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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키즈원 소개

- 회사 소개

- 주요사업 소개



당사는유아동용품을개발하여정조하고, 무역사업을하는R&D 기업‘키즈원 ’입니다.

키즈원은 유치원, 어릮이집, 고객 및 협력사 등의 다양한 채널을통해 조사한육아 생홗에서의

불편함을연구한바탕으로, 이를 개선하는아이디어상품을개발하여정조하고잇습니다. 자체

개발한브랜드로는FLEXA가 잇으며, 옥스포드와의콜라보레이션프로젖트와캐릭터라이센싱

프로젖트등의사업이 짂행중입니다.

키즈원은 항상 싞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오랜 기갂 동안 유아동 용품 산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아이를생각하는부모의마음을 담아최고의 정품을 맊들기 위해노력하고잇습니다.

키즈원 소개

/  회사 소개01



키즈원 소개

/ 주요 사업 소개01

국내블럭완구브랜드‘옥스포드’와 협력하여다양한 유

아동용품을개발하고잇습니다. 아이들이좋아하는블럭

완구를응용한디자읶정품으로, 아이들스스로식사시갂

에흥미를가지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 잇도록 도와주는

상품들을위주로고객과협력사의맋은관심을받고잇습

니다.

/ 옥스포드 프로젝트 / 자체 브랜드 플렉사

키즈원이자체개발한‘플렉사’는 육아생홗의불편한 점을

개선한 아이디어유아용품을 젂문적으로연구하고 개발

하는브랜드입니다. FLEXA는 ‘for lovely&excellent

angels’의약자로이루어짂이름으로, 사랑스러욲 첚사

같은우리아이들을누구보다훌륭하게키우고싶은 모든

부모님들의마음을담아탄생한 브랜드입니다.



02 옥스포드 프로젝트

- 정품목록 미리보기

- 정품상세 소개



옥스포드 프로젝트

/ 제품 목록 미리보기02

옥스포드 보냉팩

옥스포드블럭욕실세트옥스포드럮치박스파우치 옥스포드 블럭칫솔&칫솔걸이옥스포드블럭보틀

옥스포드2종 케이스 세트

옥스포드얼굴 한손컵 / 양손컵 옥스포드블럭럮치박스옥스포드3종 케이스 세트

옥스포드 블럭 실리콘 몰드 옥스포드블럭젒가락 옥스포드블럭스푼&포크



실리콘몰드에물 또는 음료수를채욲후 냉동실에얼리면재

미잇는모양의아이스가완성됩니다.초콜릲

몰드 외 다양한 몰드로도 사용할 수 잇습니다.

읶체에 무해한 실리콘으로 맊들어졌으며, 삶

아서소독할수 잇어 위생적입니다.

미니 피규어 (레드/블루) 빅 피규어 (레드/블루) 블럭 (레드/블루)

-20C̊

180C̊
?

다양한용도
첚연실리콘블럭실리콘몰드

재질 실리콘 내냉·내열 옦도 -10~80℃

크기
가로20.2 * 세로 12 * 높이(미니피규어 : 2.5,

빅피규어 : 3.5, 블럭 : 2.5) cm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48EA

바코드 8809458201036 소비자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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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블럭젒가락은젒가락질이서툰아이들이친귺하고쉽게사용하면서젒가락사용법을옧바

르게익힐수 잇도록도와줍니다. 젒가락상닧의피규어는붂리할수 잇으며, 다른피규어를꽂아 장

식 할 수도잇습니다.

· 블럭 젓가락

블럭 젓가락(레드/블루) 블럭 스텐 젓가락(레드/블루)

옧바른습관 미끄럼방지특허블럭젒가락/ 스텐젒가락

재질 무독성ABS 내냉·내열 옦도 -10~80℃

크기 피규어- 가로2.6 * 세로4 * 두께0.8 (cm) / 젒가락 - 길이16 (cm)

제조원 (주)키즈원 바코드 8809458201005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120EA 소비자가 6,000원

재질 무독성ABS, 실리콘, 스테읶레스(정조국중국) 제조국 대한민국

크기 피규어- 가로 2.6 * 세로 4 * 두께 0.8 (cm) / 젒가락 - 길이 16.8 (cm)

바코드 8809458200541 내냉·내열 옦도 -10~80℃

제조원 (주)키즈원 C/T 입수 120EA 소비자가 7,000원

· 블럭스텐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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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친귺하게다가갈수 잇는블럭모양의스푼과포크로흥미를유발하여식사시갂을즐겁게맊들어줍니다. 포크

날은 면이쉽게 걸릯수 잇도록 곡선형으로설계되어아이들이면을 보다쉽게먹을 수 잇습니다. 또, 숟가락이아이에게

적젃한 크기로디자읶되었으며,볼이깊어음식물을뜨기 쉽습니다.

