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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rcat's Goal Meercat's Origin

Meercat은 세상의 하나뿐인 제품을(One Of Kind)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Meercat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한정 판매 하여 

소장 가치를 높여줍니다

 

Meercat은 소중한 반려묘와 동거인의 건강을 생각하여

천연제품만을 판매 합니다

Meercat은 각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커스텀마이징 한 

제품을 판매 함으로 모든 고객의 니즈를 충족 시킵니다

Meercat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Meercat은 일정부분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다합니다

캣하우스의 디자인으로 인한 전체 인테리어의 부조화

자연속에서 태어났지만 화학 제품속에 살고 있는 고양이와 사람

Meercat은 두 결핍으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Meercat의 컨셉은 반려묘와 동거인이 함께 소유하며

자연과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Meercat은 이 컨셉을 기반으로 제품을 연구 하였고 

천연 소재 "Water Hyacinth"를 주재료로 한 Meercat 

Water Hyacinth Cat house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Water Hyacinth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효과로 반려묘와 

동거인 모두 더 건강하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감각적인 디자인과 천연 소재가 주는 

안정감으로 어느 공간의 디자인,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룹니다



Meercat Water Hyacinth Cathouse

Large Ears
(Type A)

No ear
(Type C)

Small Ears
(Type B)



Eco Friendly
Cat Friendly
Natural Cat House

친환경적
고양이 친화적
자연주의 캣하우스

제품특징
무표백, 무염색, 무코팅(No PVC) : 최고급 원자재를 

사용하여 자연 느낌을 그대로 담았으며 다른 라탄제

품들과 달리 반려동물과 사람에게 유해한 표백제 

염색제, PVC(플라스틱 코팅)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프레임이 캣하우스의 큰 뼈대를 담당하고 

대나무 살이 2cm간격으로 촘촘하게 뼈대를 

구성하여 오랜기간 변형 없이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숨쉬는 소재인 천연 워터히야신스가 발산하는 피톤치드로 
반려묘와 사람 모두 더 건강해 지며 더 높은 삶의 질

을 누립니다. 워터히야신스가 내뿜는 자연의 향으로 

민감한 고양이들도 하우스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세탁
정전기 청소용품 혹은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흡수 제

거 합니다.젖은 천과 마른 천으로 번갈아가며 

더러워진 부위를 닦아줍니다

3 DESIGN
- Meercat Water Hyacinth Cat house with Large ears:Type(A)

- Meercat Water Hyacinth Cat house with Small ears:Type(B)

- Meercat Water Hyacinth Cat house with No ear : Type(C)

2 COLORS OF CUSHION
- Red

- Orange

소재
- 철제 프레임

- 대나무 프레임 

- Water Hyacinth
- 쿠션: 섬유 솜 / 쿠션커버 -면50%, 폴리에스테르 50%

제원
- Ball: 둘레 135cm　~ 140cm / 입구 지름 30cm
- Packaging: L 42 X I 42 X H 52cm
- Weight: 4.5 KG



About Meercat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개발 도상국의 빈곤과 가난의 대물림되는 

현실우리의 편리와 높은 삶의 수준을 위해 생산되는 제품들로인해 

지구 한편에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

식스스톤의 Jay Hong 부대표는 캐나다 명문대학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해 연구하며 공정무역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악순환을 끊는 현실적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Meercat은 공정무역을 시행함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에 힘쓰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Meercat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려묭용품을 구매 하는 행위를 넘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Meercat은 반려묘 동거인 생산자 모두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Contact US

meercatkorea@gmail.com
www.meercatkorea.com

www.instagram.com/meerca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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