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용품

고민될 땐

로마박스!



로마박스가

뭔가요?

소중한 우리 아이가 사용할 기저귀, 물티슈 같은

육아용품들을 구매할 때 고민이 많으시죠?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품을 잘못 선택했다가는

피부질환, 알레르기 같은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로마박스는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패키지 상품이에요.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량으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써 보기엔 부담이 돼요.

또한 대량으로 구매한 제품이 아이에게 맞지 않을 경우,

남은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로마박스는 소량 & 종류별로 제품을 제공해드려요.

로마박스로 브랜드 상품을 하나씩 사용해 본다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거예요!

처음 하는 육아, 

로마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의 육아 도우미, LOMA!



인기 브랜드의

제품들로 구성

아직 기저귀 선택이 어려운 첫째,  예비맘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기저귀 한 팩이 비싸고 아기한테 안 맞으면 

나눔하거나 팔아야 하는데 그것도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로마박스는 그런 불필요한 소비를 안하게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대중적으로 유명한 기저귀만 제공해주니,  급하게 필요하면 마트나 로켓배송 

시키면 되니까 더 좋구요! 울아가 한달 뒤 태어나면 사용해 보고 언능 2단계 로마박스도 체험해 봐야겠어요

물티슈는 정말 사용해 봐야 어떤 게 사용감이 좋은지 알 수 있는 거라 이것 저것 다 사봐야 된다던데 하나씩 

다 써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아기가 쓰기 전에 제가 먼저 이곳 저곳에 사용해 보려구요~ 감사합니다.

이런 상품을 기획하시다니 제대로예요! 아기 기저귀 알아보고 싶어서 소량으로 알아보니 없더라구요. 

맞을지도 모르는데 한 팩 사기에는 가격도 아깝고 그러더라구요 착한 가격과 딱 체험하기 알맞은 갯수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 좋아요! 고민하지 말고 바로 사세용! ㅎㅎ 배송도 빨랐어요 :)

첫째 때는 이런 거 몰라서 사서 써보고 맘에 안들어도 꾸역꾸역 쓰고 또 다른 거 사고..실패도 많이 했었는데 

요런 좋은 상품 기획해주셔서 감사해요~ 써보고 싶었던 물티슈가 포함돼 있어서 너무 좋네요!

어제 아침에 주문하고 오늘 받았어요 배송도 빠른!! 감사합니다~

골라담을 필요 없이 

주문만 하면 끝!

육아용품

선물용으로도 딱!

로마박스가

좋은 이유

로마박스

실제 사용 후기

dalg**** 님

pigs**** 님

mili**** 님

asyu**** 님 

로컬마켓
실제 후기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  기저귀 1단계 후기

 스마트 스토어  |  기저귀 2단계 후기

 스마트 스토어  |  물티슈 대형 10종 후기

 스마트 스토어  |  프리미엄 대형 물티슈 10종 후기



로컬마켓 스마트스토어에서 하이맘박스와 백일박스 등

더욱 다양한 상품들을 보실 수 있어요

※로마박스 구성 상품은 신제품 출시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로마박스  1탄

육아용품  선물세트

로마박스  2탄

위생관리  세트

로마박스  3탄

구강청결관리  세트

1단계 밴드 휴대용 11종

프리미엄 10종

대형 10종

3단계 밴드

2단계 밴드

4단계 팬티

로마박스
시리즈 소개

기저귀 7종

GIFT BOX-도담박스

물티슈 10/11종

위생박스

마스크 10종

치카박스



※ 이벤트 응모 확인과 경품 발송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는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지 않으며 응모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품 수량 소진 또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별도의 공지 없이 이벤트는 취소/종료되거나 내용 및 경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허위 내용이나 부정 방법으로 참여 시, 사전 통보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후기 내용에 따라 지급 경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비공개로 등록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게시글은 응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일 진행하는

로마박스 리뷰 이벤트

인스타그램 or 로컬마켓 스토어 상품리뷰 작성 이벤트

로마박스 사용 후 인스타그램에 리뷰를 업로드하거나 로컬마켓 스토어 상품 리뷰를 작성해 주신 분들 중 

베스트 리뷰를 선정하여 할인쿠폰 또는 네이버 포인트 지급!

