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전문가가 만든, 국내유일 올인원 에듀솔루션
자기주도 창의융합 체험교실 브레인숲



차별화된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교육전문가가 만든, 국내유일 올인원 에듀솔루션

자기주도 창의융합 체험교실 브레인숲

놀이로 시작되는 자기주도와 창의융합 두뇌놀이공간

올인원 에듀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융합의 씨앗을 브레인숲에서 키우세요 !!

재미있게 똑똑해지는 

가장 쉽고 스마트한 방법  브레인숲 !!
Knock & Smart Brain  Start!!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 & 교육의 공감지대 

전문교육기업 "우리숲"이 만든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교육놀이 공간 "브레인숲"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ww.wooriso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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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We make  play & education for dream. 

Let’s go with us!!

놀면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에듀
재미있게 똑똑해지는 두뇌놀이터
손끝에서 시작만 하면!

Knock & Smart Brain  Start!!

브레인숲
자기주도 창의융합 

교육놀이공간

킨더 브레인숲

스토리 브레인숲

코코 브레인숲

통통 브레인숲 K
Kindergarten & Kid

똑똑! 두뇌 놀이터
→ 유치원, 관공서, 교육센터

두뇌를 깨우는 7칼라 놀이죤
레고보다 더 쉬운, 자기주도 교구활동

브레인숲 D
DIY & Delight work

뚝딱! 체험 놀이터
→ 블록방, 관공서, 체험공간

내손으로 뚝딱!! 
영역별 체험학습

브레이숲 SS
Senior & Special children & Special class

똑똑! 두뇌교실
→ 노인복지, 특수 아동, 

영재, 돌봄교실

브레인숲 F (Fun)

→ 블록방, 키즈카페

브레인숲 R (Rainbow)

→ 다문화, 다우리

브레인숲 E (ECHO)

→ 에코에듀 플레이 센터

브레인숲 I
아이 & Ice cream & Imagine

레고 블록 놀이터 / 게임 놀이터
모래놀이터 / 직업체험 놀이터
→ 유치원, 관공서, 블록방 & 키즈카페 유닛형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쏙쏙~
재미노리 놀이터

브레인숲 S
School & Student

창의융합교실
→ 초등 돌봄교실

창의레고와 로봇교실의 즐거운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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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브레인숲

Contents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

두뇌를 깨우는 7칼라 놀이죤 [브레인숲K]

브레인숲이 교육기관에게 드리는 혜택

자기주도 창의프로그램

창의융합 사고력 교구 7SEVEN ZONE

브레인숲 ZONE : 브레인숲K500 / 브레인숲K800

브레인숲 CLASS : 브레인숲K1200/ 브레인숲K1700/ 브레인숲K1800

레고블록 놀이터 브레인숲 I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레고블록놀이터 [브레인숲I]

브레인숲I 800 / 브레인숲I 1300

창의 융합교실 브레인숲 S
창의레고와 로봇교실의 즐거운 만남 [브레인숲S]

브레인숲S 500 / 브레인숲S 800

우리숲 에듀컨설턴트가 제안하는 다양한 브레인숲

브레인숲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설교구

창의융합 영재프로그램 [킨더]브레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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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융합인재를 위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최상의 교육솔루션 제공

2.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영역 & 다중지능으로 분류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3. 효율적인 수업진행을 위해 연구개발된, 쉽고 재미있는 자기주도 교구활동 

 프로그램 제공

4. 칼라테라피와 스토리캐릭터 7을 활용한 창의 감성 리더십 능력개발

국내유일의  자기주도 교육프로그램 + 창의융합교구가 결합된 

차세대 올인원 에듀솔루션

똑똑!! 두뇌 놀이터  브레인숲
Knock! & Smart Brain Playground!!

- 생각과 창의력이 통통, 

 교육과 놀이가 소통하는 7개의  에듀죤 & 에듀통!

