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7년 전통의 영국을 대표하는
명품 도자기 브랜드 - 앤슬리
앤슬리는 영국 여왕 빅토리아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황실에서 만찬 식기로 이용되었습니다.  2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앤슬리가 
영국을 넘어  전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도 
매혹 당할 수 밖에 없는 앤슬리만의  디자인적 감성과 그 감성을 실체화 
시킬 수 있는 앤슬리만의 기술력 때문입니다.

In 1980 Collins published four little picture books by a young author and  
illustrator, Jill Barklem. SPRING STORY, SUMMER STORY, AUTUMN STORY  
and WINTER STORY chronicle in astonishing illustrative detail, the lives  
and adventures of  a community of  mice who live in Brambly Hedge. 

앤슬리 브램블리 헷지 컬렉션

영국에서만 500만부, 전 세계 18개국에서 700만부 이상 판매된 
영국의 대표 동화책인 브램블리 헷지는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작은 들쥐 마을 이야기로  
정교한 일러스트와 사랑스런 표현으로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20년 그 탄생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영국대표 동화이야기 브램블리 헷지의 
탄생 4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동화같은 도자기 
이야기를 앤슬리와 함께 하세요



SPRING STORY

봄의 기운이 가득한 봄이야기에서는 주인공  
윌프레드의 생일을 맞아 찔레꽃마을의 모든  

이웃들이 깜짝 생일파티와 피크닉을 준비합니다. 



SUMMER STORY

7월의 어느날 포피와 더스트는 온 마을 사람들의 
축하속에 결혼을 발표합니다.  찔레꽃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축하속에 둘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AUTUMN STORY

찔레꽃마을에 가을이 오고 프림로즈는 더 맛좋은  
베리를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길을 잃은 프림로즈를 찾아  

온 마을 주민은 숲속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WINTER STORY

찔레꽃마을에 눈이 내립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본 아기 쥐돌이들은 밤새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봅니다. 12월의 마지막날 온 마을의 
이웃들은 밤새 파티를 즐깁니다. 



Four Seasons 20cm Plate

Four Seasons Cup & Saucer

AYNBRAMB11002
브램블리헷지 20cm 중접시  4P 세트
AYNBRAMB52101
브램블리헷지 20cm 봄 중접시
AYNBRAMB52102
브램블리헷지 20cm 여름 중접시
AYNBRAMB52103
브램블리헷지 20cm 가을 중접시
AYNBRAMB52104
브램블리헷지 20cm 겨울 중접시

AYNBRAMB11001
브램블리헷지 봄 컵 & 소서  4인조 세트
AYNBRAMB51101 / 51102 
브램블리헷지 봄 컵 & 소서
AYNBRAMB51103 / 51104 
브램블리헷지 여름 컵 & 소서
AYNBRAMB51105 / 51106
브램블리헷지 가을 컵 & 소서
AYNBRAMB51107 / 51108 
브램블리헷지 겨울 컵 & 소서



Four Seasons 16cm Plate

Four Seasons Mugs

AYNBRAMB52101
브램블리헷지 16cm 봄 소접시
AYNBRAMB52102
브램블리헷지 16cm 여름 소접시
AYNBRAMB52103
브램블리헷지 16cm 가을 소접시
AYNBRAMB52104
브램블리헷지 16cm 겨울 소접시

AYNBRAMB51101 
브램블리헷지 봄 머그
AYNBRAMB51103 
브램블리헷지 여름 머그
AYNBRAMB51105 
브램블리헷지 가을 머그
AYNBRAMB51107 
브램블리헷지 겨울 머그



Others

AYNBRAMB11003
브램블리헷지 0.8L 티팟
AYNBRAMB11004
브램블리헷지 리갈 트레이 26 x15cm

AYNBRAMB52103
브램블리헷지 생일 커피잔
AYNBRAMB52104
브램블리헷지 웨딩 커피잔

Four Seasons Cup & Saucer for 4

AYNBRAMB11001 
브램블리헷지 컵 & 소서 4인조 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