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토재
교육도구

가치를 담다 · 정성을 쏟다 · 행복을 잇다

꿈·학습·관계를 키워주는



팀빌딩 교구

투게더 훌라후프
훌라후프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 
이 함께 협동하고 소통하는 팀 
빌딩 게임을 위한 교구
| 가격 : 18,000원

투게더 빙고
여럿이 함께 협력을 통해 길을 
찾아가는 팀빌딩 교구로 타인의 
성공과 실수를 나의 교훈으로 
삼아 목표에 도달하는 인생의 
한 단면을 경험할 수 있는 교구
| 가격 : 44,000원

투게더 커튼 콜
가려진 천이 내려가면 서로의 
이름을 먼저 말한 사람이 승리 
하는 게임으로 오프닝 등으로 
활용 가능한 교구
| 가격 : 36,000원

BEST 투게더 글자 쓰기
여럿이 함께 협력을 통해 특정 
글자를 씀으로써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구
| 가격 : 25,000원

투게더 보자기 배드민턴
보자기와 셔틀콕을 사용하여 
팀별로 진행하는 협력적 팀빌딩 
게임으로 인성과 소통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구
| 가격 : 15,000원

BEST 투게더 홀 인

협동과 협력을 게임을 통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로 5가지 색깔의 공을 같은 
색깔의 구멍으로 골인시키는  팀 
빌딩교구
| 가격 : 55,000원

투게더 스틱
100cm 길이의 스틱을 잡고 원을 
그린 상태에서 동시에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게임으로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구

| 가격 : 100,000원

BEST 투게더 협력밴드

여럿이 함께 협력을 통해 컵 옮겨 
쌓기, 피사의 사탑 등 다양한 
활동으로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구
| 가격 : 15,000원

즐사성 너트쌓기

너트를 하나하나 위로 쌓아가는 
게임으로 집중력과 자기조절력 
등을 기를 수 있는 교구
| 가격 : 22,000원

즐사성 인형세트
여러 가지 팀빌딩 놀이를 위해 
다양한 모양과 적절한 크기의 
인형을 모아놓은 교구
| 가격 : 90,000원



학습/플래너(학생,교사)

UPGRADE

UPGRADE

초등용 일일성장노트
학습 및 좋은 생활습관 형성을 촉진
하도록 구성된 일일기록 플래너
(스티커가 추가되었어요!)

(스티커가 추가되었어요!)

| 가격 : 12,000원(1묶음5권)

즐사성 파이프
협동을 기반으로 한 팀빌딩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도구로 
파이프를 연결시켜 탁구공을 
골인시키는 교구
| 가격 : 60,000원

중등 한 학기용 플래너
꿈, 학습,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글과 워크지로 
구성된 한 학기용 플래너

| 가격 : 10,000원

중등 방학용 플래너
(소나기,눈사람)
꿈, 학습,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글과 워크지로 
구성된 방학용 플래너
| 가격 : 소나기(여름) 4,000원
                눈사람(겨울) 5,000원

중등 4주용 플래너
꿈, 학습,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글과 워크지로 구성된 
4주용 플래너
| 가격 : 4,000원

킹셔틀콕

크기도 킹! 재미도 킹! 
일반 셔틀콕보다 약 2.5배 정도 
큰 크기로 다양한 활동에 활용 
가능한 교구
| 가격 : 5,500원

중등 방과후 플래너-점프

방과 후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일 기록 플래너
| 가격 : 5,000원

DLC교사용 플래너
교사의 자기관리 및 학급운영의 
효율성의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교사플래너
| 가격 : 22,000원

배깨적, 자음초성
빙고 워크지
교육, 수업 등의 내용을 즐겁고
창의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워크지로,
마무리 때 교육 내용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한 양식
| 가격 : 8,000원

메타인지 학습카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카드를 활용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 
전문 교구
| 가격 : 11,000원



창의성/생각 교육도구

BEST 이미지프리즘 1, 2
창의적 상상력과 두뇌발달을 
촉진하는 100장의 큰 사진으로 
구성된 카드
| 가격 : 44,000원

이미지프리즘 희로애락
상황을 나타내는 이미지 100 
장을 담은 것으로 창의, 인성, 
소통, 진로, 상담 등 다양한 교 
육장면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교구
| 가격 : 23,000원

