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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피구조대 마샬 16cm

사이즈: 높이 16cm ₩18,900

G6056508

퍼피구조대 체이스 16cm

사이즈: 높이 16cm ₩18,900

G6056509

퍼피구조대 러블 16cm

사이즈: 높이 16cm ₩18,900

G605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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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피

 구
조

대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구해주는

강아지 히어로, 퍼피구조대 !

“안녕? 
퍼피구조대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월
드

 넘
버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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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넘버원 생일축하핑크 부

사이즈: 세로 17cm ₩17,900

G4050515

월드넘버원 몬스터 부

사이즈: 세로 13cm ₩17,900

G4056233

월드넘버원 핑크 유니콘부

사이즈: 세로 12cm ₩17,900

G40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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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넘버원 음식 블라인드박스 부

사이즈: 박스 7cm ₩14,900

G6054296

월드넘버원 동물원 블라인드박스 부

사이즈: 박스 7cm ₩14,900

G6052914

블라인드 박스!

박스 안에 어떤 부가 

들어있을까요?

월드 넘버원 부는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개로 뽑힌 부 입니다. 

포메라니안 개를 캐릭터화한 봉제 인형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애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푸쉰고양이 공룡

사이즈: 가로 33cm ₩32,900

G6049458

푸쉰고양이 15cm

사이즈: 가로 15cm ₩16,900

G4048095

푸쉰고양이 인어공주

사이즈: 가로 32cm ₩34,900

G4056242

소셜미디어 1000만 팔로우를 자랑하는 페이스북 이모티콘 셀럽 푸쉰고양이!

푸쉰고양이 무지개유니콘

사이즈: 가로 30cm ₩34,900

G4048884 푸쉰고양이 무지개유니콘 가방걸이
사이즈: 가로 14cm ₩12,900

G4048886

푸쉰고양이 무지개도넛 가방고리
사이즈: 가로 14cm ₩19,900

G6059040

푸쉰고양이 레인보우

사이즈: 세로 24cm ₩29,900

G6058994
푸쉰고양이 레인보우 가방고리
사이즈: 세로 11.5cm ₩14,900

G6058995

푸쉰고양이 생일축하 가방고리
사이즈: 세로 13cm ₩12,900

G60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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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쉰고양이 폼폼이 가방고리
사이즈: 세로 9cm ₩12,900

G6050450

푸쉰고양이 핑크도넛 가방고리
사이즈: 세로 15cm ₩27,900

G6054316

푸쉰고양이 도넛냠냠 가방고리
사이즈: 세로 13cm ₩12,900

G40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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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쉰

 고
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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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쉰고양이 줄당기는 가방고리
사이즈: 세로 10.5cm ₩17,900

G6050442

푸쉰고양이 무지개 블라인드박스
사이즈: 6.5x7cm ₩14,900

G6059032

푸쉰고양이 스낵 블라인드박스
사이즈: 6.5x7cm ₩14,900

G6056169

블라인드 박스!

박스 안에 어떤 푸쉰이 

들어있을까요?

·열쇠를 잡아 당기면 줄이 당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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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으로 악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 뮤키킴은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신념으로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악기를 만듭니다.

어디서든 

나의 연주실력을 

뽐내봐요~!

돌돌 말아 쏙~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뮤키킴 휴대용 악기!

뮤키킴 휴대용 무지개 롤피아노

사이즈: 80x12cm, USB 전원공급, AAAx4EA 별도구매

구성: 피아노 본품, USB, 컬러악보

₩84,900

MUK-PN49CLR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돌돌말아 가볍게 휴대할 수 있어요.

