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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   자

장   소

규   모

주   최

주   관

후   원

제 13 회 2022 에듀플러스위크
2022 Korea Int’l EDUPLUS WEEK
Edutechshow · Educontents Fair · Lifelong Education Expo · Children Education Expo

2022년 8월 11일(목) – 8월 13일(토)

COEX C홀 전관

165개 업체 / 단체 / 기관 참가

전시회
개요

전시 품목

전시회
구성

관람 대상

AR·VR 교육

체험학습교육 컨텐츠 초등교육교육 플랫폼 교육 기자재 교육 용품

AI 교육 SW코딩교육 교과교육 창의교육

에듀테크쇼

에듀컨텐츠페어

평생교육엑스포

초등교육박람회

01

02

03

04

· 교육기관 관계자 : 정부 / 교육청 / 교육기관 관계자

· 교사 및 교직원 : 학교장 / 교사 / 교직원 / 방과후 강사

· 교육기업 : 교육교재 유통사 / 교육기업 관계자

· 일반 관람객 : 학부모 / 초중고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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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디렉토리북

※ 전시회 참가업체는 준비 기간 동안 변동 또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AJ네트웍스

DNA디자인

STEAM교육협회

가위바위보

게이트웨이즈

곰앤컴퍼니

교육숲

구루미

글로브포인트

나이츠넷

내셔널지오그래픽

네오3D솔루션

누리봄

뉴메룩스

다림시스템

다비다

다원에듀테크

다즐에듀

대교

도원산업

동원씨앤에스에듀

드리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등대씨엔씨

디랩

럭스로보

로데브

로보트리

로지브라더스

리딩앤

마이즈

마이크로소프트

맥스트레이딩

메이커스테크놀로지

메타빌

모든상상

뮤즈스피치커뮤니케이션

미리내마술극단

버블콘

베스트텍

브리그로 교육

새온

생존수영교육연구소

선샤인잉글리쉬

선우특수소재

소풍앤컴퍼니

스마트터치

시그마웰

신우리테일

쓰리디뱅크

아이디에이트

아이비테크

아이요봇

아카데미닥터

아툰즈

아트플라이

아티피셜소사이어티

알파캠

어썸아이티

에듀쌤

에스디상사

에어패스

에이아이에듀톰

에이치비네트웍크

에코드인

엔에이치에듀플러스

엠에스코리아

예드

예술융합교육센터

오비이랩

올림3D

와와플레이

원더아카데미

위토이즈

유어메이트

이노사이언스

이미지마이닝

이엔비리서치

이엘사이언스

이제이정보시스템

이천나드리

인지솔루션

자연에버리다

전라북도 농촌유학

정경자창의키즈스쿨

제너럴오놀로직소프트

제미크리

제트플레이

조이매스

지니

참쌤스쿨

창의와교육

창의와날개

창조인

채움플러스

책책

칠드러닝

케이아이에스

케이홀로

코더블

코드넛

코드스토리

코드하나

코락에듀

코리아보드게임즈

쿨스쿨

큐리어드

큐브로이드

크리에이티브러닝

클라썸

클래스브이알코리아

클랫폼

클리더에듀

태인교육

토이트론

트리엠

티마텍

티처스

팀플백

페인트팜

포인블랙

플레이 31

플렉슬

피케이엘앤에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완구협회

한국창의력교육개발원

한올엠앤씨

한창에듀케이션

해광레이저

헬로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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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임대서비스
7316900202
식별번호: 24419019

태블릿 크롬북

AJ네트웍스는 노트북, 태블릿, 크롬북 등 교육용 IT디바이스 전문 기업입니다.

노트북

각교육청및학교별대상에적합한디바이스구성및컨설팅가능

교육환경구성에필요한디바이스구매&렌탈도입가능
전자칠판(Flip2), 공기청정기외품목가능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노트북/공기청정기 임대서비스”를 검색하세요!

공기청정기임대서비스
7316900702
식별번호: 23410264

회사명: AJ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AJ빌딩
전화: 010-4785-0171 , 010-4785-9076
이메일: chlee@ajnet.co.kr / ljj@ajnet.co.kr
홈페이지: http://ajnetworks.co.kr/

AJ네트웍스



DNA디자인



Tel : 070-8671-2605
E-mail : biz@steamcup.org
http://www.steamcup.org

STEAM교육협회



국기함 만들기
이야기 & 체험으로 배우는 “우리국기”

구성 : 미니태극기, 조립키트, 사용설명서

미니태극기만들기
직접 따라 그리는 “우리나라 태극기”

구성 : 미니태극기, 국기봉, 마끈

회 사 명 : (주)가위바위보
대     표 : 임 영 화
전     화 : 051-911-2050
이 메 일 : gbb74@naver.com
주     소 : 부산진구 백양대로 320번길 18, 1층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주)가위바위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 사랑, 우리 태극기
삼일절

3월 1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국군의날

10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가위바위보



게이트웨이즈



곰앤컴퍼니

문의 : 02-2193-5700     메일 : gomsales@gomcorp.com

곰랩(www.gomlab.com)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토종 IT기업이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

외산 프로그램 대비 90% 이상 낮은 가격

직관적인 UI로 입문자 및 초등학생도 쉽게 사용

사용기간 동안 무상 업데이트 및 튜토리얼 제공

GOM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이유!

고퀄리티 영상 편집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기능 제한 없이 유료 정품 버전 그대로 14일 무료 체험 지원

크리에이터가 자주 사용하는 고급 편집 툴을 누구나 쉽게 사용

(무제한 멀티트랙, 화면 분할, 크로마키 등)

교육 영상 제작을 한번에 해결!

실시간 녹화 후 간단한 편집이 가능한 편집 서비스 지원

PIP(본 영상 속 작게 들어가는 영상), 자막, 그리기(칠판효과)

기능은 물론 PPT 문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가능

오디오 추출 기능 제공(.mp3 포맷)

창의 교육을 위한 동영상 과제 필수 솔루션!

다양한 템플릿, 필터 지원으로 입문자도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완성

‘곰믹스 마켓’ 연동으로 영상, 아이콘, 음원, 폰트 등 내가 원하는 

소스를 바로 받아 쉽고 빠르게 편집 가능

KAIT 주최 국가 공인 ‘DIAT’ 영상 편집 수검 프로그램 선정

프리미엄 동영상 플레이어

동영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를 제거해 쾌적한 UI/UX

모든 OS에 최적화되어 4K, UHD 등 고해상도 동영상 재생 가능

자막, 언어 선택, 자막 싱크 조절, 화면 캡처 등 부가 기능 제공

곰플레이어 플러스곰믹스 맥스

곰믹스 프로 곰캠 프로

입문자
PICK



교육숲



구루미



글로브포인트



나이츠넷



내셔널지오그래픽



네오3D솔루션



누리봄

1.  T3k 캔버스 (전자칠판)

• 전면투사형 전자칠판: 85”, 92”,  102”, 123”, 121”, 128”
• TV형 전자칠판: 43”, 55”, 65”, 75”, 85” (예정)
• 초크박스3: 판서소프트웨어

2.  브이캐치 스포츠

3.  브이캐치 다.잡.고

“순수국내기술 / 순수국내생산”

‘T3k 캔버스는초크박스및 카메라터치센서’를개발한바로그회사가만드는전자칠판솔루션입니다.