단어프리즘
창의적 연상 및 언어 능력을 
촉진하는 82개의 단어로 구성 
된 원목 교구
| 가격 : 44,000원

Hand & I
손 모양 종이 위에 자신의 장점, 
꿈, 계획 등 필요한 주제에 따른 
활동을 기록하고 색연필 등으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DIY형 
교구
| 가격 : 13,500원

Tree & I (A5,A4)
나무 모양 종이모형으로 만든 
도구로써 강점발견, 칭찬, 
소망적기 등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DIY형 교구
| 가격 : A5  15,000원
              A4  22,000원

BEST 이미지프리즘 씨앗

앞면은 창의적 상상력과 두뇌발 
달을 촉진하는 64장의 사진으로, 
뒷면은 씨앗 카드의 덕목으로 
구성된 카드
| 가격 : 20,000원

BEST 이미지프리즘 스티커

창의적 상상력과 두뇌발달을 
촉진하는 이미지프리즘 카드에서 
96개를 뽑아 스티커 형태로 만든 
교구
| 가격 : 6,000원

Story통통-연결어,의성 
의태어,동사,명사,형용사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64개의 단어로 구성된 카드
| 가격 : 15,000원

BEST You & I (S, M, B)

사람 모양 종이 위에 나 또는 타인, 
우리의 모습을 그림이나 글자를 
넣어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DIY형 교구
| 가격 : M(5,500원) B(9,500원)

Book & I (4면,8면)

책 모양 종이모형으로 만든 DIY형 
도구로써 독서토론,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DIY형 교구
| 가격 : 4면 13,500원
              8면  15,000원



Think & I 
말풍선 모양 종이모형으로 만든 
DIY형 도구로써 독서토론, 스 
토리텔링 등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DIY형 교구
| 가격 : 15,000원

TOCfE생각도구 가지
논리적 사고의 근본인 인과 
관계('만약 A라면, B이다')를 
명확하게 예상하 거나 깊이 
탐색하는데 사용되는 TOCfE 
생각 교구
| 가격 : 25,000원

TOCfE생각도구 구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 
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사용하는 TOCfE 생각 교구
| 가격 : 25,000원

TOCfE생각도구 
야심찬 목표 나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 
으로 기획하고,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 
에 상세한 중간단계의 활동 계획을 
만드 는데 사용되는 TOCfE 생각 교구
| 가격 : 25,000원

인성 교육도구

자아선언문
긍정적 자아선언 문장 52개로 
구성된 인성촉진 카드
| 가격 : 15,000원

콩나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글 
52개로 구성된 인성촉진 카드
| 가격 : 15,000원

BEST 씨앗
사람의 성품 형성을 돕는 
63개의 가치 덕목으로 
구성된 인성촉진 카드
| 가격 : 15,000원

좌우명시리즈 (청소년편, 
교육자편, 부모편)
청소년, 교육자, 부모를 위한 명언 
52개로 구성된 인성촉진 카드
| 가격 : 15,000원

성찰이야기 인성카드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이야기 
52개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카드
| 가격 : 30,000원

씨앗모아
사람의 성품 형성을 돕는 63개의 
가치 덕목을 한 장에 모은 엽서 
100장
| 가격 : 12,000원



씨앗스틱
씨앗카드에 들어있는 63개의 
덕목을 인성 교육시 재미와 
흥미를 더 할 수 있도록 스틱 
형태로 만든 교구
| 가격 : 22,000원

씨앗덕목스티커
인성을 키우는 데 필요한 덕목 
63가지를 스티커로 만든 교구
| 가격 : 4,000원

가치덕목보팅판
인성을 키우는데 필요한 63개의 
가치 덕목 단어를 보팅(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교구
| 가격 : 10,000원

가치덕목큐브
가치 덕목을 나타내는 단어 
스티커를 주사위에 붙여 만드는 
DIY 제품으로 인성교육에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교구
| 가격 : 22,000원

가치인정카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할 
때 활용 가능한 카드로써 63개의 
가치 단어와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양식으로 구성되어있는 카드
| 가격 : 10,000원(10장)

