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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마더케이의 도전은 계속 됩니다
아이와 엄마가 편안하고 행복한 육아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 ‘마더케이(MOTHER-K)’ 설립

유아용품 브랜드 최초 아기 지퍼백 및 아기 비닐 출시

VIP Asia Award 2010 아시아가 주목한 제품상 수상 (유아용품 부분)

아기 지퍼백 Unit Line 출시

베스트셀러 모유 저장팩 출시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획득

아기 지퍼백 Xlarge, Light 시리즈 출시

일회용 저장팩 시리즈 출시

Le Filet de MOTHER-K 페브릭 라인 출시

(주)마더케이 (MOTHER-K Co., Ltd.) 법인 전환 

서브 브랜드 ‘케이맘(K-MOM)’ 브랜드 론칭

마더케이 부설 디자인 연구실 설치

케이맘 유아 물티슈 제품 출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ISO 9001:2008 획득

환경경영시스템인증 ISO 14001:2004 획득

마더케이 타이완 설립 및 유통 계약 체결

안전 손톱 가위 3종& 유아 안전 면봉 2종 출시 

위생 제품 라인업 구축

2014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만족지수 1위 선정(전 육아용품)

이지컷 변온 모유 저장팩 및 점착 면봉 출시

경기도 우수 여성 기업인상 수상

마더케이 일회용 젖병 라인업 구축

젖병 세척용품 출시

대한 아토피 협회 공식인증 아토피 안심마크 획득

2015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수상

2015 VIP 아시아 어워드 100대 제품 선정(수유패드&모유저장팩)

마더케이 프리미엄 THIN / 밤부 수유패드 출시

마더케이 PPSU 신생아 젖병 / 모유감촉 젖꼭지 출시

마더케이 올인원 빨대컵 출시

마더케이 중국 법인 설립

2016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6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2016 경기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선정

제 53회 무역의 날 장관상 수상

마더케이

김민정

영·유아 위생용품 및 식기 등 출산·육아용품 

2010년 6월 17일

69명(2021년 12월 기준)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밸리 B동 901호

(물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처인성로 1144 마더케이

회 사 명

대표이사

사업분야

설 립 일

직 원 수

주 소

케이맘 밴드&팬티 기저귀 라인 출시

하이서울 우수 상품 브랜드 어워드 HIT 브랜드 수상

제 35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수상

2017 코리아 맘스 초이스 어워드 베스트 브랜드 선정

말레이시아 Asia Honesty Award 수상

경기도 수출 사업의 날 우수 수출 기업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장 표창

2018 BBKI(우리 아기를 위한 베스트 브랜드) 기저귀 부문 1위 선정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신규 국가 진출

독일 쾰른 유아용품 박람회 참가

2018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유아용품(세제) 부문

마더케이 일회용 젖병 힐링 시리즈, 블록 젖꼭지, 에코 아기 지퍼백 출시

환경 보호 캠페인 〈비채박스〉 진행

마더케이 369 젖병 시리즈, 구강티슈 출시

2019년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선정

2019년 하이 서울 아이디어 상품 선정(기저귀 ,물티슈)

케이맘 처음 물티슈, 구강 케어 라인 론칭

마더케이 베이직 젖병, 케이맘 구강 발육 제품 출시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 선정 

‘마더케이몰’ 회원수 10만명 달성

2020년 서울시 출산축하선물 14개 품목 선정

캐나다&벨라루스 신규 시장 진출

마더케이 4세대 베이직 젖병 및 빨대컵 출시

마더케이 디아 세제 라인 론칭

마더케이몰 리뉴얼 오픈

홈플러스 매장 12개 품목 진입

마더케이 생활용품 브랜드 ‘마더케이 라이프(MOTHER-K LIFE)’ 론칭

마더케이 목욕용품 ‘퓨코코’ 라인 론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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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waRd

인증 및 수상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통해 최고의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더케이는 엄마들의 마음을 생각해
안전성을 인정받은 소재와 성분만을 사용하며,
국내·외에서 인정 받는 출산·육아용품
업계의 1위 브랜드입니다.

CERTIfICaTE & awaRdS 04

국제표준화기구

ISO 공식인증

글로벌 인증기관

안정성 검사완료

미국 FDA 의료기기

1종 제품 등록

미국 USDA 인증

유기농 성분 사용

환경부

친황경 인증 획득

미세먼지 중금속 제거

특허 획득

대한아토피협회

아토피안심 인증

국가 통합 인증 마크

KC인증

CE인증

2017 & 2019 하이 서울
우수 상품 선정

2018 Best Brand for
Our Child

2015
Babies & Kids products 수상

2017 & 2018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2014 Malaysia
Asia Honesty Awards

2014 & 2015 Mother &
Baby Award
베스트 유아용품상 수상

2010 & 2015
VIP 아시아 어워드

2014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2017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수상

2015 & 2016
여성 소비자가 선정한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2014 Best Organic &
Natural Products 선정



브랜드 소개
마더케이의 육아용품 및 생활용품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BRaNd

마더케이는 출산과 육아로 지친 엄마들이 좀 더 편하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기와의 외출이 더 편해지면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어떤 제품이 있으면 아기와의 외출이 더 즐거워질까?” 