헤드폰이나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어 소음문제에도 걱정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어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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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키킴 휴대용 무지개 드럼

사이즈: 38x28cm, USB 전원공급, AAAx2EA 별도구매

구성: 드럼 본품, 헤드셋, 드럼스틱 한쌍, 페달 한쌍,

        USB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메뉴얼북

₩99,900

MUK-W758MCLR

뮤키킴 휴대용 무지개 롤실로폰

사이즈: 65x15cm, USB 전원공급, AAAx4EA 별도구매

구성: 실로폰 본품, 실로폰 채 한쌍, USB케이블, 컬러악보

₩79,900

MUK-22X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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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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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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

말하는 손인형 소년12803 말하는 손인형 소녀12804

말하는 손인형 가축세트 5종 ₩69,900 강아지, 토끼, 개구리, 돼지, 오리2623

말하는 손인형 강아지

2722

말하는 손인형 원숭이

2741

말하는 손인형 호랑이

2742

말하는 손인형 거북이

2743

말하는 손인형 사자

2732

말하는 손인형 악어

2734

말하는 손인형 토끼

2740

말하는 손인형 개구리

2723

말하는 손인형 돼지

2730

말하는 손인형 오리

2736

말하는 손인형 야생세트 5종 ₩69,9002624 원숭이, 호랑이, 거북이, 사자, 악어

말하는 손인형 가축 야생 동물 10종 ₩129,900, 각 \14,90012625 사이즈: 28x35cm 내외

33

몸에 손을 넣어
팔과 입을 

자유롭게 움직여봐요!

말하는 손인형 가축세트 5종 \69,900  +            말하는 손인형 야생세트 5종 \69,9002623 2624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일본

12497-3

손인형 직업이야기 군인

26442-9

손인형 직업이야기 경찰

26442-1

손인형 직업이야기 의사

26442-5

손인형 직업이야기 건설노무자

26442-8

손인형 직업이야기 간호사

26442-4

손인형 직업이야기 우주비행사

26442-3

손인형 직업이야기 교사

26442-6

손인형 직업이야기 소방관

26442-7

손인형 직업이야기 요리사

26442-2

손인형 직업이야기 우체부

26442-10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영국

12497-6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아프리카

12497-5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베트남

12497-4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에스키모

12497-4

손인형 직업이야기 세트 10종 사이즈: 28x32cm 내외 ₩179,900, 각 \18,90026443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세트 10종 사이즈: 28x32cm 내외 ₩179,900, 각 \18,90012497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인도

12497-2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사우디

12497-8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미국

12497-7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프랑스

12497-10

손인형 세계여러나라 중국

12497-1

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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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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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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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형 가족세트 4종

사이즈: 세로 32cm 내외 ₩49,900

2615

손인형 행복한 우리가족 4종

사이즈: 28x32cm 내외 ₩69,900

2620

손인형 대가족세트 6종

사이즈: 28x32cm 내외 ₩99,900

2619

손인형 마법사

사이즈: 세로 40cm ₩14,900

2320

손인형 마귀할멈

사이즈: 세로 40cm ₩14,900

2319

손인형 오리

사이즈: 세로 25cm ₩14,900

2508

35



손가락인형 가족이야기6종(CD포함)

사이즈: 5x12cm 내외 ₩49,900

2091

동물인형극장(17종)노란가방

사이즈: 15x11x17(가방)cm ₩49,900

2086

손가락인형 가축동물 이야기6종(CD포함)

사이즈: 5x12cm 내외 ₩39,900

52288

손가락 가축 야생 동물 12종(CD 포함)

사이즈: 5x12cm 내외 ₩69,900

52290

손가락인형 야생동물 이야기6종(CD포함)

사이즈: 5x12cm 내외 ₩39,900

52289

매
직

캐
슬

 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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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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블록(동물)
사이즈: 16X16X8cm \29,900

5221

퍼즐블록(과일)
사이즈: 16X16X8cm \29,900

5224

도형블록(대)

사이즈: 36x48x8cm (패키지), 24개

\59,9005201 ·스펀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제작되어 매우 안전합니다. 

   블록놀이는 여러가지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내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상상력, 성취감을 높입니다.

