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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코스 미얀마 현지 생산공장

프리미엄 브랜드 라코스
기술과 소재에서 앞서갑니다.
비즈니스와 작업에 최적화된 유니폼!

라코스가 늘 제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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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GANT 
COMPANY UNIFORM
THE RACOS 
WINTER JACKET

신소재의 본 유니폼은 
원단 특성상 인체에 편안하며, 
웰론 보온재 충전으로 가볍고 
포근한 보온력의 특성이 있습니다.
카라와 포켓에 적용된 가죽 느낌의 
몰딩은 고급스런 회사 유니폼의 
인상을 제공합니다. 

POLYESTER 100% 

RC-913
웰론 패딩 BLACK

고급스런 카라 몰딩과 등판 퀼팅 

고급스런 스냅

스타일리쉬한 주머니 지퍼

부드러운 내피 원단

추동절기의 

업무를 위한 

고품격 유니폼-
라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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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FORM
Gentleman  RACOS Premium

깔끔한 등판 디자인

고급스런 스냅

용이한 활동과 통풍을 위한 어깨 디자인

부드러운 내피 원단

투톤 칼라의 이 비즈니스 점퍼는
동절기 활동적인 비즈니스에 매우 
적합합니다.  노이즈패턴 회색 원단은 
내마모성과 방오성이 아주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퀼팅 디자인의 어깨부분은 
스타일리쉬하며 보온력이 좋습니다. 

POLYESTER 100%

RC-821
웰론 패딩 / 투톤 GRAY

신소재 채택으로 인한 고급스러움과 

보온력 기술과 스타일에서 한 발 앞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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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등판 디자인

고급스런 스냅

부드러운 내피 원단

네이비 칼라의 이 퀼팅 스타일 점퍼는 
정장 스타일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케주얼 고급 점퍼입니다.
활동성, 방오성, 내구성이 뛰어나며, 
웰론 패딩 채택으로 가벼우면서도 
보온력 또한 우수합니다.

디자인출원번호  제 0041502호

POLYESTER 100%

RC-826
웰론 패딩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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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톤 칼라의 이 패딩점퍼는 가벼우며
동절기 활동적인 비즈니스에 매우 적합하며 
가벼운 아웃도어 레저활동에도 적합합니다.
라이트 네이비와 다크 네이비의 조화는
단정하면서도 스포티한 인상을 주어
업무 능력을 높여줍니다.

디자인등록번호  제 0868356호

POLYESTER 100% 

RC-606
웰론 패딩 NAVY

투톤 칼라의 이 비즈니스 점퍼는
동절기 활동적인 비즈니스에 매우 
적합합니다.  노이즈패턴 회색 원단은 
내마모성과 방오성이 아주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웰론솜 내장재는 
스타일리쉬하며 보온력이 아주 좋습니다. 

POLYESTER 100% 

RC-825
웰론 패딩 / 투톤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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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톤 칼라의 이 비즈니스 점퍼는
동절기 활동적인 비즈니스에 매우 
적합합니다. 어깨와 팔꿈치에 적용된 
노이즈패턴 회색 원단은 내마모성과 
방오성이 아주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라 안쪽의 탈부착이 가능한 
보온털은 보온력을 또한 높여줍니다.

POLYESTER 100%

RC-822
투톤 GRAY

깔끔한 등판 디자인

고급스런 스냅

부드러운 내피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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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톤 칼라의 이 비즈니스 점퍼는
동절기 활동적인 비즈니스에 매우 
적합합니다. 어깨와 팔꿈치에 적용된 
노이즈패턴 회색 원단은 내마모성과 
방오성이 아주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라 안쪽의 탈부착이 가능한 보온
털은 보온력을 또한 높여줍니다.

