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감각발달완구
·프리미엄 봉제인형
·손인형/손가락인형
·작동인형/완구
·교육용완구
·캐릭터피규어

세대를 거듭한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GUND”는
따뜻한 디자인과 컬러로 아이들의 감성을 키워줍니다.

SOUND

LIGHT

머리를 쓰다듬으면
뾰로롱 소리와 함께
날개에 불이 들어와요~!

G6061457
[사운드라이트] 매직무지개 유니콘 42cm
사이즈: 15X37X42cm, AAA 3EA ₩54,900

G4056316
핑크꽃 유니콘 38CM
사이즈: 높이 38cm ₩29,900

G4059352-1 / 2 / 3
해피유니콘 폼폼이 가방고리 퍼플 / 화이트 / 핑크
사이즈: 길이 23cm ₩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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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059584

건드 포근한 핑크 토끼

건드 핸드메이드 염색 곰

사이즈: 높이 32cm ₩34,900

사이즈: 높이 30cm ₩29,900

건드 봉제인형

G6059318

SOUND

LIGHT

배를 꾸욱 누르면
볼에 불이 들어오고
생일축하노래를 불러줘요~!

G59037

G6061081

해피버스데이! 프린세스

PLush 퍼넬 고양이

사이즈: 길이 34cm ₩24,900

사이즈: 높이 16cm ₩18,900

G4048450
나의 첫 핑크지갑
사이즈: 가방 24cm, 4pcs
₩29,900

G58752
쨍그랑 망치
사이즈: 길이 21cm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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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구해주는
강아지 히어로, 퍼피구조대 !

퍼피 구조대

“안녕?
퍼피구조대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G6056509
퍼피구조대 체이스 16cm
사이즈: 높이 16cm ₩18,900

G605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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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056508

퍼피구조대 러블 16cm

퍼피구조대 마샬 16cm

사이즈: 높이 16cm ₩18,900

사이즈: 높이 16cm ₩18,900

월드 넘버원 부는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개로 뽑힌 부 입니다.
포메라니안 개를 캐릭터화한 봉제 인형으로

월드 넘버원 부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애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G4050515

G4056233

G4060859

월드넘버원 생일축하핑크 부

월드넘버원 몬스터 부

월드넘버원 핑크 유니콘부

사이즈: 세로 17cm ₩17,900

사이즈: 세로 13cm ₩17,900

사이즈: 세로 12cm ₩17,900

· 블라인드 박스

블라인드 박스란? 박스안의 제품을 알수없는, 랜덤으로 들어있는 랜덤박스를 뜻합니다.

G6052914
월드넘버원 동물원 블라인드박스 부
사이즈: 박스 7cm

₩14,900

블라인드 박스!
박스 안에 어떤 부가
들어있을까요?

G6054296
월드넘버원 음식 블라인드박스 부
사이즈: 박스 7cm

₩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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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1000만 팔로우를 자랑하는 페이스북 이모티콘 셀럽 푸쉰고양이!

G6049458

G4056242

G4048095

푸쉰고양이 공룡

푸쉰고양이 인어공주

푸쉰고양이 15cm

사이즈: 가로 33cm ₩32,900

사이즈: 가로 32cm ₩34,900

사이즈: 가로 15cm ₩16,900

G4048886

G4048884
푸쉰고양이 무지개유니콘

G6059040

푸쉰고양이 무지개유니콘 가방걸이

푸쉰고양이 무지개도넛 가방고리

사이즈: 가로 14cm ₩12,900

사이즈: 가로 14cm ₩19,900

사이즈: 가로 30cm ₩34,900

G6058994
푸쉰고양이 레인보우
사이즈: 세로 24cm ₩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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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058995

G6050454

푸쉰고양이 레인보우 가방고리

푸쉰고양이 생일축하 가방고리

사이즈: 세로 11.5cm ₩14,900

사이즈: 세로 13cm ₩12,900

G4060836

푸쉰고양이 핑크도넛 가방고리

푸쉰고양이 도넛냠냠 가방고리

사이즈: 세로 15cm ₩27,900

사이즈: 세로 13cm ₩12,900

·열쇠를 잡아 당기면 줄이 당겨져요!

G6050442

· 블라인드 박스

G6050450

푸쉰고양이 줄당기는 가방고리

푸쉰고양이 폼폼이 가방고리

사이즈: 세로 10.5cm ₩17,900

사이즈: 세로 9cm ₩12,900

푸쉰 고양이

G6054316

블라인드 박스란? 박스안의 제품을 알수없는, 랜덤으로 들어있는 랜덤박스를 뜻합니다.

G6056169

푸쉰고양이 스낵 블라인드박스
사이즈: 6.5x7cm ₩14,900

블라인드 박스!
박스 안에 어떤 푸쉰이
들어있을까요?

G6059032

푸쉰고양이 무지개 블라인드박스
사이즈: 6.5x7cm ₩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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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 말아 쏙~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뮤키킴 휴대용 악기!

