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지역 매장명 연락처 주소

1 바베파파 신세계 강남점 02-3479-106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10층 바베파파매장

2 바베파파 신세계 타임스퀘어점 02-2639-40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34-5 패션관 8층

3 바베파파 현대 더현대 02-3277-05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5층 바베파파

4 베네피아 롯데 본점 02-772-339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백화점 본관 7층 베네피아

5 베네피아 롯데 잠실점 02-2143-79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40 롯데백화점 잠실점 9층 베네피아

6 바베파파 AK플라자 수원점 031-240-15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AK플라자수원점

7 바베파파 롯데 이천점 031-887-4276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프리미엄아울렛로 177-74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천점

8 바베파파 현대 스페이스원 031-8078-2372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41, 3층 바베파파

9 베네피아 갤러리아 광교 031-5174-761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320 갤러리아 광교 6층 가이아

10 베네피아 다산점 1588-7893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66 3층

11 베네피아 롯데 동탄 031-8036-3135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7 롯데백화점동탄점4층 베네피아

12 베네피아 롯데 수원점 031-8066-06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18 롯데백화점6층 베네피아

13 베네피아 롯데 안산점 031-412-25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73 롯데백화점 안산점 2층 베네피아

14 베네피아 스타필드 하남점 031-8069-4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스타필드 하남점 3층 (베이비서클)

15 베네피아 파주점 031-946-6520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29, 베네피아

16 베네피아 평촌점 031-425-701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411, 1층

17 인천광역시 바베파파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242-233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남로 35 3층 바베파파매장

18 광주광역시 바베파파 신세계 광주점 062-360-1453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 6층 BABEPAPA

19 대구광역시 바베파파 신세계 대구점 053-661-6841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49 신세계백화점 7층 바베파파

20 바베파파 신세계 대전점 042-607-84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6, 4층

21 베네피아 갤러리아 대전점 042-720-653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1, 갤러리아 타임월드 5층 가이아

22 울산광역시 베네피아 롯데 울산점 052-960-5658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8 롯데백화점 7층 베네피아

23 바베파파 신세계 센텀시티점 051-745-19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6층

24 베네피아 롯데 부산본점 051-3867-099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6층 베네피아

25 베네피아 갤러리아 진주점 055-791-147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95 갤러리아 진주점 4F 가이아

26 베네피아 창원점 055-273-933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번길 13, 베네피아창원점

27 전라남도 베네피아 롯데몰 여수점 061-689-2434 전남 여수시 국동 37-100 롯데여수몰 3층 베네피아

NO 지역 매장명 연락처 주소

1 구디팡 0507-1345-160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4길 6, 1층(문정동, 대전빌딩)

2 베이비세븐 0507-1344-0697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31 (번동, 양주조씨회관) 3층

3 베이비플러스 금천점 0507-1351-335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99, 6층 601호(독산동, 시티렉스)

4 베이비플러스 은평점 0507-1386-204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2, 1층(응암동)

5 베이비플러스 화곡점 0507-1408-034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98,1층(화곡동)유광사여성병원웰빙센타)

6 베이비하우스 뚝섬점 0507-1360-274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8, 제지층 제비01-5호(자양동 이튼타워리버3차)

7 베이비그라운드 0507-1493-552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62 (KG타워) 3층

8 베이비리퍼블릭 031-613-9950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8-8 1층(반송동)

9 베이비파크 부천점 032-321-3753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86 해피플러스상가 1층

10 베이비파크 서수원점 031-292-037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18-37

11 베이비파크 화성점 0507-1368-4887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2길 2-6

12 베이비플래닛 미사점 0507-1382-1023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4번길 125 (풍산동, 상아프라자2) 4층 402호,403호

13 베이비플러스 경기광주점 0507-1414-8974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40-4 스타빌딩 3층 베이비플러스

14 베이비플러스 고양점 0507-1419-23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67번길 58

15 베이비플러스 남양주점 0507-1425-578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6층 606,607호

16 베이비플러스 다산점 031-558-1229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651번길 8 -10, 2층(수석동)

17 베이비플러스 동탄점 0507-1427-7567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0 ,3층(장지동)

18 베이비플러스 부천점 032-322-367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48번길 31,201호(중동,이스타워2차)

19 베이비플러스 서수원점 0507-1403-8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307-309호

20 베이비플러스 시흥점 0507-1496-0704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22, 4층 베이비플러스 시흥점

21 베이비플러스 안산점 0507-1310-892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골든빌오피스텔 207호

22 베이비플러스 안성점 0507-1302-566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27

23 베이비플러스 의정부본점 031-876-2800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48 (장암동) 옐림빌딩 3층

24 베이비플러스 일산덕이점 031-919-110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30-8 (덕이동), 1층 비 101-108호

25 베이비플러스 하남점 031-796-0808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 173,2층(춘궁동)

26 베이비하우스 광명점 02-899-6589 경기도 광명시 밤일로 22,2층(하안동)

27 베이비하우스 군포점 0507-1351-0364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99, 3층(산본동,디퍼아울렛타운)

28 베이비하우스 김포점 0507-1330-235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701호 계림M스퀘어(구래동)

29 베이비하우스 양주점 0507-1420-8589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10층

