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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명랑완구 쇼핑북

레드플라이 카달로그
REDFLY

주문 Order
•주문시간 : 월요일-토요일 오후 2시 ~ 10시30분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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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홀릭스

레드홀릭스

레드홀릭스

[섹스카드게임]
SG플레이카드 ver.2

[섹스미션수행도서]
SG미션북

[나만의 섹스다이어리]
SG다이어리(만년형)

₩ 18,000

₩ 16,000

₩ 16,000

섹스에 관한 질문이 담긴 레드카드와
스킨십 미션이 담긴 블랙카드로 즐기
는 성담론 카드게임

세상 모든 커플을 위한 32가지 섹스미
션이 담긴 커플미션북! 섹스의 새로움,
즐거움,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다.

만년형 스케줄러와 함께 섹스를 고민
하고 개발하는 나만의 섹스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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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홀릭스

레드홀릭스

사가미

딸아들가이드

콘돔사이즈셀렉터 키트

₩ 23,000

₩ 9,900

[No라텍스]
오리지널 0.01 3p (55mm)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
고 섹스가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알려
주는 섹스 안내서

자지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고 사이즈
별 4개의 콘돔이 구비되어 정확한 핏감
확인이 가능한 키트

•주문방법 : ➊ 미리 주문할 상품을 선택하여 해당 상품의 번호를 알아두기!
(상품 선택이 어려울 경우, 상담원에게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➋ 전화, 카카오톡, 쇼핑몰을 통해 상품과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전달하고 결제하기!
(카드결제 모두 가능)
전화 | 1533-2120 (평일 오후 2~7시)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

전화로 상담원에게 레드플라이 상품명 or 상품번호를 말한 뒤,
결제방법(카드결제 / 무통장입금)을 선택하여 주문합니다.
※ 오후 7시 이후 주문은 레드플라이 쇼핑몰을 이용 바랍니다.

카카오톡 |

+ '레드플라이' 채널 추가 (평일 오후 2~7시)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레드플라이를 검색 후 추가 > 상품주문 > 결제 > 배달
※ 오후 7시 이후 주문은 레드플라이 쇼핑몰을 이용 바랍니다.

쇼핑몰 | www.redfly.kr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카드결제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www.redfly.kr 접속하여 로그인 > 상품선택 > 결제 > 배달
※ 크롬 사용을 권장합니다.

배송 Delivery
•배송비 : 4,000원(5만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레드플라이 딜리버리
수령지 주소가 딜리버리 서비스 지역에 해당되면 1시간 내로 배달됩니다.
택배 발송
수령지 주소가 딜리버리 서비스 지역이 아니면 일반 택배로 발송되며,
제주도 및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 21,000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진 콘돔. 사
가미 시리즈 중 가장 얇다.

교환 및 환불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은 상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왕복배송비가 부과됩니다.
제품 불량 및 하자는 02-6009-914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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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미

사가미

사가미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

[No라텍스]
오리지널 0.02 6p (55mm)

러브미 골드 10p (52mm)

익스트림E 도트 10p (52mm)

3in1 쓰리인원 12p (53mm)

스페셜 믹스 10p (52mm)

얼티메이트 울트라씬 8p (52mm)

₩ 12,000

₩ 12,000

₩ 13,900

₩ 12,900

₩ 11,900

초박형 라텍스 콘돔

도트형 무늬가 있는 라텍스 콘돔

자지 모양 그대로 밀착된 라인으로
표면에는 나선형, 도트형 무늬가 있는
라텍스 콘돔

초박형 콘돔과 3in1 콘돔을 모두 담은
올인원 콘돔세트

안정감있고 이물감을 줄인 초박형
라텍스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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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셀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

듀오

듀오

듀오

[No라텍스]
스킨 엘리트 8p (51mm)

울트라씬 초박형 12p (52mm)

리얼타이트 무정액받이 10p
(51mm)

네추럴 핏 10p (52mm)

스킨투스킨 10p (52mm)

지플레져 10p (52mm)

₩ 9,000

₩ 13,000

₩ 13,000

일반 라텍스 콘돔

귀두 쪽 두께가 얇고 윤활젤이 풍부하
게 들어있는 라텍스 콘돔

표면에 나선형 무늬와 도트형 무늬가
있는 라텍스 콘돔

₩ 19,900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진 콘돔. 라
텍스보다 훨씬 얇고 열전도율이 높다.

₩ 15,900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
신소재 폴리이소프린으로 만들어진 콘
돔. 얇고 향도 좋아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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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0
약 700mg의 풍부한 윤활젤이 첨가된
매우 얇은 슬림형 라텍스 콘돔

₩ 11,900
정액받이가 없으며, 자지 모양 그대로
밀착된 라인의 라텍스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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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듀오

카렉스 엔시토

카렉스 엔시토

카렉스 엔시토

카렉스 엔시토

롱거플레져 10P (52mm)

타이터 핏 10p (52mm)

립 앤 리브드 10p (52mm)

롱플러스 딕헤드 10p (52mm)

리얼 울트라씬 10p (52mm)

빅헤드 10p (52mm)

₩ 13,000

₩ 9,000

₩ 7,900

₩ 9,300

₩ 8,700

₩ 10,900

기본형 대비 강한 탄성과 두꺼운 두께
감으로 사정지연에 도움을 주는 라텍
스 콘돔

일반형보다 폭이 타이트한 라텍스
콘돔

나선형 무늬가 있는 라텍스 콘돔

일반형보다 귀두 쪽 라텍스가 3배
두꺼운 사정지연 라텍스 콘돔

가볍고 얇은 두께의 초박형 라텍스
콘돔

귀두 쪽 공간이 넓어 착용감이 덜한
라텍스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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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렉스 엔시토

