMS7506M

BMS7504W

카일 / \10,000

로브 / \10,000

채핀 / \12,000

로저 / \15,000

디얼 / \12,000

다양한 의류와 코디 가능한 남성용 캐쥬얼 양말

[MEN] FW 시즌을 연상하는 차분한 컬러 배색감이 돋보이는 남성 양말.
바닥 컬러로 비티알 로고를 넣어 은은하게 포인트가 됨.
[WOMAN] 쨍한 컬러 배색감이 돋보이는 여성 양말. 비티알 로고를 넣어 은은하게 포인트가 됨.

남성용 캐주얼 양말

목이 긴 남성용 캐쥬얼 양말

여성용 캐주얼 양말

Ⓕ 겉감 : COTTON 79%, POLYESTER 18%,
POLYURETHANE 3%
Ⓢ FREE
Ⓒ NAVY

Ⓕ 겉감 : COTTON 79%, POLYESTER 15%,
POLYURETHANE 6%
Ⓢ FREE
Ⓒ L/GRAY, NAVY

Ⓕ 겉감 : COTTON 79%, POLYESTER 17%,
POLYURETHANE 2%
Ⓢ FREE
Ⓒ D/NAVY, YELLOW

Ⓕ 겉감 : COTTON 80%, POLYESTER 18%,
POLYURETHANE 2%
Ⓢ FREE
Ⓒ ANY

Ⓕ 겉감 : COTTON 80% POLYESTER 18% POLYURETHANE 2%
Ⓢ FREE
Ⓒ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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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S7830W

BOS7816W

BOS7818M

BMS7505W

BMS7507M

BMS7802M/W

아리아 / \10,000

엔젤 / \12,000

잼 / \12,000

요크 / \12,000

프레더릭 / \12,000

라다 삭스 / \12,000

다양한 의류와 코디 가능한 남성용 캐쥬얼 양말

다양한 의류와 코디 가능한 여성용 캐쥬얼 양말

다양한 의류와 코디 가능한 남성용 캐쥬얼 양말

여성용 캐주얼 발목 양말

남성용 캐주얼 양말

바닥부분 미끄럼 방지 실리콘 처리 제품

Ⓕ 겉감 : COTTON 80%, POLYESTER 12%,
POLYURETHANE 8%
Ⓢ FREE
Ⓒ RED, CORAL

Ⓕ 겉감 : COTTON 80%, POLYESTER 12%,
POLYURETHANE 8%
Ⓢ FREE
Ⓒ CORAL, WHITE

Ⓕ 겉감 : COTTON 80%, POLYESTER 12%,
POLYURETHANE 8%
Ⓢ FREE
Ⓒ NAVY, WHITE

Ⓕ 겉감 : COTTON 80%, POLYESTER 15%,
POLYURETHANE 5%
Ⓢ FREE
Ⓒ GRAY, ORANGE

Ⓕ 겉감 : COTTON 79%, POLYESTER 15%,
POLYURETHANE 6%
Ⓢ FREE
Ⓒ BLACK, BLUE

Ⓕ 겉감 : COTTON 79%, POLYESTER 19%,
POLYURETHANE 2%
Ⓢ FREE
Ⓒ [M] L/GRAY, [W] WHITE

BNS7807W

BNS7809M

BNS7810M

BMS7801M/W

BFS7041M/W

BFS7039M/W

디제이 / \12,000

스프라이트 / \10,000

제이디 / \12,000

레기온 삭스 / \19,000

바이니 / \10,000

라니 / \8,000

귀여운 지그재그 무늬 패턴의 여성용 캐쥬얼 양말

남성용 캐주얼 양말

귀여운 지그재그 무늬 패턴의 남성용 캐쥬얼 양말

바닥부분 미끄럼 방지 실리콘 처리 제품

남녀 캐주얼양말

남녀 캐주얼양말

Ⓕ 겉감 : COTTON 70%, POLYESTER 25%,
POLYURETHANE 5%
Ⓢ FREE
Ⓒ R/BLUE, YELLOW

Ⓕ 겉감 : COTTON 70%, POLYESTER 25%,
POLYURETHANE 5%
Ⓢ FREE
Ⓒ MINT, GRAY

Ⓕ 겉감 : COTTON 70%, POLYESTER 25%,
POLYURETHANE 5%
Ⓢ FREE
Ⓒ R/BLUE, BLACK

Ⓕ 겉감 : COTTON 79%, POLYESTER 19%,
POLYURETHANE 2%
Ⓢ FREE
Ⓒ [M] WHITE, D/NAVY
[W] GRAY, RED&WHITE

Ⓕ 겉감 : COTTON 80%, POLYESTER 13%,
POLYURETHANE 7%
Ⓢ FREE
Ⓒ [M] GREEN, [W] L/GREEN

Ⓕ 겉감 : COTTON 54%, POLYESTER 38%,
POLYURETHANE 8%
Ⓢ FREE
Ⓒ [M] GRAY, [W] L/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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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S7045M/W

