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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선물.

마음을 담은 선물은 받는 사람은 물론 보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해줍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는 출산 선물, 일년에 한 번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생일 선물,

아이들을 축하해 주는 특별한 날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마르마르의 턱받이는 지금까지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둥그런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귀여운 디자인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착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기의 고개가 어느 쪽을 향하더라도 아기의 침을 받아줍니다.

오염이 되면 방향을 돌려 사용 가능하므로 매번 새로운 턱받이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아기의 이름을 자수로 넣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턱받이로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턱받이 이외에도 드레스와 턱시도 같은 에이프런, 브루머, 렉워머 등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아이들을 귀엽게 연출해 줄 아이템이 가득합니다.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아이들과 그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르마르에서는 우리 아이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더 빛내어 줄 여러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른용 모자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아용 사이즈로 옮겨왔습니다. 접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가방에 넣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쉬하고 편리함을 갖춘 엄마들에게도 착한 아이템입니다.

베이스 2컬러, 각각에 매칭 가능한 테이핑 리본을 2컬러씩 배색한 MARLMARL다운 4컬러!!

키즈 사이즈(53cm)뿐만 아니라, 베이비 사이즈(48cm)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모자가 들어가는 주머니 가방 세트

만1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모아 탄생한 오리지널 식기 세트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식기인 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명품으로 준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토야키의 도예 기술로 만든 컵과 접시, 사용하기 편리한 목제 밥그릇과 

잡기 쉬운 스푼, 포크입니다. 어른들의 식기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색상과 질감, 이유식을 졸업한 후에도 오랫동안 애용이

가능합니다. 오리지널 포장박스 세트는 선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시리즈 . 턱받이를 캔버스처럼 활용

하여 각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표현했습니다. 콜라쥬 아티스트 Q-TA와 함께 제작했던 제1탄에

이어 그래픽 디자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유닛인 <enamel>과의 제2탄을 

완성했습니다. 오리지널 포장패키지로써 원하시는 디자인을 고를 수 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앉았다 기어다니다를 반복하며 활발히 움직이는 아기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인 브루머를

완성했습니다. 중세시대 왕자님을 연상시키는 풍성한 실루엣이 포인트입니다. 심플한 상의에 

매칭하는 것만으로도 귀여운 코디가 연출됩니다. 배를 보온해주고 기저귀도 완벽히 커버해 줍니다.



원하시는 턱받이 ＋ Rattle ＋ 렉워머&리본끈을 세트로 꾸민 쇼콜라 시리즈 입니다.Rattle은 

엄마의 가방에 부착하여도 위화감이 없는 디자인으로 리본끈은 소품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렉워머는 포인트 컬러로도 연출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촉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화사한 네온컬러를 사용하여 장난스런 디자인인 쥬쥬 시리즈. 나비넥타이 디테일과 말풍선은

탈부착이 가능, 장난감과 같은 장식, 방향을 돌리면 분위기가 다른 컬러로 연출되는게 포인트.

드레스와 같은 실루엣에 귀여운 에이프런, 탄력성있고 발수가공한 소재는 수분과 음식물에 강하며

기능성이 뛰어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부케 시리즈는 새로운 컬러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베이비 사이즈(80cm~90cm), 키즈사이즈(100cm~110cm)의 2사이즈입니다. 출산 선물, 생일 선물로 

안성맞춤입니다. 자매끼리 커플룩으로 입히면 더욱 귀엽습니다.

아기를 멋지게 만들어 주는 가르송. 발수가공과 탄력있는 소재는 수분과 음식물에 강하며 기능성이

뛰어납니다. 포멀 웨어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플라밍고와 펠리컨 등 핑크색 새들이 화려하게

장식된 새로운 디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베이비 사이즈(80cm~90cm), 키즈사이즈(100cm~110cm)

2가지 사이즈입니다. 형제끼리 커플룩으로 입히면 더욱 귀엽습니다. 



‘옷깃’이라는 이름대로 ‘붙이는 옷깃’으로 포인트 코디에 포인트로 훌륭합니다.

꼬마 신사, 꼬마 숙녀를 위한 시리즈로써 클래식한 색상에 스캘랩 자수, 손모양, 

나비넥타이 등의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디테일을 살린 컬렉션 입니다.

코디가 쉬운 색상을 모은 마카롱 시리즈. 가장 기능성이 뛰어난 시리즈로써 어깨까지 감싸는 

디자인은 여름에는 냉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추운 계절에는 가벼운 겉옷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장의 소재 사이에 흡수성이 높은 타올소재를 추가했습니다.

활기찬 아침의 마르쉐를 이미지한 즐거운 분위기의 시리즈. 줄무늬에 체크, 작은 꽃무늬 등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행복한 아기의 표정을 더욱 밝게 돋보이게 해줍니다.

레이스, 리본, 나비넥타이. 패션 악세서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돌체 시리즈. 섬세한 마감, 

시크한 컬러, 깜찍한 디자인입니다. 결혼식파티나 고급 레스토랑 등 우리의 아기를 주목받는 

패셔니스타로 완성시켜줄 완소 아이템 입니다.



친자연 천연 코튼을 사용한 피부가 민감한 아기들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리즈로써

프렌치모로칸을 이미지한 자수와 술 장식, 레이스 등 정성을 다한 디테일이 포인트입니다.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제봉, 제작한 안심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37-4 Samseong-ro, Gangnam-gu, Seoul, Korea

Tel (+82) 2 511 2993

Fax (+82) 2 511 2994

10:00 ~ 19:00

JS CORPORATE

젤리빈과 같은 통통튀고 활기찬 비타민 컬러. 부드러운 촉감과 더불어 흡수성까지 뛰어난 

스웨터 소재를 후르츠 같은 글라데이션 컬러로 염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