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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의 시작

Story begins...

David Rockwell

George E. Forman, PhD

“언젠가 아이들에게 장난감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곧 싫증을 내더니, 오히려 장

-메사츄세츠 대학 명예교수
-Videatives, Inc 회장
-하버드대학 제로 프로젝트 참여 (블럭 놀이 연구의 초기 상징적 연구)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법 연구

난감이 들어있던 포장박스를 가지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며 너무나 즐겁게 놀
이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죠, 어른들이 만든 장난감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요.”

“아이들의 수많은 언어가 이 블록을 통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David Rockwell

George E. Forman
imagination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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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 이야기

Stories
Educators’ stories

Parents’ stories

Kids’ stories

“아이가 열심히 뛰어다니며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엄

“정말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성, 빌딩, 자동차, 호텔, 아니

마로써 제 아이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고 흥미를 보이는

면 상상하는 것을 뭐든 만들 수 있 거든요. 그냥상상해요.”

지 알 수 있게 되요.”

챈스 라브리올라 Chance Labriola , 8살 뉴욕시

카렌 퍼그 Karen Fugh , 뉴욕시 학부모

“철봉을 타거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대신에, 아이들은
이 블럭들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놀이터를 만들어요. 아이들
은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며, 즉석으

“이 블럭의 대단한 점은 평범한 놀이공간을 아주 근사 한

“제 생각에는 많은 아이들이 그저 티비를 보거나 어떻게

로 추상주의자들이 되지요.”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블록은 체육관, 들 판, 아스

하면 재밋을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팔트 위 그게 어떤 공간이든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

하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기스스로가 재밋는 방법을

드로 만들어요.”

찾아내죠.”

아드리안 베네프 Adrian Benepe , 뉴욕시 파크 위원

줄리 앤더슨 Julie Anderson, 워싱턴시 학부모

하비에르 헤르난데즈Javier Hernandez

, 뉴욕타임즈

“아이들을 모래와 물, 그리고 이 파란 블럭들 사이에 놓고

“저는 지금 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우주선을
만들거에요!”
케이티 Katie , 7살 뉴욕시

“제가 되고 싶은게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올림

나와보세요. 아이들은 순식간의 상상속에만 있던 자신만
의 성과 멋진 창조물을 만들 거에요.”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이들을 밖으로 나오

수지 보스 Suzie Boss , 스탠다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서

도록하는 동기를 만들어주고, 활동적이 되게하고, 아이들
의 넘치는 상상을 우리의 눈앞에 있는 놀이공간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죠.”

“전 제 딸이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하고 또 다른 아이들과
상상력을 합쳐 더 큰 생각을 키워가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픽선수가 되어서 멀리뛰기를 할거에요.”
세퀸 Sayquin , 7살 로스엔젤레스

나 자랑스러워요.”
탄야 바라치 Tanya Barach , 뉴욕시 학부모

베키 샤베즈 Becky Chavez, 아리조나 시 파크디렉터

“저는 그림을 그리고, 바느질 하는 것을 좋아해요. 상상놀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가 제공하는 유연함은 놀

이터는 제가 디자이너가 되어 TV에 나오고 최고의 디자

라워요. 당신이 볼 때마다 매번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주

“저는 마치 이 블럭들이 이전과는 다른 레벨로 아이들 에

거든요.”

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거에요.”

게 작용하며, 순식간에 아이들의 마음에 도달해버리 는

카마이 Kamai , 9살 런던

신시아 젠트리 Cynthia J. Gentry

, 애틀랜타 주 시장

“대부분의 놀이터는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지 않아요.

것처럼 느껴요.”