30 베이비하우스 영통점 1668-274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17-1 영통프리미엄아울렛 B동 2층

31 베이비하우스 용인점 0507-1396-199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16, 1층 (상가동)

32 베이비하우스 위례점 0507-1356-27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로 18 3층 청파프라자

33 베이비하우스 이천점 031-631-6589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411,301호,302호(증포동,흥인프라자)

34 베이비하우스 일산점 0507-1351-715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54, 5층 503호(화정동,서일빌딩)

35 베이비하우스 파주점 031-839-0990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와동동) 5층 501~503호(와동동 운정법조타운)

36 베이비하우스 평택점 0507-1352-6509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1,601호(비전동) 비전빌딩 6층

37 베이비하우스 향남점 0507-1438-7707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430-16,205~208호(중흥에스스퀘어2차)

38 육아대장 시흥점 0507-1319-9688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306번길 26, 301호 (계수동)

39 육아대장 하남점 0507-1317-1106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52 (초이동) a동 3층

40 육아대장 화성점 0507-1326-9688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72 상록프라자 1004호

41 이든베베 031-8015-2505 경기도 오산시 문시로 109-12, 3층 이든베베

42 토이앤맘 분당점 031-707-3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20번길 18

43 트위스트베이비 1688-608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478-1

44 베이비파크 주안점 032-865-11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49

45 베이비플러스 부평점 0507-1357-327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7-1 1층

46 베이비하우스 검단점 0507-1401-773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1,601호,604호(원당동,골든벨프라자)

47 베이비하우스 송도점 032-832-65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판매동2층 일부(송도동)

48 베이비하우스 청라점 0507-1427-8123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16 마르씨엘 7층

백화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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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매장명 연락처 주소

전문점 리스트

49 세종특별자치시 베이비파크 세종점 0507-1301-6374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남로 7-16 신영드림타워 5층 세종베이비파크

50 베이비파크 대전서구점 042-521-3100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2번길 95 (탄방동, 주안빌딩) 104

51 베이비페어365 042-586-3650 대전광역시 중구 산서로62번길 2(사정동 506-5번지 베이비페어365창고)

52 베이비플러스 대전점 042-826-284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북로 78 3층 302~303호 (지족동,반석빌딩)

53 오덴세 042-525-05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20 (노은동) 보람베스트빌 1층 102호

54 베이비파크 대구점 053-636-90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6 베이비파크

55 베이비파크 복현점 053-958-0048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76

56 베이비플러스 대구점 053-762-2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2, 2층(상동, 정우빌딩)

57 토이앤맘 대구점 053-556-088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서로 46

58 베이비하우스 울산점 0507-1472-7178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62, 1층

59 토이앤맘 울산점 052-257-211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40

60 베이비하우스 광주점 0507-1329-3582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507, 2층

61 토이앤맘 광주점 0507-1313-3362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40 1층 토이앤맘 광주점

62 베이비하우스 부산명지점 051-292-70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30, 308,309호(명지동,플러스존2)

63 에이블베이비 0507-1372-97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82번길 141-8 (송정동)

64 토이앤맘 부산점 051-631-322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72 2층

65 베이비파크 원주점 0507-1420-5557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45

66 베이비하우스 강릉점 0507-1479-1054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24(옥천동)

67 베이비하우스 원주점 0507-1327-6508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 227(태장동)

68 베이비하우스 춘천점 0507-1425-3940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12(퇴계동)

69 베이비하우스 청주점 0507-1458-363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270, 베이비하우스 청주점

70 베이비하우스 충주점 0507-1324-6508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06(언수동 1층)

71 베이비파크 당진점 0507-1405-7781 충청남도 당진시 동부로 223 , 에이동 3,4,5호

72 베이비플러스 당진점 0507-1338-647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40-38 B동 3층 베이비플러스 당진

73 베이비플러스 서산점 0507-1377-1028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1025 대명빌딩 1층

74 베이비하우스 천안아산점 0507-1350-650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344, 2층(청당동)

75 토이앤맘 천안아산점 041-417-778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39-3

76 베이비플러스 구미점 054-463-8852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218

77 베이비플러스 포항점 0507-1309-97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71-1,1층(죽도동)

78 베이비하우스 안동점 0507-1341-9593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323, 1층(법흥동)베이비하우스 안동점

79 에프랑베이비(구미) 054-455-2611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108-1 (봉곡동)

80 토이앤맘 포항점 054-281-58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86

81 베이비파크 김해점 055-313-1892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204

82 베이비파크 창원점 055-248-456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15

83 베이비하우스 양산점 0507-1372-9559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90 MK프라자 3층 베이비하우스

84 토이앤맘 진주점 0507-1388-2226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75 1~2층

85 베이비플러스 목포점 0507-1332-5989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14 서광빌딩 1층 베이비플러스

86 베이비플러스 순천점 061-724-489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390, 1동 4층

87 베이비하우스 여수점 061-686-0601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1길 17 3층 토이앤맘

88 베이비플러스 익산점 063-843-8688 전라북도 익산시 군익로 454(송학동)

89 베이비플러스 전주점 063-229-577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5, 1층(중화산동2가)

90 토이앤맘 전주점 063-225-229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9 육일빌딩

91 제주자치시 베이비플러스 제주점 0507-1457-78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로 6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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