디자인등록번호  제 0868349호

 POLYESTER 65% • RAYON 35% 

RC-603
NAVY

깔끔한 등판 디자인

고급스런 스냅

방풍과 보온을 위한 개폐식 카라

부드러운 내피 원단

기능성, 보온력을 겸비한

스타일리쉬한 

라코스점퍼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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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 신소재를 채택한 이 점퍼는
방오성이 뛰어나며 투톤배색으로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폴라폴리스 카라와 
패딩 안감은 보온력을 높여 줍니다.

POLYESTER 65% • RAYON 35% 

RC-902
DARK GRAY

폴리투일 고기능 신소재, 패딩솜 보온재
폴리투일 고기능 신소재의 이 곤색 타입
점퍼는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제공해주어,
활동복으로 입기에 적합합니다.

POLYESTER 65% • RAYON 35% 

RC-901
DARK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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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 신소재, 패딩솜 보온재
고기능 신소재를 채택한 이 점퍼는
방오성이 뛰어나며 투톤배색으로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카라 안쪽을 
폴라폴리스 처리하여 활동성이 좋으며 
패딩 안감은 보온력을 높여 줍니다.

POLYESTER 65% • RAYON 35% 

RC-335
투톤 NAVY

프라다 원단, 인조털 내피, 
패딩솜 보온재를 채택한 이 고급 
점퍼는 네이비 진곤색 원단이 주는 
역동성과 젊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뜻할 뿐만 아니라 개폐식 카라버튼과 
마이는 방풍과 보온에 효과적입니다. 

PRADA  POLYESTER 100% 

RC-332
털라이너 점퍼 / NAVY

품격이 있는 동절기 자켓

비즈니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라코스 유니폼

탈부착이 가능한 내피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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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딘, 패딩솜 보온재
고급 신개버딘 소재를 사용한 
이 곤색 점퍼는 스타일이 차분하며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이중 마이는 
방풍 기능을 해주며, 허리 주름 
밴드는 활동하기에 편안합니다.

POLYESTER 65% • RAYON 35% 

RC-206
NAVY

개버딘, 패딩솜 보온재
고급 개버딘 소재를 사용한 
이 회색 점퍼는 스타일이 차분하며 
점잖은 느낌을 줍니다. 이중 마이는 
방풍 기능을 해주며, 허리 주름 밴드는 
활동하기에 편안하며, 양 옆구리 
주머니는 수납 기능이 좋습니다.

POLYESTER 65% • RAYON 35% 

RC-207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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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투일 고기능 신소재, 패딩솜 보온재
폴리투일 고기능 신소재의 이 쥐색 
점퍼는 카라 부분과 소매, 허리를 
신축성이 좋은 니트시보리 처리하여 
착용감이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양가슴의 플랫과 양허리의 주머니는 
수납기능을 좋게 하며 가슴의 파이핑 
테이프는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POLYESTER 100% 

RC-612
GRAY

T/R개버딘, 패딩솜 보온재
‘LG점퍼’로 부르는 고급 T/R소재의
이 회색 점퍼는 카라 부분과 소매, 
허리를 신축성이 좋은 니트 시보리 
처리하여 착용감이 편안하고 따뜻하며, 
방오성 또한 좋습니다.

POLYESTER 65% • RAYON 35% 

RC-406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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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투일 고기능 신소재, 패딩솜 보온재
고기능 신소재의 쥐색 작업복 점퍼는 
다양한 수납주머니, 개폐형 차이나카라 
채택으로 기능성이 뛰어나며 
폴리투일 쥐색원단 사용으로 방오성과 
내구력이 뛰어납니다.

POLYESTER 65% • RAYON 35% 

RC-1017
DARK GRAY

다크 네이비 칼라의 이 패딩파카는 
가벼우며 동절기 활동적인 비즈니스에 
매우 적합하며 아웃도어 레저활동에도 
적합합니다. 다크 네이비 칼라는 
단정하면서도 스포티한 인상을 주어 
업무 능력을 높여줍니다.