BFS7043M/W

캔블락 / \10,000

파노마 / \10,000

다양한 의류와 코디 가능한 캐쥬얼 양말

다양한 의류와 코디 가능한 캐쥬얼 양말

Ⓕ 겉감 : COTTON 75%, POLYESTER 17%, POLYURETHANE 8%
Ⓢ FREE
Ⓒ [M] CHARCOAL, NAVY
[W] BEIGE, BROWN

Ⓕ 겉감 : COTTON 75%, POLYESTER 16%, POLYURETHANE 9%
Ⓢ FREE
Ⓒ [M] L/GREEN, D/GREEN
[W] MAGENTA, PINK

BTR SPRING & SUMMER 2022

BFS7841W

BOS7819M

BOS7820W

피치 / \30,000

플젠 / \18,000

르망 / \26,000

무릎까지 오는 여성용 캐주얼 양말.

목이 긴 남성용 캐쥬얼 양말. 다양한 의류와 코디 가능

무릎까지 오는 길이의 여성용 캐쥬얼 양말

Ⓕ 겉감 : COTTON 78%, POLYESTER 19%,
POLYURETHANE 3%
Ⓢ FREE
Ⓒ WHITE

Ⓕ 겉감 : COTTON 78%, POLYESTER 17%,
POLYURETHANE 5%
Ⓢ FREE
Ⓒ GRAY, NAVY

Ⓕ 겉감 : COTTON 78%, POLYESTER 19%,
POLYURETHANE 3%
Ⓢ FREE
Ⓒ NAVY, BLACK

BNS7803W

BNS7804W

BMS7503W

스턱 / \19,000

토르 / \19,000

서커스 / \23,000

톡톡튀는 칼라풀한 여성용 캐쥬얼 양말

귀여운 도트 무늬 패턴의 목이 긴 여성용 캐쥬얼 양말

양말에 귀여운 포인트를 준 목이 긴 여성용 캐쥬얼 양말

Ⓕ 겉감 : COTTON 70%, POLYESTER 25%,
POLYURETHANE 5%
Ⓢ FREE
Ⓒ R/BLUE, YELLOW

Ⓕ 겉감 : COTTON 75%, POLYESTER 20%,
POLYURETHANE 5%
Ⓢ FREE
Ⓒ BLACK

Ⓕ 겉감 : COTTON 77%, POLYESTER 19%,
POLYURETHANE 4%
Ⓢ FREE
Ⓒ BLACK,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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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S7042M/W

JACKET
T-SHIRT
PANTS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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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먼스 BTJ6109W_BLACK
푸미라 BTT4137W_S/BLUE
유타(L) BTP9950W_BLACK
브니엘 BPM1014W_WHITE

BFA3010U

BFA3005U

BFA3006U

BTR-X2(12구) / \42,000

BTR-X2(6구) / \20,000

BT320 / \58,000

BT320 / \29,000

1. 초고반발 탄성 소재 ND-BR 코어를 적용하여 드라이버 샷에서 폭발적인 비거리를 느낄 수 있음
2. 고탄성 HPF 소재를 적용하여 일정한 방향성과 직진성을 유지시켜줌
3. 겉 부분이 얇고 부드러운 특수 HPC Ionomer Resin 소재를 적용하여 타구감 및 컨트롤 능
력 증대시킴

1. 초고반발 탄성 소재 ND-BR 코어를 적용하여 드라이버 샷에서 폭발적인 비거리를 느낄 수 있음
2. 고탄성 HPF 소재를 적용하여 일정한 방향성과 직진성을 유지시켜줌
3. 겉 부분이 얇고 부드러운 특수 HPC Ionomer Resin 소재를 적용하여 타구감 및 컨트롤 능
력 증대시킴

Ⓒ WHITE
Ⓒ 3개들이 4박스 (1박스 포장 : 총 12알)

