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업체 정보 자료집



※본 디렉토리북은 모든    참여업체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파일을  제출한  업체의  한해서  제작되었습니다.





LEGO Education(퓨너스)

www.funers.com funers@funers.com 02-6959-9909



MM Publications (주식회사 씨이엔)　　

www.mmpublications.com yhee6640@beltenglish.co.kr 02-3431-8202



moken

Mokeneye.co.kr migranamor@naver.com 1599-4237



Xiamen Prima Technology Inc　　

www.iprima.com.cn chelsea@iprima.com.cn 8613003931338



가온

www.insolmnt.co.kr insolmnt@gmail.com 053-655-3109



과학샘 주식회사　　

http://scisam.com jsh@roborobo.co.kr 02-982-5369



국제금속상사

www.kuckjae.co.kr kuckjae@naver.com 02-2634-5886



국제능력교육원

www.dreamingmath.co.kr iaedi209@naver.com 1661-2079



그린포러스(주)

plantuinoedu.com plantuinoedu@naver.com　 02-447-7705



그린피스

www.greenpeace.org/korea ekr@greenpeace.org　 02-3144-3920　



(주)나비북스

http://ginimag.com/ ginihs@ginimag.com 031-435-63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4, 302호 (주)한국전자협동 (우)08506

Tel. 02-855-8340 Email  sales@nuribom.com Web  www.habilience.com

Fax. 02-855-8349 Youtube  www.youtube.com/habilience

다양한 실내 스포츠 컨텐츠 및 학습형 컨텐츠 제공. 즐겁게 뛰놀다 보면 자연스레 학습이
되는 일석이조 솔루션!! 향후 지속적인 추가 컨텐츠 개발 및 제공 

다양한 컨텐츠 제공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다각화된 솔루션 제공
설치 장소에 따른 커스터 마이징 제공 가능

V.Catch Sports 특장점

멀티미디어 실내 체육 시스템

for School

매일 신나게 뛰놀고 싶은 우리아이들!!
하지만 궂은 날씨, 미세먼지로 그럴수 없다면
실내에서 안전하고 신나게 뛰놀며 즐길수 있는 공간
브이캐치(v.Catch)를 선물해 주세요!!

㈜누리봄

www.chalkbox.co.kr sales@nuribom.com　 02-855-8340



다즐에듀

www.dazzleedu.com 　 master@dazzleedu.com　 031-476-5525



㈜대원포티스　　

　www.fineallfortis.co.kr info@fortis.or.kr　 02-3426-0013　　



드림스카이　　

Dreamsky33.com　 Skyjoon1000@hanmail.net　 070-8274-8630　



디알메이커시스템

www.drmakersystem.com drmakersystem@naver.com 051-761-3999



딜리브로　

delibroco@naver.com　 010-2226-4701



(주)레이젠 

www.laygen.co.kr help@laygen.co.kr 031-759-8821



㈜로보다인시스템　

  http://www.eduino.kr/ eduino@naver.com 1670-9626　



㈜로보라이즌

www.roborisen.com qna@roborisen.com 02-6956-2237



로보티즈 IoT(무선연결) 로보티즈 IoT 로보티즈 자동차 로봇

코딩교육

로보플러스 태스크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 앱에는 조종기 모드가 포함되어 

있어 로봇을 무선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로보플러스 SMART는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예제를 동작시키거나, 동작에 필요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을 등록하는 앱입니다.

로보티즈 실과로봇을 엔트리
에서 지원합니다.

로보티즈 드림은 초보자가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적의 로봇 교육용 키트입니다. 
(1~5단계, 60차시)

로보티즈 스마트는 스마트기기로 로봇을 조종하거나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교육용 키트입니다. 
(1~4단계, 48차시)

제품문의   Tel. 070-8671-2600        E-mail. korea@robotis.com        www.robotis.com

로보티즈 실과로봇은 초등학교 6학년 실과 교과
에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12가지 예제를 만들어
보고 동작시키며 로봇에 대해 학습합니다. 

Scratch

로보티즈

www.robotis.com 　 korea@robotis.com 　 070-8671-2600



(주)루트온플러스

rootonplus.co.kr admin@rootonplus.co.kr 02-6925-7087



㈜리얼위드

www.realwith.com contact@realwith.com 070-4066-1322



마이즈

www.mize.co.kr mize@mize.co.kr 032-327-0336



㈜마이크로컴퓨팅　

www.robocity.co.kr yurobot@hanmail.net　 053-814-2465　　



㈜매직빈게임즈

www.magicbeangame.com magicbean@magicbeangame.com　 02-420-3502　



모나미교육법인모나르떼㈜

www.mon-arte.com smh2@mon-arte.com 1588-3215



(주)모든교육

www.suhakbank.com softsuhak@suhakbank.com 1577-0910



바우하우스

www.baus.co.kr
www.miniaturestory.co.kr sangfly@hanmail.net 032-323-8223



테이크 잇 이지! 
메나라 

겟 패킹 

준비물을 챙겨서 여행을 떠나세요! 누가 가장 빨리 가방을 쌀까요? 

