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코리아는 43년 전통의 유아교육전문기관으로
유아교육현장 및 가정에서 꼭 필요한 교재‧교구를 만들고 이를 엄선하여 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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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상품 04
신체운동 놀이자료 197 660,000원

 어린이날 단체선물 추천 상품 05
DIY 만들기 놀이 2 S115 2,420원 
DIY 만들기 놀이 3 S116 2,420원 
DIY 만들기 놀이 11 S246 2,420원 
DIY 만들기 놀이 1 S114 2,420원 
DIY 만들기 놀이 4 S117 2,420원 
DIY 만들기 놀이 5 S228 2,420원 
DIY 만들기 놀이 6 S229 2,420원 
DIY 만들기 놀이 8 S243 2,420원 
DIY 만들기 놀이 9 S244 2,420원 
DIY 만들기 놀이 10 S245 2,420원 
DIY 만들기 놀이 12 S247 2,420원

 영아놀이자료  06 ~ 07
BABIS(베이비스) 1 S601 78,000원 → 49,500원
BABIS(베이비스) 2 S602 78,000원 → 49,500원
영아용 사물 그림책 102 67,000원 → 49,000원
영아용 수놀이 그림책 323 67,000원 → 47,000원
아기돌보기세트 510 44,000원 
아장아장 걸어요 231 29,700원 
색깔 요술 가방 232 29,700원 
랄랄라 봄이 왔어요 234 14,300원 
나의 몸 나의 마음 235 19,800원 
재미있는 탈 것 236 14,300원 
바닷 속 세상 237 14,300원 
엄마랑 아기랑 238 14,300원 
내가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 239 19,800원 
알록달록 가을 동산 240 3,300원 
신나는 겨울 241 29,700원 
움직이는 색깔놀이 242 9,900원 

 놀이 자료  08 ~ 14
개정 누리과정 놀이자료 988 2,860,000원
대형 놀이 배경 현수막 657 121,000원 
유아놀이 테이블 텐트 254 59,400원
이야기가 있는 대형 병풍책 218 49,000원
동물 역할놀이 시리즈 쥐라기 316 16,500원 
동물 역할놀이 시리즈 바다 317 29,700원 
동물 역할놀이 시리즈 초원 318 47,300원 
동물 역할놀이 시리즈 숲 319 63,800원 
어린이 교통안전 신호등 S219 121,000원  
어린이 소방복 216 55,000원 
모양종이 4종 세트 253 59,400원
나만의 가방 꾸미기(개인용) 904 5,500원 
원목리듬악기패키지 506 220,000원 
가족인형세트 810 99,000원 
다문화 인형세트 198 132,000원 
동극용 반가면세트 936 41,800원 
동극용 머리띠세트 934 22,000원 
신나는 놀이 스카프 930 28,600원 
원목퍼즐세트 908 495,000원 
공룡대탐험 503 330,000원 → 230,000원

 활동자료  15 ~ 23
유아환경교육 활동자료 225 495,000원
유아안전교육 활동자료 2 210 968,000원
유아행동지도교수자료 112 390,000원
3~5세 수학교수자료세트 700 870,000원
3~4세 뮤직펜 새노래지도자료세트 501 446,000원
5세 뮤직펜 새노래지도자료세트 401 410,000원
동작활동 교수자료세트 701 630,000원
3~5세 언어교수자료세트 402 495,000원
인성동화 큰 책 909 250,000원
이야기나누기 큰 책(특별한날) 760 150,000원
첫 번째 놀이책(5세) 825  37,000원
첫 번째 놀이책 (6세) 826  37,000원

첫 번째 놀이책(7세) 827  37,000원
장애인식개선동화2 큰 책 113 120,000원
윤동주 동시 큰 책 822 25,000원

 블록  24 ~ 28
큰 종이벽돌 541 88,000원 
작은 종이벽돌 542 77,000원 
복합 종이벽돌 844 59,400원 
복합 삼각 종이벽돌 944 77,000원 
종이벽돌 종합세트 678 99,000원 
원통 종이벽돌 211 77,000원 
큰 종이벽돌 2 871 88,000원 
복합 종이벽돌 2 874 59,400원
작은 종이벽돌 2 872 77,000원
우리동네 블록 2 843 59,400원 
집짓기 종이블록(통나무) 817 77,000원 
복합 종이벽돌 3 249 132,000원 
DIY 패턴블록 248 143,000원 
자석벽돌블록 910 297,000원 
빌딩블록(레드) S006 187,000원
빌딩블록(그레이) S007 187,000원 
빌딩키트 158 S118 132,000원 
동물원 카프라 707 154,000원 

 도서  29 ~ 32
교사용 도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유아 교재·교구 984 11,000원
대·소집단 활동 985 22,000원
영유아교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986 39,000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989 18,000원
유아 관찰 워크북 517 7,000원
부모라면 내 아이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쌓기놀이의 모든 것 S183 8,000원
교사라면 꼭 알아야 하는 쌓기놀이 지도의 모든 것 S184 7,000원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터 놀이를 통한 학습 S182 15,000원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행동지도 S180 19,000원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일상생활 지도 S181 15,000원
영아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S188 27,000원
교육지원자로서의 환경 S189 15,000원

