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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걱정 NO 생활방수 기본 간편한 보관

Cream & PinkCream & Gray Cream & Mint

01 폴더매트 02폴더매트

내아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루나스토리 폴더매트는 경량층간소음 1등급 매트라 

소음 걱정을 날리고 100% 한국생산으로 고급PU원단을 

사용하여 수작업 공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상품명: 루나스토리 폴더 놀이방매트

재질: 내장재-PE 외장재-PU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160cm x 120cm x 40mm(오차±3%)

200cm x 140cm x 40mm(오차±3%)

240cm x 140cm x 40mm(오차±3%)

280cm x 140cm x 40mm(오차±3%)

FOLDER
PLAY MAT

루나스토리
폴더매트

FEATURE

층간소음걱정 NO 세워서 간편하게 보관매트표면 방수처리

x

이 제품은 재단되는 위치에 따라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패턴디자인매트의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특성으로 제품불량이 아닙니다.



사파리 & 지그재그

헬로디노 & 지그재그헬로디노 & 로드

인디언캠핑 & 알파벳

사파리 & 알파벳

프랑스 디자이너 베로니크 
페팃이 디자인하고 한국에서 

제조한 프리미엄 제품

상품명: 루나스토리 PE 놀이방매트

재질: PE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200cm x 150cm x 12mm(오차±3%)

230cm x 150cm x 12mm(오차±3%)

200cm x 150cm x 17mm(오차±3%)

230cm x 150cm x 17mm(오차±3%)

0403 PE매트 PE매트

FEATURE

세탁걱정없는 방수원단 돌돌말아 간편하게 보관

관리하기 편한 PE폼

PE폼이라 관리하기 편해 엄마가 좋아하고 아이들의
동물친구가 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PE
PLAY MAT

루나스토리
PE매트

이 제품은 재단되는 위치에 따라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는 패턴디자인매트의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특성으로 제품불량이 아닙니다.
양면디자인 강력한 방수원단 돌돌말아 보관



루나코튼매트 타사제품

한국 유일 특허 마감처리 기술

카페트와 매트가 접목된 하이브리드 코튼매트이며 최대17mm의 
폭신한 쿠션감으로 충격흡수와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상품명: 루나스토리 코튼 놀이방매트

재질: PE, COTTON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200cm x 150cm x 12mm(오차±3%)

230cm x 150cm x 12mm(오차±3%)

200cm x 150cm x 17mm(오차±3%)

230cm x 150cm x 17mm(오차±3%)

COTTON
PLAY MAT

루나스토리
코튼매트

04 트윙클스타

01 엘리펀트

05 스노우캣 06 뮤직판다

02 펭귄 03 그레이스타

06코튼매트05 코튼매트

이 제품은 재단되는 위치에 따라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는 패턴디자인매트의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특성으로 제품불량이 아닙니다.
양면디자인 생활방수 돌돌말아 보관

FEATURE



상품명: 루나스토리 PVC 놀이방매트

재질: PVC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Unicorn Road

Lamb Cloud

210cm x 140cm x 12mm(오차±3%)

240cm x 140cm x 12mm(오차±3%)

210cm x 140cm x 16mm(오차±3%)

240cm x 140cm x 16mm(오차±3%)

사이즈

PVC매트 0807 PVC매트

 고밀도 쿠션력으로 충격흡수 L필름 코팅을 통한 편리성

모든 면에서 최우수인 PVC매트

단점을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면에서 우수한 PVC매트,
L필름 코팅과 고밀도 쿠션력으로 어린이 안전 특별법도 
통과하여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PVC
PLAY MAT

루나스토리
PVC놀이방매트

이 제품은 재단되는 위치에 따라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는 패턴디자인매트의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특성으로 제품불량이 아닙니다.
양면디자인 생활방수 돌돌말아 보관

FEATURE

★ ★ ★ ★ ★

스크래치 방지



사이즈

10

상품명: 에코 2단 디딤대

재질: TPE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1단: 405x410x120mm(오차 ±5%)  

2단: 335x245x152mm(오차 ±5%)

09 에코 2단 디딤대 에코 2단 디딤대

루나스토리
에코 2단 디딤대

Eco
2 STEP STOOL

2단 분리형 구조

아이의 꿈과 엄마의 사랑을 담아,

내 아이의 공간을 위한  루나스토리

FEATURE

Gray

하단부의 2중 재질로 1단의 홈과

맞물려 분리 걱정없이 안전하게

사용가능합니다.