카렉스 엔시토

카렉스 엔시토

한국라텍스

한국라텍스

유니더스

슈퍼도티드 10p (53mm)

엑스트라 슈퍼씬 10p (52mm)

웜앤 워밍 10p (52mm)

₩ 11,900

₩ 9,300

발렌타인 초박형 콘돔 10p
(52mm)

버터플라이 도트형 10p (53mm)

₩ 9,500

발렌타인 골드 초박형 10p
(52mm)

도트형 무늬가 있으며 윤활젤이 풍부
한 라텍스 콘돔

가볍고 얇은 두께의 초박형 라텍스
콘돔

콘돔의 온도를 31도까지 상승시키는
발열기능의 윤활젤이 풍부하게 들어간
라텍스 콘돔

₩ 8,500

₩ 7,500

초박형 라텍스 콘돔

초박형 라텍스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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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도트형 무늬가 있는 라텍스 콘돔

05

031

032

033

037

038

039

유니더스

유니더스

유니더스

가성비

온더내츄럴

메르헨

울트라필링 팽귄 10p (52mm)

타이거 일반형 10p (52mm)

지브라 초박형 10p (53mm)

손가락 애무용 콘돔

아로마 마사지오일 - 로즈

₩ 6,000

₩ 4,500

₩ 6,000

₩ 3,000

[손가락 콘돔]
미라클 핑거가드 24p

나선형 무늬와 도트형 무늬가 있는
라텍스 콘돔

일반 라텍스 콘돔

초박형 라텍스 콘돔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는 애무용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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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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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더스

후지라텍스

유니더스

메르헨

메르헨

메르헨

푸시캣 슬림형 10p (53mm)

저스트 슬림 줄무늬형 12p
(47mm)

롱러브 12p (53mm)

아로마 마사지오일 - 유칼립투스

아로마 마사지오일 - 라벤더

아로마 마사지오일 - 페퍼민트

₩ 12,000

₩ 17,900

₩ 18,900

₩ 17,900

사정감이 빠른 남성을 위한, 극소마취
성분의 벤조카인이 들어있는 사정지연
기능의 특수형 라텍스 콘돔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마사지 오일로
지친피부에 활력을 주며 유칼립투스의
시원한 향으로 몸과 마음을 가꾸어 준
다.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마사지 오일로
지친피부에 활력을 주며 따뜻한 라벤
더 향으로 몸과 마음을 가꾸어 준다.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마사지 오일로
지친피부에 활력을 주며 페퍼민트의
시원한 향이 몸과 마음을 가꾸어 준다.

₩ 6,000
일반형 콘돔보다 폭이 좁은 라텍스 콘돔

풍부한 윤활제가 첨가된 라텍스 손가
락 콘돔으로 핑거링 섹스를 즐기거나
자위를 할 때 위생상 안전하다.

₩ 15,000
일반형 콘돔보다 폭이 좁고, 나선형 무
늬가 있는 라텍스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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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0

₩ 17,900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마사지 오일로
지친 피부에 활력을 주며 장미의 우아
한 향으로 몸과 마음을 가꾸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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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메르헨

LE&LA

LE&LA

엑상스

엑상스

엑상스

거품목욕 - 바쓰밤 5종 택 1

라샾투 페로몬 향수 10ml 여성용

르샾원 페로몬 향수 10ml 남성용

₩ 8,000

₩ 23,000

₩ 23,000

[먹을 수 있는 워밍젤]
워밍고멧젤 - 코코넛 50ml

[먹을 수 있는 워밍젤]
워밍고멧젤 - 스트로베리 50ml

[먹을 수 있는 워밍젤]
워밍고멧젤 - 민트모히또 50ml

체취를 말끔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남는 아로마 거품입욕제. 스
마일치즈, 앵그리캣, 하트쉐이커, 그리
너리버스, 바닐라스카이 중 선택

달콤하고 상큼한 시트러스 향기에 고
혹적인 아르므와즈 내음이 로즈, 자스
민 등의 플로럴 어코드와 어우러져 완
벽한 끌림을 만들어낸다.

타라곤과 제라늄의 프레쉬한 향기를
배경으로 독특한 머스키 노트와 중후
한 레더리 노트의 환상적인 어코드가
반전 매력을 선사한다.

₩ 28,000

₩ 28,000

₩ 28,000

묘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코코넛향으
로 부드럽고 끈적임없이 깔끔하며 펌
핑하여 바르는 순간 따뜻해지는 프랑
스 유기농 워밍 윤활젤

호불호없는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향으
로 부드럽고 끈적임없이 깔끔하며 펌
핑하여 바르는 순간 따뜻해지는 프랑
스 유기농 워밍 윤활젤