Tong 통(通)
놀이과 교육의 소통공간 
창의력과 사고력 생각이 통통 자라나는 공간
아이들의 창의사고력을 가득 담은 상상주머니 통통!! 
점핑 생각두뇌!!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01

07

두뇌를 깨우는 7칼라 놀이죤 [브레인숲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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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맥브레인월드  l  Red

로봇발명교실 아키로보  l  Yellow

통통지니어스  l  Orange

아키레일 액션 어드벤쳐  l  Green

노리통통  l Dark blue

씽크통통 키즈프리  l  Blue

아키 & 아티통통  l  Violet

SQ 사회성지수
CQ 창의성지수

AQ 유추지수

CQ 창의성지수

SQ 사회성지수

EQ 감성지수

IQ 지능지수

VQ 비주얼지수

머리와 손끝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3D입체 자석교구의 놀라운 감각조형세계

기계원리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된 로봇발명 교실 

점.선.면이 만들어내는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결합! 수학과 과학이
바탕이되어 만들어내는 호기심 통통!! 상상조형세계

스스로 만들어보고 설계하는 롤링볼 무한창의 융합교구!
과학원리를 통한 3단계 롤링볼 어드벤쳐

놀이를 통한 감성능력배양 프로젝트 
다양한 역할, 협동 교구 활동을 통한 첫 창의인성 스타트활동

창의융합 사고력퍼즐활동을 통한 재미있는,
4단계 두뇌트레이닝 

똑똑하게 아름다운 수학과 예술 & 사회문화와 만나는 
즐거운 디자인체험

수학, 과학

수학, 과학, 기계

수학, 과학 

과학

사회, 과학

수학

미술, 사회문화, 수학

창의력

논리적 사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창의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논리적사고, 
문제해결력

창의력, 감성능력, 창의인성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01

두뇌를 깨우는 7칼라 놀이죤 [브레인숲 K]

www.wooriso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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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올인원 에듀 브레인숲은 다음을 약속합니다.

교육기관의 스마트 파트너 우리숲이 제안하는 올인원 에듀서비스

단순 교구납품이 아닌, 차별화된 영역별 활용 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올인원 에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번 구입으로 교육기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1. 출원받은 자기주도 프로그램 활동교재 교구당 3단계 제공.

 (노리통통 과  일부 교구는   교구특성에  따라  제공되지 않거나, 카드로 대체될 수  있음)

2. 수학, 과학, 사회문화, 미술, 기계, 로봇영역의 체계적인 창의융합 교구 제공.

3. 효율적인 브레인숲 운영을 위한  전용 교구장 및 활동교재, 교구보관함 제공.

4. 언어 및 수학적 개념형성을 위한 자기분류 사인시스템(교구함, 교구장) 아이들 스스로가 

 정리하기 쉽도록 교구장 영역분류별, 위치별, 보관함별 전용 특수재질 포토라벨시스템 도입. 

 스스로 정리와 분류가 가능한 사인관리 시스템 도입.

5. 교구에 대한 분실 및 파손분에 대한 지속적인 본사A/S

 (실비금액처리. 일부 수입제품은 A/S시 제외될수있음.)

6.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 도입시 교사 연수 무상지원

 (브레인숲K class에 한함. 에듀컨설턴트와 상의)

7.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보수교육 - 옵션 

8. 학부모님 체험 및 교육설명회 지원연수 - 옵션 

9. 매년 2회 이상 교구 및 교재 업그레이드 서비스 - 옵션 

10. 전문 에듀컨설턴트를 통한 맞춤 설계 및 코디네이션 

 서비스 제공 - 옵션

11. 방과후 특별수업이 가능한 7천여장의 영역별 교사용 자료

  <우리숲 키즈프리 1년 기관 사용권> 발부 - 옵션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01

브레인숲이 교육기관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재미있게 똑똑해지는 가장 쉽고 스마트한 방법은, 지금 바로 브레인숲과 만나는 것!!!
자기주도학습의 가장 큰 핵심인 "즐거움"과 "몰입"을 통한 신개념 자기주도 창의프로그램 

교육전문가가 만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체계적 활동교재 제공 

출원받은 자기주도 프로그램 스탠드 타입으로 영역, 레벨별 교육적으로  분류되어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반기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예정)