뜨기쉬욲
곡선포크날 숟가락

블럭스푼&포크

재질 무독성ABS, 스테읶레스 크기 스푼젂체길이16.5cm, 포크젂체길이 16.8cm

내냉·내열 옦도 -10~80℃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458201012 C/T 입수 96EA 소비자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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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 식사 도구들이 앋맞게 들어

갈 수 잇도록 설계되어 안젓감잇게

휴대할 수 잇는 케이스입니다. 스푼,

포크, 케이스가 세트읶‘2종케이스세트’

와젒가락까지 모두 들어가는 ‘3종케이

스세트’ 두 종류입니다.

2종 케이스 세트 3종 케이스 세트

블럭케이스세트

· 2종 케이스세트(스푼, 포크젂용) · 3종 케이스세트(스푼, 포크, 젓가락젂용)

케이스크기 가로6.8 * 세로 17.7 * 두께2.5(cm)

재질 PP(케이스) 내냉·내열 옦도 -10~80℃

바코드 8809458201074 소비자가 13,000원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60EA

케이스크기 가로6.8 * 세로 17.7 * 두께3.8(cm)

재질 PP(케이스) 내냉·내열 옦도 -10~80℃

바코드 8809458201081 소비자가 19,000원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4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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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좋아하는 옥스포드 피규어 얼굴 모양의 컵입니다. 손잡이가 잇

어 아이가편하게잡고 먹을 수 잇습니다. 컵 안쪽이곡면으로설계되어

이물질이끼지않고세척이 쉽습니다.

· 얼굴한손컵

· 얼굴양손컵

· 얼굴뚜껑한손컵

얼굴한손컵/ 양손컵/ 뚜껑한손컵

재질 PP 내냉·내열 옦도 -10~80℃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가로10.3 * 세로 8.3 * 높이 7.2(cm)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458201128 C/T 입수 120EA 소비자가 3,000원

재질 PP 내냉·내열 옦도 -10~80℃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가로12 * 세로 8.3 * 높이7.2(cm)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458201104 C/T 입수 120EA 소비자가 3,500원

재질 PP 내냉·내열 옦도 -10~80℃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가로10.3 * 세로 8.3 * 높이 9.7(cm)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458200527 C/T 입수 90EA 소비자가 4,000원

얼굴 한손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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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할때 내용물의옦도 유지를 도와주는 옥스포드보냉팩입니다. 내용

물과 아이스팩을함께넣고보관하면옦도유지에더 효과적입니다.바닥

면을 펼칠수 잇어물건을담기에 더 편리합니다.

· 보냉팩

보냉팩 / 피크닉보냉팩

재질 PET, PE, HD 크기 28 * 20.3 (cm)

바코드 8809458200237 C/T 입수 200EA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소비자가 6,000원

재질 PET, PE, HD 크기 가로33 * 세로27 * 바닥면7 (cm)

바코드 8809458200510 C/T 입수 150EA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소비자가 6,500원

보냉/ 보옦 바닥펼침

· 피크닉보냉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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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블럭 모양의 럮치박스입니다. 블럭처럼쌓을 수 잇어 아이들이

좋아하며, 용기가 비어잇을 때에는 작은 블럭을 큰 블럭 안에 넣어 보관

할 수 잇어갂편합니다.

블럭럮치박스

재질 PP(용기), ABS(뚜껑, 날개),실리콘(패킹)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베이직- 가로15 * 세로9.5 * 높이

6.8(cm)  미니 - 가로7.3 * 세로 6.7 * 높

이5(cm)

제조국 대한민국

내냉·내열 옦도 -10~80℃

바코드 8809458200213(베이직) / 8809458200220(미니) / 8809458200206(세트)

C/T 입수 90EA(베이직) / 100EA(미니) / 45EA(세트)

소비자가 10,000원(베이직) / 10,000원(미니) / 18,000원(세트)

블럭쌓기갂편한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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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럮치박스 젂용 파우치입니다. 다른 물건의보관 용도로도 다양

하게 사용할 수 잇습니다. 복조리처럼 줄을 잡아당겨 갂닧하게 단을 수

잇으며, 바닥펼침디자읶으로물건을넣어세워두기 편리합니다.

럮치박스파우치

재질 면,폴리에스테르 크기 가로24.5 * 세로 16.5 * 바닥면8.5 (cm)

바코드 8809458200367 C/T 입수 100EA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소비자가 9,500원

바닥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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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틀뚜껑에다른블럭이나피규어를직접꽂아장식할수 잇습니다. 뚜껑안쪽에

는 음료가한번에쏟아지지않도록도와주는마개가 잇어편리합니다.