시원한 민트와 상쾌한 모히또의 콜라
보로 부드럽고 끈적임없이 깔끔하며
펌핑하여 바르는 순간 따뜻해지는 프
랑스 유기농 워밍 윤활젤

046

047

048

052

053

054

온더내츄럴

온더내츄럴

엑상스

엑상스

지니

지니

[No글리세린]
미라클 밸런싱 휴대용젤 2ml 10p

[No글리세린]
미라클 퍼스널 젤 100ml

[먹을 수 있는 워밍젤]
워밍고멧젤 - 핫바닐라 50ml

[먹을 수 있는 워밍젤]
워밍고멧젤 - 섹스온더비치 50ml

사라사라 솔루션 200ml

앱솔루트 솔루션 200ml

₩ 8,800

₩ 16,900

₩ 28,000

₩ 28,000

₩ 18,900

₩ 18,900

촉촉한 수분 및 알찬 영양을 공급하는
건강한 식물성분과 특허받은 천연보습
인자가 함유된 수용성 윤활젤

촉촉한 수분 및 알찬 영양을 공급하는
건강한 식물성분과 특허받은 천연보습
인자가 함유된 수용성 윤활젤

부드럽고 로맨틱한 바닐라향으로 부드
럽고 끈적임없이 깔끔하며 펌핑하여
바르는 순간 따뜻해지는 프랑스 유기
농 워밍 윤활젤

상큼한 향과 맛으로 관능적인 분위기
를 연출, 부드럽고 끈적임없이 깔끔하
며 펌핑하여 바르는 순간 따뜻해지는
프랑스 유기농 워밍 윤활젤

저점도 젤 타입으로 매우 부드럽고
미끄러운 수용성 윤활젤

중점도 젤 타입으로 사용 후 물티슈로
닦아도 잔존감이 남지 않는 깔끔한 논
워시 수용성 윤활젤

08

09

055

056

057

061

062

063

지니

지니

가성비

에이스제약

에이스제약

온더내츄럴

누루누루 솔루션 200ml

사라사라 트래블팩 10ml 10p

아쿠아젤 450ml

BB젤 - 클리어 150ml

BB젤 - 콜라겐 150ml

미라클 클리닝 스프레이 100ml

₩ 18,900

₩ 9,000

₩ 4,000

₩ 9,900

₩ 9,900

₩ 13,900

고점도 젤 타입으로 강한 밀착과 꾸덕
한 질감으로 수분과 윤기가 오래 지속
되는 수용성 윤활젤

저점도 젤 타입으로 매우 부드럽고
미끄러운 휴대용 수용성 윤활젤

온 몸에 뿌려 다양한 커플 플레이가
가능한 대용량 수용성 윤활젤

저점도 젤 타입으로 끈적이지 않는
산뜻한 사용감의 수용성 윤활젤

저점도 젤 타입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콜라겐 성분이 함유된 수용성
윤활젤

무향, 무색소, 무방부재의 99.9% 안심
살균 및 탈취가 가능한 스프레이 타입
의 클리너로 섹스토이 및 월경컵 세척
이 가능하다.

058

059

060

064

065

066

고려티엠

에이스제약

에이스제약

온더내츄럴

가성비

스마일랩

페페 클리어젤 250ml

BB젤 - 핫(워밍) 150ml

BB젤 - 알로에 150ml

미라클 포밍워시 - 외음부 세정제

임신테스트기 더블체크 1T

₩ 5,500

₩ 9,900

₩ 9,900

₩ 16,900

드라이 규조토 스틱 - 오나홀 건조봉
(컬러랜덤)

중점도 젤 타입의 수용성 윤활젤

저점도 젤 타입으로 온도를 높이는
기능의 수용성 윤활젤

저점도 젤 타입으로 보습에 좋은 알로
에 베라잎 추출물이 함유된 수용성 윤
활젤

냄새 및 잔여물 제거 등 위생적인 관리
에 탁월하고, 최소한의 성분으로 부드
러운 세정력과 촉촉함을 더한 약산성
토탈케어 세정제

10

₩ 4,000
수분 흡수와 제습 및 탈취 기능을 가지
고 있으며 오나홀 내부에 삽입하면 남
아있는 수분을 빠르게 흡수한다.

₩ 3,500
소변의 임신호르몬(hCG) 농도를 진단
하여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회
용 임신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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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068

069

073

074

075

자멜리아

자멜리아

자멜리아

가성비

가성비

새티스파이어

애널세척기 - 스몰 160ml

애널세척기 - 미듐 225ml

애널세척기 - 라지 310ml

엑스텐더 컷팅점보 - 랜덤발송

삼방 낙타눈썹 콕링

케겔 볼 - 듀얼 3세트

₩ 26,000

₩ 28,000

₩ 31,000

₩ 18,000

₩ 5,500

₩ 35,000

Size : 150x70mm / 노즐입구 : 6mm

Size : 170x82mm / 노즐입구 : 6mm

Size : 250x75mm / 노즐입구 : 18mm

고급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수동형 관
장도구로, 노즐이 분리되어 위생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다.

고급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수동형 관
장도구로, 노즐이 분리되어 위생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다. (노즐에 총 8개의 구
멍 있음)

자지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쓰는 실리
콘 슬리브(발기형 콘돔)

낙타눈썹이 질 주변을 자극하여 묘한
느낌을 주는 콕링. 사용 중 털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Size : 156x34mm / 79g, 114g, 150g

고급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수동형 관
장도구로, 노즐이 분리되어 위생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다.

070

071

072

076

077

078

가성비

가성비

가성비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클린 콕링 3p

프리티러브 콕링 티탄

핑거커버

프레스티지 컵 - 핏

프레스티지 컵 - 크리미

프레스티지 컵 - 타이트

₩ 5,000

₩ 12,900

₩ 4,000

₩ 16,900

₩ 16,900

₩ 16,900

소 : 내경 20mm / 외경 30mm
중 : 내경 21mm / 외경 32mm
대 : 내경 22mm / 외경 37mm

소 : 내경 19mm / 외경 36mm
중 : 내경 19mm / 외경 39mm
대 : 내경 22mm / 외경 36mm

Size : 60x20x21mm

탄력있는 질감의 가벼운 삽입감으로
오나홀을 처음 쓰는 사람도 사용하기
쉽다.