가치덕목자석카드
인성을 키우는 가치덕목 단어 
35개를 선정하여 칠판에 붙일 수 
있도록 자석으로 만든 교구
| 가격 : 48,000원

덕목 미션 주사위
나무로 되어있는 2개의 14면체 
주사위에 덕목과 미션이 새겨져 
있어 14개의 인성덕목을 재미 
있게 익힐 수 있는 교구
| 가격 : 33,000원

DIY덕목 미션 주사위 12면체
ABS 소재로 되어있는 2개의 12면 
체 주사위에 덕목과 미션을 직접 
부착하여 12개의 인성덕목을 재미 
있게 익힐 수 있는 DIY 교구
| 가격 : 22,000원

[초등] 스물 네 가지 
덕목공책
학생들이 덕목을 실천하고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현직 초등 교사들이 만든 공책
| 가격 : 5,000원 (1묶음5권)

[초등] 스물 네 가지 
덕목카드
현직 초등 교사들이 초등학생의 
생각이나 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초등용 인성교육 교구
| 가격 : 15,000원

덕분에 카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나 상황 
을 적어봄으로써 긍정적인 사 
고와 마음가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착형식의 교구
| 가격 : 6,000원

오!감사 카드
다섯 가지 감사한 일들(5감사)을 
적어보며 긍정적인 감정과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점착형식의 교구
| 가격 : 6,000원



소통/정서 교육도구

BEST 느낌
사람 간의 소통을 돕는 정서적 
표현 63개로 구성된 소통 촉진 
카드
| 가격 : 15,000원

느낌보팅판
사람 간의 소통을 돕는 정서적 
표현 63개의 느낌 단어를 
보팅(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교구
| 가격 : 10,000원

느낌날씨보드
감정, 기분, 느낌을 인식하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교구로 
정서 지능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초중고 선생님들의 협의를 
통해 만든 교구
| 가격 : 24,000원

감정날씨보드
감정의 인식과 공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교구로 
감정조절력 및 정서 지능을 
높이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교구
| 가격 : 18,000원

BEST 마인드업카드
칭찬, 격려, 존중, 공감을 
표현하는 문장 88개로 구성된 
카드
| 가격 : 20,000원

느낌모아
사람 간의 소통을 돕는 정서적 
표현 63개를 한 장에 모은 엽서 
100장
| 가격 : 12,000원

느낌자석카드
사람 간의 소통을 돕는 정서적 
표현 63개로 구성된 느낌 카드를 
자석 형태로 제작한 소통 교구
| 가격 : 35,000원

느낌스티커
사람 간의 소통을 돕는 정서적 
표현으로 구성된 느낌카드에서 
50가지를 뽑아 스티커 형태로 
만든 교구
| 가격 : 4,000원

니드카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와 
바람을 6가지 주제로 분류한 
64장의 카드
| 가격 : 15,000원

마인드업모아
칭찬, 격려, 존중, 공감의 표현 
마인드업 카드 중 44개를 한 장에 
모은 엽서 100장
| 가격 : 12,000원



마인드업 스티커 종이/
투명 
칭찬, 격려, 존중, 공감의 표현 
마인드업 카드 중 44개를 예쁜 
스티커 형태로 제작한 교구
| 가격 : 4,000원

마인드업 배너
칭찬, 격려, 존중, 공감의 표현 
마인드업 카드 중 20개를 뽑아 
배너 형태로 만든 교구
| 가격 : 30,000원

나무그림보드(PET재질)
예쁘게 디자인된 큰 나무그림 
보드로써 제목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교구
| 가격 : 18,000원

DIY 스토리텔링 주사위 
6면체(폼, 아크릴)
6면체 주사위에 넣고 싶은 내용 
을 적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활 
용하는 DIY형 교구
| 가격 : 폼 10,000원 / 아크릴 15,000원

매치매치
필름통 안에 들어 있는 물건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고 같은 
소리를 내는 필름통을 찾아보는 
게임으로 공감적 경청을 몸으로 
이해하는 게임
| 가격 : 28,500원