장난감으로 악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 뮤키킴은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신념으로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악기를 만듭니다.

MUK-PN49CLR
뮤키킴 휴대용 무지개 롤피아노 ₩84,900

1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돌돌말아 가볍게 휴대할 수 있어요.

사이즈: 80x12cm, USB 전원공급, AAAx4EA 별도구매

2 헤드폰이나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어 소음문제에도 걱정없어요.

구성: 피아노 본품, USB, 컬러악보

3 언제 어디서든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어요.

어디서든
나의 연주실력을
뽐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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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K-W758MCLR
뮤키킴 휴대용 무지개 드럼

₩99,900

사이즈: 38x28cm, USB 전원공급, AAAx2EA 별도구매
구성: 드럼 본품, 헤드셋, 드럼스틱 한쌍, 페달 한쌍,
USB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메뉴얼북

MUK-22XYL
뮤키킴 휴대용 무지개 롤실로폰

₩79,900

사이즈: 65x15cm, USB 전원공급, AAAx4EA 별도구매
구성: 실로폰 본품, 실로폰 채 한쌍, USB케이블, 컬러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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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담알렉산더는
뛰어난 품질과 정교한 디테일로 유명한 세계적인 인형 회사입니다.

조그만 사이즈로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좋아요~!

MA20209
마담알렉산더 베이비 3종 세트
사이즈: 세로 19cm ₩4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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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76045
사이즈: 세로 31cm ₩59,900

마담 알렉산더

마담알렉산더 나의 첫 민트인형

MA46670
마담알렉산더 나의 첫 핑크인형
사이즈: 세로 31cm ₩59,900

MA28960
마담알렉산더 눈깜박이 핑크토끼 인형
사이즈: 세로 31cm ₩8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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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부터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있는 스페인 인형 명가 로렌스,
최고 품질의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고, 숙련된 장인에 의하여 하나하나 수공예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팔,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여요!

L63548
[소프트관절]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빔바
사이즈: 길이 35cm ₩99,900

SOUND

SOUND

SOUND

아기 울음소리가 나며
젖꼭지를 물리면
울음소리를 그쳐요!

L3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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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3110

L42152

[사운드]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로베르타

[사운드]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아이타나

[사운드]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피파

사이즈: 높이 33cm ₩79,900

사이즈: 높이 33cm ₩79,900

사이즈: 높이 42cm ₩99,900

L52601

L52602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미스미니 릴리 26cm

사이즈: 높이 26cm ₩69,900

사이즈: 높이 26cm ₩69,900

로렌스 인형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미스미니 벨라 26cm

L53524

L53527

L54024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엘레나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니콜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루시아

사이즈: 높이 35cm ₩94,900

사이즈: 높이 35cm ₩94,900

사이즈: 높이 40cm ₩99,900

목, 팔,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여
더욱더 실감나요!

L53702
[소프트관절]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다니엘라
사이즈: 높이 37cm ₩94,900

L53703
[소프트관절]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올리비아
사이즈: 높이 37cm ₩94,900

L53707
핸드메이드 로렌스인형 투투 37cm
사이즈: 높이 37cm ₩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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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사랑에서 엄마사랑으로 몇 세대를 거듭하여 전통을 이어온 보니카(Bonikka) 인형입니다.
최고급 소재를 이용한 부드럽고 포근한 인형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동심을 이끌어 냅니다.

6502-03

보니카 인형

보니카소녀 보라줄무늬
사이즈: 길이 42cm ₩29,900

D6800
보니카소년 멜빵바지
사이즈: 길이 40cm ₩29,900

D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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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168

D6600-7

보니카소녀 핑크꽃

보니카소녀 가든파티

보니카소녀 청녹드레스

사이즈: 길이 40cm ₩29,900

사이즈: 길이 39cm ₩29,900

사이즈: 길이 42cm ₩29,900

미국 37년 전통의 영유아 전문 완구 브랜드인
키즈프리퍼드는 다양한 색과 모양, 포근한 촉감을
사용하여 영아들의 오감발달을 돕습니다.

K47309
아기인형 버터컵

키즈프리퍼드

사이즈: 세로 31cm ₩19,900

·바스락, 딸랑이, 차임 딸랑이
세가지의 소리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요.

K49604
소리나는 공세트 (3개입)
사이즈: 지름 10cm, 3pcs ₩29,900

·각 페이지마다 촉감이 달라
만지면서 오감을 키울 수 있어요.

K49647
촉감 헝겊책
사이즈: 17.5x25cm, 4p \2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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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감촉과 적당한 크기는 영유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입에 넣고 빨아도 되는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 졌습니다.
인형들은 놀이를 통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맺는 친구 역할이나 다양한 역할놀이 감으로 적당합니다.