부드러운 질감과 육덕감이 느껴지는
구조로 부드럽게 감싸주는 폭신한 포
옹감을 느낄 수 있다.

탄력적이고 육덕감이 느껴지는 구조로
격렬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
어 만족스럽다.

자지 뿌리에 착용하는 실리콘 콕링으
로, 돌기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준다.

자지 뿌리에 착용하는 실리콘 콕링으
로, 돌기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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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에 착용하여 클리토리스, 유두
등 민감한 부위를 자극할 때 사용하는
애무용 손가락 콘돔

여성 괄약근 및 질 내부 강화를 위한 실
리콘 케겔볼. 한 번 사용 시 15분 내외
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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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080

081

085

086

087

KMP - 귀여운 에그 자위

N.P.G - 리얼형 오나홀

N.P.G - 리얼형 오나홀

OTOUCH - 진동자위

OTOUCH - 진동자위

GALAKU - 진동자위

유이라 시즈쿠 3종 - 랜덤발송

명기의 증명12 - 후카다 에이미

명기의 증명zero - 아이자와 미나미

오터치 키벤2 - 귀두 집중 자극

오터치 키벤3 - 자지 전체 자극

갈락쿠 터치인 - 화산

₩ 10,500

₩ 100,000

₩ 100,000

₩ 60,000

₩ 80,000

₩ 48,000

휴대가 간편한 사이즈의 에그 오나홀
로 작지만 섬세한 내부구조로 부드러
운 자극을 제공한다.

Size : 170x75x95mm / 600g

Size : 190x105x90mm / 800g

Size : 130x70mm / USB 충전방식

Size : 190x80mm / USB 충전방식

Size : 185x70mm / USB 충전방식

AV배우 후카다 에이미의 보지를 재현
한 비관통형 오나홀. 이중 재질구조로
밖은 말랑하고 안은 탱글탱글하다.

AV배우 아이자와 미나미의 보지를 재
현한 비관통형 오나홀. 묵직함과 섬세
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실리콘과 온열기능에 강력한
진동 파워로 자지 전체를 울리는 짜릿
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다.

부드러운 실리콘과 온열기능에 강력한
진동 파워로 자지 전체를 울리는 짜릿
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다.

에그 바이브가 내장된 강력한 진동 오
나홀 갈락쿠. 강렬한 진동자극과 돌기
로 극한의 쾌감을 주는 자극형

082

083

084

088

089

090

가성비 오나홀

가성비 오나홀

가성비 오나홀

GALAKU - 진동자위

GALAKU - 진동자위

GALAKU - 진동자위

미혈 비관통 리얼 핸드잡 01

미혈 비관통 리얼 핸드잡 02

미혈 비관통 리얼 핸드잡 03

갈락쿠 터치인 - 사막

갈락쿠 터치인 - 바다

갈락쿠 터치인 - 오아시스

₩ 12,000

₩ 12,000

₩ 12,000

₩ 48,000

₩ 48,000

₩ 48,000

Size : 110x165x60mm / 비관통형

Size : 115x70x72mm / 비관통형

Size : 122x72x72mm / 비관통형

Size : 185x70mm / USB 충전방식

Size : 185x70mm / USB 충전방식

Size : 185x70mm / USB 충전방식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으로 제작되었으
며 뛰어난 신축성과 탄력성으로 다채
로운 자극을 즐길 수 있다.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으로 제작되었으
며 뛰어난 신축성과 탄력성으로 다채
로운 자극을 즐길 수 있다.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으로 제작되었으
며 뛰어난 신축성과 탄력성으로 다채
로운 자극을 즐길 수 있다.

에그 바이브가 내장된 강력한 진동 오
나홀 갈락쿠. 탁탁 걸리는 느낌의 강한
돌기가 귀두와 충돌하는 리얼형

에그 바이브가 내장된 강력한 진동 오
나홀 갈락쿠. 볼록볼록한 돌기가 스크
류처럼 자지를 휘감아 지속적인 쾌감을
주는 표준형

에그 바이브가 내장된 강력한 진동 오
나홀 갈락쿠. 계단 모양의 돌기가 많아
쾌감이 빠르게 오는 중급 훈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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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91

092

093

097

098

099

GALAKU - 진동자위

LETEN - 자동 피스톤 자위

XISE - 입체형 오나홀

Blush - 초보자 추천!

가성비 바이브레이터

가성비

갈락쿠 터치인 - 빙하

A380 3세대 프로 피스톤

타투3D 킴벌리(후배위)

노트 바이브레이터 (컬러랜덤)

바이브레이터 5종 세트

₩ 48,000

₩ 179,000

₩ 198,000

10단 듀얼에그 바이브레이터
(컬러랜덤)

₩ 28,000

₩ 63,000

Size : 185x70mm / USB 충전방식

Size : 316x89mm / USB 충전방식

Size : 290x215x190mm / 4.5Kg

Size : 85x30mm / USB 충전방식

Size : 140x20mm / USB 충전방식

나선모양의 돌기가 자지를 서서히 자
극하여 부드럽고 감미로운 쾌감을 선
사하는 슬로우 플레이 훈련형

10가지 자동 피스톤 기능에 스튜어디스
의 신음소리와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온
열기능이 추가된 자동 자위컵