엄마들의 고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를 키우던 

엄마들이 모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용품을 연구 했습니다.

외출의 편의성을 생각한 아기 지퍼백, 모유저장팩 등 엄마들이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도록 세상에 없던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케이맘은 소중한 우리 아기에게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고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연약한 아기 피부에 처음 닿는 

물티슈, 아기가 첫니 날 때부터 사용하는 칫솔과 치약 등 처음이라 더욱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는 그 마음을 담아 제품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처음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케이맘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아이의 처음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케이맘의 “처음”은 육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떤 순간 행복을 느끼나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 이미 모든 것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간. 일상을 벗어나 낯선 

환경에서도 익숙한 내 것들로 채워져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 너무 무심하지도 너무 예민하지도 않은 당신의 일상에서 모든 

순간을 제안합니다.

엄마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생각을 하는 마더케이가 이번엔

미들노트세대들의 행복을 위한 제품을 만듭니다.

아기와의 “처음”을 위한
육아의 시작을 연구하는 브랜드 케이맘

엄마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생각
출산 준비, 육아 전문 브랜드 마더케이

오로지 “나” 에게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을 위한 브랜드 마더케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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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k
BRaNd ValuE



엄마가 먼저 찾는 마더케이
아기 지퍼백 시장 점유울 압도적 1위! 엄마들이 먼저 찾는 브랜드 “마더케이”

mOTHER-k ValuE

“더 즐겁고 편리하게 육아를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으로 탄생한 마더케이의 시그니처 아기 지퍼백

지퍼백 누적판매량 1,000만 달성!

“아기 지퍼백” 시장점유율 압도적 1위! “아기 지퍼백”을 시작으로 엄마들이 먼저 찾는 필수 출산·육아용품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07

1,000

지퍼백
출시

최초
슈퍼 사이즈

출시

더블 지퍼백
출시

에코 지퍼백
출시

2010 2021201920172011



엄마가 선택한 마더케이
오프라인 매장 확장을 통해 고객 가까이에서 제품 경험을 제공하고,
판매함으로써 출산·육아용품 1위 브랜드로 거듭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mOTHER-k ValuE

국내 최대 규모의 출산·육아용품 전시회와 박람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출산 / 육아용품 전문 매장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전국 300개 대형마트에 입점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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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열성 팬(FAN)으로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팬슈머

(fansumer) 형성

고객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마더케이 서포터즈와 사전체험단을 운영해 엄마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고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슈퍼마더케이 신규 젖병 개발 신제품 체험단

mOTHER-k ValuE

FAN
SUMER

09



해외 진출 현황

국가 협력업체

전 세계 주요 국가와의 파트너십은 물론, 온 ·오프라인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GlOBal mOTHER-k

16 100

· China
· Taiwan
· Hong Kong
· Malaysia
· Cambodia 
· Philippines
· Singapore
· Vietnam
· Indonesia
· Thailand

· USA
· Australia
· Lithuania
· Mexico
· Russia
· Canada

글로벌 진출 현황

10



해외 온.오프라인 활동
해외 전시회 및 온라인 스토어,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브랜드 경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브랜드 전시회 및
각국 현지 출산·육아 박람회 다수 참가

대만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중국 JD.COM입점

각국 육아용품 스토어 입점

말레이시아 현지 홈쇼핑 출연

GlOBal mOTHER-k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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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주력품목
전 세계 엄마들이 인정한 마더케이의 출산·육아용품

GlOBal mOTHER-k 12



PROduCT
INTROduCTION



14mOTHER-k PROduCT

ZIPPER BaG lINE

ECO fRIENdlY BaBY ZIPPER BaG
CONSIdERING OuR BaBIES
fuTuRE ENVIRONmENT
우리 아기의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아기 지퍼백 

