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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really want to experience education as a leader, not as a 
follower, use our electronic circuit blocks. 
We at NEOPIA Co., Ltd. will lead the world market with our forward 
looking products and are fully committed to being a sincere 
company for God and our customers.

따라가는 학습이 아닌 리더로서의 학습을 원하신다면 

네오피아 전자블록을 체험해 보십시오. 

비전이 담긴 좋은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며,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신의를 다하는 네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전자블록을 활용한 교육용 완구를 통해 전자과학 교육의 KS(국내표준을)를 넘어

전세계의 모든 교육 현장과 놀이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WS(세계표준)의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블록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전자블록키트 연구개발 전문기업 네오피아

NEOPIA

 06 ‘네오엘보Ⅱ’ 출시

 05 전자랜드 하비관 “아셈하비” 입점

 05   이마트/홈플러스 교육용 완구샵 “로봇클럽” 입점

 05 제 2회 코리아 테크로드투어 - 전자실습 교구 채택 (지식경제부 주관)

 02   ‘광통신KIT’ 출시

 10 제 1회 차세대 디지털 리더 경진대회 개최 (전자산업진흥회 주관)

 05 송도국제도시 연구센터로 이전

 05 교보문고 완구샵 “QED" 입점

 12 ‘차세대 디지털 리더 육성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프로젝트명:DiKi-3000)

 09 ‘네오 잼블록’ 출시

 06 ‘네오 스쿨미니’ 출시

 03   교육 서비스용 제품 ‘엘리트 사이언스 스쿨’ 출시

 06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선정 

  (과제명: 실험실습용 전자블록 개발)

 05   ‘네오 엘보’ 출시

 04   ‘네오 라디오’ 출시

 08   학교용 제품 ‘NEO SCHOOL’ 중급용 출시

 11   7차 교육과정 개편, 전자실습용 교구 채택

 09   학교용 제품 ‘NEO SCHOOL’ 초급용 출시

 04   전국 초.중.고 전자블록키트 경진대회 대회용품 선정 (발명이야기 주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사업 기술과제 선정

 1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참가 - 특허청장상 수상

 04   ‘네오 Q+’ 출시

 12 산업자원부 신기술 창업(TBI) 사업자 선정

 10   네오피아 주식회사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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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완구

집중력향상

확산적사고 창의력계발

전자블록



NEOPIA Electronic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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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피아 전자블록(Electronic Block)은?

전자블록은 교육적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아 정규 교과 전기전자 실습용 교구로 

채택된 세계 최초의 특허기술입니다. 납땜과 같은 기존의 전자회로 구성법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블록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그 위에 부품 및 전선을 

꽂기만 하면 회로가 구성되므로 쉽고 재미있게 전자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웠던 납땜 방식의 단점과, 가격이 비싸고 회로구성을 쉽게 볼 수 

없었던 브레드보드 방식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여 장점만 살린 것이 전자블록 

입니다. 전자블록은, 전기전자 회로구성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창의력 

계발 및 전자 원리 이해를 위한 최고의 교구입니다.

1.	 디자인이	예쁘고	새롭다!

  기존의 전자실습 방법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제는 교육도 디자인입니다. 

  새로운 교육에는 새로운 교구가 필요합니다. 

2.	안전하고	재미있다!

  납땜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과 납 연기의 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부품과 선을 꽂다보면 100% 동작합니다. 

3.	회로도와	똑같이	구성할	수	있다!

  회로도의 전자부품이 있는 위치에 전자블록을 배치하고 부품을 연결하면 

  회로도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회로를 이해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4.	회로구성에	뛰어난	확장성을	가졌다!

  어떠한 전자회로가 있더라도 쉽게 접목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제품만 만들어 보는 기존 키트와는 다릅니다.

5.	창의력	계발	및	과학적	이해력	향상에	최고!

  기술 관련 각종 논문을 통해 뛰어난 교육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믿고 구매하십시오. 

전자블록키트 특징

전자블록 A-type

10열블록 A-type

전자블록 B-type

10열블록 B-type 모듈블록 A-type

전자블록 C-type

모듈블록 B-type

네오엘보Ⅱ (neo ELBOⅡ) 

광통신KIT (Optical Communication KIT) 

네오잼블록 (neo GEM Block)  

네오스쿨 (neo SCHOOL) 

네오스쿨미니 (neo SCHOOL MINI)  

엘리트 사이언스 스쿨 (Elite Science School)  

네오라디오 (ne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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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1.  새롭다!

