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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FAMILY

햇님토이 유튜브채널



1967년 부산의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햇님토이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국산 완구 브랜드입니다.

햇님토이의 완구는 튼튼한 제품을 설계하는 기술자,

안전한 원료를 구매하는 QC,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연구소 직원들이 함께 만듭니다. 

2019 햇님토이 전속모델

햇님토이 색채연구소는 색채심리학을 기반으로

유아기 아동과 색상의 연관성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심리 작용을 제품에 적용하여

아이를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만족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컬러의 선택과 조합으로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연구소 입니다.

#Our Story

#Color Laboratory

@gimmyeongju78@another_2018 @gimmyeongju78@su_j@ssuii928 @princess_sooa

@gimmyeongju78@hje8610@jang_1020 @mrsmouserje@k.s.j1221@kbr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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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1로 29 (송정동)

Tel 051)205-3333   CS Center 1544-0783
Fax 051)831-3344   E-mail haenim@haen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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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 베이비룸 놀이판 / 베이직 세트 6P  8P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판과 안심 이중잠금장치 문판이

구성되어있는 제품으로, 판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핑크

그레이

화이트 그레이 놀이판

화이트

쁘띠 베이비룸 기본판 세트 6P  8P  10P   
동급 제품 대비 더 큰 사이즈의 기본판으로 적은 수량과 비용으로 더 

크고 넓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놀이판/문판 별도 구매 가능)

타사 베이비룸 1P 가로 65cm

햇님토이 쁘띠 베이비룸 1P 가로 75cm

PETIT
BABY ROOM 쁘띠 베이비룸

육아 필수템 베이비룸의 대명사 쁘띠 베이비룸!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품질은 기본, 동급 제품 대비 최대 규격의 가성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쁘띠 베이비룸 + 매트 패키지 8P
매트 따로 베이비룸 따로 구매 할 필요없이

쁘띠베이비룸 8P에 꼭 맞게 제작된 전용 매트가

함께 구성된 세트입니다.

Size L 1400 × W 1400 × H 600 mm
Weight 쁘띠베이비룸 약 9.7kg / 매트 약 2.9kg

소재 PP / PE  |  연령 6개월 이상  |  색상 그레이 / 핑크 / 화이트

톱니바퀴

다이얼 놀이

시계 놀이

구슬 놀이

거울 놀이

+10cm

<쁘띠 베이비룸 1판 사이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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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BABY ROOM 시그니처 베이비룸 소울키보드가 들어있어요!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멜로디버튼, 5개의 딸랑이,

2개의 돌림판이 있는 소울키보드는 아이가 베이비룸에 있는 동안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집중력을 향상 시켜주고

시각 청각에 자극을 주어 성장발달에 효과적입니다.

놀이판, 문판, 멜로디건반, 밀림방지 옵션까지 올인원!
시그니처 베이비룸은 더 넓고, 펜스를 두껍게 제작하여 더욱더 튼튼합니다.

안전홀더, 고무패드, 실리콘패드의 조합으로 밀림과 스크래치를 방지합니다.

시그니처 베이비룸 놀이판 밀림방지 세트

소재 PP / PE  |  연령 6개월 이상  |  색상 옐로우 / 블루

시그니처 베이비룸 6P 시그니처 베이비룸 8P

밀림방지 패드 고무 패드안전 홀더

시그니처 베이비룸 + 매트 패키지
매트 따로 베이비룸 따로 구매 할 필요없이

시그니처 베이비룸 6P에 꼭 맞게 제작된 전용 매트가

함께 구성된 세트입니다.

Size L 1200 × W 1960 × H 600 mm
Weight 베이비룸 11.5kg / 매트 3.7kg

톱니바퀴

구슬 놀이거울 놀이

전화 놀이

창문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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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BABY ROOM 스위트 베이비룸

베이비룸의 명가(名家) 햇님토이, 최고 등급 베이비룸!
스위트 베이비룸은 놀이판과 멜로디판이 있는 유일한 베이비룸으로

최대 사이즈로 넉넉한 우리 아이의 생활공간이자 놀이공간을 만듭니다.

