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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ONS 2021-2022

사무용 액세서리부터 새로운 
마감재에 이르기까지 멤버들을 위해 
위워크가 엄선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ADD-ONS 2021-2022

주문 방법

Step 1

멤버 네트워크에서 "지원팀에 문의하기"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Step 2

원하시는 서비스의 명칭을 기재해주세요.

예: 보타니카 중간 사이즈 식물

Step 3

수정계약서 내 가격을 확인하신 후 전자서명을 
완료해주세요. 비용은 추후 멤버십 비용에 
추가됩니다.

Step 4

서명이 완료되면 커뮤니티팀에서 안내 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커뮤니티팀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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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ONS 2020-2021

*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소독 클리닝 패키지 50인실 이상 사무실

시작금액 288,000원 부터

청소범위 책상 및 의자 먼지 제거 + 하이터치포인트 표면 살균 소독

정밀 클리닝 패키지 50인실 이상 사무실

시작금액 361,000원 부터

청소범위 책상 및 의자 먼지 제거 + 하이터치포인트 표면 살균 소독 + 연무방역 (방역필증제공가능)

클리닝 패키지

01 Packages

Notes

추가 클리닝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소요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오피스 내 
가구, 유리창, 노트북,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는 클리닝 대상에서 제외

하이터치포인트: 오피스의 문 손잡이, 
오피스 전등 스위치, 손이 닿는 책상의 
윗면, 의자의 팔걸이, 의자의 등받이 
윗부분, 캐비넷의 서랍 손잡이 등 손이 
주로 닿는 오피스 가구의 일부

위워크는 사무 공간 내 모든 
물품의 분실 혹은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사무 공간 내 모든 
물품의 보관에 대한 책임은 각 
멤버에게 있습니다.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ADD-ONS 2020-2021

*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Price includes shipping, handling, & installation.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products and do not necessarily depict the products referenced. WeWork makes no warra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disclaims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mension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variances. It is your obligation to 
independently verify particulars of the products. WeWork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product. Reference to third party name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necessarily an endorsement or association of WeWork or vice versa.

01 Packages크레딧 패키지

Notes

해당 서비스는 대표멤버 계정으로 
위워크 멤버페이지 - account central 
에서도 구매 가능
크레딧 이월 불가

제공된 크레딧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 
초과분만큼 추가 청구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컨퍼런스룸 플러스

금액 320,000원 (20 Credit, 20%할인)

컨퍼런스룸 플러스 프리미엄

금액 640,000원 (40 Credit, 20%할인)

상기 이미지는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 이미지일  뿐이며  실제 제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워크는  상기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 
본 카탈로그  내 포함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이미지상  제품의  면적은  대략적인  것이며 , 실제 제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제품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워크는  모든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제 3자에 
대한 레퍼런스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 위워크와  제 3자가 서로를  보증하거나  제휴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ADD-ONS 2020-2021

*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Price includes shipping, handling, & installation.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products and do not necessarily depict the products referenced. WeWork makes no warra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disclaims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mension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variances. It is your obligation to 
independently verify particulars of the products. WeWork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product. Reference to third party name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necessarily an endorsement or association of WeWork or vice versa.

01 Packages

Notes

1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

WW will separately provide 
explanation on installing and 
retrieving the rented item

렌탈 패키지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빔프로젝터

제품사양
LG Provim BU50NST
설치비, 스크린 별도

시작금액 297,000원 부터 / 월

TV

제품사양
LG Ultra HD TV 43”
Model : 43UN781CONA

시작금액 67,900원 부터 / 월

상기 이미지는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 이미지일  뿐이며  실제 제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워크는  상기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 
본 카탈로그  내 포함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이미지상  제품의  면적은  대략적인  것이며 , 실제 제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제품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워크는  모든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제 3자에 
대한 레퍼런스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 위워크와  제 3자가 서로를  보증하거나  제휴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비스 상세내역 금액

Dedicated Bandwidth
Data Center Colocation
1RU

전용 대역폭서비스 1 50M + 사설무선네트워크  + (사설LAN 또는 공인 IP 중 택일) + 
Colocation 1RU

700,000원 / 월

전용 대역폭서비스  100M + 사설무선네트워크  + PVLAN + 1 Public IP + Colocation 1RU 850,000원 / 월

전용 대역폭서비스  200M + 사설무선네트워크  + PVLAN + 2 Public IPs + Colocation 2RU 1,250,000원 / 월