• 체감형 실내스포츠 구축 TOTAL 솔루션
• 좌표/속도 센서 (모델: VCS-1000)

• 체감형콘텐츠: 축구, 야구, 양궁, 볼링 외

㈜누리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4 302호
TEL: 02-855-8340
www.nuribom.com / sales@nuribom.com www.chalkbox.co.kr / www.vcatch.co.kr

브이캐치는 스포츠 컨텐츠는 물론 미디어아트 / 체감형 
교육 컨텐츠에 특화된 인터렉티브 솔루션으로 기존 
솔루션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된 Total 체감형 인터랙티브 
스포테이먼트 솔루션입니다.



뉴메룩스



다림시스템



다비다



다원에듀테크



플레이 액션

플레이 액션과 함께하는 공간 혁신 프로젝트!

미래 교육을 위한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

I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中

공간 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미래 교육을 향한 디딤돌, 미래학교 2.0]

- 크기와 쓰임이 유연한 공간

- 선택 학습 및 창의 융합 수업 활성화

- 디지털 기반 맞춤형 개별학습

- 블렌디드 수업, 학생 활동 중심 수업

- 탄소중립 및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공간

- 체험 중심의 환경생태교육 확대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2022 교육과정 개정

인공지능 교육법

미디어 교육 활성화 법

- 22년 하반기 도입

“플레이 액션은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교육 시스템으로,  

어느 공간에서나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이동형 빔을 적용하였습니다.”

플레이액션_A4.indd   1 2022-07-07   오후 1:12:39

다즐에듀



대교

百정回 | ·이 • " -

대교조등수힉 

수업하기편한교과서 
".'I 수업이 재미있는교과서 

태교가 만든 선생님의 연구실, El촙랩 
까다로운 초등수학 수업 준비, 티칭랩으로 더 쉽고 간편하게! 

동료 선생님들의 노하우는 공유하고! L匠!의 수업 자료 만들기도 빠르고 스마트하게! 

선생님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 대교티칭랩이因 만나서LR.. 타굴inf 
스마트하다 나만의 수업 자료를손쉽게 ! 꼽꼽하다 수준별 문제 출제까지 알아서 척척 ! 
간편하다 클릭한번으로수업준비끝! 든든하다 공유하고나누는선생님들만의노하우! 

2

 

티징랩가입절자 

* 티칭랩은 선생님 전용 교수 학습지원 시스템으로 GPKI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尋E: www.teach inglab.co.kr 四상담문의 (02)829-1534 
’` ... 



WEB : DOWONINDUSRY.CO.KR

도원산업



동원씨엔에스에듀

자연 환기 필터 

에어 플로우 정전 필터

＊동원씨앤에스에듀 교육기자재 (G2B, S2B)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55, 806호 (상대원동, 선일테크노피아)

TEL. 031-733-5274  FAX. 031-732-8501   www.dwcnsedu.co.kr

                 교육기자재 전문기업

동원씨앤에스에듀(주)



드리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등대씨엔씨



디랩

SW교육을�통한�창업가�경험, 디랩
이제까지는�취직하는�시대였다고�한다면, 우리�아이들이�살아갈�세상은�창직, 직업을�발명해야�하는�시대입니다. 
하지만�교육은�여전히�입시, 자격증�위주의�서비스가�대부분입니다. D.LAB은�우리�아이들이�입시�준비생이�아닌 
창업가 · 혁신가로�자라갈�수�있는�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디랩온� 로블록스� 클래스는�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이해와� 로블록스� 개발� 스튜디오� 및 Lua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자신만의�아이디어로�창의적인�게임과�개인�포트폴리오를�제작할�수�있습니다.

메타버스�놀이동산, “디랩월드” 제작자가�직접�만든�콘텐츠! [로블록스�첫걸음�시리즈]

2D에서 ‘3D 메타버스’ 세계로! Roblox 게임�제작의�모든�과정 & 포트폴리오�템플릿까지!

메타버스�콘텐츠�제작 3D 디자인 SW '엔닷캐드'를 
활용하는 3D 그래픽� 소프트웨어� 강의� 제공으로 
로블록스�게임�제작의�경쟁력�강화�가능

로블록스의�공식 Educator 디랩온. 수강�후 Obby, 사격�게임�수준의�게임 
제작�역량을�갖출�수�있을�뿐�아니라, 수강�중�구성한�다양한�아이템으로 
포트폴리오�구성도�가능! "창의력" "사고력" "공간지각능력" 향상!

블록을�활용해�코딩을�적용하며�프로그래밍 
으로�나아가기�위한�기초를�학습합니다.

루키즈
루키즈�과정을�수료하고�로보틱스의�기계적�구조와�기능을�제어할�수  
있는�프로그램을�코딩함으로써�로봇과�소프트웨어를�융합�학습합니다.

로보틱스주니어�코딩의�첫걸음, 
루키즈와�로보틱스

(주)디랩 031-526-9310 디랩온 : dlabon.com / 디랩코드아카데미 : www.daddyslab.com경기도�성남시�분당구�운중로138번길 7, KT빌딩 3층 info@daddyslab.com

학생의�성향, 희망�진로�분야에�따라�자체�개발한�세분화된�추천�클래스를�제공합니다.

정교하고�세분화된�체계적인�커리큘럼

8년간, 4만여명의�학생들을�교육한�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커리큘럼을�체계적으로�발전시켜�왔습니다.

성향과�진로에�따른�선택형�커리큘럼

게임�기획부터 
제작, 퍼블리싱까지!

게임�코딩�과정
게임�개발자�경험

D.LAB에서만�할�수�있는
다양한�메이킹�및 
프로젝트�수업

메이커�과정
창업가�경험

다양한�문법�학습에서부터 
실생활에서�사용되는 
프로그램�제작까지!

알고리즘�과정
프로그래머�경험

Basic Advanced

코딩을�자연스럽게�접하면서
다양한�활용을�할�수�있도록
기본을�탄탄하게�다지는�과정

Basic 과정에서�학습한
다양한�언어들을�바탕으로
여러�분야와�융합하며�심화된 
내용을�학습하는�과정

Robotics Camp

직접�로봇을�만들고�코딩을 
입혀�로봇과�소프트웨어의
융합�능력을�학습하는�과정

누구나�쉽고�재미있게�코딩을
배울�수�있도록�여러가지
흥미롭고 트렌디한� 수업으로 
구성된�방학�캠프�과정

멀게만�느껴졌던 AI를 
블록코딩과�파이썬으로�직접 
학습하고�프로젝트까지!

AI 연구실�과정
AI 연구원�경험



Connect Smart Things
우리는 전세계의 코딩 교육을 연결합니다.

럭스로보는 ‘빛(Lux)’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로봇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작은 모듈형 로봇 MODI를 만들었습니다. 

MODI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보면 로봇의 작동 원리뿐만 아니라 기초 과학과 코딩에 대해 쉽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MODI+는 기존 제품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모듈의 사이즈를 키우고 직관적인 모듈을 추가하여 

전 연령이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욱 완벽해진 MODI+는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식회사 럭스로보 대표: 이대환 전화: 1544-8260 이메일: connect@luxrobo.com https://www.korea.luxrobo.com/

코딩 후 Code Play+ / Code Sketch+ 

활동을 통해 눈앞의 작품을 직접 움직이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MODI+ 모듈끼리의 연결과 분리가 쉬워

낮은 연령층부터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MODI+ 모듈들을 방향과 순서에 상관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CES, Red Dot, IF, Good Design, World 

didac 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블록 코딩 방식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코딩 환경을 제공합니다.

작품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Why MODI+ ?

