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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잇감명 사용 연령 이미지 브랜드 구성 놀이 효과

아기돌보기인형 0개월 이상
릴리프시앙

(벨기에)

아기 인형, 윗옷, 기저귀, 젖병, 이불,

유니콘 인형, 가방형 침대

아기 돌보기 놀이를 통한

사회정서 능력 발달

물놀이보트세트 10개월 이상
릴리프시앙

(벨기에)

물고기잡이 보트, 물고기 3마리,

미니보트 3개

물고기 잡이 놀이를 통한 소근육

조작 능력, 수 개념 인지,

크기/색깔 놀이를 통한

인지 발달

탐색놀이자동차 18개월 이상
빅지그스

(영국)

동물자동차, 동물 조각 9개,

모양 자동차, 모양 조각 9개

모양 인식과 변별, 공간 개념 등

기초 수학 개념 발달, 소근육 발달,

성취감 제공

토끼랑병원놀이 18개월 이상
릴리프시앙

(벨기에)

가방, 토끼 인형, 의사 가운, 체온계,

청진기, 주사기, 전화기, 약병, 혈압계,

붕대, 반창고 2개, 수첩

신체 탐구, 공감 능력, 돕기 행동 발달

척척낚시놀이 3세 이상
바요

(폴란드)
낚싯대 2개, 바다 생물 10마리

소근육 발달, 눈과 손의 협응,

도구 조작 능력, 성취감,

주의 집중력 향상

꼬마공구놀이 3세 이상
플랜토이즈

(태국)

공구 상자, 망치, 스패너,

공구조각 45개

소근육 및 조작적 능력 발달,

형태 및 공간 지각,

역할놀이를 통한 친사회성 발달

기차와공룡마을 3세 이상
빅지그스

(영국)

기차 터널, 기차 칸 3개, 기차 레일 32개,

레일 지지대 3개, 공룡 조각 9개,

나무 3개, 웅덩이

자연 탐구, 공간 지각과 구성,

소근육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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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블록 3세 이상
플랜토이즈

(태국)

블록 60개 (왕, 왕비, 기사, 용,

말 3개, 대포 포함)

상상력 발달, 역할 놀이를 통한

사회성 향상

컬러링옷꾸미기 3~6세
드제코

(프랑스)

퍼즐판 1개, 옷 꾸미기 퍼즐 4장,

사인펜 8개, 소책자
표현 감각, 심미감 발달, 창의력 향상

3D동물컬러링 3~6세
드제코

(프랑스)

동물 꾸미기판 6장, 크레용 6개,

스티커, 소책자

소근육 발달, 입체미술활동을 통한

공간지각능력 발달

공룡알파벳세트 3~8세
자노드

(프랑스)

공룡 자석 12개, 공룡 설명 카드 12장,

알파벳 자석 104개
자연 탐구, 지식 향상

아기돼지삼형제게임 5~9세
드제코

(프랑스)

게임판 1개, 게임말 4개(돼지 인형 3개,

늑대 인형 1개), 주사위 3개, 솥 1개,

벽돌집 블록 4개, 게임 설명서

문체 해결력 향상,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기술 발달

비즈키트 8~13세
드제코

(프랑스)

비즈 4종, 끈 5종,

꾸미기 액세서리 12종,

소책자

에술 감각 향상, 성취감,

집중력 및 주의력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