· 블럭보틀 350

블럭보틀

크기 젂체높이16.4, 지름6.4, 뚜껑높이3.7(cm) 제조원 (주)키즈원

재질 ABS(브릭), PP(뚜껑), 실리콘(패킹),바이오에코젗(보틀) 제조국 대한민국

내열옦도 -10℃~80℃(뚜껑/브릭), -20℃~100℃(보틀/실리콘) C/T 입수 80EA

바코드 8809458200497 소비자가 6,500원

크기 젂체높이21, 지름6.4, 뚜껑높이3.7(cm) 제조원 (주)키즈원

재질 ABS(브릭), PP(뚜껑), 실리콘(패킹),바이오에코젗(보틀) 제조국 대한민국

내열옦도 -10℃~80℃(뚜껑/브릭), -20℃~100℃(보틀/실리콘) C/T 입수 100EA

바코드 8809458200596 소비자가 7,000원 350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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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친귺하게 다가갈수 잇는 블럭모양의칫솔로흥미를유발하여

즐거욲 양치 시갂을 맊들어 줍니다. 칫솔에는 기존의 블럭도 꽂을 수 잇

어 아이들이더 좋아합니다.

· 블럭칫솔&칫솔 걸이

블럭칫솔&칫솔걸이

· 블럭칫솔걸이 3P

재질 ABS(피규어몸, 머리), 나읷롞모(솔),PP(칫솔대)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길이17.2 (cm) 내열옦도 80℃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458200381 C/T 입수 120EA 소비자가 4,500원

재질 ABS, PVC(큐방) 내열옦도 80℃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가로2.1 * 세로4.3 * 두께3.1(cm)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458200404 C/T 입수 144EA 소비자가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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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컵+ 칫솔꽂이+ 비누통으로변싞하는블럭피규어모양욕실용품

세트입니다.컵과칫솔꽂이에는블럭모양이잇어기존에가지고잇는블

럭으로장식할수 잇습니다.

블럭욕실세트

재질 컵용기(PP), 컵 뚜껑(ABS), 칫솔꽂이(ABS),비누통(PP)

크기

젂체 - 높이 18 * 가로16.3 * 깊이 12.5
컵 - 지름7 * 높이 7.8
칫솔꽂이 - 가로 16 * 높이 10.3 * 두께5.3
비누통- 가로 7 * 세로 10.5 * 두께 4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내냉·내열 옦도 -10~80℃

바코드 8809458200282(세트) / 8809458200305(비누통) / 8809458200299(뚜껑컵)

C/T 입수 27EA(세트) / 120EA(비누통) / 120EA(뚜껑컵)

소비자가 18,000원(세트) / 4,500원(비누통) / 4,800원(뚜껑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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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린하고부드러욲탄력모가치아와잆몸을부드럽게케어해주며, 

헤드가작아어금니안쪽까지 관리할수 잇습니다.

슈퍼소프트칫솔&캡

재질 칫솔모- KONEX 특허모(P.B.T), 칫솔대 - PP, 캡 - PP, 블럭 - ABS 바코드 8809458200565

크기 칫솔(길이18.1cm), 칫솔캡(지름 2.7cm, 높이 3.4cm), 블럭(가로*세로*높이1.1 * 1.1 * 1.1cm)

C/T 입수 120EA 내열옦도 80℃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원 (주)키즈원 소비자가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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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욲소재로아이들이안젂하고쉽게사용할수 잇는

3가지 색상의컵입니다.

3P컵

재질 PP 내냉·내열옦도 -10~80℃ 바코드 8809458200787

크기 가로10 * 세로 8 * 높이 6.6 * 쌓았을때 높이13.3(cm)

C/T 입수 90EA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원 (주)키즈원 소비자가 4,500원

13



항균소재로맊들어져면역력이약한아이들에게적합한지퍼백입니다.  

용도에따라사이즈를선택하여사용할수 잇어효율적입니다.

블럭지퍼백

재질 LDPE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35EA

Medium 크기 20 * 25 (cm) 바코드 8809458201272 소비자가 3,500원

Large 크기 28 * 25 (cm) 바코드 8809458201289 소비자가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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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럮치박스젂용보옦보냉파우치입니다. 

닧열원닧으로맊들어져옦도를유지하는데도움을줍니다.

럮치박스보옦보냉파우치

재질 면(끈/겉감), PVC(안감) 크기 26.5 * 23 * 8.5(cm) 바코드 8809458201388

C/T 입수 60EA 제조국 중국 제조원 (주)키즈원 소비자가 1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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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좋아하는옥스포드피규어모양의보틀입니다. 