유아용 도서
장애인식개선동화 나 너 우리 633 48,000원
반편견 그림책 004 40,000원
이솝 이야기 1 205 32,000원
이솝 이야기 2 223 32,000원
이솝 이야기 3 411 32,000원
이야기 친구 820 59,000원
우리 아기랑 함께하는 24개월간의 이야기(부모용) 561 15,000원
다문화 가정동화 1 860 63,000원
다문화 가정동화 2 213 69,000원
우리 문화 그림책 853 48,000원
세계 여러 나라 집이야기 612 40,000원
전래동요세트 955 98,000원
첫 번째 수학책 723 53,000원
첫 번째 미술책 311  35,000원
첫 번째 과학책 852 38,000원
과학이야기 1(우리몸) 321 48,000원
과학이야기 2(동물) 413 33,000원
쉬운 책 720 85,000원

 외부 추천 상품  33 ~ 35
큐렉스에듀220 S191 1,540,000원
할로우 블록 대형 S018 528,000원
저스트 블록 S023 330,000원
러닝리소스 과학실험세트 S186 352,000원
파워클릭스(74pcs) S014 275,000원
파워클릭스(100pcs) S015 330,000원
에코 숲체험 8종 패키지 S022 192,500원
끼우기블록 3종 세트 S021 143,000원
산호초 오가닉 블록(40pcs) S019 242,000원

교재·교구 안내
www.aicoreamall.kr

주문방법

인터넷쇼핑몰  www.aicoreamall.kr
전화주문  02-2144-1110
팩스주문  02-443-3847

결제방법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온라인 입금

QR 코드 접속

QR코드에 접속하시면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방법

택배 무료 배송
(고객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반송비용은 고객부담)
주문하신 상품은 결제일로부터 2~3일 후에 
배송됩니다.

참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수의계약 주문가능

온라인입금계좌

(예금주 :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국민 064-01-0432-981
농협 089-01-285750
우리 160-001620-13-009

전자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수의계약가능)
업체명 (사)아이코리아
등록번호 219-82-00371
법인번호 114821-0000110

아이코리아 교재·교구 이렇게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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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규규상상품품

DIY 만들기 놀이 1 
S114

DIY 만들기 놀이 4 
S117

DIY 만들기 놀이 5 
S228

DIY 만들기 놀이 6 
S229

DIY 만들기 놀이 12 
S247

DIY 만들기 놀이 10 
S245

DIY 만들기 놀이 9 
S244

DIY 만들기 놀이 8 
S243

단체 선물 추천 상품단체 선물 추천 상품어어린린이이날날

 DIY 만들기 놀이를 어린이날 단체 선물로 강력추천

DIY 만들기 놀이 2 S115

구성 :  팔랑팔랑 손가락 나비,  
꽃모자 만들기, 사계절 나무책,  
꿀 모으기 게임

DIY 만들기 놀이 3 S116

구성 :  동물 손가락 인형,  
펄럭펄럭 새, 공룡 머리 띠,  
기다란 고리 뱀

DIY 만들기 놀이 11 S246

구성 :  하트 팔찌, 우리 가족 그리기,  
오늘 내 기분, 카네이션 카드

신고확인증 번호
CB063R10537-2001

• 대소근육 발달 및 신체 조절력을 기를 수 있는 신체운동 놀이자료
• 친구와의 협동 및 자유로운 놀이방법 구성을 통한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놀이자료
• 종이, 줄, 천, EVA 등 놀이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놀이자료
• 자료의 특성을 탐색하며 여러 가지 놀이방법으로 확장 가능한 비구조적인 놀이자료
• 이동이 편리하여 바깥놀이, 소풍, 산책 등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서 활용 가능
• 신체놀이 뿐 아니라 쌓기놀이, 음률 등 통합적 놀이가 가능한 자료
• 다양한 놀이방법을 소개한 교사도움자료 제공

특 징

신체운동 놀이자료 197

구성 : 신체운동 놀이자료 12종, 교사도움자료 1권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660,000원

01   대형 동작 주사위

대형 동작 주사위 1개 
(23×23×23cm) 
동작 카드 24개(21×21cm) 

02   별 모양판

별 모양판 20개(지름 24cm)
주사위 2개(11×11×11cm)
 

03   흔들 상자

흔들상자 2개 
(22.4×15×15(h)cm)

04   원형밴드

큰 원형 밴드 2개(지름 약 90cm) 
작은 원현 밴드 1개(지름 약 55cm)

05   줄

긴 줄 2개(길이 약 300cm)
짧은 줄 4개(길이 약 150cm)
고무줄 4개(길이 약 240cm)

06   소형 파라슈트

소형 파라슈트 1개 
(97×97cm) 

07   대형 놀이스카프

대형 놀이스카프 3개
(150×150cm)

08   그물 바구니

그물 바구니 2개(지름 40cm) 

09   슈팅 텐트

슈팅 텐트 1개(80×74×75(밑변)cm) 
공 4개(지름 약 7cm)
보관주머니 1개(지름 33cm) 

10   볼풀공

볼풀공 10개(지름 10cm) 

11   종이 터널

종이 터널 10개 
(지름 27cm)

12   종이 파이프

긴 종이 파이프 4개(지름 3cm, 길이 59cm) 
작은 종이 파이프 4개(지름 9.2cm, 길이 13.3cm) 
가는 종이 파이프 10개(지름 6.2cm, 길이 13.3cm)

크기 : 255×25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420원(10세트 이상 주문 가능)



주문전화  02-2144-1110    
24시간 편리한 쇼핑몰  www.aicorea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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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놀이자료

