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학생을 생각하는 기업

주식회사 그린평원

(주)그린평원/그린칠판교구는 S2B(학교장터) 등록업체입니다.

홈페이지(영문/한글)

학원쇼핑몰(인터넷주문)

E-Mail / 카카오톡

대표전화(전국)

www.green78.kr

www.hwmall.kr

g7804@naver.com

그린칠판교구.한국

학원쇼핑몰.한국

ID : g7804

1688-7845
02) 993-7078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각종 칠판, 게시판, 교구, 판서용품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교육용품 전문업체입니다.

취급품목
칠판

일반분필스틸칠판(녹색/자석용), 법랑분필스틸칠판(녹색/자석용/120폭)
앤틱흑판(검정색/자석용/비자석용)
블랙보드(자석용/형광마카용), 물백묵시트칠판(녹색/자석용),
물크레용(워터초크)시트칠판(그린/블랙/자석용), 크레용초크시트칠판(녹색/자석용)
유광화이트스틸칠판(자석용), 화이트보드(백판/비자석)
무광화이트시트칠판(자석용/120폭/150광폭/스크린겸용)
법랑화이트스틸칠판(자석용/120폭/150광폭/스크린겸용)
이동식칠판(단면/양면), 듀얼보드(칼라/패브릭), 칼라보드(자석용/그린/핑크/블루)
도안칠판(주문제작), 투명칠판(유리)
학교대형칠판(다용도미닫이/평틀칠판), 인테리어칠판(승강식칠판)
유리칠판(화이트/칼라)

칠판시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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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백묵그린시트, 물크레용(워터초크)시트(그린/블랙), 무광화이트시트,
유광화이트시트, 칼라시트

판서용품

수입분필(오미야분필-프랑스/크레욜라분필-미국), 지우개전동(수동)털이기
국산탄산분필(문교탄산분필/클리니탄산분필), 문교황산분필, 극세사지우개, 분필홀더
클리니지우개털이기, 클리니지우개/패드
물백묵(펜/잉크/지우개/펜촉/크리너/지우개털이기)
그린마카(펜/리필잉크/펜촉/지우개), 모나미마카펜/문교마카펜/블랙보드마카펜,
매직지우개, 5겹지우개
문교나노워터초크, 바이오초크, 고그린초크, 멀티펜, 극세사지우개, 지우개세척기,
초크홀더
크레용초크(하나초크), 초크홀더, 크레용초크지우개, 매직지우개

전자칠판 및
빔프로젝터

스마트전자칠판 (55″/ 65″/ 70″/ 75″/ 84″/ 98″) 벽걸이형 / 이동식스탠드형
전면투사형 전자칠판, 휴대용 전자칠판 Bignote
빔프로젝터 (HITACHI/NEC/BENQ/EPSON)

도안칠판
게시판

실사인쇄칠판, 실크인쇄칠판, 식자도안칠판
레자게시판(녹색/베이지), 콜크게시판, 패브릭게시판(핑크/블루/그린/스카이)
아트보드게시판, 교내게시판, 자석게시판, 주문게시판(포켓형/클립형/덮개형)
갈바게시판, 이동식게시판, 스탠드게시판

문구용품

모니터 받침대 / 보드메이트(필기구 정리함) / 각종 자석홀더(대형/중형/소형)
각종 복사용지(75g/80g) / 고체물감 / 액정보드(10인치)
노트보드(스프링 노트 화이트보드) / 팬시보드

교구

원자재

시공사례

우드타일교단(일체형/분리형), 카페트교단(일체형/분리형), 쿠션교단
강의대(교탁) / 데스크존(기능성 책상 칸막이)
학원용 책상/걸상(1인용/2인용)

유광화이트시트, 유광칼라시트(핑크/민트/그린/퍼플/블랙), 물백묵/물크레용
그린시트, 무광화이트시트(광폭), 화이트보드원판(백판), 흑판
분필스틸원단, 화이트스틸원단, 물백묵스틸원단, 법랑스틸원단, 칼라스틸원단
레자원단(녹색/베이지), 콜크원단, 패브릭원단(핑크/블루/그린/스카이), 양면테이프

학교 다용도칠판 시트 및 스틸 시공, 대형학원 6m 이상 시공, 창가 칠판 시공,
전면칠판 시공, 고시학원 시공, 교단(일체형/분리형) 시공, 실사인쇄도안칠판 시공,
알판 교체(대체) 시공, 빔프로젝터 및 휴대용전자칠판 시공

칠판수리 : 시트수리 또는 스틸수리 / 알판 교체 또는 대체

대표전화(전국) 1688-7845 / 학원쇼핑몰 인터넷주소 www.hw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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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은 역시 그린칠판교구!!

