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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여러분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세계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변

화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필기, 드로잉 및 채색 분야에서의 Faber-Castell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

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Faber-Castell은 SNS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을 시작했으며, 컨

설팅을 제공하고 독창성을 장려했습니다. 아날로그에 초점을 둔 소비 트렌드는 Faber-Castell 제

품의 판매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Faber-Castell은 새로운 Creative Studio를 도입하여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컨셉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Faber-Castell의 트렌드 제품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신제품‘알버트 뒤러 수채화 마커’는 Faber-Castell의 핵심 역량인 "수채화"를 마커 부문으로 확대 

시켰습니다. 또한 세밀한 구성과 연관성 있는 소통을 통해, 우리는 아티스트, 준 전문가 및 어반 스

케쳐들과 같은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2020년에도 Faber-Castell은 지난해 성공을 거둔“Grip your ideas”캠페인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

니다. 이전에 우리는 인체 공학적인 새 그립 만년필에 대해 청소년, 젊은 성인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캠페인을 확장하여 캘리그라피, 리필 가능한 파인라이너, 바이 컬러 디자인

의 연필과 액세서리까지 그립 제품군을 늘려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들은 앞으로 더 까다로워지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Faber-

Castell이 고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에 대한 귀하의 신뢰에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합니다.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자'는 세계적인 필기구 회사인 Faber-

Castell사의 모토입니다. 259년 동안 한 가족이 같은 상품을 지속적

으로 생산해 오는 것을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역

사, 유산과 전통을 기반으로한 진보 정신을 한국의 소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Faber-Castell 한국 총 대리점

코모스유통(주) 대표이사 이봉기

"Doing ordinary things extraordinarily well"

슈타인(Stein)에서 성공적인 2020년을 고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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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버카스텔은 글쓰기, 드로잉,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고품질 제품들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연간 20억 개 이상의 연필과 색연필을 생산하며, 전 세계에 약 8,00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761년에 설립된 파버카스텔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회사 중 하나로, 9대째 지속하여 내려오는 역사 깊은 브랜드입니다.  

현재 10개국에 자체 생산공장(제조업체)과 22개국에 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120개국에 파버카스텔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버카스텔 그룹은 최고의 품질, 환경보호 그리고 제품 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업계에서 선도적인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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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tere Informationen fi nden Sie auf unserer Nachhaltigkeitswebseite.
https://www.faber-castell.de/corporate/nachhaltigkeit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on our sustainability webpage.
https://www.faber-castell.com/corporate/sustainability

인증된 지속 가능한 산림의 목

재는 Faber-castell 제품의 가

장 중요한 원료입니다.

Faber-Castell 그룹은 플라스

틱을 줄이거나 재활용 재료로 

대체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

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고품질 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품들이 리

필 가능하도록 제작됩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회사

2012년, TÜV-Rheinland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프라타 (Prata)에 위치한 파버카스텔의 숲은 9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10,000헥타르에 달하는 파버카스텔 숲은 지속 가능한 목재 재고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로 전환하

는 광합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합니다.

프라타에 있는 소나무 숲의 3분의 1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숲의 많은 부분이 희귀종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자연과의 

존중된 상호작용은 환경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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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잉&러닝 제품들은 명확한 연령대별 제품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 제품은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대상 연령 그룹에게 적합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은 파버카스텔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입니다. 파버카스텔의 탄소 배출량은 기후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 교육 부가가치 ] [ 인체 공학적 부가가치 ]

[ 잡기 ]

[ 그리기 ]

[ 색칠하기 ]

[글쓰기 ]

[ 생태 부가가치 ]

플레잉&러닝은 아이들의 재미있는 학습을 위해 탄생한 파버카스텔의 어린이용 제품입니다.

플레잉&러닝은 색연필뿐만 아니라 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등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게 되면 연결된 신경세포를 자극하

여 뇌의 정신적인 운동과 상호 작용을 일으키고 창의력과 두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필기구를 다루는 것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기억력과 사교 기술 및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 줍

니다. 파버카스텔은 어린이들의 두뇌 성장과 개발에 가장 중

요한 시기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맞는 제품들을 구

성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는 어린이들

의 중요한 의사 표현이므로 단계별 제품 구성은 어린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해 줍니다.

플레잉&러닝은 친환경 경영 이념 아래 우수한 품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 제품에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무에는 방부제

를 첨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무독성의 수성 잉크와 안료의 사용으로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

다. 파버카스텔 플레잉&러닝은 이 세상 모든 아이가 즐겁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진보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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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그립 색연필

연필류

수채 색연필

일반 색연필

기타 색연필

커넥터 펜

커넥터 수채 물감

브러쉬 & 물통

사인펜 & 마커

크레파스 & 줄리어스 만년필

크레용  

액세서리

Grip series

DISPLAY

색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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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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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 그립 색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소프트 그립 존

＞ 부드럽고 선명한 색상의 고품질 수채 색연필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고급 안료로 만들어진 3.8mm심 (형광 5.3mm심)

＞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기재 공간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점보 그립 색연필 오션월드 세트 :
   점보 그립 색연필 8색 + 점보 그립 연필 + 연필깎이   
   + 컬러링 스티커

＞점보 그립 색연필 페인팅 & 서커스 세트 :
  점보 그립 색연필 18색 + 점보 그립 연필 + 연필깎이 
  + 클릭앤고 물통, 붓

11 09 ..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09 .. 점보 그립 색연필 낱색 28색 2,200원 1타(12자루) 72타

11 48 .. 점보 그립 색연필 형광 낱색 5색 2,2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81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골드 2,2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82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실버 2,2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83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카퍼 2,2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84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블루 2,2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85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그린 2,2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06 점보 그립 색연필 지관 6색 12,000원 5개 150개