BABIS(베이비스) 1 S601

구성 :   영아그림책 6권(슬퍼, 바쁘다 바빠!, 춤추고 싶어,  
화가 나, 궁금해, 무서워), 애착인형 1개

크기 : 책 170×155mm, 인형 370mm 
정가 : 78,000원  → 49,500원

영아용 사물 그림책 102

구성 :  그림책 3권, 큰 비닐책 1권, 토끼인형 1개,  
사물그림카드 32장

크기 :  책 150×150mm,  
인형 300mm

정가 : 67,000원 → 49,000원

아기돌보기세트 510

구성 :  아기인형 외 소품 6종 
(아기인형, 포대기, 모자, 턱받이, 기저귀, 우유병)

크기 :   290×290mm 
정가 : 44,000원

BABIS(베이비스) 2 S602

구성 :   영아그림책 6권(까꿍놀이, 짜증 나, 할 수 있어, 안녕,  
사랑해, 운동할래!), 애착인형 1개

크기 : 책 170×155mm, 인형 370mm
정가 : 78,000원  → 49,500원

영아용 수놀이 그림책 323

구성 :  그림책 3권, 스펀지 블록 14개
크기 : 책 150×150mm
정가 : 67,000원 → 47,000원

영아놀이 1

아장아장 걸어요 231

구성 : 봉제 촉감발판 1개 
크기 : 935x335mm 
정가 : 29,700원

영아놀이 2

색깔 요술 가방 232

구성 : 봉제 탐색가방 1개, 색깔 수건 10장
크기 :  탐색가방 250x150x130mm,  

색깔 수건 240x240mm
정가 : 29,700원

영아놀이 3

랄랄라 봄이 왔어요 234

구성 : 입체 원목퍼즐 1세트(4조각)
크기 : 220x220mm 
정가 : 14,300원

스웨덴  
그림책

가격
인하

가격
인하

가격
인하

가격
인하

영아놀이 4

나의 몸 나의 마음 235

구성 :  자석 놀이판 2개, 얼굴표정(기쁨, 슬픔, 화남, 놀람) 8개, 
몸 4세트(20조각)

크기 : 놀이판 370x260mm 
정가 : 19,800원

영아놀이 7

바닷 속 세상 237

구성 : 원목 자석 낚시퍼즐 1세트(6조각, 낚시대 2개)
크기 : 퍼즐판 295x220mm
정가 : 14,300원

영아놀이 9

내가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 239

구성 : 자석 놀이판 1개, 동물조각 12개
크기 : 놀이판 370x260mm
정가 : 19,800원

영아놀이 11

신나는 겨울 241

구성 : 봉제 탐색놀이판 1개
크기 : 탐색놀이판 630x330mm
정가 : 29,700원

영아놀이 6

재미있는 탈 것 236

구성 : 봉제 주사위퍼즐 2개
크기 : 85x85x85mm
정가 : 14,300원

영아놀이 8

엄마랑 아기랑 238

구성 : 촉감 봉제 카드 5세트(10장)
크기 : 촉감카드 130x130mm
정가 : 14,300원

영아놀이 10

알록달록 가을 동산 240

구성 : 입체 우레탄 퍼즐 1세트(5조각)
크기 : 퍼즐판 300x220mm
정가 : 3,300원

영아놀이 12

움직이는 색깔놀이 242

구성 : 입체퍼즐 3세트(각 4조각)
크기 : 퍼즐판 300x220mm
정가 :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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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자료 

•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따라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료 
•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다양한 재질과 모양의 놀이자료 제공
• 유아 주도적인 자유놀이에서부터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 활동자료

특 징

 WOOD(8종)  에코 블록, 우드 타워, 유니트 블록, 무지개 블록, 한글 블록, 네이처 블록, 색깔 막대 블록, 블록 소품
 PAPER(6종) 에그보드 블록, 종이 파이프, 도로 퍼즐, 사각 카드 블록, 원형 카드 블록, 삼각 카드 블록
 FABRIC(9종)  동물 손인형, 동물 손가락 인형, 공룡 손가락 인형, 바다생물 손가락 인형, 곤충 손가락 인형,          

새 손가락 인형, 대형 놀이 스카프, 소형 놀이 스카프, 파라슈트
 PLASTIC(8종)  패턴 블록, 소형 삼각 카드 블록, 소형 사각 카드 블록, 소형 원형 카드 블록, 레인보우 블록,  

단추, 무지개 조약돌, 색깔 조약돌

개정 누리과정 놀이자료 988

구성 :  비구조적 놀이자료 31종, 대소집단 활동자료 43종, 음악 CD 1종,  
교사용 참고도서 2권, 제품 활용 설명서 1권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860,000원

비구조적 31종 대소집단 43종

(10종)              (5종)              (4종)               (10종)                    (6종)                   (8종)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유아중심, 놀이중심

대소집단비구조적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따라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료1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다양한 재질과 모양의 놀이자료 제공2
유아 주도적인 자유놀이에서부터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 활동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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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자료

• 책상에 펼치면 놀이공간으로 변신
• 교실에서 사용하는 사각 책상에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
• 정서적 안정을 돕는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 조성 가능
• 놀이공간이나 휴식공간 등 원하는 장소로 활용 가능

특 징

유아놀이 테이블 텐트 254

구성 :  테이블 텐트 1종
크기 : 약 100x100x50c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59,400원

* 교실 책상 2개 활용 및 장식품 별도

가로 100cm

높
이

 5
0c

m

세로 100cm

*  동물 역할놀이 시리즈 연출된 장면의 소품 중  
일부는 구성품이 아님.