럭스로보



로데브

130만의 방과후학교 관리 플랫폼

「코디마스터」

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문자메시지 1통으로 끝나는 초간편 모바일 수강신청!”

방과후학교

수강신청확인

(2-1-1 홍길동)

집중토론 후1순위

신청취소전학년

음악줄넘기 A 후1순위

신청취소1-3학년

[학교]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AfterEdu.kr/D77C1266 
2022년도 01 신청 안내문

학 생 명 홍길동 1학년 5반 1번

수강신청

신청기간 2022-01-27 10:00 ~ 2022-01-31 18:00

Home 수강신청 신청확인

수강신청, 회계, 출결, 설문조사 등 

복잡한 방과후학교 관리 업무의 자동화!

개별 수강신청 URL 문자 수신 수강신청 페이지 접속 수강신청 완료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비약적 증대!

Q & A

학교 및 교육지원청

700곳

학생

130만 명

수강신청

600만 건

설문조사

1,600만 건

출결 관리

3,000만 건

사용 현황

제14회 이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

서비스 부분 대상 (교육부장관상)
LEAD Innovation Group 선정

2021중앙일보 소비자만족 브랜드대상 

에듀테크 부문 1위

수        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B-F908 (관양동, 평촌역 하이필드)

www.lodev.kr / 070-7733-8785

로데브㈜       



로보트리

3D 에디터
다양한 로봇이나 메타버스 맵/아바타 등
3D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송 및 조립
설계한 로봇을 실제로 조립할 수 있도록
종이 도면과 모듈을 배송합니다.

설계한 로봇을 자랑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공유 게시판
설계한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파로브가 특별한 이유”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3D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쉽고 재미있어요!
온라인으로 설계한 로봇을 

내 손으로 직접 조립하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웹에서 만든 로봇이 내 손에!
파로브 종이 로봇의 가격은 

기존 스마트토이 대비 약 50% 저렴하여,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기성품 대비 저렴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로봇!
직접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조립해 보세요!



로지브라더스

앞서 가는 아이의 코딩 SPEC, 코드모스

선생님을 위한 준비된 가장 완벽하고 스마트한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급 유지 관리부터 데이터 통합 관리까지! 단 몇 분 안에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학급 및 학생 계정 생성, 학습 일정 관리 및 진도 관리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 선생님만을 위해 준비된 초등 코딩교육 전 개념 포괄 커리큘럼과 맞춤 강의안을 확인해보세요!

- 단 하나의 계정으로 학교 전체의 수업 진행상황과 진도 관리는 물론, 개별적인 학급&학생의 학습 진행도와 개별 이수율까지 한 눈에!

비판적 사고의 힘을 기르다!
코딩하는 즐거움을 깨닫다!

1,500+ 500M+ 1M+
적응형 학습미션 개수 작성된 블록코드 라인 개수 누적 이용자(학습자)수

코드모스는 K-6 단계의 학습자가 스스로의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코딩을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초등 S/W 완벽 대비 커리큘럼

 - 美 컴퓨터교육협회(CSTA) 교육과정 기반 전 개념 포괄

 - 누적 생성 블록코드 5억+, 누적 학습자 100만 명 돌파

국내 대표 공/사 교육기관 제휴 및 콘텐츠 배급

 - 상명초, 금릉초, 위례중, 미사강변중 등 일선 학교

 - EBS, 아이스크림 홈런, 천재교육 등 국내 대표업체 콘텐츠&커리큘럽 제휴

자기주도 최적화 SMART 학습 지원 시스템

 - 자기주도적 습관 &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내장형 A.I. 튜터 & 학습 전담 관리교사 지원

 - 성취형 게이미피케이션 25 Type 미션&코스 구성

월간 학습 리포트(Monthly Report)

 - 우리 아이 학습 현황 및 진도율, 성장 그래프, 진단 및 종합 평가 제공

2017
E-Learning
Edutech BIZ

<우수상>

2019-22
EBS,한국과학창의재단

연속 선정
<컴퓨팅사고력&블록코딩 부문>

2021
HolonIQ EastAsia

150 Edutech
<STEAM 교육 분야 선정>

2022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S/W교육 부문 수상>

codmos01 코드모스1

codmos02 코드모스2

codmos03 코드모스3

codmos04 코드모스4

codmos01 코드모스1

codmos02 코드모스2

codmos03 코드모스3



스마트 교실 맞춤 영어 학습 프로그램

리딩앤(READING &)

리딩앤은 Oxford University Press, Collins, Penguin Random House 등 세계적인 출판사의 도서를 Spindle Books™로 구현한 
디지털 리딩 프로그램입니다. Spindle Books™는 세계 120개국 3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자체 개발 언어교육용 플랫폼입니다. 

왜 리딩앤을  선택할까요?

프리미엄 리더스
세계적인 출판사의 검증된 도서
국내 유일 디지털화!

모든 학습 형태에 적용 가능
수업, 비대면, 자기주도 등 학교별 
프로그램에 맞는 편리한 사용법과 
다양한 교수 자료

학습 성취력 향상
리딩앤만의 5단계 읽기로 
5배 실력 UP!

교과과정 연계 콘텐츠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한번 더!
재미와 지식을 모두 잡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지금 시작해 보세요! 
전국 학원, 유치원, 학교, 시도별 영어교육 지원센터, 도서관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리딩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직접 체험해보고 결정하세요!  

고객센터   02-1566-2639  I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I   E-mail  info@readingn.com  

리딩앤



마이즈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용 Surface Go 3

Surface Laptop Go

Surface Go 3로제약없는효과적인학습을경험하세요
우수하고다양한기능을제공하는교육용 Surface Go 3를통해
학생들의창의력을극대화할수있습니다. 태블릿부터노트북
까지 다양한용도로활용가능하며학생들이매일사용하는필
수앱과 향상된디바이스성능, 간편한휴대성및최대 10시간
의긴배터리 사용시간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필수적인기능을제공하는초경량 Surface Laptop입니다. 
세련된디자인과우수한성능,최대 13시간의긴배터리사용시간및최

고의 가성비를자랑합니다. 휴대가간편하며일상적인작업 및
스트리밍중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습니다.

특징 · 밝고선명한터치스크린디스플레
이

·기존 Surface Go2보다빠른속도로 학생
들이매일사용하는필수앱들을보다 신
속하게실행

· 긴배터리사용시간과뛰어난절전기능
· LTE Advanced(옵션)을통해Wi-Fi 없이도 인
터넷연결상태유지

· 모든작업을위한도구제공:
완벽한노트북환경을위해 Surface Go  타
이핑커버* 및 Surface 모바일마우스*  등의
액세서리를추가하거나 Surface 펜*과페어
링하여필기및스케치가능

· 최적화된시그니처3:2 비율의터치스크린

· 언제든지중단한부분부터다시시작할
수있는 Instant On

· Windows Hello 및지문전원단추로원
터치로그인

· Radiant Omnisonic 스피커와이
중원거리스튜디오마이크

· 전면720p HD 카메라

· 풀사이즈키보드와정확한트랙패드및
편리한타이핑

· 디스플레이, 도킹스테이션등에연결할
수있는USB-C® 및USB-A 포트

크기

디스플레이

메모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저장소

배터리사용시간

무게

9.65인치 x 6.9인치 x 0.33인치 (245 
mm x 175 mm x 8.3mm)

화면: 10.5인치PixelSense™디스플레이 해
상도: 1920 x 1280 (220PPI)

