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이 교구 리스트
놀잇감명

사용 연령

(교구)꼬꼬가족세트

0개월 이상

(교구)아기돌보기인형

0개월 이상

(교구세트)감각인형친구들

0개월 이상

(교구)명작인형놀이_빨간모자인형

9개월 이상

(교구)명작인형놀이_백설공주인형

9개월 이상

이미지

브랜드

구성

릴리프시앙

엄마 닭 인형, 공 모양 알,

(벨기에)

병아리 손가락 인형 4개

릴리프시앙

아기 인형, 윗옷, 기저귀, 젖병, 이불,

아기 돌보기 놀이를 통한

(벨기에)

유니콘 인형, 가방형 침대

사회정서 능력 발달

에볼루보

강아지 인형, 염소 인형,

(프랑스)

젖소 인형, 토끼 인형

릴리프시앙
(벨기에)

릴리프시앙
(벨기에)

빨간모자 인형

백설공주 인형

놀이 효과

감각, 정서, 인지 발달

촉감 자극을 통한 감각 발달, 모방놀이를
통한 언어 표현력 향상 및 사회정서 발
달

이해력, 표현력, 문장 구성력,
다양한 감정 표현

이해력, 표현력, 문장 구성력,
다양한 감정 표현
물고기 잡이 놀이를 통한 소근육 조작

(교구세트)물놀이보트세트

10개월 이상

릴리프시앙

물고기잡이 보트, 물고기 3마리,

능력,

(벨기에)

미니보트 3개

수 개념 인지, 크기/색깔 놀이를 통한
인지 발달

(교구)콩알붕붕차

(교구세트)곰인형책과블록

1~3세

1세 이상

위시본
(뉴질랜드)

신체조절력, 다리 근력 강화, 균형감각
승용완구(바운서&라이딩카 겸용)

발달,
긍정적 자아개념, 자신감 형성

에볼루보

아빠곰 헝겊책, 아기 곰 손가락 인형,

소근육 발달, 촉감 자극, 공간 지각,

(프랑스)

블록 15개, 블록 보관용 주머니

따뜻한 정서적 유대감 생성

(교구)바다친구랑물놀이

(교구세트)탐색놀이자동차

(교구)놀이터와붕붕버스

(교구)토끼랑병원놀이

(교구세트)콩알아저씨네동물농장

(교구)하하호호볼링놀이

(교구세트)원더볼즈악기놀이

18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세 이상

플랜토이즈
(태국)

잠수함, 잠수부, 그릇 2개, 뜰채,
돌고래, 물고기, 조개, 거북 2마리,

빅지그스

동물자동차, 동물 조각 9개,

(영국)

모양 자동차, 모양 조각 9개

하페
(독일)

릴리프시앙
(벨기에)

하페
(독일)

촉감 자극, 물의 속성 발견, 정서 발달

불가사리 2마리

매트, 미끄럼틀, 그네, 회전 뱅뱅이,
나무, 버스, 정류장 표지판, 친구 인형 6
명

모양 인식과 변별, 공간 개념 등
기초 수학 개념 발달, 소근육 발달,
성취감 제공

언어 표현력, 친구 사귀기, 사회 규칙 이
해

가방, 토끼 인형, 의사 가운, 체온계,
청진기, 주사기, 전화기, 약병, 혈압계,

신체 탐구, 공감 능력, 돕기 행동 발달

붕대, 반창고 2개, 수첩
매트, 동물 집, 나무 2개, 돼지, 말,
젖소 2마리, 양 2마리, 울타리 3개,
먹이통, 건초 더미

동물 탐구, 공간/형태 지각 능력 발달,
사회적 경험의 재구성

바요

볼링 핀 6개, 막대 6개, 고리 3개,

운동능력, 눈과 손의 협응력,

(폴란드)

공 2개, 보관용 주머니

도전 의식과 자신감

플랜토이즈
(태국)

팀파니, 팀파니 채 2개,
콘서티나, 캐스터네츠, 실로폰,
실로폰 채 1개, 마라카스

악기를 통한 음악적 경험, 응악을 통한
자기 정서 표현(음악적 감수성)

블록 167개(꽃 3개, 음식 5개, 가방 5개,
(교구)신나는수학기차

2~5세

레고에듀케이

시계, 숫자 블록 10개, 사람 인형 5명,

션

수레, 의자 2개, 울타리 2개, 가판대 5개,

(덴마크)