Ⓒ WHITE
Ⓒ 3개들이 2박스 (1박스 포장 : 총 6알)

1. 고반발탄성의 코아와 미들커버 HPF를 적용하여 최대 비거리 실현
2. 드라이버 샷에서 스핀량을 최소화하여 더 길고 안정적인 방향 실현
3. 일관된 방향성 유지 및 안정적인 비행 궤적을 위한 최적의 332 딤플 적용.
4. 얇고 부드러운 커버소재 적용으로 타구감 및 내구성 향상
5. 숏 게임 컨트롤 샷에서 최적의 3피스 골프볼

1. 고반발탄성의 코아와 미들커버 HPF를 적용하여 최대 비거리 실현
2. 드라이버 샷에서 스핀량을 최소화하여 더 길고 안정적인 방향 실현
3. 일관된 방향성 유지 및 안정적인 비행 궤적을 위한 최적의 332 딤플 적용.
4. 얇고 부드러운 커버소재 적용으로 타구감 및 내구성 향상
5. 숏 게임 컨트롤 샷에서 최적의 3피스 골프볼

Ⓜ 폴리부타디엔(코아)
Ⓒ 3개들이 4박스 (1박스 포장 : 총 12알)
Ⓒ COLOR

Ⓜ 폴리부타디엔(코아)
Ⓒ 3개들이 2박스 (1박스 포장: 총 6알)
Ⓒ COLOR

BFA3011U

BFA3012U

BFA3007U

BFA3008U

BTR-X2(12구-COLOR) / \43,000

BTR-VS(12구) / \46,000

BT310 / \50,000

BT310 / \26,000

1. 초고반발 탄성 소재 ND-BR 코어를 적용하여 드라이버 샷에서 폭발적인 비거리를 느낄 수 있음
2. 고탄성 HPF 소재를 적용하여 일정한 방향성과 직진성을 유지시켜줌
3. 겉 부분이 얇고 부드러운 특수 HPC Ionomer Resin 소재를 적용하여 타구감 및 컨트롤 능
력 증대시킴

1. 332 딤플 패턴을 적용하여 스핀량을 최소화하여 더 긴 비거리와 직진 성능을 향상시켜
일관된 방향성과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킨 설계
2. 고반발 탄성 소재의 코어로 비거리와 타구감을 극대화함
3.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골프공

1. 고반발 카바로 기존 볼보다 증대된 비거리 실현.
2. 부드럽고 반발 탄성이 우수한 HPF middle 커버 적용.
3. 중탄도의 비행 안정성이 검증된 432 딤플 적용.
4. 비거리, 타구감 및 숏게임에서 성능 우수한 3PC 골프볼

1. 고반발 카바로 기존 볼보다 증대된 비거리 실현.
2. 부드럽고 반발 탄성이 우수한 HPF middle 커버 적용.
3. 중탄도의 비행 안정성이 검증된 432 딤플 적용.
4. 비거리, 타구감 및 숏게임에서 성능 우수한 3PC 골프볼

Ⓒ COLOR
Ⓒ 3개들이 4박스 (1박스 포장 : 총 12알)

Ⓒ WHITE
Ⓒ 3개들이 4박스 (1박스 포장 : 총 12알)

Ⓜ 탄성고무
Ⓒ 3개들이 4박스 (1박스 포장 : 총 12알)
Ⓒ WHITE

Ⓜ 폴리부타디엔(코아)
Ⓒ 3개들이 2박스 (1박스 포장 : 총 6알)
Ⓒ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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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3009U

SYMPATEX

독일에서 1986년에 개발된 방수 투습 기능을 고루 갖춘 기능성 섬유이며, 기
존 방수 투습 방식인 미세구멍 방식을 따르지 않고 불소계 코팅을 하지 않은 제
품으로 방수와 투습 내구성이 높은 소재. 땅속에서 유독성 없이 100% 자연적
으로 분해되어 타기능성 원단과 차별화 되며 동종 기능성 원단 중 유일한 친환
경 제품으로 유럽 최고의 친환경 인증 시스템인 블루사인(Blue sign)과 에코
텍스-스탠다드(Oeko-Tex Standard)100 인증 받음. 특징 : 심파텍스 멤브레
인->100% 인체에 무해한 polyether-ester로 구성 100% 방수, 100% 방풍,
최적의 투습력, 300% 인장력

SUPER LIGHT

가벼운 경량감과 차단성이 우수한 초경량 소재. 차단성이 우수하며 일반 직
물보다 빨리 마르는 속건성 등을 가지고 있음. 가벼운 중량으로 휴대가 용
이하며, 바람막이 자켓 및 다운 자켓으로의 활용이 우수한 초경량 소재. 깃
털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 습기는 밖으로 배출해 쾌적함을 유지 시켜줌.

