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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able to keep the belongings safely.

                                           No animal skin should be used.

better us



My father’s hard and formal briefcase was nice looking, but I thought it wouldn’t suit me. 

Since I work, study and have meetings in everywhere such as my office, school, studio and cafe, 

I needed somewhat more convenient and practical pouch to organize my laptop and different 

sizes of devices all at once. I wanted to keep my things compactly such as cards, mobile phone, 

passport and other belongings.

‘My pouch’ should be practical to use, lightweight and casual with storage functions and 

durable inner materials. I also look for fun side from the texture of the point handles, secret 

pockets, colors I like and witty ideas.

By gathering and putting all these ideas in every parts, we make convenient pouches that 

understand your lifestyle, joy your day with witty ideas and boost up your work efficiency.

A perfect start of the day.

Today seems to be a good day. We are ‘wenziday’.

일상 속에서 함께 하면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하루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채워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Better Together’가 있습니다. 

매일 쓰는 익숙한 펜 한 자루, 태블릿, 작은 노트와 명함 한 장이 

누군가에겐 자신을 나타내는 물건이고 일터에서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손 끝에서 가치가 빛나길, 

실용적인 무언가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Better Together,  

따로 보다 함께 일 때 더 좋은 것들

딱딱하고 진지한 아버지의 서류가방은 멋있지만, 내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와 회사, 작업실과 카페를 오가며 어디에서든 회의하고, 공부하며, 일을 하는 나에게는

좀 더 편리하고, 실용적인 파우치가 필요했습니다.

노트북과 크고 작은 주변기기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카드와 휴대폰, 여권, 소지품들이 컴팩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고 캐쥬얼하지만, 수납력과 내부구성이 탄탄하고

실용적인 ‘내 것’이 필요했습니다.

손잡이의 감촉, 비밀포켓, 마음에 드는 컬러와, 위트있는 아이디어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과 생각들을 제품 구석구석에 담아

위트있는 아이디어로 하루를 즐겁게 해주는 가방,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일의 능률까지 담는 편리한 파우치를 만듭니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은 왠지 좋은일이 생길 것 같은 날, Wenziday 입니다.

In our daily lives, there are things that are a plus to be together.

‘Better Together’ is there for those whom are diligently doing their best in repeating days.

For some people, familiar things we use everyday such as a pen, a tablet, a small note and a 

business card can be a way to represent themselves and a powerful weapon at work.

We wish for the values to shine and 

something practical to be created from the tip of your hands.

‘Better Together’

Things that are bette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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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ost steadily beloved Better together Pouch has been newly launched with the version 3. 
It’s an eye-catching pouch with plenty of space that you can use it for many uses such as a versatile 
pencil case, a wallet to put in simple notes and belongings, and a passport pouch on the journey. The 
five vivid colors of Violet, Orange, Gray, Mint and Pink will freshen up your day, and you will definitely 
fall in love with it.

가장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베러투게더 파우치가 버젼 3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넉넉하게 담고도 한 

눈에 보이는 만능 필통으로, 간단한 노트와 소지품을 담는 지갑으로, 여권이 들어가는 여행길 간편한 파우치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꾸준하게 사랑받는 파우치. 비비드한 컬러로 기분까지 프레쉬하게 Violet, Orange, Gray, Mint, 

Pink의 다섯가지 컬러로 만나보세요. 당신도 이 파우치를 사랑하게 될거예요.

220 x 135 x 25 mm   |   90g   |   price  15.0 USD   |   polyester, nylon   

gray
violet
orange
pinkPouch. 03

mint

better us



Solid Wallet is a smart pouch that you can keep necessaries compactly such as cards, cash, pass-
ports, personal belongings, notes and writing tools. From now on, just this one smart, lightweight 
and useful wallet will do on your trip, at work, and daily life. There are five different color choices; 
Gray, Black, Mint, Pink and Navy

Meet ‘my mini makeup table’ anytime and anywhere with Better Together Makeup Pouch. At a 
glance, you can organize and pick necessary cosmetics from the pocket such as a makeup pact, 
a lipgloss, makeup pencil and brush, a hand cream and more. Check out Better Together Makeup 
Pouch’s unique design and colors of Pink, Orange and Navy.