규격(세로×가로)㎝
60×90, 90×120, 90×150, 90×180, 120×180,
120×240, 120×300, 120×360, 120×420,
120×480, 120×540, 120×600 이상

40mm 몰딩칠판

평틀 샤시칠판

몰딩프레임

다용도 미닫이칠판

무광화이트시트칠판

원하시는 사이즈로 맞춤 주문 제작합니다.

이동식스탠드(단면/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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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시프레임

프레임은 칠판과 게시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리칠판(다보타입)

유리칠판(몰딩타입)

앤틱수제흑칠판

칼라보드

법랑칠판

벨기에산 최고급 법랑칠판!
스틸판면에 에나멜(유약) 처리를 하고 약 900℃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스틸로 제작하여
판면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판서감과 지움성, 내구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EBS 강의용 칠판 / 동영상 제작용 칠판 / 암선(십자 무늬) 유(무) 선택

스크린 용도와 판서 용도 모두 충족

긴 지문 및 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업!
동영상 강의시 최적화된 수업!
판서감 탁월! 수업 효율성 상승!

스크린 용도와 판서용도, 동시에 모두 충족!
판면에 흠집이 나지 않고 내구성이 우수!
고객의 니즈에 따라 암선 유(무), 세로 폭 선택!

· 유광 타입 - 판서 전용
· 반무광 타입 - 판서 및 스크린 겸용
· 무광 타입 - 스크린 전용

Collaboration
1. 법랑화이트 + 마카펜
2. 법랑화이트 + 빔프로젝터 + 마카펜
3. 법랑화이트 + 빔프로젝터 + 마카펜 + 빅노트
4. 법랑화이트 + 빔프로젝터 + 마카펜 + 실물화상기
세로 120폭 / 150광폭 사이즈 제작 가능

대표전화(전국) 1688-7845 / 학원쇼핑몰 인터넷주소 www.hw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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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안칠판과 게시판이 한 자리에!
도안칠판

분필스틸칠판, 물크레용시트칠판, 화이트보드, 물백묵시트칠판 도안 제작

실사인쇄
칠판

실크인쇄
칠판

식자도안
칠판

압정/자석(겸용) 게시판

초록레자게시판

베이지레자게시판

융게시판

콜크게시판

패브릭게시판(압정/자석용)

아트보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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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게시판

각종 칠판시트지 전문 업체 그린칠판교구!
무광화이트시트(스크린보드)+소모품
◈ 무광화이트시트는 학교, 학원, 연수원, 회의실 등에서
스크린보드(빔프로젝터 투사)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트입니다.
◈ 기존 유광화이트시트와 달리 무광 재질이며 누구나 손쉽게
접착이 가능합니다.
◈ 전용 리필형 마카펜/하이라인 생잉크 마카펜 등
◈ 무광화이트시트는 암선(격자무늬) 유,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회용 생잉크 마카펜

아피오 웰빙 마카펜

하이라인 생잉크 마카펜

마카펜 리필 펜촉

마카펜 리필 잉크

무광화이트 지우개

그린시트[물백묵 잉크 or 물크레용(워터초크) or 크레용(건식초크)] + 소모품
◈ 난반사를 보완해 빛 반사가 적은 제품입니다.
◈ 판서 시 미끄럽지 않아 필기감이 좋고 필체가 살아납니다.
◈ 교실에 분필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날리지 않고 친환경적입니다.