WATER PROOF(RAIN GUARD)

방수, 방풍, 통풍, 심실링의 기능이 있어 비옷용으로 적합함.

TORAY社의 첨단과학과 기술이 접목된 방수성과 투습성에 새로운 지평을 이
루어낸 뛰어난 소재. 격렬한 운동량에도 안정된 방수성을 유지(Extremely
waterproof) 효과적인 맴브레인 구조로 인한 높은 투습성을 발휘(High
Moisture permeabillity) 땀으로 인한 의복 내부에 이슬처럼 물방울 맺힘 현
상을 최저화(Minimal condensation) 신축성이 우수한 맴브레인으로 높은
내구성을 유지(High durabillity) 소프트하고 유연한 터치감(Soft touch and
confort wearing) 최고의 발수성(High water repellency)

SCHOELLER

땀과 마찰에 대한 우수한 저항력,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 쉘러의 대표적인
사계절용 소프트-쉘 SCHOLLER WB-400은 두가지 소재가 통기성이 우수
한 코팅으로 본딩된 소재. 중간층의 코딩은 방풍과 방수 기능을 보강하는 역
할을 한다. WB-400은 다양한 용도와 계절에 두루 사용됨 용도 : 아웃도어,
레져, 캐주얼 등의 재킷과 팬츠

ISCRA-S

옥수수에서 추출되어 환경친화적인 소로나 (SORONA)와 PET 소재의 바이
메탈 구조 원사로 가공 후 스프링 구조를 형성하여 스판텍스와 같은 우수한
신축성을 발현하는 고 기능성 소재. 일반 스판덱스에 비해 내구성과 내약품
성 등이 뛰어나며, 잦은 세탁에도 변형되지 않고, 눈사람 모양의 이형단면
구조를 통해 땀 흡수가 빠르면, 속건 성질을 가지고 있음. 친화경의 부드러
운 신축성 소재로 일상의 편안함을 제공.

ENTRANT-GII

TORAY社의 ENTRANT-GII는 첨단과학과 기술이 접목되어 습기찬
느낌이 없는 항상 쾌적한 착용 느낌을 실현한 제품임. 뛰어난 방수성
과 높은 투습성을 겸비한 소재. 우수한 방풍성을 지니고 내구 발수
성이 뛰어남.

ACE POLAR

ECO ON

ANTI-SPARK

LYCRA

SUPREME POLAR

TEFLON

AEROSILVER

VOLAR

POWER X DREAM

COTNA

ICE-TRETCH

ESPOL

CASHMERE

WARM ON

COOLEVER

흡한속건성 쾌적섬유COOLERVER는 단면 차별화 기술을 통해 형성된 십
자단면에 의해 피부의 땀, 수분 등을 빠르게 흡수 하고 원단 외층으로 급속
히 발산시킴으로써, 활동성이 많은 착용자로 하여금 언제나 쾌적한 상태를
느끼게 하는 high-performance 소재.

aerowarm

특수 중공 단면으로 경량감 부여하고 흡한속건성으로 쾌적함을 유지.
우수한 보온성으로 따뜻함.

HICOOL

ATB-UV+

NEOFRESH COTTI

CREORA

우수한 흡습속건 기능을 가져 한층더 부드러운 착용감을 주는 섬유.
격렬한 운동중에도 땀을 재빨리 흡수함. 땀을 빠르게 배출시켜 쾌적
한 착용감을 유지시켜 줌. 뜨거운 태양의 적외선을 반사 또는 산란 시
켜줌.

코튼과 같은네츄럴한 감성을 지닌복합 가연 소재사로 코튼과 같은
터치감과 내구성을 지녔으며, 경량성을 지키면서 보온성이 뛰어난
재료 중 하나임.

AIR FEEL

SILK LIKE와 같이 터치가 매우 소프트하여 활동이 매우 편안하며,
최상의 DOWN PROOF로 다운이 몸 안 또는 외부로 날리는 것을 최
소화함. SKIN-CLEAR 압축 COATING 공법으로 깃털처럼 부드러운
TOUCH는 유지하며, 최상의 밀도로 기능을 최대화하는 스마트 섬유.

