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를 넘어 

동화 속 이야기가 현대적인 덴마크 디자인과 결합하여 마법의 왕국을 창조한다 – 
세대를 넘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하는 가족의 시간을 제공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가 현대적인 문체와 
아름다운 삽화를 넣은 책으로 새롭게 태어남  

못난 오리새끼, 나이팅게일, 그리고 찻잔만 한 눈을 가진 강아지 조각품은 숙련된 
덴마크 장인들이 만든 우아한 작품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유행을 타지 않고 지속되는, 단순성과 뛰어난 장인정신으로 만들어
진, 세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는 제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즉, 품질, 심미성, 창의성, 독특함, 뛰어난 장인정신, 
책임 등에 충실한 제품 



지속 가능성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독성의 지속 가능한 숲의 목재를 사용한 제품



오리 가족은 호두나무나 너도밤나무와   

비스페놀A를 쓰지 않은 실리콘을 사용하였음 

목재의 자연스러운 느낌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해 줌



미운 오리 새끼 컬렉션 
보드게임을 통하여, 아이들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과 함께 가족 시간을 
보내며 오래 간직할 추억을 만듦

교육
교육과 오락을 접목하여 학습하도록 함



나이팅게일 가족은 너도밤나무와 비스페놀A를 쓰지 않은 실리콘을 사용하여 

여섯 가지의 색깔로 만들어 졌음 

화학약품과 부산물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무독성 실리콘
으로 만든 제품으로 식품과 함께 사용하여도 안전함

비스페놀, 라텍스, 납, 프탈레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며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도 유해하지 않음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지속 가능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재료는 나무임 

천연오일 처리: DGUV 테스트 인증, EC 지침 및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요구 
사항 및 ISO 인중 받음 

포장: 산림관리 위원회, FSC 인증 



스테인리스 스틸은 100%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독성 물질로 코팅
이 되어있지 않아 다른 물질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전 세계의 
황동 산업은 사업성을 위하여 황동 고철을 재활용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음. 구
리와 아연을 이용하여 새로 황동을 만드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원료의 낭비임으
로   황동 고철을 재활용하여 만든 황동 제품은 지속 가능함



깃대 

테이블 깃대는 생명, 다양성 및 독특함을 기리며, 움직일 수 있어서 생동감이 

있음. 깃발은 다른 것으로 쉽게 바꿀 수 있음

호두나무 또는 너도밤나무 제품



정리함

이런 저런 잡동사니를 보관할 수 있는 우아한 해결책  

뚜껑에 거울이 부착되어 있음
호두나무 및 황동 제품 
인증 받은 천연 오일로 처리하였음



창의성을 북돋는 끊임없이 도는 팽이에 집중하기

호두나무, 너도밤나무와 황동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