로마박스 사용 후 블로그/맘카페에 리뷰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네이버 포인트 또는 물티슈 1BOX를 드려요.

블로그 리뷰 작성 이벤트

사용해 본 기저귀의 후기를 남겨주세요.

기저귀 실제 사용 후기를 작성해 주세요! 

우측 QR코드를 스캔한 후, 사용한 기저귀의 리뷰를 작성하면 응모 완료!

인스타그램 리뷰 : 리뷰 업로드 후 @lomakorea 계정을 태그 해주세요.

로컬마켓 스토어 상품 리뷰 : 포토/동영상이 포함된 상품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응모
방법

응모
방법

응모
방법

리뷰 작성 후 해당 게시글의 링크를 로컬마켓 톡톡메세지로 보내주세요.

확인하여 네이버 포인트 적립 또는 물티슈 1BOX 증정합니다.

- 일반 후기글(간단한 후기) 작성 시 네이버 1,000포인트 지급 (성의 있는 내용은 필수!)

- 직접 촬영한 사진과 사용 후기가 담긴 상품 후기글 작성 시 물티슈 1BOX(랜덤) 증정

#로마박스  #기저귀샘플  #로컬마켓

인스타그램, 블로그 리뷰 작성 시

아래 세 가지 해시태그를 꼭 걸어주세요!

정성스러운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분께 매주 추첨을 통해 베베숲 센시티브 1BOX 증정



위생관리 세트

위생박스

베일리 

신생아 면봉

휴대용 스크린 & 렌즈 클리너

알콜 스왑/먼지제거

아이! 깨끗해 

향균 폼 핸드솝

뉴클린 

대용량 손 살균 소독제

핸드 세니타이저

퓨리셔스 

유아용품 안심 살균

소독수 스프레이

400P 10매

250ml
500ml

100ml

위생박스, 치카박스, GIFT BOX가

새롭게 출시되었어요! 따끈따끈~

제조일로부터 4년

제조일로부터 3년

제조일로부터 3년

제조일로부터 3년



마이비 

멸균 아기 구강티슈

조르단 

스텝1 어린이 칫솔

아이수 

무방부제 구강티슈

비앤비 

유아 구강청결 멸균티슈

닥터브라운 

실리콘 손가락 칫솔

마이비 

영유아 손가락 칫솔

한울허브팜 

121도씨 구강청결티슈

구강청결관리 세트

치카박스

5매 1개

5매 1개

5매 1개

5매

0 ~ 2세

사용기한 제품 별도표기

0 ~ 2세

사용기한 제품 별도표기

전연령

사용기한 제품 별도표기

0 ~ 2세

사용기한 제품 별도표기

0 ~ 2세

0 ~ 3세

3개월 부터



로마박스 박스시리즈

GIFT BOX - 도담박스

로마박스 기저귀 샘플팩 2단계 7종 + 어니스트

하기스 2종 | 보솜이 | 나비잠

페넬로페 | 팸퍼스 | 킨도 |   어니스트

GIFT BOX의 기저귀는 2단계로 구성했어요. 
아기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보통 1단계는 잠깐 동안만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1단계보단 2단계가
선물하기에 좋겠죠? 자세한 사이즈 정보가 궁금하다면
우측의 사이즈 표를 참고해 주세요!

로마박스 물티슈 샘플팩 대형 1종 + 휴대용 6종

클레보스 대형 | 베베숲 2종 | 앙블랑

릴리유 | 브라운 | 물따로 |   물따로 초순수

각 3매씩

각 1팩씩

로마박스 1탄에는 없는 제품!

로마박스 2탄에는 없는 제품!