마인드업 팔찌
칭찬, 격려, 존중, 공감의 표현을 
글로 써서 전해줄 수 있는 교육 도 
구로써 팔찌처럼 손목에 착용 할 
수 있도록 만든 교구
| 가격 : 16,000원

마인드업 언어 포스터
(봄,여름,가을)
칭찬, 격려, 존중, 공감에 관한 표현 20개를 
선별하여 만든 포스터로 행복해지는 말을 
주고받는데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교구
| 가격 : 7,000원 * 수익금 일부 기부상품

나눔터
학급 내에서 학생들 간의 긍정 
적 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 
소통일지
| 가격 : 11,000원

DIY 스토리텔링 주사위 
12면체
ABS 소재로 되어있는 12면체 주사위에 
넣고 싶은 내용을 적은 스티커를 부착
하여  활용하는 DIY형 교구
| 가격 : 22,000원

얼굴모양점착메모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 마음의 상태를 
얼굴 표정 그림으로 그려보고,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점착메모지
| 가격 : 12,000원

생각나눔주차장보드(PET재질)
수업시간이나 학교생활에서 
떠오르는 여러가지 생각과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장으로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주차장 모양 교구
| 가격 : 24,000원

어울림 TALK
다문화, 공동체교육, 젠더감수성 
교육, 소통과 학교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해 핵심 질문과 상황을 
일러스트로 만들어 공감과 배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구 
| 가격 : 25,000원



진로 교육도구

OPENING/CLOSING

진로인문학 질문 카드
학생들이 만든 생생한 질문!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진로에 
대한 깊은 탐구와 대화할 거리를 
제공하는 56장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카드
| 가격 : 18,000원

Hello,Break
(헬로우 브레이크)
수업이나 강의를 시작할 때 참가자들의 
흥미와 참여, 어색함 깨기를 한 번에 
날려줄 재미있는 미션과 질문 36가지
로 구성되어 있는 교구
| 가격 : 일반 15,000원 / 시니어 18,000원      

[클로징]한단어, 제시어, 
다행시, 글자 카드
교육이나 수업 등 마무리할 
때 창의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더욱 흥미롭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점착메모지
| 가격 : 4,000원

꿈in꿈 카드
직업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바람과 의지를 
적는 카드 
| 가격 : 12,000원

[오프닝]의미있는 숫자, 
키워드, 진진가, 업다운, 
꼭 한번, 지킴이, 씀씀이
교육이나 수업 등 시작할 때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점착메모지 | 가격 : 4,000원

Hello Q 카드
즐겁고 창의적인 만남을 위한 
흥미로운 질문 38개와 미션 
12개로 구성되어 있는 카드
| 가격 : 18,000원

NEW 수업신호판
학생들에게 수업진행이나 질서를 
위해 지시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가 
들어있는 화이트보드 자석 교구 
| 가격 : 38,000원

NEW We & I 봄인형

머릿속에 엉켜있는 복잡한 문제를
쉽고 간편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사람형태의 종이 모형

| 가격 : 25,000원



토의/토론/FT/코칭 교육도구

BEST 독서마블
독서 후 게임을 통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을 지식, 
이해, 적용,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구
| 가격 : 18,000원

BEST다섯 손가락
질문 카드

서로의 성장을 북돋아주기 위한
대화를 보다 쉽고 싶고 유쾌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만든 질문 카드

| 가격 : 10,000원

꼬마자석 화이트보드 
콤비(자석)
자신의 생각을 크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칠판에 전체적으로 공유할 
때 사용하는 자석 화이트보드
| 가격 : 13,000원(10장 색상별 2장씩)

타원형 자석 화이트보드
(자석)
생각, 의견, 요약 등을 칠판에 
붙여 전체적으로 공유할 
때 사용하는 타원형 자석 
화이트보드
| 가격 : 13,000원   

BEST 가치수직선 
토론키트 (자석)
가치에 대한 개인별 의사표시를 
수직선 위에 함으로써 가치판단을 
경험하고 생각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토론 교구
| 가격 : 55,000원

키워드 자석보드(자석)
생각, 의견, 요약 등을 칠판에 
붙여 전체적으로 공유할 때 
사용하는 직사각형 자석 
화이트보드
| 가격 : 13,000원(10장 색상별 2장씩)

