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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활동, 언어영역 활동 

인성 기반의 창의적인 독후활동 놀이 프로그램 

2 3

크라프트지로 만들어진 조작놀이 종이교구로 다양한 적용 가능성 제품 

독후 활동은 창의력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책 뿐 아니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교재와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합니다.  

마음놀이터 아카데미는 언어영역을 책임지는 인성 기반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선택받는 

창의적인 독후활동 프로그램 - 마음놀이터 아카데미

교사는 더 쉽게 활용하고! 
어린이는 더 흥미롭게 활동하고! 
학부모는 공감하며 지원하고!

인성기반 독후활동1 
창의적 콘텐츠 구성2 
실용적인 교수자료3 

종이로 생각하고 말하고 놀게 하는

감성 종이교구
여러 가지 모형을 떼어내고 색칠하고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 발달은 물론

눈, 손 협응 및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페이퍼 톡은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의 기능과

사회의 기능 및 다양한 문화 배울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감성

디자인
부드럽고 따뜻한 디자인1 친환경

소재
크라프트 용지 사용2 

인테리어

소품 활용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3 깔끔한

정리 보관
수납 박스로 정리 보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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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학습교재

단행본 학습교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구성!  언어/수리/한자/창의 각 10권

우리 아이 한글·수학 씨앗을 쑥쑥! 한글교실 10권 + 수학교실 10권 세트

1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단계별 교재

2 자기 주도적 학습의 자율성! 재미! 성취감!

3 친숙한 사진과 그림으로 학습효과 최고

4 반복 학습을 통한 확실한 다지기

1 유아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접근방식 - 콩이 언어교실

2 수 개념과 초등과정 스토리텔링 수학 연계 - 콩이 수리교실

3 유아과정 8급 한자 50자 이해와 활용 - 콩이 한자교실

4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 - 콩이 창의교실

1098
7 654321

10987654321

10987654321

10987654321

미술활동 교재 3~7세까지 표준/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 단계별 활동지 4권 + 활동재료 세트

쓰기활동 교재 예비 초등을 위한 바른 손글씨 배우기 단계별 쓰기교재 5권 세트

1 연령별 5단계 각 단계별 4권(총 20권) 구성

2 풍부한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미술활동

3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표현활동 

4 인성의 바탕을 키우는 정서적 활동

5단계 4호5단계 3호5단계 2호5단계 1호

4단계 4호4단계 3호4단계 2호4단계 1호

3단계 4호3단계 3호3단계 2호3단계 1호

2단계 4호2단계 3호2단계 2호2단계 1호

1단계 4호1단계 3호1단계 2호1단계 1호

1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30년 노하우의 지도법

2 한 단계씩 쓰다보면 어느새 명품 손글씨 완성

3 바른 손글씨로 다지는 공부의 기본 자세 

4 글쓰기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뇌성장

단계1 

단계2 단계4 

단계3 단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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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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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스티커로 기쁨과 재미를 더해주세요

봄  NO.109

가을  NO.111

여름  NO.110

겨울  NO.112

봄  NO.105

가을  NO.107

여름  NO.106

겨울  NO.108

사계절출석스티커  1봉 : 50장 / 290×225mm  ￦27,500    예쁜그림딱지  1봉 : 50장 / 290×225mm  ￦27,500

NO.137 NO.138

동물나라  NO.113 바다나라  NO.115식물나라  NO.114 과일나라  NO.116

계절스티커 1봉 : 6장  123×120mm  ￦1,500 
※판매단위 : 10봉

그림스티커 1봉 : 6장  123×120mm  ￦1,500  ※판매단위 : 10봉

출석딱지 1봉 : 6장  92×133mm  ￦1,500 
※판매단위 : 10봉

칭찬스티커   1봉 : 6장  93×177mm  ￦1,500  ※판매단위 : 10봉

중간상  NO.122 바른생활실천  NO.124작은상  NO.123 훌륭해요  NO171

모범어린이  NO.117 참잘했어요  NO.119착한어린이  NO.118 칭찬합니다  NO.120 큰상  NO.121

에이플러스   NO.172

상-대  NO.139 축-대  NO.141상-소  NO.140 축-소  NO.142

금박스티커 1봉 : 3장   130×124mm  ￦1,500 
※판매단위 : 10봉

꽃  NO.155

영아용 평가인증스티커 (3.5cm)   1봉 : 5장 / 123×145mm  ￦1,500 ※판매단위 : 10봉

별  NO.153 나뭇잎  NO.157하트  NO.154 자동차  NO.156 낙엽  NO.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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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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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기스티커   1봉 : 6장 / 93×177mm  ￦1,500  ※판매단위 : 10봉