1단 분리형 구조

충분한 넓이의 1단 디딤대는 

성인부터 아동까지 폭 넓게 

사용가능합니다.

Pink Mint

안전한 곡선 처리

제품 모서리를 곡선으로 

처리되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더라도 긁히거나 다칠

염려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물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시 미끄럼을 방지

하기 위해 바닥이 닿는 부분과 발이 직접 닿는

부분에 sanding 가공을 하여 미끄럼을

 방지 하였습니다.

미끄럼 방지



사이즈

12

상품명: 루나스토리 보보 아기식탁의자

재질: PU시트+플라스틱+스틸

제조국: 중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전체규격: 580x1080x850mm(오차 ±5%)  

접었을 때: 580x1000x380mm(오차 ±5%)

식판: 540x270mm(오차 ±5%)

11 보보 아기식탁의자 보보 아기식탁의자

루나스토리 보보
아기식탁의자

BOBO
HIGH CHAIR

튼튼한 A 철제프레임

편리한 이동 및

 잠금기능

쉬운 등받이 각도 조절

생활방수처리
5점식 안전밸트

2중 무독성 

식판 트레이

(분리가능)

3단계 발받침 

각도/길이 조절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루나스토리

FEATURE

Blue Red

높이조절



미니멀한 사이즈로 활용성/실용성 UP

기존 에코 정리함보다 작은 사이즈로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능하며, 아이들과 맞는 눈높이로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에 도움을 줍니다.

14에코 미니정리함13 에코 미니정리함
FEATURE

ECO MINI

STORAGE
루나스토리

에코 미니정리함

Model_A
Gray

Model_B
Gray

Model_C
Gray

Model_A
Mint

Model_B
 Mint

Model_C
 Mint

Model_A
Pink

Model_B
Pin

Model_C
Pink

상품명: 루나스토리 에코 미니정리함

재질: HDPE/PP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A : 385mm x 590mm x 315mm (오차 ±5%)

B : 485mm x 590mm x 315mm (오차 ±5%)

C : 760mm x 590mm x 315mm (오차 ±5%)



상품명: 루나스토리 에코 정리함

재질: HDPE/PP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730mm x 350mm x 920mm(오차 ±5%)

1120mm x 350mm x 920mm(오차 ±5%)

1510mm x 350mm x 920mm(오차 ±5%)

1590mm x 350mm x 920mm (오차 ±5%)

1460mm x 350mm x 920mm(오차 ±5%)

DIY 멀티 정리함과 튼튼한 철제프레임

DIY[do-it-yourself]정리함으로서 인테리어나 사용용도에 
따라 손쉽게 확장, 원하는대로 조립이 가능하며 철제
프레임을 사용해 반영구적으로 튼튼하게 지탱해줍니다.

16에코 정리함15 에코 정리함

ECO
STORAGE

루나스토리
에코 정리함

FEATURE

Model_A
Gray, Pink, Mint

Model_B
Gray, Pink, Mint

Model_C
Gray, Pink, Mint

Model_D
Gray, Pink, Mint

Model_F
Gray, Pink, Mint

Model_G
Gray, Pink, Mint

Model_E
Gray, Pink, Mint

Model_H
Gray, Pink, Mint



더욱 더 업그레이드 된 5단 정리함

루나스토리만의 유일한 커튼형 옷장으로 먼지쌓임 방지
뿐만 아니라 기존의 4단 기본형 정리함에서 5단으로 
세로공간을 확장 해 집안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합니다.

18에코 플러스정리함17 에코 플러스정리함

ECO PLUS
STORAGE

루나스토리
에코 플러스정리함

Model_A
Mint

Model_A
Gray

Model_A
Pink

Model_B
Gray

Model_B
 Mint

Model_C
Gray

Model_C
 Mint

Model_B
Pin

Model_C
Pink

상품명: 루나스토리 에코 플러스정리함

재질: HDPE/PP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A : 740mm x 1200mm x 370mm (오차 ±5%)

B : 740mm x 1200mm x 370mm (오차 ±5%)

C : 1450mm x 1200mm x 370mm (오차 ±5%)

FEATURE



SKY CASTLE

BABYROOM

루나스토리
스카이캐슬 베이비룸

내아이의 공간 내아이의 안전
루나스토리 스카이캐슬 베이비룸은 매트

 일치형 베이비룸으로 아이만의 공간과 안전 
디자인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 되었습니다.