원형 자석 화이트보드 
(자석)
생각, 의견, 요약 등을 칠판에 
붙여 전체적으로 공유할 때 
사용하는 원형 자석 화이트보드
| 가격 : 기본 20,000원 / 미니 18,000원
                                       (7장 색상별 1장씩)

배느실 Q 카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카드로 배운 것에 관한 질문 
9개, 느낀 것에 관한 질문 14개, 
실천할 것에 관한 질문 13개로 
구성되어있는 카드 
| 가격 : 20,000원

스토리마블보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위한 보드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구
| 가격 : 14,000원

총 12장
■大 2장 小 4장
■大 2장 小 4장

매직보드 풀세트
(남색/베이지)
사람들의 생각 및 느낌에 대한
표현물을 쉽게 붙여 활용하
 퍼실리테이션 도구

| 가격 : 57,000원

NEW



BEST 6각 헥사 자석 
화이트보드(자석)
6각형의 벌집 구조로 생각과 
생각을 이어가고 칠판에 붙일 
수 있는 6각형 자석 화이트보드
| 가격 : 기본 20,000원 / 미니 18,000원
                                       (7장 색상별 1장씩)

BEST 6각 헥사 점착 
메모지 (#4, #3, #2.5 #6.3)
6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6각 형태의 
점착메모지로 단순한 메모뿐만 아니라 각 변을 
이어 붙여 생각을 확장하고 모으는 점착메모지

둥근모서리 사각 점착 
메모지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심미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자유로운 사고를 돕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어디서든 활용 가능한 점착메모지
| 가격 : 3,300원

BIG 270 점착 메모지
토의, 토론, 퍼실리테이션, 
회의 등의 활동에 좋은 
빅사이즈(27cm * 14.5cm) 
점착 메모지
| 가격 : 15,000원

하브루타 토론스틱-
일반용
여러가지 질문들로 자신을 성찰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교구
| 가격 : 22,000원

NEW 7키워드 무지개 
독서 토론카드
책 내용을 7번 이상 반복하여 깊이 사고할 수 있도록 
돕고, 토론을 통해 집단 지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탁월한 질문을 7가지 키워드로 나눈 독서토론 교구
| 가격 : 20,000원

6각 헥사 보드
6각형의 벌집 구조로 생각과 
생각을 이어가는 종이로 만든
화이트보드 판

| 가격 : 10,000원  (50매)

꽃잎 점착 메모지
6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꽃잎모양의 
점착메모지로 6각 헥사 보드 위에 
붙여 사용하거나 키워드 기록 및 
메모용으로 활용하는 점착메모지
| 가격 : 8,000원

A5 사이즈 점착 메모지
토의, 토론, 퍼실리테이션, 
회의 등의 활동에 좋은 
a5사이즈(14.8cm * 21cm) 
점착 메모지
| 가격 : 13,000원

하브루타 토론카드 논어편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이 담긴 
대표적인 유교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카드로 바른 인성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교구
| 가격 : 20,000원

NEW 어린이 하브루타 
토론스틱

여러가지 질문들로 자신을 성찰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교구

| 가격 : 22,000원

NEW 하브루타 주사위
언제 어디서나 하브루타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구로 9개의 
주사위에 54개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교구
| 가격 : 15,000원

| 가격 : #4,#2.5 8,000원 / #3 7,500원
                #6.3 13,000원



교육도서

기타

징검다리로 시작해봐
플래너의 성공적 활용 비결 
7가지를 알려주는 책
| 가격 : 11,000원

강점노트
내 안에 숨어있는 강점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노트
| 가격 : 10,000원

아이와 함께하는 10분 
인성놀이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삶의 
소중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자녀 인성교육서
| 가격 : 13,000원

3.1 독립선언 필사노트
2019.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 
사랑과 독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독립선언 필사 노트
| 가격 : 3,500원 * 수익금 일부 기부상품

다용도 파우치
여러가지 수업도구를 함께 담거나 
기타 생활용품을 보관할때 활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와 방수재질의 
다용도 파우치
| 가격 : 7,000원

