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Q Sticker Books

<세트 상품>
●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규칙 배열, 수의 활용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 즐거운 스티커 놀이를 통해 집중력과 손의 조작 능력을 기릅니다.

For Ages 2~3    
Composed of activities 
to develop intellectual 
abilities such as 
arranging rules, 
practical numbering 
and etc.

<세트 상품>
● 앞 단계보다 난이도 있는 분류, 부분과 전체, 도형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 직접 스티커를 떼어 붙이면서 집중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릅니다. 

For Ages  4~5 
Composed of activities 
such as sorting, the part 
and the whole, shapes, 
and etc. with harder levels

<세트 상품>
● 도형, 분류, 비교, 공간지각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 재미있는 스티커 놀이를 통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기릅니다. 

For Ages 3~4   
Composed of various 
activities such as shapes, 
sorting, comparing, 
space, perception 
and etc.

 CQ Sticker Books 

<세트 상품>
● 민감성, 유창성, 유연성, 구체성 등의 영역으로 구성했습니다.
● 재미있는 스티커 놀이를 통해 창의력을 길러 줍니다.

For Ages 2~3    
Composed of categories 
such as sensibility, 
fluency, flexibility, and 
concreteness

<세트 상품>
● 창의력의 중요 6가지 영역을 균형있게 구성했습니다.
● 스티커 놀이를 통해 상상하며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줍니다.

For Ages 4~5    
Composed of 6 key parts 
for creativity with balance

<세트 상품>
●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 스티커를 떼어 붙이면서 창의적인 상상력과 표현력을 길러 줍니다.

For Ages 3~4    
Composed of contents 
letting children to think 
in a creative way

  EQ Sticker Books

<세트 상품>
● 동물, 바다 속, 달콤 나라 등을 꾸미며 풍부한 감성을 길러 줍니다.
● 스티커를 붙이는 놀이를 통해 집중력과 손의 조작 능력을 기릅니다.

For Ages 2~3   
Developing sensibility 
by decorating animals, 
under the sea, 
cany land, and etc.

<세트 상품>
● 주위의 사물 꾸미기에서 상상하여 꾸미기까지 풍부한 감성을 길러 줍니다.
● 다양하고 정교한 스티커 놀이를 통해 성취감과 문제해결력을 기릅니다.

For Ages 4~5    
Developing sensibility 
by adorning surrounding 
objects and decorating 
based on imagination

<세트 상품>
● 괴물 나라, 동화 나라, 곤충 나라 등을 꾸미며 풍부한 감성을 길러 줍니다.
● 상상하여 이야기하고 스티커로 꾸미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릅니다.

For Ages 3~4   
Learning to talk 
based on imaginations 
by decorating worlds of 
monsters, fairy tales, 
and bugs

72 Workbooks  73

Intelligence Up Sticker Book
IQ•EQ•CQ
•  Series in order to stimulate and develop children’s IQ, EQ, and CQ 
• Fulfilling experience after completing each step

-9 titles

-Ages 2~5 

-210 × 297 mm

-24 pages + 6 sheets of sticker

-2004.07.01

-KRW 5,000 (ea.)

Subjects

For Ages 2~3

For Ages 3~4

For Ages 4~5

IQ Sticker Book EQ Sticker Book CQ Sticker Book

IQ Sticker Book EQ Sticker Book CQ Sticker Book

IQ Sticker Book EQ Sticker Book CQ Sticker Book

* Rights sold :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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