20스카이캐슬 베이비룸19 스카이캐슬 베이비룸

FEATURE

상품명: 루나스토리 스카이캐슬 베이비룸

재질: HDPE/PP/ABS

제조국: 중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매트사이즈 구성예시

160x120 / 200x140

240x140 / 280x140

210x140 / 230x150

표기된 사이즈  이외에도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의 놀이방매트에 호환이 가능합니다.

Gray/White

Blue/White

Pink/White

스카이캐슬 베이비룸
Sky Castle

20
19

NEW
출시2019

NEW



DINO
SLIDE & SWING

루나스토리
디노 그네미끄럼틀

그네와 미끄럼틀을 한번에 2in1
루나스토리 디노 그네미끄럼틀 세트는
귀엽고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을 채택,

안전성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제품입니다.

22디노 미끄럼틀 21 디노 미끄럼틀

상품명: 루나스토리 디노 그네미끄럼틀

재질: HDPE/PP

제조국: 중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1195 x 2080 x 1245mm

개발중임 제품이므로 구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
19

NEW
출시

FEATURE

Gray/White

2019
NEW



상품명: 루나스토리 폴더소파

재질: 마감재 PU/ 내장재 최상급HR폼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600 x 420 x 510 (오차 ±5%)

접었다~ 폈다~ 만능 폴더소파

안전하고 포근한 최상급 HR폼

안전성을 고려한 논슬립패드

넓어진 확장형 수납공간

23 폴더소파 24폴더소파

BABY
FOLDER

SOFA

루나스토리
폴더소파

FEATURE

Gray Pink



상품명: 루나소파 1,2인

재질: 마감재 PU/ 내장재 합판, 스펀지

         다리 플라스틱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1인 54x48cm   2인 89x48cm

(상세스펙 제품사용설명서 참조)

무엇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엄마들을 위한 루나스토리

Blue Pink Yellow

안전한 소재, 인체공학적 구조

바른자세를 만들어주는 디자인

감각적인 루나스토리 BI 프린팅

25 클래식소파 26클래식소파

BABY
CLASSIC

SOFA

루나스토리
클래식 소파

FEATURE



아이를 위한 내구성과 편안함,

엄마를 위한 감각적인 루나스토리
Gray

생활방수 가능

꼼꼼한 마감처리

Ivory

28모던소파

FEATURE

상품명: 루나 모던소파 1,2인

재질: 마감재 PU/ 내장재 합판, 스펀지

         다리 플라스틱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1인 54x48cm   2인 89x48cm

(상세스펙 제품 사용설명서 참조)

27 모던소파

루나스토리
모던 소파

BABY
MODERN

SOFA

바른자세를 만들어주는 디자인

부드러운 라운드와 꼼꼼하고 섬세한 마감처리

안전한 소재, 인체공학적 구조



FEATURE

ECO 
TABLE&CHAIR

SET
루나스토리

에코 책상&의자세트

상품명: 루나스토리 에코 책상&의자세트

재질: ABS 및 합성수지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책상: 620mm x 620mm x 500mm (±5%)

의자: 390mm x 390mm x 590mm (±5%)

1P 알파벳 + 숫자 1P 한글 + 숫자

30에코 책상&의자세트29 에코 책상의자세트

2P 알파벳 + 숫자

2P 한글 + 숫자



FEATURE

ECO 
Potty Chair

루나스토리
에코 자동차 아기변기

상품명: 루나스토리 에코 자동차 아기변기

재질: PP

제조국: 중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욕조 : 310mm x 410mm x 260mm (±5%)

32에코 자동차 아기변기31 에코 자동차 아기변기

Mint Pink

부릉부릉 ~ 즐거운 배변놀이

자라나는 아이는 언젠가 기저귀 뗄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올바른 배변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

아이의 체형에 맞는 등받이 높이와 부드러운 곡선으로 설계해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유아식기 제작용 식품급 PP사용

재활용 PP가 아닌,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우유병 생산에 사용하는 고품질 PP로 제작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변묻음 방지

활동성이 활발한 남아를 위한 기능으로

소변을 볼 때 아이의 소변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게 각도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안정감있는 손잡이 설계

아이가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백미러 모양의 안전손잡이로  

아이의 배변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

아이가 사용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넓은 하단설계와

미끄럼방지 논슬립패드를 부착, 움직임을 우려해

바퀴는 고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FEATURE

ECO 
Baby Bathtub

루나스토리
에코 아기욕조

상품명: 루나스토리 에코 아기욕조

재질: PP / EVA 

제조국: 중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욕조 : 815mm x 345mm x 260mm (±5%)

34에코 아기욕조33 에코 아기욕조

Mint White

엄마의 품 속 같은 안정감

아기 체형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설계한  아기욕조는 갓난 
아이부터 36개월까지 연령별 맞춤욕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바스 시스템

셀프바스 시스템으로 부모 혼자서도

안전하고 쉽게 목욕이 가능합니다.