디자인등록번호  제 0034145호

POLYESTER 100% 

RC-824
웰론 패딩 NAVY

깔끔한 등판 디자인

탈착 가능한 고급스런 털 후드

고급스런 스냅

고급스런 로고와 다용도 팔뚝 포켓

고급스런 내피 원단

고급스런 내피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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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투일 고기능 신소재,
패딩 안감
폴리투일 고기능 신소재로 
원단이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패딩 안감 채택으로 따뜻하며,  
신소재 노이즈 원단은  
방오성이 뛰어납니다.

T/C, 패딩솜 보온재
진곤색 일반 점퍼로 앞마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소매, 허리를 
시보리 처리하여 착용감이 편안하며 
마찰 강도가 강한 고급 T/C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팔뚝의 볼펜꽂이 
포켓등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POLYESTER 100% 

POLYESTER 65% • COTTON 35% RC-823
RC-607

RC-339

RC-312

웰론 패딩 / 투톤 GRAY 폴리투일 고기능 신소재,
패딩 안감 

폴리투일 고기능 신소재,
패딩 안감 

POLYESTER 100% 

웰론 패딩 / 투톤 NAVY

POLYESTER 100% 

웰론 패딩 NAVY

NAVY

패딩솜 보온재
블랙 타입 고급 항공 자켓으로 
업무복은 물론 레저 활동을 
겸할 수 있습니다. 마찰 강도가 강한 
고급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였고, 
양허리 주머니의 포켓들은 수납기능을 
다양화시켜줍니다. 인조털 카라는 
탈부착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POLYESTER 100% 

RC-407
BLACK 항공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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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패딩솜 보온재
밀리터리룩 스타일의 이 솜점퍼는
고강도 작업 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신제품입니다. 
활동성, 방오성, 내구성이 뛰어나며, 
보온력 또한 우수합니다.

POLYESTER 65% • COTTON 35% 

RC-828
솜스즈키 KHKAI

RC-617
RC-336

T/C, 패딩솜 보온재

T/C, 패딩솜 보온재
POLYESTER 65% • COTTON 35% 

솜스즈키 DARK GRAY 
POLYESTER 65% • COTTON 35% 

솜스즈키 NAVY

스타일리쉬한 측면 디자인

탈착 가능한 후드와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허리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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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코스와 함께 
비지니스와 

업무 능률의

차이를 느낍니다.

일명 “깔깔이”로 불리는 이 패딩 점퍼는
가볍고 따뜻하며, 꼭 접을 경우 
핸드백에도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포터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이비 컬러 원단은 
깔끔한 인상을 주어 
어디서나 잘 어울립니다.

신소재의 본 유니폼은 극히 가벼우며
구김이 가지 않으며 흡한속건의
특징으로 땀 걱정 없이 언제나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줄무늬 타입의 카라는 
고급스럽고 스타일리쉬한 비지니스 
코디네이션을 제공해 줍니다.

청지, 패딩솜 보온재
고급면 청지 소재의 이 방한복 상하복 
청지 돕바는 실용성, 기능성, 보온성 등을 
고려한 제품입니다. 착용감이 편안하며, 
보온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가슴과 등판의 야광띠는 안전성을 더해줍니다.

고급원단의 본 유니폼은
고밀도 청지로서 
거친 작업 환경에 적합하며
내구성이 탁월합니다.

일명 “깔깔이”로 불리는 
이 패딩 점퍼는 가볍고 따뜻하며, 
꼭 접을 경우 핸드백에도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포터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얼룩무늬 카키 원단은 
아웃도어 현장활동은 물론 
사무실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POLYESTER 100% 

POLYESTER 100% 

COTTON 90%  • RAYON 10% 

COTTON 90%  • RAYON 10% 

POLYESTER 100% 

RC-608

RC-601

RC-409
RC-16

RC-609

NAVY

NAVY

청지돕바 BLUE

청지 BLUE

KH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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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19

T/R 소재의 본 유니폼은
강한 내마모성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거친 작업 환경에 적합하며 
내구성이 탁월합니다.