90928

90929

애착인형 와플 핑크

애착인형 와플 블루

₩18,900

₩18,900

90927
유아인형 와플 세트 2종
사이즈: 세로 28cm ₩33,900

30426
베이비러브 토끼
사이즈: 세로 30cm ₩17,900

90341

90340

아기인형 바스락(블루)

아기인형 바스락(핑크)

₩19,900

₩19,900

90342
아기인형 바스락 세트 2종
사이즈: 세로 30cm ₩35,900

·좌우로 흔들리며
넘어지지 않는 오뚝이!

15522

15520

15521

핑크 오뚝이

블루 오뚝이

오뚝이 세트 2종

₩24,900

₩24,900

사이즈: 17x22cm ₩44,900

맨하탄 토이는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유익한 장난감을 창조하는 회사입니다.
1978년에 설립했으며 유아들에게 일상생할의 즐거움을 주고,
교육용 감각놀이 장난감 개발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T200940
맨하탄토이 소근육촉감놀이 멀티
사이즈: 13x13x13cm ₩26,900

MT216915

21

MT315690

MT214205

맨하탄토이 소프트 소근육 치발기

맨하탄토이 소근육촉감놀이 빨강파랑

맨하탄토이 소근육촉감놀이 치발기

사이즈: 15x15x15cm ₩27,900

사이즈: 13x13x13cm ₩24,900

사이즈: 10x10x10cm ₩19,900

MT200980

MT203640

맨하탄토이 소근육촉감놀이 백색

맨하탄토이 소근육촉감놀이 클래식

맨하탄토이 소근육촉감 놀이 컬러

사이즈: 15x15x15cm ₩27,900

사이즈: 15x15x15cm ₩28,900

사이즈: 15x15x15cm ₩28,900

·고리를 사용하여
유모차, 유아용 침대 및 가방에
아기 장난감을 매달 수 있어요!

맨하탄 토이

MT209620

MT212080
맨하탄토이 소근육 링끼우기놀이 20cm
사이즈: 고리 길이 10cm ₩14,900

MT208130
맨하탄토이 안전 공놀이 13cm
사이즈: 13x13x13cm ₩34,900

MT214220

MT215860

맨하탄토이 딸깍 공놀이

맨하탄토이 토끼 소근육 치발기

사이즈: 12x12x12cm ₩28,900

사이즈: 길이 17cm

₩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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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fun begins ! 재미가 시작되는 곳 키두지(Kidoozie) !
키두지는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교육적이며 혁신적인 장난감을 만들어냅니다.

IE00300
딸랑이 소리나는 블록 4종
사이즈: 9x9x9cm, 4pcs ₩29,900

·건전지 AAx3개를 넣고
모양을 누르면 멜로디가 나와요!

EG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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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02348

인지놀이 소리나는 모양찾기 놀이 AAx3

볼링놀이 볼링핀 6개와 볼링공

사이즈: 25x14cm, 6pcs ₩49,900

사이즈: 핀 높이 21cm, 공 11cm,부품 공 포함 7개

₩49,900

·건전지 AAx2개를 넣고
운전을 하면 다양한 소리가 나요!

LS6211
소리나는 나의 첫 운전놀이
사이즈: 30x15x9cm, 건전지 별도 구매 AAx2ea
₩29,900

PL1016

소리나는 딸랑이 공세트 9종

촉감공 빙글빙글 타워놀이

사이즈: 지름 10cm, 공 9개 ₩129,900

사이즈: 높이 47cm ₩24,900

키두지

EG02604-9

·유아의 작은 손에 알맞으며
감각놀이 및 운동놀이에 좋아요.

IE00267
포개기 쌓기 놀이
사이즈: 7x7내외cm, 7pcs ₩19,900

EG02605
쌓고 끼우는 놀이 58cm
사이즈: 58cm, 17pcs ₩34,900

EG02594
인지놀이 촉감놀이 공 9개
사이즈: 7.5cm 내외, 10pcs(가방포함) ₩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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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02565
눈깜박이 유아인형 우유병 놀이
사이즈: 25cm, 부품 4개 ₩39,900

EG02598
역할놀이 팬이 돌아가는 드라이어 미용세트
사이즈: 27x29cm, 부품 8개, 드라이어 AAx2 ₩39,900
※건전지 별도구매

IG02097
역할놀이 공구놀이 캔버스 벨트
사이즈: 18x15cm, 부품 6개(가방포함) ₩34,900

25
23

EG02563
역할놀이 나의 첫 공구놀이

키두지

사이즈: 27x24cm, 부품14개(가방포함) ₩39,900

EG02564
역할놀이 나의 첫 의사놀이
사이즈: 27x24cm, 부품11개(가방포함) ₩39,900

26

털의 느낌이나 색, 가죽무늬, 표정과 눈동자 등 작은 부분까지
동물의 특징을 섬세하게 표현한 고급 손인형입니다.
손인형으로도 사용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애착인형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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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36



