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제품
생활, 주방, 아이디어

손목시계
스위스메이드 수입시계, 국내제조 및 OEM

수입유통제품
병행수입, 중국 및 기타 OEM 제품

국내유통제품
협력업체 및 유통가능 제품

실리콘 제품

Pocket Bowl

MR9030000
Color : 핑크, 오렌지, 그린, 블루
Size : 400ml(130mmX130mmX65mm)
원산지 : 대한민국

디자인특허 제30-065009호

소비자가격

POCKET BAG SET
Poket Bowl & Pocket bag

Pocket Bag Set

9,000원

MR2890000

Color : 블루, 오렌지
Size : 240mmX30mm(포켓보울 2종 + 포켓백)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28,000원

MAGIC BAG SET
Poket Bowl & Magic bag

보온 / 보냉기능

Magig Bag Set

MR49160000
Color : 블루, 오렌지
Size : (대)280mmX150mmX60mm(매직백 + 포켓보울4종)
원산지 : 대한민국

접으면 변한다!
디자인 특허 제30-0650009호 / 특허출원10-2013-0007722

펼쳤을때 이미지
(280x200x150mm)

접었을때 이미지
(280x60x150mm)

소비자가격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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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제품

Magic Bag
접으면 변한다!

Magic Bag

MR2065040

Color : 블루, 오렌지
Size : 아래참조
원산지 : 대한민국

펼쳤을때 이미지
(280x200x150mm)

접었을때 이미지
(280x60x150mm)

보온 / 보냉가방
소비자가격 20,000원

Smile Coster MR0309000
Color : 핑크, 오렌지, 그린, 블루
Size : 직경105mm(두께2.5mm)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Silicone Multi Pot
실리콘 다용도 냄비 / 계란찜기

Silicone Multi Pot
Color : 레드, 핑크, 오렌지, 그린
Size : (대)700ml(178mmX75mm),
(소)400ml(152mmX70mm)
원산지 : 대한민국

3,000원

MR1459040
MR1145000

소비자가격 (대)14,500원 / (소)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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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제품

Silicon Cooking Board

Cooking Board

MR26105020
MR1669080

Color : 레드, 오렌지
Size : (대)390mmX230X3mm,
(소)295mmX215mmX3mm
원산지 : 대한민국

Color
레드

오렌지

소비자가격 (대)25,000원 / (소)16,000원

Silicon Spatular

Silicon Spatular

MR0832010R
MR0729020R

Color : 레드, 오렌지, 그린
Size : (대)295mmX40mm, (소)285mmX30mm
원산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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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대)8,500원 / (소)7,500원

Silicon Spoon

Silicon Cooking Spoons

MR0833010N
MR0730020N

Color : 레드, 오렌지, 그린
Size : (대)295mmX50mm, (소)285mmX30mm
원산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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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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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제품

Silicon Steamer

MR1250080
Color : 민트
Size : 직경20Cm 이상에서 사용가능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12,800원

Multi Pan Cover

MR1980080
Color : 오렌지, 그린
Size : 직경 320mm(260mm~300mm 사용가능)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19,800원

Pot Holder

MR0417050
Color : 레드, 핑크, 오렌지, 그린, 블루
Size : 180mm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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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Ice Mold

MR8030090
Color : 핑크, 오렌지, 그린, 블루
Size : 220X135X30mm/얼음크기27X25X23mm 28칸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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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 시계

George Clooney

GC15490880

Size : 직경40ml(Box 200mmX280mmX30mm)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158,000원

Daniel Craig

DC15490880

Size : 직경40ml(Box 200mmX280mmX30mm)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158,000원

Ji Sung Park

JS15490880

Size : 직경40ml(Box 200mmX280mmX30mm)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1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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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 시계

Charlize Theron

CT15490880

Size : 직경40ml(Box 200mmX280mmX30mm)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158,000원