POLYESTER 65% • RAYON 35% 

블루진 BLUE

RC-31
POLYESTER 100% 
BLACK 등산바지

RC-19 T/R
POLYESTER 65% • RAYON 35% 
BLUE JEAN

RC-29 T/C
POLYESTER 65% • COTTON 35% 
DARK NAVY 솜바지

RC-63 T/C
POLYESTER 65% • COTTON 35% 
DARK BLUE

RC-409 
COTTON 90% • RAYON 10% 
BLUE 솜바지(청지)

RC-247 T/C 
POLYESTER 65% • COTTON 35% 
GRAY

RC-30 T/C
POLYESTER 65% • COTTON 35% 
BLACK 건빵 기모바지

RC-515 T/R
POLYESTER 65% • RAYON 35% 
GRAY 개버딘

RC-1017 T/R
POLYESTER 65% • RAYON 35% 
DARK GRAY 건빵솜바지

RC-803 T/R
POLYESTER 65% • RAYON 35% 
BEIGE 개버딘

RC-16
COTTON 90% • RAYON 10% 
BLUE 청지

RC-303 T/R
POLYESTER 65% • RAYON 35% 
DARK GRAY 개버딘

RC-837P
POLYESTER 65% • RAYON 35% 
KHAKI GRAY 

RC-1104 T/C
POLYESTER 65% • COTTON 35% 
DARK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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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딘 소재의 본 유니폼은 
인장 강도가 뛰어나며 
진곤색의 원단은 더러움을 쉽게 
타지 않습니다.
소재 또한 부드럽습니다.

본 유니폼은 신소재 트로피칼로 
만들어져서 내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활동성 또한 편리하며 
카키그레이 원단에 오렌지 포인트 
배색은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수납기능 또한 좋습니다.

자켓 특허등록번호. 
30-2018-0000277

POLYESTER 65% 
COTTON 35% T/C 

POLYESTER 65% • RAYON 35% 

RC-1104

RC-837

NAVY 진곤(상,하)

개버딘 소재의 본 유니폼은 
인장 강도가 뛰어나며
짙은 배색의 디자인은  
더러움을 쉽게 타지 
않습니다. 소재 또한 
부드럽습니다.

POLYESTER 65% • RAYON 35%  T/R

RC-515
개버딘 / 회색(상,하)

RC-515P

진회색의 본 작업복은 꾸준히 
애용되는 스태디셀러입니다. 
작업복으로 깔끔하여 매우 
기능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POLYESTER 65% • COTTON 35%  T/C

RC-247
회색(상,하)

RC-247P

KHAKI GRAY

RC-837P



2019/20 FALL & WINTER SPRING & SUMMER WEAR36

SP
RI
NG
 &
 S
UM
M
ER
 W
EA
R

37

신소재의 본 유니폼은 
구김이 가지 않으며 흡한속건의
특징으로 땀 걱정 없이 언제나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급스판 소재 채택으로
활동성이 더욱 뛰어납니다.

트로피칼
이 점퍼는 트로피칼 소재로 
언제나 쾌적하며, 작업이나 업무시 
잘 어울립니다. 
다양한 수납기능을 제공해주며
방오성 또한 뛰어납니다.

트로피칼
트로피칼 소재의 본 유니폼은 흡한속건의
쾌적함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쉽게 더러움을 타지 않는 네이비 색감의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머니의 수납기능 또한 좋습니다.

신소재의 본 유니폼은 
구김이 가지 않으며 흡한속건의
특징으로 땀 걱정 없이 언제나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급스판 소재 채택으로
활동성이 더욱 뛰어납니다.