리얼한 디자인에 묵직한 자극을 주는
두개의 홀(질, 항문)이 있는 후배위 타
입 오나홀

Size : 12x41mm / AAA 건전지 2개

가성비 좋은 10단 모드 바이브레이터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귀여운 컬러
로 구성된 클리자극형 제품

5가지 모양의 악세서리를 씌워 자신의 취
향에 맞게 사용하는 올인원 바이브레이터

094

095

096

100

101

102

XISE - 입체형 오나홀

Blush

가성비 바이브레이터

가성비

가성비

필로우톡

리얼사이버(남성상위)

Pop Vibe 불렛 바이브레이터
(컬러랜덤)

10단 마이크로 미니 페어리

미니 바이브 굴곡 (컬러랜덤)

소피 클리 삽입 바이브 INS-01

₩ 34,900

₩ 28,000

₩ 22,000

레이시 지스팟자극 바이브
(컬러랜덤)

Size : 140x27mm / USB 충전방식

Size : 130x30mm / USB 충전방식

Size : 210x30mm / AAA 건전지 3개

10가지 진동 모드에 유연하게 휘어지
는 헤드로 다양한 부위에 자극이 가능
하며, 원버튼 방식으로 편리하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스틱형 바이브레
이터로, 올록볼록 굴곡구조가 특별한
삽입감을 제공한다.

지스팟과 클리토리스를 동시에 자극하
는 래빗 바이브레이터. 특히 회전하는
구슬이 색다른 느낌을 제공한다.

₩ 149,000
Size : 295x220x170mm / 4Kg

리얼한 디자인에 묵직한 자극을 주는
두개의 홀(질, 항문)이 있는 남성상위
타입 오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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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
Size : 19x82mm / AAA 건전지 1개

가성비 좋은 10단 모드 바이브레이터
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귀여운
컬러감으로 휴대가 용이하다.

₩ 25,000
부드러운 곡선의 디자인으로 10가지의
다채로운 진동을 느낄 수 있어 초보자
도 사용하기 좋다.

₩ 49,900
Size : 130x25mm / USB 충전방식

지스팟 자극에 용이한 커브형 바이브
레이터로 삽입 자극을 즐기는 이에게
추천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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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04

105

109

110

111

새티스파이어

새티스파이어

주미오

르완드 - 어태치먼트

르완드

르완드

바이브링 - 스트롱원 (APP 연동)

바이브링 - 마이티원 (APP 연동)

클리자극 주미오 - X, S, E (선택)

쁘띠 완드 어태치 - 텍스쳐커버

크롬 컬렉션 듀스(컬러랜덤)

크롬 컬렉션 그랜드 불렛 (컬러랜덤)

₩ 46,000

₩ 46,000

₩ 148,000

₩ 40,000

₩ 169,000

₩ 139,000

Size : 74x50mm / 링 : 28mm
USB 충전방식

Size : 90x47mm / 링 : 28mm
USB 충전방식

Size : 총 높이 180mm 팁 길이 32mm
USB 충전방식

Size : 116x27mm / 87g
USB 다이렉트 충전방식(Type A)

Size : 124x27mm / 140g
USB 충전방식

콕링과 바이브, 핑거링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앱 연동을 통
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콕링과 바이브, 핑거링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앱 연동을 통
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클리토리스 집중 자극 바이브레이터로
X는 기본, S는 실리콘 처리로 부드러우
며, E는 회전진동으로 자극한다.

쁘띠 완드 바이브레이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악세서리로, 쉽게 미끄러지는
물방울과 나선형으로 이루어진 세트

단단하고 안전한 크롬 소재로 만들어
져, 그립감이 안정적이며 초보자도 부
담없는 디자인과 세분화된 강도가 장
점인 고급 바이브레이터

단단하고 안전한 크롬 소재로 만들어
져, 그립감이 안정적이며 초보자도 부
담없는 디자인과 세분화된 강도가 장
점인 고급 바이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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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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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3

114

르완드 - 바이브레이터

르완드 - 어태치먼트

르완드 - 어태치먼트

락스오프

러벤스

스바콤

쁘띠 완드 바이브레이터 3종
(컬러랜덤)

쁘띠 완드 어태치 - 커브 웨이티드

쁘띠 완드 어태치 - 립플 웨이티드

밤부 바이브레이터 (컬러랜덤)

원격 바이브레이터 - 러쉬 2

무선 에그바이브 - 엘바 레드

₩ 35,000

₩ 40,000

₩ 36,000

₩ 149,000

₩ 89,000

쁘띠 완드 바이브레이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악세서리로, 지스팟 또는 전
립선 자극에 용이한 커브형 디자인

쁘띠 완드 바이브레이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악세서리로, 지스팟과 질 내
부를 골고루 자극하는 굴곡형 디자인

Size : 116x20mm / AAA 건전지 1개

Size : 꼬리 133mm / 몸통 76mm
USB 충전방식

Size : 80x40mm / USB 충전방식

₩ 198,000
Size : 254x47mm / 215g / 전용 충전기

완드 바이브레이터의 3세대 브랜드 르
완드. 안마기와 바이브레이터를 겸하
며, 추가 어태치먼트를 활용해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는 활용만점 섹스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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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000만개 이상 판매된 스틱 바
이브레이터. 원버튼 방식으로 조작이
쉽고, 립스틱을 닮은 덕분에 휴대 및 보
관이 용이하다.

