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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in California

Orbit Baby
Philosophy

Engineering, Innovation, and Style.

During their undergraduate years at Stanford University, Bryan White and Joseph Hei teamed up with consumer and 

safety experts to create the safest and most versatile baby products. With the collaboration of global design company 

IDEO, they developed the worldwide patented Smart Hub. The Smart Hub not only enabled the seat to turn 360 de-

grees, but allowed perfect modularity of stroller, car seat and bassinet seats. Orbit Baby soon became the most 

innovative brand for baby products.

Life with a new child can be very hectic and crazy,

so the product needs to flow with your life.

We strive to make products that fades into the background 

and enables the easiest path through your day.

The child must be able to experience the world 

in the most amazing way through Orbit Baby.

Bryan White

    -Orbit Baby CDO

스탠포드대학 출신 동창생 브라이언화이트와 조셉헤이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와 안전분야 전문가와 함께 유모차를 실제로 사용하는 아이와 엄마, 
아빠의 라이프스타일, 안전 제품 소재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디자인기업 IDEO 디자이너 출신과 함께 국제특허 스마트 허브링을 개발하여 
세계최초 360도 회전기능 및 유모차, 카시트, 배시넷을 호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Orbit Baby를 완성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삶은 아주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유모차는 당신의 삶과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혁신적이고 완벽한 유모차는 당신의 하루를 가장 편안하게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우리아이는 오르빗베이비를 통하여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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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Seat360o

It’s not just about the rotation
SMART HUB

360 degree rotation enables new 

and different interaction with 

your child and the world around them.

360도 회전시트를 통하여 만나는 세상은 
더 놀랍고 더 많은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엄마보기모드

놀이모드

테이블모드

관람모드

세상보기모드

Mother facing mode

High chair mode

Sightseeing mode

World experiencing mode

Pla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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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ove with you

ALL INONE
TRAVEL SYSTEM

TRAVEL SYSTEM
& Stroller



TRAVEL SYSTEM
& Carseat



TRAVEL SYSTEM
& Bassinet



FUNCTIONS
QUADSHOCK Suspension

All-Round Steering

1 Second Folding & Self Standing

어떤 노면에서도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시스템  

체형에 맞춰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올라운드 핸들

단 한번의 동작, 단 1초의 시간만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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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ck tray

FLIP-FLOP brake

Guard & Shoulder pad

Ventilation window

Handle adjustment

Large basket 

Cup holder

Footrest adjustment

Backrest

Premium Sunshade

Memory Foam Seat

생활방수 및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인 풀차양막

수면의 품격이 달라지는 친환경 Oeko-Tex

Bucket Seat
아기 몸을 감싸주고 체온을 유지해주는 버킷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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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MAKE
DESIGN

DETAILS

Anodizing Frame

Faux Leather Steering

Symbol Wheel

아노다이징 프레임

가죽타입핸들

브랜드 마크 프리미엄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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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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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CUST
OM

IZ
E

MAKE YOUR STYLE

Sensual Burgundy

Silver Fram
e

Bla
ck

 F
ra

m
e

M
ood Beige

Sunset O
range

Baby Pink

Chic Black

N
iagara Blue

Black Seat

M
ocha Seat



CELEBRITYACCESSORIES
오르빗의 다양한 액세서리로 유모차를 더 스타일리쉬하게 사용하세요. 오르빗은 헐리웃은 물론 국내외 스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D

KOREA

AMERICA

CANADA

FRANCE

SPAIN

JAPAN

CHINA

BRAZIL

RUSSIA

Pannier

Protection Cover
(Stroller)

Sunshade pack

Rain Cover
(Car Seat / Bassinet)

Footmuff

Mosquito Net
(Stroller)

Winter kit

Mosquito Net
(Car Seat / Bass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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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in California
www.orbitbabyus.com  / www.orbitbab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