4GB 또는 8GB RAM

인텔® 펜티엄® Gold 프로세서 6500Y

Windows 10 Pro or Windows 11 Pro

eMMC 드라이브: 64GB 또는 SS
D(반도체드라이브): 128GB

최대 11시간동안일반적인장치사용가능

Wi-Fi: 544g(1.2파운드)부터
LTE Advanced: 553g(1.22파운드)부터

크기

디스플레이

메모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저장소

배터리사용시간

무게

10.95인치 x 8.10인치x 0.62인치 (278.18m
m x 205.67mm x15.69mm)

화면: 12.4인치PixelSense™디스플레이 해
상도: 1536 x1024(148PPI)

8GB 또는 16GB LPDDR4x RAM

10세대인텔®  코어™ i5-1035G1프로세서

Windows 10Pro
사전로드된Microsoft 365 앱 Microso
ft 365 Business Standard

탈착식 SSD(반도체드라이브)  
옵션: 128GB,256GB

최대 13시간동안일반적인장치 사용 가능

1,110g(2.45파운드)

특징



맥스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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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스테크놀로지



메타빌

메타빌은 메타버스 빌리지를 개발 및 제작 

전문 기업입니다.소트프웨어 개발에 강점을 

활용해서 교육, 행사, 축제 등 메타버스에 

필요한 콘텐츠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콘텐츠를 메타버스에서 제공해줌으로써 

학생들의 공간과 교육기관의 공간을 서로 실시간 소통 가능

수학 콘텐츠는 (주)씨투엠에듀와 함께 협업한

 “매쓰빌” 메타버스 수학 놀이터 

대표 : 김주안

회사명 : (주)메타빌

이메일 : metavilcorp@gmail.com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0 1610호

www.metavilcorp.com

행사, 축제, 이벤트 등 독립된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면

독립 메타버스를 제작 가능

메타버스에서 원하시는 기획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교육 빌리지

임팩트 빌리지

교육 콘텐츠 회사와 

제휴를 희망합니다.

ㆍ앱(안드로이드, ios)

ㆍ웹, PC(윈도우, mac)

ㆍVR 디바이스 

   모두 연동 가능



모든상상



뮤즈스피치커뮤니케이션



미리내마술극단



버블콘



베스트텍



브리그로교육



새온



생존수영교육연구소



선우특수소재



선샤인잉글리쉬



소풍앤컴퍼니



스마트터치



시그마웰



신우리테일

마스킹테이프와�도안이�함께�들어있습니다. (KC인증완료)
종이�테이프를�손으로�쉽게�찢어�사용할�수�있습니다 .
찢어�붙이는�반복�활동이 소근육, 두뇌�발달에�도움을�줍니다.

스티커(약600개)와�도안이�함께�들어있습니다.
리무버블�재질로�끈적임이�남지�않습니다. (KC인증완료)

창의력과�심미감�향상, 소근육�발달에�도움을  줍니다.



대표이사 : 김동욱 
T. 010-5507-9884 

E-mail linesync@naver.com 
www.3dbank.kr 

www.3dbank.xyz 

사업분야 

SOLUTION 

쓰리디뱅크



아이디에이트



아이비테크



아이요봇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비기너봇스텝 1
（380여여개여대블록, 특수블록여부품）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비기너봇스텝 2
（센서여모듈, 카드식여코딩여부품）

주소：경기도도의정부시도청사로 41 삼성프라자 8층 804호
전화：(82) 070 8621 4699
이메일：aiyoubot@aiyoubot.co.kr
홈페이지: www.aiyoubot.co.kr
 

아이요봇은봇각봇단계별봇로봇봇제작과정과봇코딩학습을봇통해봇학생들이봇수학, 과학, 
공학, 기술, 예술봇등의봇다양한봇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봇도와봇끊임없이 

더봇나은봇사고와봇혁신을봇추구하여봇지속적으로봇발전해봇나가는봇사람으로봇거듭나게 
함으로써봇진정한 STEAM교육을봇실천하고봇있습니다. 

아이요봇 STEAM 교육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비기너 
AIYOUBOT CODING BLOCK BEGINNER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주니어
AIYOUBOT CODING BLOCK JUNIOR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시니어
AIYOUBOT CODING BLOCK SENIOR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비기너
aiyoubot coding block BEGINNER

대블록, 특수블록과도다양한도센서도모듈, 
카드식도코딩도프로그램도입력도방식으로,
유치원생들이도손쉽게도코딩을도학습하고 
직접도로봇도설계도및도제작도가능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주니어
aiyoubot coding block JUNIOR

다양한도일상도생활도제품도및도친숙한도산업 
기계도모형도조립을도통해도기초단계에서 
고급단계의도로봇도작동도원리, 로봇도설계 
및도조립도방법을도학습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시니어
aiyoubot coding block SENIOR

아이요봇도코딩블록도주니어와도결합하여 
Scratch코딩도프로그램을도이용하여 
다양한도종류의도인공도지능형도로봇을도직접
창작도설계도및도제작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주니어봇스텝 1
（670개여부품）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주니어봇스텝 2
（800개여부품）

아이요봇봇코딩블록봇시니어
（센서여및여프로그래밍여부품）



아카데미닥터



아툰즈



아트플라이

흥미진진한%미술%이야기VR%미술관

아트 플레이
찾아가는        미술관VR

미술감상%엑티비티세계%유명%미술%

교실에서%만나는%

신나는%미술감상

www.artplay.kr

아트플레이는%%학교로%찾아가는%VR%미술관%수업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상상력#창의성이#쑥쑥#VR#미술교육



아티피셜소사이어티

아티피셜�소사이어티는�영상, 음성�데이터로부터�디지털�바이오마커를�추출해�인지능력을�모니터링하는
기술을�개발합니다. 이러한�기술을�통해�의학적�방법론을�교육�분야에�적용, 학생과�교사에게�도움이�되는
솔루션을�제공합니다.

모바일로�제공하는�독해력�진단�및�향상�서비스
레서는�의학적으로�검증되고�신경과학에�기반한�독해력�진단�및�향상�서비스�입니다.
학생의�수준과�적성에�맞는�최신�주제의�텍스트를�통해�사용자�맞춤형�독해�향상�방법을�제공합니다.

TECH EDUCATIONMEDICAL
독서논술교육시선추적난독증�클리닉

디지털�테라피 에듀테크

서울시�서초대로 74길 14 더에셋�빌딩 18층

02) 6672-0102

operation@artificial.sc

개인�맞춤�향상�솔루션AI 시선추적을�통한�독해력�진단 신경과학적�요인으로�독해력�분석



알파캠

(주)알파캠 본사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 10층 1003호
이메일 : imdo4@alphacams.com 전화 : 02-585-8589 팩스 : 031-721-8589



어썸아이티



에듀쌤



에스디상사



에어패스



에이아이에듀톰



에이치비네트워크

생활 디지털화 시대에 디지털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인키오스크나
앱 내 결제처럼 편리한 서비스를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IOEDU가 필요한 이유

KIOEDU
KIOSK EDUCATION

KIOEDU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해있는 디지털환경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단순하게
설명하는 교육이 아닌 실제로 체험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부터 심화까지 각자의
역량을 고려한 교육방법으로 단순히 외우는 교육이 아닌 이해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입니다.

KIOEDU의 메인 9종 교육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키오스크의 실제 키오스크
구동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카드결제나 영수증을 출력하는 기술을 탑재하여
더욱 정교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BANK

KIOEDU의 교육이 주는 효과

KIOEDU 메인 9종

32 inch KIOEDU

실물크기의 키오스크를 재현한
KIOEDU로 실제 키오스크를
이용하듯 교육할 수 있습니다.