날씨  NO.125 달력  NO.129

도형  NO.133

알파벳  NO.166

 예쁜눈  NO.126

표정  NO.130 해바라기  NO.134

교통표지판  NO.174

왕눈이  NO.127

별  NO.131

작은꽃  NO.135 탈것  NO.175

숫자  NO.128

하트  NO.132

클로버  NO.136

얼굴꾸미기  NO.176 생일축하A  NO.179 생일축하B  NO.178

볼록이 네임1 NO.167 볼록이 네임2 NO.168

볼록이스티커 1봉 : 1장  130×120mm  ￦1,500 
※판매단위 : 10봉

코팅네임스티커 1봉 : 1장  130×120mm  ￦1,500 
※판매단위 : 10봉

볼록이 칼라눈 NO.169

코팅네임스티커A NO.319 코팅네임스티커C NO.321 코팅네임스티커D NO.357코팅네임스티커B NO.320

볼록이 눈  NO.170

세계여러나라국기   NO.177 1봉 : 50장 / 290×225mm  ￦27,500

NO.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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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티 커 감성스티커로 소소한 일상의 감동을 전해주세요

11

감성 꾸미기스티커   1봉 : 3장 / 93×177mm  ￦1,500  ※투명 스티커 / 판매단위 : 10봉

꽃라인  NO.103 말풍선  NO.104꽃리스  NO.101 감사리본  NO.102

아쿠아패턴  NO.173 레이스패턴  NO.300꽃패턴  NO.164 자연패턴  NO.168

핸드메이드C  NO.151 핸드메이드D  NO.152핸드메이드A  NO.149 핸드메이드B NO.150

크리스마스C  NO.161 할로윈데이  NO.162크리스마스A  NO.159 크리스마스B NO.160

다꾸 스티커   1봉 : 1장 / 93×177mm  ￦1,500  ※투명 스티커 / 판매단위 : 10봉

캘리메시지 라벨   1봉 : 3장 / 123×145mm  ￦1,500  ※투명 스티커 / 판매단위 : 10봉

사랑  NO.341 감사  NO.342 축하  NO.343 행복  NO.344

다꾸데일리  NO.392

다꾸표정  NO.396

다꾸러브  NO.393

다꾸힐링  NO.397

다꾸기념일  NO.390

다꾸스터디  NO.394

다꾸기분  NO.391

다꾸얼굴  NO.395

위로  NO.345 설레임  NO.346 휴식  NO.347 격려  NO.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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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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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5  1봉 : 8장 / 155x148mm  ￦5,000  ※판매단위 : 10봉

발바닥스티커  ※미끄럼 방지용 투명 뽈록이 처리

NO.148  1봉 : 6장 / 155x148mm  ￦4,000  ※판매단위 : 10봉

시트지 이름표   ※찢어지지 않고 물에 젖지 않는 시트지 재질  색상별 1봉 : 6장 / 122x110mm   ￦1,600  ※판매단위 : 10봉

하트 노랑  NO.147곰 노랑  NO.143 꽃 노랑  NO.144 나비  노랑  NO.145 나뭇잎 노랑  NO.146

하트 분홍  NO.196곰 분홍  NO.180 꽃 분홍  NO.184 나비 분홍  NO.188 나뭇잎 분홍  NO.192

하트 연두  NO.197곰 연두  NO.181 꽃 연두  NO.185 나비 연두  NO.189 나뭇잎 연두  NO.193

하트 주황  NO.198곰 주황  NO.182 꽃 주황  NO.186 나비 주황  NO.190 나뭇잎 주황  NO.194

하트 파랑  NO.199곰 파랑  NO.183 꽃 파랑  NO.187 나비 파랑  NO.191 나뭇잎 파랑  NO.195

키재기  NO.259꽃자전거  NO.257 나무  NO.258

동물친구  NO.260 토끼정원  NO.261 기차  NO.262

꽃과 나비  NO.263 동물원  NO.264 물고기  NO.265 우주  NO.266

벽면 스티커  ※여러번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유리, 벽면 꾸미기용  1장 / 50x70mm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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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수첩