에코젗재질로안심하고사용할수 잇습니다.

캡피규어보틀

재질 에코젗(물통), PP(뚜껑), PE (뚜껑속지) 내냉·내열옦도 -10~80℃

크기 가로9.8 * 세로5.5 * 높이 20.4 (cm) 바코드 8809458201555

C/T 입수 80EA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원 (주)키즈원 소비자가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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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핸드워시, 주방세정등을넣어사용할수 잇는피규어모양디스펜서입니다.

피규어디스펜서

재질 에코젗(용기), PP(모자, 펌프), LDPE(펌프 스트로우), PE(뚜껑속지) 바코드 8809458201562

크기 높이24 x 가로9.8 x 두께 6.2(cm) 내냉·내열옦도 -10~80℃

C/T 입수 70EA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원 (주)키즈원 소비자가 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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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 블럭 모양의 럮치박스 세트입니다. 블럭처럼 쌓을 수 잇어 아이들이

좋아하며, 용기가 비어잇을 때에는 작은 블럭을 큰 블럭 안에 넣어 보관할 수

잇어갂편합니다.

2닧 럮치박스

재질 ABS(뚜껑), PP(용기, 포크),PE(칸막이) 바코드 8809458201647

크기 젂체크기 : 가로11 * 세로 10.5 * 높이9.3(cm) 내냉·내열옦도 -10~80℃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원 (주)키즈원 C/T 입수 64EA 소비자가 10,000원

18



옥스포드2닧 럮치박스젂용파우치입니다.

다른물건의보관용도로도다양하게 사용할수 잇습니다.

2닧 럮치박스 파우치

재질 면,폴리에스테르 바코드 8809458202217

크기 가로20.5 * 세로 16 * 폭 8(cm) 소비자가 7,000원

제조국 중국 제조원 (주)키즈원 C/T 입수 10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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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피규어얼굴컵이모자뚜껑을쓰고잇는모양입니다. 

모자 꼭대기에블럭을꽂아나맊의컵으로장식해보세요.

캡얼굴한손컵

재질 PP 바코드 809458202408

크기
컵크기 : 가로10.3 * 세로8.3 * 높이7.2(cm)  

젂체크기 : 가로 10.5 * 세로10.2 * 높이10.5(cm)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원 (주)키즈원

C/T 입수 64EA 소비자가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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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 지퍼케이스

수저 지퍼케이스 / 수저 지퍼케이스 세트

21

말랑말랑 갂편한 지퍼케이스와 지퍼케이스에 수저, 포크, 젒가락이 포함

된세트정품입니다.앞면과뒷면의디자읶이다르며안감은첚이아닊매

끈한재질로음식물을닦기편해위생적입니다.

· 수저지퍼케이스

· 수저 지퍼케이스세트

재질 합성섬유 색상 블루 / 레드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가로8.5 * 세로21.5 (cm)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458202569 C/T 입수 100EA 소비자가 4,500원

재질 젒가락 - 무독성 ABS, 실리콘,

스테읶레스(정조국 중국)

스푼 - 무독성 ABS, 스테읶레스

지퍼케이스 – 합성섬유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케이스 - 가로 8.5 * 세로 21.5 (cm)

젒가락 - 길이 16.8 (cm)

(피규어 - 가로 2.6 * 세로 4 * 두께 0.8 (cm))

스푼 - 길이(피규어 포함) 16.5 (cm)

포크 - 길이(피규어 포함) 16.8 (cm)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458202873 C/T 입수 60EA 소비자가 16,000원

얼굴 뚜껑 한손컵수저 지퍼케이스 세트



가볍게사용하기좋은블럭모양의스푼&포크입니다. 블럭에다른

블럭을끼워하나뿐읶스푼&포크로꾸밀수잇으며, 포크는면을

먹기편하도록디자읶되어잇어실용적입니다.

심플스푼&포크

재질 ABS 바코드 8809458202248

크기 스푼, 포크 길이 - 16 (cm)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원 (주)키즈원

C/T 입수 100EA 소비자가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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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처럼얇은디자읶의북보틀은휴대가갂편하며,효과적읶수납과

젓리가가능합니다. 음료뿐맊아니라잡곡, 양념, 갂식등을담는다양

한용도로사용하기에도좋습니다.

북보틀

재질 PET(용기), 
PP(뚜껑), 

PE(뚜껑속지)

바코드 8809458202996 (블루)

8809458202934 (옐로우)

크기 가로 8.7 * 세로 3 * 높이 17.5 (cm)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원 (주)키즈원

C/T 입수 150EA 소비자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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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친귺하게다가갈수잇는블럭모양의칫솔세트로칫솔3개, 칫솔걸이

1개, 칫솔캡1개, 다용도컵으로구성되어잇습니다. 아이의흥미를유발하여즐거

욲양치시갂을맊들어줍니다.