소재 PP / PE  |  연령 6개월 이상  |  색상 옐로우 / 블루

제일 크고 넓은 베이비룸

안정감 있는 둥근 모서리 처리 
둥근 코너연결판이 각 모서리에 위치해 있어,

직각형 구조보다 안밖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본 세트에 추가판을 더해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 스위트 베이비룸 10P 확장형
스위트 베이비룸 놀이판 스위트 베이비룸 멜로디판

7가지 멜로디 건반

다이얼 놀이

톱니바퀴

구슬 놀이거울 놀이

거울 놀이구슬 놀이

전화 놀이

전화 놀이

창문 놀이

창문 놀이

스
위

트
 베

이
비

룸
 1P 세

로
 65cm

쁘띠 베이비룸 1P 가로 75cm

쁘
띠

 베
이

비
룸

 1P 세
로

 60cm

스위트 베이비룸 1P 가로 114cm

스위트 베이비룸 6P

자사 기존 베이비룸 6P

214cm

127cm

140cm

70cm

둥근 코너 연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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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LE
GYM 정글짐

#우리 집 인테리어 공간 #우리 아이 재미 공간 
미니멀한 화이트&파스텔톤의 컬러는 인테리어에 조화롭게 스며들고

정글짐과 미끄럼틀의 복합적인 놀이가 되는 홈 키즈카페 아이템입니다.

정글짐 기본형 
정글짐을 오르내리며 대·소근육을 고루 사용할 수 있어 성장발달

을 도와주며 성장 단계에 따라 미끄럼틀 각도를 조절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Size L 1575 × W 1065 × H 715 mm |  Weight 6.7kg 3세 이상 활동적인
아이들을 위한 높이

영유아를 위한
낮은 높이

정글짐 확장형 
정글짐 확장팩으로 더욱 크고 신나는 정글짐을 만들어주세요!

기본형보다 67.5cm 커진 정글짐으로 키즈카페 부럽지 않은

우리 아이만의 신나는 놀이터 완성!

Size L 1910 × W 1740 × H 715 mm |  Weight 8.2kg

파스텔

화이트

파스텔

화이트

2단계

1단계

소재 PP / ABS  |  연령 24개월 이상  |  색상 파스텔 /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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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
SWING 뽀뽀그네

시간이 지나도 처음 품질 그대로!
튼튼한 철제 골격과 최상급 품질의 국산 자재를

이용하여 50년 완구 제조의 노하우를 담아

안전 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소재 PP / PE /STEEL |  연령 24개월 이상  |  색상 블루

사회성 발달 
친구, 형제들과 즐겁게 그네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배려심과 협동심, 독립심이 길러집니다.

발육 완구 
유아 시기, 질적 운동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 감각을 단련하며,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뽀뽀그네 1인용 뽀뽀그네 2인용Size L 1230 × W 910 × H 1200 mm |  Weight 8.5kg Size L 1230 × W 910 × H 1200 mm |  Weight 11kg

엄마가 밀어줘서
더 신나요~♬

친구야~
내가 밀어줄게

고마워
친구야

낮은 무게중심

미끄럼방지발판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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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만을 비밀 아지트를 선물하다!
여러 아이들이 함께 놀아도 거뜬한 넓은 공간과 듬직한 내구성으로

오직, 아이만을 위한 안전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완성합니다.

소재 PP / PE  |  연령 36개월 이상  |  색상 네이비

KIDS
HOUSE 키즈하우스

Size L 970 × W 1050 × H 1190 mm |  Weight 17kg

[추가옵션] 테이블
키즈하우스에 테이블&의자가 결합된

제품으로 놀이, 학습, 식사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추가옵션] 테이블+미끄럼틀
키즈하우스+미끄럼틀+암벽등반+농구대+테이블+의자

6가지를 한번에! 실내 놀이완구의 끝판왕!

호기심 가득한 놀이판
하우스 내부 벽면의 놀이판은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대·소근육과

다양한 감각들을 발달시켜줍니다.

정교한 디테일
기와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지붕과 올록볼록 질감이 재미있는 벽면 무늬로

실제 집과 같은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톱니바퀴

열리고 닫히는
창문

기와모양
지붕

올록볼록 벽면

창문놀이

@kbr0808

블로그_sj_ellin

@csjaaa

@j_d_eunyy

@jeunu

@diybb

@kimbr_91

@yjn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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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 BABY 
BALL POOL 캐리 아기 볼풀장

PLAY BALL 볼풀공
소재 PP  |  연령 6개월 이상  |  색상 핑크 / 블루 소재 PE  |  연령 36개월 이상  |  규격 소(小) / 대(大)

볼풀놀이, 블럭놀이를 함께 할 수 있어 1석2조!
뛰어난 내구성과 인체 무해한 소재의 블럭과 볼풀공으로 

위생, 안전사고 걱정없는 우리 집 키즈카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햇님토이만의 특별한 사이즈와 쉽게 터지지 않는 내구성!
알록달록한 예쁜 색감은 성장기 영유아의 시각 자극을 돕습니다.