Nicole Kidman

NK15490880

Size : 직경40ml(Box 200mmX280mmX30mm)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158,000원

Whatever It Takes 캠페인은 21세기 리더스 제단에서 운영하는 국제적 캠패인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660여명의 유명인사들이 직접 디자인한 Artwork를 기증받아
개발/제작하여 판매하여빈곤, 환경보존 및 아동 보호등의 주요 발전을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독특한 기부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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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Mathey-Tissot 시계

가격대 198,000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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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Wenger 제품

Asterion Lighter

AL0958060

가스충전식 / 터보방식(제트불꽃) / 연료확인창
안전잠금장치 / 75g / 73x40x14mm
원산지 : China

L23.1019.01
L23.1019.02

L23.1019.03

소비자가격 96,000원

Clava Lighter
L23.1021.01

CL1061020

가스충전식 / 터보방식(제트불꽃)
바람에도 견딜수 있는 점화 /고무느낌의 좋은 그립감
방수가능 / 초대형 가스연료 탱크 / 61g / 98x28mm
원산지 : China

L23.1021.03

소비자가격

102,000원

Hydor Lighter HL1063050
가스충전식 / 터보방식(제트불꽃)
새로운 방식의 점화방식 / 65g / 80x26x75mm
원산지 : China

L23.1018.03

L23.1018.01

소비자가격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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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Wenger 제품

Fidis Lighter

FL1168040
심지라이터 / 라이터기름 충전식 / 비상예비연료탱크
극한 조건에서 점화 / 예비 부싯돌
4.5ml 용량 예비 연료탱크 / 90g / 85x21x24.5mm
원산지 :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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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23.1020.03

소비자가격 114,000원

Mike Horn Knife

WE2816800
안전 잠금장치가 부착된130 mm 칼날,
50 mm 스크류비트 - 플렛 (6 x 45 mm),
철사 커터와 바늘코 펜치,금속 줄,금속 톱,너트렌치 등
원산지 : SWISS

AF.1.077.093.831

소비자가격 280,000원

Ranger 174 Knife

WE2113190
안전 잠금장치가 부착된 표준톱니 칼날과 일자 드라이버,
철사 커터가 와 바늘코 펜치,철사구부리개,통조림따개,
50 mm 스크류비트 - 플렛 (6 x 45 mm),너트 렌치,병따개 등
원산지 : SWISS

AF.1.077.174.000

소비자가격 2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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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기타

USB 선풍기

MC1250090
Color : 핑크, 브라운, 그린, 블루
Size : 105mmX110mmX135mm
원산지 : CHINA

소비자가격 12,900원

내열유리 밀폐용기
1. 내열유리(Borosilicate Glass) 밀폐용기(오븐글라스)
2. 원형 5면결착으로 더욱 우수한 밀폐력
3. 냉동보관에서 바로 오븐요리도 가능
4. 완벽한 밀폐력 / 환경호르몬 No
5. 냄새베임 없음 / 스크레치염려 없음
6. 전자레인지는 기본, 오븐요리도 OK
7. 강화유리의 비산문제 걱정 없음.
8. 항균실리콘 사용- 99% 항균(포도구상균, 식중독균)
원산지 : CHINA

정사각 480ml / 원형 380ml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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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원형 5,800원 / 정사각 7,800원

유통 상품

양념통 4P

MD1250080

BOX Size : 가로 180mm 세로 170mm 높이 120mm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12,800원

양념통 7P

MD2663090

BOX Size : 가로 180mm 세로 170mm 높이 190mm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26,900원

밀폐보울

MD1640080

BOX Size : 가로 180mm 세로 170mm 높이 120mm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1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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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상품

라린느-S LED MS4518000
Size : 202(h) mm X 100(w) mm 밝기 : 60루멘
원산지 : China

소비자가격 45,000원

LED 프로케어 전동칫솔

MM1465090

원산지 : 대한민국

소비자가격 1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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