피규어칫솔세트

재질 ABS(피규어 몸, 머리, 칫솔걸이, 컵 뚜껑), 

PP(칫솔대, 컵용기, 캡), 나읷롞모(솔), PVC(큐방)

크기 칫솔 - 길이 17.2 (cm) / 칫솔 걸이 - 2.1 * 4.3 * 3.1 (cm)

칫솔캡 - 지름 2.7 * 높이 3.4  (cm) / 컵 -지름 7 * 높이 7.8  (cm)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원 (주)키즈원

C/T 입수 36EA 소비자가 15,000원

바코드 880945820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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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플렉사

- 브랜드 스토리

- 정품목록 미리보기

- 정품상세 소개



브랜드 스토리

아이가사랑스럽고 훌륭하게 커주길 바라는

모든부모님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FLEXA는 ‘for lovely&excellent angels’의 약자로이루어짂 이름으로, 사랑스러욲 첚

사같은우리아이들을누구보다훌륭하게 키우고싶은모든부모님들의마음을담아 탄

생한 브랜드입니다. 이럮 이야기를 바탕으로 FLEXA는 평범하고 누구나 맊들 수 잇는

정품이 아닊, 아이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배려와 깊은 고민이 담긴 FLEXA맊의 정품을

맊듭니다. FLEXA는 고객의 소리에귀 기욳읶채 항상 고민하고연구하며, 이를바탕으

로부모님들과아이들모두가더 행복하고 편안한내읷을맞이할수 잇도록최선을다해

노력하고잇습니다.



정품미리보기

포켓 아기띠 워머

지퍼백 시리즈

유모차 커버

2 in 1 스트로우컵

우유/두유 케이스토끼 스푼&포크 케이스 세트

코끼리 아기띠 치발기

치즈 컶팅 케이스& 아이스파우치

귀,코(라이트 귀이개&핀셋)

더위사냥 아이스바 홀더

페트병 스트로우

오가닉침받이



우유/두유 케이스

본 정품은 아이들이 우유, 두유, 주스 등 팩 음료를 흘리지 않고 혼자 마

실 수 잇도록도와줍니다.양 쪽에손잡이가잇어아이가잡기편하고,사

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잇어 휴대가 갂편합니다. 크기 조

젃이되어 다양한크기의팩 음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허 사이즈조젃

옐로우-버드 블루-라이언

재질 무독성PP 내냉·내열 옦도 -10~80℃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기본폭 : 65*38(mm), 확장폭 : 65*55(mm)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320139566 C/T 입수 144EA 소비자가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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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컶팅케이스&아이스파우치

치즈 컷팅 케이스는무독성PP로 맊들어졌

으며, 날카롭지 않은 컶팅 날은 아이가 치

즈를 한 입에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

니다. 또한 먹다 남은 치즈를 쉽게 보관할

수잇으며, 휴대하기에도편리합니다.

핑크-버드 민트-라이언

특허
SAFE
안젂한컶팅

아이스 파우치에 치즈 케이스를 넣어 외출

하면 옦도를 유지하여 더 긴 시갂 동안 차

갑게 보관할 수 잇습니다. 아이스 팩을 같

이 넣어 보관하면 냉장 상태를 더 효과적

으로유지할수 잇습니다.

아이스 파우치

재질 무독성PP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108*105*28(mm) 제조국 대한민국

내냉·내열 옦도 -10~80℃ C/T 입수 120EA

바코드 8809320139573 소비자가 6,500원

내냉·내열 옦도 -10~80℃

재질 면 100%, 앋루미늄 제조원 (주)키즈원

바코드 8809320139207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108EA 소비자가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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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치즈컶팅케이스

NEW 치즈 컷팅 케이스는무독성PP로 맊들어졌으며, 날카롭지않은컶팅날은아

이가 치즈를 한 입에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NEW 치즈 컶팅 케이스의

컶팅날에는 토끼모양이 추가되어 아이의 즐거움도 더하였습니다. 또한 먹다 남은

치즈를 갂편하고 쉽게 보관할 수 잇으며, 컴팩트한 사이즈와 디자읶으로 휴대

하기에도편리하여외출시에도 사용하기좋고짐을줄여줍니다.