15 inch KIOEDU
휴대할 수 있는 크기의

KIOEDU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24 inch KIOEDU

책상에 거치 가능한 크기의
KIOEDU로 강의나 수업에

용이합니다.

KIOEDU의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재가 있습니다.
기본예제부터 심화과정까지 KIOEDU의 교육 가이드가 됩니다.

교재 내에 QP코드를 통해 실제하는 교육환경이 없더라도 온라인
강좌를 통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KIOEDU 교육 전용 교재

서울특별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차 12층, 1204호  HB네트웍크

T. 1644-4907｜F. 064-724-4907｜E. marster@hbnetwork.co.kr



우리나라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제공합니다. 재료부터 증강현실,
교수지도안까지 모두 담긴 환경교육키트로 에코드인만의
환경교육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하나의 키트로 세 가지 환경교육을 해보세요!

홈페이지   ecode-in.com                    문  의   help@ecode-in.com / 010-5642-7956

에코드인은 증강현실 교구뿐만 아니라 친환경
과학 교구 등을 제작 및 판매합니다.
스토어에서 더 다양한 교구들을 만나보세요.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에코드인을 기대해주세요.

지구온난화에 대해 배우고,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멋진 펭귄 시계를 만들어요. (+증강현실 교육포함)

대기오염에 대해 배우고, 공기정화식물로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요. (+증강현실 교육포함)

에코드인의 환경교육키트를 소개합니다

폐현수막으로 나만의 텀블러를 꾸미고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해요.

해양오염에 대해 배우고 천연 가습기를 만들어요.
(+증강현실 교육포함)

01. 펭귄 시계 만들기 키트 02. 테라리움 만들기 키트

03. 텀블러 만들기 04. 고래 가습기 만들기

01. 교육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와
     함께 환경오염을 공부해요.

02. 업사이클링 재료로 만들기
      활동을 해요.

03. 증강현실에서 캐릭터를 만나
      퀴즈도 풀어봐요.

에코드인의 환경교육은 이렇게 진행돼요

#다양한 #친환경 #과학교구 #오프라인 #체험공간 #메타버스

에코드인



옥타곤 4D 카드
ANIMAL 4D+

29,000원
37장

전시회 특가
18,000원

- A부터 Z까지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동물 소개
- 실제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보며 인지력 향상
-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 15가지 이상의 원어민 발음 지원
-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습성도 함께 습득 

- 홀로그램, 퀴즈, 백과사전 등의 여러가지 학습 및 흥미 요소

DINOSAUR 4D+

27,000원
20장

전시회 특가
18,000원

- 공룡들의 서식지, 크기, 식성, 생존시기 등의 자세한 설명
- AR뿐만 아니라, VR기능으로 1억만년전 백악기 가상체험
- 홀로그램 모드 가능 (홀로그램 필름 필요)
- 다국어 지원, 셀카 모드로 공룡과 함께 사진찍기
- 실제 화석을 바탕으로 한 뼈구조 관찰 및 드라이브모드 가능

SPACE 4D+

30,000원
38장

전시회 특가
18,000원

- 눈으로 쉽게 보는 별들의 크기비교
- 증강현실 뿐 아니라, 가상현실로 우주공간 체험 (VR안경필요)
- 항성, 행성, 위성, 인공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 다국어 지원
- NASA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기반된 학습내용
- 홀로그램 모드 가능

OCTALAND 4D+

27,000원
26장

전시회 특가
18,000원

- A부터 Z까지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직업들 소개
- 각 직업들이 하는 일을 묘사하여 이해를 도움
- 컬러링 북으로 이어져 학습흥미 극대화, 다국어 지원
- 스토리 텔링이 가능한 동화 원본과 스트리밍 제공.
   (한글 모드로 변경뒤,         를 눌러 스토리버튼 터치)

HUMANOID 4D+

29,000원
6장

전시회 특가
18,000원

COLOUR ME!

27,000원
26장

전시회 특가
18,000원

직업시리즈와 연동되어 A부터 Z까지의 직업들을 학습하며,
캐릭터를 색칠한 후, 색칠한 친구들을 그대로 증강현실로
불러내는 마술같은 컬러링 북.

연락처 : 02-474-8520 / 회사 홈페이지 : http://octagon4dkorea.com/

엔에이치에듀플러스



 

플라잉티비  엘리베이션(주)엠에스코리아

엠에스코리아



예드



예술융합교육센터





오비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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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3D



와와플레이



원더아카데미



위토이즈

블록 3종으로 다양한 수업 가능

실내 체육 수업

직접 만드는 놀이

이메일 | witoys@naver.com

홈페이지 | www.witoys.kr

전화번호 | 02-2061-3116



유어메이트



(주)이노사이언스는 과학 교육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각종 물리 실험 기기를 제작 및 유통하며, 지능형 과학실(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상담부터 구축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물리 실험장치 제조 및 유통

지능형 과학실 구축

MBL 교육

다기능 센서 포켓 MBL
공식 수입 및 유통 업체

버니어 MBL
서울, 인천, 경기 대리점

풍동실험장치를 비롯한
물리 실험장치 제조

인테리어부터 가구, 멀티미디어 도구,

디지털 탐구 도구, VR, 디지털 센서까지

과학실 구축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제안 드립니다.

전국 어디에나 유상, 무상으로 MBL 교육 사업을

진행합니다. 수준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지도안 개발로 3시간 이내의 짧은 교육 뿐만 아니라

한 학기 분량의 수업 진행도 가능합니다.

031-969-3125 / ki@innosci.co.kr / www.innosci.co.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관 826호

이노사이언스



이미지마이닝



이엔비리서치

기업명 : ㈜이엔비리서치

전화 : 043-911-6771 / 010-7701-3383

이메일 : enb@enbresearch.com

주소 : (본사. 연구소)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지점)  경기도 시흥시 목감초등길 14-22

(공장)인천 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6

과학을 재미있는 역사체험과 실험으로 접근하여 조금 더 다양한 아이들의 꿈을 찾을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자! 

가상현실 안에서 아이들이 역사속의 과학자와 발명가가 되어 역사현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이들의 꿈의 길잡이!  꿈을 찾기 위한 모험과 여행!



교육 서비스 

����������������������������

������������������� ����������

������
	 ������

������

������� � �
�

������� ������

elscience.kr 070-7460-1000(T)  070-7426-0507(F)

이엘사이언스



조달청 기준에 적합한 기업

품질로 승부하는 기업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편법으로 영업하지 않는 기업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정도를 걷는 기업

WHY
EJ BOARD?

부드럽고 빠른필기감

정직한 조달기업 독자적인 특허기술

잔고장없는 내구성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자체설계 자체생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특허증우수제품 ISO 9001
ISO 14001

나라장터

(주)이제이정보시스템 ㅣ 대표이사 정광열 ㅣ 홈페이지 www.ejboard.com ㅣ 이메일 ej@ejboard.com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502호 (가산동)ㅣTEL 02-864-8278 ㅣ FAX 02-864-8280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10 (봉곡동) ㅣ TEL 055-276-8160

EJ직접개발 전자칠판 전용 스탠드

EJ직접개발 다용도 도서 살균 소독기 

각종 도서

교육 도구

노트북/태블릿PC

EJ직접개발 전자칠판

75~100인치용 전동형 높이조절 스탠드

EJS-98A3

ETD 시리즈 75인치 / 86인치

(좌) EJS-6A / (우) EJGB-1

55~86인치용 이동식 스탠드

EJS-86CS11

55~86인치용 이동식 스탠드

EJS-75CM11

이제이정보시스템



이천나드리



인지솔루션



자연에버리다



전라북도 농촌유학



정경자창의키즈스쿨



제너럴오놀로직소프트

www.generalonologicsoft.com / www.kids-froggee.com

초등학교 수학 및 과학 영재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프리미엄 영재 교육 프로그램. 수학 이론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그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첨단 과학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학습.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거나 영재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인 교재. 