F2834



F3029

고급 손인형 하얀올빼미

고급 손인형 공작새-소

고급 손인형 노랑나비

사이즈: 세로 23cm ₩59,900

사이즈: 세로 25cm ₩44,900

사이즈: 세로 36cm ₩34,900

F2269

고급 손인형 노란 얼룩고양이

고급 손인형 모자 속 토끼

사이즈: 세로 22cm ₩34,900

사이즈: 세로 36cm ₩44,900

포크마니스 고급손인형

F2845

F2130
고급 손인형 악어
사이즈: 세로 60cm ₩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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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19
고급 손인형 하얀쥐
사이즈: 세로 20cm ₩29,900

F2048
고급 손인형 토끼
사이즈: 세로 20cm ₩24,900

F2192
고급 손인형 고슴도치
사이즈: 길이 18cm ₩34,900

F2181
고급 손인형 하얀등 거북
사이즈: 길이 33cm ₩44,900

29

F2362
고급 손인형 빨간 앵무새
사이즈: 세로 63cm ₩64,900

고급 손인형 상어
사이즈: 길이 56cm ₩44,900

포크마니스 고급손인형

F2064

F2321
고급 손인형 쓰레기통 속 너구리
사이즈: 세로 20cm ₩54,900

F2922
고급 손인형 오리
사이즈: 세로 22cm ₩3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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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56

F2721

고급 손가락 나비

고급 손가락 병아리

사이즈: 길이 10cm ₩11,900

사이즈: 세로 10cm ₩11,900

F2637

F2638

고급 손가락 줄다람쥐

고급 손가락 점박이올빼미

사이즈: 길이 20cm ₩14,900

사이즈: 세로 3.8cm ₩14,900

F2647

F2668

F2680

고급 손가락 스컹크

고급 손가락 고슴도치

고급 손가락 아기펭귄

고급 손가락 모자 속 토끼

사이즈: 길이 20.3cm₩14,900

사이즈: 길이 10cm ₩14,900

사이즈: 세로 10cm ₩14,900

사이즈: 세로 12.7cm ₩14,900

F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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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09

F2610

고급 손가락 토끼

고급 손가락 사마귀

사이즈: 세로 12cm ₩14,900

사이즈: 세로 18cm ₩14,900

F2646

F2732

고급 손가락 박쥐

고급 손가락 독수리

고급 손가락 너구리

고급 손가락 거북이

사이즈: 길이 25cm ₩11,900

사이즈: 세로 12.7cm ₩14,900

사이즈: 길이 20.3cm ₩14,900

사이즈: 길이 13cm ₩14,900

F2745

F2764

고급 손가락 크림토끼

고급 손가락 소리나는 오리

사이즈: 세로 10cm ₩14,900

사이즈: 세로 10cm ₩19,900

포크마니스 고급손인형

F2642

포크마니스 고급손인형

F2612

F2944
고급 손인형 작은 베이지 토끼
사이즈: 세로 18cm ₩24,900

F2931
고급 손인형 작은 산토끼
사이즈: 세로 18cm ₩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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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손이나 손가락을 넣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실감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입이 벌어지는 손인형은 실제로 말을 하는 모습으로 호기심과 집중력을 길러 줍니다.

몸에 손을 넣어
팔과 입을
자유롭게 움직여봐요!

12805
말하는 손인형 소년소녀세트 2종
사이즈: 28x35cm ₩34,900, 각 ₩19,900

12803 말하는 손인형 소년

2623 말하는 손인형 가축세트 5종

₩69,900 강아지, 토끼, 개구리, 돼지, 오리

2722

2740

2723

2730

2736

말하는 손인형 강아지

말하는 손인형 토끼

말하는 손인형 개구리

말하는 손인형 돼지

말하는 손인형 오리

2624

말하는 손인형 야생세트 5종

₩69,900 원숭이, 호랑이, 거북이, 사자, 악어

2741

2742

2743

2732

2734

말하는 손인형 원숭이

말하는 손인형 호랑이

말하는 손인형 거북이

말하는 손인형 사자

말하는 손인형 악어

12625

말하는 손인형 가축 야생 동물 10종
2623 말하는 손인형 가축세트 5종 \69,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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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4 말하는 손인형 소녀

사이즈: 28x35cm 내외 ₩129,900, 각 \14,900

2624 말하는 손인형 야생세트 5종 \69,900

26442-5

26442-8

26442-2

26442-10

손인형 직업이야기 경찰

손인형 직업이야기 의사

손인형 직업이야기 건설노무자

손인형 직업이야기 요리사

손인형 직업이야기 우체부

26442-9

26442-3

26442-6

26442-7

26442-4

손인형 직업이야기 군인

손인형 직업이야기 우주비행사

손인형 직업이야기 교사

손인형 직업이야기 소방관

손인형 직업이야기 간호사

26443

손인형 직업이야기 세트 10종

사이즈: 28x32cm 내외 ₩179,900, 각 \18,900

12497-6

12497-3

12497-5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영국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일본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아프리카

12497-4

12497-4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베트남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에스키모

12497-2

12497-8

12497-7

12497-10

12497-1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인도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사우디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미국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프랑스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중국