하지만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이들이 자연스

트리쉬 해먼드 Trish Hemond , 로스엔젤레스 학부모

레 함께 어울리게 되죠. 이곳에서는 정말 많은 사회적 상
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이들에게 끝이 없는
실험, 건설, 탐험 그리고 발명의 기회를 보장해줍니다. 아
이들은 열심히 놀이에 대한 흥분감을 공유하죠. 매번 방
문할 때마다 말이에요.”
애비 토르만 Abby Thorman , 마이애미 전략그룹 교육 컨설턴트

로저 하트 Roger Hart , 뉴욕대학교 아동환경연구 디렉터

“저는 작은 블럭만 가지고 놀았었는데, 이렇게 큰 블럭이
“전 제 딸이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성장한
다는 것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쉴새없이 블럭을 들고 움직
이고, 함께 즐기는 법을 알고 팀웍이라는 것을 배우죠.”

있다는게 신기해요. 오늘도 저보다 큰 인형을 만들었어
요!”
조앤 Joanne , 6세 맨하탄

매트 돈 Matt Don , 런던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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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 이야기

“The most innovative playground since child
psychologist started fiddling with jungle gyms in the 1960s.”
1960년대 아동심리학자들이 정글짐을 연구한 이후로 가장 혁신적인 놀이터 디자인

-CNN

“A playground where children’s creativity can run wild.”
아이들의 창의력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 -The New York Times

imagination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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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특징 01

Blue
[파랑]

“One color,
but variety than ever with kids.”
아이들과 함께라면 한가지의 색이 그 무엇보다 다양한 색이 됩니다.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의 커다랗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블럭은
역동적인 파란색 한 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사전에
배운 색에 대한 인식 혹은 선호도가 놀이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게 됩니
다. 다양하고 특이한 형태의 블럭이 여러가지의 색으로 이루어져있다면
아이들은 블럭의 모양과 색에 대해 갖고있는 기존 지식에 갇힌 한정적
인 놀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는
파란색만이 아닌, 아이들이 상상하는 바로 그 모든 색의 블럭입니다.

imagination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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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특징 02

Child-directed
[아이주도]

“The moment kids can experience
‘self-directed play’.”
아이들이 ‘자기 주도 놀이’를 경험하는 순간.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이 주도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자
유로운 놀이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컨셉의 놀이터입니다.
기존에 어른들이 생각해놓은 방법 또는 기구의 틀 안에서 아이들이 놀
이를 경험했다면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나는 순간, 아이들
은 주어진 놀이방법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여 놀이를 생
각해내고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이는 아이의 지적, 사회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장요소입니다.

imagination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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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특징 03

Creativity
[창의력]

“The best play ideas come from
the kids themselves.”
가장 좋은 놀이방법은 아이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놀이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쌓을 수 있는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는 매번
의 플레이세션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와 경험입니다. 어른들이 정해
놓은 커넥터가 없는 자유로운 블럭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놀이환
경을 재구성하고 직접 놀이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맞춰
져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보다 큰 물
건을 직접 지휘하고 움직여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크고 자
유로운 블럭으로 날마다 새로운 자신만의 상상과 이야기를 담은 놀이터
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imagination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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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1

2 Angles add-on set

Classic block set

기본 블럭 x8

정사각형 블럭 x10

구멍이 있는 블럭 x10

긴 블럭 x4

경첩 x4

치즈 x5

플러스 기어 x2

클로버 기어 x2

직선 수로 x4

곡선 수로 x4

작은기둥 x5

큰기둥 x8

아치 미끄럼틀 x2

사다리꼴 x4

삼각형 x2

마름모 x4

작은기둥 x4

큰기둥 x2

평행사변형 x4

공 x6

V형블럭1 x2

동전 x4
V형블럭2 x2

미끄럼틀 x2

누들 x15

Classic block Set 구성

육각형 x4

공 x15

누들 x8

동전 x5

13,300,000원 (부가세 포함)

Angles add-on Set 구성

5, 200,000원 (부가세 포함)

클래식세트는 아이들에게 심플하면서 기하학적인 건축형

권장연령

3세 이상

앵글세트는 다각형과 오목한 형태의 블럭과 같은 더 발전된

권장연령

3세 이상

블럭을 제공합니다.

구성품

16타입의 친환경 블럭, 로고볼

기하학적 컨셉을 제공합니다.

