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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st BIRTHDAY PARTY”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파티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가장 소중한 내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을 전하고, 

첫 생일이 소중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특별한 파티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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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 CO • ABOUTDOLL   대표 김명현

• 영국 'SHANE CONNOLLY' Flower School 수료 •  /    라페트 파티 앤 플라워 팀장 역임  

신라호텔 플라워 팀장 역임   /   신라호텔ㆍ워커힐호텔ㆍ프라자호텔ㆍ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등 웨딩 데코 플라워 컨설팅

WHO MAKES THE PARTY?

COMPANY PARTY

신라호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크리스마스 스타일링

갤러리아 생활관 Spring Event 스타일링

•CJ 웨딩, CJ 오쇼핑 런칭 파티, CJ 돌파티 

기업행사 진행

인터컨티넨탈호텔 어린이날 행사

/

<mom & anfans>, <baby>, <bebe> 등 

다수의 베이비 및 잡지 돌 파티 스타일링 

특집 기사 진행

/

•메종, 보그, 오뜨, 휘가로, 노블레스, 

마이웨딩, 인스타일 등 다수의

잡지 컨셉 촬영 스타일링

BRAND PARTY

에트로, 구찌, 쇼메, 패션쇼 

구찌 VIP 파티

•현대백화점 guru 부케플라워 전시

테이블 & 플라워 디자인페어 참가

/

Dior, skⅡ, 랑콤, 에스티로더, 겔랑 등 다수의 

코스메틱 브랜드 런칭

/

•DKNY 런칭

샤넬 VIP 초청 파티

아모레퍼시픽 런칭

•이니스프리 VIP 초청 파티

Dior 런칭 파티 

삼성전자 런칭 파티

skⅡ런칭 파티 

BIRTHDAY & WEDDING

돌잔치

두 돌잔치

100일 잔치

키즈 파티 (4-8세 어린이 생일)

•베이비 샤워 

/

프라이빗 웨딩 플라워 데코

브라이덜 샤워 플라워 데코

/

가족 행사 (환갑, 고희연, 산수연)

/

로열 패밀리, 셀러브리티 돌잔치 

(삼성, GS, SK, 효성그룹 등...자제분들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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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돌은 유명 호텔과 협력하여 좋은 장소에서 다양한 파티를 스타일링합니다.  

GOOD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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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BIRTHDAY Style

상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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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돌상

베이직 조화
ㆍ떡 케익ㆍ떡 2종 (수수팥떡 , 오색송편)ㆍ계절 과일 5종ㆍ고임류 (대추, 한과 모형) 

ㆍ배너 또는 병풍ㆍ나무 소반ㆍ돌잡이 용품ㆍ장수 실타래ㆍ소품 장식
 650,000원

스페셜 생화
ㆍ생화 장식ㆍ떡 케익ㆍ떡 2종 (수수팥떡 , 오색송편)ㆍ계절 과일 5종ㆍ고임류 (대추, 한과 모형) 

ㆍ배너 또는 병풍ㆍ나무 소반 또는 자개상ㆍ돌잡이 용품ㆍ장수 실타래ㆍ소품 장식ㆍ꽃다발 패킹 서비스
 1,150,000원

현대 돌상

베이직 생화 ㆍ전체 생화 장식ㆍ모형 케익ㆍ캔들 장식ㆍ배너ㆍ돌잡이 용품ㆍ소품 장식ㆍ꽃다발 패킹 서비스  850,000원 

스페셜 생화 ㆍ스페셜 전체 생화 장식ㆍ모형 케익ㆍ캔들 장식ㆍ배너ㆍ돌잡이 용품ㆍ소품 장식ㆍ꽃다발 패킹 서비스  1,150,000원

BIRTHDAY PARTYㆍ어바웃돌 돌상

모든 상품은 부가세 VAT 10% 포함입니다.

손님 테이블
베이직 ㆍ생화 장식ㆍ냅킨 장식ㆍ꽃다발 패킹 서비스 200,000원

스페셜 ㆍ생화 장식ㆍ냅킨 장식 ㆍ캔들 장식ㆍ네임 카드ㆍ꽃다발 패킹 서비스           300,000원

포토 테이블
베이직 ㆍ사진 인화 10장ㆍ액자ㆍ게스트북ㆍ소품 장식ㆍ돌잡이 이벤트 (번호표 포함) 100,000원

스페셜 ㆍ생화 장식ㆍ사진 인화 20장ㆍ액자ㆍ게스트북ㆍ조화 장식ㆍ돌잡이 이벤트 (번호표 포함) 300,000원

풍선 데코
베이직 ㆍ소형 풍선 30개 or 대형 풍선 1개 + 소형 5개 100,000원

스페셜 ㆍ이름 대형 풍선 2개ㆍ대형 풍선 4개ㆍ소형 풍선 10개 300,000원

OPTIONㆍ추가 상품

D   스페셜 생화 돌상  

ㆍ스페셜 전체 생화 장식ㆍ모형 케익ㆍ캔들 장식ㆍ배너ㆍ돌잡이 용품ㆍ소품 장식ㆍ꽃다발 Packing 서비스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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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생일을 맞이한 아기의 건강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전통 돌상 입니다. 