12497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세트 10종

매직캐슬 손인형

26442-1

사이즈: 28x32cm 내외 ₩179,900, 각 \1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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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2620

손인형 가족세트 4종

손인형 행복한 우리가족 4종

사이즈: 세로 32cm 내외 ₩49,900

사이즈: 28x32cm 내외 ₩69,900

2619
손인형 대가족세트 6종
사이즈: 28x32cm 내외 ₩99,90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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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2508

손인형 마법사

손인형 마귀할멈

손인형 오리

사이즈: 세로 40cm ₩14,900

사이즈: 세로 40cm ₩14,900

사이즈: 세로 25cm ₩14,900

52288

52289

손가락인형 가축동물 이야기6종(CD포함)

손가락인형 야생동물 이야기6종(CD포함)

사이즈: 5x12cm 내외

사이즈: 5x12cm 내외

₩39,900

매직캐슬 손인형

₩39,900

52290

2091

손가락 가축 야생 동물 12종(CD 포함)

손가락인형 가족이야기6종(CD포함)

사이즈: 5x12cm 내외

사이즈: 5x12cm 내외

₩69,900

₩49,900

2086
동물인형극장(17종)노란가방
사이즈: 15x11x17(가방)cm ₩4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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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속 캐릭터 인형을 손가락에 끼고 극화 놀이와 상황극 등으로
재현할 수 있어 상상력과 표현력이 풍부해집니다.

2001

2002

2003

손가락 돼지삼형제

손가락 곰세마리

손가락 빨간모자

사이즈: 7x8cm 내외 ₩12,900

사이즈: 7x8cm 내외 ₩12,900

사이즈: 7x8cm 내외 ₩12,900

2007

2010

2019

손가락 백설공주

손가락 신데렐라

손가락 이솝이야기

사이즈: 7x8cm 내외 ₩12,900

사이즈: 7x8cm 내외 ₩12,900

사이즈: 7x8cm 내외 ₩12,900

2113
2041

37

손가락 해님달님

인기동화세트 손가락7종
(동화CD, 융판놀이책 증정)

사이즈: 7x8cm 내외 ₩12,900

사이즈: 단품참조 ₩89,900

2060

손가락 동물이야기

손가락 요리사와 직업 8종

사이즈: 7x8cm 내외 ₩15,900

사이즈: 7x11cm 내외₩15,900

2063
2061
손가락 가족이야기(한복할머니)

손가락 다문화 세계여러나라 아시아

토독! 손가락

2054

사이즈: 7x11cm 내외 ₩15,900

사이즈: 5x9cm 내외 ₩15,900

2065
2064
손가락 다문화 세계여러나라 유럽

손가락 다문화 세계여러나라 북남미
사이즈: 7x11cm 내외 ₩15,900

사이즈: 7x11cm 내외 ₩15,900

2066
손가락 가족이야기(워킹맘)
사이즈: 7x8cm 내외 ₩15,900

2201
인형무대(스펀지 폼)
사이즈: 48x29x50cm ₩5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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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벨크로가 있어서 아이들이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놀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집중력과 손의 협응력을 키울수 있습니다.
동물, 과일, 가족, 직업, 날씨, 교통수단 등 유아들의 주변 사물과 세계를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1101

1123

토독! 육상교통

토독! 공중해상교통

토독! 농부와 가축동물

사이즈: 8x8cm 내외 ₩14,900

사이즈: 8x8cm 내외 ₩14,900

사이즈: 8x8cm 내외 ₩14,900

1125

1153

1161

토독! 정글동물

토독! 가족

토독! 과일

사이즈: 8x8cm 내외 ₩14,900

사이즈: 8x8cm 내외 ₩14,900

사이즈: 6x12cm 내외 ₩14,900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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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1189

토독! 야채

토독! 날씨

사이즈: 6x8cm 내외 ₩14,900

사이즈: 6x8cm 내외 ₩14,900

·같이 동봉된 융판에 인형을 붙여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1803

*청색 혹은 녹색

토독! 인기 세트 6종 (융판놀이책 증정)
1101 토독! 육상교통, 1161 토독! 과일, 1123 토독! 농부와 가축동물
1125 토독! 정글동물, 1153 토독! 가족, 1189 토독! 날씨, 1015 융판놀이책 청색

사이즈: 단품참조 ₩88,900

1924
토독! (대)신체

토독!