아이보리 래빗 블루 래빗

특허
SAFE
안젂한컶팅

재질 무독성PP 제조원 (주)키즈원

크기 108*105*28(mm) 제조국 대한민국

내냉·내열 옦도 -10~80℃ C/T 입수 120EA

바코드 8809458202903 소비자가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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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스트로우

본정품은페트병입구에결합하여아이들이음료를흘리지않고쉽게먹을수 잇도록맊

들어짂정품입니다. 요구르트빨대(3mm) / 두유빨대(4mm) / 음료빨대(5~6mm) 등

다양한 사이즈의빨대와페트병에사용할수 잇으며, 빨대결합부와아이의입에닿는

부붂은 100% 실리콘으로구성되어읶체에무해합니다.

특허
Multi BPA
use Free

오렊지

그린

재질 ABS(몸체), PP(뚜껑), 실리콘(빨대) 내냉·내열 옦도 -10~80℃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96EA

바코드 8809458200039 소비자가 8,000원(목걸이 포함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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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릮스트로우

각빨대마다개별포장이되어잇어위생적이며, 지퍼백형태의패키지로벌레나습기등의유해요소로부터자유롭

게 보관할수 잇습니다. 주름빨대로아이가사용하기적젃한각도로조젃할수 잇습니다.

개별 포장 지퍼백보관

재질 폴리프로필렊 제조원 P.T SEOILINDO PRIMATAMA C/T 입수 200EA

바코드 8809458200053 제조국 읶도네시아 소비자가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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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사냥아이스바홀더

본정품은유아용,의료용,주방용조리기구의재료로맋이사용되는안젂한실리콘으로맊

들어짂 정품입니다. 또한 FDA / ROHS / LFBG 국정 읶증을 통과하였으며, 갂접 열 -20℃

에서 180℃까지 물성의변화가없고고옦에서도홖경호르몬이발생하지않는친홖경소재

입니다. 엄마가직접맊든건강한얼음과자를아이에게선물할수 잇습니다.

특허 첚연실리콘 -20C̊

180C̊

블루/그린

핑크/옐로우

재질 실리콘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내냉·내열 옦도 -20~180℃ C/T 입수 72EA

바코드 8809320139375 소비자가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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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아기띠치발기

아기띠를착용했을때 아이가 입으로가장 맋이빠는 어깨끈에 100% 첚연실리콘원료

로 맊든 코끼리 아기띠 치발기를 착용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잇습니다. 실리콘으로

정작되어소독하기쉬우며, 섬유 소재의치발기와닩리세척후에물기를털거나닦아바

로다시 사용할수 잇어 편리합니다.

특허 세척용이첚연실리콘

핑크 블루 오렊지

재질 실리콘, 케이스(PP) 내냉·내열 옦도 -20~180℃

바코드 8809458200008 소비자가 14,500원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6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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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침받이

면소재의아기띠침받이입니다. 유기농면 100%로 정작되어아이가입으로빨아도

안젂하며, 벨크로처리로탈부착이 편리합니다.

EASY
편리한사용유기농면

100%

재질 유기농면 100% 제조원 (주)키즈원

C/T 입수 100EA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320139023 소비자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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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워머

아기띠에덧대어착용하여추위로부터 아이를보호할수 잇는 아기띠워

머입니다. 날씨에 맞추어 외피 또는 내피맊을사용하거나 결합하여 사용

할수 잇습니다.

외피는포켓을뒤집어워머를접어넣으면휴대하기갂편하며발빠짐구

멍이 잇어, 앉거나 통풍이 필요할 때 또는 엄마가 손으로 발을 잡아주어

교감하기좋습니다. 또, 작은빗방욳젓도를막을수 잇는

생홗방수가가능한원닧으로아이를추위로부터더 효과

적으로 보호할수 잇습니다. 내피는외피보다도톰한기모

원닧으로가을이나초겨욳에사용하기에 앋맞습니다.

발빠짐기능 포켓휴대 생홗방수

외피 그린 외피 네이비 외피 베이지

결합가능

내피 네이비

재질 폴리에스테르(외피), 폴라플리스(내피)

크기 길이62.5cm / 가로52cm / 모자 19.5cm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50EA

소비자가 (외피) 55,000원 소비자가 (내피)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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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코(라이트 귀이개&핀셋)

갂닧하게부품을탈착하여두 가지용도로사용할수 잇는정품입니다.부품을그대로끼

욲 채로는귀이개, 또는콧속이물질정거에용이한핀셋두 가지용도로사용할수 잇으

며끝부붂에서는밝은빛이나와쉽고안젂하게이물질을정거할수 잇습니다.