이지타이머
심플한 디자인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간편한 조작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시간 관리가 필요한 어느 
곳이든 활용 가능한 타이머
| 가격 : S 20,000원 /B 24,000원

리더십 이론과 현실의 팔로워를 
하나의 게임 속 세상을 담은
교구로 이론과 현실의 연결고리
를 깊게 성찰할 수 있는 교구
| 가격 : 100,000원

이름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이름핀에 
만들어 결과물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성장하는 
아이들의 긍정적인 인성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구
| 가격 : 25,000원

매치메이커

부착용 꽂이판 1,2
좋은 글 (자아선언문, 콩나물, 
좌우명카드 등)이 적혀있는 
카드를 끼워 게시할 수 있는 
전용 제품으로 교실, 사무실 등 
부착하여 사용하는 제품
| 가격 : 2,500원



Balancing Edu

▲ 우드 레터 Wood Letter

▲ 골프공 & 너트 Golf Ball & Nut ▲ 크로스 스틱 Cross Stick

▲ 그릇 & 너트 Bowl & Nut ▲ 빌딩 스틱 Building Stick

▲ 우드 코인 Wood Coin ▲ 린 스틱 Lean Stick

Rocky_Byun Balancing 중심잡기 교구는 세계적인 밸런싱 아티스트 <변남석> 작가와 학토재가

함께 개발한 교구로써,  2020년 1월 총 7종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나무와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소재와 모양으로 만들어진 교구를 세우거나 기대어

쌓으면서 중심잡기를 하는 교구입니다. 중심잡기는 학생들에게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릿(Grit)과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교구입니다.

[나무돌 쌓기] [피사의 사탑 쌓기]



교육도구 개발 아이디어 제안

[에니어그램 코칭 카드] [27가지 본능유형카드] [Face & I]

출시예정



창의·인성·소통교육
전문지도사 양성교육

프리즘 활용법 워크숍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는

교육도구 활용 TBL교수법
(Tool Based Learning)

· 교육일정 : 매월 1회 진행 (서울, 부산 외)

· 교육내용

모듈 1 : 다양한 오프닝 기법

모듈 2 : 생각과 정서의 촉진 도구 활용법  

모듈 3 : 가치와 반응의 촉진 도구 활용법 

모듈 4 : 다양한 클로징 기법

· 강사 : 하태민 교수

    - 꿈학관교육센터 센터장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초빙교수

    - 뇌기반 교수학습법 전문가

    - 교육도구 국내 최대 특허 보유자

    - 명강사를 가르치는 강사

· 자세한 안내 : 꿈학관교육센터 02-571-3422 / www.3edu.or.kr

· 강의의 피드백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다!

·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끄는 강의!

· 20여 가지 교육도구 활용법을 개발자 직강으로!

“21세기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인 ‘창의·인성·소통’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교육도구의 심화활용법을 배우며 풍부한 적용 
사례와 아이디어 공유!

“학토재의 베스트셀러 ! 강의 주제와 상관없이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교육도구”
생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프리즘’이라는 
창의소통교육 도구의 활용법!

자격과정(3일) 수료 시 <창인소교육 전문지도사> 민간자격증이 발급되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자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 자격증)

상담 및 교육분야에 적용하는 다양한 사례와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학토재는

· 교사와 학생의 행복한 만남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  배움(學)의 토양(土)이 되는 재료(材)를 만드는 사회적 교육기업을 

   지향합니다.

·  교육현장의 아이디어(Idea)를 제품으로 창조(Create)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Share)있습니다.

·  좋은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여 행복한 대한민국교육을 위한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갑니다.

제작·판매

연 락 처

홈페이지

F A X

학토재 

02-571-3479

www.happyedumall.com

02-571-3478

신규가입
혜택

신규가입 하신 회원님들께 3,000원 할인 쿠폰 증정!

신제품
할인

신제품 출시 후 한달간 10% 할인!

학교예산
후불결제

학교예산 품의 완료 시 선 발송 후 결제 가능!

당일발송 오후 1시 이전까지 주문 시 당일 발송!

마일리지 구매 등급별 마일리지 적립! (일반회원 3%)

비회원 
구매

번거롭게 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주문 가능!  

학토재 쇼핑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