11 09 12 점보 그립 색연필 지관 12색 24,000원 3개 105개

11 09 16 점보 그립 색연필 틴 16색 32,000원 2개 20개

11 09 08 점보 그립 색연필 오션월드 8색 세트 29,000원 2개 100개

20 13 12 점보 그립 색연필 페인팅 18색 세트 50,000원 1개 -

20 13 52 점보 그립 색연필 서커스 18색 세트 50,000원 1개 -

3 +

11 09 06 11 09 12 11 09 16

20 13 12 20 13 5211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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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색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소프트 그립 존

＞ 부드럽고 선명한 색상의 고품질 수채 색연필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고급 안료로 만들어진 3.3mm심

＞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기재 공간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그립 색연필 스케치 & 정글 세트 :

  그립 색연필 16색 + 그립 2001 연필 + 연필깎이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24 .. 그립 색연필 낱색 36색 1,500원 1타(12자루) 72타

11 24 81 그립 색연필 메탈릭, 골드 1,500원 1타(12자루) 72타

11 24 82 그립 색연필 메탈릭, 실버 1,500원 1타(12자루) 72타

11 24 06 그립 색연필 지관 6색 7,000원 5개 245개

11 24 11 그립 색연필 삼각 케이스 8색 + 연필 2자루 13,000원 6개 66개

11 24 12 그립 색연필 지관 12색 12,000원 5개 120개

11 24 24 그립 색연필 지관 24색 24,000원 3개 60개

11 24 13 그립 색연필 틴 12색 18,000원 5개 80개

11 24 23 그립 색연필 틴 24색 35,000원 5개 40개

11 24 35 그립 색연필 틴 36색 50,000원 3개 33개

11 24 57 그립 색연필 로켓 15색 세트 19,000원 1개 21개

11 24 36 그립 색연필 스튜디오 36색 박스 50,000원 1개 10개

11 24 50 그립 색연필 스케치 16색 세트 30,000원 2개 -

11 24 52 그립 색연필 정글 16색 세트 30,000원 2개 -

6 +

11 24 ..

11 24 06 11 24 12 11 24 24

11 24 50 11 24 52 11 24 57

11 24 3511 24 23

Colour Grip Pe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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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세트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반짝이는 도트가 있는 화려한 색상의 색연필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색연필 노출 창과 꽃무늬 디자인이 돋보이는 틴 세트

  (12색, 20색)

＞이동 시 보관하기 용이한 펜슬 롤 세트

＞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틴 20색 세트:
  스파클 색연필 20색 + 슬리브 미니 연필깎이 1홀

＞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펜슬 롤 20색 세트:
  스파클 색연필 20색 + 스파클 연필 + 슬리브 미니 
  연필깎이 1홀 + 슬리브 미니 지우개 + 펜슬 롤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20 17 37 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틴 12색 세트 19,000원 - -

20 16 41 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틴 20색 세트 35,000원 - -

20 17 38 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펜슬 롤 20색 세트 39,000원 - -

20 16 4120 17 37

20 1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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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2 01

11 16 04

11 16 05

11 16 12

11 82 02

11 82 12

11 82 14

11 82 05 

02 05 1401 12

05

11 82 ..

11 83 ..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82 01 스파클 연필, 펄 / 로즈 - B 1,5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02 스파클 연필, 펄 / 그레이 - B 1,5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05 스파클 연필, 펄 / 터키 - B 1,5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12 스파클 연필, 펄 / 핑크 - B 1,5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14 스파클 연필, 펄 / 골드 - B 1,500원 1타(12자루) 72타

11 83 05 스파클 연필, 화이트 - B 1,500원 1타(12자루) 72타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6 04 점보 스파클 연필, 펄 / 퍼플 - B 2,500원 1타(12자루) 72타

11 16 05 점보 스파클 연필, 펄 / 터키 - B 2,500원 1타(12자루) 72타

11 16 12 점보 스파클 연필, 펄 / 핑크 - B 2,500원 1타(12자루) 72타

스파클 연필

점보 스파클 연필

＞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 반짝이는 도트가 있음

＞ 삼각형 모양으로 쥐기 쉬움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1가지 경도: B

＞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 반짝이는 도트가 있음

＞ 점보 삼각형 모양으로 쥐기 쉬움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심두께 : 3.2mm

＞ 1가지 경도: B

11 82 01

11 82 02

11 82 12

11 82 14

11 82 05 

Sparkle Pe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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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그립 2001 투톤 연필

＞ 친환경 수성페인트의 투톤 그립 2001 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특허받은 미끄럼 방지 그립존

＞ 고품질의 흑연 연필 2mm 심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컬러 : 레드/오렌지, 로즈/핑크, 

            라이트블루/블루, 라이트그린/그린 

＞ 경도 : B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51 70 22 그립 2001 투톤 연필, 레드/오렌지 1.1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28 그립 2001 투톤 연필, 로즈/핑크 1.1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52 그립 2001 투톤 연필, 라이트블루/블루 1.1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60 그립 2001 투톤 연필, 라이트그린/그린 1.100원 1타(12자루) 72타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9 28 점보 그립 투톤 연필, 로즈/핑크 2,100원 1타(12자루) 72타

11 19 30 점보 그립 투톤 연필, 레드/오렌지 2,100원 1타(12자루) 72타

11 19 31 점보 그립 투톤 연필, 라이트블루/블루 2,100원 1타(12자루) 72타

11 19 32 점보 그립 투톤 연필, 라이트그린/그린 2,100원 1타(12자루) 72타

점보 그립 투톤 연필

＞ 친환경 수성페인트의 투톤 점보 그립 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특허받은 미끄럼 방지 그립존

＞ 고품질의 흑연 연필 3.2mm 심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컬러 : 로즈/핑크, 레드/오렌지, 

            라이트블루/블루, 라이트그린/그린

＞ 경도 : B

6 +

11 19 28

51 70 22

11 19 30

51 70 28

11 19 31

51 70 52

11 19 32

51 7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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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그립 2001 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소프트 그립 존