제품시험성적서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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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시스템! 한걸음 앞서가다!
작다! 전자칠판의 혁신! 빅노트 터치
가장 저렴하고
완벽한
휴대용 전자칠판

빅노트
첫째, 간편한 설치와 쉬운 사용방법
둘째, 휴대가 용이한 초경량사이즈(230g)
셋째, 넓은 사용 범위와 저렴한 가격
무광화이트보드 + 프로젝터 + 빅노트 or 마카펜

무광화이트보드

반사도가 없는 화이트보드

+
프로젝터

高안시, 高해상도 프로젝터

+
빅노트 or 마카펜

초경량 전자칠판 시스템

무반사 화이트보드에 빔 프로젝터를 투사하여 스크린으로 활용.
일반 화이트보드와 같이 마카펜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판서.
다양한 기능 활용을 위해 초경량 전자칠판 시스템 ‘빅노트’ 연결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명품 빔프로젝터!
HITACHI / BENQ / NEC / EPSON
각 브랜드별 밝기, 기능, 용도에 따른 다양한 제품 판매

제품사양

모델명
CP-X3041WN

CP-X4041WN

액정패널/
투사방식
밝기
명암비

CP-X5022WN

CP-AW3003

3LCD / LCD 프로젝터
3,200lm

4,200lm

10,000:1 (PRESENTATION mode)

해상도
HDMI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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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lm

3,200lm

3,000:1

5,000:1

XGA(1024×768)
HDMI×2

WXGA(1280×800)
HDMI×1

원거리프로젝터

HDMI×2
초단초점프로젝터

위큐(Wicue) 액정보드
Wicue e-Writing Board의 원리
Wicue e-Writing Board는
액정고분자 혼합재료로 제작되어
물체의 뾰족한 부분이
액정 Board 표면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액정의 분자배열이 바뀌고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되면서
쓰기와 그리기 기능을 하게 된다.

위큐 10인치 액정 보드
10인치의 휴대용 크기
200그램의 가벼운 무게
6.6mm의 슬림한 두께

펜과 잉크 없어도

One Touch & 부분 지우개

손이나 어떤 물건으로도 쓸 수 있다.

한번에 모든 것을 지우거나 일부를 선택하여 지운다.

위큐 12인치 액정 보드
시력 손상 無

Smart Save 기능

30미터 이상의 가시성, 180도의 넓은 시야각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 중 동기화/공유 가능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낙서, 글쓰기 연습, 언어소통 훈련에
최고의 선물!

스마트전자칠판(Smart Linker)
Smart Linker는
터치 패널을 장착하여 마우스를 대신해
TV 대형 화면에 PC의 모든 기능을 손가락 또는
전용펜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스마트 터치 패널(3.2T 무반사 강화유리)

(화면 확대/축소, 인터넷, 각종 도면 종류,
사진파일, MS Office 파일 등)

55인치, 65인치 UHD TV에 터치 패널을
장착한 오버레이(Overlay) 방식

사

학교 · 학원 · 기업 · 병원 · 관공서

용

유치원 · 어린이집 · 연구소 · 증권/보험회사

처

공인중개소 · 호텔 · 상가 · 일반가정 등

UHD TV

PC(데스크탑/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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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품질 / 착한 가격 / 빠른 배송
분필 판서용품

클리니탄산분필

오미야탄산분필

문교탄산분필

문교황산분필

크레욜라분필

극세사지우개

멀티지우개

극세사지우개패드

분필홀더

그린초크홀더세트

그린전동털이기

대형전동털이기

클리니지우개

털이기 필터

보드메이트

그린보드펜촉

그린보드크리너

물백묵 잉크 판서용품

물백묵전용시트

그린보드펜

물백묵리필잉크

아피오웰빙초크펜

문화물백묵펜

그린보드지우개

물백묵지우개털이기 그린보드펜 소모품세트

크레용초크(건식초크) 판서용품

크레용초크전용시트

하나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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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초크

크레용초크전용홀더 크레용초크지우개

매직지우개

대한민국 대표 학원용품 전문점은 학원쇼핑몰입니다.
물크레용(워터초크) 판서용품

물크레용전용시트

문교워터초크

바이오초크

고그린초크

멀티펜(보드&유리용)

