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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스마트와 함께 하는 우리 아이 안전

‘멈춰요, 생각해요, 도와줘요’ 미아 예방 3단계 구호

재귀반사 프린트

빛이 닿으면 반사되어 빛나는 재귀반사 기술로 주/야간 보행시 우리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보들보들 지퍼캡

지퍼를 올릴 때 지퍼에 피부 

쓸림이 없도록 지퍼를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미아방지 스마트 패치

리틀스마트에는 원복 최초로 미아방지 NFC

태그가 도입되었습니다. 미아 발생 시 NFC 

태깅으로 아이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NFC에는 아이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및 혈액형과 같은 사고를 대비한 

생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1단계, 부모님과 함께 외출했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겁먹지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요. 무섭다고 낮선 사람을 따라가면 

절~~대 안돼요.

제 2단계, 생각해요. 부모님 이름과 연락처를 우리 

친구들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필요한 때를 

위해 부모님 이름과 연락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외우고 연습하는게 중요해요.  

제 3단계, 만일 부모님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가게나 경찰아저씨에게 도와주세

요 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도와주실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집을 못찾을 때를 대비해서 리틀스마트가 ‘멈춰요, 생각해요, 도와줘요’라는 미아방지 3단계 구호를 만들었어요. 

미아 예방 3단계 구호 ‘멈춰요, 생각해요, 도와줘요’를 항상 우리 아이들이 기억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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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8-002, KB8-001, KB8-003,

KB8-004  각 32,000 / KB5-007  62,500

체험활동이나 외출 시 간단하게 필요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리틀스마트 체험가방. 

다양한 색깔과 고급스러운 은장 장식, 그리고 

리틀스마트만의 지퍼 풀러로 언제 어디서나 

돋보이는 체험활동룩, 등원룩을 완성해요~~  

1

BAG FOR EXPERIENCE
리틀스마트 체험 가방

LITTLE ITEM

BAG

KB8-002 KB8-001 KB8-003

KB8-004
KB5-007

고급스러운 품격을 더하는 
은장로고 장식  

고급스러운 품격을 더하는 
리틀스마트 지퍼풀러

구김 방지용 받침대
구김을 방지하며 상황에 따라 밑부분을 접어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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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후기는 리틀스마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Little Talk
리틀스마트 원복 체험 후기

LITTLE SUPPORTERS

리틀맘

리틀스마트 서포터즈 ‘리틀맘’ 1기 활동 종료 

프리미엄 유치원복 브랜드 리틀스마트의 브랜드 서포터즈 ‘리틀맘’ 1기의 

활동이 2021년 8월 31일로 종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 19 속에서도 진행된 비대면 발대식을 가진 브랜드 

서포터즈 ‘리틀맘’ 1기는 학부모들에게 직접 리틀스마트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리틀스마트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기능 및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으며 제1기 ‘리틀맘’은 리틀스마트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며 브랜드 서포터 ‘리틀맘’으로써 열정과 애정을 다해 활동을 

약속한 학부모 총 1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리틀맘’ 1기는 2021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원복 체험

‘프로그램 및 다양한 홍보 미션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동안 말로만 듣고 

보기만 했던 리틀스마트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상당히 

놀랐다는 후문들입니다.

그동안 리틀스마트 브랜드 서포터즈로 열심히 활동해주신 ‘리틀맘’ 1기 

서포터즈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좀 더 알찬 프로그램과 재미있는 

내용으로 모집에 들어갈 ‘리틀맘’ 2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2기 리틀스마트 서포터즈 ‘리틀맘’ 모집을 꼭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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