10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01

브레인숲 자기주도 창의프로그램

www.woorisoop.com



1인 1교구 3단계 자기주도 창의 활동프로그램 

  ※ 노리통통과  일부교구는 교구특성에  따라  제공되지 않거나, 유닛 활동카드로 대체될 수  있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활동소재와 스토리를 통합 흥미 및 동기부여
 재미있는 블록 및 창의융합 교구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몰입 

체험으로 익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1단계 - 베이직
Basic Starter

2단계 - 어드벤스 
Advanced Creator

3단계 - 챌린저 
Challenge leader

탐구하며 개념원리 익히기 창의적인 생각키우기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융합과정을 

통한 발명과 혁신과정

창의융합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무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신개념 놀이영재프로그램

과학과 수학이 숨어있는 놀이활동을 통한 무한 창의력을 현실로 만드는 브레인숲

11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01

브레인숲 자기주도 창의프로그램

SQ
사회성
지수

IQ
지능지수

VQ
비주얼
지수

브레인숲

EQ
감성지수

CQ
창의성
지수

문제해결력

논리적사고

창의 인성

사고력

창의력
감성능력

AQ
유추지수



MEGA 맥브레인월드

수학, 과학 / 창의력
→ SQ 사회성지수
    CQ 창의성지수

통통지니어스

수학, 과학 / 
창의사고력, 문제해결력 

→ CQ 창의성지수

로봇발명교실 아키로보

수학, 과학, 기계 / 논리적 사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 AQ 유추지수

12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01

놀면서 익히는, 창의융합 사고력 교구 7SEVEN ZONE

www.woorisoop.com



아키레일 액션 어드벤쳐

과학 / 창의력, 
논리적사고, 문제해결력

→ SQ 사회성지수

노리통통

사회, 과학 / 창의력, 
감성능력, 창의인성

→ EQ 감성지수

씽크통통 키즈프리

수학 / 사고력, 문제해결력
→ IQ 지능지수

아키 & 아티통통

미술, 사회문화, 수학 
/ 창의력

→ VQ 비주얼지수

13

※ 본 교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 브레인숲K의 구성중 일부만 실었습니다.
 자세한 세부구성은 브레인숲 에듀컨설턴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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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01

규모별로 디자인별로 선택하는 다양한 브레인숲 상품리스트

www.woorisoop.com

규모

디자인

브레인숲 K500

브레인숲 K800

Zone Class
브레인숲 K1200

브레인숲 K1700

브레인숲 K1800

TYPE 1) 기본

TYPE2) 디스플레이

※ 기본형을 제외하고는 디자인 변경시 추가금액이 있습니다.

TYPE 3) 에코누리

MEGA 맥브레인월드 통통지니어스 로봇발명교실 아키로보 아키레일 액션 어드벤쳐 씽크통통 키즈프리 노리통통 아키&아티통통

( EDU CASE  NO1) ( EDU CASE  NO2) ( EDU CASE  NO3) ( EDU CASE  NO4) ( EDU CASE  NO5) ( EDU CASE  NO6) ( EDU CASE  NO7)

똑똑! 두뇌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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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15~25KIT 필수2영역+선택2영역

사이즈 1420×1500~1600×400mm 

교구 39KIT 추가 시설물 2개

사이즈 2470×1500~1600×400mm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01

브레인숲 ZONE : 브레인숲K500

브레인숲 ZONE : 브레인숲K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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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orisoop.com

교구 52KIT 추가 시설물 8개

사이즈 3550×1500~1600×400mm

교구 82KIT 추가 시설물 18개

사이즈 4970×1500~1600×400mm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01

브레인숲 CLASS : 브레인숲K1200

브레인숲 CLASS :  브레인숲K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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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두뇌를 깨우는 7칼라 놀이죤