베일리 

신생아 면봉

프리미엄 

융 와입스 + 천파우치

알맹 

방수 벨크로 기저귀 파우치

400P 3매디자인 택1



로마박스 1탄

기저귀 사이즈표

페넬로페

페넬로페

페넬로페

페넬로페

팸퍼스

팸퍼스

팸퍼스

팸퍼스

보솜이

보솜이

보솜이

보솜이

나비잠

나비잠

나비잠

나비잠

하기스

하기스

하기스

하기스

킨도

킨도

킨도

킨도

1단계 밴드형

2단계 밴드형

3단계 밴드형

4단계 팬티형

생후 ~ 4kg

3 ~ 6kg

7 ~ 11kg

10 ~ 14kg

XS

S

M

L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생아

소형

중형

대형

NB

S

M

L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생후 ~ 5kg

4 ~ 8kg

6 ~ 11kg

8 ~ 12kg

3 ~ 4.5kg

4 ~ 8kg

7 ~ 11kg

10 ~ 14kg

4 ~ 6kg

5 ~ 8kg

7 ~ 13kg

10 ~ 14kg

3 ~ 5kg

4 ~ 8kg

7 ~ 13kg

9 ~ 14kg

생후 ~ 4.5kg

4 ~ 7kg

7 ~ 11kg

10 ~ 14kg

킨도는 2단계가 신생아를 위한 기저귀이기 때문에

표기가 일반 기저귀보다 한 단계씩 커요.

그래서 킨도는 주문하신 로마박스 단계보다

한 단계씩 높게 구성되어 있어요!



페넬로페 씬씬씬 플러스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보솜이 리얼코튼 원더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원더  밴드형 | 공용 원더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원더  밴드형 | 공용

팬티형 | 남여

팬티형 | 공용

원더  팬티형 | 남여

1단계 XS

1단계

신생아

2단계

S

1단계

1단계

3단계 M

3단계

중형 대형

소형

4단계

L

3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상품명 - 페넬로페 씬씬씬 에어슬림   |   수량 - 3매 또는 5매   |   위생용품 - 어린이용 기저귀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 부직포(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접착제(스틸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지,  파라핀계탄화수소), 고무줄(폴리
우레탄), 흡수층-고분자흡수체(폴리아크릴산나트륨), 펄프, 부직포(폴리프로필렌), 부직포(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접착제(스틸렌블
록공중합체,탄화수소지, 파라핀계탄화수소), 방수층-필름(폴리에틸렌,  탄산칼슘), 부직포(폴리프로필렌), 접착제(스틸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지, 파라판계탄화수소), 고무줄(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필름(폴리프로필렌), 색소,  허리밴드-부직포(폴리프로필렌), 고무줄
(폴리우레탄), 접착제(스틸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지,  파라핀계탄화수소),테이프-테이프(폴리프로필렌), 접착제(스틸렌블록공중합
체,  탄화수소지,  파라핀계탄화수소) 

상품명 -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   수량 - 3매 또는 5매   |   위생용품 - 어린이용 기저귀     
원료명 및 성분명 - 흡수층 : 고분자흡수체(폴리아크릴산), 펄프(셀룰로오스), 부직포(폴리에스테르), 접착제(스티렌블록 공중 합체, 탄화
수소수지), 향료(달콤한 꽃 파우더리 향) 안감 : 부직포(폴리프로필렌, 폴리에탈렌), 로션(페트롤라툼, 스테아릴알 코올, 알로에베라잎즙, 
미네랄오일), 색소(청록색), 접착제(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탄화수소수지), 방수층 : 필름(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탄산칼슘), 부직포(폴
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앞밴드/뒷밴드(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접착제(스티렌 블록 공 중합체, 탄화수소 수지), 색소 테이프 : 폴리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고정밴드(폴리우레탄), 접착제(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탄화수소 수지)

상품명 - 보솜이 리얼코튼 원더   |   수량 - 3매 또는 5매   |   위생용품 - 어린이용 기저귀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 부직포(폴리프로필렌, 폴
리에틸렌, 면1.5%), 흡수층 : 고분자흡수체(폴리아크릴산나트 륨), 펄프, 부직포(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접착제(올레핀중합체, 스틸렌
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지, 파라핀계 탄화수소), 방수층 : 필름(폴리에틸렌, 탄산칼슘, 폴리프로필렌, 합성고무, 색소), 부직포(폴리프로필렌, 
색소), 고무줄(폴리우레탄), 접착제(스틸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지, 파라핀계탄화수소), 색소, 고정(테이프) 부직포(폴리 프로필렌), 필름
(폴리프로필렌),접착제(스틸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지, 파라핀계탄화수소)

2단계

2단계

2단계

로마박스 1탄

기저귀 7종



킨도는 주문하신 로마박스 단계보다 한 단계씩

높게 구성되어 있어요. 앞면에서 사이즈 체크!