15

선생님과 부모님의 소통

아이를 위한 소중한 마음을 원아수첩에 담아주세요

NO.201

카드사용 내역 기록
출석카드 / 투약기록 포함 본문 
/칭찬통장)

NO.205

NO.202

나의 하루 생활 (유아용/6개월용)  유아 사진 부착 가능 / 이중 투명 비닐포켓 / 168page / 188×126mm  ※내지 내용 동일  ￦2,800 

딩동댕 원아수첩  (영유아용/3개월용)  80page / 125×155mm ￦1,800

상표출원 등록

상품출원번호

40-2011-0057500

일일연락장

「나의하루생활」의 상품명과 

표지, 내지의 모든 내용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카드사용 내역 기록 / 출석카드 / 투약기록 포함 본문 / 칭찬통장)

투약의뢰/보고란

가꿈어린이집

통신문을 끼울 수 
있는 비닐 포켓

원명 인쇄

일일연락장 원아수첩 제작 20년 전통, 가꿈의 노하우로 전국 판매율 1위입니다. 

아이의 사진을 붙일 수 있어요

NO.204  출석카드 / 일일전달장 / 아동관찰기록 및 통신란 / 칭찬통장

NO.219 NO.220 NO.222NO.221

원이랑집이랑  (1년용/스프링 주간 연락장)
128page / 130×190mm ￦4,000 쑥쑥커가요 (영아용/6개월용)

168page / 188×126mm  ￦2,800 

출석카드 출석카드 관련 카피 삽입

파랑  NO.209 분홍  NO.210 노랑  NO.211 초록  NO.212

아낌없이 주는 나무 (1년용) 80page / 112×153mm  전달란 / 출석카드 / 통신란 / 칭찬통장  NO.214  ￦2,500  

꿈꾸는 나무 (1년용) 56page / 125×180mm  언어전달 / 출석카드 / 전달란 / 칭찬통장  ￦3,000  

맞춤형 원아수첩 우리원만의 특징을 살린 표지로 

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

WWW.kaggum-kids.com
1800-8462

전 달 장 학부모에게 전하는 선생님의 마음, 

우리원의 정성을 전달하세요.

언어전달장 
(1년용) 32page / 125×180mm  
NO.216  ￦1,600

똑똑 알림장  
32page / 125×180mm 
NO.217  ￦1,600

참 좋은 우리원  32page / 125×180mm 
NO.218  ※표지맞춤형 원아수첩 / 주문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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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표 하나하나 개성이 넘치는 우리 아이들

예쁘고 다양한 이름표로 더욱 빛나게 해주세요

17

초록  NO.072 노랑  NO.074하늘  NO.073 주황  NO.075 빨강  NO.076 보라  NO.077 분홍  NO.078

꽃

빨강  NO.011 주황  NO.012 노랑  NO.013 분홍  NO.016 보라  NO.017

튤립

주황  NO.019 초록  NO.021노랑  NO.020 하늘  NO.022 보라  NO.024

다람쥐

파인애플 NO.032 사과  NO.036포도  NO.034 메론  NO.037 딸기  NO.039

과일

빨강  NO.087 하늘  NO.091초록  NO.090 분홍  NO.092노랑  NO.089

나비

하늘  NO.001 빨강  NO.003노랑  NO.002 분홍  NO.004 초록  NO.005

우주선

하늘  NO.006 빨강  NO.008노랑  NO.007 분홍  NO.009 초록  NO.010

기차

다용도 초등명찰   1봉 : 10개  ￦8,000  ※판매단위 : 10봉

▲모든 명찰에 옷핀과 
목걸이 끈 포함

명찰 뒷면

영역별 이름표  NO.071  PP재질 / 8종 1봉  ￦5,000

▲평상시는 옷핀명찰

▲끈을 끼우면 목걸이 명찰

고리 이름표  1봉 : 10개 (색상 혼합)  ￦5,000  ※판매단위 : 10봉

동물 명찰   1봉 : 10개  ￦7,000  ※판매단위 : 10봉

토끼  NO.042 곰  NO.049고양이  NO.048개구리  NO.047병아리  NO.046코끼리  NO.045사자  NO.044기린  NO.043