UVEIL

자외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기능성 원사. 비침을 방지하고, 일반원사
와 다른 형태로 몸의 열을 빼앗아 우수한 냉감효과를 가져와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 소재.

은성분을 함유한 쾌적, 웰빙 원단. 원사내부에 도입되어 있는 은성분이 미생
물의 증식을 억제해 2차적인 냄새를 방지하여 방취성능을 발휘하는 향균기
능을 가져 상쾌한 착용감을 줌. 탁월한 땀 흡수 건조 기능과 자외선 차단 기
능까지 발휘하는 다기능성 섬유.

탄성력이 우수하고 편안한 착장감과 활동성을 제공.
가볍고 내세탁성이 우수한 소재.

COTNA

천연감촉의 부드러움과 우수한 흡한속건. 부드럽고 편안한 터치감. 우수한
형태 안전성.

WHITE SHELL

비침방지, 냉감 효과, 생활 방수, 하이스트레치 및 청량감에 대한 기능성 택.

PYROLIGHT

KARUSHI

COOLMAX

MERYL

내부의 중공은 외부의 열기와 한기를 차단하고 의복을 가볍게하여
자유로운 활동성을 제공하며, 복합이형 단면으로 수분의 흡습 배출
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4계절용 쾌적 기능성 소재입니다.

대표적인 흡습속건 아웃도어 소재. Coolmax는 독특한 4채널 구조
를 가지고 있는 소재. 4개의 채널을 통해 피부로 부터 배출되는 땀을
소재의 맨 바깥쪽으로 신속하게 배출 시켜줌. 이렇게 맨 바깥쪽으로
이동된 수분은 일반섬유보다 20%이상 넓어진 표면적을 이용하여
신속히 외부로 증발시킴. Coolmax는 화이버(Fiber)와 화이버 사이
의 공간이 넓어 면에 비해 호흡성이 뛰어나며, 세탁 후 변형이 적음.

보온, 경량, 내마모성과 높은 볼륨감의 NEW KINT ITEM. FACE면과 BACK
기모면을 2중구조로 제직하여 높은 볼륨감과 경량성을 실현. 이러한 기술
로 기존 기모가공 단섬유나 필라멘트 섬유보다 높은 내구성을 실현.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초극세사를 사용한 초경량 섬유. 이태리 Nylstar
가 개발한 마이크로 화이버(극세섬유)이며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로
활동하기에 편안하고 습기가잘 빠져 건조가 빠른 소재임. 이 소재는 박테리
아 수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 피부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재임.

DRY SHELL

COMFOREX

RDS

기존 오리털, 거위털 충전재를 대체하는 신소재로써 솜보다 가볍고 내구성
탄력 및 FILL POWER가 뛰어남. 동물의 털을 대체하여 알레르기 위험이나
변색, 털빠짐 및 뭉침현상이 적으며 세탁 후에도 기능에 손상없이 장기간
수명을 보장.

밴드가 자유롭게 늘어나는 기능을 적용해 허리를 편안하게 감싸주
어 최상의 플레이를 구현.

ECO LIFE

GOOSE DOWN

섬세하고 부드러운 산양의 여린 털을 모아‘ 섬유의 보석’이라 불리는 캐시미
어를 만듭니다.
캐시미어에는 중앙아시아 고원의 푸른 초원과 햇빛, 깨끗한 자연에서 서식
하는 캐시미어 산양의 포근함이 담겨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한 겨
울철 고급 니트웨어의 대명사인 캐시미어.

ASKIN

STRETCH BAND

STONE COLD

스판성이 뛰어나고 복원력이 우수한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가벼운 중량감이 장점임. 활동성이 많은 필드에서 적합한 소재이며
일상에서도 편안한 참용감을 제공함.

DUCK DOWN

복원력이 높아 다운사이의 공기층 형성에 유리하여 보온성과 열전
도가 높고 방풍 및 외부온도 차단력이 좋음. 세탁 후에도 다운의 기
능에 손상이 없으며 장기간 수명을 보장.

VEN XTREME

스프링이 장착된 훅.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허리 둘레가
자유자재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어 편안한 착용감과 핏을 제공.