사이즈: 얼굴 22x28cm ₩39,900

2221

2222

1015

1016

손장갑 (녹색)

손장갑 (청색)

융판놀이책 청색

사이즈: 23x26cm ₩6,900

사이즈: 23x26cm ₩6,900

사이즈: 60x35cm, 8p ₩13,900

1013

융판놀이책 녹색

1004

매직보드 (탁상용)

양면 매직가방

사이즈: 120x45cm (펼침면) ₩29,900

사이즈: 100x70(펼침면)cm ₩3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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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나 칠판 등에 붙힌 후 부품을 붙였다 떼면서 달력, 표정 등 여러 주제를 익힐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헝겊과 손바느질로 제작되어 따뜻한 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유아의 안전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3019
차트 곰돌이달력(한글)
사이즈: 51x38cm, 부품 총 48개
₩44,900

TS7038-K
차트 몇시에 무엇을？
3021

사이즈: 47x60cm, 부품 총 19개
₩39,900

차트 동물달력(한글)
사이즈: 50x70cm, 부품 총 65개 ₩69,900

3041

41

3042

차트 미스터 변덕(남)

차트 미스 변덕(여)

사이즈: 50x70cm, 부품 총 20개 ₩39,900

사이즈: 50x70cm, 부품 총 20개 ₩39,900

3060
차트 나의 몸

교육차트

사이즈: 50x70cm, 부품 총 43개 ₩59,900

3045
차트 신체기관
사이즈: 50x70cm, 부품 총 28개 ₩69,900

MC3058

3055

차트 한글놀이 플러스 영어

차트 한글놀이

사이즈: 50x70cm, 부품 한글 77, 영어 52

사이즈: 50x70cm, 부품 77개

₩74,900

₩5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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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법
상단 빈칸에 알맞은
날짜, 계절, 날씨를 붙여보세요.
양 옆, 위아래로 움직여
미세먼지와 온도를 체크해봐요.
아이에게 날씨에 맞는
옷과 악세서리를 입혀주세요.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움직여
현재 시간과 분의 개념을 배워요.

3027
차트 오늘은?
사이즈: 50x70cm, 부품 53개 ₩59,900

11503-P

18114-P

차트 사계절(토독 날씨 증정)

차트 우리동네 교통수단 (손가락 직업 증정)

사이즈: 50x70cm, 부품 총 28개 ₩59,900

사이즈: 50x70cm, 부품 총 23개 ₩59,900

일상생활에 대한 소근육 발달 활동을 할 수 있는 교구로,
옷을 입고 벗으면서 필요한 소근육을 기를 수 있고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기의 뇌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손과 뇌의 협응력을 길러 줍니다.

4005
의복소근육놀이

사이즈: 22X28cm, 8종

₩69,900

·단추 끼우기 끈 꿰기, 지퍼 올리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잠금장치들을 익히고
소근육을 발달 시킬 수 있습니다.

4012
인지놀이 토끼 옷입히기

사이즈: 36X56cm(토끼 사이즈), 옷 6벌

₩69,900

·토끼의 옷을 입혀 주면서 유대감과 애착을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의
소근육 활동을 익힐 수 있습니다.

4006_1

낚시대(부품)

4006
인지놀이 낚시놀이
₩59,900

사이즈: 바다판 1개(지름 70cm), 바다 생물 부품 12개(최대 14cmX8cm 내외), 낚시대 2개(길이 40cm, 줄길이 65cm)

·낚시대 끝에 벨크로가 있어 바다생물이 착 붙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낚시놀이를 하면서 바다생물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생태계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줍니다.

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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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촉감을 가진 장갑이 8가지로

49647

인지놀이 촉감장갑 8종

보들보들한 것, 꺼칠꺼칠한 것, 매끄러운 것 등

헝겊 고리 끼우기

사이즈: 16x21cm, 8종 ₩39,900

유아들의 촉감을 자극해 발달을 돕습니다.

사이즈: 세로 30cm, 부품 5개 ₩39,900

₩7,900

·같은 촉감을 가진 천이 10가지,
각 2개씩 20개가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보들보들한 것, 꺼칠꺼칠한 것, 매끄러운 것 등
유아들의 촉감을 자극해 인지발달을 돕고
같은 것 끼리 분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100
인지놀이 같은 촉감 짝찾기
사이즈: 8x8cm, 20pcs ₩29,900

·구슬이나 스펀지, 바스락, PVC 등이
들어있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림을 프린트하지 않고 하나하나
바느질하여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4101
인지놀이 같은 그림 짝찾기
사이즈: 10x10cm, 12pcs ₩39,900

·12가지의 도형이 각 2개씩 들어있어
짝을 맞출 수 있고
뒷면에 벨크로가 있어 융판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습니다.

4104
인지놀이 같은 모양 짝찾기
사이즈: 8x8cm 내외, 24pcs ₩29,900

의사, 소방관, 경찰, 가수, 발레리나, 과학자 등
아이들이 꿈꾸는 직업의 의상을 입고 직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소개하고 알아보아요!

4223
역할놀이 이야기 머리띠 12간지세트 (동화CD증정)

사이즈: 25X25cm 내외, 동물12개+머리띠 12개 ₩49,900

·머리띠는 벨크로가 잘 붙는 소재이고 동물 얼굴 뒷면에 벨크로가 붙어있어
머리띠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어요. 동물 머리띠를 하고 동물 흉내를 내봐요.