※ 본 상품 입면도는 실시 설계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교구장 디자인 및 사이즈와 배치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교구 구성은
 상호 협의하에 동급 교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브레인숲> 프로그램 및 디자인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우리숲>에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과 디자인 및 상호 
 관련하여 저작권 및 특허와 실용시안 진행중에 있으므로,   프로그램 계획안을 임의로 카피하거나 도용할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브레인숲 교구구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레인숲 에듀컨설턴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86KIT 추가 시설물 18개

사이즈 5310×1500~1600×400mm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K01

브레인숲 CLASS :  브레인숲K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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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숲이 제안하면 레고도 다르다~
 -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레고블록

 - 다중지능으로 개편되는 창의레고 프로그램

 - 스토리와 연계된 교육적 접근 가이드 제시(옵션)

 -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키즈캐릭터 도입으로 

  자주적인 블록놀이 참여를 통한 창의 & 상상력 향상

브레인숲
레고블록 놀이터

A. 용감한 친구들
(Boy. 5세~8세)

용감이와 함께하는 
액션의 세계 start!

D. 사랑이의 
노리세상
(Girl. 5세~7세)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노리세상으로의 초대

E. 멋쟁이 도시디자이너
(Boy & girl. 5세~7세)

뚝딱 뚝딱 나는야 자동차 디자이너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어메이징한 도시로 놀러오세요.

F. 똘똘이의 생각키우기
(Boy & girl. 4세~7세)

남들보다 일찍~  더 깊게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스타터 & 어드벤스 과정

B. 상상 어드벤쳐
(Boy. 6세~8세)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험의 세계!

C. 꼼꼼이의 발명교실
(Boy & girl. 6세~8세)

2단 변신! 3단 변신! 
트랜스포머 친구들을 만나는 
신나는 발명교실

레고블록 놀이터 브레인숲 I02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레고블록놀이터 [ 브레인숲 I ]

www.woorisoop.com

※ 레고블록의 구성은 실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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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록 놀이터 브레인숲 I02

브레인숲 I 800 ZONE

브레인숲 I 1300 CLASS

창의교구 116KIT

사이즈 2400×1445×300mm (사인 제외 치수)

Brain Soop

Brain Soop

레고블록 놀이터

레고블록 놀이터

Brain Soop

Brain Soop

상상 어드벤쳐
멋쟁이 도시디자이너

용감한 친구들
사랑이의 노리세상

꼼곰이의 발명교실
똘똘이의 생각키우기

창의교구 148KIT 9개 추가시설물

사이즈 3200×1445×300mm (사인 제외 치수)

사랑이의 노리세상상상 어드벤쳐 용감한 친구들
멋쟁이 도시디자이너

꼼곰이의 발명교실
똘똘이의 생각키우기

Brain Soop

Brain Soop

Brain Soop

Brain Soop

레고블록 놀이터

레고블록 놀이터

Brain Soop

Brain Soop

※ 본 상품 입면도는 실시 설계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교구장 디자인 및 사이즈와 배치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교구 구성은 상호 협의하에 동급 교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20

저학년 돌봄교실을 위한 최적의 교육놀이 솔루션  창의융합교실 [브레인숲]

초등학교 steam(융합형)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춘 로봇발명교실과  창의융합교구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교실의 흥미로운 만남!!

1인 1활동교구와 활동프로그램 제공 

로봇발명교실 아키로보
창의사고력 교구+

자기주도 창의프로그램 
창의레고

기계원리부터 차근차근!

체계적 & 시스템화된 로봇발명교실

수학, 과학, 사회문화, 미술, 기계,

로봇영역의 체계적인 창의융합 

교구 제공

스토리와 감성으로 만나는 

교육적인 레고 어드벤쳐 

6명의 창의인성 캐릭터와 만나는 

레고월드 모험기

Step1 : 
뚝딱뚝딱! 나만의 상상발전소

Step2: 
뚝딱뚝딱! 나만의 동력발전소

Step3: 
나는야 로봇 발명가!! 