나비잠 매직 소프트

킨도 프리미엄 올데이 밴드 / 업 앤 플레이 팬티

NEW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하기스 매직 컴포트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남여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공용

밴드형 | 남여

팬티형 | 공용

팬티형 | 공용

팬티형 | 남여

팬티형 | 남여

1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상품명 - 나비잠 매직 소프트   |   수량 - 3매 또는 5매   |   위생용품 - 어린이용 기저귀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산, 폴리프로필렌, 흡수층 : 고분자흡수체(아크릴산 나트륨 공중합체, 
아크릴산아크릴), 부직포(폴리프로필렌), 접착제 : 수소 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 방 수층 : 폴리에틸렌, 탄산칼슘, 폴리에
틸렌필름, 색소, 부직포(폴리프로필렌), 고무줄 : N, N-다이메틸아세트아마 이드, 이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테이프 : 폴
리프로필렌, 색소

상품명 - 하기스 NEW 네이처 메이드   |   수량 - 3매 또는 5매   |   위생용품 - 어린이용 기저귀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 부직포(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로션 | 흡수층 : 펄프, 부직포(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
르), 고분자흡수체(폴리아크릴산나트륨), 접착제 | 방수층 : 필름(폴리에틸렌, 탄산칼슘,  색소), 부직포(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색소), 고무줄(폴리우레탄),  접착제 | 고정(테이프) : 테이프(폴리프로필렌) | 접착제(스티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수지, 파라핀계
탄화수소)

<프리미엄 올데이> 안감-부직포(폴리프로필렌), 탄성섬유(폴리우레탄), 접착제(스티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수지), 흡수층-고분자흡수체(폴
리아크릴산나트륨), 펄프, 부직포(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접착제(스티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수지) 방수층-필름(폴리에틸렌, 폴리에
스테르), 접착제(스티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수지) 테이프-테이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색소), 접착제(스티렌블록공중합체,탄화수소
수지) <업 앤 플레이>안감-부직포(폴리프로필렌), 탄성섬유(폴리우레탄), 접착제(스티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수지), 흡수층-고분자흡수체
(폴리아크릴산나트륨), 펄프, 부직포(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접착제(스티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수지) 방수층-필름(폴리프로필렌, 탄
산칼륨, 색소), 부직포(폴리프로필렌),탄성섬유(폴리우레탄), 밴드(폴리프로필렌),접착제(스티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수지)테이프-테이프(폴
리프로필렌, 색소), 접착제(스티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수지)

상품명 - 하기스 매직 컴포트   |   수량 - 3매 또는 5매   |   위생용품 - 어린이용 기저귀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 부직포(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로션 · 흡수층 : 부직포(펄프, 폴리프로필렌), 부직 포(폴리프로필
렌), 부직포(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고분자흡수체(폴리아크릴산나트륨), 접착제(올레핀중합 체, 탄화수소수지, 파라핀계탄
화수소) · 방수층 : 필름(폴리에틸렌, 탄산칼슘, 색소), 부직포(폴리프로필렌), 부직 포(폴리프로필렌, 색소), 고무줄(폴리우레탄), 
접착제(스티렌블록공중합체, 탄화수소수지, 파라핀계탄화수소) · 고정(테이프) : 테이프(폴리프로필렌)

2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4단계는 [업 앤 플레이] 제품입니다 :)

XS

1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S

M

3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L



20매20매

리필형  |  50gsm  |  200X16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소듐벤조
에이트(0.4%), 에틸헥실글리세린, 다
이소듐이디티에이, 시트릭애씨드, 오
렌지추출물, 1,2-핵산다이올, 스위트
아몬드 열매추출물,  로우스위트블루
베리추출물, 효모베타-글루칸, 부틸렌
글라이콜