＞ 고품질의 흑연 연필 2mm 심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컬러 1가지 경도 : B 

＞ 실버 5가지 경도 : HB, B, 2B, H, 2H

＞ 그립 2001 연필 3가지 컬러 : 실버, 레드, 블루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70 02 그립 2001 연필, 실버 - 2B 1.000원 1타(12자루) 72타

11 70 01 그립 2001 연필, 실버 - B 1.000원 1타(12자루) 72타

11 70 00 그립 2001 연필, 실버 - HB 1.000원 1타(12자루) 72타

11 70 11 그립 2001 연필, 실버 - H 1.000원 1타(12자루) 72타

11 70 12 그립 2001 연필, 실버 - 2H 1.0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21 그립 2001 연필, 레드 - B 1,1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51 그립 2001 연필, 블루 - B 1,100원 1타(12자루) 72타

11 72 00 그립 2001 지우개 연필 - HB 1.100원 1타(12자루) 72타

11 72 01 그립 2001 지우개 연필 - B 1.100원 1타(12자루) 72타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9 00 점보 그립 연필, 실버 - B 2,000원 1타(12자루) 72타

11 19 21 점보 그립 연필, 레드 - B 2,000원 1타(12자루) 72타

28 03 52 점보 그립 연필, 블루 - B 2,000원 1타(12자루) 72타

점보 그립 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소프트 그립 존

＞ 고품질의 흑연 연필 3.2mm 심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기재 공간

＞ 점보 그립 연필 3가지 컬러 : 실버, 레드, 블루

＞ 경도 : B

11 19 21

11 19 00

28 03 52

51 70 21

11 70 00

51 70 51

6 +

그립 2001 지우개 연필

＞ 그립 2001 지우개 연필 : HB, B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삼각형의 지우개 팁 장착

Grip Pe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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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25 00 골드파버 연필 - HB 600원 1타(12자루) 240타

11 25 01 골드파버 연필 - B 600원 1타(12자루) 240타

11 68 00 골드파버 지우개 연필 - HB 700원 1타(12자루) 156타

11 68 01 골드파버 지우개 연필 - B 700원 1타(12자루) 156타

11 68 02 골드파버 지우개 연필 - 2B 700원 1타(12자루) 156타

90 00 10 골드파버 6입 틴 케이스 7,000원 - 160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1 00 블랙파버 연필 - HB 400원 1타(12자루) 240타

11 11 01 블랙파버 연필 - B 400원 1타(12자루) 240타

11 12 00 블랙파버 지우개 연필 - HB 500원 1타(12자루) 156타

11 12 01 블랙파버 지우개 연필 - B 500원 1타(12자루) 156타

11 12 02 블랙파버 지우개 연필 - 2B 500원 1타(12자루) 156타

11 90 86 블랙파버 6입 틴 세트 5,500원 - 160타

골드파버 연필

블랙파버 연필

＞ 우수한 품질의 연필

＞ 파란색과 금색 스트라이프의 육각형 모양

＞ 경도 : 연필 HB, B / 지우개 연필 HB, B, 2B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우수한 품질의 연필

＞ 검정색의 육각형 모양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경도: 연필 HB, B / 지우개 연필 HB, B, 2B 

＞ 6입 경도: HB(3자루), B(3자루)

11 25 00

11 11 01

11 68 00

11 12 00

9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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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3 62

11 83 66

11 83 67

11 83 68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29 00 보난자 연필 - HB 400원 1타(12자루) 240타

11 29 01 보난자 연필 - B 400원 1타(12자루) 240타

11 20 00 보난자 지우개 연필 - HB 500원 1타(12자루) 156타

11 20 01 보난자 지우개 연필 - B 500원 1타(12자루) 156타

11 20 02 보난자 지우개 연필 - 2B 500원 1타(12자루) 156타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83 62 모티브 연필 - B 꿀벌 500원 1타(12자루) 240타

11 83 66 모티브 연필 - B 얼룩소 500원 1타(12자루) 240타

11 83 67 모티브 연필 - B 무당벌레 500원 1타(12자루) 240타

11 83 68 모티브 연필 - B 기린 500원 1타(12자루) 240타

보난자 연필

모티브 연필

＞ 우수한 품질의 연필

＞ 오렌지색의 육각형 모양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경도 : 연필 HB, B / 지우개연필 HB, B, 2B 

＞ 우수한 품질의 연필

＞ 동물 무늬의 삼각형 모양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1가지 경도 : B 

11 29 00

11 20 00

Pe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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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채 색연필

＞ 육각형 모양의 고품질 색연필

＞ 수채화 기법으로 표현 가능

＞ 각각의 제품에 붓 포함

＞ 라운드 케이스에 물컵 포함

＞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기재 공간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수채 색연필 36색 이상 금&은 색상 포함

＞ 수채 색연필 틴 48색 :
   수채 색연필 48색 + 그립 2001 연필
   + 연필깎이 + 지우개 + 붓

＞ 수채 색연필 틴 60색 :
   수채 색연필 60색 + 그립 2001 연필
   + 연필깎이 + 지우개 + 붓

11 59 29 11 59 30 11 44 12 11 59 12 11 59 24 11 59 36

8 +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59 29 수채 색연필 틴 12색 9,500원 - 96개

11 59 30 수채 색연필 틴 24색 20,000원 - 48개

11 59 31 수채 색연필 틴 36색 28,000원 - 32개

11 59 33 수채 색연필 틴 48색 36,000원 - 18개

11 59 64 수채 색연필 틴 60색 43,000원 - 12개

11 59 12 수채 색연필 라운드 틴 12색 9,500원 12개 96개

11 59 24 수채 색연필 라운드 틴 24색 20,000원 6개 48개

11 59 36 수채 색연필 라운드 틴 36색 28,000원 6개 48개

11 44 12 수채 색연필 미니 지관 12색 3,500원 - 288개

11 59 33

11 59 64

11 5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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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8 93