Part1 : 수학창의

Part2 : 과학창의

Part3 : 미술창의

Part4 : 생각창의

Story1 : 용감한 친구들
Story2 : 상상 어드벤쳐
Story3 : 꼼꼼이의 발명교실
Story4 : 사랑이의 노리세상
Story5 : 멋쟁이 도시디자이너
Story6 : 똘똘이의 생각키우기

창의 융합교실 브레인숲 S03

창의레고, 사고력교구 그리고 로봇교실의 즐거운 만남 [ 브레인숲 S ]

www.wooriso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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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교구 58KIT 창의레고 로봇교실

사이즈 1600×1445×300mm (사인 제외 치수)

창의융합교구 75KIT 창의융합교실(레고+로봇+창의사고력교구)

사이즈 2400×1445×300mm (사인 제외 치수)

창의 레고블록 로봇발명교실 아키로보

Brain Soop

Brain Soop

Brain Soop

Brain Soop

Brain Soop

Brain Soop

Brain Soop

Brain Soop

Brain Soop

Brain Soop

로봇발명교실 아키로보창의 레고블록 창의 사고력 교구

창의 융합교실 브레인숲 S03

브레인숲 S 500

브레인숲 S 800

※ 본 상품 입면도는 실시 설계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교구장 디자인 및 사이즈와 배치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교구 구성은 상호 협의하에 동급 교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22

에듀컨설턴트가 제안하는 브레인숲의 다양한 모습04

브레인숲의 다양한 설치모습 및 구성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Layout
두뇌를 깨우는 7칼라 놀이죤

6평형. 혼합교실형

10평형. 레고혼합형

www.woorisoop.com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 숲>

우리숲  브레인숲K
교구책장  

브레인숲  으뜸이
DISPLAY  

  브레인숲
프렌즈 데코  

디자인아트 
자석 체험놀이죤

자기주도 창의융합
에듀 플레이죤

액션노리
체험시설

레고 재미노리죤
자기 주도 
에듀플레이죤 

디자인아트 
자석 체험놀이죤

 

액션 
아키레일 어드벤쳐 
체험놀이죤

 
육아지원센터

에듀플레이 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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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컨설턴트가 제안하는 브레인숲의 다양한 모습04

브레인숲의 다양한 설치모습 및 구성

10평형. 레고혼합형

2평형, 키즈카페 유닛형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 숲>

액션 
아키레일 어드벤쳐 
체험놀이죤

자기주도 창의융합
에듀 플레이죤

우리숲  브레인숲K
교구책장  

디자인아트 
자석 체험놀이죤

레고 재미노리죤
자기 주도 
에듀플레이죤 

 
레고블록놀이터 

<브레인 숲>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 숲>

우리숲  브레인숲
교구장  

우리숲  브레인숲
레고블록교구장  

디자인아트 
자석 체험놀이죤

 레고 디스플레이
데코  

자기주도 창의융합
에듀 플레이죤

레고블록 
플레이죤

벽걸이 뮤직 교구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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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컨설턴트가 제안하는 브레인숲의 다양한 모습04

브레인숲의 다양한 설치모습 및 구성

www.woorisoop.com

똑똑 두뇌놀이터 브레인숲 Layout
두뇌를 깨우는 7칼라 놀이죤



01. 아이들 안전을 위해 모서리 마감을

 둥글고 부드럽게 제작 하였습니다.

02.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깔끔하고 안전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01. 블럭전용 피톤치드 교구활동책상

 높이조절 맞춤 주문가능

1. 아이숲 프리미엄 원목책상 
 (좌식,입식 선택)

2. 아이숲 피톤치드 교구활동책상
 (블럭전용) 

● 상품명 : 고무나무 책상 원목10인용

● 규격 : 2000×1000×53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고무나무

상품구성 및 사양

● 상품명 : 피톤치드 교구활동책상(좌식,입식선택 : 2인용)

● 규격 : 600×1400×540~610 (높이조절 맞춤주문가능)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고무나무

상품구성 및 사양

브레인숲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설교구05

브레인숲과 함께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리미엄 시설교구

25



3. 아이숲 피톤치드 액션노리책상(소형 :1~2인용)