컴팩트 서포트기능

컴팩트 서포트는 아기를 안아올리는

것과 같은 기능으로, 아기의 목과 허리를

보호하여 목욕을 도와줍니다.

식품급 PP소재 사용

재활용 PP가 아닌,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우유병 생산에 사용하는 고품질 PP로 제작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욕 도우미 다리 안전가드

아기의 엉덩이를 미끄러지지않게 

잡아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기울여 등과 엉덩이 

구석구석 씻을 수 있도록 지지해줍니다.
0~12개월 / 등받이방식 12~36개월 / 좌식방식

아이 성장에 따라 사용 가능한 욕조



상품명: 루나스토리 에코 흔들말

재질: PE / PP

제조국: 중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86cm x 28cm(오차 ±5%)

프리미엄 승용완구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흔들말과, 붕붕카, 음성모듈장착 3in1의 다기능성
제품입니다. 2019년 하반기 출시예정입니다.

35 에코흔들말 36에코흔들말

흔들말의 흔들판을 분리해서 붕붕카로 활용 가능!

북유럽 느낌의 디자인과 색감
으로 프리미엄함을 더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등받이 설계로 
장시간 이용해도 편합니다.

ECO
ROCKING

HORSE

루나스토리 
에코 흔들말

말하는 아기곰 흔들말

FEATURE

말하는 아기곰과 동요도 듣고
공부도 해요~♬

20
19

출시
예정



상품명: 루나스토리 햇빛가리개

재질: 폴리에스터 100%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600mm x 470mm(오차 ±5%)

SUNSHADE

루나스토리
햇빛가리개

프라이빗 & 보호

피부보호 / 자외선 차단 / 모유수유 /
사생활 보호 / 차량실내온도 유지 /
3중직 암막 원단

FEATURE

38햇빛가리개37 햇빛가리개

SPF

50
PROTECTION

Sun protection factor

쥬쥬기린

애니멀영문

한층 업그레이드 된 네오디움 4개의 자석으로
떨어짐 걱정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멀숫자

런던패밀리 모던스타

1

2

3

초강력 자석:

자석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강한 자력으로 쉽게 부착할 수 있어 떨어지는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고정 끈:

고정 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을땐 끈으로 묶어서

커튼처럼 사용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3중직 암막원단:

암막원단이 사용되었으며 

UV자외선 및 햇빛을 차단시켜주어

연약한 우리 아이의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네오디움 자석 일반자석

3중직 암막원단



상품명: 루나스토리 기저귀가방

재질: 겉 - 폴리에스터, 안 - 방수원단

세탁방법: 미온수에 손세탁 권장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20cm x 20cm (±5%이내)

FEATURE
Fox

Whale Flower Tree

Bird Crown

1

2

3

생활방수:

가방 내부는 생활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염에 강합니다.

사용하기 편리함:

벨크로로 되어있어 열고 닫기 간편합니다.

꼼꼼한 봉제마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봉제마감이 

깔끔하고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BABY
DIAPER BAG

루나스토리
기저귀가방

39 기저귀가방 40기저귀가방



상품명: 루나스토리 머리보호대

재질: 소재 - 벨보아

제조국: 중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헤드: 외경 284mm x 내경 145mm

바디: 가로 188mm x 세로 148cm

끈길이 270mm 오차(±5%이내)
Tayo Gani

FEATURE

TAYO HEAD
PROTECTOR

타요
머리보호대

이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해요

이제 막 혼자 앉기 시작한 아이

움직이기를 좋아해서 자주 넘어지는 아이

다른 자녀가 있어 밀착보호가 힘든 아이

뒤로 넘어져도 솜이 짱짱해서

엄마도 아이도 안심해요

가벼워서, 편안해서

아이가 더 좋아해요

이제 넘어져도 울지 않아요!

