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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오 세상을 탐험하며 

재미나게 시작하는 우리 아이 첫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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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교육방식

OFFLINEOFFLINE ONLINEONLINE

큐리오 AR 플레이 디지털 교육방식
플래시 카드, 지도, 교재, 
워크북, 기타 완구류 등

전통적 교육과 디지털 
교육을 AR로 융합한 

놀이학습 콘텐츠

인터랙티브 이북, �
2D-3D 애니, 동영상 강의, �

게임 등

Blended Learning 이란?

큐리오 공식 스토어 
바로가기 큐리오 앱 다운로드

영유아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을 살려 
보고, 듣고, 쓰고, 말하기까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소근육 발달 및 두뇌 자극에 도움을 줘요.

“여기서 뭘 배웠어?”라고 질문할 필요 없이 거꾸로 “엄마, 이거 알아?”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플레이큐리오의 콘텐츠는 부모님의 개입 없이 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 아이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탐험해요. 따라서 부모님 가이드 없이도 
아이들은 스스로 수많은 질문거리를 찾아낸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을 중요시해요.
이제 디지털 콘텐츠 노출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부모는 교육적이며 자극적이지 않은 좋은 콘텐츠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아이는 콘텐츠를 오프라인 콘텐츠와 연관하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플레이큐리오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는 영어와 한국어 2개언어가 지원되어 
어학 콘텐츠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칵테일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학습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 시간 및 비용의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답니다. 
플레이큐리오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R기술이 적용된 �
실감나는 콘텐츠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내며, 워크북과 실물
카드, 교구 등을 함께 활용하여 교육 효과까지 잡을 수 있는 �
똑똑한 놀이 교육제품들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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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 가장 걱정이었던 발음! 
세이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으로 첫 영어 노출을 시작해요.

• �믿을 수 있는 YBM의 파닉스 커리큘럼으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언어 습득의 모든 과정을 재미나게 경험
할 수 있어요.

• �카드와 디지털 콘텐츠 속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꿀잼”�
포인트와 스토리를 담고 있어 아이들이 스스로 파닉스의 �
세상을 탐험해요.

• �행복, 화, 무서움 등 다양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짜여진 스토리북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경험을 �
오프라인 경험으로 확장해요.

파닉스팝 큐리오 매쓰매쓰

딕셔너리팝 큐리오 월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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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큐리오는 착한 디지털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늘 유모차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필수 템! 
AR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실감 나게 만날 수 있는 

재미난 자연관찰 콘텐츠.

• �책에서 사진으로만 만났던 동물, 곤충, 공룡친구들을 �
실감 나는 입체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어요.

• ��동물이 내는 소리, 움직임, 그리고 동물들의 크기 비교
까지 해볼 수 있어요.

• �우리 집을 아쿠아리움, 동물원으로 변신시켜 이리저리 
탐험하는 꼬마 탐험가가 되어볼 수 있어요.

• �콤팩트한 사이즈라 언제 어디든 가볍게 챙겨나갈 수 
있어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 이동시간을 �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꿀템이에요.

큐리오 사파리

96 6종 동물
AR카드

장3세

Phonics Pop

Dictionary Pop

Curio Math Math
Curio Safari

Curio World Map

100 스토리북 5권
AR카드

장3세
세이펜 호환
세이펜 별도 구매

100
10개 주제
3중 언어

세이펜 호환
세이펜 별도 구매

AR카드

장4세 12 100 AR세계지도세이펜 호환
세이펜 별도 구매

AR탐험카드 AR국가카드

장 장4세

16
워크북, 가이드북, 자석 놀이용 보드
자석카드, 곱셈테이블

AR카드

장4세

어떻게 시작해야하나 막막한 수학! 
큐리오 매쓰매쓰로 놀이하다 보면 아이도 모르게 
저절로 수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익힐 수 있어요. 

• �수학 챈트를 듣고, 영상 속 동화나라 이야기로 쉽고 �
재미있게 수의 개념을 익힌 후, 게임으로 반복하며 
차근차근 배워 나갈 수 있어요. 

• �자석놀이 버스와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어 애플
리케이션에서 익힌 스토리와 게임들을 되새기며 �
오프라인 활동까지 확장해 교육효과를 높여요.

• �유치원 3년과정을 4~6개월 내에 습득할 수 �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 익히면 유익한 기본적인 
수개념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익힐 수 있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로 배우는 생활 속 단어들.
딕셔너리팝을 통해 다양한 언어세상으로의 탐험을  

시작해요.

• �뇌과학 기반 두뇌 자극법인 “플래시 메소드” 기법이 
적용되어 생후 36개월 이전 어린이들에게 첫 노출 시 
특히 효과적이랍니다.

• �아이의 성장과정에 따라 처음엔 단어를 익히는 낱말 
카드로, 영어 노출을 시작할 때는 영어 단어카드로, �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주고 싶은 시기에는 
중국어 학습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 오랜 기간 동안 �
두고두고 활용도가 높아요.

큐리&리오와 함께 재미난 스토리를 따라 떠나는 
세계여행. 세계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 문화 등을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중등, 고등까지 이어지는 
“세계 문화 교육”을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 �마치 세계를 여행하며 여권에 도장을 찍듯, �
각 나라들을 여행할 때마다 황금 지구본 조각을 
모을 수 있어요. 미션을 해결하며 성취감까지 함께 �
느낄 수 있는 콘텐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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