BLUESIGN

MAXI-STRETCH

BIONIC FINISH® ECO

보온성, 내구성, 탄력이 뛰어나며, 세탁 후에도 다운의 기능에 손상이 없으
며 장기간 수명을 보장. 우수한 세정과 철저한 살균공정으로 완벽한 위생처
리와 청결함이 유지 된 DUCK DOWM.

MAGIC HOOK

경량의 소재에 특수한 실리콘 가공 등을 통한 가벼운 생활방수 및 방풍 기
능으로 엑티브한 활동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줌. 수차례 패킹과 세탁
후에도 효과 지속

특수원사와 가공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드라이쉘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면보다 우수한 땀흡수 기능을 발휘함. 일반원사보다 비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면적이 커서 수분의 건조 속도
가 매우 빠름.

D.LUXE GOOSE DOWN

DOWN(다운)과 LUXE(고급)의 합성어로 최고 품질의 다운을 추구하는
PREMIUM DOWN입니다. 열전도가 높고 방풍 및 외부온도 차단력이 좋음.
세탁 후에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높은 복원력을 구현하여 보온력을 향
상시킴.

STUNNER

UV차단, 비침 방지, 냉감 효과, 영구적 흡한속건. 얇지만 비침 방지 기능.

극세의 폴라폴리스 원단을 라미네이팅 한 소재. 폴라폴리스 원단을
라미네이팅 하여 방풍기능이 뛰어나며 보온성이 우수. 신축성이 좋
으며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줌.

D.LUXE DOWN

DOWN(다운)과 LUXE(고급)의 합성어로 최고 품질의 다운을 추구하는
PREMIUM DOWN입니다. 열전도가 높고 방풍 및 외부온도 차단력이 좋음.
세탁 후에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높은 복원력을 구현하여 보온력을 향
상시킴

90mm

DERMIZAX

독일 루돌프사에서 개발한 BIONIC FINISH ECO
친환경 발수 코팅제를 처리하여 무불소 기법으로 수분이 투과하는
것을 막아 준다.

다운소재 안정성 기준 및 동물 복지 규정을 준수하여 공인 기관의
인증을 보장 받음. 본 제품은 RDS 인증을 받은 DOWN입니다.

THERMOLITE

THERMOLITE® ALL SEACON 소재는 신체를 따뜻하고 상쾌하게
유지하여 최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함.

강력한 항균 기능으로 여러 번 세탁해도 향균 기능이 남아있어 항상 쾌적함
을 유지. 흡한 속건 기능과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발휘하는 복합 기능성 소
재.

천연감촉의 부드러움과 우수한 흡한속건.
부드럽고 편안한 터치감. 우수한 형태 안전성.

우수한 신축성과 회복성을 가지며 염색견뢰도, 형태안정성, 내일광성이 우
수함.

CASHTECH

흡한속건으로 땀을 빨리 증발시켜 피부를 따뜻하고, DRY한 상태로 유지시
킴.
미세한 기모의 캐시미어 촉감으로 가볍고 소프트한 느낌을 주며, 피부에 닿
는 촉감이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부드러워서 ACTIVE WEAR에 적합.

PRIMEFLEX

나선형 실을 사용하여 제작된 일본 도레이(TORAY)사의 MECHANICAL
STRETCH원단. 고스츠레치성으로 부드러운 느낌과 고탄력성이 결합되어
캐쥬얼에서 엑티브웨어 용도까지 충분히 적용되도록 개발한 제품. 또한 탁
월한 형태 유지기능으로 늘어났다 다시 줄어드는 회복력이 우수하며 주름
이 적게 가고 취급이 쉬움.

ICEFIL

땀을 냉매에너지로 전환하는 -3도의 냉감과학섬유. 내구성 자일리톨 가공
에 의한 냉감기능. 수분제어를 위한 원사 및 섬유조직의 최적화 기술. 운동
시 발생하는 땀을 흡수해 발냉반응을 일으킴. 격렬한 운동중에도 땀을 재빨
리 흡수함. 땀을 빠르게 배출시킴. 뜨거운 태양의 적외선을 반사 또는 산란
시켜줌. 냉감기능. 우수한 통기성.

SAGA FURS

사가퍼(SAGA Furs)는 북유럽의 모피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인증된
모피 브랜드. 사가퍼의 모피는 털이 긴 장모라는것이 특징. 속털이 촘촘하
게 나있어 밀도가 높기때문에, 보온성이 좋고, 촉감이 매우 부드러워 자연
스러운 결이 장점. 사가퍼는 유럽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농장에서 사
육된 원피만을 공급하며, 사가 자체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원피만이
SAGA의 레이블을 획득할 수 있음.