무선 전문 브랜드 러벤스의 대표 토이.
거리 제한없이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무선 조종이 가능한 바이브레이터로
장거리 또는 야외플레이를 즐기는 이
에게 안성맞춤!

무선 리모콘으로 조작하는 바이브레
이터로, 저소음설계, 26단 진동패턴,
100% 완벽풀방수, 인체 안전한 실리
콘으로 만들어진 바이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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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17

121

122

123

새티스파이어 - 클리흡입

새티스파이어 - 클리흡입

새티스파이어 - 클리흡입

샷츠웨이브 - 클리흡입/딜도

샷츠웨이브 - 클리흡입

레로 - 클리흡입

새티스파이어 1

러브 브리즈 (컬러랜덤)

프로2 바이브레이션

클리닉클리스 (컬러랜덤)

클리닉포커스 (컬러랜덤)

실라 (컬러랜덤)

₩ 24,000

₩ 34,000

₩ 69,900

₩ 198,000

₩ 150,000

₩ 219,000

Size : 140x55mm / AAA 건전지 2개

Size : 98x50mm / USB 충전방식

Size : 160x55mm / USB 충전방식

Size : 140x60x44mm / USB 충전방식

Size : 95x50mm / USB 충전방식

Size : 80x70x40mm / USB 충전방식

클리토리스 흡입 바이브레이터로 유명
한 새티스파이어의 건전지 타입 모델

새티스파이어의 3세대 클리토리스 흡
입 바이브레이터로 직접적인 접촉없이
압력파를 사용하여 소음이 적다.

클리토리스 흡입과 진동 두 가지를 놓
칠 수 없는 이를 위한 새티스파이어의
대표 모델 프로2의 바이브레이션 버전

100% 의료용 실리콘, 100% 방수, 방
진기능의 삽입형 클리토리스 흡입 바
이브레이터로 음파를 활용한 클리토리
스 흡입 느낌이 리얼하다.

100% 의료용 실리콘, 100% 방수, 방
진기능의 클리토리스 흡입 바이브레이
터로 음파를 활용한 흡입으로 클리토
리스를 자극하는 느낌이 리얼하다.

프리미엄 브랜드 레로의 클리토리스
흡입 바이브레이터로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흡입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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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20

124

125

126

새티스파이어 - 클리흡입

새티스파이어 - 클리흡입/딜도

새티스파이어 - 클리흡입/딜도

레로 - 클리흡입

레로

가성비 리얼형 수동 흡착딜도

러브 트라이앵글 (컬러랜덤)

듀얼 플레져

지스팟래빗

소나 (컬러랜덤)

아이나 웨이브 (컬러랜덤)

헨리 페니스 (고환포함)

₩ 59,000

₩ 59,000

₩ 69,900

₩ 119,000

₩ 249,000

₩ 20,000

Size : 75x75mm / USB 충전방식

Size : 180x50mm / USB 충전방식

Size : 100x45mm / USB 충전방식

클리토리스 흡입은 물론, 지스팟을 자
극하는 삽입부가 있는 듀얼형 모델. 어
플을 통해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Size : 총길이 200mm / 두께 35mm
USB 충전방식

Size : 185x35mm / 흡착면 : 80mm

한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에 흡입부 덮
개가 있어 간편한 휴대와 위생적인 보
관이 가능하며 어플을 통해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Size : 총길이 220mm / 두께 33mm
USB 충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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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토리스 흡입, 지스팟 자극을 동시
에 경험할 수 있는 래빗 바이브레이터

프리미엄 브랜드 레로의 클리토리스
흡입 바이브레이터로 강한 흡입력과
진동을 자랑하는 모델

클리토리스와 지스팟을 자극하는 특별
한 웨이브 모션이 장착된 래빗 바이브
레이터

벽, 바닥 등 평평한 면에 부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바닥흡착형 실리콘 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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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28

129

133

134

135

가성비 리얼형 수동 흡착딜도

가성비 리얼형 수동 흡착딜도

가성비 리얼형 수동 흡착딜도

펀팩토리

펀팩토리

펀팩토리

플라저 엑스텐더 (고환포함)

코버스 (고환포함)

롤로 (고환미포함 일자형)

플렉시블딜도 림바 플렉스 - S

플렉시블딜도 림바 플렉스 - M

바이 스트로닉 퓨전 (컬러랜덤)

₩ 20,000

₩ 16,900

₩ 20,000

₩ 90,000

₩ 100,000

₩ 280,000

Size : 188x34mm / 흡착면 : 72mm

Size : 110x32mm / 흡착면 : 86mm

Size : 190x35mm / 흡착면 : 70mm

Size : 125x25mm

Size : 175x25mm

Size : 삽입부 115x40mm / USB 충전방식

벽, 바닥 등 평평한 면에 부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바닥흡착형 실리콘 딜도

지스팟, 애널 모두 사용 가능한 미니 사
이즈의 바닥흡착형 실리콘 딜도

고환이 포함되지 않은 길쭉한 리얼 모
양의 바닥흡착형 실리콘 딜도

원하는 각도로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
한 스몰 사이즈 플렉스 딜도. 딜도 장인
브랜드 펀팩토리의 최신 모델

원하는 각도로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
한 미듐 사이즈 플렉스 딜도. 딜도 장인
브랜드 펀팩토리의 최신 모델

질 내부에 리얼한 피스톤 자극과 클리
토리스에 강력한 진동까지! 두 가지 기
능을 동시에 혹은 따로 즐기는 듀얼 자
동 피스톤 바이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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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6