NYLON 72% • POLYESTER 16%  • SPAN 12% 

POLYESTER 65%  • RAYON 35% 

POLYESTER 65%  • RAYON 35% 

NYLON 72% • POLYESTER 16%  • SPAN 12% 

RC-832
RC-834

RC-836

RC-831

GRAY
트로피칼 GRAY

트로피칼 NAVY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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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53
T/C조끼  빨강

RC-46
T/C조끼  곤색

RC-67
POLYESTER 100% 형광

RC-51
T/C망사조끼 곤색

RC-54
T/C망사조끼 빨강

RC-72
T/C조끼  하늘색

RC-63
T/C조끼 검정

RC-66
T/C망사조끼 하늘색

RC-64
T/C망사조끼 검정

RC-59
T/C조끼  녹색

RC-61
T/C조끼 회색

RC-60
T/C망사조끼  녹색

RC-62
T/C망사조끼  회색

RC-57
T/C조끼  노랑

RC-70
T/C조끼 오렌지

RC-58
T/C망사조끼 노랑

RC-71
T/C망사조끼 오렌지

RC-44
T/C조끼  베이지

RC-55
T/C조끼 파랑

RC-52
T/C망사조끼 베이지

RC-56
T/C망사조끼 파랑

RC-65
망사 POLYESTER 100% 형광

RC-302-2 RC-402-1

RC-304 RC-403

RC-402RC-303-1

•경찰형 조끼 특허등록번호. 
   30-2018-0000928

(망사 포켓3개) (망사 포켓3개)

(X반도, 포켓1개) (X반도, 포켓1개)

(망사 포켓3개)

※허리, 어깨 길이조절 가능 ※허리, 어깨 길이조절 가능 

앞

앞 앞

앞 앞

앞

RC-302 (망사 포켓3개)

앞 뒤

뒤

RC-304-1 (X반도, 포켓1개)

※허리, 어깨 길이조절 가능 

앞 뒤뒤 뒤

RC-503
(LED조끼/주황 형광)

RC-502
(LED조끼, 형광/형광)

RC-503-1
(LED조끼/주황 백색)

RC-501
(LED조끼, 형광/백색)

뒤 뒤

뒤

무전기 걸이

핸드폰 주머니

공구 주머니

경찰형 조끼

신호수 조끼

RC-900
POLYESTER 100%

특수조끼 검정 
망사 포켓5개

RC-800 앞

뒤



방한보호용품

비니 IMW16950
▶ SIZE & COLOR : 

 FREE / BLACK, GRAY
• 보온성과 신축성이 뛰어난 니트 소재를 
사용하여 일반타운에서도 착용 가능

소프트넥게이터 IMW16952
▶SIZE & COLOR : FREE / BLACK, GRAY
•목부분의 찬바람을 막아주고 코와 입부분은

   메쉬조직으로 되어 있어 김서림 방지 가능

•후면은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촘촘한

   구조이며 용도에 맞게 양방향 착용 가능

방한모Ⅱ IMW13901
▶SIZE & COLOR : M(60CM), L(62CM) / BLACK
•혹한의 날씨에 사용하며 안감으로 대어 턱까지 

   가리며, 귀부분에 구멍을 뚫어 밖의 소리를 잘 듣게 함

• 마스크를 벨크로 처리하여 안전모 착용시  

탈부착이 편리함

귀마개 IMW12902
▶SIZE & COLOR : FREE / GRAY, BLACK
•보온성이 우수한 마이크로 폴라폴리스 

   원단을 사용함.

•양쪽 귀 부분에 구멍을 내어 외부 소리 청취 및 

   통풍 용이

넥게이터 IMW12903
▶SIZE & COLOR : FREE / GRAY, NAVY
•겨울철 야외작업시 착용하기 좋은 넥게이터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폴라폴리스 적용

•스트링을 조절해 비니로도 활용이 가능

보온장갑 IMW13902
▶SIZE & COLOR : M, L / BLACK
• 겨울철 야외 작업시 착용하기 좋은 

보온장갑

• 분실방지후크 적용으로 보관이  

용이함

•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스마트폰  

터치 가능

플리스비니 IMW17957
▶SIZE & COLOR : FREE / BLACK, GRAY
•보온성과 신축성이 뛰어난 니트 소재를 
   사용한 기본형 비니스타일

