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에듀테인 플레이트래픽 시리즈

■ 유아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

유아기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보

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 통합 교통놀이 프로그램 교구(교육+누리과정+자유활동)

Play traffic 제품은 안전교육과 누리과정 연계수업부터 자유활동 놀이까지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놀이 프로그램교구입니다.

■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가능

일방향적 교통안전교육이 아닌 일상생활 속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사

고에 대해 유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품질보증 안내 및 제품보증서

• 본제품은 엄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에듀테인에서는 판매자/구매자 간의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결함하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품의 서비스 보증기간은 6개월이며 부품의 보유기간은 1년 입니다.

• 서비스보증기간 이내라도 제품의 파손, 분실, 침수 등은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서비스 보증기간은 6개월이며

부품의 보유기간은 1년 입니다.

제품명 플레이트레픽시리즈 모델명

고객성함

구매일자

제품보증기간 서비스보증기간 6개월 / 부품보유기간 1년

고객주소

전화

전기용품안전인증

인증번호 MSIP-REM-iT2-EPT701

인증기관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증일 2017년 3월 2일

상품기본정보

제조자 (주)아이땅

제조국 대한민국

KC인증 안전확인 CB063A022-7001

제조연월 2017년 5월



EASY MOVE

조립제품으로 결합과 해체가 가능해 공간안에서 효

율적인 사용과 보관이 가능해 편리성을 높였습니

다.

GUIDE BOOK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 놀이를 통해 교통안전요소

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흥미영역별

다양한 교통놀이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EVERYWHERE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USB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어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매력포인트

하나,

매력포인트

둘,

매력포인트

셋,

[가이드북 다운로드]

www.edutain.co.kr - 고객센터 - 다운로드











SERVICE

After
Service

철저한 사후관리로 놀이교구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 A/S신청하기

에듀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전화드립니다.

GUIDE
BOOK

가이드북에는 해당 제품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교육내

용과 놀이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 가이드북 다운로드

에듀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 북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소식지
신청

매 달 정기 이메일 소식지를 통해 영ㆍ유아의 교육정보

와 행사, 신제품 및 할인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소식지 신청 방법

에듀테인 홈페이지 소식지 신청하기에서 정기 이메일 소식지를 

받으실 성함과 소속,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서울 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길 3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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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