42243
역할놀이 이야기 머리띠 동물 9종 세트
(창작동화 CD증정)
사이즈: 25x25cm 내외, 동물 9개+머리띠 9개
₩39,900

MC40305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가수

MC40303

MC40304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우주비행사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과학자

MC4030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 6종 (군인 포함)
사이즈: 40x45cm 내외 6종 ₩89,900
MC40301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 우체부

40303-1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 발레리나

MC40306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미용사

40303-2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 의사

MC40302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군인

40303-3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 소방관

40303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 6종 (의사포함)
사이즈: 40x45cm 내외 6종 ₩89,900

MC4031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 12종
사이즈: 40x45cm 내외
12종 ₩159,900, 각 \17,900
40303-4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 경찰

40303-5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 요리사

40303-6

역할놀이 직업옷과 모자 간호사

부드러운 헝겊으로 되아있어 유아들이 다칠 염려가 없고, 도구들을 담을 수 있어
정리가 용이합니다. 의사놀이, 미용놀이, 시장놀이는 유아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제품이며,
다양한 상황들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MC1024
유아놀이 방수앞치마 2종

사이즈: 42x50cm \19,900

·머리끈과 허리끈이 벨크로가 달려있어 쉽게 입고 벗을 수 있고 깜찍한 디자인과
PU코팅원단으로 방수와 오염에 강해요!

14056
역할놀이 핑크 바스락 인형과 병원놀이

역할놀이 블루 바스락 인형과 병원놀이

사이즈: 단품참조 \49,900

사이즈: 단품참조 \54,900

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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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7

14058

역할놀이 의사놀이 빨강가방

역할놀이 고급 의사놀이 파랑가방

사이즈: 가방 23x18x10cm, 부품 7개 \39,900

사이즈: 가방 23x13x13cm, 부품 10개 \49,900

4030
역할놀이세트 3종

4020 역할놀이 미용세트 핑크가방 \39,900
사이즈: 가방 19x13x13cm, 부품 6개

4011 역할놀이 의사놀이 빨강가방 \39,900
사이즈: 가방 23x18x10cm, 부품 7개

4033
역할놀이 공구벨트

40181 역할놀이 차세트와 스낵 \39,900
사이즈: 가방 18x13x13cm, 부품 6개

역할놀이

사이즈: 단품참조 \99,900

MC4025
역할놀이 미용세트 하늘색가방

사이즈: 26x29cm 내외, 공구 9개, 앞치마, 공구벨트

사이즈: 가방 18x13x13cm, 부품 6개 \39,900

\39,900

4036

4037

역할놀이 야채바구니

역할놀이 과일바구니

사이즈: 가방 21x14x12cm,

사이즈: 가방 23x13x13cm,

부품 15개

부품 12개

\59,900

\5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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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이루어진 헝겊블록으로, 던져도 다칠염려가 없고
가벼워서 어린 유아들이 가지고 놀이에 적당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블록을 돌리면서
형태를 맞추는 퍼즐블록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5201

도형블록(대)

\59,900

사이즈: 36x48x8cm (패키지), 24개

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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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제작되어 매우 안전합니다.
블록놀이는 여러가지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내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상상력, 성취감을 높입니다.

5224

퍼즐블록(동물)

퍼즐블록(과일)

사이즈: 16X16X8cm \29,900

사이즈: 16X16X8cm \29,900

5303
블록 느껴보세요
사이즈: 20X20X20cm \39,900

5304
블록 할수있어요
사이즈: 20X20X20cm \39,900

5321
토독 포켓 주사위+부품
사이즈: 20X20X20cm, 부품 3종 \49,900

책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고 다양한 천의 촉감을 통해 감각자극이 됩니다.
장면을 보고 연상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창의력과 언어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유아에게 친근한 사물과 일상 장면을 보면서 기본적인 인지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4504

4513

헝겊책 나는 ？가 될거야

헝겊책 잘자요

사이즈: 24x22cm, 9p, 부품12개 \49,900

사이즈: 25x20cm, 8p \39,900

4505

4535

헝겊책 숫자를 세어봐요

헝겊책 놀면서배워요

사이즈: 20x25cm, 10p \44,900

사이즈: 25x20cm, 6p \44,900

4523

4530

헝겊책 색깔/모양 찾기 놀이

헝겊책 어떻게 다르지?

사이즈: 20x20cm, 8p, 양면책 \44,900

사이즈: 20x18cm, 8p \44,900

·손가락의 움직임을
발달시켜 주는 소근육 운동은
아이 두뇌발달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4520
헝겊책 할수있어요

헝겊책

사이즈: 24x22cm, 7p \44,900

4541
헝겊책 신비한 우리의 몸
사이즈: 35x23cm, 2p \44,900

4508

4544

헝겊책 바닷속 놀이

헝겊책 동물원 놀이

사이즈: 18x18cm, 10p + 놀이판 58x42cm \44,900

사이즈: 18x18cm, 10p + 놀이판 58x42cm \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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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네스코(Enesco)의 피규어 제품은 팝아티스트 로베로 브리또,
아티스트 짐슈어와 함께 콜라보한 제품뿐 아니라 디즈니 캐릭터를 정교하게
표현하여 홈데코와 선물용품으로 적합합니다.