창문 2개, 기차 레일 23개, 기차 칸 6개,

분류, 규칙, 연산 등 다양한 수학적
기초 개념 습득, 공간지각능력 발달

기타 조각 97개, 활동카드 3장)
(교구)척척낚시놀이

3세 이상

바요
(폴란드)

소근육 발달, 눈과 손의 협응,
낚싯대 2개, 바다 생물 10마리

도구 조작 능력, 성취감, 주의 집중력 향
상

(교구)꼬마공구놀이

(교구)기차와공룡마을

3세 이상

3세 이상

(교구)판타지블록

3세 이상

(교구)빨간모자게임

3세 이상

플랜토이즈

공구 상자, 망치, 스패너,

(태국)

공구조각 45개

빅지그스
(영국)

3~6세

3~6세

(교구)컬러링옷꾸미기

3~6세

(교구)3D동물컬러링

3~6세

(교구)공룡알파벳세트

3~8세

나무 3개, 웅덩이

자연 탐구, 공간 지각과 구성, 소근육 발
달

블록 60개 (왕, 왕비, 기사, 용,

상상력 발달, 역할 놀이를 통한 사회성

(태국)

말 3개, 대포 포함)

향상

릴리프시앙

게임판(조각 4개), 카드 21개,

협동 게임을 통한 개인정서조절능력,

(벨기에)

게임말 3개, 게임 설명 카드

대인관계형성능력, 친사회적 행동 증진

션
(덴마크)

(교구)콜라주동물꾸미기

레일 지지대 3개, 공룡 조각 9개,

형태 및 공간 지각,
역할놀이를 통한 친사회성 발달

플랜토이즈

레고에듀케이
(교구)스토리빌더

기차 터널, 기차 칸 3개, 기차 레일 32개,

소근육 및 조작적 능력 발달,

블록 109개(사람 인형 6명, 고양이,
악어, 강아지, 염소 3마리, 말, 삽,

이야기를 만들며 언어 기술 향상,

도끼, 물고기, 상자, 빵, 주전자,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

기타 조각 85개, 배경카드 5장)

드제코

그림판 4장, 꾸미기 재료 4장,

(프랑스)

꾸미기 봉투 4장, 스티커, 풀, 소책자

드제코

퍼즐판 1개, 옷 꾸미기 퍼즐 4장,

(프랑스)

사인펜 8개, 소책자

표현력 향상, 성취감, 자아 존중감

표현 감각, 심미감 발달, 창의력 향상

드제코

동물 꾸미기판 6장, 크레용 6개,

소근육 발달, 입체미술활동을 통한

(프랑스)

스티커, 소책자

공간지각능력 발달

자노드

공룡 자석 12개, 공룡 설명 카드 12장,

(프랑스)

알파벳 자석 104개

자연 탐구, 지식 향상

극지방 동물 접기(색종이 24장, 소책자),
(교구세트)종이접기세트

4~11세

드제코

얼굴 접기(색종이 24장, 스티커 3장, 소

(프랑스)

책자),
탈것 접기(3D 접기 5장, 소책자)

(교구)아기돼지삼형제게임

(교구)잡아라게임

(교구)세계지도퍼즐

(교구)비즈키트

5~9세

5~12세

6~9세

8~13세

드제코
(프랑스)

드제코
(프랑스)

자노드
(프랑스)

드제코
(프랑스)

게임판 1개, 게임말 4개(돼지 인형 3개,
늑대 인형 1개), 주사위 3개, 솥 1개,
벽돌집 블록 4개, 게임 설명서
장소판 4개(나무, 개집, 의자, 쥐구멍),
게임말 4개(쥐, 고양이, 강아지, 할머니),
주사위 2개, 칩 26개, 소책자

300조각 퍼즐, 포스터 1장

비즈 4종, 끈 5종,
꾸미기 액세서리 12종,
소책자

미적 정서 및 창의력 발달,
눈과 손의 협응력에 따른 두뇌 발달,
수학적 개념과 논리력 발달

문체 해결력 향상,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기술 발달

인지/정서 발달, 순발력 향상,
공간 지각력 향상

관찰력 및 형태, 위치 지각 능력 향상

에술 감각 향상, 성취감,
집중력 및 주의력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