목걸이 PP명찰   1봉 : 10개  ￦7,000  ※판매단위 : 10봉

오리  NO.050 개구리  NO.058

꽃게  NO.057하마  NO.056비행기  NO.055해바라기  NO.054

달팽이  NO.053

코알라  NO.061

공룡  NO.052

곰  NO.060

자동차  NO.051 고양이  NO.059

튤립  NO.067

물고기  NO.066

팔찌 이름표  1봉 : 4개 (혼합) ￦3,200  ※판매단위 : 10봉

사각  NO.064 캐릭터  NO.065

스펀지 명찰  1봉 : 10개 ￦8,000  ※판매단위 : 10봉

거북이  NO.079 강아지  NO.080 사슴  NO.082꿀벌  NO.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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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일지 아이들의 자라나는 꿈을 선생님의 세심한 관심으로 키워주세요

19

2019 희망꾸러기출석부  ￦6,500  

16절 칼라출석부  명단(35명)  ￦4,500

NO.303 분홍 (명단 년 1회 기록) NO.304 하늘 (명단 매월 기록)

A4 칼라출석부  명단(45명)  ￦5,000

NO.301 노랑 (명단 년 1회 기록)

NO.307  2018년도 날짜와 요일 표기 NO.312  등하원 기록용 

NO.302 연두 (명단 매월 기록)

긴 출석부  ￦4,500

NO.305 명단(50명) 1년에 1회 기록

등하원 출석부  ￦6,000 

감사 다이어리   금박.형압 원명인쇄비 별도  ￦10,800

NO.513  오렌지

NO.514  그린

NO.515  핑크

운영일지(1년용)  ※ 교사 출근부 및 원 운영사항을 기록

속지별도  NO.311 

￦8,000 
바인더 + 속지  NO.310 

￦15,000
노랑  NO.423분홍  NO.422

입학지원서  1봉 : 100장  ￦10,000  

원아자료집  ※평가지표에 맞춘 내지 구성 / 원아 개인기록 서식틀

화일  NO.227 

￦2,200
속지  NO.231 

￦2,000
화일 + 속지  NO.229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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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치 마 미술활동, 요리활동, 작업 등 다양한 용도에 잘 어울리는 멋진 친환경 앞치마

21

체크연두  NO.717

체크노랑  NO.718초록  NO.715

 핑크  NO.738

주황  NO.714

그린  NO.739 오렌지  NO.740 블루  NO.741

유아용 강아지  NO.725

유아용 개구리  NO.727

멋쟁이 꼬마 토끼(유아용)  ※목선 바이어스 마무리 / 사이즈 조절 단추 / 삼각 두건 포함  ￦22,000 

유아용 꼬마요리사   ※모자 포함  ￦19,800 유아용 체크앞치마  ※모자 포함  ￦19,800

미술겸용가운  ※얼룩이 잘 스미지 않는 방수원단  ￦22,000 

핑크  NO.728 연두  NO.729 주황  NO.730 파랑  NO.731

주황  NO.701 핑크  NO.702 노랑  NO.703 초록  NO.704 파랑  NO.705

핑크  NO.706

프릴핑크  NO.732

그린  NO.707

프릴오렌지  NO.734

오렌지  NO.708

프릴그린  NO.733

블루  NO.709

프릴블루  NO.735

교사용 병아리 앞치마  ※목선 바이어스 마무리 / 활동이 편한 옆트임 / 사이즈 조절 단추  ￦33,000 

멋쟁이 토끼 선생님  ※목선 바이어스 마무리 / 뒤트임 / 사이즈 조절 단추  ￦33,000  

교사용 토끼 앞치마  ※목선 바이어스 마무리 / 뒤트임 / 사이즈 조절 단추  

교사용 프릴 앞치마  ※목선 바이어스 마무리+프릴장식 / 옆트임 / 사이즈 조절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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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놀이/블록 안전하고 즐거운 원생활을 위한 용품