솔리드월렛은 카드와 현금은 물론, 여권, 소지품, 노트와 필기구 까지 필요한 것들만 컴팩트하게 담아내는 똑똑한 

파우치입니다. 이제 여행지 에서도, 근무중에도, 일상 생활에서도  월렛 하나로 가볍고 유용하게 GRAY, BLACK, 

MINT, PINK, NAVY 색상으로 만나보세요.

베러투게더 메이크업 파우치로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미니 화장대를 만나보세요.

팩트,립글로즈,붓,펜슬,핸드크림 등 꼭 필요한 화장품들을 각각의 포켓에 정리, 한 눈에 보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베러투게더 메이크업 파우치의 PINK, ORANGE, NAVY 의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만나보세요.

220 x 135 x 25 mm   |   250g   |   price  21.5 USD   |   polyester, nylon, paper 185 x 125 x 40 mm   |   100g   |   price  18.0 USD   |   polyester, nylon   

black
gray
navy
pink

navy
pink
orange

mint

Solid Wallet Makeup Pouch



Daily use wallet pouch + Better Together spring note 
An attraction of a single pouch in your daily life. Daily Wallet is designed to perform more than just a 
wallet. You can keep all kinds of credit & check cards, business cards, receipts, cash, keys, memos, 
passports, tickets, pamphlets, medicines and coins efficiently with just one single pouch.

There are things and a pouch that has to be on your side all the time such as a diary containing your 
schedule and stories, a tablet, a book, familiar pens and belongings. Daily Pouch that will always be 
on your side at work, studio, school and on the trip is designed to store small but necessary belong-
ings efficiently.

매일 쓰는 월렛 파우치 + 베러투게더 노트. 금융, 적립, 출입 등 다양한 용도의 넘쳐나는 카드들, 명함, 영수증, 현금, 

키, 메모, 여행지에서 필요한 여권, 각종 티켓과 팜플렛, 상비약, 동전들. 당신의 일상에서 함께 하는 파우치 한 권의 

매력. 데일리 월렛은 지갑 그 이상의 것들을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매일 쓰는 파우치, 하루라도 없으면 안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항상 곁에 두고 써야하는 것들. 당신의 스케쥴과 이야

기가 담기는 다이어리, 혹은 태블릿, 한 권의 책 그리고 익숙한 펜이나 소지품들. 일터나 작업공간, 학교 때로는 여행

지에서 당신과 함께 하는 데일리 파우치는 작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220 x 135 x 25 mm   |   230g   |   price  21.5 USD   |   polyester, nylon, cotton, paper 225 x 150 x 25 mm   |   130g   |   price  16.2 USD  |   polyester, nylon, cotton

gray square
blue square
pink square
violet square

gray square
blue square
pink square
violet square

navy leaf
gray leaf
navy rain
pink rain

navy leaf
gray leaf
navy rain
pink rainDaily Wallet Daily Pouch.02



Daily Card pouch can store all kinds of cards and small belongings substantially that used to make 
your wallet lack of pockets such as credit card, point card, membership card, business card, coins 
and more. The size of Daily Card pouch fits in one hand and can easily be stored in a bag as well as 
a pocket. If you are tired big and heavy wallets, meet the lightweight and useful Daily Card pouch.

Better Together A4 is launched as a Tote. You can organize and store A4 documents as well as 11 to 
13 inch laptops, writing tools and your belongings at once. It comes with three designs of Gray, Navy 
and Mint. Put all the necessary things in it and carry with just one hand. Let your finger tips light and 
free with Better Together A4 Tote.