4. 아이숲 쥬쥬 원목의자

6. 아이숲 프리미엄 모노 원목의자

5. 아이숲 쥬쥬 원목스툴

● 상품명 : 피톤치드 액션노리책상(소형1~2인용)

● 규격 : 600×1200×540~610 (높이조절맞춤주문가능)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고무나무

● 상품명 : 쥬쥬 원목의자(곰/양)

● 규격 : 260×280×25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고무나무

● 상품명 : 프리미엄 모노 원목의자

● 규격 : 330×330×59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고무나무

● 상품명 : 쥬쥬 원목스툴

● 규격 : 250×250×25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아카시아나무

상품구성 및 사양

상품구성 및 사양

상품구성 및 사양

상품구성 및 사양

01. 블럭전용 피톤치드 액션노리책상

 높이조절 맞춤 주문가능

브레인숲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설교구05

브레인숲과 함께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리미엄 시설교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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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숲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설교구05

브레인숲과 함께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리미엄 시설교구

8. 쥬쥬미러 사각 장식거울 4종

7. 오감발달 쥬쥬 벽걸이 교구 3종 

● 상품명 : 쥬쥬 벽걸이 교구 3종

● 규격 : 약 890×300 (mm)

● 원산지 : 타일랜드

● 재질 : 원목 외

상품구성 및 사양

● 상품명 : 쥬쥬미러 사각 장식거울 4종

● 규격 : 240×240×3 (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아크릴거울

상품구성 및 사양

27



9. 쥬쥬 자석노리보드

● 상품명 : 쥬쥬 노리보드 4종(색상선택)

● 규격 : 1120×150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친환경 EQ재질 보드

상품구성 및 사양

10. 아이숲 롤리 나무간판

● 상품명 : 롤리 나무간판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원목 외 

상품구성 및 사양

28

브레인숲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설교구05

브레인숲과 함께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리미엄 시설교구

www.woorisoop.com



11. 아이숲 롤리 나무책장

● 상품명 : 롤리 나무책장

● 규격 :1100×900×32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북유럽산 스프러스 원목

상품구성 및 사양

13. 아이숲 롤리 알림판

● 상품명 : 롤리 알림판

● 규격 : 1200×100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북유럽산 스프러스 원목

상품구성 및 사양

12. 아이숲 롤리 나무벤치

● 상품명 : 롤리 나무벤치- 핑크/노랑 색깔선택

● 규격 :     1100×900×32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북유럽산 스프러스 원목

상품구성 및 사양

14. 아이숲 모노 와이드 원목선반

● 상품명 : 모노 와이드 원목선반

● 규격 : 200×120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고무나무

상품구성 및 사양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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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토리킨더 3단 원목교구장

18. 스토리킨더 5단 원목책장

19. 스토리킨더 원목 전면책장

● 상품명 : 3단 원목교구장 

 - 포인트칼라 핑크/ 블루 선택

● 규격 : 960×300×119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레드파인 집성원목 외, 

 친환경 셀락투명코팅 마감 

● 상품명 : 5단 원목책장 

 - 포인트칼라 핑크/ 블루 선택

● 규격 : 800×300×160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레드파인 집성원목 외, 

 친환경 셀락투명코팅 마감 

● 상품명 : 원목 전면책장

 - 포인트칼라 핑크/ 블루 선택

● 규격 : 800×300×122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레드파인 집성원목 외, 

 친환경 셀락투명코팅 마감 

상품구성 및 사양

상품구성 및 사양

상품구성 및 사양

15. 스토리킨더 2단 와이드 교구장

● 상품명 : 2단 와이드 원목교구장 - 포인트칼라 핑크/ 블루 선택

● 규격 : 1400×300×80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 레드파인 집성원목 외, 친환경 셀락투명코팅 마감 

상품구성 및 사양

● 상품명 : 유니트 원목책상세트 - 포인트칼라 핑크/ 블루 선택

● 규격 : 책상 640×400×480/의자 400×290×39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레드파인 집성원목 외, 친환경 셀락투명코팅 마감

※ 유니트 원목책상의자세트는 인원수에 따라 붙여 사용이 가능한 유니트구조입니다. 