구성품

11타입의 친환경 블럭, 로고볼

이전에는 없던 벽돌, 실린더, 수로, 미끄럼틀 형식의 블럭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발명, 환경, 활동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아

총 105개
재질

가교폴리에틸렌

최소 놀이공간

8평 이상

이들은 블럭을 쌓고 움직이며 건설, 역할 놀이, 새로운 게임 발명 등

최대 정원

놀이 패턴의 끝없는 다양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

미국에서 제조한 방수폼의 블럭이며
곰팡이, 부식,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한 것은 아이들이 이 놀이 안에 깊숙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15명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각진 형태의 블럭으로 더 넓어진 선택범위는 아이들이 다양하고 기

총 46개
재질

가교폴리에틸렌

최소 놀이공간

(클래식 공간 8평) +1.5 평

보다 난이도 있는 놀이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균형과

최대 정원

15명 + 6명

불균형, 가능과 불가능한 공간활용에 대해 자연스레 생각하게되고

클래식 세트를 이용하시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다양한 블럭을 원하시는 분께 적합한 제품입니다.

술적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각형의 블럭을 통해 아이들은

imagination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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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3 Curves add-on Set

둥근삼각형 x2

공 x6

동전 x4

작은기둥 x4

아몬드 x4

4

망치 x4

큰기둥 x2

꽃잎B x4

꽃잎A x4

달 x2

정사각형 블럭 x30

구멍이 있는 블럭 x30

긴 블럭 x12

경첩 x12

치즈 x15

플러스 기어 x6

클로버 기어 x6

직선 수로 x12

곡선 수로 x12

아치 미끄럼틀 x6

미끄럼틀 x6

작은기둥 x15

큰기둥 x24

누들 x45

누들 x8

4,500,000원 (부가세 포함)

커브 세트는 기발한 요소가 더해진 곡선 형태의 블럭세트로

권장연령

아이들이 자기표현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갖게됩니다.

구성품

범위의 형상제작, 세부적인 표현 및 고급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

기본 블럭 x21

피자 x2

Curves add-on Set 구성

이러한 복잡하고도 생물학적인 형태의 블럭으로 아이들은 더 넓은

Medium Set

공 x18

Medium Set 구성

동전 x15

7,100,000원 (부가세 포함)

3세 이상

미디엄 세트는 클래식세트와 호환이 가능한

권장연령

2세 이상

11타입의 친환경 블럭, 로고볼

1/8사이즈의 블럭입니다.

구성품

16타입의 친환경 블럭, 로고볼

총 46개
재질

가교폴리에틸렌

최소 놀이공간

(클래식 공간 8평) +1.5 평

미디엄 블럭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클래식 블럭의 수로/

총 285개
재질

가교폴리에틸렌

최소 놀이공간

4평

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클래식 블럭으로 성이나 자동차와 기차같은

최대 정원

15명

누들과 호환이 가능하므로 큰 사이즈의 블럭들과 함께 구조물을 만

니다. 커브 세트는 창작물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줍니다. 곡선의 블럭

최대 정원

은 직선과는 달리 더욱 정교한 특징을 표현해줄 뿐 아니라 소품 및

클래식 세트를 이용하시고

대형 구조물을 만들었다면, 미디엄 블럭으로는 이러한 구조물들을

공간넓이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악세사리를 만들며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놀이가 가능합니다.

더 다양한 블럭을 원하시는 분께 적합한 제품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블럭을 원하시는 분께 적합한 제품입니다.