51



블록 느껴보세요
사이즈: 20X20X20cm \39,900

5303

블록 할수있어요
사이즈: 20X20X20cm \39,900

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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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1







미국 에네스코(Enesco)의 피규어 제품은 팝아티스트 로베로 브리또, 

아티스트 짐슈어와 함께 콜라보한 제품뿐 아니라 디즈니 캐릭터를 정교하게 

표현하여 홈데코와 선물용품으로 적합합니다.

디즈니 브리또 작은 미키 피규어

사이즈: 8x3x8cm ₩34,900

G4049372

디즈니 브리또 작은 미니 피규어

사이즈: 8x3x5cm ₩34,900

G4049373

디즈니 투명 미키 피규어

사이즈: 6x6x10cm ₩26,900

E6009037

디즈니 미키미니 그네타기 피규어

사이즈: 20x7x23cm ₩99,900

E6008328

디즈니 미키미니웨딩 피규어

사이즈: 높이 17cm ₩79,900

G403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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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뽀뽀하는 미키미니 피규어

사이즈: 16x10x12cm ₩79,900

G4013989

디즈니 계란바구니 미키와 미니 피규어

사이즈: 16x10x12cm ₩79,900

E6008319



디즈니 체셔고양이 피규어

사이즈: 6x8x9cm ₩24,900

E60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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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통나무 위 푸와 피그렛 피규어

사이즈: 12x16x10cm ₩69,900

E6005964

디즈니 라이온킹 라피키 피규어

사이즈: 7x11x18cm ₩26,900

E6000962

톰과 제리 스포츠 블라인드박스 피규어

사이즈: 5x5x7cm 내외 ₩14,900

E6008553

디즈니 방석 위의 마리 피규어

사이즈: 7x6x7cm ₩24,900

G4054288

디즈니 곰돌이푸 피규어

사이즈: 6x5x7cm ₩24,900

G405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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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꽃다발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9x9x6cm ₩24,900

E6002186

디즈니 하트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9x6x6cm ₩24,900

E6002185

디즈니 기타치는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6x9x9cm ₩24,900

E6002188

디즈니 브리또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19x9x17cm ₩114,900

G4030816

디즈니 인형 안고있는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9x6x6cm ₩24,900

E6002187

디즈니 쇼케이스 라인으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정교한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생동감 있는 피규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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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투명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5x3x9cm ₩26,900

E6009039

디즈니 스티치 꽃엔젤 피규어

사이즈: 높이 7.5cm ₩14,900

E6010349

디즈니 춤추는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높이 7.5cm ₩14,900

E6010351

디즈니 립스틱 스티치 피규어

사이즈: 높이 7.5cm ₩14,900

E6010352

디즈니 스티치 하트엔젤 피규어

사이즈: 높이 7.5cm ₩14,900

E6010350

·다이아몬드 컷팅방식으로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아크릴 피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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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와 해변 친구들 피규어

사이즈: 15x12x15cm ₩79,900

E4049415

스누피 꽃밭 위 피규어

사이즈: 10x12x13cm ₩74,900

E6007965

스누피와 우드스톡 사랑 피규어

사이즈: 6x9x11cm ₩49,900

E6007937

스누피 피넛츠를 아티스트 짐슈어의 스타일로 재탄생 시킨 피규어입니다.

스누피만의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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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 러브 풍선 피규어

사이즈: 10x5x19cm ₩59,900

E6001291

스누피 머리 위 우드스톡 피규어

사이즈: 5x8x13cm ₩34,900

E4044677

스누피와 함께 해피버스데이 피규어

사이즈: 4x5x8cm ₩24,900

E4059441

스누피 미니러브 피규어

사이즈: 4x5x8cm ₩26,900

E6005950

스누피 산타 피규어

사이즈: 6x4x9cm ₩24,900

E6002778

스누피 야구방망이 피규어

사이즈: 4x7x8cm ₩26,900

E6007961

스누피 꽃다발 피규어

사이즈: 3x5x8cm ₩26,900

E600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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