수학동창생 한글 버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프리미엄 수학 및 과학 프로그램.

자연의 관찰을 통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창의력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K4, K5, K6, K7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서비스 제공!

Kids-Froggee English Edition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프리미엄 수학 및 과학 프로그램.

자연의 관찰을 통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창의력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K4, K5, K6, K7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서비스 제공!

키즈-프로기 한글 버전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이란 학문의 본질이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수학 

프로그램. 아이들이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과정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독특한 재주, 

창의력의 씨앗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 

한글 및 영어 버전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제너럴매스 한글, 영어 버전

중고등학생에게 첨단 산업의 원천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수학의 본질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학 

프로그램. 각 단원을 배우는 목적, 수학 이론에 대한 

논리적 근거, 첨단 산업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 이상적인 수학 교육과 시험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집필된 수학 교재.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학거미 시리즈"

We are creating a global standard 
of math education. We are always 
making our best efforts to realize 
consumer-centered education.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학 교육 세상을 열어
가고 있는 제너럴 오놀로직 소프트

전 세계 수학 교육의 표준과
소비자 중심 교육



제미크리



학생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억하는 수업!

교육문의 
Tel. 02-537-5855

metaschool.edu@gmail.com

교육문의 
Tel. 02-537-5855

metaschool.edu@gmail.com

학습목표   교과와 융합한 메타버스 맞춤교육

①		제페토로	떠나는	가상여행!
 대한민국 시도별 유명 관광지, 축제, 역사와 문화재를 가상 체험 할 수 있다.

②		스스로	개발하는	가상공간	구축!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나만의 맵을 만들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공유 할 수 있다.

③		교과연계,	ESG실천,	경제용어,	진로직업	설계!
  교과연계로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고, ESG를 실천하며, 메타버스 시대의 경제용어를  

배워, 미래 직업을 준비한다.

⑤		나는야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스스로 만든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NFT 등록까지 할 수 있다.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Meta 가상, 초월  +  (Uni)verse 세계, 우주 = Metaverse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더 나아가 사회·경제·문화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을 의미

강사카페 학생카페홈페이지

제트플레이



조이매스



Modular Robot for Robot & A.I Education
로봇교육과인공지능교육을위한모듈형태의로봇교구

A I BotA I Bot
에이아이봇

Controller

A Bot


3-Axis vertical articulated robot
with Gripper & Controller

I Bot


2-Axis vertical articulated robot
with Camera & Microphone

학생들에게 첨단미래로의

문을 열어 주는 기업 지 니  주  

문의 : (031)630-5452  jinirobot@naver.com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부대로 184, A동 6층 621-1호 (기흥힉스유타워)

www.jinirobot.com

지니



참쌤스쿨 소개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참쌤스쿨(참쌤의 콘텐츠 스쿨)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공유하여 
교실과 학교, 교육의 변화를 꿈꾸는 현직 
교사로 이루어진 전국 단위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만들고 가르치며 공유합니다
월 1회 모여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와 영상 기반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만듭니다.  현직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좋은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참쌤스쿨 대표 콘텐츠
참쌤스쿨 콘텐츠축제 & 교대생 참카데미

연 1회 전국 수천 명의 선생님이 참가하는 참쌤스쿨 최대 행사! 참쌤스쿨 모든 교육 
콘텐츠를 경험해보는 시간.  2019년부터 시·도 단위로 직접 찾아 가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1-2학년
‘안전한 생활’ 전체 삽화
초등 1-2학년 안전한 생활 
교과서에 들어간 모든 그림은 
참쌤스쿨 선생님이 직접 
그렸다는 사실!

참쌤스쿨 
교실현수막

수만 개의 교실의 모습을 바꾼 참쌤스쿨 교실 현수막!
이제 학기 초 자르고 붙이고 꾸미는 시간을 아껴 아이들과 
한마디 더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참쌤스쿨 아카데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배우고 싶은데 학원에 가야 하나...?
그림책 수업? 비주얼씽킹? 손그림? 
단 하루 6시간으로 배우는 콘텐츠 
제작과 수업방법! 참쌤스쿨 아카데미  

탐깨비와 초능력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비주얼씽킹 이미지 기반 초등 3-6 
사회, 한국사, 과학 학습서! 참쌤스쿨 
선생님들이 쓰고 그렸어요.

참쌤스쿨 교육도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더욱 풍부하게!
그림을 활용한 놀이와 수업, 기초 
드로잉과 학급 환경 구성까지.
참쌤스쿨 그림 수업 노하우를 전부 
담은 그림교실과 그림놀이터

참쌤스쿨 굿즈
나눔 할 때마다 서버가 마비되는 
참쌤스쿨 굿즈. 다이어리, 티셔츠, 
학급 환경 물품 등 다양해요.
참쌤스쿨 SNS 팔로우 해 놓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참쌤스쿨 On-line 
참쌤스쿨 블로그
포털에서 ‘참쌤스쿨’ 검색
참쌤스쿨 콘텐츠가 전부 모인 홈피!
하루 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공식 홈

참쌤스쿨 유튜브
유튜브에서 ‘참쌤스쿨’ 검색

참쌤스쿨 플러스친구
카카오톡에서 ‘참쌤스쿨’ 검색

참쌤스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참쌤스쿨’ 
또는 아래 소모임 검색

chamssaem.tistory.com

비주얼씽킹 콘텐츠
(@visualthinkingcs)

학급운영, 환경 콘텐츠
(@edu_box)

그림놀이 콘텐츠
(@play_with_drawing_cs)

미술 수업 콘텐츠
(@artiversals)

역사 콘텐츠
(@history_saba)

그림책 수업 콘텐츠
(@dadok_books)

영어 콘텐츠
(@chaminglish)

음악 콘텐츠
(@chamvibe)

 

유치원 콘텐츠
(@gomgom_ground)

 

학급운영 콘텐츠
(@class_recipe)

 

생태교육 콘텐츠
(@chamis_earth)

영양 콘텐츠
(@chammiryo)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Teachers are the best content themselves!

공식 교사모임!

참쌤스쿨



창의와교육



수업용 키트 체험용 상품 그린게임즈

자석분수막대
단위 분수를 사용하여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를 
손쉽게 비교하며 직관적으로 
분수 배우기

아이큐 퍼즐램프 (파스텔5색)

말랑한 재질의 직사각형 블록을
연결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생각하게 해주는 창의활동퍼즐

엠버시퍼즐 (30p/12p)

다면체를 만드는 모듈을 통해 
12조각으로는 육면체를,

30조각으로는 별 이십면체 
등을 만들어 보아요!

그린게임즈는 환경을 생각하는 창의와 날개의
고유브랜드로, 블럭게임을 통해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위한 작은 행동과 수칙들을 인지 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작은실천, 책상위 탄소중립을 실천해요!