고발수가공의 2L 소재로 방수기능, 흡습속건 소재로 쾌적함을 극대화.

FRESO

자연에서 얻은 천연섬유인 COTTON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땀 흡수력이 뛰
어나며,항상 깔끔하고 보송보송한 착용감을 제공. COTTON의 천연 꼬임 구
조는 습기를 몰아내고 공기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통기성이 우수함.

ECOEVER

환경문제 발생을 감소시키는 재생원사로 만든 친환경 섬유. 버려진 페트병
을 수거해 다시 뽑아낸 원사로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시키며 제조과정에서
CO2 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음. 석유자원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발생량
을 감소시킬 수 있음. 국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부가 수여하는 친환경 섬유 마
크를 받음. 친환경섬유는 환경보존 및 정화,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품.

COLD BLACK

이 원단은 원단 표면에 티타늄 입자가 코팅되어 있어, 검정색 원단이지만 태
양광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그
로 인해 햇살이 강한 맑은 날이나 낮 시간대에 외부에 있더라도 기존의 일반
적인 검정색원단들에 비해 매우 시원함.

미국 듀폰社의 탄력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섬유.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가볍
지만 고무보다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섬유. 끊어짐없이 500%까지 신장이
가능. 여러 번 신장을 시켜도 본래의 길이로 빠르게 회복. 함께 쓰여지는 섬
유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 우수한 신축성 및 복원력, 유연성 및 드레이프성,
편안한 착용감.

가벼운 경량감을 가진 초경량 소재. 가벼운 중량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바
람막이 자켓 및 다운 자켓으로의 활용이 우수한 초경량 소재임. 깃털이 빠
지는 걸 막아주고 습기는 밖으로 배출해 쾌적함을 유지시켜줌. 일반 직물보
다 빨리 마르는 속건성을 가지고 있으며 착용시 편안함.

블루사인은 스위스의 블루사인 테크놀로지가 주관하는 인증으로 섬유제품
의 생산과정이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재료와 공정만으로 이루어졌음을 보
장하는 섬유관련 환경규격.생산과정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선별
하고 폐수, 배기가스등의 관리수준을 대폭 강화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까다
로운 글로벌 친환경 인증시스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쾌적하고 착용감이 자연스러우며 구김회복성이
뛰어남. 가벼우면서 정전기 발생이 적고 발수, 방오 및 통기성이 우수함. 뛰
어난 통기성, 빠른 흡습 및 발수, 속건성, 정전기 차단.

모든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자연자
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진 원단.

초 극세의 폴라폴리스 원단을 마이크로 가공한 두장의 원든을 라미
네이팅 시켜 보온성과 통기성, 그리고 신축성이 뛰어나 투습소재의
방수자켓 기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 최상의 편안함과 컨디션을
제공함.

우수한 보온성과 가벼운 중량을 가져 쾌적함을주는 섬유. 따뜻한 공기를 머
금어 보온과 통기성이 뛰어남. 무게는 가볍지만 보온성은 뛰어난 경량 섬유
로 동계용에 적합함. 섬유 바깥쪽의 넒은 표면의 땀을 신속하게 섬유의 표면
으로 배출해줌. 항상 건조함을 유지하면서 부드러움을 함께 갖고 있음.

쿨링, 퀵드라이, 향균, 향취 및 UV-CUT효과가 탁월하며, 항상 쾌적
함을 유지시켜줌. 주된 원료인 옥은 찬 기운을 가지고 있어 1~2도 가
량 냉각시킬 수 있으며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섬유로 만들 수 있
는 가장 좋은 재료 중 하나임.

고기능성 폴리에스터 패브릭으로 투습, 방수 기능이 뛰어나 내부의
땀과 수분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함. 또한 comforex는 바람, 비,
눈으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최적의 체온을 유지
시켜 줌.

정전기 방지를 극대화한 소재로 우수한 착용감을 줌.

듀폰의 고성능 발수 방오 처리 가공. 섬유 한올 한올을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둘러싸고 있어 세탁수에도 직물 본래의 통기성을 유지.
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을 최대한 막아줌으로 어떠한 날씨에도 쾌적
함을 유지시켜줌. 발수능력, 오염방지.

