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TTLE TOY

(주)리틀토이의 제품은 

접근이 쉬운 가격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초코캔디가 함께 들어있는 

캔디토이입니다

(주)리틀토이 연혁

HACCP 품질 검사서 ISO 인증서

인 증 서

협력업체

• 2004년 12월 (주)리틀토이 창업

• 2005년 5월 롯데마트 입점 

• 2006년 4월 월마트 입점 

• 2007년 6월 까르프 입점

• 2012년 4월 에버랜드, 홈플러스, 

   GS슈퍼 입점

• 2013년 07월 동남아시아 수출

• 2014년 에이원몰

   (동남아시아-베트남) 입점

• 2015년 필리핀, 인도네시아 수출

• 2016년 08월 (주)리틀토이 공장 준공

• 2016년 12월 CU편의점 입점

• 2017년 12월 하이서울어워즈 

   아이디어부분 수상



동시에 

품질좋고 맛있는 초콜렛을!

저희 리틀토이는 천연색소를 사용하여 

초콜렛을 가공합니다. 

또한, 타 기업들과의 차별화된 가공처리를 통해

초콜렛을 실온에서 녹지않게 가공하여 

보다 높은 품질을 보장합니다.

AR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IT강국 한국에서 만든 리틀토이의 제품은 

AR(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형식의 장난감을 소개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게임을 맛있는 캔디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23종의 강아지와 고양이 블록 장난감! 

장난감 인식을 통해 모바일에서 AR 구현,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하세요!

규격 6g / 1box (6x12) = 72EA

모바일 세상에서 나만의 펫을 만나보아요!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와 반짝반짝 불까지!

• 규격 6g

• 1box기준 (12 x 20) = 240EA

꼬마 전자총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 규격 10g

• 1box기준 (24 x 12) = 288EA

버튼을 누르면 고릴라가 

북을 치면서 소리가 나요!

• 규격 8g

• 1box기준(12 x 8) = 96EA

가위바위보 놀이를 즐겨 보세요

• 규격 10g

• 1box기준(24 x 12) = 288EA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 

원숭이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 규격 8g

• 1box기준(12 x 8) = 96EA

애꾸눈 통아저씨와 

룰렛 게임을 해보아요!

• 규격 6g

• 1box기준 (9 x 16) = 144EA

통아저씨

24종의 다양한 블록 장난감으로 구성,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도전!

• 규격 17g  • 1box기준 (6 x 24) = 144EA

블럭을 조립해

펫을 완성시킨다

‘플레이펫’ 앱을 통해

인식하고 움직인다

블럭과 함께 들어있는

초코볼을 맛있게 먹는다!

플레이팻 QR코드

플레이펫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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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 레고 캐릭터들과 함께 

블럭놀이를 즐겨보아요. 

• 규격 6g   

• 1box기준 (6 x 24) = 144EA

걸스 블럭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교육 효과를!

저희 리틀토이는 다양한 동물 혹은 사물 등 

넓은 카테고리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소리가 나며 

조립할 수 있는 장난감을 제조합니다.

어린이가 직접 조립하고 움직여보며,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독성 플라스틱을 사용해 

장난감을 제조하여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플레이 플러스 초코

집게놀이 가위바위보 북치는 고릴라 흔들흔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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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리틀 토이의 제품은 접근이 쉬운 가격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초코캔디가 

함께 들어있는 캔디토이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교육 효과를!

저희 리틀토이는 다양한 동물 혹은 사물 등 

넓은 카테고리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소리가 나며 

조립할 수 있는 장난감을 제조합니다.

어린이가 직접 조립하고 움직여보며,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독성 플라스틱을 사용해 

장난감을 제조하여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품질 좋고 맛있는 초콜렛을!

저희 리틀토이는 천연색소를 사용하여 

초콜렛을 가공합니다. 

또한, 타 기업들과의 차별화된 가공처리를 통해

초콜렛을 실온에서 녹지않게 가공하여 

보다 높은 품질을 보장합니다.

AR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IT강국 한국에서 만든 리틀토이의 제품은 

AR(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형식의 장난감을 소개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게임을 맛있는 캔디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토이로  배우는  상상놀이  먹는  즐거움으로   한번더 !

23종의 강아지와 고양이 블록 장난감 

장난감 인식을 통해 모바일에서 AR 구현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하세요!

규격 9g / 1box (6x12) = 72EA

모바일 세상에서 
나만의 펫을 만나보아요!

블럭을 조립해

펫을 완성시킨다

‘플레이펫’ 앱을 통해

인식하고 움직인다

블럭과 함께 들어있는

초코볼을 맛있게 먹는다!

플레이팻 QR코드

플레이펫 이용법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와 반짝반짝 불까지!

• 규격 9g

• 1box기준 (12 x 20) = 240EA

꼬마 전자총

이쁜 레고 캐릭터들과 함께 

블럭놀이를 즐겨보아요. 

• 규격 6g   

• 1box기준 (6 x 24) = 144EA

걸스 블럭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 규격 9g

• 1box기준 (24 x 12) = 288EA

집게놀이
버튼을 누르면 고릴라가 

북을 치면서 소리가 나요!

• 규격 8g

• 1box기준(12 x 8) = 96EA

북치는 고릴라
가위바위보 놀이를 즐겨 보세요

• 규격 9g

• 1box기준(24 x 12) = 285EA

가위바위보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 

원숭이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 규격 8g

• 1box기준(12 x 8) = 96EA

내친구 원숭이

애꾸눈 통아저씨와 룰렛 게임을 해보아요!

• 규격 9g

• 1box기준 (9 x 16) = 144EA

통아저씨

24종의 다양한 블록 장난감으로 구성,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도전!

• 규격 17g  • 1box기준 (24 x 12) = 285EA

플레이 플러스 초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