동물 역할놀이 시리즈 쥐라기 316

구성 :  공룡 머리띠 2종 
크기 : 350×57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6,500원

동물 역할놀이 시리즈 초원 318

구성 :   동물 머리띠 4종(코끼리, 기린, 토끼, 사자),  
날개형 의상 1종(새)

크기 :  300×150mm(코끼리), 140×220mm(기린),  
125×240mm(토끼), 180×150mm(사자)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7,300원

동물 역할놀이 시리즈 바다 317

구성 :  바다생물 머리띠 2종(꽃게, 상어), 조끼형 의상 1종(거북) 
크기 : 280×220mm(꽃게, 상어), 350*440mm(거북)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9,700원

동물 역할놀이 시리즈 숲 319

구성 :  곤충 머리띠 2종(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조끼형 의상 3종(개미, 꿀벌,무당벌레),  
날개형 의상 1종(나비)

크기 :  260×220mm(사슴벌레, 장수풍뎅이),  
350×470mm(개미, 꿀벌, 무당벌레),  
520×390mm(나비)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63,800원

신고확인증 번호
CB065R1814-2001

대형 놀이 배경 현수막 657

구성 :  대형 놀이 배경 5종 (공사장, 농장, 생일파티, 세차장, 소방서)
크기 : 1,500×1,00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21,000원

���������� ������������� OUT.indd   2 2021. 4. 27.   오후 2:58 ���������� ������������� OUT.indd   3 2021. 4. 27.   오후 2:58

���������� ������������� OUT.indd   4 2021. 4. 27.   오후 2:58 ���������� ������������� OUT.indd   5 2021. 4. 27.   오후 2:58 ���������� ������������� OUT.indd   6 2021. 4. 27.   오후 2:59

가로 1,500mm

세
로

 1
,0

00
m

m

이야기가 있는 대형 병풍책 218

구성 :   병풍책 1권(양면 : 우리동네, 동물)
크기 :   660×420mm(펼침 2,940mm) 
연령 : 만 1세 이상 
정가 :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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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자료 

※ 건전지 미포함

[ 모양종이 4종 ] [ 활용예시 ]

하트 동물

자동차 물고기

생일카드도 뚝딱! 게시판 꾸미기도 뚝딱! 

모양종이 4종 세트 253

구성 :  모양종이 400장(하트, 자동차, 물고기, 동물 각 100장)
크기 : 약 270×200mm(하트 기준)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59,400원

원목리듬악기패키지 506

구성 :  총 7종(우드 블록, 톤 블록, 봉고, 막대 탬버린,  
귀로, 돌림 실로폰, 코끼리코)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20,000원

가족인형세트 810

구성 :  인형 6종(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남아, 여아)
크기 :  110×230mm
연령 : 만 0세 이상 
정가 : 99,000원

다문화 인형세트 198

구성 :   인형 4종
크기 :   150×30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32,000원

동극용 반가면세트 936

구성 :  반가면 16종, 활용지침서 1권
크기 :  200×20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1,800원

동극용 머리띠세트 934

구성 :  머리띠 10개
크기 :  머리띠 550mm 8개, 580mm 2개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2,000원

신나는 놀이 스카프 930

구성 :  스카프 8개
크기 :  700×70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8,600원나만의 가방 꾸미기(개인용) 904

구성 :  광목가방 1개
크기 :  가방 290×29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5,500원

어린이 소방복 216

구성 : 소방복 1개, 모자 1개
크기 :  소방복 440mm(가슴둘레) 

/640mm(총장), 모자 220mm(단면) 
/320mm(길이)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55,000원

신고확인증 번호
CB063R1915-1010

최고급 
비치원목

신고확인증 번호
B364R674-4003

신고확인증 번호
CB063R1915-8002

신고확인증 번호
CB063R1915-1011

신고확인증 번호
CB063R1915-8002

신고확인증 번호
CB063R2972-8001

신고확인증 번호
CB063R1915-20008

어린이 교통안전 신호등 S219

구성 :  신호등 1개, 밑판 1개, 봉 1개(조립 시)
크기 :  1,300mm(높이),   

340×340mm(밑판)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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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자료 활동 자료

일부 퍼즐은 2세트로 구성하여 연출

원목퍼즐세트 908

구성 :  원목퍼즐 14종(얼굴 퍼즐, 우리집 3겹 퍼즐, 직업 퍼즐, 우리 마을 퍼즐, 동물 퍼즐, 북극 퍼즐, 
바다동물 직육면체 퍼즐, 도로 퍼즐, 우리나라 전통 퍼즐, 세계 지도 퍼즐, 사계절 원형 퍼즐, 
무지개 퍼즐, 물감 퍼즐, 불꽃놀이 퍼즐), 퍼즐그림 14장, 보관상자 7개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95,000원

공룡대탐험 503

구성 :   교재·교구 총 16종, 
         활동지·음악 CD 1장, 
         교사용 지도서 1권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330,000원 → 230,000원

신고확인증 번호
CB064R1275-9001

• 공간지각력 향상을 돕는 다양한 유형의 퍼즐 • 자연친화적인 원목 퍼즐
• 아름다운 색감과 디자인으로 심미감과 감성을 자극하는 퍼즐 • 견고하고 안전한 퍼즐