23

호루라기  ※에폭 스티커 캐릭터 / 끈 포함  1개  ￦1,500

NO.291 NO.292 NO.293

NO.294 NO.296

NO.752NO.751 NO.753NO.750 NO.755

두줄기차  ※야외용 인솔띠  8인용 8x180cm  ￦25,000  / 6인용 8x120cm  ￦20,000 

무지개띠  NO.297

꼬마자동차띠  NO.330

기차놀이띠  NO.298

인디언띠  NO.332

숲놀이용 형광 안전띠 ※숲놀이나 야외활동시 반별로 구분
1봉 : 10개  ￦35,000

과자블록(大)   NO.268  1박스 총 40개  ￦55,000

자연테마블록(大)  NO.269  1박스 총 40개  ￦55,000

작은 종이블록(小)  NO.267  1박스 총 50개  ￦45,000

※벽돌문양 8종×각 5개

※동물문양 4종×각 2개

※축구공 패턴 2종×각 1개

※과자문양 8종×각 5개

   비스킷, 초코쿠기, 초콜렛, 색캔디, 

   막대사탕, 도넛, 생크림케익, 웨하스

※자연테마 10종×각 4개

   모래, 물, 자갈, 풀, 흙, 나무1, 

   클로버, 나무2, 벽돌, 대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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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용품 추억과 보람이 만들어지는 졸업식

의미있는 날 새로운 출발에 칭찬과 사랑을 듬뿍 담아주세요

25

A4 금박상장(프린터용)  1봉 : 50장 / 200g 특수용지  ￦12,500

졸업가로  NO.627 금박가로  NO.668수료가로  NO.628 태극가로  NO.664

졸업세로  NO.635 금박세로  NO.669수료세로  NO.636 금박테두리  NO.674태극세로  NO.665

꽃울타리  NO.672 물방울  NO.673

180g 모조지 

￦3,000

빈 상장 용지  NO.685

칼라 하늘  NO.655 칼라 분홍  NO.656 그리기  NO.658 칼라 연두  NO.660

와당 노랑  NO.680 와당 분홍  NO.681 와당 연두  NO.682 와당 파랑  NO.683

A4 칼라 무제상장(프린터용)  1봉 : 50장 / 가로 세로 구분없이 사용 가능  / A4 / 200g 특수용지  ￦12,500

다양한 상장 내용을

다운받아 쓰실 수 있습니다.

www.kaggum-kids.com
www.kaggum-mall.com

상  NO.580 무제  NO.581

상장이름 투명 스티커

상장이름 투명 스티커

펼친면 스티커

+ =

조립상태

상  NO.582 무제  NO.583

트로피상  ※종이를 접어 만드는 입체 트로피 상장  1봉 10장 + 상장이름 투명 스티커 2장  ￦7,000

종이메달상  1봉 10장 + 리본 + 상장이름 투명 스티커 2장  ￦7,500 

상장 인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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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용품 추억과 보람이 만들어지는 졸업식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알기에 가꿈이 더욱 소중해지는 자리

27

머메이드지 종이바인다  1봉 : 10장  ￦13,200

융바인다  A4 융바인다(곤색,자주)  ￦3,800

졸업 자주 NO.573졸업 곤색 NO.572 수료 자주 NO.575수료 곤색 NO.574

무제 자주 NO.567무제 곤색 NO.566

졸업 곤색  NO.550 수료 곤색  NO.568

무제 곤색 NO.552

졸업 자주  NO.551 수료 자주  NO.569

무제 자주  NO.553

모든 제품에 원명인쇄

가능합니다.

www.kaggum-kids.com
www.kaggum-mall.com

레자바인다  A4 (곤색)  ￦3,300

접는 양면증서  1봉 : 50장 / B4사이즈 펼침면  ￦27,500

졸업증서 곤색  NO.690

수료증서 초록  NO.687

졸업증서 자주  NO.691

종이바인다  진곤색 펄 용지 종이바인다  NO.564 1봉 : 10장  ￦25,000

레자 무제  NO.555레자 금박  NO.554

원명 금박 인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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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복사용지 복사용지 한 장에도 우리 원의 개성을 담아보세요

