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나눔’은 해양수산부 인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인
“독도사랑 운동본부”의 ‘공식후원사’입니다.

저희는 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꾸준히 독도사랑 운동본부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한 기부를 보여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지속되게 운영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가치나눔은, 학교에 제공한 물품의 수익금이 독도 수호에 사용되는 것을 약
속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ž간접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가치나눔은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
는 물품들을 제작하였습니다. 평소 학생 및 교직원이 일상생활로부터 독도를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 관심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독 도 물 품 활 용 예 시 >
¨ 수업 동기유발 및 브레인 스토밍 시 떡메모지를 활용한 의견 모으기
¨ 독도의 위치와 외관, 독도에 사는 생명들을 공부하고 에코백, 머그컵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
용되는 물품을 통해 독도의 소중함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기
¨ 동아리 활동 물품 또는 학급 회의 결과 독도 후원과 관련된 물품 구매하기 등에 활용
¨ 독도 교육 주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 및 상품으로 활용

< 독도 물품 소개 >
물품명
가격

사진

세부 내용
- 코로나 시기에 실용성이 높음.

독도 후원
1

마스크
스트랩
(4,000원)

- 독도사랑 운동본부로고와 가치나눔의 로고가 있어 독도 후원에
대한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인식 가능
- (100개 이상시) 원하는 문구를 추가 삽입이 가능 (독도관련 문
구 또는 학교 이름 가능)
- 목줄 폭: 15mm, 목줄 길이 600m

- 독도의 바다 사자인 ‘강치’ 뱃지

독도후원
2

강치 뱃지
(6,000원)

- 일본의 무분별한 사냥으로 멸종된 강치에 대한 교육 가능.
- 크기: 25mm×25mm
- 에코백, 백팩 등 다양한 곳에 부착가능.
-괭이 갈메기, 독도등대, 강치, 독도 경비대, 독도 새우가 그려진

독도 후원
3

엽서
(5종 세트 3,000원)

5종 엽서 세트
- 독도에게 편지쓰기, 독도 경비대분들게 편지쓰기 등 다양한 활동
가능. (뒷면이 여백으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모두 가능.)
- 크기: 100mm×148mm

4

독도 후원

- 독도의 풍경이 담긴 떡메모지

떡메모지

- 평상시 학생, 교직원이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실용성이

(100장3,000원

높음 (포스트잇이 아닌 떡메모지입니다.)
- 크기 및 구성: 80mm×80mm / 100장, 상철
- I♡DOKDO의 글자가 있는 비즈로 만드는 독도 팔찌

독도 팔찌
5 만들기 키트
(3,000원)

- 학생들이 직접 팔찌를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 가능
- 크기: FREE(팔목 둘레에 따라 조절 가능)
- 색상: 알록달록 또는 진주색
- 독도의 실루엣을 담음으로서 독도의 외관, 동도와 서도 교육 가능.

독도 후원
6

머그컵
(9,900원)

- 도자기 머그컵으로 친환경 생활 교육 가능.
- (100개 이상시) 원하는 문구를 추가 삽입이 가능 (독도관련 문
구 또는 학교 이름 가능)
- 용량 및 색상: 11oz (330~340ml) / 빨강, 노랑, 파랑, 민트
- 독도의 실루엣을 담음으로서 독도의 외관, 동도와 서도 교육 가능.

7

독도 후원
복조리
에코백
(18,500원)

- 복조리형 모양으로 윗부분을 조아주어 물품 분실이 적음.
- 페브릭 펜을 이용하여 비어있는 여백에 꾸미기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만의 에코백 제작 가능 (※ 페브릭펜은 별매 부탁드립니다.)
- 크기: 40cm×45cm(가로×세로)
- 소재: 10수 2합의 캔버스지로 튼튼하며 찢어지지 않음.
구입처 또는 이메일 주문 가능(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전 화: 010-4715-0913
이메일: sharevalues@naver.com
구입처: https://smartstore.naver.com/shareval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