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납품 제품 설명 정리

2020년 5월 27일

리안 – 솔로LX
리안 – 솔로LX

대전 대덕구 60대 판매

1. 1초 원터치 퀵 폴딩 → 셀프 스탠딩 가능
2. 신생아 요람모드 절충형 유모차→ 전용 신생아패드 통해 신생아 요람 180도 사용 가능
3. 등받이 각도 조절 180도 수평시트 ① 4단계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
② 180도 수평시트부터 최대 90도까지
4. 엄마와의 완벽한 교감 양대면 전환
5. 25cm 대형바퀴 & 4바퀴 독립 서스펜션
6. 4단계 풀 차양막
7. 5단계 핸들바 조절

악세서리 5종

180도 수평시트
양대면
1초
4바퀴 독립 서스펜션

뇌흔들림 증후군
버튼 하나

원터치 퀵 폴딩
노면 충격 최소화

풀 차양막

25cm 대형바퀴

신생아 이너시트

등받이 각도 90도

8.9kg

4살까지 사용

3XL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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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안 – 그램플러스R
리안 – 그램플러스R

대전 대덕구 35대 판매

1. 등받이 레버 조절
→ 기내반입 유모차 최초 원터치 레버 시스템 도입 편한 등받이 조절가능
→ 95도 최대 175도 등받이 각도 조절
2. 가죽 핸들바, 안전바 →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해 내구성이 높음
3. 이지폴딩→ 1초만에 기내반입 사이즈로 변환,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자동잠금 시스템
4. 더 넓고 더 깊숙해진 와이드 시트
5. 독립서스펜션, 볼베어링으로 인한 프리미엄 핸들링
6. 5단계 풀차양막 1) 자외선 차단, 2) 생활 방수 가능
7. 유모차 가방, 숄더 스트랩 , 컵홀더 기본구성품 제공

원터치 이지 퀵폴딩
5.8kg

레버식 등받이 조절

가죽 핸들바, 안전바
5단계 차양막

4바퀴 독립서스펜션
2단계 발판조절
최대 175도

소프트 볼베어링

넓고 깊숙진 와이드 시트

확장형 장바구니

악세서리 3종

http://aonebabymember.co.kr/RY/GO/b2b/19_gramplus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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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안 – 트윈
리안 – 트윈

대전 대덕구 5대 판매

1. 7.7kg의 초경량 쌍둥이 유모차
→ 라이트한 사이즈: 엘리베이터 탑승 및 통과 가능
→ 메쉬소재 통풍창과 바람막이커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2. 독립된 시트별 풀 차양막과 개별 등받이 조절기능으로 독립적인 공간 제공
3. 서스펜션&볼베어링 시스템: 잎바퀴 독립 서스펜션으로 충격을 분산/완화시켜 준다
4. 투핸드 1초 폴딩: 올리고 누르면 폴딩 완료, 간편한 폴딩으로 이동과 보관 모두 편리함
5. 어깨끈 5점식 안전벨트, 원터치 더블 브레이크, 앞바퀴 잠금장치: 편안한 안정 주행
6. 등박이 최대 170도 조절 가능, 아이 확인 창, 쿨링 통풍창
7. E자형 핸들: 핸들 조절 힘이 차체로 흔들림 없이 전달, 핸들링 부드럽고 컨트롤 용이

투핸드 1초 폴딩
7.8kg

6륜바퀴 독립서스펜션

2단계 발판조절/이너시트 장착
원핸드 스트랩 등받이 조절
최대 170도
소프트 볼베어링

원터치 브레이크
풀차양막/독립 적용

멜란지 디자인/티타늄 무광 프레임

더블 장바구니

악세서리 2종

http://aonebabymember.co.kr/RY/GO/b2b/19_tw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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