11 58 44 11 58 45 11 58 51 11 58 26 11 58 27 11 58 28

11 58 4911 58 46

일반 색연필

＞ 육각형 모양의 고품질 색연필

＞ 선명하고 지속력 있는 색상의 부드러운 심

＞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기재 공간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일반 색연필 36색 이상 금&은 색상 포함

＞일반 색연필 틴 48색 :
   일반 색연필 48색 + 그립 2001 연필 (2자루)
   + 연필깎이 + 지우개

＞일반 색연필 틴 60색 :
   일반 색연필 60색 + 그립 2001 연필 (2자루)
   + 연필깎이 + 지우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58 44 일반 색연필 틴 12색 9,000원 - 96개

11 58 45 일반 색연필 틴 24색 18,000원 - 48개

11 58 46 일반 색연필 틴 36색 25,000원 - 32개

11 58 49 일반 색연필 틴 48색 33,000원 - 18개

11 58 93 일반 색연필 틴 60색 40,000원 - 12개

11 58 26 일반 색연필 라운드 틴 12색 9,000원 12개 96개

11 58 27 일반 색연필 라운드 틴 24색 18,000원 6개 48개

11 58 28 일반 색연필 라운드 틴 36색 25,000원 6개 48개

11 58 51 일반 색연필 미니 지관 12색 3,000원 - 288개

11 58 54 일반 색연필 지관 24색 13,000원 - 72개

8 +

Colour Pe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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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6 ..

점보 색연필

＞ 육각형 점보 색연필

＞ 6mm의 두꺼운 심

＞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기재 공간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애니메이션 그립 색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소프트 그립 존

＞ 색칠한 뒤 지울 수 있어 일반 연필과 색연필의 

   장점을 모두 겸비함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수성의 광택제로 코팅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6 .. 점보 색연필 낱색 10색 1,200원 1타(12개) 96타

11 16 06 점보 색연필 지관 6색 7,000원 10개 120개

11 16 08 점보 색연필 미니 지관 8색 5,500원 6개 144개

11 16 10 점보 색연필 지관 10색 11,000원 6개 60개

11 16 22 점보 색연필 지관 12색 + 점보연필깎이 12,000원 6개 60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66 13 애니메이션 그립 색연필 지관 10색 12,000원 5개 175개

11 66 13

11 16 06 11 16 10 11 16 22 11 16 08

8 +

점보 색연필 
12색

이미지 요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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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펜

＞ 선명한 색상

＞ 펜 뚜껑을 연결하여 블럭 놀이 활용 가능

＞ 정제수와 인체에 무해한 잉크 사용 (형광펜 컬러는 제외)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버스 틴 케이스 :

   커넥터펜 33색 + 커넥터 클립 6개 

＞ 트래블러 틴 케이스 :

   커넥터펜 40색 + 커넥터 클립 6개 + 트래블러 컬러링 북 1개(16매)

11 15 0A 15 50 77

15 50 77

15 55 32 15 55 35

15 50 71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5 0A 커넥터펜 10색, 기프트 케이스 5,000원 10개 60개

15 50 77 커넥터펜 30색, 기프트 케이스 15,000원 - 14개

15 50 71 커넥터펜 60색, 기프트 케이스 27,000원 - 8개

15 55 32 커넥터펜 33색, 버스 틴 케이스 25,000원 - 12개

15 55 35 커넥터펜 40색, 트래블러 틴 케이스 20,000원 - 6개

15 50 53E

커넥터펜 메모리카드 세트

＞ 커넥터펜 10색

＞ 메모리 게임 카드

  - 영어 단어 공부에 유용함

  - 카드 위에 색칠 가능함

  - 기억력 향상을 위한 게임 가능

  - 같은 모양의 카드가 2장씩 들어있으며

     총 40장의 카드 구성 (설명서 2장 내포)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5 50 53E 커넥터펜 10색 메모리카드 세트 7,000원 - 36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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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0 23 12 50 29

99 05 06 99 05 07

커넥터 수채 물감

＞ 밝고 선명한 수채 물감 

＞ 혼합이 쉽고 모든 드로잉에 적합함

＞ 투명한 커버 케이스는 팔레트로 사용 가능

＞ 혁신적인 디자인의 제품 케이스

   (물감 용기는 각각 낱개로 분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조립 가능)

＞ 12색 세트 구성 

   커넥터 물감 12색 + 화이트 물감 + 그립 브러쉬 

   클릭앤고 붓 2자루 + 클릭앤고 물통

＞ 24색 세트 구성 

   커넥터 물감 24색 + 화이트 물감 + 그립 브러쉬

   클릭앤고 붓 2자루 + 클릭앤고 물통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2 50 23 커넥터 수채 물감 12색 18,000원 - 20개

12 50 29 커넥터 수채 물감 24색 28,000원 - 12개

99 05 06 커넥터 수채 물감 12색 SET 32,000원 - 10개

99 05 07 커넥터 수채 물감 24색 SET 42,000원 - 10개

6 + 8 +

Connector Watercolours & Watercolour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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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 10 18 15 17 18 15 70

클릭앤고 물통

＞ 접을 수 있는 형태의 물통으로 보관이 쉬움

＞ 붓을 놓을 수 있는 윗면은 웨이브 형태

＞ 고무 재질로 세척이 쉬움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15 10 클릭앤고 물통, 블루 4,000원 6개 144개

18 15 17 클릭앤고 물통, 레드 4,000원 6개 144개

18 15 70 클릭앤고 물통, 라이트 그린 4,000원 6개 144개

18 15 12

18 15 29
18 15 13

클릭앤고 붓

＞ 붓 머리를 집에 넣을 수 있어 제품 손상 방지

＞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붓질할 때 사용감이

   편리하고 부드러움

＞ 2호, 8호 (라운드)