베베숲

라이트 엠보싱

리필형  |  60gsm  |  200X18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소듐벤조
에이트(0.4%), 에틸헥실글리세린, 다
이소듐이디티에이, 시트릭애씨드, 오
렌지추출물,  효모베타-글루칸, 스위
트아몬드열매추출물, 로우스위트블루
베리추출물,  부틸렌글라이콜, 1,2-헥
산다이올

베베숲

소프트 엠보싱

20매 20매

20매 20매

페넬로페

프르미에 아마란스

리필형  |  55gsm  |  200X160

리아셀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아마란스씨추출물, 
소듐벤조에이트, 폴리솔베이트20, 
카프릴릴글라이콜, 에틸헥실글리세
린,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글리세
린,  헥실렌글라이콜, 시트릭애씨드,  
사이클로덱스트린

앙블랑

저자극 인디핑크

캡형  |  60gsm  |  200 X 16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무궁화씨추출물, 부틸
렌글라이콜, 카프릴릴글라이콜, 소듐
아니세이트, 글리세린, 소듐벤조에이
트, 시트릭애씨드

순둥이

프리미엄 엠보싱

리필형  |  65gsm  |  200 X 160

클라라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동백꽃추출물, 자몽
껍질오일, 다마스크장미꽃오일, 글리
세린, 락틱애씨드, 소듐시트레이트. 세
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레불리닉애
씨드, 테트라소듐이디티에이

브라운

프리미엄 유아물티슈

리필형  |  73gsm  |  200 X 16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케이프알로에잎추
출물, 라반딘오일, 소듐아니세이트, 
글리세린, 소듐벤조에이트, 카프릴
릴글라이콜, 시트릭애씨드. 부틸렌
글라이콜

로마박스 2탄

휴대용 물티슈 11종

  i   상품 정보에 표기된 gsm은 물티슈 원단의

무게를 나타낸 단위입니다. gsm의 수가 클수록

도톰하다고 보시면 돼요 :)



20매

20매 20매

페넬로페

바이탈 릴리로즈

캡형  |  63gsm  |  200X160

라이오셀 원단  |  제조일 기준 2년

주성분 - 정제수,  로우스위트블루베리
추출물, 소듐벤조에이트,  폴리솔베이
트20, 카프릴릴글라이콜, 에틸헥실글
리세린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글리세
린,  헥실렌글라이콜, 시트릭애씨드, 사
이클로덱스트린

리필형  |  50gsm  |  200X187

천연펄프함유 원단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카프릴릴
글라이콜, p-아니식애씨드, 에칠헥글
리세린, 시트릭애씨드, 소듐카보네이
트, 코코-글루코사이드, 소듐시트레이
트

릴리유

도톰한 유아 물티슈

달곰이

러블리 휴대용 엠보싱

리필형  |  60gsm  |  200 X 15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녹차 추출물, 1,2-헥산
디올,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코카미도
프로필피지-디모늄클로라이드포스페
이트

15매

15매 마더케이

프리미엄 레이온 건티슈

리필형  |  60gsm  |  200X180

레이온 원단

물따로

건티슈 이코노미

리필형  |  55gsm  |  200X160

플레인 원단



릴리유

퓨어핑크 물티슈

캡형  |  45gsm  |  196 X 160

천연펄프함유 원단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소듐벤조에이트, 시
트릭애씨드, 코코-글루코사이드

앙블랑

저자극 인디핑크

캡형  |  60gsm  |  200 X 160

엠보싱/레이쉘 원단

제조일 기준  6개월

주성분 - 정제수, 무궁화씨추출물, 부
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카프릴릴
글라이콜, 소듐이니새이트, 소듐벤
조에이트, 시트릭애씨드

코멧

순수한 오리지널 물티슈

캡형  | 50gsm  |  200 X 150

플레인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오크라 열매 추출물,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시트릭애씨드

도담이

소프트 플레인

캡형  |  50gsm  |  190 X 150

플레인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달팽이점액여과물, 
캐모마일꽃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
물, 카프릴하이드록사믹애씨드, 소
듐벤조에이트, 소듐아니세이트, 소
듐시트레이트, 소듐바이카보네이트, 
다이소듐디티에이, 소듐코코피지-다
이모늄클로라이드포스페이트, 시트
릭애씨드