137

138

가성비 리얼형 수동 흡착딜도

가성비 칼라풀 딜도

Clone a Willy

펀팩토리

Ouch 하네스+딜도 세트

ZINI - 애널마사지

보르크 (고환미포함 일자형 미니 )

말랑쫀득 스퀴즈 잇 웨이비 딜도
(컬러랜덤)

DIY 나만의 딜도 - 클론어윌리 페
니스 몰딩키트

스트로닉 리얼 (컬러랜덤)

어저스터벌 하네스 5인치(12.5cm)

야누스 안티쇼크 - S(초급)

₩ 40,000

₩ 70,000

₩ 260,000

₩ 80,000

₩ 53,800

Size : 삽입부 140x34mm / USB 충전방식

Size : 삽입부 약 125mm

Size : 104x105x22mm / 25g

Size : 142x40mm

나의 자지, 내 파트너의 자지, 내 최애
딜도를 복사할 수 있는 핸드메이드 딜
도 제작 키트. 100% 인체 안전한 플라
티넘 큐어 실리콘 재료로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질 내부에 리얼한 피스톤 자극을 제공
하며, 피스톤의 패턴과 단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동 피스톤 바이브레이터

지스팟과 전립선 자극에 최적화된 딜
도를 하네스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하
네스 딜도 세트. 딜도를 분리해 독립적
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동양인의 사이즈 및 굴곡에 적합한 라
인으로 제작된 전립선 마사지기. 장시
간 사용을 고려한 둥근 탭에 탄력과 강
도를 갖춘 내부 프레임이 큰 장점이다.

₩ 14,000
Size : 172x38mm / 흡착면 : 85mm

고환이 포함되지 않고 힘줄이 두껍게
표현된 리얼 모양의 바닥흡착형 실리
콘 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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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식혀 단단하게 만들거나 끓
는 물 또는 전자렌지에 가열하면 평소
보다 더 말랑쫀득한 촉감으로 바뀌는
실리콘 컬러 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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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40

141

145

146

147

ZINI - 애널마사지

ZINI - 애널마사지

스바콤 - 애널플러그

새티스파이어 - 애널플러그

가성비 애널플러그

새티스파이어

야누스 안티쇼크 - M(중급)

야누스 안티쇼크 - L(고급)

프리모 무선플러그 (컬러랜덤)

로리플러그2 - 진동 (컬러랜덤)

폭스테일 - S

애널비즈 2개 세트 (컬러랜덤)

₩ 54,900

₩ 58,000

₩ 109,000

₩ 35,000

₩ 18,500

₩ 25,000

Size : 104x105x23mm / 30g

Size : 117x105x33mm / 50g

Size : 120x26~44mm

Size : 총길이 140mm 지름 20, 25, 30mm

Size : 꼬리 500mm / 플러그 42x27mm

동양인의 사이즈 및 굴곡에 적합한 라
인으로 제작된 전립선 마사지기. 장시
간 사용을 고려한 둥근 탭에 탄력과 강
도를 갖춘 내부 프레임이 큰 장점이다.

동양인의 사이즈 및 굴곡에 적합한 라
인으로 제작된 전립선 마사지기. 장시
간 사용을 고려한 둥근 탭에 탄력과 강
도를 갖춘 내부 프레임이 큰 장점이다.

무선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발열 애널
플러그. 삽입부가 체온과 비슷한 38도
까지 발열되며 저소음 설계로 1m 거리
에서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3개의 굴곡과 2개의 강력한 모터로 강
렬한 진동 리듬을 전달하는 애널비즈

메탈 재질의 단단한 삽입부와 여우 꼬
리털이 결합된 애널플러그

서클볼 : 헤드직경 20 총높이 205mm
다이아볼 : 헤드직경 20 총높이 27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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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콤 - 애널플러그

가성비 애널플러그

blush - 애널플러그

Ouch

Ouch 수갑(털형)

Ouch - 로프

빅 블랙 무선플러그

블랙야누스 4종 세트

Bling 플러그 퍼플

소프트 마스트 안대 (컬러랜덤)

비기너 핸드커프스 퓨리 (컬러랜덤)

재패니즈 로프 5m (컬러랜덤)

₩ 104,900

₩ 16,000

₩ 14,000

₩ 15,000

₩ 18,000

₩ 30,000

Size : 100x95mm / USB 충전방식

Size : (왼쪽부터) 85x56 / 122x72 / 116x77
/ 92x63mm

Size : 63x25mm

고급스럽고 관능적인 유럽 베스트 SM
용품 Ouch!의 기본형 안대로 귀에 걸
리는 고무줄의 탄성이 좋아 착용에 불
편함이 없으며, 편안한 블라인드 플레
이가 가능하다.

손목에 닿는 부분이 털로 덮여있어 편
안한 결박 플레이가 가능하다.

Size : 5mx8mm

무선 리모콘으로 작동하며, 인체공학적
설계로 35가지 진동 모드에 전립선, 지
스팟 또는 클리토리스 자극까지 다양
하게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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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형 애널 플러그 4종 세트. 전립선
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도록 설계된 디
자인과 굴곡으로 가격대비 초보자에게
안성맞춤!