겟 패킹은 입체로 즐기는 칠교같은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지각능력을 키워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탑을 쌓으면서 협동심을 

다지고, 사물의 무게 중심과 균형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오목을 프로그래밍한다면? 멘사 게임으

로 유명한 2인 추상 전략 기프 시리즈의 

대표 게임입니다.

빙고처럼 간단한 규칙으로 게임을 즐

기면서, 곱셈과 덧셈의 암산 속도를 

높입니다.

 +13     2     30–60  +8     1-6     20 +8     1-4     45

 +6     2-4     15

인쉬 

그 밖에도 초등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위너스 서클, 코드777, 코드네임, 코드네임 픽처스, 

코드네임 듀엣, 픽토매니아, 그것이 문제로다!, 

쿠키 몬스터, 몬스터 체이스, 란드운터, 왕좌의 게임

보드피아 · 다이스트리게임즈       

 www.boardpia.co.kr    www.DiceTreeGames.com     boardpia@dicetreegames.com  

 031-813-9233           031-903-9234

보드피아 / 다이스트리게임즈

www.boardpia.co.kr
www.DiceTreeGames.com boardpia@dicetreegames.com 031-813-9233



(주)보이스투보이스

www.voicetovoice.co.kr vovoschool@naver.com 02-707-3311



부산대학교 비보이　　

beeboy.co.kr drinker@gmail.com 010-4719-0620



북키스

www.bookiss.com hakjin88@gmail.com 032-665-1322



(주)북포유

http://steampen.co.kr Ebook46@gmail.com 02-537-5857



뷰엠테크놀로지

www.viewmtechnology.com pr@viewmtechnology.com　 031-453-2500　



㈜브레인움

Brainlearningkorea.com daechi@brainwoom.com 02-2039-0136



 

 

 

 

                              

    

 

 

파이보츠는 기본형 로봇 8가지외에도 다양한 로봇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블록으로 원하는 

모형을 만들면서 과학의 

원리를 배운다. 

블록형 App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코딩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나만의 코딩로봇으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웁니다.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해 코딩로봇을 직접 제작을 해보고, 전용 App을 사용해서 제어

하면서 게임보다 더 쉽게 코딩을 배운다면……..??  

이제 코딩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들고 프로그램 하면서        

재미있게 놀자 

나만의 코딩로봇 예제 – 로봇 보츠~^^ 

  

 

 

로봇 보츠는 35가지 교육 컨텐츠를 통해 

기본 움직임에서부터 상황극, 미로 찾기,  

군무등 여러 가지 응용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파이보츠의 여러 가지 기능 중 로봇 보츠에

는 적외선센스를 이용한 미로찾기와 소리센

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고, 기본 소리명

령어와 녹음 기능도 가능합니다.  

㈜브리그로교육

www.brigrow.com brigrowedu@naver.com 053-721-7211



㈜삼쩜일사　　

www.kamibot.com ceo@kamibot.com 070-5102-9367



㈜새로운교육

www.neweducation.co.kr join@neweducation.co.kr 02-556-2239



㈜새온

www.saeon.co.kr mhhong@saeon.co.kr 042-933-3369



샘코포레이션(주)

www.wecreator.net service@samcorporation.net 031-5182-9090



생각날기　　

http://w-think.com/ wthink7@naver.com　 02-446-8868　



(주)선두주자

www.선두주자.com forerunner777@hanmail.net　 070-4640-0874　



소바세 교육연구소

www.star9.co.kr ssen@sensei.co.kr　 0505-604-6604



스마트3D

www.smart3dkr.com smart_3d@naver.com　 031-948-4977　



시그마웰

www.sigmawell.co.kr　 jcwysw@naver.com 063-277-0910



3D 프린팅 STEAM 교육

3D MINE으로배우자!