어바웃돌 전통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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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조화 돌상  빛누리 / 65만원

로프트 하우스  /  전통 돌상과 자연의 빛을 함께 담은 모던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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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대형 풍선 & 아기 영문이름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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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조화 돌상・병풍  목단화훼도 / 65만원

부귀영화와 건강을 기원하는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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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조화 돌상・병풍  목단화훼도 / 65만원

가든하우스 /  부귀영화와 건강을 기원하는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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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조화 돌상ㆍ병풍  신화조도 / 65만원

 부귀, 장수, 출세, 행복을 기원하는 돌상



13

BASIC  조화 돌상  목단화 / 65만원

부귀영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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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모던전통 생화 초아 / 115만원

가든 하우스  /  전통의 미를 모던하게 담은 전통 돌상

SPECIAL FL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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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모던전통 생화 소예 / 115만원

가든 하우스  /  전통의 미를 모던하게 담은 전통 돌상

SPECIAL FL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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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모던전통 생화 라온 / 115만원

가든 하우스  /  전통의 미를 모던하게 담은 전통 돌상

SPECIAL FL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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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꽃과 소재를 사용해 첫 생일을 맞이한 아기의 생일을 

더욱 생기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현대 생화 돌상 입니다. 

어바웃돌 현대 생화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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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생화 돌상  쟈뎅 드 오베르 / 85만원 

따스한 빛과 싱그러운 꽃 장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을 담은 생화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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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대형 풍선 & 아기 영문이름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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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생화 돌상  화이트 그린 / 85만원  

로프트하우스  /  화이트와 그린으로 세팅한 깔끔한 생화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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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생화 돌상  화이트 그린 & 블루 / 85만원   

로프트하우스  /  화이트와 함께 블루를 포인트로 스타일링한 생화 돌상



22

BASIC  생화 돌상  화이트 & 핑크 / 85만원  

로프트하우스  /  화이트와 핑크로 세팅한 사랑스러운 생화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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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생화 돌상  화이트 & 핑크 / 85만원   

로프트하우스  /  화이트와 핑크로 세팅한 사랑스러운 생화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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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생화 돌상  화이트 & 핑크 & 라벤더 / 85만원  

로프트하우스  /  핑크와 라벤더 플라워의 조화가 아름다운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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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생화 돌상  화이트 & 라벤더 / 85만원 

로프트하우스  /  화이트와 라벤더로 세팅한 깔끔한 생화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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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생화 돌상  화이트 & 옐로우 / 85만원    

로프트하우스  /  화이트와 옐로우로 세팅한 귀여운 생화 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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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테이블 

베이직 ㆍ사진 인화ㆍ액자ㆍ게스트북ㆍ조화 장식ㆍ돌잡이 이벤트 (번호표 포함) \ 100,000

스페셜 ㆍ생화 장식ㆍ사진 인화ㆍ액자ㆍ게스트북ㆍ조화 장식ㆍ돌잡이 이벤트 (번호표 포함) \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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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자라온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을 사진에 담아 보여주세요. 

포토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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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테이블

아기의 다양한 순간들을 가족, 친지분들께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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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테이블

아기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예쁘게 장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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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과 어울리는 액자와 소품을 활용하여 테이블을 장식합니다.

스페셜  포토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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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 장식은 아기의 포토 테이블을 더욱 화려하게 해줍니다. 

스페셜  포토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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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신 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테이블 생화 장식은 아름다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행사 후, 꽃다발로 포장해드립니다. -

손님 테이블 생화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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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생화 장식

* 계절에 따라 꽃과 소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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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돌과 첫돌 행사를 진행 하시는 분들께, 아기 한복(1벌)을 무료 대여해드립니다.

- 한복 디자인은, 행사 2주 전까지 결정해주세요. -

아기 한복 무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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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구성 : 한복 상하의 / 복건 

악세서리 : 돌띠 / 버선 / 신발 (디자인 변경 될 수 있음)

1세 아기 표준 신체 사이즈 (9kg ~ 12kg) 

남자 아기 한복

푸른솔 도령복 가람

리버티 (파블로) 한결

* 최소 행사 2주 전까지 담당자에게 답변해주세요. 순차적 대여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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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구성 : 한복 상하의 / 속치마 / 조바위 

악세서리 : 돌띠 / 버선 / 꽃신 (디자인 변경 될 수 있음)

1세 아기 표준 신체 사이즈 (9kg ~ 12kg) 

여자 아기 한복

궁 연희 예나

한사랑 아리수

* 최소 행사 2주 전까지 담당자에게 답변해주세요. 순차적 대여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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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소중한 날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아기의 생일 파티를 위한 모든 시간에 정성을 담습니다.

선택은 역시, 어바웃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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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10 - 7624 - 8845 / 010 - 7634 - 8845  

kakaotalk : aboutdoll  /  Instagram : aboutdoll_official

02 - 3446 - 8865 / 8845  l  강남구 논현로 146길 31  l  www.aboutdoll.com  l  월요일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