100매

100매72매

72매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엠보

캡형  |  50gsm  |  190 X 15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포트마리골드꽃추
출물, 시트릭애씨드, 하이드록시아
세토페논,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베베앙

오리지널 아기 물티슈

캡형  |  55gsm  |  200 X 155

레이온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엘더꽃추출물, 헥실
렌글라이콜, 폴리라이신, 레불리닉애
씨드, 라이릴피리디늄클로라이드,  하
이드록시아세토페논,  소듐바이카보
네이트, 소듐레불리네이트

100매 100매

로마박스 2탄

대형 물티슈 캡형 10종

  i   상품 정보에 표기된 gsm은 물티슈 원단의 무게를 

나타낸 단위입니다. gsm의 수가 클수록 도톰하다고 

보시면 돼요 :)



베베숲

저자극 센시티브 엠보싱

캡형  |  65gsm  |  200 X 18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소듐벤조
에이트, 에틸헥실글리세린, 알란토인, 
다이소듐이디티에이, 시트릭애씨드, 
라우릴베타인, 오렌지추출물, 알로에
베라잎추출물, 스위트아몬드열매추출
물, 라벤더오일, 로우스위트블루베리
추출물, 소듐클로라이드, 부틸렌글라
이콜,  1,2-헥산다이올

베베숲

저자극 시그니처 엠보싱

캡형  | 75gsm  |  200 X 18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소듐벤조에
이트, 에틸헥실글리세린, 알란토인, 다
이소듐이디티에이, 시트릭애씨드, 라
우릴베타인, 포도씨추출물, 알로에베
라잎추출물, 달맞이꽃씨추출물, 연꽃
씨추출물, 라벤더오일, 소듐클로라이
드, 부틸렌글라이콜,  1,2-헥산다이올

베베궁

소프트 판다

캡형  | 40gsm  |  180 X 14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포트마리골드꽃추
출물, 세틸피리디늄, 하이드록시아
세토페논, 시트릭애씨드

베베숲

저자극 제로

캡형  |  55gsm  |  200 X 160

플레인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소듐벤조
에이트, 에틸헥실글리세린, 알란토
인, 다이소듐이디티에이, 시트릭애
씨드, 라우릴베타인, 포도씨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검정콩추출물, 
라벤더오일, 로우스위트블루베리추
출물, 소듐클로라이드, 부틸렌글라
이콜,  1,2-헥산다이올

80매 80매

100매 70매



로마박스 2탄

프리미엄 대형 물티슈 캡형 10종

베베숲

저자극 센시티브 엠보싱

캡형  |  65gsm  |  200 X 18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소듐벤조
에이트, 에틸헥실글리세린, 알란토인, 
다이소듐이디티에이, 시트릭애씨드. 
라우릴베타인,  라벤더오일, 알로에베
라잎추출물, 오렌지추출물, 스위트아
몬드열매추출물, 로우스위트블루베
리추출물, 소듐클로라이드, 부틸렌글
라이콜 1,2-헥산다이올

브라운

프리미엄 물티슈

캡형  |  73gsm  |  200 X 180

슈아브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케이프알로에잎추
출물, 라반딘오일, 소듐아니세이트, 
글리세린, 소듐벤조에이트, 카프릴
릴글라이콜, 시트릭애씨드, 부틸렌
글라이콜

브라운

오리지널 플러스 

캡형  |  55gsm  |  200 X 150

슈아브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캐모마일꽃추출물, 
라반딘오일, 소듐아니세이트, 글리세
린, 소듐벤조에이트, 카프릴릴글라이
콜, 시트릭애씨드, 부틸렌글라이콜

클레보스

배냇티슈 프리미엄

캡형  |  55gsm  |  200 X 180

플레인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바오밥나무씨추출
물, 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바다포도
추출물,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라이콜, 
소듐아니세이트, 카프릴릴글라이콜, 
소듐벤조에이트, 시트릭애씨드, 부틸
렌글라이콜