머리보호대가 있으니까요

42아기머리보호대41 아기머리보호대

아이가 있는 어느곳이든!
이젠 타요 머리보호대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FEATURE

 KNEE
PROTECTOR

루나스토리
무릎보호대

상품명: 루나스토리 무릎보호대

재질: 면100%, EVA쿠션패드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FREE SIZE: 9.5cm x 12cm (±5%)

44무릎보호대

나비 / Greay

새 / Greay

루나 / Grey

고양이 / Greay

나비 / Brown

고양이 / Brown

새 / Brown

루나 / Brown

43 무릎보호대

뛰어난 통기성과 신축성!
원단의 통기성이 좋아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고 밴딩 처리로 신축성이 뛰어나 
모든 아이들이 착용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의 무릎을 안전하게!
EVA 쿠션패드는 부드럽고 유연성이 뛰어나

단열, 보온, 충격 효과에도 좋습니다. 



상품명: 루나스토리 버블시트

재질: 앞면-면100% 뒷면-무독성 PVC

         하이소비드(고분자합성수지)

세탁방법: 세제에 담궈서 손세탁 권장

제조국: 한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사이즈

69cm x 33cm x 1.7kg(오차 ±5%)

루나스토리
버블시트

아이가 있는 어느곳이든!
유모차 / 카시트 / 의자

FEATURE

46버블시트45 버블시트

버블시트는 100%면 소재이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거나, 유아,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쿨버블이

열이 많은 우리 아아의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브랜드와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유모차, 카시트

바운서에 호환이 가능합니다.

끈으로 사용자에 맞게 길이 조정을 통해 

원하는 위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4

100% 면사용

멀티사용하이소비드 쿨젤리

FREE 사이즈

BUBBLE
SEAT

Modern Rabbit ZooZoo

2019
NEW

Village Modney Modern Rabbit New Star



사이즈

190mm x 225mm x 130mm 40g (오차 ±5%)

타요
미아방지가방

아이가 있는 어느곳이든!
이젠 타요 미아방지가방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FEATURE

48타요미아방지가방47 타요미아방지가방

타요 [Tayo] 가니 [Gani]

20
19

NEW
출시

TAYO SAFERY
BACKPACK

2019
NEW

넉넉한 공간

우리 아이들이 아끼는 물건과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아이의 체형을 고려해 만들어 

아이의 등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통기성을 고려한 소재의 선택

아이가 오랫동안 가방을 매도 공기 순환이 잘 될수 있도록

등받이 부분에 통기성을 고려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상품명: 루나스토리 미아방지가방

재질: 본체 : EVA / 악세사리 : 실리콘 / 마감재 : 나일론

세탁방법 : 물티슈 세척

제조국: 중국

제조/판매원: 루나스토리



LEARNING TALKTALK CATALOG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B동1303-5호
T. 02-6989-8786  F. 02-2638-5781 

아이 스스로 만지며 듣고 말하는 오감학습 브랜드, 러닝톡톡

아이는 놀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며 발달합니다.

오감학습 브랜드 ‘러닝톡톡’은 아이 스스로 놀며 배우는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어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와줍니다.



그림/문자 구분

에이

Alligator

원

알파벳/갯수
같은 소리가 나요

전원버튼

음량조절

5가지 동요수록

자유롭게 누르며
읽기 연습

찾기버튼으로 퀴즈형식
놀이가 가능합니다.

원

01 톡톡차트 02톡톡차트

2019
NEW

누르면 소리나는 오감학습 놀이벽보
다른 장비 없이 톡톡차트 하나로 아이 혼자서도
놀이와 학습이동시에 되는 필수 아기 학습벽보 영어+숫자벽보 한글+숫자벽보

상품명: 톡톡차트

재질: 플라스틱/필름

제조국: 중국

제조/판매원: (주)에이치엔씨엔

사용연령 : 3세 이상 사용 권장

사이즈

410x555mm(오차±3%)



LILLE HOLY CATALOG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B동1303-5호
T. 02-6989-8786  F. 02-2638-5781 



01 역류방지쿠션 02역류방지쿠션

소화를 도와주는 자세

아기가 수유할때 적합한 각도를 적용
소화를 도화주는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각도입니다.

한쪽은 100% 면 한쪽은 매쉬소재를 사용
계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상품명: 릴리홀리 역류방지쿠션

재질: 겉감 - 면100% / PE매쉬

         안감 - 글라스화이바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판매원: (주)에이치엔씨엔

사용연령 : 0세 이상

판매시즌 : 2019/10

사이즈

650x900x75mm(오차±5%)

2019
NEW

러블리덕데이지

포레스트 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