특 징

신고확인증 번호
목재 : B365R1591-1001
봉제 : CB063R044-5001

가격
인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유아환경교육 활동자료 225

구성 :   동화 5권, 이야기나누기 자료 10종, 환경기념일 자료 1종,  
바깥놀이 표시판 1종, 놀이 자료 5종, 교사용 지도서, 환경뉴스,  
활동지(아이코리아몰 홈페이지 다운로드)

크기 : 400x520x170mm(가로x세로x높이/내부 패키지 상자 기준)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95,000원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유아가 알아야 할 환경 개념을 담은 유아환경교육 활동자료
•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실천에 초점을 둔 자료
• 자원순환, 생명존중, 환경호르몬 등의 환경 이슈를 이해하기 쉬운 동화와 이에 연계한 교구
•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편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간의 균형을 찾아볼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의 토의·토론 자료
• 가정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흥미로운 환경 뉴스 자료
• 그림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기념일 자료
•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고 바깥놀이 가능여부와 준비물을 표시할 수 있는 환경 게시 자료

특 징

신고확인증 번호
CB067H055-2001

딜레마상황 
토의·토론자료

동화 놀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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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료 
스토리텔링 유아안전교육 활동자료 2 210

구성 :  동화자료 13종, 이야기나누기자료 14종, 교구 11종,  
공통자료 2종, 교사용 지도서, 활동지(아이코리아몰 홈페이지 다운로드)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968,000원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안전교육자료
•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감염병, 미세먼지 등의 재난안전과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내용을 강조한 자료
• 안전에 대한 지식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상황 중심의 스토리텔링 자료
•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자료와 놀이자료

특 징

신고확인증 번호
CB060H055-1002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유치원

아동복지법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어린이집

유아행동지도교수자료 112

구성 :  큰 책 9권, 놀이 자료 9종, 이야기 나누기 자료 5종,  
교사용 지도서 1권, 활동지 37종(아이코리아몰 홈페이지 다운로드)

연령 : 만 3세이상
정가 : 390,000원

• 유아 행동 지도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을 재미있는 동화로 구성
• 동화와 연계한 활동으로 다양한 놀이자료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 향상

특 징

승부욕 정리정돈 규칙이해 청결 미디어

식습관 거짓말 공격성 일상생활 감정표현

신고확인증 번호
CB063H29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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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료 
3~5세 수학교수자료세트 700

구성 :  총 33종(교재·교구 29종, 공통자료 4종), 교사용 지도서 1권, 활동지 CD 3장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870,000원

• 수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교구
• 놀이를 통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교구
• 구체적 조작활동 과정을 통한 놀이 중심의 교구
• 유아 스스로 도전하며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구
•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사회성 발달을 돕는 게임형식의 교구
• 교구와 연계된 연령별 활동지 제공

특 징

신고확인증 번호
CB064A099-7001

수와 연산 원목숫자블록
차례대로 1 2 3

동그라미 수놀이판
숫자에 맞는 동물 찾기

큐브 더하고 빼기
주사위 땅따먹기

알록달록 색깔 모으기
주사위 오목 놀이

기하
모양 도미노
원목블록 데칼코마니
둘이 하나 되는 그림카드

색막대로 세모 네모 만들기
위로 아래로 황금 열쇠 찾기
꽃그림 만들기

색막대로 모양 만들기
너구리 먹이 찾기 1

순서대로 색막대 놓기
너구리 먹이 찾기 2

측정 손바닥 자, 발바닥 자 길이와 크기 재기 양 크기 순서대로 놓기 1 양 크기 순서대로 놓기 2

규칙성 컵 패턴 놀이 패턴 빨리 만들기 전통문양 꾸미기 패턴대로 꽃 모으기

확률과 통계 그래프 만들기 색깔·모양 찾기 벤다이어그램 만들기  

공통자료 큐브 색막대 색깔컵 원목블록

국악반주 수록

아이콘을  콕콕  찍으면 
음악이 나와요~

3~4세 뮤직펜 새노래지도자료세트 501

구성 :  새노래지도자료 5권(480×370mm), 뮤직펜 1개, 노랫말판 1세트(480×370mm), 교사용 지도서 1권, 음악CD 2장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46,000원

5세 뮤직펜 새노래지도자료세트 401

구성 :  새노래지도자료 4권(480×370mm), 뮤직펜 1개, 노랫말판 1세트(480×370mm), 교사용 지도서 1권, 음악CD 2장
연령 : 만 5세 이상 
정가 : 410,000원

● 13개의 주제, 47곡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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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료 
동작활동 교수자료세트 701

구성 :  동작활동 교수자료 36종, 교사용 지도서 1권,  
음악 CD 1장(35곡 수록), 동영상 CD 1장(21개 동영상 활동자료 수록)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630,000원

신고확인증 번호
CB063A087-7003

• 예술가와 유아교육 전문가가 함께 만들고 유아교육 현장 적용을 통해 검증된 동작활동자료
• 동작활동에 필요한 다채로운 음악과 활동자료 
• 친숙한 또래가 시범을 보이는 발레, 팝핀, 탈춤 등 다양한 동작활동 동영상 수록
• 봉제, 플라스틱, 우레탄 등 다양한 소재의 자료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스토리텔링 도입자료