17. 스토리킨더 유니트 
 원목책상의자세트 

상품구성 및 사양

● 상품명 : 유니트 원목기차토이박스 - 포인트칼라 핑크/ 블루 선택

● 규격 : 600×370×410(mm)

● 원산지 : 대한민국

● 재질: 레드파인 집성원목 외, 친환경 셀락투명코팅 마감

※ 유니트 원목기차 토이박스는 수직적재가 가능한 유니트 구조입니다.

20. 스토리킨더 유니트 
 원목기차토이박스

상품구성 및 사양

브레인숲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설교구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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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계지도 카페트

● 상품명 :  세계지도 카페트

● 규격 : 350×200×1(cm)

● 구성 : 세계지도 카페트(대) 1장

상품구성 및 사양

23. 세계의 아이들 카페트

● 상품명 : 세계의 아이들 카페트

● 규격 : 200×200×1(cm)

● 구성 : 세계의 아이들 카페트(중) 1장

상품구성 및 사양

25. 컬러파트 카페트

● 상품명 : 컬러파트 카페트

● 규격 : 133×133×1(cm)

● 구성 : 컬러파트 카페트(소) 1장

상품구성 및 사양

22. 알파벳 카페트

● 상품명 : 알파벳 카페트

● 규격 : 350×200×1(cm)

● 구성 : 알파벳 카페트(대) 1장

상품구성 및 사양

24. 사계절 카페트

● 상품명 : 사계절 카페트

● 규격 : 200×200×1(cm)

● 구성 : 사계절 카페트(중) 1장

상품구성 및 사양

26. 스페이스 카페트

● 상품명 : 스페이스 카페트

● 규격 : 133×133×1(cm)

● 구성 : 스페이스 카페트(소) 1장

상품구성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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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 체험교실

브레인숲 솔루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5~10세를 위한 창의융합 영재프로그램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두뇌를 깨우는 7색 놀이수업  킨더 [브레인 숲]의 특징

365일 매일 매일이 새로운 두뇌놀이교실 킨더 [브레인숲]
본 프로그램은 브레인숲 에듀솔루션 써클에 맞추어 분기별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1. 영역별 다양한 두뇌자극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이끌어주는 창의융합 영재프로그램.

2. 분기별 지급하는 개인별 사고력 교구와 교재로 가정에서도 연계가 가능.

3. 연령별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7개 영역 최대 60개의 교구를 체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구성.

 (연령별 교육기간에 따라 체험교구의 수량은 차이가 날수 있음)

4. 창의 융합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무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신개념 체험놀이프로그램.

5. 과학과 수학이 숨어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무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체계적인 교수법.

6. 5~6/ 6~7세 /8~9세  통합 운영이 가능한 효율적인 창의교구 운영시스템 제공. 

7. 브레인숲 전문교사 파견 또는 교육기관을 위한 특별 교사연수 등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레인숲 에듀 컨설턴트와 상의)

※ 본 프로그램은 각 교육기관(교육원, 유치원, 문화센터등)의 대상연령과 레별에 맞추어 조정될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교육기관과 관공서에 검증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WEEK
아키레일 

액션 어드벤쳐 
씽크통통
키즈프리

과학원리를 통한 3단계 롤링볼 어드벤쳐

4 WEEK 로봇발명교실 아키로보
씽크통통
키즈프리

기계원리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된 로봇발명교실 

5~7WEEK 통통 지니어스
씽크통통
키즈프리

수학과 과학이 바탕이되어 만들어 내는 호기심 통통!!
상상조형세계

8WEEK 아키아티 통통
씽크통통
키즈프리

똑똑하게 아름다운 수학과 예술&사회문화

9~11WEEK 메가 맥브레인월드
씽크통통
키즈프리

머리와 손끝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3D입체 자석교구의 놀라운 감각조형세계

12WEEK 노리통통
씽크통통
키즈프리

놀이를 통한 감성능력 배양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