＞ 6호, 10호, 12호 (플랫) : 짧고 뻣뻣한 모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15 07 클릭앤고 붓 2호 4,000원 5개 100개

18 15 12 클릭앤고 붓 8호 4,500원 5개 100개

18 15 13 클릭앤고 붓 10호 4,500원 5개 100개

18 15 29 클릭앤고 붓 블리스터(6호, 12호) 9,000원 5개 160개

그립 페인트 브러쉬

＞ 쉽고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고안된 소프트 그립존

＞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부드럽고 유연한 합성모 브러쉬

＞ 그립 페인트 브러쉬 사이즈 : 2호, 6호, 10호, 12호

＞ 그립 페인트 브러쉬 파스텔 사이즈 : 4호, 8호, 10호, 12호

18 16 00 48 16 20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16 00 그립 페인트 브러쉬 4입 6,000원 10개 100개

48 16 20 그립 페인트 브러쉬 파스텔 4입 6,000원 1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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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 03 20 12 04

어린이용 앞치마

＞ 어린이용 긴소매 앞치마 제품 

＞ 매우 편안한 고무 손목 밴드

＞ 길이 : 110cm 

＞ 연령 : 5세 ~10세

＞ 앞부분에 작은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음

＞ 뒷부분에 벨크로가 부착되어 탈부착 가능

＞ 30°C 온수에서 세척 

＞ 작은 포켓으로 패킹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20 12 03 어린이용 앞치마, 블루 13,000원 5개 120개

20 12 04 어린이용 앞치마, 레드 13,000원 5개 120개

그립 파인펜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소프트 그립 존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선 긋기와 스텐실에 적합함

＞ 통풍이 잘 되는 캡

＞ 심두께: 0.4mm

15 16 ..

15 16 10 15 16 1115 16 20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5 16 .. 그립 파인펜 낱색 (20컬러) 1,100원 10개 -

15 16 10 그립 파인펜 10색 비닐 케이스 8,000원 10개 70개

15 16 11 그립 파인펜 10색 삼각 플라스틱 케이스 9,000원 10개 60개

15 16 20 그립 파인펜 20색 비닐 케이스 17,000원 6개 54개

15 53 10 15 53 20

그립 컬러 마커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소프트 그립 존

＞ 3kg의 압력을 견디는 통풍이 잘 되는 캡

＞ 식용 안료로 만들어진 수용성 잉크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선명하고 밝은 컬러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5 53 10 그립 컬러 마커 10색 비닐 케이스 6,000원 10개 140개

15 53 20 그립 컬러 마커 20색 비닐 케이스 10,000원 5개 55개

WASHABLE

Accessory &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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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50099

25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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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5

63

21

64

32

80

36

97

43

99

캘리그라피 붓 펜

＞ 부드러운 브러쉬 팁으로 서체, 글쓰기를 탁월하게 

   표현할 수 있음

＞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며, 섬유에 묻었을 때 

   수용성 제품이라, 쉽게 지워짐

＞ 붓 펜 형식으로 얇은 선부터 두꺼운 선까지 표현 가능

＞ 12가지 컬러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55 15 12 캘리그라피 붓 펜 12색 15,000원 10개 60개

257050006 캘리그라피 붓 펜, 옐로우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15 캘리그라피 붓 펜, 오렌지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21 캘리그라피 붓 펜, 레드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32 캘리그라피 붓 펜, 핑크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36 캘리그라피 붓 펜, 퍼플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43 캘리그라피 붓 펜, 블루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44 캘리그라피 붓 펜, 라이트 블루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63 캘리그라피 붓 펜, 그린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64 캘리그라피 붓 펜, 에메랄드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80 캘리그라피 붓 펜, 브라운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97 캘리그라피 붓 펜, 그레이 1,5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99 캘리그라피 붓 펜, 블랙 1,500원 1타(10개) 150타

스탬프 마커

＞ 밝고 선명한 색상과 창의적인 디자인

＞ 양면 스탬프 구성 20가지 모양

＞ 잉크 패드 없이 사용 가능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지는 수용성 잉크

＞ 10색 : 양면 스탬프 20가지 디자인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55 26 01 스탬프 마커 10색, 양면 10,000원 12개 144개

Stamp Markers
• Make designing extra fun and creative
• Double header stamp
• Safe for children
• Water-based ink, Washable
• Available in 6 and 10 colours

Available fun shapes

Colourful endless
fun stamping

Colours are washable
from most textiles

Two-sided stamp
marker

Box of 10 Colours
552601

Box of 6 Colours
552600

NewNew

Art No. & Descriptions Barcode Qty / Carton

144 boxes

240 boxes552600 New
Hangtab cardboard box
of 6 stamp markers

552601 New
Hangtab cardboard box
of 10 stamp markers

5 5 5 6 8 4 6 7 5 6 3 79

5 5 5 6 8 4 6 7 5 6 6 89

Stamp Markers
For a colourful fun stamping

Stamp Markers
• Make designing extra fun and creative
• Double header stamp
• Safe for children
• Water-based ink, Washable
• Available in 6 and 10 colours

Available fun shapes

Colourful endless
fun stamping

Colours are washable
from most textiles

Two-sided stamp
marker

Box of 10 Colours
552601

Box of 6 Colours
552600

NewNew

Art No. & Descriptions Barcode Qty / Carton

144 boxes

240 boxes552600 New
Hangtab cardboard box
of 6 stamp markers

552601 New
Hangtab cardboard box
of 10 stamp markers

5 5 5 6 8 4 6 7 5 6 3 79

5 5 5 6 8 4 6 7 5 6 6 89

Stamp Markers
For a colourful fun stamping

Stamp Markers
• Make designing extra fun and creative
• Double header stamp
• Safe for children
• Water-based ink, Washable
• Available in 6 and 10 colours