특 징

3~5세 언어교수자료세트 402

구성 :  그림책 2권, 언어게임 11종, 활동지 및 교사용 지도서(아이코리아몰 홈페이지 다운로드)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95,000원

신고확인증 번호
CB067H060-1001

• 놀이 중심으로 만든 언어(한글) 교재·교구    
• 한글의 구성요소를 놀이를 통해 익힘으로써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놀이자료
•  창의적 사고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재의 교구(한글 도장, 회전 블록, 자석 글자, 수수께끼, 반대말 책, 언어 게임 등)

특 징

01  수수께끼 책 | 알쏭달쏭 무엇일까? 02  반대말 책 | 올리고 내리고 03  한글 도장 | 자음콩콩, 모음콩콩 04  한글 자석 | 글자를 만드는 노트북

05  같은 모음 다른 자음 06  빙글빙글 빙고 07  재미있는 동물원 여행 08  꽃이름 튕기기

09  냠냠 어떤 과일일까? 10  ㄱ이 들어가는 말 11  숨은 글자를 찾아라 12  같은 글자 찾기

13  암호를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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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료 

•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8가지 인성덕목을 담은 동화
• 유아의 흥미를 자극하는 심미적인 디자인  • 대집단 교수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큰 책
•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해하기 쉬운 내용

특 징

• 유아들이 국경일과 기념일을 비롯한 특별한 날의 유래, 의미, 풍속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큰 책
특 징

인성동화 큰 책 909

구성 :  큰 책 16권, 활동지 CD 1종, 북케이스 1개
크기 : 300×37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50,000원

이야기나누기 큰 책(특별한날) 760

구성 :   큰 책 총16권, 북케이스 1개
크기 :  300×37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50,000원

총 16권 : 설날, 정월대보름,  
삼일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단오,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동지, 성탄절

장애인식개선동화2 큰 책 113

구성 :  동화 큰 책 4권, 정보 큰 책 1권, 핸드북 1권, 북케이스 1개
크기 :  큰   책 - 300×370mm
         핸드북 - 185×260mm
연령 : 만 3세이상
정가 : 120,000원

윤동주 동시 큰 책 822

구성 :   큰 책 1권
크기 :   300×37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5,000원

첫 번째 놀이책

5세 825

*  대집단활동용 동화·동시자료  
학급별 1세트 제공  
(놀이책 11권, 1인 개별자료)

6세 826

*  대집단활동용 동화·동시자료  
학급별 1세트 제공  
(놀이책 11권, 1인 개별자료)

7세 827

*  대집단활동용 동화·동시자료  
학급별 1세트 제공  
(놀이책 12권, 1인 개별자료)

크기 :  255×255mm / 정가 : 37,000원(각 세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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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벽돌 시리즈

큰 종이벽돌 541

구성 :  대형 40개  
(적, 황, 녹, 갈색 각 10개씩)

크기 : 290×140×7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88,000원

복합 삼각 종이벽돌 944

구성 :  28개  
(삼각대형 16개,삼각소형 12개)

크기 :  대형 290×255×70mm 
소형 190×165×4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77,000원

작은 종이벽돌 542

구성 :  소형 40개  
(적, 황, 녹, 갈색 각 10개씩)

크기 : 190×95×4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77,000원

종이벽돌 종합세트 678

구성 :  52개(대형 16개, 소형 16개,  
원통 14개, 반원통 6개)

크기 :  대형 290×140×70mm 
소형 190×95×4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99,000원

복합 종이벽돌 844

구성 : 28개(대형 16개, 소형 12개)
크기 :  대형 290×140×70mm 

소형 190×95×4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59,400원

원통 종이벽돌 211

구성 :  58개(원통 42개, 반원통 16개)
크기 :  지름(대형:98mm, 소형: 74mm)  

길이(222mm, 148mm, 74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77,000원

신고확인증 번호
CB065H0002-1001

실용신안 등록 제0423977호

* 사각, 삼각, 원통 종이벽돌을 활용한 이미지임

이렇게 
사용하세요!

817 집짓기 종이블록 2세트
(유아착용 꿀벌복은 연출된 장면)

874 복합 종이벽돌 2로 구성

미용실, 목용탕, 전자제품매장, 옷가게, 장남감가게, 
동물병원, 치킨가게, 과일야채가게, 제과점, 
아이스크림가게, 동사무소, 약국, 유치원, 어린이집, 
꽃집, 분식집

집짓기 종이블록(통나무) 817

구성 :  통나무 무늬 블록 3종 20개, 양면 벨크로테이프 60개
크기 :  블록 - 500×500mm, 벨크로테이프 - 20×13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77,000원 

우리동네 블록 2 843

구성 : 블록 16개
크기 : 150×150×7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59,400원 

큰 종이벽돌 2 871

구성 : 대형 40개(벽돌, 돌, 통나무, 타일 각 10개씩)
크기 : 290×140×7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88,000원 

복합 종이벽돌 2 874

구성 : 28개(대형 16개, 소형 12개)
크기 :  대형 290×140×70mm, 소형 190×95×4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59,400원

작은 종이벽돌 2 872

구성 : 소형 40개(벽돌, 돌, 통나무, 타일 각 10개씩)
크기 : 190×95×4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77,000원 

신고확인증 번호
CB065H000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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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복합 종이벽돌 3 249