JOY

자연스러운 멜란지 효과, 부드러운 터치감과 우수한 견뢰도가 특징
인TORAY사의 고기능성 원사로 스포츠나 이너웨어에 적합한 원사.

TACTEL

SUPER FLY

ICE BORN

AQUA X

ORTHOLITE

POWER X STRETCH +

POWER X STRETCH

FINECOOL

CAUTION (GOOSE DOWN)

CAUTION (DUCK DOWN)

ICE-TRETCH 는 (주)코오롱의 기능성 원사 유베일(U-VEIL) 단종으로 (주)효
성에서 개발한 대체 아이템.

무더운 외부 환경에서도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을 유지시켜주며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수한 스트레치성과 복원력이 뛰어나고 땀을 빨리 흡수하고, 매우 빠른 건
조로 쾌적한 촉감을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고기능의 다운자켓으로 드라이크리닝시 제품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가벼운 물세탁을 권장합니다.

BIO HEXA

스트레치성이 우수하고 촉감이 부드러워 활동하기 편안한 나일론 소재.
회복성이 뛰어남.

최고급 나일론 원사 브랜드로 특유의 부드러운 터치와 편안하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착용감이 특징. 내열성, 흡습성, 흡수성이 우수하고 원단이 다른
섬유보다 20% 가벼우며, 기본 면 소재보다 7배 정도 빠르게 말라 쾌적하게
사용하기 좋음.

냉감성 기능 원사로 자외선 차단 기능과 흡한속건 기능이 있어 땀이 많이
나고 자외선이 강한 더운 여름철에 적합한 소재.

가볍고 신축성이 우수한 나일론 소재.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워 활동
하기에 편안함. 신축성과 회복정도가 뛰어나므로 체형에 잘 맞고 편
안한 느낌을 줌.

고기능의 다운자켓으로 드라이크리닝시 제품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가벼운 물세탁을 권장합니다.

MAGAHEAT

땀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4도의 발열과학섬유. 적외선 파장을 증
폭시켜 열을 만들어냄. 땀을 배출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수분을 제어
함. 땀을 흡수해 발열반응을 일으킴. 다중공사와 폴리올레핀 방적사
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보온기능을 보유. 발열기능, 우수
한 보온성.

인위적인 광택감이 아닌 원사 자체의 은은한 광택감으로써 자연스
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착용감이 좋
음. 인열 및 통기성이 좋음. 피부에 닿을때 끈적거림이 없음. 구김회
복성 및 발수 방오성이 양호.

(등산화 소재)
통기성 / 향균 / 향취에 강한 인솔.

스판성이 뛰어나고 복원력이 우수한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가벼운 중량감이 장점임. 활동성이 많은 필드에서 적합한 소재이며
일상에서도 편안한 참용감을 제공함.

FIELDSENSOR

TORAY社의 첨단과학과 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흡한속건 소재.
특수한 다층 구조에 모세관현상을 응용도입시켜 체내의 땀을 피부
로부터 신속히 흡수하여 외부로 발산시켜 착용시 땀을 많이 흘려도
항상 쾌적하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흡한속건 소재. 약
품 처리가 아닌 조직기능이므로 아무리 여러 번 세탁하여도 흡한속
건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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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R 본사 / Headquarters

(우) 50510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마을길 73

50510 #73, Junammaeul-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TEL. 1644-6587 FAX. (055)388-6581 / TEL. +82-1644-6587 FAX. +82-55-388-6581
서울지사 / Branch Office

(우) 14984 경기 시흥시 수인로 2311 (목감동)

14984 #2311, Suin-ro, Siheu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 (031)439-4121 FAX. (031)439-4127 / TEL. +82-31-439-4121 FAX. +82-31-439-4127
KICT 본사

(우) 50538 경상남도 양산시(덕계동) 웅상대로 848

50538 #848, Ungsang-daero,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TEL. (055)382-6234 FAX. (055)382-6235 / TEL. +82-55-382-6234 FAX. +82-55-382-6235
中国总部 / JIANGSU(BTR GOLF WEAR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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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Building 1, shezhu town revitalization Road, Liyang City, Jiangsu province, China
电话. 0519-68697380 / TEL. +86-519-68697380
홈페이지 www.btr.kr

쇼핑몰 ekolping.co.kr

www.instagram.com/btr_golfwear
www.facebook.com/2014btr

https://band.us/band/64967870
https://blog.naver.com/btr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