전용 대역폭서비스  400M + 사설무선네트워크  + PVLAN + 3 Public IPs + Colocation 3RU 2,500,000원 / 월

전용 대역폭서비스  설치비용 770,000원 부터

Private SSID 기본형 - 멤버 사용 층 130,000원 / 월

확장형 - 멤버 사용 층 + 메인 라운지 공간 150,000원 / 월

특별형 - 빌딩 전층 200,000원 / 월

Private SSID
+ Public IP

사설(Private) SSID + 공인 IP (Public IP) 1개 180,000원 / 월

사설(Private) SSID + 공인 IP (Public IP) 2개 210,000원 / 월

Private VLAN
+ Public IP

사설(Private) VLAN + 공인 IP (Public IP) 1개 120,000원 / 월

사설(Private) VLAN + 공인 IP (Public IP) 2개 150,000원 / 월

IT 패키지

Notes
1 Dedicated Bandwidth
설치비는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 신청한 경우에도 1회만 부과됩니다.



02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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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Price includes shipping, handling, & installation.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products and do not necessarily depict the products referenced. WeWork makes no warra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disclaims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mension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variances. It is your obligation to 
independently verify particulars of the products. WeWork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product. Reference to third party name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necessarily an endorsement or association of WeWork or vice versa.

복도패널

사이즈

높이 750mm 불투명 비닐
바닥에서 1650mm 높이까지 부착
측정 및 설치는 외부업체에서 진행

색상 흰색 그라데이션

사무실 간 패널

사이즈
바닥부터 1650mm 높이까지 부착
측정 및 설치는 외부업체에서 진행

색상 흰색 그라데이션

프라이버시 필름

02  Finishes

금액

50,000원 / 유리패널 1개

소요시간

영업일 3일
Notes

제작 전 사이즈 확인을 위해 기술자 
방문 필요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상기 이미지는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 이미지일  뿐이며  실제 제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워크는  상기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 
본 카탈로그  내 포함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이미지상  제품의  면적은  대략적인  것이며 , 실제 제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제품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워크는  모든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제 3자에 
대한 레퍼런스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 위워크와  제 3자가 서로를  보증하거나  제휴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ADD-ONS 2020-2021

*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Price includes shipping, handling, & installation.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products and do not necessarily depict the products referenced. WeWork makes no warra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disclaims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mension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variances. It is your obligation to 
independently verify particulars of the products. WeWork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product. Reference to third party name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necessarily an endorsement or association of WeWork or vice versa.

기본형 파티션

시작금액 1,600,000원

사이즈

600mm*1500mm(2개), 
1200mm*1500mm(3개)
6 데스크 기준, 기타 사이즈는 별도 문의

재질 강화유리, 스테인레스

펠트 스크린

시작금액 362,000원

사이즈
1170*19*760(1개), 700*19*760(2개)
1 데스크 기준, 개별 구매 가능

색상 회색, 베이지, 블랙

데스크 파티션

02  Finishes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상기 이미지는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 이미지일  뿐이며  실제 제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워크는  상기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 
본 카탈로그  내 포함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이미지상  제품의  면적은  대략적인  것이며 , 실제 제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제품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워크는  모든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제 3자에 
대한 레퍼런스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 위워크와  제 3자가 서로를  보증하거나  제휴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요시간

영업일 10일



03
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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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Price includes shipping, handling, & installation.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products and do not necessarily depict the products referenced. WeWork makes no warra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disclaims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mension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variances. It is your obligation to 
independently verify particulars of the products. WeWork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product. Reference to third party name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necessarily an endorsement or association of WeWork or vice versa.

출입문 브랜드 
로고 

03 BRANDING

여닫이문 미닫이문

금액

19,800원

소요시간

영업일 3일

Notes

로고 파일은 멤버사에서 위워크에 전달

제작 및 부착 전 위워크에서 사전 확인 필요
설명

여닫이 문 혹은 미닫이 문 한 면에 최대 410mm*305mm 크기의 컬러 로고를 
부착합니다.