지갑을 가득 채운 신용카드 부터 포인트 카드, 멤버쉽 카드, 명함, 동전과 작은 소지품들 까지 이 모든 것을 작지만 

알차게 담아내는 파우치가 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가방은 물론 주머니 속에도 간편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크고 무거운 지갑이 부담스럽다면 가볍고 실용적인 데일리카드 파우치를 만나보세요.

A4문서는 물론 11인치~13인치 랩탑까지, 필기도구와 소지품들도 한번에 정리해 수납할 수 있는 베러투게더 A4

가 토트로 출시되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담고도 한 손에 잡히는 심플함. 베러투게더 A4 토트는 GRAY, 

NAVY, MINT 세 가지 디자인으로 가방 밖에서 자유롭게, 손 끝은 가볍게 당신과 함께합니다.

80 x 115 x 25 mm   |   50g   |   price  13.7 USD   |   polyester, nylon, cotton 335 x 250 x 40 mm   |   350g   |   price  32.2 USD   |   polyester, nylon

gray 
navy
mintDaily Card A4 Tote

gray square
pink square
violet square

navy leaf
gray leaf
navy rain
pink rain



black
navy
brown
pink

orange

Meet Better Together Pouch’s steady-seller A4 Pouch with a classical leather charm. The lightweight 
and practical convenience remains the same, and leather bag’s classic and solid feeling is added. 
You will love the point colored slider, handle, and luxurious leather stamp texture. (Better Together 
products DO NOT use animal skins) 

A4.03 is designed to make your day more efficient with useful pockets and plenty of space. You can 
store all kinds of things such as important documents, reports, meeting materials, portfolios, re-
sumes, a tablet, belongings and more.

베러투게더 파우치의 스테디셀러 A4파우치를 클래식한 가죽의 매력으로 만나보세요. 가볍고 실용적인 파우치의 

편리성은 그대로, 가죽가방의 클래식하고 견고한 느낌은 새롭게. 포인트 색상의 슬라이더와 손잡이, 고급스러운 

불박에서 전해지는 손맛까지... 쓸수록 내 것이 됩니다.  (베러투게더는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포트, 수업, 회의 자료, 포트폴리오, 이력서, 매일 쓰는 작업 부터 중요 문서 까지 모든 것이 담기는 A4 파우치

혹은 태블릿, 노트, 필기구와 다이어리, 소지품들 까지... 당신의 하루를  담기에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수납력으

로 제작되었습니다.

245 x 335 x 35 mm   |   400g   |   price  34.9 USD   |   polyester, nylon, synthetic leather 245 x 335 x 35 mm   |   350g   |   price  26.7 USD   |   polyester, nylon

A4 Classic.02 A4.03
black
gray 
light gray
pink



Camouflaged A4 Military is designed to make your day more efficient with useful pockets and plenty 
of space. You can store all kinds of things such as important documents, reports, meeting materials, 
portfolios, resumes, a tablet, belongings and more. Meet the A4 pouch with a camouflage with a 
lightsome and active patterns in your daily life.

카모플라쥬를 입은 A4파우치. 리포트, 수업, 회의 자료, 포트폴리오, 이력서, 매일 쓰는 작업 부터 중요 문서 까지 모든 

것이 담기는 A4 파우치. 혹은 태블릿, 노트, 필기구와 다이어리, 소지품들 까지... 당신의 하루를  담기에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수납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상에서도 경쾌하고 활동적인 패턴의 카모플라쥬로 A4 파우치를 만나보세요.

245 x 335 x 35 mm   |   330g   |   price  32.2 USD   |   polyester, nylon, cotton

black
gray
blueA4 Military

이제 15인치 노트북도 당신의 여행길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장기여행의 세컨백으로는 물론 단기여행도 

단 하나의 가방으로 완벽하게. 무엇보다 미니백처럼 가벼운 무게감이 가장 큰 포인트!　