15명 + 6명

imagination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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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5

6 Bag

Small Set

410,000원 (부가세 포함)

크기 W940 X D635 X H635
무게 약 3kg
기본 블럭 x120

구멍이 있는 블럭 x120

긴 블럭 x90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백은 두꺼운 고무 캔버스로 제작된

평행사변형 x90

가벼운 백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
니다. 한개의 백당 약 클래식 블럭 20개, 미디엄 블럭 90개 정도를
수납할 수 있으며 두명의 성인이 손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꼴 x75

큰기둥 x120

육각형 x120

삼각형 x60

세트별 운영 백 수
Angles set
Curves set
Medium set

마름모 x75

작은기둥 x120

아치 미끄럼틀 x90

정사각형 블럭 x120

치즈 x120

클로버 기어 x30

플러스 기어 x30

실린더 x120

2 bags
2 bags
3 bags

7 Cart
카트 800,000원
커버 230,000원 (부가세 포함)

Small Set 구성

4,100,000원 (부가세 포함)

크기 W2040 X D690 X H940
무게 약 10kg

스몰세트는 테이블 위에서 놀기에 적합한

권장연령

3세 이상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 카트는 윗부분이 오픈된 디자인으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의 미니사이즈입니다.

구성품

15타입의 블럭, 실린더

로 4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방수 재질로 이루어져있으며 내부에도

작지만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몰 블럭은 기존의 타 블럭과 비슷한 사이즈지만, 어른들
이 만들어놓은 매뉴얼이 없습니다. 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의 블럭

총 1,500 개
한개의 메쉬백별 500개로 총 3개의 메쉬백이
제공되며, 메쉬백 단위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배수구멍이 있어 야외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추가로 카트를 덮
는 사이즈의 커버가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협동을 통한 놀이를 이끌어냈다면, 스몰사이즈는 15타입의 다양
한 디자인으로 구성된 블럭으로, 한명의 아이 혼자서 자유롭게 놀이
하기에 적합한 블럭입니다.

세트 별 운영 카트 수
Classic set
Angles set
Curves set

2 carts
1 cart
1 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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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플레이그라운드

Safe playground

납성분 TEST (CPSIA)
PASS(FEB 10, 2009 / AUG 14, 2009)
PHTHALATES 성분 TEST
PASS (MAY 26, 2010)
USA CHEMICAL TEST
(Standard Consumer Safety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Playground
Equipment for Public Use: 55 Tests)
PASS ( OCT 15, 2010 / MAR 18, 2011)
TOY TEST (SCSPSPE 50 Tests)
PASS (OCT 15, 2010 / FEB 11, 2011)
자율안전 TEST
KC인증 (APR 3, 2014)

imagination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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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

World-wide block

이메지네이션 플레이그라운드와 함께하는 곳

P.L.A.Y with 유니세프

내셔널빌딩뮤지엄 with 미셸 오바마

유니버셜스튜디오

Burling slip & Besty head
with 뉴욕시 국립공원

U.S.A.
뉴욕

•센트럴파크
•맨하탄 사우스 스트릿 시포트 뮤지엄
•내셔널히스토리 뮤지엄

U.K.

•뉴욕 사이언스홀(NYSCI)
그외 도시

•미네소타 어린이뮤지엄
•필라델피아 어린이뮤지엄
미국의 약 250개의 어린이뮤지엄 중

런던

•킹스스퀘어 가든
•힐튼 프라이머리스쿨

베니스

•플로리스트 그린하우스 가든
•베니스 프라이빗 스쿨

Singapore

•샹그릴라 호텔 & 리조트
•상하이 아메리칸스쿨

Japan
도쿄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폴

Philippines

•보타닉가든
•싱가폴 인터내셔널 스쿨

Korea
•유아교육진흥원

상하이

•세인트 마가렛 프라이머리스쿨

210 곳에서 사용 중 입니다.

Italy

China

세부

•크림슨 리조트 & 스파

(서울, 대구, 제주, 경기, 강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송파, 울산, 청주, 부산, 합천)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경기도 유아체험 시설
•서울시 상상나라
•부산 과학관
•제주 항공 우주박물관
•남양주 비전센터
imagination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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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82.2.556.4557
E-mail info@ip-korea.co.kr
www.ip-korea.co.kr
facebook /imaginationplaygroundkorea

상상놀이터 코리아 (주)

Call +82.2.556.4557
E-mail info@ip-korea.co.kr
www.ip-korea.co.kr
facebook /imaginationplayground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