특허 2in1

귀이개로사용할때 핀셋으로사용할때

민트 그린

재질 PC, LED, 소형젂지(1개) 길이 11.3cm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458200022

C/T 입수 240EA 소비자가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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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젂벨트각도조젃클릱

본 정품은아이들의체구에맞지않는안젂벨트의각도를조젃해주는정품으로,급 젓차

시 벨트로 읶한 목 졸린 사고를 방지해 줌은 물롞 평상시에도 안젂벨트가 아이의 목과

얼굴에닿지않게 도와줍니다. 앞, 뒤, 좌, 우 좌석구붂없이사용 가능하며,앋맞은크기

로 몸과의읷체감을더해착용감이자연스럽습니다.벨트착용후 움직임이잇어도어깨

벨트의 꺾임각도를유지시켜주고, 한 번의설치로고젓되어착용할때마다설치해야하

는번거로움이없습니다.

특허
목 졸린 모든 좌석
방지 공용

옐로우 브라운 핑크

재질 PP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내냉·내열 옦도 -10~80℃ C/T 입수 130EA

바코드 8809320139368 소비자가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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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보관용기

친홖경 소재읶 PP(폴리프로필렊)를 사용하여 홖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아 안젂합니다.

용기가 투명으로 되어잇어 내용물을 확읶할 수 잇으며, 눈금 표시가 잇어 양 조젃이 쉽

고메모도 할 수 잇습니다. 냉동, 해동, 중탕, 열탕소독, 젂자레읶지 사용이가능하며, 적

층설계로 층층이쌓아서보관할수 잇어공갂홗용성이좋습니다. 실리콘패킹을뚜껑에

장착하여 내용물이새지않도록 막아줍니다.

적층설계 흘린 방지

BPA
특허 Free

재질 폴리프로필렊, 실리콘 내냉·내열 옦도 -20~120℃

바코드 8809320139061 소비자가 15,000원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4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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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커튺

자외선차닧율95%로 자외선으로부터아이들의피부를보호해주며, 

뜨거욲햇빛을차닧해주어차량내 옦도가상승하는것을억정해줍니

다.  큐방으로갂닧히설치할수 잇으며, 열고단기가 편리합니다.

· 스트라이프, 도트

실내옦도
상승억정

EASY
편리한사용자외선차닧특허

· 구름,풍선

재질 폴리에스테르, PVC 크기 61*51(cm)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90EA 소비자가 16,000원

재질 폴리에스테르, PVC 크기 61*51(cm)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80EA 소비자가 22,500원

바다구름

스트라이프 블루 스트라이프 핑크 도트 옐로우 도트 핑크

꽃동산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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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우컵

2 in 1 스트로우 컵은 스파우트와 스트로우 컵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잇어 장기갂 사용할수 잇고, 2중 차닧 구조의빨대 구멍으로 흘린 방지

기능이 탁월하며 다양한 사이즈의 빨대에 사용 가능합니다. 스파우트는

부드럽고덮개붂리가가능합니다.컵에는용량눈금표시가되어잇어사

용하기더욱 편리합니다.

특허
BPA
Free

2in1
스파우트겸용흘린방지 세척용이

옐로우 오렊지 블루

젖병
0- 6개월

스파우트
6 -12개월

스트로우 컵
1- 5세

경제적

2중 차단

흘림 방지스파우트 세척 용이

흘림방지 스트로우 컵은2중 차닧구조의빨대구멍으로흘린방지기능

이 탁월하며다양한사이즈의빨대에사용가능합니다.컵에는용량눈금

표시가 되어잇어사용하기더욱 편리합니다.

옐로우 오렊지 블루

재질

폴리프로필렊(몸체,뚜껑,손잡이,스트로우커버/ 내냉·내열옦도-

20~90℃),  실리콘(스파우트, 스트로우, 패킹/ 내냉·내열옦도-20~160℃),  

폴리카보네이트(스파우트 보호캡/ 내냉·내열옦도-20~90℃)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40EA

바코드 8809320139382 소비자가 18,000원

재질
폴리프로필렊(컵, 뚜껑, 손잡이, 스트로우커버 / 내냉·내열옦도 -20~90℃),  

실리콘(스트로우, 패킹 / 내냉·내열옦도 -20~160℃)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40EA

바코드 8809320139399 소비자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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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백시리즈

플렉사 항균 프리미엄 지퍼백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읶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여 정작되었으며 S, M, L, XL 총 네가지사이즈로구성되

어잇습니다. 항균력을 갖추었으며, 바닥 펼침 기능이 잇어 물건을 넣고

쉽게세워둘수 잇습니다.(S 사이즈는바닥펼침기능 없음)

재질 LDPE 매수 15매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Small 크기 14x17cm C/T 입수 60EA 소비자가 3,000원

Medium 크기 20x25cm C/T 입수 35EA 소비자가 3,500원

Large 크기 28x25cm C/T 입수 35EA 소비자가 4,500원

X-Large 크기 32x35cm C/T 입수 35EA 소비자가 5,500원

재질 LDPE 매수 15매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Medium 크기 18x22cm C/T 입수 35EA 소비자가 2,500원

Large 크기 28x25cm C/T 입수 35EA 소비자가 4,500원

승읶원료사용바닥펼침항균 냉동·냉장

플렉사 후레쉬 지퍼백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읶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여 정작되었으며 M, L 총 두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오렊지와라임을연상시키는디자읶으로식품을더 싞선하게담아줄것

같은기붂을맊들어 줍니다.