크로스로 숄더로 한 손으로도 거뜬하게.  Blue Violet, Dark Brown, Gray의 세 가지 색상으로 만나보세요. 

Now you can bring 15 inch laptops on your journey. Just one Smart Travel.02 will perform perfectly as 
a second bag whether your journey is short term or long term. The biggest benefit is it’s lightweight 
like a mini bag. You can easily carry it cross your shoulder or in one hand. Meet Smart Travle.02 in 
three colors of Blue Violet, Dark Brown and Gray.

400 x 320 x 195 mm   |   500g   |   43.6 USD   |   polyester, nylon, synthetic leather

Smart Travel.02
blue violet
dark brown
gray



black
navy
gray

Striped A4 is designed to make your day more efficient with useful pockets and plenty of space. You 
can store all kinds of things such as important documents, reports, meeting materials, portfolios, 
resumes, a tablet, belongings and more.

A real laptop pouch should safely store accessories needed when using a laptop such as a mouse, 
a charger, earphones, pads and etc.. Better Together Laptop Pouch is a new concept pouch with 
a simple hand strip that you don’t need a backpack and it will keep your laptop safer and smarter.

스트라이프를 담은 A4. 리포트, 수업, 회의 자료, 포트폴리오, 이력서, 매일 쓰는 작업 부터 중요 문서 까지 모든 것

이 담기는 A4 파우치. 혹은 태블릿, 노트, 필기구와 다이어리, 소지품들 까지... 당신의 하루를  담기에 보다 내실 있

고 효율적인 수납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랩탑 작업에 필요한 마우스, 충전기, 이어폰, 패드 등 빼놓을 수 없는 랩탑 액세서리들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어야 

리얼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베러투게더 랩탑 파우치는 노트북이 필요한 날 백팩 대신 간편하게 잡히는 신개념 파

우치로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노트북 수납이 가능합니다.

245 x 335 x 35 mm   |   350g   |   price  33.1 USD   |   polyester, nylon 245 x 345 x 35 mm   |   300g   |   price  35.3 USD   |   polyester, nylon, synthetic leather

Sailor A4 Laptop.02
black
gray 
beige
green



New 15 inch Laptop Pouches are launched by gathering opinions from the Better Together LAPTOP 
series users. Check out the multi-functional pockets for a mouse, a charger, USB and more. You can 
organize the laptop accessories all at once. Keep your laptop safe with multiple layers of inner fillers 
which are lightweight but functional. Now, go out freely with Better Together LAPTOP 15”.

TABLET 11 is a exclusive pouch for a 11 inch tablet. Check out the sturdy and reinforced stiffener 
that will fully cover the screen and protect every edges and sides of the tablet. It’s designed to store 
different sizes of accessories such as a charger, a battery, Bluetooth earphones, a cable, USB, pens 
and more. Better Together Pouch has a waterproof function which makes it even more reliable for 
a daily use.

베러투게더의 랩탑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15인치 랩탑 파우치가 출시되었습니다.

랩탑에 필요한 마우스, 충전기, USB 등 악세사리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용도별 포켓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

세요. 겹겹의 가볍지만 충분한 기능성 충전제로 노트북을 안전하게. 이제 랩탑15“로 자유롭게 외출하세요

태블릿을 안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태블릿 11인치 전용 파우치 입니다. 액정이 닿는 부분, 모서리 어느 곳 하나 놓

치지 않고 감싸주며 보호해주는 탄탄한 보강재를 직접 느껴보세요. 충전기, 배터리, 블루투스이어폰, 케이블, USB, 

펜 등 크고 작은 악세사리들을 직관적으로 담고 꺼내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생활 방수는 물론 파우치 하나만으로도 든든한, 베러투게더 파우치 입니다.