멀티드림초크

물크레용지우개

물크레용지우개세척기

물크레용크리너

물크레용 홀더/케이스

무광화이트보드 판서용품

무광화이트전용시트

아피오웰빙마카펜

웰빙마카잉크

무광고무자석보드

하이라인마카펜

하이라인마카잉크

1회용생잉크마카펜

무광화이트보드지우개

매직지우개

화이트보드크리너

화이트보드 판서용품

그린마카펜

그린마카잉크

그린마카펜촉

화이트보드크리너

고무자석보드

보드마카펜

매직지우개

5겹지우개

유광화이트시트

칼라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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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변함없이 교육현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구/사무용품

노트보드

고체물감

보드메이트(필기구 정리함)

팬시보드

복사용지(75g & 80g)

자석홀더

칠판용 컴퍼스

글라스모니터받침대

스마트 교구

빅노트(휴대용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액정보드(10인치)

위큐(Wicue) 액정보드

스마트전자칠판
(Smart Linker)

각종 원자재
- 핑크

무광화이트시트 120폭/150광폭

유광화이트시트

칼라시트

베이지레자원단

콜크원단

패브릭원단

화이트보드원판(백판)

앤틱흑판

- 그린

- 민트

초록레자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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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스틸원단

화이트스틸원단

교육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
이제 그린칠판교구에서 한 번에 해결하세요∼
교단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으며 분리형은 가운데 이음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카페트교단

우드타일교단

강의대

신형타공강의대

신형강의대

보급형강의대

철재강의대

철재타공강의대 우레탄보급형강의대 우레탄신형강의대

◈ 학원쇼핑몰(www.hwmall.kr) 책상/걸상 코너에서 다양한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책상/걸상

데스크존

하이팩일반2

기획모델21

기획모델2인용19

맥스유로6

토비실버타공4

플러키파브타공5

챔프브레인타공5

스탠드책상(졸음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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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 시공! 수리! 교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분필스틸칠판, 물백묵시트칠판, 물크레용시트칠판, 화이트보드, 무광화이트시트칠판 등
다양한 칠판의 시공 및 수리가 가능하며 판면수리시 기존 칠판 가로 사이즈를 실측하신 후 전화상담하시면 됩니다.

윌비스고시학원 법랑분필스틸판면 / 다용도미닫이칠판 시공사례 (5m30㎝ 사이즈 / 벨기에산 / 암선有)

가평초등학교 복도 벽면 패브릭 게시판 (3m / 3m 60㎝ / 연두 / 압정용)

원통초등학교 분필스틸칠판 및 게시판 시공 (기존: 화이트보드 / 6m)

청운학원 창틀 칠판 시공 (물백묵시트칠판 /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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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칠판교구
25년 이상의 노하우 각종 사례 모음!

서울대학교 전면칠판

윌비스고시학원 대형칠판

제이즈플랜영수학원 법랑칠판알판

FTK어학원 스마트전자칠판

경희고등학교 다용도칠판

광주고등학교 오선칠판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우드 타일 교단

중앙대학교 갈바게시판

동화약품 빅노트 설치

효문중학교 교무도안칠판

숭의여자대학교 무광(광폭)화이트시트칠판

대한고시학원 창틀 대형칠판

대표전화(전국) 1688-7845 / 학원쇼핑몰 인터넷주소 www.hw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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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칠판교구는 장인정신에 입각해 모든 칠판을
정성들여 맞춤 제작해 드립니다.
대량으로 마구 찍어 파는 칠판과 품격이 다릅니다(공장 직영 업체)

아직도 전화로 주문하세요?
각종 혜택이 가득한 쇼핑몰을 이용해 보세요!

학원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유!
쿠폰, 적립금을 이용한 알뜰한 쇼핑!
쇼핑몰 구매시 추가 할인혜택 제공!
칠판 사이즈와 수량 관계없이 포장비, 배송비 무료!
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각종 소모품 등)
빠르고 정확한 주문과 배송!
칠판, 소모품 대량 구매 시 방문 상담 및 실측 서비스(서울, 경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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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7845

전국어디서나
TEL 02) 993-7078 FAX 02) 6280-7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