재질 비닐 필름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상기 이미지는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 이미지일  뿐이며  실제 제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워크는  상기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 
본 카탈로그  내 포함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이미지상  제품의  면적은  대략적인  것이며 , 실제 제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제품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워크는  모든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제 3자에 
대한 레퍼런스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 위워크와  제 3자가 서로를  보증하거나  제휴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ADD-ONS 2020-2021

*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Price includes shipping, handling, & installation.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products and do not necessarily depict the products referenced. WeWork makes no warra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disclaims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mension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variances. It is your obligation to 
independently verify particulars of the products. WeWork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product. Reference to third party name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necessarily an endorsement or association of WeWork or vice versa.

브랜드 
프라이버시 필름 2 
칸

03 BRANDING

금액

105,600원

소요시간

영업일 3일

Notes

로고 파일은 멤버사에서 위워크에 전달

부착 전 위워크에서 사전 확인 필요

제작 전 사이즈 확인을 위한 기술자 방문 필요

설명
고정 패널 두 면에 걸쳐 최대 1520mm*710mm 크기의 다이컷 로고 1개를 부착합니다.
높이 750mm 불투명 시트지는 바닥에서 1650mm 지점부터 아래로 부착합니다.

색상
다이컷 로고: 투명
불투명 시트지: 매트크리스탈-i

재질 비닐 필름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상기 이미지는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 이미지일  뿐이며  실제 제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워크는  상기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 
본 카탈로그  내 포함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이미지상  제품의  면적은  대략적인  것이며 , 실제 제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제품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워크는  모든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제 3자에 
대한 레퍼런스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 위워크와  제 3자가 서로를  보증하거나  제휴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ADD-ONS 2020-2021

*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Price includes shipping, handling, & installation.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products and do not necessarily depict the products referenced. WeWork makes no warra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disclaims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mension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variances. It is your obligation to 
independently verify particulars of the products. WeWork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product. Reference to third party name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necessarily an endorsement or association of WeWork or vice versa.

브랜드 
프라이버시 필름 3 
칸

03 BRANDING

금액

158,400원

소요시간

영업일 3일

Notes

로고 파일은 멤버사에서 위워크에 전달

부착 전 위워크에서 사전 확인 필요

제작 전 사이즈 확인을 위한 기술자 방문 필요

설명
고정 패널 tp 면에 걸쳐 최대 1520mm*710mm 크기의 다이컷 로고 1개를 부착합니다.
높이 750mm 불투명 시트지는 바닥에서 1650mm 지점부터 아래로 부착합니다.

색상
다이컷 로고: 투명
불투명 시트지: 매트크리스탈-i

재질 비닐 필름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상기 이미지는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 이미지일  뿐이며  실제 제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워크는  상기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 
본 카탈로그  내 포함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이미지상  제품의  면적은  대략적인  것이며 , 실제 제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제품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워크는  모든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제 3자에 
대한 레퍼런스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 위워크와  제 3자가 서로를  보증하거나  제휴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04
안전 & 위생 



ADD-ONS 2020-2021

*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04 HEALTH & SAFETY

Notes

추가 클리닝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소요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오피스 내 
가구, 유리창, 노트북,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는 클리닝 대상에서 제외

하이터치포인트: 오피스의 문 손잡이, 
오피스 전등 스위치, 손이 닿는 책상의 
윗면, 의자의 팔걸이, 의자의 등받이 
윗부분, 캐비넷의 서랍 손잡이 등 손이 
주로 닿는 오피스 가구의 일부

1회 안심 클리닝

50인실 이상 사무실

시작금액 319,000원 부터

청소범위

> 도어 손잡이 및 카운터 + 하이터치포인트 표면 살균 
소독

> 쓰레기통 비우기, 쓰레기 봉투 교체, 통 내외부 청소

> 유리출입문 닦기

> 책상, 의자, 캐비넷 모든 면 청소.