테트라이트 (4종)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모양 조각으로
입체 퍼즐을 맞추는 창의학 체험활동
교구 입체모양을 만들고 입체를 인식
하는 능력 향상

자석원형분수학습판
원형으로 된 분수조각을
비교하며 분모와 분자의
개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석으로 손쉽게 학습하기

소프트 거미블록
말랑한 재질의 직사각형 블록을
연결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생각하게 해주는 창의활동퍼즐

창의연결큐브
수세기부터 입체도형까지

공간 감각을 키우며 입체도형
만들기 등 다양한 활용으로

전 학년 학습의 필수품

예산 주문 및 학교 후불결제 가능

카카오톡

선생님 교육 상담 031-429-7209

제휴 문의 mathplant00@naver.com

팩스 070-4232-0096

@네모세모

전자계약(S2B G2B)및 행정서비스 지원

학습에 필요한 모든것
네모세모 쇼핑 플랫폼

학습에 필요한 모든것, 네모세모 쇼핑 플랫폼

AI 탐험학습이 가능한 유아용 수학학습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교육의 시작,

교육/어플 문의

캣츠엠 사이트

031-429-7209

http://cats-m.com/

NEW

NEW

창의와날개



창조인



채움플러스

대   표 | 유제완                      홈페이지 | www.cpe.co.kr   

전   화 | (043)233-1850        팩   스 | 043-715-1850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6-1, 2층홈페이지 바로가기 ▶

키잼펜

키잼펜 교재 + 동영상 자료 + 키잼펜 패키지

3D프린터의 원리로 개발된 허공에 그리는 펜으로 
노즐에서 필라멘트가 녹아 흘러나오면서 상상하는 대로 
입체 형상을 만들어 내는 매직 펜입니다!

스탬프 메이커
얼굴 사진을 넣은 페이스 도장과 직인 한 도장의 특정 도형을 인식하여 
증강현실을 구현하여 재미요소, 홍보 요소를 극대화한 AR 도장입니다. 
교육, 게임, 홍보, 사전 도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도장(키모/베이직/크리스탈) AR 도장

우드메이커
안전검사를 통과한 친환경 나무 교구와 레이저 커팅으로 무거운 
연장이나 손 베일 염려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청사초롱 만년달력 캠퍼밴 무드등 아크릴 무드등

창의·융합 인재교육의 혁신기업
방과 후 위탁사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출판, 교구제 제작 등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융합교육으로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키잼과학

- 매월 1회 환경친화적인 원목 실험교구

- 과학 전반적인 기초지식에 기반한 창의실험으로 구성

- 다양한 창의문제 : 창의력 문제, 다양한 퍼즐 문제, 코딩 문제 등 키잼과학 교재 + 동영상 자료 + 실험키트

키잼과학 교재와 PPT,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 드려서 
힘들던 수업계획과 홈스쿨링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책책

코끼리야�잘했어

수업준비�끝!

교실에서�바로�쓰는�교육콘텐츠

초등교육 토탈솔루션

교과수업�

국어교과부교재

국어교과학습지

어휘학습지

맞춤법교정노트

창의독서워크북

금융 문해력

강화클래스

감정관리 키트

자기주도성장

클래스

디지털문해력

강화 클래스

특색교육 방과후학교 온권읽기 교실경영

논술첫걸음

키워드논술

경제논술

창작논술

습관 교정 게임

only 코끼리야잘했어

#현직교사 개별 검수 #학생 선호도 1위 #현장 만족도 100%#초등교육전문가집단

온권읽기키트

ppt

독서퀴즈

학생용워크북

교사용수업가이드

학급 운영 키트

창의형

협동형�

시민사회형

소통형

수업자료

무제한

다운로드

선생님을�위한

법무�상담
선생님을 위한

심리 특강

학생관리

통합솔루션

<코끼리야잘했어>는  오직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 탄생한 교실콘텐츠 전문lab입니다.

교육전문연구단과 100%현직교사자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따로 연구, 개발하는 수고를 없애고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업콘텐츠만을 제작합니다.

(주) 책책

학급맞춤콘텐츠



칠드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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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10-3428-8533 
E-mail  risokbs@naver.com 

-학교(유치원 / 초등학교) : 가상학습용 동물도감 콘텐츠 & 앱 

- 관공서 / 병원 : 수족관(인테리어) & 홍보(공지사항, 홍보물 등) 

- 일반 회사 : 수족관(인테리어) & 업무(3D 제품 발표) 

- 일반 매장(백화점 / 음식점) : 수족관(인테리어) & 상품 홍보 

- 박물관 / 체험관 / 전시관 등 : 가상 입체 영상 전시 및 체험 

가상의 영상공간에서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생동감을 체험할 수 있는 장치 

크 기 1400L*400D*1680H 

밝 기 350 cd/m2 

명 암 5000 : 1 이상 

디스플레이 55인치 

해상도 FHD(1920*1080) 

인터페이스 USB   HDMI 

시야각 178도 

지원 영상 MP4, JPG, PNG 

소비전력 120W이하 

전원 AC 100～220V  

실감 3D 영상장치 
Real 3D Display 

㈜케이홀로 

 www.kholo.net 

케이홀로



코더블



클라우드 문제집출판플랫폼

클라우드로 간편하게 문제집을 만들고 보내세요!
아직도 프린트하고 복사하고 시험지 나눠주고 채점하시나요?

자동채점은 물론, 오답노트

와 인공지능 성과분석까지

학습성과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고 클래스 관리는

더 간편하게

Html5 기술로 다양한 멀티

미디어를 활용하세요.

듣기평가는 물론 동영상을 삽입하고 

이미지를 활용한 미디어형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기업만의 문제집

아카이브를 만드세요!

합리적인 요금제! 손쉽게 구축하는

기업/기관용 학습 콘텐츠 홈페이지!

워드가 필요없는 간편한

문제집 저작도구

9가지의 문제 유형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학생들에게

문제집 전달 완료

제작된 문제집은 이메일, 메신저,

SMS로 학생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PC, 모바일, 전자칠판에서

풀이가능한 반응형 시험지

Html5 반응형 웹기술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집과 시험지를

학습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6775(주)코드넛 전화 : 010 2854 9601대표 : 안성환 이메일 : gorea@codnut.com연구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10, 201호 본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60번길 20, 2층 201호(가경동)

www.quizrix.com에서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코드넛



교육용메타버스플랫폼메타스쿨

CODESTORY

코드스토리



코드하나



코락에듀



코리아보드게임즈



쿨스쿨

㈜쿨스쿨 ㅣ 대표: 오진연 | 사업자번호 : 314-86-66749 

(12925)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20, D동 422호 (현대지식산업센터2차)  l  cs@coolschool.co.kr  l  1600-1354 
AI메이저봇

AI메이저봇 도입 상담 신청
ONE-STOP 진로 탐색 솔루션

1 홀랜드/인지역량검사
고려대 연구진 개발참여 2 산재된 입시정보를 

하나로 재가공 3 학내 도서망 연계
관련 도서 추천

4 학생별 맞춤 정보 제공 5 OMR종이검사 NO!
교내에서 즉각 실시 6 이동이 자유로운

터치스크린 기기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ONE-STOP 진로탐색 솔루션, AI메이저봇을 소개합니다.

신현중학교

AI
메이저봇
출시

쿨스쿨
X

메이저맵

선생님과 학생 모두를 위한 선택!