순둥이

프리미엄 엠보싱

캡형  |  65gsm  |  200 X 180

클라라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동백꽃추출물, 자몽
껍질오일, 다마스크장미꽃오일, 글리
세린, 락틱애씨드, 소듐시트레이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레불리닉
애씨드, 테트라소듐이디티에이

베베숲

시그니처 물티슈

캡형  |  75gsm  |  200 X 18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소듐벤조에
이트, 에틸헥실글리세린, 알란토인, 다
이소듐이디티에이, 시트릭애씨드. 라
우릴베타인,  포도씨추출물, 알로에베
라잎추출물, 달맞이꽃씨추출물, 연꽃
씨추출물, 소듐클로라이드, 부틸렌글
라이콜, 라벤더오일, 1,2-헥산다이올

80매

70매

70매70매

80매

72매

  i   상품 정보에 표기된 gsm은 물티슈 원단의 무게를 나타낸 단위입니다. 

gsm의 수가 클수록 도톰하다고 보시면 돼요 :)



페넬로페

바이탈 세자린

캡형  |  73gsm  |  200 X 185

라이오셀 원단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라즈베리추출물, 잉
카피넛씨오일, 에틸헥실글리세린, 카
프릴릴글라이콜, 펜틸렌글라이콜, 
헥산다이올, 소듐코코피지-다이모
늄클로라이드포스페이트, 글리세레
스-26, 세라마이드엔피, 콜레스테롤,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포스파티딜콜
린,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

페넬로페

바이탈 릴리로즈

캡형  |  63gsm  |  200 X 185

라이오셀 원단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로우스위트블루베
리추출물, 소듐벤조에이트,  폴리솔
베이트20, 카프릴릴글라이콜, 에틸
헥실글리세린 다이프로필렌글라이
콜, 글리세린,  헥실렌글라이콜, 시트
릭애씨드, 사이클로덱스트린

슈퍼대디

시그니처 물티슈

캡형  |  73gsm  |  205 X 18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소듐벤조에이트, 
녹차수, 꿀추출물, 무화과추출물,  폴
리솔베이트20, 카프릴릴글라이콜, 
에틸헥실글리세린, 다이프로필렌글
라이콜, 글리세린,  글리세릴카프릴
레이트, 시트릭애씨드.  라벤더오일

슈퍼대디

오리지널 물티슈

캡형  |  62gsm  |  205 X 160

엠보싱 원단  |  제조일 기준 1년

주성분 - 정제수, 소듐벤조에이트, 
녹차수, 꿀추출물, 살구추출물,  폴리
솔베이트20, 카프릴릴글라이콜, 에
틸헥실글리세린, 다이프로필렌글라
이콜, 글리세린,  글리세릴카프릴레
이트, 시트릭애씨드.  라벤더오일

70매 70매

70매72매



모나리자 

아동용 스마일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

KF80 소형

KF80 소형

KF80 소형

KF80 중형

KF80 소형

KF80 초소형

KF94 소형

KF94 소형

KF94 소형

KF94 소형

LG생활건강

마스크(핑크퐁)

LG생활건강

마스크(뽀로로)

크리넥스 

황사용 마스크

웰킵스

스마트 황사 마스크

웰킵스

스마트 황사 마스크

일양약품

코코몽 마스크

애니가드

유아용 황사 마스크

프리미엄

웰킵스

뉴스마트 황사 마스크

미세미세 

유아동용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로마박스 3탄

유아용 미세먼지 마스크 10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8, 202호

오전 10시 ~ 오후 6시(월요일 ~ 금요일)

02-6081-3006

주   소 

OPEN

전   화

네이버에 '로컬마켓' 검색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LOMA KOREA

인스타그램    @lomakorea    

로컬마켓, 
이렇게 만나요

이벤트, 공지사항 등

로컬마켓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로마 오프라인, 여기에요!

찾아가서 받기(방문 수령)을 원하실 경우

매장 방문 전에 네이버 톡톡 메시지나 유선으로 미리 연락 주신 후,

위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

1

SK 주유소 로컬마켓

2

4

3

방

배

역

백석예술대

방배3동
주민센터

누리시아
웨딩홀

제로페이 가맹점!



02-6081-3006

loma@o2olom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