Available fun shapes

Colourful endless
fun stamping

Colours are washable
from most textiles

Two-sided stamp
marker

Box of 10 Colours
552601

Box of 6 Colours
552600

NewNew

Art No. & Descriptions Barcode Qty / Carton

144 boxes

240 boxes552600 New
Hangtab cardboard box
of 6 stamp markers

552601 New
Hangtab cardboard box
of 10 stamp markers

5 5 5 6 8 4 6 7 5 6 3 79

5 5 5 6 8 4 6 7 5 6 6 89

Stamp Markers
For a colourful fun stamping

55 26 01

WASHABLESTAMPINGTWO-Sided
stamp marker

Stamp Markers
• Make designing extra fun and creative
• Double header stamp
• Safe for children
• Water-based ink, Washable
• Available in 6 and 10 colours

Available fun shapes

Colourful endless
fun stamping

Colours are washable
from most textiles

Two-sided stamp
marker

Box of 10 Colours
552601

Box of 6 Colours
552600

NewNew

Art No. & Descriptions Barcode Qty / Carton

144 boxes

240 boxes552600 New
Hangtab cardboard box
of 6 stamp markers

552601 New
Hangtab cardboard box
of 10 stamp markers

5 5 5 6 8 4 6 7 5 6 3 79

5 5 5 6 8 4 6 7 5 6 6 89

Stamp Markers
For a colourful fun stamping

Stamp Markers
• Make designing extra fun and creative
• Double header stamp
• Safe for children
• Water-based ink, Washable
• Available in 6 and 10 colours

Available fun shapes

Colourful endless
fun stamping

Colours are washable
from most textiles

Two-sided stamp
marker

Box of 10 Colours
552601

Box of 6 Colours
552600

NewNew

Art No. & Descriptions Barcode Qty / Carton

144 boxes

240 boxes552600 New
Hangtab cardboard box
of 6 stamp markers

552601 New
Hangtab cardboard box
of 10 stamp markers

5 5 5 6 8 4 6 7 5 6 3 79

5 5 5 6 8 4 6 7 5 6 6 89

Stamp Markers
For a colourful fun stamping

더블팁 마커

＞ 마커 양쪽 끝에 2가지 두께의 팁으로 구성

＞ 넓은 컬러링에 적합한 두꺼운 팁

＞ 선 표현에 적합한 얇은 팁

＞ 수성 잉크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5 11 09 네온 더블팁 마커 10색 비닐 케이스 7,000원 10개 -

15 11 10 더블팁 마커 10색 비닐 케이스 7,000원 10개 -

15 11 1015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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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yons

줄리어스 만년필

＞ 부드러운 인체공학적인 펜

＞ 이름 기재 공간

＞ 이리듐으로 만들어진 펜 촉으로 필기감이 부드러움

＞ 왼손잡이용과 오른손잡이용으로 나뉘어 출시

＞ 굴곡있는 모양으로 쉽게 굴러 떨어지지 않음

＞ 몸체에 투명한 부분으로 잉크 잔량 확인 가능

14 98 0514 98 01

14 98 46

14 98 47

14 98 78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4 98 01 줄리어스 만년필, 블리스터 / 그린(왼손잡이) 25,000원 5개 50개

14 98 05 줄리어스 롤러펜, 블리스터 / 그린 20,000원 5개 50개

14 98 46 줄리어스 만년필, 핑크 25,000원 - 95개

14 98 47 줄리어스 만년필, 블루 25,000원 - 95개

14 98 78 줄리어스 만년필, 블랙베리 25,000원 - 95개

크레파스

＞ 오일 파스텔 재질의 매우 부드러운 사용감

＞ 유리나 메탈 및 코팅 재질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어린이에게 안전한 무독성 제품

＞ 24색, 48색 세트 상품에 금색과 은색 포함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33 00 12 크레파스 12색 5,000원 12개 72개

33 00 24 크레파스 24색 8,000원 - 12개

33 00 48 크레파스 48색 15,000원 - 12개

33 00 12 33 00 24 33 0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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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 크레용

＞ 지우개로 지워지는 그립 점보 크레용 12색

＞ 소프트한 그립 존으로 피로감이 적음  

＞ 인체공학적인 삼각형 몸체 

＞ 손에 묻지 않아 어린이들이 놀이하기에 적합

＞ 단단한 제형이며 점보 사이즈라 손이 작은 어린이들이

   쉽게 잡을 수 있음 

＞ 연령 : 4세 이상 

핑거 크레용

＞ 4세 이상용 핑거 크레용 : 6색

＞ 손가락을 이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짐

＞ 단단한 제형으로 만들어져 쉽게 부러지지 않음

＞ 왁스 성분이 없어 무독성이라 깨끗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

＞ 지우기 쉬운 장점이 있음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2 04 04 핑거 크레용 6색 9,000원 5개 45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2 25 40 그립 점보 크레용 12색 6,000원 12개 108개

12 00 24 일반 왁스 크레용 24색 10,000원 6개 48개

12 25 40 12 00 24

12 04 04

드롭 크레용

＞ 3세 이상용 드롭 크레용 : 4색

＞ 손으로 움켜잡기 편한 모양으로 만들어짐

＞ 단단한 제형으로 만들어져 쉽게 부러지지 않음

＞ 왁스 성분이 없는 무독성이라 깨끗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

＞ 지우기 쉬운 장점이 있음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2 04 05 드롭 크레용 4색 9,000원 5개 20개

3 +

12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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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0 00 99 00 01

＞ 고급 용지로 제작한 고품질 어린이용 스케치북

＞ 8절 스케치북 : 357 X 257mm

   도화지 180g/㎡ X 20매

＞ A4 스케치북 : 297 X 210mm

   도화지 160g/㎡ X 20매

어린이용 스케치북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99 00 00 스케치북 (8절) 5,000원 - 30개