인체에 100% 안전한 플래티넘 큐어
실리콘으로 제작된 큐빅 애널플러그

서클볼과 다이아볼 두가지 타입의 수
동형 애널비즈

5미터 사이즈의 내구성이 강한 나일론
소재의 전신 결박형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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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7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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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ch - 로프

UPKO - 이태리 가죽 코스프레

UPKO - 이태리 가죽 코스프레

가성비 볼개그

가성비 패들

가성비 BDSM세트

재패니즈 로프 1.5m (컬러랜덤)

초커&목줄 세트 (컬러랜덤)

수갑 세트 (컬러랜덤)

실리콘자갈 - 자지모양

실리콘스틱형 PX04 (컬러랜덤)

BDSM 퍼플 7종 세트

₩ 12,000

₩ 99,900

₩ 89,900

₩ 32,300

₩ 13,300

₩ 38,000

Size : 1.5mx8mm

최상급 이태리 가죽으로 제작된 프리
미엄 BDSM 브랜드 업코의 초커와 목
줄세트.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내
구성이 좋다.

최상급 이태리 가죽으로 제작된 프리
미엄 BDSM 브랜드 업코의 수갑. 피부
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내구성이 좋고,
튼튼한 버클방식이 특징이다.

Size : 볼 지름 40mm

1.5미터 사이즈의 내구성이 강한 나일
론 소재의 간단한 기본형 로프

위생상 안전한 실리콘으로 제작된 스
팽킹 패들

수갑 : 240x55mm 족갑 : 280x55mm
목줄 : 440x50mm 자갈 : 볼 35mm
안대 : 190x75mm 로프 : 10m
채찍 : 590mm

154

155

156

160

161

162

UPKO - 촛농플레이

가성비 수갑

가성비 패들

가성비 BDSM세트

가성비

가성비 구속용품

저온초 왁스 캔들 (컬러랜덤)

D형 양손 나사핀 수갑(소형)

위생안전 실리콘빠따

BDSM 블랙 7종 세트

링고리 유두집게

Y형 목&손목구속

₩ 26,900

₩ 28,500

₩ 30,400

₩ 28,500

₩ 5,700

₩ 19,000

Size : 130x40mm / 150g

Size : 내경 48x90mm / 핀길이 85mm

48~52℃ 까지의 온도를 조절하며 특별
한 제조법으로 왁스가 피부에서 쉽게
벗겨지도록 제작된 고급 저온초

D형 나사핀 수갑으로 조금 더 강한 결
박의 느낌을 제공하는 열쇠형 수갑

오염이 되어도 쉽게 제거가 가능하도
록 인체에 안전한 실리콘으로 제작된
패들

수갑 : 240x55mm 족갑 : 280x55mm
목줄 : 440x50mm 자갈 : 볼 35mm
안대 : 190x75mm 로프 : 10m
채찍: 590mm 유두클립

BDSM 플레이를 즐기는 이를 위한 유
두집게. 유두집게에 달린 고리를 활용
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목과 연결하여 허리 뒤로 두 손을 결박
할 수 있는 프리사이즈 동시결박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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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상 안전한 실리콘으로 제작된 자
지 모양의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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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스타킹

가성비 스타킹

가성비 스타킹

가성비 섹시속옷

가성비 섹시속옷

가성비 섹시속옷

가운데+옆트임

가운데 트임

그물 바디스타킹(밑트임)

레이스 리본팬티

바니걸 코스프레

섹시간호사 코스프레

₩ 5,700

₩ 5,700

₩ 11,400

₩ 9,500

₩ 45,600

₩ 26,600

Size : FREE(55~77) / 손세탁 권장

Size : FREE(55~77) / 손세탁 권장

Size : FREE(55~77) / 손세탁 권장

Size : FREE(55~77) / 손세탁 권장

Size : FREE(55~66) / 손세탁 권장

Size : FREE(55~66) / 손세탁 권장

55~77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의
반신 스타킹

55~77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의
반신 스타킹

55~77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의
망사형 바디 스타킹

55~77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
리본 팬티. 팬티 양 옆에 리본이 있어
귀여우면서도 쉽게 풀어지는 반전매력
이 있다.

55~66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
바니걸 코스튬. 토끼 머리띠와 상의, 멜
빵 하의로 구성

55~66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
간호사 코스튬. 머리띠, 원피스, 팬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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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스타킹

가성비 스타킹

가성비 섹시속옷

가성비 섹시속옷

가성비 섹시속옷

가성비 섹시속옷

긴팔 그물 바디스타킹(밑트임)

레이스 바디스타킹

진주 갈라팬티

섹시메이드 코스프레

메이드비키니 코스프레

호피 바니걸

₩ 19,000

₩ 19,000

₩ 9,500

₩ 36,100

₩ 38,000

₩ 47,500

Size : FREE(55~77) / 손세탁 권장

Size : FREE(55~77) / 손세탁 권장

Size : FREE(55~77) / 손세탁 권장

Size : FREE(55~66) / 손세탁 권장

Size : FREE(55~66) / 손세탁 권장

Size : FREE(55~66) / 손세탁 권장

55~77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의
작은 망사형 긴팔 바디 스타킹

55~77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의
바디 스타킹. 과감한 디자인과 화려한
레이스가 특징

55~77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
밑트임 팬티. 시각적 자극은 물론, 팬티
를 벗지 않아도 삽입이 가능하다. 진주
알이 움직일때마다 민감한 부위에 자
극이 전해진다.

55~66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
메이드 코스튬. 머리띠 + 속옷세트로
구성

55~66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
메이드 코스튬. 머리띠 + 메이드비키니
세트로 구성

55~66까지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
호피 바니걸 코스튬. 머리띠, 원피스,
보타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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