29

A4 칼라복사용지-세로형  주간통신문 / 안내문 1봉 : 250장  ￦13,000

NO.401  NO.402 NO.403 NO.404  NO.405

NO.406 NO.407 ※가로세로 구분없이 자유롭게 사용

NO.408 NO.409 NO.410 NO.411 NO.412

NO.414  NO.415 NO.416 NO.417NO.413

NO.418 NO.419 NO.420

A4 칼라복사용지-가로세로형  주간통신문 / 안내문 1봉 : 250장  ￦13,000칼라회비봉투   1봉 : 50장  ￦10,000

칼라소봉투   1봉 : 50장  백상지 ￦5,500 / 레자크지 ￦7,500 자켓봉투 
1봉 : 50장  
￦7,500 일반단색봉투 

1봉 : 50장  
￦7,500

칼라대봉투   백상지 1봉 : 50장  ￦15,000 / 레자크지 1봉 : 50장  ￦22,000

연두-백상지  NO.365

핑크-백상지  NO.368

연두-레자크지  NO.367

노랑병아리-백상지  NO.366

노랑우주선-백상지  NO.370

주황-레자크지  NO.369

노랑-백상지  NO.374

코끼리 연두-레자크지  NO.388

연두-레자크지  NO.376

분홍-레자크지  NO.378

핑크-백상지  NO.375

무지개 주황-레자크지  NO.387

병아리 노랑 NO.351 병아리 파랑 NO.352 꿈동이 NO.354

코팅봉투  1봉 : 25장  ￦10,000

연두  NO.363 노랑  NO.364

분홍  NO.371

연두  NO.373

미색  NO.359

하늘 NO.360



30

학습용품

31

표현놀이판  ※평가인증 / 소그룹 활동용 끄적이판  NO.769  900×600mm / 1세트 : 전지 10매  ￦12,500

칭찬스티커판  1봉 : 10장  B4 ￦1,500 / A4 ￦1,200  ※판매단위 : 10봉

B4 나무  NO.452 B4 포도  NO.453 A4 자동차  NO.454 A4 동물친구  NO.456A4 우주선  NO.455

평가인증교재 평가인증 언어영역·미술영역 자유활동 

다양한 활용 색칠하기 꾸미기·끄적이판 등 주제별로 활용

협동미술활동 개인·모둠 협동미술 교재로 활용

환경꾸미기 활동 후 원 환경꾸미기 작품으로 전시

노랑  NO.238 분홍  NO.245 연두  NO.246 파랑  NO.247

그림일기  1봉 : 10권 / 내지 20장 / 220×290mm  ￦22,000

노 트  1봉 : 10권 / 185×260mm  ￦10,000

4칸  NO.233 6칸  NO.234 8칸  NO.235 독서기록장  NO.236 무제  NO.237

강아지  NO.239

무지개기차  NO.240

종합장 1봉 : 10권 
￦8,000

내지 20장 / 185×260mm 

스케치북 1봉 : 10권 / 내지 15장 
색칠 놀이 2장 포함 ￦15,000 작품모음집 B4 / 내지 20장

￦5,000

빨간지붕  NO.241

미술놀이  NO.242

모음집 가로형  NO.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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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용품

종이가방  

종이 포장박스  

※실로 꿰고 꾸며 만드는 나만의 캐릭터 가방  /  그림판+꾸미기 부속+끈   ￦4,800

1봉 4개   ￦5,000

NO.510  
개구리가방 만들기

NO.511  
꿀벌가방 만들기

NO.512  
무당벌레가방 만들기

하루일과 자석판  320x640mm  ￦35,000

햄스터  NO.252 노란집  NO.253

NO.506  PP포장박스(분홍/파랑)NO.508  곰돌이 NO.509  꼬마동물

PP 포장박스  1봉 4개   ￦5,000

www.kaggum-kids.com
www.kaggum-mall.com

이노비즈 인증 지식 창조 벤처기업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