자신만의 작품을 구상하고 3D MINE을 통해서 학습하여 창작부터 모
델링, 3D 프린터 출력까지의 전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이해 3D 프린팅 교육3D 펜 교육

교육1 | 3D 프린터의 이해

다양한모델링프로그램의공부
마인크래프트, 레고, 보드게임과의융합
사고력, 이해력향상

다양한모델링프로그램학습
자신만의창작물제작
모델링~출력까지의전과정실습

교육2 | 3D 프린팅 교육

교육2 | 3D 펜 교육

흥미위주의교육커리큘럼
캐릭터, 실생활관련콘텐츠제작
상상력, 집중력향상

쓰리디마인

blog.naver.com/3dmine 3miner@naver.com　 031-8014-5988



아바비젼

www.avavision.co.kr ava@avavision.co.kr 031-443-3311



아이디씨아시아

codemonkey.kr
mangosteems.com 　

mangosteems@igroupkorea.com 02.6968.1716



㈜아이소파　

www.isopa.co.kr/shop/main.php　 isopa0505@naver.com 031-354-6133



아이스페이스　

www.simplock.co.kr　 i-space2014@daum.net 070-4452-0818



아이파스

Ifas.co.kr　 Sobics1004@nate.com　 032-467-8512



아툰즈

www.atoonz.net whlatoonz@gmail.com 02-890-0880



어썸아이티 ㈜블루커뮤니케이션

www.asomeit.kr bluecom@bluecom.kr 02-556-3346



(주)에스프레소북　

https://espressobook.com　 admin@espressobook.com 070-4711-7788



㈜에일리언테크놀로지아시아　　

www.pentok.co.kr　 contact@pentok.co.kr 070-7012-1314



(주)엠에스코리아

www.mskorea21.com
www.mskorea.co.kr kms0068@nate.com 032-346-0778



(사)예림청소년문예진흥원

marokh@naver.com 070-7728-0960　



오르카

www.russtoy7.com kch3007@daum.net 031-913-7113



㈜온교육

www.on-edu.net wegood315@naver.com 1661-2702



㈜원교재사

www.wonn.co.kr bizplan@wonn.co.kr 02-928-9195



원월드프로덕션

https://oneworldproduction.kr　 owp0330@gmail.com　 010-6263-5744　



㈜윔스토리

www.wimstory.com map@wimstory.com 070-5158-9577



           

과 함께하는과 함께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
  - 약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 약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소화제원리, 처방전 읽기 등)

·어린이 의약정보 콘텐츠
  - 의약품 안전사용 동영상, 보호자를 위한 의약정보

·부대행사
   - 식약처와 코코몽이 함께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세미나
   - 8월 17일(토) 오후 2시, 전시관 내 이벤트홀
   - 선착순 참여! 사전신청 필수!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
  - 약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 약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소화제원리, 처방전 읽기 등)

·어린이 의약정보 콘텐츠
  - 의약품 안전사용 동영상, 보호자를 위한 의약정보

·부대행사
   - 식약처와 코코몽이 함께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세미나
   - 8월 17일(토) 오후 2시, 전시관 내 이벤트홀
   - 선착순 참여! 사전신청 필수!

행사내용

·  의약품 안전사용 OX퀴즈대회
- 행사기간 내 매일 12시! 부스로 모이세요!
- 최후의 1인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  의약품 안전사용 OX퀴즈대회
- 행사기간 내 매일 12시! 부스로 모이세요!
- 최후의 1인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이벤트 

약은 무엇일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
약은 무엇일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

(재)의약품정책연구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e-kippa.org　 kippa.org@gmail.com　　 02-3474-5306　



㈜이레에이티　　

Majin79@naver.com 02-6104-4646　



(주)이베스트

www.e-best.co.kr Ebest2014@e-best.co.kr 1661-3564



(주)인솔엠앤티

www.insolmnt.co.kr insolmnt@gmail.com 1644-6707



정경자 창의키즈 school　　

jungkids.modoo.at　 jkjkidsschool@naver.com　 053-521-3427



제너럴 오놀로직 소프트(주)　　

www.generalonologicsoft.com byoungkab@naver.com 031-698-2091



㈜제미타

www.zemita.com sts@zemita.com 070-4006-7558



㈜조이매스　　

www.joymath.net tkhj3721@nate.com 031-477-0165　　



㈜조이엔조이

www.joyenjoy.co.kr msjshpa@naver.com 02-391-6821



㈜지란지교컴즈 / 쿨스쿨　　

www.coolschool.co.kr　 coolschool@jiran.com 　 02-6325-6300　



참쌤스쿨

chamssaem.tistory.com chamssaem@naver.com　 010-4399-2406　



창의개발연구소

www.korstory.com yeline@empas.com 070-4887-1516



창의와 날개

www.cre-wings.com mathplant00@naver.com 031-429-7209 



㈜창의와교육

www.happycreative.co.kr master@robomall.co.kr 02-6008-5645　



챔프

www.champcrab.com aaazzz050@naver.com 070-8100-8448



㈜케이아이에스

www.kisvr.com jny1275@naver.com 043-219-1515



㈜코블

www.cobl.co.kr sales@cobl.co.kr 02-6124-5610



(주)크레아큐브

www.creacube.co.kr cs@creacube.co.kr 070-4042-9979



(주)키네틱랩

www.kineticlab.co.kr manhyung@kineticlab.co.kr 070-7795-7175



㈜킹콩에듀　　

www.kingkongedu.co.kr kingkongblock@daum.net　 1544-0842



ICT융합기술
 
을 접목한

IoT
 
초정밀

 
공기질

 
모니터

   
DaTa

 
Logger

   

