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율 판매가

이비사비

- 사파리, 루비
1,280,000 20% 1,020,000

풋머프, 레인커버, 휴대용선풍기

어댑터, 방풍커버
 별도포장

이벤트 : 선착순 10명

캐리콧(나이트) 증정

믹스

- 캐비어, 제트
1,080,000 22% 840,000

풋머프, 레인커버, 어댑터, 방풍커버

르 그로베 블랭킷
 별도포장

매일 선착순 5명,(트래블 구매고객 포함)

웅진북클럽-베베 오감놀이 증정

피파 - 나이트 368,000 35% 240,000  별도포장

레블 플러스

- 캐비어, 인디고, 슬레이트
990,000 21% 780,000

후방거울, 르그로베 블랭킷

르 그로베 안전벨트 인형 (중/이크)
 별도포장

에이스

- 캐비어, 슬레이트
380,000 24% 290,000

쿨시트

르 그로베 안전벨트 인형 (대/이크)
 별도포장

리프

- 비스크, 네이비, 트와일라잇
368,000 30% 258,000 토이바  별도포장

이벤트 : 트와일라잇

색상 구매시 시트팩 추가증정

(그레이프, 던, 비스크 중 택1)

리프 토이바 - 비스크, 신더 58,000 48% 30,000

리프 캐노피 - 신더 68,000 41% 40,000

째즈(ZAAZ)

- 플럼, 알몬드, 퓨터
478,000 35% 310,000 이너시트  별도포장

뉴본 178,000 33% 120,000

세나(SENA)

- 사파리, 그라파이트, 나이트
398,000 32% 270,000 방수요  별도포장

체인저

- 사파리, 그라파이트, 나이트
148,000 32% 100,000

리프 + 세나 세트

- 리프 : 비스크, 네이비, 트와일라잇

- 세나 : 사파리, 그라파이트, 나이트

766,000 36% 490,000
토이바

방수요, 모기장
 별도포장

이벤트 : 트와일라잇

색상 구매시 시트팩 추가증정

(그레이프, 던, 비스크 중 택1)

세나 체인저 세트

- 세나 : 사파리, 그라파이트, 나이트

- 체인저 : 사파리, 그라파이트, 나이트

546,000 36% 350,000 방수요, 모기장  별도포장

리프 + 레블플러스 세트

- 리프 : 비스크, 네이비, 트와일라잇

- 레블플러스 : 캐비어, 슬레이트, 인디고

1,358,000 30% 950,000
르 그로베 목베개, 토이바, 후방거울

르 그로베 안전벨트 인형 (중/이크)
 별도포장

이벤트 : 트와일라잇

색상 구매시 시트팩 추가증정

(그레이프, 던, 비스크 중 택1)

이비사비 트래블 세트

- 이비사비 : - 사파리, 루비

- 피파 : 나이트

1,648,000 30% 1,150,000
풋머프, 레인커버, 휴대용선풍기

르 그로베 블랭킷, 어댑터, 방풍커버
 별도포장

믹스 트래블 세트

- 믹스 : - 캐비어, 제트

- 피파 : 나이트

1,448,000 32% 980,000
풋머프, 레인커버, 휴대용선풍기

르 그로베 블랭킷, 어댑터, 방풍커버
 별도포장

뉴나

단품

세트

브랜드 구분 모델명 소비자가
판매 전시회 사은품

(색상 랜덤)
포장구분

비고

(예약 판매&입고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