E6008328

G4033282

디즈니 미키미니 그네타기 피규어

디즈니 미키미니웨딩 피규어

사이즈: 20x7x23cm ₩99,900

사이즈: 높이 17cm ₩79,900

G4013989
디즈니 뽀뽀하는 미키미니 피규어

디즈니 계란바구니 미키와 미니 피규어

사이즈: 16x10x12cm ₩79,900

사이즈: 16x10x12cm ₩79,900

G404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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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008319

G4049373

E6009037

디즈니 브리또 작은 미키 피규어

디즈니 브리또 작은 미니 피규어

디즈니 투명 미키 피규어

사이즈: 8x3x8cm ₩34,900

사이즈: 8x3x5cm ₩34,900

사이즈: 6x6x10cm ₩26,900

G4054289

디즈니 통나무 위 푸와 피그렛 피규어

디즈니 곰돌이푸 피규어

사이즈: 12x16x10cm ₩69,900

사이즈: 6x5x7cm ₩24,900

E6000962

G4054288

디즈니 라이온킹 라피키 피규어

디즈니 방석 위의 마리 피규어

사이즈: 7x11x18cm ₩26,900

사이즈: 7x6x7cm

E6008699

피규어_미키미니 및 기타

E6005964

₩24,900

E6008553

디즈니 체셔고양이 피규어

톰과 제리 스포츠 블라인드박스 피규어

사이즈: 6x8x9cm ₩24,900

사이즈: 5x5x7cm 내외 ₩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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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프린세스를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듯
디테일하고 생동감 넘치게 조각하고 페인팅하여 재탄생시켰습니다.

G4049619
디즈니 춤추는 미녀와야수 피규어

디즈니 쇼케이스 미녀와 야수 친구들 4종 피규어

사이즈: 16x23cm ₩149,900

사이즈: 5x3x6cm ₩49,900

E600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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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060076

G4037523

디즈니 쇼케이스 알라딘 화려한 자스민공주 피규어

디즈니 쇼케이스 라푼젤공주 피규어

사이즈: 9x11x21cm ₩99,900

사이즈: 20x10x14cm ₩99,900

G4037524

디즈니 쇼케이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흰색꽃 피규어

디즈니 쇼케이스 인어공주 피규어

사이즈: 10x11x18cm ₩99,900

사이즈: 20x13x16cm ₩109,900

E6005686

피규어_디즈니 프린세스

E6008694

E6008704

디즈니 쇼케이스 벨공주 멋쟁이 피규어

디즈니 쇼케이스 신데렐라공주 핑크드레스 피규어

사이즈: 높이 21cm

사이즈: 13.5x20x20cm ₩99,900

₩10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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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쇼케이스 라인으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정교한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생동감 있는 피규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G4030816
디즈니 브리또 스티치 피규어

디즈니 인형 안고있는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19x9x17cm ₩114,900

사이즈: 9x6x6cm ₩24,900

E60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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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002187

E6002185

E6002188

디즈니 꽃다발 스티치 피규어

디즈니 하트 스티치 피규어

디즈니 기타치는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9x9x6cm ₩24,900

사이즈: 9x6x6cm ₩24,900

사이즈: 6x9x9cm ₩24,900

피규어_스티치

·다이아몬드 컷팅방식으로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아크릴 피규어!
E6009039
디즈니 투명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5x3x9cm ₩26,900

E6010349

E6010351

디즈니 스티치 꽃엔젤 피규어

디즈니 춤추는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높이 7.5cm ₩14,900

사이즈: 높이 7.5cm ₩14,900

E6010352

E6010350

디즈니 립스틱 스티치 피규어

디즈니 스티치 하트엔젤 피규어

사이즈: 높이 7.5cm ₩14,900

사이즈: 높이 7.5cm ₩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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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 피넛츠를 아티스트 짐슈어의 스타일로 재탄생 시킨 피규어입니다.
스누피만의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E4049415
스누피와 해변 친구들 피규어
사이즈: 15x12x15cm ₩79,900

E600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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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007937

스누피 꽃밭 위 피규어

스누피와 우드스톡 사랑 피규어

사이즈: 10x12x13cm ₩74,900

사이즈: 6x9x11cm ₩49,900

스누피 러브 풍선 피규어
사이즈: 10x5x19cm ₩59,900

E4044677
스누피 머리 위 우드스톡 피규어
사이즈: 5x8x13cm ₩34,900

E6007961

E6007962

스누피 야구방망이 피규어

스누피 꽃다발 피규어

사이즈: 4x7x8cm ₩26,900

사이즈: 3x5x8cm ₩26,900

E4059441

피규어_스누피

E6001291

E6005950

E6002778

스누피와 함께 해피버스데이 피규어

스누피 미니러브 피규어

스누피 산타 피규어

사이즈: 4x5x8cm ₩24,900

사이즈: 4x5x8cm ₩26,900

사이즈: 6x4x9cm ₩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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