99 00 01 A4 스케치북 4,500원  - -

99 00 00 99 00 01

18 71 19

18 71 3118 72 8218 72 01

18 71 18 18 72 10

더스트프리 지우개

＞ 부드러운 사용감의 무독성 고품질 지우개

＞ 탁월하게 지워지며 인체에 무해함  

＞ 지우개 모서리 라운딩 처리, 잘 부러지지 않음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지우개 가루가 한 줄로 뭉침

＞ 6가지 컬러 : 화이트, 블루, 블랙,

                     파스텔 블루, 핑크, 그린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71 23 더스트프리 지우개, 화이트 / 대 900원 1갑(20개) 30갑

18 71 81 더스트프리 지우개, 블루 / 대 900원 1갑(20개) 30갑

18 72 66 더스트프리 지우개, 블랙 / 대 900원 1갑(20개) 30갑

18 72 01 더스트프리 지우개, 블루 / 중 800원 1갑(24개) 30갑

18 72 82 더스트프리 지우개, 블랙 / 중 800원 1갑(24개) 30갑

18 71 31 더스트프리 지우개, 화이트 / 미니 700원 1갑(30개) 30갑

18 71 20-2 더스트프리 지우개, 화이트 / 대 / 2입 2,000원 1갑(10개) 30갑

18 71 26 더스트프리 지우개, 화이트 / 대 / 8입 6,000원 1봉(8개) -

18 71 18 더스트프리 지우개 파스텔, 블루 800원 1갑(24개) 30갑

18 71 19 더스트프리 지우개 파스텔, 핑크 800원 1갑(24개) 30갑

18 72 10 더스트프리 지우개 파스텔, 그린 800원 1갑(24개) 30갑

Sketchbook & Era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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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5 39

18 23 20 18 23 21

18 95 20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95 20 PVC - Free 지우개, 레드 900원 1갑(20개) 30갑

18 85 39 PVC - Free 지우개, 그린 900원 1갑(20개) 30갑

PVC-Free 지우개

＞ 우수한 품질

＞ 연필을 지울 때 이상적  

＞ 2가지 컬러 : 레드, 그린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70 00 그립 2001 지우개 캡, 그레이 2pcs 1,500원 1갑(24개) 36갑

18 70 01 그립 2001 지우개 캡 ,컬러 2pcs

(그레이/레드, 그레이/블루)

1,500원 1갑(24개) 36갑

그립 2001 지우개 캡

＞ PVC Free 지우개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연필심을 보호하거나 몽당연필의 깍지로 사용 가능

＞ 3가지 컬러 : 그레이, 블루, 레드

18 70 00 18 70 01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23 20 오션 지우개, 화이트 1,500원 1갑(12개) 24갑

18 23 21 오션 지우개, 레드 / 블루 1,500원 1갑(12개) 24갑

오션 지우개

＞ PVC Free 지우개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인체공학적인 물결 모양으로 사용이 편리

＞ 3가지 컬러 : 화이트, 레드,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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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sers & Sharpeners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71 00 그립 2001 지우개, 그레이 2,500원 1갑(10개) 42갑

18 71 01 그립 2001 지우개, 레드 / 블루 2,500원 1갑(10개) 42갑

그립 2001 지우개

＞ PVC Free 지우개

＞ 우수한 품질의 지우개

＞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3가지 컬러 : 그레이, 레드, 블루

18 71 00

18 71 01

18 71 01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23 40 코스모 지우개, 화이트 2,500원 1갑(12개) 24갑

18 23 41 코스모 지우개, 레드 / 블루 2,500원 1갑(12개) 24갑

18 23 42 코스모 미니 지우개, 화이트 1,500원 1갑(24개) 24갑

18 23 43 코스모 미니 지우개, 레드 / 블루 1,500원 1갑(24개) 24갑

＞ PVC Free 지우개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인체공학적인 우주선 모양으로 사용이 편리

＞ 3가지 컬러 : 화이트, 레드, 블루  

코스모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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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24 00 슬리브 지우개, 블랙 3,500원 1갑(12개) 24갑

18 24 01 슬리브 지우개, 레드 / 블루 3,500원 1갑(12개) 24갑

18 24 02 슬리브 지우개, 그린 3,500원 1갑(12개) 24갑

18 24 10 슬리브 미니 지우개, 블랙 2,500원 1갑(24개) 24갑

18 24 11 슬리브 미니 지우개, 레드 / 블루 2,500원 1갑(24개) 24갑

18 24 12 슬리브 미니 반투명 지우개, 
레드 / 블루 / 그린

2,500원 1갑(24개) 24갑

슬리브 지우개

＞ PVC Free 지우개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인체공학적인 모양으로 사용이 편리

＞ 플라스틱 슬리브가 있어 깨끗한 보관이 가능

＞ 7가지 바디 컬러 : 레드, 블루, 블랙, 그린

                           반투명 레드 / 블루 / 그린

18 35 68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35 68 애플 연필깎이 (로즈, 다크블루, 터키) 2,200원 1갑(12개) 6갑

애플 연필깎이

＞ 투홀 연필깎이 (대, 소)

＞ 투명한 형광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

＞ 일반 연필, 점보 연필, 색연필 모두 사용 가능

＞ 3가지 바디 컬러 : 로즈, 다크블루, 터키

18 24 12

18 24 1218 24 10 18 24 1118 24 01 18 2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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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 Sharpeners & Accessories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 보통 연필과 점보 연필 및 색연필에 사용 가능

＞ 위 아래 뚜껑에 연필 찌꺼기 수거함 부착

＞ 5가지 컬러 : 실버, 레드, 블루, 연두, 블랙

그립 2001 미니 연필깎이

＞ 미니 그립 디자인의 1홀 연필깎이

＞ 작은 사이즈로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

＞ 연필 및 색연필 사용 가능

＞ 3가지 컬러 : 실버, 레드, 블루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38 00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실버 4,500원 1갑(10개) 30갑