•안감으로 단면 플리스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을 높임

•K2로고 자가드가 포인트 디자인

알파인장갑 IMW18901
▶SIZE & COLOR : M, L / KHAKI
• 손마다 아코디언 절개 사용으로  

활동성 강화

• 내피에 보아털을 넣어 보온효과  

극대화

•스트레치성 및 보온성 우수

2018 NEW

스마트 발열조끼 IMW18900
▶SIZE : 95, 100, 105, 110
•스마트 앱으로 단계별 온도 조절 가능

• 발열 패드와 배터리 제거 시 일반 패딩 조끼로 활용 가능

• 배터리를 오른쪽 옆구리에 위치하여 활동성을 극대화

• 발열판을 분리하여 분리세탁 가능

• 탄소 발열판을 사용하여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이 방출

• 전자파인증, KIC인증, 무선통신인증 확보

• 제전사로 제작된 안감사용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정전기  

방지효과가 우수함

2018 NEW
베터리, 발열판

소프트쉘장갑 IMW17959
▶SIZE & COLOR : M, L / BLACK
•스트레치성이 좋아 실생활에서 착용이 가능한 제품

•손바닥 부분에 실리콘 코팅을 적용하여 미끌림 방지 

    및 내구성을 높임

•간절기에 단독사용이 가능하며 겨울에는 이너용으로 

    병행 사용 가능

정전기 방지원단(제전안감)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온도제어
구글 - K2 safety 검색
애플 - 웨어텍

니트넥워머 IMW18963
▶SIZE & COLOR : FREE / CHARCOAL, BLACK
•보온성과 신축성이 좋은 니트소재로 사이즈에 

    제한이 없음

•안감에 보아털 사용으로 보온성 극대화

•일반타운에서도 착용 가능

동계형 멀티스카프 IMW18962
▶SIZE & COLOR : FREE / RED, BLUE
•장시간의 야외 활동에 체온과 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

•피부에 자극이 적은 부드러운 융 기모 안감사용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사이즈에 제한이 없음

•기호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영하여 착용 가능

피치기모 멀티스카프 IMW18961
▶SIZE & COLOR : FREE / GRAY
•피치기모 안감으로 간절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사이즈에 제한이 없음

•기호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하여 착용 가능

•기호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영하여 착용 가능

2019/20 FALL & WINTER SAFETY BELT 4140 2019/20 FALL & WINTER WINTER ITEMS

업체 최초 산업용 안전벨트 
사이즈 구분(M, L)

SIZE & COLOR  |  M•L / BROWN
•나일론과 코듀라 적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남
•어떤 작업동작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

KB-9101
SIZE & COLOR  |  M•L / BROWN
•나일론과 코듀라 적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남
•어떤 작업동작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

KB-9201
SIZE & COLOR  |  M•L / ORANGE
•나일론과 코듀라 적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남
•어떤 작업동작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

KB-9102
SIZE & COLOR  |  M•L / ORANGE
•나일론과 코듀라 적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남
•어떤 작업동작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

KB-9202 

SIZE & COLOR  |  M•L / BROWN
•나일론과 코듀라 적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남
•어떤 작업동작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

KB-9201
SIZE & COLOR  |  M•L / ORANGE SIZE & COLOR  |  M•L / ORANGE SIZE & COLOR  |  M•L / BLACK
•나일론과 코듀라 적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남
•어떤 작업동작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

•글라스 비드 재귀반사 띠 / 네임텍 후크 걸이
•자동 릴 죔줄 고정 홀드 / 자동 릴 죔줄
•3D 에어 허리보호대

•글라스 비드 재귀반사 띠 / 네임텍 후크 걸이
•자동 릴 죔줄 고정 홀드 / 자동 릴 죔줄
•3D 에어 허리보호대

KB-9201 KB-9401 KB-9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