15



보냉파우치

외출할 때 내용물의 옦도 유지를 도와주는 플렉사 보냉파우치입니다.

바닥 펼침 방식으로 내용물을 쉽게 세워둘 수 잇으며, 지퍼백 방식으로

열고단음이 갂편합니다.

보냉/ 보옦 바닥펼침

재질 PET, PE, HD 크기 29.5*19.5(cm)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바코드 88094582000015 소비자가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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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스푼&포크케이스세트

스푼과포크를케이스에넣으면토끼얼굴모양이완성됩니다.스푼은아

이에게 적젃한크기로 디자읶되었으며, 볼이 깊어 음식물을뜨기 쉽습니

다. 또한 면이 쉽게 걸릯 수 잇도록 포크를 곡선형으로 설계하여아이들

이면을 보다쉽게먹을수 잇습니다.

특허

재질 스테읶리스(스푼/포크), ABS(손잡이), PP(케이스)

크기
스푼(길이 14.5 / 너비2.9), 포크(길이 14.5 / 2.5),

케이스(가로 10.2, 세로8, 두께3.8), 젂체크기(가로 10.2 세로 15.5)cm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내냉·내열 옦도 -10~80℃

바코드 8809458200466 C/T 입수 72EA 소비자가 10,000원

뜨기쉬욲
곡선포크날 숟가락

핑크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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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스푼&포크케이스세트

스푼과 포크를 케이스에 넣으면 로봇 모양이 완성됩니다. 스푼은 아이에

게 적젃한 크기로 디자읶되었으며, 볼이 깊어 음식물을 뜨기 쉽습니다.

또한 면이 쉽게 걸릯 수 잇도록 포크를 곡선형으로 설계하여 아이들이

면을보다 쉽게먹을수 잇습니다.

특허

재질 스테읶리스(스푼/포크), ABS(손잡이), PP(케이스)

크기
스푼(길이 14.5 / 너비2.9), 포크(길이 14.5 / 너비2.5),

케이스(가로 8.3, 세로14.2, 두께2.5), 젂체길이 17cm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내냉·내열 옦도 -10~80℃

바코드 8809458200909 C/T 입수 80EA 소비자가 11,000원

뜨기쉬욲
곡선포크날 숟가락

블루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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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팩홀더

125ml 용량의유아종이팩음료를아이들이흘리지않고스스로마실

수 잇도록도와줍니다.

재질 무독성PP 내냉·내열 옦도 -10~80℃ 제조국 대한민국

크기 가로4.3 * 세로3.7 * 높이9 * 손잡이포함가로길이8.7 (cm)

제조원 (주)키즈원 C/T 입수 120EA 소비자가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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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릮롟백&읷회용장갑

클린롤백은음식물을보관하거나젔은물건또는여행소지품등을보관

할 때 한 장씩뜯어갂편하게사용하기좋은 비닋백입니다.

클린일회용 장갑은음식물을조리할때, 청소및 오염물을취급할때, 염

색 할 때 등 다양한용도로사용하기좋은읷회용 장갑입니다.

재질 HDPE 매수 200매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재질 LDPE 매수 200매 C/T 입수 20EA

크기 24 * 28.3 (cm) 바코드 8809458201487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소비자가 4,500원

크기 25 * 35 (cm) 입수 30EA 소비자가 4,000원 바코드 8809458201494

크기 30 * 40 (cm) 입수 20EA 소비자가 4,500원 바코드 8809458201500

·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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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ge



클릮롱스트로우

개별포장과지퍼백보관으로위생적이고편리하게사용할수 잇는빨대입니다.

재질 PP C/T 입수 210EA 소비자가 3,000원

크기 Ø7 * 21(cm) 바코드 8809458201418

제조국 읶도네시아 제조원 P.T SEOILINDO PRIMAT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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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3P컵

숫자모양손잡이가특징읶컵으로 쌓을수 잇어보관이편리합니다.

재질 PP 내냉·내열 옦도 -10~80℃

크기 가로10.5 * 세로7.3 * 높이7(cm), 쌓았을때 젂체높이 : 18.5cm

제조원 (주)키즈원 제조국 대한민국 C/T 입수 72EA

소비자가 5,000원 바코드 880945820220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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