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의 표현을 지켜주는

마커⦁키퍼⦁무버⦁힙커들의 이야기

www.markerkee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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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표현을 지켜주는 책 한권으로 마커들의 무한한 표현이 멈추지 않고,

한 장씩 무언가를 표현할때 마다 마커들이 가진 각각의 자유로움이 넘쳐나서

한 권을 다 쓰고 나면 또 한 권의 책으로 마커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With this book that holds Markers’ small but limitless ideas and creativity,

Markers are able to fill every page with their beautiful expression of ideas.

One book after another, we would love to make new stories together.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아이들과함께표현의 격차를 해소 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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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표현을 지지 표현중심의교육격차 해소표현을활용한우울감 표출

초등학생 4명 중 1명
“코로나19로 우울·불안”

강원 키즈 비엔날레
개막 첫 주 “현장 방문객 2,593명”

전 세계 학생 인구의 90%(약 16억명)의
학습자 영향과 108개 국가의 수업손실

교육 체계 전반을 새 시대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는 것

(출처: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



www.markerkeeper.com



멈추지 않는 아이의 표현을 담은 마커북

아이의 표현을 지켜주는 마커키퍼가 아이가 표현한 것이라면 뜯어쓰는 노트북의 표지를 만들어서 제작했어요.

매일 다르게 표현하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고 아이들의 표현이 멈춰 지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의 표현을 담은

마커북의 페이지를 한장씩 뜯어서 표현하는 아이를 지켜주고 또 하나의 아이의 표현으로 마커북을 제작하시

면서 표현하는 것을 즐거워하길 바랄께요. 



마커들의 표현을 공감해 주는 온,오프라인 갤러리

*7월,8월 오프라인 준비중



아이의 질문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영상

아이의 시선으로
함께 기획하는 제품

아의와 함께 공감하는
환경 놀이 키트 제작

2021년,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021 혁신파크 “세상을 바꾸는 시발점＂ 외주용역

2021 어린이가 기획에 참여한 괴산굿즈 팝업 “괴산상회”

2022 아이들의 표현을 지켜주는 “마커북” 출시



2021PROJECT

아의와 함께 공감하는
환경 놀이 키트 제작

“ 질문을 유발시키는 교육 키트 기획과 자체 디자인 및 제작 가능”

서울시 4곳 어린이집에 배포
설문지 만족도 평점 4점 (5점기준)
혁신 파크 성과 공유회 발표



2021PROJECT

아이의 시선으로
함께 기획하는 제품

아이들이 지역의 색을 찾고 홍보하는 교육 프로그램

아이들이 기획에 참여하는 서비스



2021PROJECT

아이의 시선으로
함께 기획하는 제품

아이가 직접 판매 경헙 서비스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아이들이 만드는 수업 시도

7세남아 : “우리끼리하니까즐거웠어요!”
7세여아 : “종이접기는별로인데친구가가르쳐주니까재미있었어요!”
중1 여학생: 나보다어린아이들이랑수업을했는데생각보다재미있네요!”

‘청주KBS’와 ‘앵커리유튜브’채널인터뷰



www.markermover.com

아이들의표현을더힙하게
지켜주는청년들

나의표현으로판매를
경험하고싶은아이

아이들의표현으로
영감을채우는가족을만드는시간

http://www.markermover.com/


서비스제공

비용지불

고객
CUSTOMER

BUSINESS MODEL

“디자인 제품”
B2B, B2C, B2G

아이들의 표현을 지켜주는

제품 기획, 디자인 전문회사

“창의 프로그램”
B2S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디자인 사고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페스티벌”
B2B, B2C, B2G

다양한 세대가

아이들의 표현을 지지하고

소통하는 움직임과 축제



Project PLAN
⦁ 마커키퍼 수행과정 ⦁

제품

전시회

마커북 초대

표현 체험수업

즉석 마커북 주문

이벤트

가족문화
펀딩

12개의 표현으로

2023 달력제작

1년 정기구독 서비스

1년 아이들 표현 관리

진로 박람회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박람회

페스티벌

아이들과 청년이 함께

기획하는 제품 제작

판매 경험, 공연

표현 수업

진로교육

진로와 연계한 교육

제품 개발 및 판매

수업 진행

매거진

마커,키퍼

무버, 힙커들의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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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키퍼는 표현을 지켜주는 제품, 서비스로 함께 사회적 경제의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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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세대가영감을주는이야기

아이들의표현을지켜주는서비스

경험을제공하는교육

아이들의창의성을지켜주는공간

세계의아이들이 함께움직이는세상

아이들의변화시키는새로운문화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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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rkermover.com

(주)마커키퍼 | CEO: 김진주 l 010-6364-121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

help@markerkeeper.com

www.instagram.com/marker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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