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RISTMAS CARD 
GOLDBELL

안녕, 크리스마스! 딸랑딸랑 소리가 날듯한 아기자기한 종!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냥 건네주는 것보다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매달려있는 실을 흔들며 색다르게 

건네줘 보는 것은 어떨까? (유의사항 :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에 당신이 매달릴 수도 있다.) 

가격:6천 5백 원 웹사이트:www.o-check.net

PUNCHING CARD 
CHRISTMAS
크리스마스트리모양을 형상화한 봉투 안에 다양한 색상의 종이들을 순서대

로 끼워 넣어 그림을완성해 보자. 받는 이에게도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유의사항 : 상대방이 퍼즐을 싫어한다면. 서로에게 난감한 크

리스마스가 된다.) 가격:5천 7백 원 웹사이트 : www.y11.kr

크리스마스 보더카드
 ‘Wishing you a MERRY CHRISTMAS’모양의 촛농이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살려준다. 

게다가 입체적인 모양의 눈꽃까지 잘 어우러져 있어 감성을 마구 자극한다. 편지지의 디테일

에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다. (유의사항 : 편지지의 디테일에 감탄하다가 정작 카드의 내용

을 읽지 않을 수도 있다.) 가격:1만 5천 원 웹사이트 :blog.naver.com/ljhdr

크리스마스 계단카드
색다른 계단모양의 크리스마스 카드. 뒷면에는 메시지를 첨부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띄우는 데에도 한몫 단단히 한다. 깔끔한 디자인, 그리

고 보는 재미까지! 이 카드 한 장만 있어도 실내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

출하기에 딱 좋다. (유의사항 : 정말. 뭔가. 분위기 있는 곳에서 건네야만 할 

것 같은 카드다.) 가격:1만 5천 원 웹사이트 :blog.naver.com/ljhdr

NUTCRACKER ORNAMENT CARD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꼬마병정카드. 원형 눈금을 따라서 카드를 떼어내면 예쁜 

크리스마스트리가 완성된다. 상대방에게 남기는 따뜻한 메시지를 크리스마스트리 안에 

담아보자.(유의사항 : 군대에 있는 친구에게 꼬마병정 콘셉트의카드를 보낸다면? 

인연은 의외로 쉽게 끊어진다.) 가격:7천 원 웹사이트:www.plus82project.com 



산타마을에서 온 선물
빨간 산타마을박스 위에 요정이 선물을 전달한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레드와 그린의 조화가 

이 포장을 더욱 더 가치 있게 만든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리면서 어린아이들의 설레는 표정

을 보고 싶다면? 두말할 것 없다. 가격:2만3천 원 웹사이트:www.theaureum.co.kr

직사각형 포장상자 & 책 모양상자
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초록과 베이지 컬러의 조화는 자연스러운 세련미를 보여준다. 

하드보드지로 만들어져 있어 작은 소품보관상자로도 그만인 실용적인 포장이다.그냥 쓰고 버리는 

포장이 아닌 실용적 포장을 선택한 당신은 실속파! 가격:책 모양 3만 6천 원, 직사각형 8천 원 

웹사이트 : www.eribbon.net

카라멜포장
겨울에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라이트 블루와 은색의 조화는,2014년 여름을 강타한 

영화 <겨울 왕국>을 연상시킨다. 포장보다 안이 더 궁금한,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이다. 가격:1만3천 8백 원 웹사이트:www.daedoi.com

로즈코일
모던함을 강조한 은색, 그리고 그레이 컬러까지. 고급스러움이 한껏 느껴지는 포장이다. 

생화와 같은 느낌의 로얄블루코사지는 리본공예 전문회사의 특화된 상품이기도 하다. 

차분한 느낌의 포장을 원한다면 로즈코일. 가격:4만 원 웹사이트 :cafe.naver.com/

ggomjirakribbon

매직스타
크리스마스 선물포장의 정석 골드 카키!보기만 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난다. 

게다가 성탄절을 대표하는 꽃인 ‘포인세티아’까지!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포장을 추천한다. 가격:3만 천 5백 원 웹사이트 :www.kumkua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