진로검사 한번으로 

학과 / 직업 / 도서까지 추천해주는

ONE-STOP 진로 탐색 솔루션

AI메이저봇



큐리어드



큐브로이드

▪ 큐브로이드 코딩블록은 총 7가지의 액추에이터 및 센서블록들이 모두 무선 방식으로 이루어져 누구나 쉽게 블록을

조립하고코딩할수있습니다.쉽고재미있는앱코딩교육부터인공지능교육까지 효과적인단계별교육이가능합니다.

• 큐로AI는스크래치 3.0과머신러닝,티처블머신등의다양한인공지능기능을재미있게경험해볼수있는큐브로이드만의

인공지능교육플랫폼입니다.큐브로이드코딩블록으로메이킹과코딩,그리고인공지능교육까지한번에해결하세요!

1 2

&

세상에서가장쉬운인공지능(AI)교육큐브로이드

H. www.cubroid.co.kr     T. 070-7005-9296    E. info@cubroid.com



크리에이티브러닝



클라썸



클래스브이알코리아



아이들 그린 스마트 교육에

안성맞춤! 에코그램 식물재배기

지속 가능한 세상을위한 에듀테크

에코그램 식물재배기

자세히 알아보기

회사명: ㈜클랫폼

홈페이지: www.clatform.co.kr

대표전화: 1855-3421

이메일: mkt@clatform.co.kr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18 504호 

#창의융합과학교실  #생태체험학습  #스마트팜교육  #기후변화

친환경, 스마트시스템의 생태체험 학습용 식물재배기
친환경 그린 교육 컨텐츠 - 기후 변화, 에너지 소비 최소화 미래형 농업, 4차 산업의 진로 개발

자연 친화적 태도 -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보호,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 형성

심리적 건강 - 자기통제 발달, 정서적 안정감, 자아 존중감, 탐구력 향상 

국내 최초 식물재배기 케어서비스 시스템망 구축
관리의 어려움 해결 - 에코매니저 케어서비스 제공

자연관찰과 수확만 하세요! - 양액관리, 물 공급, 세척, 모종교체는 에코매니져가 담당

지속적인 자연학습 - 에코그램만의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로 지속적인 자연학습 가능

작물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자동재배 시스템

수경재배 방식의 식물재배기 - 실내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작물 재배

LED빛, 양액순환, 산소수용해시스템 - 식물 성장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조절 능력 

2~3주의 수확 주기(모종기준) 100구의 엽채류, 1000구의 새싹인삼을 2~3주에 1회 수확

실제 활용 사례

에코그램 식물재배기 2대 설치 - 다목적실에 설치 후, 엽채류 /새싹인삼 재배

전교생 자연체험 학습 - 재배용기별로 전교생 담당을 정하고 작물의 성장과정 관찰학습 

기념일에 활용 - 어버이날, 전교생이 직접 키운 새싹인삼 1뿌리씩 부모님 선물송파가락초교
2대 설치 사례

클랫폼



교사들이 추천하는 공부력 트레이닝

바.로.생.각 !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하는 생각훈련!

클리더에듀



태인교육



토이트론



트리엠



티마텍에서 개발한 드론축구 eSports 경기시스템 (3D 시뮬레이션 기

반)이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시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로비에 설치

되었습니다.실제 드론축구 경기와 동일하게 5:5 경기가 가능하며 초,중,

고,대학교 및 성인들이 드론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와 함께 한

국형 eSports 콘텐츠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 학원 / 군부대 / 놀이시설 / 게임장 / 실내 스포츠장 / 노인 복지관

등에 적용하여 실내 스포츠로써 드론축구 경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합니다. 특히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E-Sports로 적합합니다. 

학교 / 학원 에서 드론축구 교육을 실시할 때 초보자들이 실제 경기장이

없는 실내 환경에서도 컴퓨터로 안전하게 드론축구 교육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드론 파손과 밧데리 충전등의 불편함을 줄여주어 교육을 원

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군의 미래 첨단 전력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더욱 중요

시 되고 있습니다. 전군의 드론봇 전력화를 위해 드론축구 경기시스템을

군 부대에 배치하여 장병들이 평상시 축구대신 드론축구 E-Sports를

즐긴다면 전 장병들의 드론 조종실력이 향상 되어 누구나 드론을 쉽게 다

를 수 있는 기본 역량이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드론축구 경기시스템

“드론축구 최강팀들과 월드컵 선수의 꿈을!!”

티마텍



티처스



팀플백

www.jajakjajak.com

문의메일 : cs @ teampl100.com



페인트팜



포인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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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놀이의 시작

하

나
뿐인 지구를 위한 놀이와 배

움

한�가지�소재를�선택하여�소재저금인형에�채워�넣어
자원순환에�참여해보아요. 생기를�잃었던�인형이
어느새�통통하게�살아나요!

키링의�동물이�잃어버린�부분을�동봉된�실로�엮어서
지느러미를�완성해요. 플라스틱으로�오염되는�생태환경의
현재를�알리고�급격히�진행되는�멸종위기에�대한�관심을�촉구해요.

자투리�재료로�동물의�빈�곳을�채워�점점�사라지는�멸종위기동물
인형을�만들고�동물들이�사라지는�이유에�대해�알아보아요!

#멸종위기동물인형 #업싸이클링 #DIY#SDGs

#환경교육 #자원순화

#분리배출 #새활용 #SDGs

#플라스틱교육 #업싸이클 #DIY키링

작은�블럭�땅�위에�커다란�이야기�세계를�만들어요. 
기후위기로�위험에�처한�지구환경에�대해�알아보고�모두가 
행복하게�공존하는�마을을�만들어�보아요.
모든�소재는 100% 사탕수수와�폐목재를�업싸이클한�안전한 
소재입니다.

#기후위기 #플라스틱프리 #블럭연결 #스토리

100%
upcycled

플레이31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아요!

개체수가
작지만 중요한 우리

지구를짜요

스토리빌더

소재구조대 / 소재저금인형

소재구조대

플레이 31



플렉슬



피케이엘앤에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완구협회



한국창의력교육개발원



한올엠앤씨

보드홀릭

‘보드홀릭’은 한올엠앤씨의 보드게임 브랜드입니다.

온·오프라인 제품·유통 문의
031)839-6823 / megeta72@gmail.com

시밀로 시리즈

신화편/ 동화편/ 할로윈/ 역사편/ 해리포터

교육용 게임

팁탭 키튼박스

카드 게임

스모키 킹 오브 12 쇼텐토텐2

완구형 게임

텀볼고마스터 유튜버에디션피치아웃 야옹이가 돌돌돌

신비아파트 파이프워크



한창에듀케이션

창의퍼즐여행 5단계 54시리즈 교재

(전6권)



해광레이저



학생들의 참여로 활기찬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놀라운 변화

문제 출제

퀴즈
오지선다형: 보기를 보면서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OX 퀴즈: 보기를 보면서 
O, X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원하는 설문을 만들어 학생들의 
의견을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반장선거
학생들의 사진을 등록한 후 
투표하면, 결과가 바로 
집계됩니다. 

게임
자체 제작한 게임을 통해 
최대 4명이서 헬로클릭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클릭 부가 기능
그룹지정/랜덤선택: 당번이나 
발표자를 랜덤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룹 지정하는 기능들이 있어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상호평가
개인별, 모둠별 혹은 수업내용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들어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연동
외부 링크 URL을 입력하면, 
외부 페이지를 가져와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답 입력 피드백 수집

step 1 step 2 step 3

학생들이 보는 모니터 선생님이 보는 모니터

헬로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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