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칸블록 4개 2칸블록 4개 4칸블록 4개 8칸 블록 1개 2칸사선블록 2개 1칸판자 2개 2칸판자 2개

135x135x135 270x135x135 540x135x135 1060x135x135 270x135x135 135x135x15 270x135x15

4칸판자 2개 8칸판자 2개 1칸환봉 4개 2칸환봉 4개 3칸환봉 4개 4칸환봉 4개 5칸환봉 4개

540x135x15 1060x135x15 ø33x150 ø33x285 ø33x420 ø33x555 ø33x690

바퀴 2개

ø135x15

세트구성

■ PACKAGE BOX

패키지 박스에는 Basic 3set + Add on 1set 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실내용 패키지박스에는 Basic 2set까지 보관가능합니다.

■ 자연과 함께 하는 블럭

아이들이 느끼고 만지고 놀 수 있도록 친환경소재인 '아코야우드'목재의 사용과 

실내, 실외 어디서든 가지고 놀 수 있는 블럭의 크기, 재질, 마감처리를 하여 특

정한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놀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놀이방식

플레이우드블럭은 다양한 블록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놀이 방식을 추구합니다. 아이들은 많은 질문거리를 가지고 서로간의 

협동을 통해 더 넓고 난이도 높은 구조물을 완성해 나가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력과 창의력을 길러요.

사용설명서

플레이우드블럭

자발적

창의적 협동적

가변적친환경

PLAY
WOOD BLOCK

■ BUILD SET

가장 기본적인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

며 4가지 타입의 블록, 판자, 환봉과 바

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소 15가지 모듈 (총45개)

■ FLOW SET 

구성요소 3가지 모듈 (총14개)

2칸 물놀이블록 2개 4칸물놀이블록 4개 곡선물놀이블록 8개

270x135x135 540x135x135 270x270x55

무한한 변형을 통한 유아발달

실험적인 아이디어로 무한한 놀이 형태를 만들 수 있
는 영유아용 블럭세트로 아이들은 서로간의 협동을 
통해 보다 더 넓고 규모있고 난이도 높은 구조물을 완
성해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상한 구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블록을 조
립하고 쌓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
고 블록을 재배열해가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해결
을 위한 집중력을 길러나갑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고

에듀테인의 우드블럭은 기존의 획일화된 조합놀이대
가 아닌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놀이방식을 추구합니
다. 인증된 친환경 목재의 사용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
고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놀이공간의 확장

실내 및 실외 놀이터, 모래 위, 바닥 위 등 특정한 공간
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확장이 이루어집니
다. 자신의 놀이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영유아의 지적, 사회적, 신체적, 정
서적 발달을 돕습니다.

매력포인트

하나,

매력포인트

둘,

매력포인트

셋,

자발적 창의적 협동적 가변적 친환경

품질보증 안내 및 제품보증서

• 본제품은 엄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에듀테인에서는 판매자/구매자 간의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결함하

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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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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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제품의 서비스 보증기간은 6개월이며

부품의 보유기간은 1년 입니다.

제품명모델명

고객성함

구매일자

제품보증기간서비스보증기간 6개월 / 부품보유기간 1년

고객주소

전화

안전인증

아코야우드 제품은 FSC, PEFC 및 다른 지역에서 인증된 목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KCL 인증을 획득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나오지 않는 안전한 제품

타입 HPL 타입 목재 타입 실내용

1400x300x9001400x300x9001400x300x900



■ 친환경목재 인증 ■ 친환경목재 특성

소재특성

주의사항

SERVICE

놀이방법

신체영역
Active

단계별 구성으로 신체조절능력을 

길러주고 균형발달을 돕습니다. 

역할영역
Role play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고 모방과 경

험을 통해 사회학습의 개념을 익힙

니다. 

작업영역
Work

블록의 모양과 구멍을 활용한 조작

활동은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길러줍

니다.

도서
휴게영역
Reading
Rest

야외에서 학습과 휴식의 경험은 신

체 및 정서발달과 함께 자연적 감성

을 길러 줍니다.

물
모래영역
Water
Sand

어디에서든 블럭구성을 통해 물, 모

래 사용하여 감각 및 인지, 정서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합니다.  

결합방법

우드블록은 블록에 환봉을 끼우는 간단한 방법으로

수 많은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친환경목재 (아세틸화 목재)

블록의 간단한 조합만으로 무한한 놀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Build 3set Flow 1set를 활용한 놀이예시입니다.

다양하고 자유롭게 놀이가 가능하도록 Build 3set + Flow 1set를 추천합니다.

위의 영역놀이들은 누리과정 교육계획에 기반된 활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치수안정성이 뛰어나고 휘거나 뒤틀리지 않으며 외부
에서 50년의 1등급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 인증인 FSC, PEFC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한 원자
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우수한 재료로 
무독성의 친환경 제품입니다.

1 장시간 물에 담가 두거나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해 보관합니다.

2
장시간 태양광선에 노출시키는 것은 나무 고유의 수분을 빼앗아 뒤틀림 등의 현상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목재에 물이나 오염물질이 묻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충분히 말린 후 보관
하도록 합니다.

4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해주시고, 실외 보관시에는 습기와 비를 피해 보관해 
주시기바랍니다.

5 판자가 긴 블럭에 여럿이 올라설 경우 위험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목재를 입으로 빨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선생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1등급 내구성

충해방지

치수안전성

일정한 품질

지속가능한 원자재

물길 만드는 방법

블럭 결합방법

일자만들기

관통

방향바꾸기 (곡선)

나란히놓기

방향바꾸기 (직선)

쌓기

S자 만들기

방향바꾸기

① ② ③ ④

관통 쌓기 수평결합 관통

1

1

3

3

2

2

4

4

서울 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길 32 2층

Tel  02.555.1931  Fax  02.3471.7620  Web  www.edutain.co.kr 

E-mail  edutain@edutain.co.kr

(주)아이땅

AftER
SERVICE

철저한 사후관리로 놀이교구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 A/S신청하기

에듀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전화드립니다.

GUIDE
BOOK

가이드북에는 해당 제품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놀이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 가이드북 다운로드

에듀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 북

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소식지
신청

매 달 정기 이메일 소식지를 통해 영ㆍ유아의 교육정보와

행사, 신제품 및 할인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소식지 신청 방법

에듀테인 홈페이지 소식지 신청하기에서 정기 이메일 소식

지를 받으실 성함과 소속,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놀이 | 평균대, 링던지기, 미로놀이

놀이 | 한글놀이, 목공놀이 등

놀이 |  가을정원, 아지트만들기 등

놀이 | 물길 관찰하기, 모래놀이 등

놀이 |  교통기관 만들기, 가족놀이, 

가게놀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