구성 :  24개(특대형 갈색 4개, 특대형 회색 4개, 대형 4개, 소형 8개, 삼각소형 4개)
크기 :  특대형 갈색  580×290×70mm  

특대형 회색  290×290×70mm 
대형  140×290×70mm    
소형  140×145×70mm  
삼각소형  190×165×4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32,000원 

DIY 패턴블록 248

구성 : 60개(원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삼각형, 직삼각형, 팔각형 블록 각 10개씩)
크기 :  원형(지름 300mm), 정사각형(300*300mm), 직사각형(400*300mm) 

직삼각형(500*400*300mm), 정삼각형(변 295mm), 팔각형(변 165mm)
연령 : 만 3세 이상       재질 : 종이      정가 : 143,000원 

290mm

14
0m

m

140mm

140m
m

*  기존 종이벽돌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복합종이벽돌 3 외 큰 종이벽돌이 포함됨.

자석벽돌블록 910

구성 : 자석벽돌블록 3종(통나무, 벽돌, 타일) 총 30개(각 10개씩)
크기 : 290×140×7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97,000원 

빌딩블록(레드) S006

구성 : 빌딩블록 25개
크기 : 200×90×60mm
재질 : EVA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87,000원 

빌딩블록(그레이) S007

구성 : 빌딩블록 25개
크기 : 200×90×60mm
재질 : EVA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87,000원 

신고확인증 번호
CB065H0002-9001

신고확인증 번호
CB063R1710-20015

*자석벽돌블록 외 소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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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관찰 워크북 517

정가 : 7,000원

 블록 도서 

놀이중심 교육과정 989

정가 : 18,000원

9  788982  958984

9 3 3 7 0

ISBN 978-89-8295-898-4 

영유아교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이론편

영유아교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이론편

영
유
아
교
사
를 

위
한 

지
속
가
능
발
전
교
육 

이
론
편

박은혜, 장민영, 박세령, 김지은, 김교령, 손혜진 지음

9 788982 959288

94370

   ISBN 978-89-8295-928-8
   ISBN 978-89-8295-927-1 %28%EC%84%B8%ED%8A%B8%29

영유아교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제편

영유아교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제편

영
유
아
교
사
를 

위
한 

지
속
가
능
발
전
교
육 

실
제
편

박은혜, 장민영, 박세령, 김지은, 김교령 지음

9 788982 959288

94370

   ISBN 978-89-8295-928-8
   ISBN 978-89-8295-927-1 %28%EC%84%B8%ED%8A%B8%29

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의도를 통합하는 

대·소집단활동
김희진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린이연구원 총서 9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유아 교재·교구

유
아·

놀
이
중
심 

교
육
과
정
에 

따
른 

유
아 

교
재·

교
구

9 788982 959318

93370

   ISBN 978-89-8295-931-8

1109 유아 교재교구의 유형과 종류_12차 최종.indd   85-871109 유아 교재교구의 유형과 종류_12차 최종.indd   85-87 2022. 11. 11.   오후 5:342022. 11. 11.   오후 5:34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유아 교재·교구 984

정가 : 11,000원

유아의 놀이, 일상 생활,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의도를 통합하는 

대·소집단 활동 985

정가 : 22,000원

영유아교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이론편, 실제편) 986

구성 : 이론편, 실제편 각1권(총2권 1세트)
정가 : 39,000원

교사용 도서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희진 교수의 최신 연구물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은혜 교수의 최신 연구물

긴 스틱

420mm

짧은 스틱
280mm

연결공
직경 50mm

빌딩키트 158 S118 

구성 :  연결공 48개(노란색, 주황색 각 24개),  
스틱 110개(긴 스틱, 짧은 스틱 각 55개)

크기 :  연결공(직경 50mm)  
긴 스틱(길이 420mm)  
짧은 스틱(길이 28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32,000원

동물원 카프라 707

구성 :  동물원 카프라 200조각(대 126개, 소 74개),  
활용지침서 1권

크기 :  대 100×25×8mm 
소 50×25×8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54,000원

• 플라스틱 연결공과 스틱으로 구성된 가볍고 안전한 블록
• 구멍에 스틱을 끼워서 원하는 구성을 만드는 사용방법이 쉬운 블록   
•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의 구조물까지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블록
• 유아의 공간구성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블록

특 징

신고확인증 번호
CB061R6112-1004

신고확인증 번호
CB061R2501-7001A

교사라면 꼭 알아야 하는 쌓기놀이 지도의 모든 것 S184

정가 : 7,000원

교육지원자로서의 환경 S189

정가 : 15,000원
영아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S188 

정가 : 27,000원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터 놀이를 통한 학습 S182

정가 : 15,000원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행동지도 S180

정가 : 19,000원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일상생활 지도 S181

정가 : 15,000원

부모라면 내 아이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쌓기놀이의 모든 것 S183

정가 : 8,000원

이화어린이연구원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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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장애인식개선동화 나 너 우리 633

구성 : 그림책 5권 크기 : 216×26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8,000원

이야기 친구 820

구성 : 그림책 12권 크기 : 230×20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59,000원

이솝 이야기 1 205 이솝 이야기 2 223 이솝 이야기 3 411

반편견 그림책 004

구성 : 그림책 10권 크기 : 217×24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0,000원