초

 

미세먼지는

 

자동차

 

주행,

 

화력발전소

 

가동,

 

공장
가동,

 

요리시

 

많이

 

발생되는

 

여러

 

종류의

 

중금속을

 

포함하는

 

지름

 

2.5㎛이하의

 

작은

 

먼지로서

 

호흡시

 

기
도에

 

걸리지

 

않고

 

폐속으로

 

들어가

 

신체

 

여러

 

기관에

 

침투되어

 

건강을

 

해치는

 

1급

 

발암

 

물질이다.

Co2는

 

자연

 

상태에서

 

공기중에

 

390㏙정도의

 

농
도로

 

존재하며

 

인체의

 

유지에도

 

중요한

 

성분이
나

 

실내공간에서

 

사람,

 

동식물이

 

호흡으로

 

내뿜
어

 

누적시

 

집중역

 

저하,

 

졸음의

 

원인이

 

되고,

 

심하
면

 

어깨

 

결림,

 

두통과

 

구토를

 

일의키는

 

기체임.

Time Art Co., Ltd.
전시장 & A/S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09
세운스퀘어 주얼리관 1145호
02-2273-6523~4, 02-754-0700

Patent Protected
www.airview.biz

www.timeart.co.kr
http://blog.daum.net/timeart1
https://blog.naver.com/time-art

(주)타이마트

www.timeart.co.kr timeart1@daum.net 02-2273-6523



터전아동도서　　

www.terbook.co.kr hivallan00@naver.com　 02-3443-1412　



㈜통큰아이

www.fingpen.com Sook0082@naver.com 032-228-0088



틱토이즈코리아　

www.tictoys.co.kr　 mina.park@tictoys.co.kr　 070-7520-5056



양궁 수업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 할 수 있으며, 동아리 활동으로도 적합합니다.

양궁을 직접 배움으로써 스포츠로서의 양궁에 대해 알아보고, 양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집중력, 지구력 

향상, 자신감은 물론 다양한 게임을 통해 협동심을 키우고, 균형 있는 신체발달을 도모합니다.

회사명 　　(주)파이빅스

홈페이지 　shooting-zone.com/ 대표 이메일  archery0317@hanmail.net　

팩스 　031-245-6388 대표 전화 　1670-0388

01

03

0204
ShooTIng
Zone 운동에 흥미가 없고

 체력이 약한 학생

주위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한 학생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자신감이 적은 학생

다양한 게임을 통해 친구들
과의 단합으로 협동심을

 키우고 싶은 학생

체력과 지구력

집중력

자신감

협동심

산만한 성격을 차분하게 해주는 양궁!
우리 아이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해서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는 편인가요? 양궁은 종목 특성상 정적이고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양궁 전문가들이 집중력과 지구력을 

길러드립니다. 

⊙VR양궁교실 ⊙ 방과 후 양궁교실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기르는 양궁!
바쁜 학업 스케줄로 인해 아이들이 받는 학업 스트레스는

성격을 예민하게 하고, 소심하게 만듭니다. 

양궁을 통해 그 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차근차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학생들은 자신감

있고 원만한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 체육
SCHOOL PHYSICAL ARCHERY

㈜파이빅스　　　　

　 　 archery0317@hanmail.net 1670-0388www.shooting-zone.com



퍼즐에듀　　

http://cafe.naver.com/puzzleleague　 puzzleleague@naver.com　 031-917-7555 



(주)포디랜드

www.4dframe.com 4dland@hanmail.net 031-553-1011



(주)프론트유

www.frontu.co.kr frontu@frontu.co.kr 070-8766-1123　



플랜비(에코마음)

smartstore.naver.com/ecotech hdoy99@naver.com 031-5177-7010



핑퐁에듀

https://cafe.naver.com/pingpongedus pingpongedus@naver.com　 070-4680-4140



한국잠사박물관

www.jamsamuseum.co.kr dbsk526@naver.com 043-238-1267



(주)한생연생명과학교육연구　　

www.hlsi.co.kr 70djkim@hlsi.co.kr 02-762-5070　



㈜한창에듀케이션

www.hanchangedu.co.kr hanchangedu@naver.com 1855-1895



해광레이저　

www.hlaser.co.kr　 lee@hlaser.co.kr　 02-2298-2257　



㈜행복한 바오밥　　　　

　www.happybaobab.com　 ben@happybaobab.com　 02-3141-4585　



㈜허미와친구들 한국창의퍼즐교육연구회　　

www.four-ten.co.kr　 kyungjoonlee@naver.com　 02-323-1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