밟아도 터지거나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내구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캐리빅블럭 61P+

볼풀공 200ea (핑크/블루 택1)

2018ⓒcarriesoft

햇님토이 볼풀공 (소/대) 캐리 볼풀공 (소/대) 캐빈 볼풀공 (소/대)

볼풀공 라인업
볼풀공 크기 비교

볼풀공 (대) 볼풀공 (소)

Φ
80m

m

Φ
60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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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듀플로, 옥**드 호환 가능한 가성비 甲 국산 블럭! 
과대 포장을 배제하고 필요한 세트를 취향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블럭의 본질인 기본 품질에 충실함으로써 가격 거품을 뺐습니다.

소재 ABS  |  연령 36개월 이상  |  색상 비비드 / 파스텔

기차놀이 블럭 19P
4개의 바퀴 달린 차, 다양한 교통 표지판,

구불구불 레일 등 실감나는 기차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있습니다.

토이박스 
블럭, 인형, 그 외 장난감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용량,

집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색감, 바퀴와 손잡이, 잠금장치,

저금통 기능 등 만능 수납함입니다.

소꿉놀이 34P
화장대, 싱크대, 가스오븐레인지, 냉장고 등과 함께

재미있는 역할놀이를 하면서 사회성을 쑥쑥 길러줍니다.

크레용블럭 확장팩 54P
국내외 유명 블럭과 호환이 가능한 다양한 피규어와

아이템 블럭이 알차게 담긴 실속형 제품입니다. 

크레용블럭 100P  150P  200P  
실용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난 ABS재질로 쉽게 부서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비비드/파스텔 다양한 색채로 유아 성장기의 감각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비비드 파스텔

CRAYON
BLOCK 크레용 블럭

빅블럭

크레용 블럭

아가블럭

햇님토이 블럭 라인업

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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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ARON
BIG BLOCK 마카롱 빅블럭

감성 한 스푼, 재미 두 스푼! 
340명의 소비자가 컨셉 아이디어부터 네이밍까지 직접 참여하여

아이의 창의력과 인테리어, 모두 놓칠 수 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소재 PP  |  연령 6개월 이상  |  색상 3색 / 5색

빅블럭

크레용 블럭

아가블럭

햇님토이 블럭 라인업

마카롱 빅블럭 컬러 컨셉
# 어떤 집에서도 잘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색감

# 아이가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색상

# 정서 발달과 시각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색상

실용적인 규격
뛰어난 내구성과 인체에 무해한 안심 PP소재를 활용하였으며,

아이 혼자서도 만들 수 있도록 가벼운 무게의

실제 벽돌사이즈 빅블럭입니다.

5색 3색

295mm
75mm

170m
m

 

비행기 꽃 베이비룸

대문놀이

코끼리

책상&의자

캐리 빅블럭도
있어요!

가벼워요!

2018ⓒcarrie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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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 BLOCK 아가블럭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첫 교감 블럭!
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부모와의 블럭 놀이로 사회성과 신체 활동량, 성취감이 자연스럽게 키워집니다.

소재 PP / ABS  |  연령 12개월 이상

빅블럭

크레용 블럭

아가블럭

햇님토이 블럭 라인업

기차놀이 아가블럭 128P
유아용 블럭이라고 시시할거란 생각은 NO!

동물피규어, 자동차, 불이 들어오는 기차, 레일, 표지판 등

하나의 블럭으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아가블럭 베이직 86P
귀여운 스티커로 동물놀이, 숫자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고,

블럭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창의력과 신체 감각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까다로운 3세 이하 안전 기준 테스트를 통과한
무독성 PP소재 국산 블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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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ER MAT 폴더 매트

BABY
BATH TUB 아기 욕조

BABY POTTY
TRAINER 유아 변기

아이의 안전과 층간소음 문제를 한번에 해결! 
무독성 재질의 두터운 원단과 촘촘한 바느질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으며

잔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히든지퍼와 간편한 세척법으로 관리가 편리합니다.

엄마도 아기도 편하고 즐거운 목욕시간! 
아기의 목과 등을 잡아주는 포근한 머리받침과 둥지형태의 구조에

미끄럼방지 엉덩이 범퍼로 안정감있게 목욕시킬 수 있습니다.

육아의 터닝포인트, 배변훈련을 보다 쉽게! 
귀여운 디자인과 편안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아이에게 배변활동이 익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소재 PU / PE  |  연령 0개월 이상 소재 PP / PE  |  연령 0개월 이상 

소재 PP  |  연령 12개월 이상 시그니처 폴더매트 4단 
Size L 1200 × W 1960 × H 40 mm |  Weight 3.7kg

쁘띠 폴더매트 2단  
Size L 1400 × W 1400 × H 40 mm |  Weight 2.9kg

다용도
거치대

엉덩이 받침대

2단 조절
머리 받침

Size L 700 × W 420 × H 225 mm |  Weight 1.5kg

Size L 320 × W 410 × H 340 mm |  Weight 1.3kg

분리형 배변통 용변 튐 방지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