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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HOW TO
CONNECT

CAUTION

MODULE

❻ MINI CAP
W60xD30xH18(mm)

❺ 2x4 CAP
W120xD60xH18(mm)

❹ MINI BRICK
W60xD30xH45(mm)

❸ 1x4 BRICK
W120xD30xH75(mm)

❷ 2x2 BRICK
W60xD60xH75(mm)

❶ 2x4 BRICK
W120xD60xH75(mm)

BRICKIT

① ② ③

④ ⑤ ⑥

COLOR

HOW TO
SEPARATE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6종의 브릭 모듈입니다.

창의력이 쑥쑥 자라나는 색깔들로 엄선된 
14가지의 다채로운 컬러 브릭입니다.

두 손을 이용해 수직 방향으로 
체중을 실어 꾹 눌러주세요.

❻
❺

❹

❸

❷

❶

RED PINK LIGHT PINK

ORANGE YELLOW GREEN

EMERALD SKY BLUE

WHITE BLACK

BROWN BEIGE GRAY

브릭킷은 환경호르몬 없는 무독성
유니버설 모듈형 국내 생산 브릭입니다.

안전 수칙을 숙지한 후 조립하면
더욱 안전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브릭을 틈새없이 꼭 맞게 끼워야
튼튼한 완성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브릭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경호르몬 없는
무독성 젖병 소재
브릭킷은 어린이 장난감 및 젖병 등 식기류에 사용되는 
무독성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되어 안전합니다.

미끄럼 방지 장갑
착용하고 조립하기
브릭킷을 조립할 때 미끄럼 방지 장갑을 착용하면
브릭을 쉽게 잡을 수 있고 안전하게 조립할 수 있어요. 

브릭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기
빨리 조립하기 위해 서두르면 브릭 사이에 손가락이 
끼일 수 있어요. 언제나 천천히 조심히 조립해 주세요.

효율적이고 먼지 없는
클린 시공
한 톨씩 쌓아 만드는 브릭킷은, 혁신적으로 빠르면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시공으로 언제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어떠한 오염에도
손쉬운 세척
브릭킷은 오염에 강해 크레용을 칠하거나 음료 등을
쏟아도 손쉽게 세척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두터운 외벽 설계로
더욱 안전
유사한 타사 제품보다 두터운 외벽 설계로 뒤틀림 없는 외형과
기계적 강성을 확보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체중 실어 꾹 눌러주기 수직으로 잡아당기기보다는 꺾어서 분리하면
더욱 손쉽게 브릭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브릭 분리하기

캡과 브릭 사이의 경계선에 다른 브릭의 모서리를 대고
톡톡 쳐보세요. 브릭의 힘으로 캡이 쉽게 분리돼요.

캡 분리하기손으로 눌러 꼭 끼우기 힘든 지점에는
고무망치를 사용해 톡톡 쳐주세요.

고무망치 사용하기

어린이는 꼭
부모님과 함께 조립하기
어린이가 브릭을 조립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해요. 부모님이 꼭 지켜봐 주세요.

TRY AGAIN PERFECT
TRY AGAIN PERFECT



튼튼하게 쌓는 TIP

1 2 3

5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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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킷 조립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팁들만 골라 모았습니다.

처음 브릭을 놓을 땐
가지런히 놓는게 중요해요.

튼튼하게 쌓는 TIP

두번째 층을 쌓을 때에는
엇갈려 쌓아야 튼튼해요.

깔끔한 디자인을 위한 TIP

1x4 브릭은 홈이 파인 면이
안쪽으로 가도록 조립해 주세요.

나에게 딱 맞게 맞추는 TIP

미니 브릭을 추가해서 상판 높이를
30mm 단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유용한 TIP

미니 브릭 두 개를 위로 나란히 쌓으면
다른 브릭과 높이가 같아져요.

완성도를 높이는 TIP

캡을 브릭과 엇갈려 쌓으면
한층 완성도가 높아져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위한 TIP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쳐
응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