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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프뢰벨에 의해 탄생한 가베는

어린이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욕구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 감각·신체 발달 프로그램입니다.  ■ 창의성 발달 프로그램입니다.

■ 수학 발달 프로그램입니다. ■ 언어 발달 프로그램입니다.

■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입니다. ■ 정서 발달 프로그램입니다.

프뢰벨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종합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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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연령 : 놀이가베 4~5세, 창의가베 6~7세, 초등가베 8~9세, 응용가베 10세 이상

■ 교육기간 : 각 단계별 12개월

■ 제품 특장점

  - (주)와이즈교육의 연구진은 프뢰벨의 가베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프뢰벨 교육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갑니다.

  -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어린이 발달 수준과 연령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워크북을 구성하였습니다.

  - 프뢰벨의 자연주의 사상에 따라 1가베 면실공을 제외한 모든 가베 교구를 천연 목재로 제작하였습니다.

  -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을 인증받은 색 염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생각이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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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베 2가베

3가베

8가베

5B가베

4가베

9가베

6가베

5가베

10가베

7가베

 끈이 있는 공, 끈이 없는 공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초록, 보라)

구, 고리 달린 구, 원기둥, 고리 달린 원기둥,
정육면체, 고리 달린 정육면체, 받침대, 30㎝ 
지지막대, 기둥, 30㎝·15㎝ 놀이막대

2가베 정육면체를 8개로 나눈 작은 정육면체  2가베 정육면체를 8개로 나눈 직육면체 작은 정육면체, 큰 삼각기둥, 작은 삼각기둥

작은 정육면체, 한쪽 모서리가 없는 정육면체, 
반원기둥, 작은 삼각기둥

큰 직육면체, 큰 직육면체를 가로로 반을 나눈 작은 
직육면체(받침), 큰 직육면체를 세로로 반을 나눈 긴 
직육면체(기둥) 

정사각형, 정삼각형, 원, 반원, 직각부등변삼각형, 
직각이등변삼각형, 둔각이등변삼각형, 마름모

지름 1cm, 높이 0.5cm인 둥근 점2.5cm 막대, 5cm 막대, 7.5cm 막대, 10cm 막대, 12.5cm 
막대, 15cm 막대

지름 5cm 고리, 지름 3.75cm 고리, 지름 2.5cm 
고리, 지름 5cm 반고리, 지름 3.75cm 반고리, 지름 
2.5cm 반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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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발달을 위한 - 놀이가베 (대상연령 : 4~5세) 창의력발달을 위한 - 창의가베 (대상연령 : 6~7세)

유치단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력 및 표현력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건축놀이와 표현놀이로 구성하였으며, 더불어 창의력의 기본이 되는 
수학과 과학의 기초개념 및 유치원 교과과정과 연계된 작업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문제해결력을 위한 - 응용가베 (대상연령 : 10세 이상)

교구를 통하여 초등교과학습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워크북을 
활용한 반복학습, 심화학습으로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줍니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통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논리수학적 사고력발달을 위한 - 초등가베 
                                      (대상연령 : 8~9세)

가베의 기본원리를 초등학교 수학교과과정 및 미술, 실과 등 초등교과 
학습과 연계된 내용으로 흥미롭게 구성하여 가베학습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워크북 4권 <12개월 과정>

워크북 12권 <12개월 과정>

워크북 4권 <12개월 과정>

워크북 4권 <12개월 과정>

생각플러스

생각플러스

생각플러스

생각플러스

시각, 청각, 촉각 등 유아의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어 및 표현력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실물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는
유아 독후표현활동 프로그램
선생님과 함께 하는
유아 독후인지활동 프로그램

보니또는 선생님과 함께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유아 독후인지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로 

논술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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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83 와이즈교육빌딩 
TEL.080-334-5566 www.wise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