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똑똑!두뇌놀이터 <브레인숲> 

브레인숲 

www.brainsoop.com 

자기주도 창의융합 체험교실  

1 



Contents 

• About 브레인숲 

• 사업 영역 

• 패밀리숲  

• 위드숲 

01. 브레인숲 소개  

• 올인원  에듀 솔류션 

• 두뇌발달 7칼라  교육존 

• 교육기관  특별혜택 

• 자기주도 창의프로그램  

• 창의융합 7 ZONE 

• 상품 1 : 브레인숲 ZONE 

• 상품 2 : 브레인숲 CLASS 

• 에듀컨설턴트 제안  맞춤 브레인숲 

02. 교육 프로그램  

브레인숲 

www.brainsoop.com 

03. 브레인숲K 

• 레고블럭 놀이터 브레이숲I 

•  인테리어 가이드 : 아이숲인테리어  

•  브레인숲 K 구성리스트  

04. ETC 

“ Together We make  play & education for dream.  Let’s go with us!! ” 

2 

 Knock! Smart Brain Start!!  



01. 브레인숲 소개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3  

•About 브레인숲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4  

01. 브레인숲 소개  

•사업 영역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5  

01. 브레인숲 소개  

•패밀리숲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6  

01. 브레인숲 소개  



02. 교육 프로그램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7  

•올인원  에듀 솔류션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8  

02. 교육 프로그램  
 

•두뇌발달 7칼라  교육존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9  

02. 교육 프로그램  
 

•두뇌발달 7칼라  교육존 



02. 교육 프로그램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10  

•교육기관  특별혜택 



02. 교육 프로그램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11  

브레인숲 클럽운영 관리에 관한 다이렉트 서비스와 교육정보 제공  

   

판매 및 대여 진행시 상품공급에 대한 메리트 제공  



02. 교육 프로그램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12  

•자기주도 창의프로그램  



03. 브레인숲K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13  

•창의융합 7 ZONE 



03. 브레인숲K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14  

•자기주도 활동교재 샘플  



03. 브레인숲K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15  

•방과후 / 정규수업 활동샘플 : 활동지 CD 제공. 교사양성 교육(분기별 본사실시)  



03. 브레인숲K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16  

•방과후 / 정규수업 활동샘플 : 활동지 CD 제공. 교사양성 교육(분기별 본사실시)  



03. 브레인숲K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17  

•방과후 / 정규수업 예시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18  

03. 브레인숲K 
 

•창의융합 7 ZONE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19  

•창의융합 7 ZONE 

03. 브레인숲K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20  

03. 브레인숲K 
 

•창의융합 7 ZONE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21  

03. 브레인숲K 
 

•창의융합 7 ZONE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22  

03. 브레인숲K 
 

•창의융합 7 ZONE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23  

03. 브레인숲K 
 

창의융합 7 ZONE  HOT ITEM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24  

03. 브레인숲K 
 

•상품 1 : 브레인숲 ZONE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25  

03. 브레인숲K 
 

•상품 2 : 브레인숲 CLASS 



03. 브레인숲K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26  



03. 브레인숲K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27  

•에듀컨설턴트 제안  맞춤 브레인숲 



03. 브레인숲K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28  



03. 브레인숲K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29  



04. ETC 레고블럭 놀이터 브레이숲I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30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31  

04. ETC 레고블럭 놀이터 브레이숲I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32  

04. ETC 인테리어 가이드 : 아이숲 인테리어 

 
 



04. ETC 인테리어 가이드 : 아이숲 인테리어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현명한 선택   

www.brainsoop.com 

33  



앞서가는 교육기관의 확실한 선택 

Thank YOU! 

“ 자기주도 창의융합 체험교실 ”  브레인숲 

www.brainsoop.com 

Together We make  play & education for dream.  Let’s go with us!!  

34 

전문가의 교육컨설팅을 만나보세요 
브레이숲 에듀컨설턴트 : 031-777-3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