400 x 295 x 35 mm   |   540g   |   price  47.2 USD   |   polyester, nylon, synthetic leather 220 x 290 x 35 mm   |   230g   |   price  26 USD   |   polyester, nylon, synthetic leather

LAPTOP 15” TABLET 11
mint
brown
gray

Navy
Pink
Cyan Blue



black
navy
gray

black
navy
gray

Now, even laptop pouches are eco-friendly.
Not only the eco-friendly upcycling fabric, but also the shoulder strap using the safety belt noted for 
its sturdiness and stable wearing comfort. You can store all kinds of laptop accessories at once and 
can use it freely as a bag or pouch. A smart laptop pouch that takes responsibility for shocks and 
water repellency is all you need. 

It is a product of ‘better us’, the first eco-friendly brand of Wenziday.
The eco-friendly recycling tablet pouch which is made of 100% waste materials, stands out its out-
standing durability as well as wide variety of usability.
From now on, secure your tablet safely and portably in  the heart tablet pouch.

친환경 업사이클링 원단은 물론 튼튼함과 안정적 착용감을 자랑하는 안전벨트를 활용한 어깨끈까지 이제 랩탑 파

우치도 친환경 입니다.  각종 랩탑 악세사리까지 한번에 수납이 가능하며 가방, 혹은 파우치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

능합니다. 생활 충격과 발수까지 책임지는 똑똑한 랩탑 파우치, 하나면 충분합니다.

웬지데이의 첫 친환경 브랜드 better us의 제품입니다. 100프로 공정 폐기물을 사용해 만든 친환경 리사이클링 태

블릿 파우치로 튼튼한 내구성과 활용성을 자신합니다. 이제 태블릿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하트태블릿 파우치에 보

관하세요.

400 x 280 x 35 mm   |   820g   |   price  58.95 USD   |   polyester, nylon290 x 220 x 35 mm   |   300g   |   price  29.96 USD   |   polyester, nylon

Heart LAPTOP 15Heart Tablet 11
better us bette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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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 Smart Bag 02 is perfect as your daily mini bag or a second bag on your trip. The compact 
size allows you to organize and store all kinds of belongings such as cards, a tablet, water bottles, 
a portable umbrella and more. The pockets in the front and the point hand strip are very useful for 
many uses. A durable and waterproof twill material is used, and the shoulder strap became wider to 
protect your shoulders. Enjoy your trip with GOGO smart Bag 02.

Second bag is a must-have item when travelling. Leave your luggage in the room and bring only 
necessaries when you go sightseeing. GOGO smart bag is the best choice with its storage capacity 
that you can store from small to bigger belongings such as cards, cash, water bottles, a portable um-
brella, a tablet and more. A lightweight, durable and waterproof washing material is used. Wearing it 
on the shoulder or carry it in your hand as a mini pouch, and make your travel smart.

데일리 미니백 혹은, 여행갈 때 세컨드 백으로 딱인 고고 스마트백! 컴팩트 한 사이즈로 태블릿, 물병, 우산부터 한

눈에 정리되는 카드포켓과 작은 소지품들 까지 가볍고 질긴 트윌재질로 생활방수와 비비드한 컬러감은 물론, 장시

간 매고 있어도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더 넓어진 어깨끈과 포인트 손잡이로 당신의 여행길, 일상에서 함께 할게요.

여행갈 때 꼭 필요한 세컨드 백. 짐가방은 숙소에 두고 꼭 필요한 것만 골라담아 간편하고 유용하게 돌아다녀 보세

요. 카드, 현금 같은 작은 소지품부터 물병, 우산, 태블릿 처럼 큰 물건까지 쏙쏙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 가볍고 질

긴 워싱재질로 생활방수 까지 때론 숄더로 때론 미니 파우치로 스마트하게 당신의 여행길에 함께 할게요.

210 x 160 x 90 mm   |   310g   |   price  34.0 USD   |   polyester, nylon165 x 210 x 80 mm   |   250g   |   price  31.3 USD   |   polyester, nylon

GOGO Smart Bag02GOGO Smart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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