> 모든 바닥 청소 및 닦기

> 모든 카펫 또는 러그 진공 청소

60인실 이상 사무실

시작금액 381,000원 부터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ADD-ONS 2020-2021

*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1회 약품 
스프레이 클리닝 

04 HEALTH & SAFETY

Notes

추가 클리닝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소요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오피스 내 
가구, 유리창, 노트북,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는 클리닝 대상에서 제외

하이터치포인트: 오피스의 문 손잡이, 
오피스 전등 스위치, 손이 닿는 책상의 
윗면, 의자의 팔걸이, 의자의 등받이 
윗부분, 캐비넷의 서랍 손잡이 등 손이 
주로 닿는 오피스 가구의 일부

50인실 이상 사무실

시작금액 184,000원 부터

60인실 이상 사무실

시작금액 222,000원 부터

70인실 이상 사무실

시작금액 262,000원 부터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05
운영



ADD-ONS 2020-2021

*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Price includes shipping, handling, & installation.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products and do not necessarily depict the products referenced. WeWork makes no warra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disclaims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mension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variances. It is your obligation to 
independently verify particulars of the products. WeWork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product. Reference to third party name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necessarily an endorsement or association of WeWork or vice versa.

핸디맨서비스

05 OPERATIONS

Notes

멤버십 계약 종료 후, 사무실은 

원상복구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퇴실 후 청구 됨

상세 작업 범위는 별도 문의 필요

1인 핸디맨

설명

외부 핸디맨이 선반, 캐비넷 등 멤버 소유의 
가구를 조립 해드립니다. 부품과 자재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만 하세요.

Material 기타 인건비 / 자재 비용은 별도 청구

금액
표준 금액: 17,000원 / 30분
근무시간 외 금액: 25,500원 / 30분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상기 이미지는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 이미지일  뿐이며  실제 제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워크는  상기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 
본 카탈로그  내 포함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이미지상  제품의  면적은  대략적인  것이며 , 실제 제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제품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워크는  모든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제 3자에 
대한 레퍼런스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 위워크와  제 3자가 서로를  보증하거나  제휴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비스 상세내역 금액

Data Center Colocation
(Private Rack) 

위워크 전산실 내 멤버가 전용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전력 제공 견적요청

Data Center Colocation
1RU (Rack Unit)

 위워크 전산실 내 랙 공간을 멤버 IT/네트워크  장비의 설치를 위해 제공 125,000원/월

공인 IP 주소
Public IP Address

위워크 네트워크  외부에서  멤버 장비로의  접속이 가능한 공인 고정 IP 부여
(사용사례 : 방화벽 , VPN, NAS,

65,000원/원

유선 네트워크  망분리
Private Subnet/Private 
VLAN

기업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타 멤버사와  트래픽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논리적 유선 
망분리 서비스
(프라이빗  오피스부터  적용 가능)

70,000원/월

셋업비용
Setup Fee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외한 위워크 IT 서비스의  최초 셋업 또는 지점간 이동 시 이전 
셋업 비용

120,000원

KT IDC
외부 데이터 센터

 KT IDC (인터넷 데이터센터 )를 위워크 멤버들만의  특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견적요청

Notes

설치비는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 신청한 경우에도 1회만 부과됩니다.

IT 서비스



07
보안 



ADD-ONS 2020-2021

*Product specification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pricing and regional variances.

Price includes shipping, handling, & installation. Taxes 
not included but will be charged on final invoice.

Photograph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products and do not necessarily depict the products referenced. WeWork makes no warra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disclaims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mension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variances. It is your obligation to 
independently verify particulars of the products. WeWork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product. Reference to third party name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necessarily an endorsement or association of WeWork or vice versa.

06 SECURITY SERVICES & REPORTING

보안 서비스 & 
키카드

추가 보안 서비스

설명 별도 보안 요원 1명 배치

가격
300,000원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일, 월 - 금) 

키카드

설명 키카드 재발급

가격 25,000원 

제품사양은 재고현황, 가격,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부가세 별도

상기 이미지는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 이미지일  뿐이며  실제 제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워크는  상기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 
본 카탈로그  내 포함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이미지상  제품의  면적은  대략적인  것이며 , 실제 제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제품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워크는  모든 제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제 3자에 
대한 레퍼런스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 위워크와  제 3자가 서로를  보증하거나  제휴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