 소리를 빛으로 전송하는, 광통신 실험이 가능한 KIT입니다. 

 여러 전시회에서 참관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아이템입니다. 

2.  참신하다! 

    단순한 멜로디 소리만 전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MP3 플레이어와 연결하면 최신 가요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광섬유를 활용한 실험도 가능합니다. (2m 길이의 광섬유 포함)

3.  체계적이다!

 스위치, 저항, 트랜지스터 등 기초 전자부품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광통신KIT에 포함된 전자부품의 기능 이해를 통해 전자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4.  디자인이 좋다!

    미니 바닥판에 투명 케이스를 씌움으로써, 여느 전자키트와 달리 완성 후 별도로 꾸미지 않아도   

 하나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5.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

    플래시 조립과정을 통해 학교 또는 학원에서 수업용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혼자서 만들  

 때도 플래시를 보고 따라하면, 쉽고 재미있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1. 체계적인 커리큘럼
 110페이지, 52강으로 구성된 네오엘보Ⅱ 교재

 제 1장 - 저항, 트랜지스터 등 기초 전자부품의 기능 이해를 위한 실험

 제 2장 - 전자오르간, 흔들리는 전자촛불 등 재미있는 응용 실험

 제 3장 - AM라디오, FM무선마이크, 광통신 등 첨단 통신에 관한 종합 실험

 제 4장 - 논리 게이트, 디지털 카운터, 쉬프 트 레지스터 등 디지털 전자 실험

2.  깊다! 하지만 쉽다!

   ‘쉬운 전자’를 목표로 책을 썼습니다. 가급적 어려운 전자 용어를 배제하고 쉬운 말로 바꾸었습니다. 

3.  뛰어난 확장성!!
    60여종 120여 가지의 전자부품 및 광섬유, 30여개의 전자블록, 앰프블록/안테나블록 등 8종의 

 기능성 블록을 통해 전자에 관한 대부분의 실험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쓴 전자이야기 네오엘보Ⅱ 빛과 전자! 그 신비한 세계 광통신KIT

• 품          명 네오엘보Ⅱ (neo ELBOⅡ) 

• 소비자가격 135,000원

• 크          기 480*280*65 (㎜)

• 사 용 대 상 고등학교/대학교 전자관련 학과 ( 또는 전자에 관심있는 과학영재 / 일반인, 학원 )

• 품          명 광통신KIT (Optical Communication KIT) 

• 소비자가격 19,800원

• 크          기 280*200*70 (㎜)

• 사 용 대 상 중학교 기술 교과 ( 또는 광통신의 원리를 알고자하는 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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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1. 가장 쉽다!

    이보다 더 쉬운 전자키트는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전자키트 중 가장 쉽게, 가장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네오피아 네오잼블록입니다. 

2.  전국 실과교육과 교수님 추천 제품!

    만들어도 되지 않는 전자키트는 가라! 20여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최고의 전자블록 제품.

3.  ICT활용 학습자료 완비!

 ‘도입-학습문제-기본학습-해보기-선택활동-정리-평가’ 순으로 구성된 플래시 자료를 통해, 별도  

 멀티미디어 자료 없이도 체계적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4.  실과교과서 ‘전자제품만들기’ 단원 공식 교구

 7차 교육과정 교과 개편시 교육효과를 인정받아 5학년 실과교과서에 블록방식으로 정식 채택   ̀

 되었습니다. 믿고 선택하세요.

5.  골라서 하는 재미가 있다!

    네오잼블록은 2종류가 있으며 1Type은 해지면빛나리, 2type은 빛감지새소리입니다. 둘 다 빛센서를  

 활용한 KIT이며 해지면빛나리는 어두워지면 전구에 불이 켜지고, 빛감지새소리는 주변이 밝으면  

 새소리가 울립니다.

제품 특징

1.  중학교 기술 교과에 정식 채택된 전자교육 교구입니다.