지퍼백 제품

에코 지퍼백 초소형

에코 지퍼백 특대형 에코 지퍼백 초대형

에코 지퍼백 소형 에코 지퍼백 대형에코 지퍼백 중형



15mOTHER-k PROduCT

fEEdING
BOTTlE lINE

BECOmE THE STaNdaRd
fOR fEEdING
수유의 기본이 되다

수유용품 제품

베이직 PPSU 젖병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스트랩 치발기

베이직 젖꼭지 블록 젖꼭지 케이스힐링 일회용 젖병



16mOTHER-k PROduCT

STRaw CuP lINE

BECOmE THE STaNdaRd
fOR fEEdING
수유의 기본이 되다

빨대컵 제품

허그 추 빨대컵 허그 보온보냉 빨대컵 허그 보온보냉 빨대컵



17mOTHER-k PROduCT

STORaGE BaG
lINE

GOING OuT wITH
YOuR BaBY IS EaSY
아기와의 외출을 가볍게

모유&이유식 저장팩 제품

모유 저장팩

육수 보관팩 듀얼&변온 젖병비닐

이유식 저장팩분유 저장팩



18mOTHER-k PROduCT

BOTTlE
ClEaNING lINE

SafE ClEaNING Of
BaBY fEEdING PROduCTS
우리 아기 수유용품 안심세척

젖병세척 제품

젖병 건조대

젖병 소독 집게 빨대 세척솔

휴대용 젖병 건조대 실리콘 세척 브러쉬스펀지 세척 브러쉬



19mOTHER-k PROduCT

ClEaNING &
lauNdRY lINE

mOTHER’S mINd CaRING fOR
HER BaBY’S SkIN
아기 피부에 닿는 엄마의 마음

세탁세제 제품

디아 세탁세제

디아 욕조&욕실 세정제 디아 토이클리너 디아 젖병세정제

디아 섬유유연제 디아 얼룩제거제

디아 이유식기 세정제

디아 표백제



20mOTHER-k PROduCT

lauNdRY lINE

PROTECT YOuR BaBY SkIN
wITH a lauNdRY BaG
무형광 세탁망으로 아기 피부보호

원형 세탁망 사각 세탁망

목욕용품 제품



21mOTHER-k PROduCT

ORal CaRE lINE

THE fIRST CaRE mY
BaBY’S TEETH
우리 아기의 첫 번째  치아 관리

구강용품 제품

멸균 구강티슈 손가락 칫솔 2종 세트 아기칫솔 2종 세트 0.5단계 칫솔



22mOTHER-k PROduCT

HYGIENIC lINE

ESSENTIal HYGIENE PROduCTS
fOR PREPaRaTION fOR
CHIldBIRTH
출산 준비를 위한 필수 위생용품

위생용품 제품

안전면봉 100P

네일케어 용품 건티슈 순면 건티슈 레이온

위생면봉 300P 네일케어 세트점착면봉 50P



23mOTHER-k PROduCT

maTERNITY
ITEmS

CuSTOmIZEd fOR dIVERSE
lIfESTYlES maTERNITY ITEmS
엄마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출산용품

산모용품 제품

허니콤 수유패드

모유수유 티슈 산모패드 실리콘 유두보호기

1mm 씬 수유패드 프리미엄 밤부 수유패드밤부 수유패드



24mOTHER-k PROduCT

BaBY BaTH lINE

BaBY BaTH PROduCTS
SERIES PuCOCO
아기 목욕 용품 시리즈 퓨코코

목욕용품 제품

퓨코코 곤약 스펀지 퓨코코 아기욕조&그네 디지털 온습도계



25k-mOm PROduCT

BaBY
fOOd lINE

GOING OuT wITH
YOuR BaBY IS EaSY
아기와의 외출을 가볍게

모유 저장팩 유아 테이블 매트

일회용품 제품

유아 턱받이



26k-mOm PROduCT

ORal CaRE lINE

a TwO-STEP CuSTOmIZEd
ORal CaRE SOluTION
단계별 맞춤 구강케어 솔루션

유아칫솔 1단계 유아칫솔 2단계 베이비&키즈 치약

구강케어 제품



27k-mOm PROduCT

dETERGENTS
lINE

퓨어니스 세탁세제 퓨어니스 섬유유연제 퓨어니스 세탁비누

dO mIld lauNdRY
fOR wHOlE famIlY wITH
NEuTRal dETERGENT.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중성세제

산모용품 제품

제로더스트 아기 7종 세제



28k-mOm PROduCT

SkIN CaRE lINE

mOISTuRE RECIPE fOR
BaBY’S SENSITIVE SkIN 24/7
민감한 아기 피부를 위한 보습 레시피

스킨케어 제품

처음 보습 로션 처음 보습 젤로션 처음 보습 크림 처음 헤어&바디 워시



29k-mOm PROduCT

BaBY
dIaPER lINE

PREmIum dIaPERS fOR BaBIES
aNd THE ENVIRONmENT
아이와 환경을 위한 프리미엄 기저귀

화이트라벨 중형 화이트라벨 대형 화이트라벨 특대형

화이트라벨 팬티기저귀 제품

화이트라벨 점보형



30mOTHER-k lIfE PROduCT

dETERGENTS
lINE

THE fIRST CaRE mY
BaBY’S TEETH
가장 깨끗한 그 순간을 오래오래

주방&욕실세제 제품

곰팡이 제거제 주방기름때 제거제 욕실청소세제 세탁조클리너



31mOTHER-k lIfE PROduCT

dISPOSaBlE
PROduCT lINE

mY mOmENT, aNd
mINE ONlY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

스탠딩 더블 지퍼백 스탠딩 슬라이딩 지퍼백

저장팩&지퍼백 제품

일회용 위생도마 육수저장팩 반찬소분팩



32mOTHER-k lIfE PROduCT

BOdY CaRE lINE

HEalING mOmENT TO
ENd THE daY
하루를 마무리 하는 힐링 모멘트

핸드워시 풋샴푸

바디용품 제품

풋브러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QR코드를 인식하면 입점 매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THER-k STORE

마더케이 공식 온라인몰과
전국 대형마트, 출산·육아용품 매장에서
마더케이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3

마더케이몰
www.motherkmall.co.kr

출산육아용품 매장

롯데마트 지점

이마트 지점

홈플러스 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삼평동) 판교이노밸리 클러스터 B동 901호

T. 031) 703-1025   F. 031) 8018-8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