우리 아기랑 함께하는 561   
24개월간의 이야기

구성 : 도서 1권 크기 : 215×210mm/207쪽
대상 : 부모용  정가 : 15,000원

구성 :  세트당 그림책 8권, 북케이스 1개/이솝 이야기 1, 2, 3  크기 : 240×26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각 세트별 32,000원

다문화 가정동화 1 860

구성 : 그림책 7권 크기 : 215×25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63,000원

우리 문화 그림책 853

구성 : 그림책 6권, 활용자료 6종 크기 : 205×26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8,000원

전래동요세트 955

구성 :  전래동요 20권, 지침서1권, CD1장
크기 :  큰책 298×440mm, 작은책 230×190mm,  

지침서 156×22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98,000원

다문화 가정동화 2 213

구성 : 그림책 6권 크기 : 220×26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69,000원

세계 여러 나라 집이야기 612

구성 : 그림책 5권 크기 : 220×225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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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렉스에듀220 S191

구성 :  자석블록(가베&아트모션-4박스) 220pcs, 배경놀이카드, 교재
크기 :  정육면체 1piece 40×40×40mm 

상자크기 345×475×60mm
재질 : 비치나무
원산지 : 베트남, 한국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540,000원

할로우 블록 대형 S018

구성 : 16pcs(큰 블록, 작은 블록)
크기 :  큰 블록(400mmⅩ210mmⅩ105mm),  

작은 블록(105mmⅩ210mmⅩ105)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528,000원

 도서  외부 추천상품

첫 번째 수학책 723

구성 : 그림책 10권 크기 : 187×24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53,000원

첫 번째 과학책 852

구성 : 그림책 8권 크기 : 187×24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38,000원

과학이야기 2(동물) 413

구성 : 그림책 6권 크기 : 185×24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33,000원

첫 번째 미술책 311

구성 : 그림책 7권 크기 : 185×240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35,000원

과학이야기 1(우리몸) 321

구성 : 그림책 6권, 대형 브로마이드 1장
크기 : 190×250mm, 브로마이드 469×639mm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48,000원

쉬운 책 720

구성 : 그림책 15권 크기 : 210×250mm
연령 : 만 2세 이상  정가 : 85,000원

놀이가베 A 놀이가베 B

아트지오 모션블록

신고확인증 번호
CB067R258-0001

신고확인증 번호
CB061R298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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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추천상품 

▶ 쌍안경
▶ 잠망경 루키 ▶ 천체망원경

▶ 옵틱 원더

▶ 줌스코프

▶ 메가관찰렌즈

▶ 메가관찰경

▶ 3중 곤충관찰경

▶ 사각형 끼우기 블록 ▶ 원형 끼우기 블록 ▶ 나뭇잎 끼우기 블록

저스트 블록 S023

구성 :  정사각블록 4종 74개, 스틱 50개, 평면판(L) 28개, 평면판(M) 14개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330,000원

에코 숲체험 8종 패키지 S022

구성 :  줌스코프, 3중 곤충 관찰경, 메가 관찰경, 메가관찰렌즈, 쌍안경, 옵틱원더, 잠망경 루키, 천체망원경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92,500원

러닝리소스 과학실험세트 S186

구성 :  곤충확대경 6개, 점보확대경 6개, 점보테스트튜브 6개,  
보호경 6개, 안전시험관 6개, 색관찰렌즈 1개,  
말발굽자석 6개, 대형스포이드 6개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352,000원

신고확인증 번호
CB067T041-2001

신고확인증 번호
CB061T173-8001

신고확인증 번호
CN063R504-6001A

신고확인증 번호
CB061R2980-9001

신고확인증 번호
CB061R2980-9001

신고확인증 번호
CB065R1717-2001

파워클릭스(74pcs) S014

구성 :  74pcs(평행사변형 4개, 삼각형 12개,  
일자형 14개, 직사각형 12개, 부채꼴형 8개, 정사각형 
12개, 곱하기모형 6개, 육각형 6개)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75,000원

신고확인증 번호
CB061R2980-2001

산호초 오가닉 블록(40pcs) S019

구성 : 40pcs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242,000원

끼우기 블록 3종 세트 S021

구성 :  사각형, 원형, 나뭇잎 끼우기 블록 각 1세트(활용 가이드북 포함)
크기 : 50mm×50mm(사각형), 50mm(원형/지름) 40mm×60mm(나뭇잎)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143,000원

파워클릭스(100pcs) S015

구성 :  100pcs(정사각형 18개, 팔각형 8개, 직사각형 14개,  
마름모형 8개, 삼각형 18개, 부채꼴형 8개,  
일자형 18개, 곱하기모형 8개)

연령 : 만 3세 이상
정가 : 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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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이벤트

사은품 증정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3년 4월 17일(월)~5월 31일(수) 

*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주문을 서둘러 주세요.

이벤트 내용   행사기간 중 40만원 이상 구입고객에게  
사은품 1개 증정(최대5개)

사은품   스타벅스 레터 토트백 384×360×140mm

어린이날 기념

기간  2023년 4월 24일(월)~28일(금)

내용   공룡퀴즈를 맞춘 기관중 추첨을 통해 매일 5기관에게  
‘공룡대탐험’ 1세트 선물 증정 
* 자세한 내용은 아이코리아몰 카카오톡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공룡 퀴즈 풀  선물 받  

360

붙임3. 사은품 이미지 및 상세설명 이미지 

텀블러 수납을 위한 포켓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편리

384
140

카카오톡채널 
QR로 접속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