2.  6종의 실험 가능 - 자동자명종(전자새), 도난경보기, 초인종(새소리), 수위경보기,    

 간단한빛감지센서, 직/병렬회로실험 

해지면빛나리 5,500원 빛감지새소리 6,600원

neo eLBoⅡ optical Communication KiT neo GeM Block neo SCHooL neo SCHooL Mini elite Science School neo Radio

완성도 높은 전자교육을 위한 최고의 선택!전자교육의 명품(名品) 네오잼블록 네오스쿨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하는 네오스쿨의 업그레이드 버전! 네오스쿨미니

• 품          명 네오잼블록 (neo GEM Block)  

• 소비자가격 별도 표시

• 크          기 150*110*30 (㎜)

• 사 용 대 상 초등학교 5학년 실과 ( 또는 전자 기초를 재미있게 접하고자 하는 일반인 )

• 품          명 네오스쿨 (neo SCHOOL) 

• 소비자가격 24,200원

• 크          기 290*200*35 (㎜)

• 사 용 대 상 중학교 기술 교과

• 품          명 네오스쿨미니 (neo SCHOOL MINI)  

• 소비자가격 각 11,000원

• 크          기 125*85*65 (㎜)

• 사 용 대 상 중학교 기술 교과 ( 또는 전자 기초를 재미있게 접하고자 하는 일반인 )

제품 특징

1. 네오스쿨의 아이템을 단품으로 나누었으며, 업그레이드 된 블록을 적용하였습니다.

2. 총 5가지 아이템이 있으며 저렴하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적합합니다.

3. 투명케이스가 있어 완성 후 전시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4. 플래시 조립과정이 있어 수업용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Type1 차광릴레이 Type2 전자경보기 Type3 전자새소리 Type4 전자싸이렌 Type5 전자깜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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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키드를 위한 엘리트 키트 엘리트 사이언스 스쿨 추억을 재생하는 아날로그 라디오 네오 라디오

neo eLBoⅡ optical Communication KiT neo GeM Block neo SCHooL neo SCHooL Mini elite Science School neo Radio

확산적 사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전자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제품!

엘리트사이언스스쿨!!

• 품          명 엘리트 사이언스 스쿨 (Elite Science School)  

• 소비자가격 275,000원

• 크          기 교구 340*210*180 / 교재 250*310*30 (㎜)

• 사 용 대 상 10세 이상 학생 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품 구성

제품 특징

과학을 공부한다면 누구나 배워야하는 영역이 바로 전자과학입니다.

엘리트사이언스스쿨은 전자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1. 전자에 관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다양한 캐릭터를 도입하여 재미있게 구성하였습니다.

2. 교재가 단원별/난이도별로 구성되어 있어 연령, 수준, 시간 등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3.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구상자 구성(각종 부품과 사출물 등 200여개)

• 교구상자상단 : 전자부품 140여 가지, 녹음블록, 앰프블록 등 

• 교구상자중간 : IC블록, 안테나블록, 볼륨블록, 바리콘블록 등 

• 교구상자하단 : 광섬유, 바닥판, 이어폰, 안테나선, 전지스냅 등  

교재의 구성(본교재 4권, 부속교재 1권(배선도) 

• Basic 1 : 전기전자 기초과정 • Basic 2 : 반도체 기초과정 

• Com. : 첨단통신과정(무선통신, 광통신) • Pro. : 전자 응용 과정  

• 배선도 : 완성된 아이템의 평면도

 
기타 구성물 

• 교재보관용 바인더, 종이백

제품 특징

1.  누구나 쉽게 내 손으로 직접 나만의 라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2.  라디오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3.  제품 하나로 1석 이어폰 라디오, 3석 스트레이트 라디오, 4석 리플렉스 라디오를 모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부품 판매 정책

제품 사용 중 전자부품을 분실하거나 망실하여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부품 종류 및 수량을 

Q&A게시판(www.np21.co.kr)에 올려주시거나  전화(032.260.7200)로 문의하시면 견적을 내드립니다.

• 품          명 네오라디오 (neo Radio)

• 소비자가격 44,000원

• 크          기 410*360*40 (㎜)

• 사 용 대 상 14세 이상, 중학교 기술교과 응용

해지면빛나리 - 1,500원 빛감지새소리 - 2,000원 전자블록 SET - 4,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