18 38 01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레드 / 블루 4,500원 1갑(10개) 30갑

18 38 02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연두 4,500원 1갑(10개) 30갑

28 38 99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블랙 4,500원 1갑(10개) 30갑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37 00 그립 2001 미니 연필깎이, 실버 2,500원 1갑(10개) 48갑

18 37 10 그립 2001 미니 연필깎이, 레드 / 블루 2,500원 1갑(10개) 48갑

18 37 00 18 37 10

18 38 00 18 38 01 18 38 02 28 38 99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70 94 택잇 50g, 컬러 3,000원 1갑(25개) 6갑

58 91 50 택잇 50g, 화이트 2,500원 1갑(25개) 6갑

TACK-IT

＞ 탈부착 / 재사용 가능한 접착 고무

＞ 창의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손에 붙지 않고 위생적이며, 탈부착이 쉬운 사각형 커팅 

＞ 화이트, 컬러(6가지 : 바이올렛, 블루, 라이트 그린, 옐로우, 

                                   오렌지, 핑크)

58 91 5018 70 94

Hang it Stick it Hol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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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0 15

57 30 5157 30 35
57 31 35

95 25 00 95 26 00 95 27 00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59 70 15 색연필 롤 파우치 64홀 15,000원 - 50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57 30 35 그립 필통, 그레이 15,000원 1갑(4개) 48개

57 30 51 그립 필통, 블루 15,000원 1갑(4개) 48개

57 31 35 그립 파우치, 그레이 8,000원 1갑(4개) 400개

색연필 롤 파우치 64홀

그립 필통

파버카스텔 핸들 연필깎이

＞ 캔버스 재질, 64홀

＞ 에바 재질의 앞면 투명, 뒷면 반투명 포장지

＞ 연필, 색연필 부러짐 방지와 오염 방지를 위한 주머니

＞ 색연필, 에코 피그먼트 펜, 아티스트 펜, 점보 색연필 외  

   드로잉 액세서리 보관 가능

＞ 그립 시리즈 도트 무늬 펜슬 케이스

＞ 펜슬을 고정할 수 있는 고무밴드

＞ 분리형 포켓으로 소지품 분리 가능

＞ 오래가는 강철 회전식 칼날로 날카롭게 깎임

＞ 연필심이 깨지지 않도록 제작된 날카로운 칼날 사용

＞ 하단의 연필깎이는 연필심이 짧게 깎임

＞ 규격 : W 57mm X H 100mm X D 74mm

＞ 투홀 : 8mm (핸들 손잡이)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21 핸들 연필깎이, Mini size 8,500원 1갑(12개) 96개

18 21 01 핸들 연필깎이, 옐로우 Mini size 8,500원 1갑(12개) 96개

18 21 02 핸들 연필깎이, 레드 Mini size 8,500원 1갑(12개) 96개

18 21 03 핸들 연필깎이, 블루 Mini size 8,500원 1갑(12개) 96개

18 22 핸들 연필깎이, Big size 9,500원 1갑(12개) 48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95 25 00 파버카스텔 핸들 연필깎이, 그린 10,000원 1갑(10개) 60개

95 26 00 파버카스텔 핸들 연필깎이, 블랙 10,000원 1갑(10개 60개

95 27 00 파버카스텔 핸들 연필깎이, 화이트 10,000원 1갑(10개 60개

핸들 연필깎이

＞ 컬러풀하고 심플한 디자인

＞ 8mm 연필에 맞는 표준형 연필깎이

＞ 반영구적인 정교하고 날카로운 칼날과 찌꺼기 

   수거함 장착

＞ 데스크 클램프 (책상 고정 장치) 포함



3434

Grip Series

미끄럼 방지용
부드러운
GRIP Zone

손의 피로를 덜어
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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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 그립 연필

그립 2001 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고품질의 흑연 연필 3.2mm 심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기재 공간
＞점보 그립 연필 경도 : B
＞점보 그립 연필 \2,000 (실버, 레드, 블루)
＞점보 스파클 연필 \2,500 (퍼플, 터키, 핑크)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고품질의 흑연 연필 2mm심
＞ 그립 2001 지우개 연필 2가지 경도 : HB, B
＞ 그립 2001 지우개 연필 \1,100
＞ 그립 2001 연필 실버 5가지 경도 : 2B, B, HB, H, 2H
＞ 그립 2001 연필 실버 \1,000
＞ 그립 2001 연필 레드, 블루 경도 : B
＞ 그립 2001 연필 레드, 블루 \1,100
＞ 그립 2001 연필 3가지 컬러 : 실버, 레드, 블루

11 19 00

11 72 00

11 70 00

51 70 21

 51 70 51

11 19 21

28 03 52

점보 그립 색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부드럽고 선명한 색상의 고품질 수채 색연필
＞ 고급 안료로 만들어진 3.8mm심 (형광 5.3mm심)
＞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기재 공간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 점보 그립 색연필 낱색 23색 \2,200
＞ 점보 그립 색연필 형광 낱색 5색 \2,200
＞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낱색 5색 \2,200
＞ 점보 그립 색연필 지관 6색 \12,000
＞ 점보 그립 색연필 지관 12색 \24,000
＞ 점보 그립 색연필 틴 16색 \32,000
＞ 점보 그립 색연필 오션월드 8색 세트 \29,000
＞ 점보 그립 색연필 페인팅 18색 세트 \50,000
＞ 점보 그립 색연필 서커스 18색 세트 \50,000

그립 색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부드럽고 선명한 색상의 고품질 수채 색연필
＞ 고급 안료로 만들어진 3.3mm심
＞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기재 공간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그립 색연필 낱색 36색 \1,500
＞ 그립 색연필 지관 6색 \7,000
＞ 그립 색연필 지관 12색 \12,000
＞ 그립 색연필 지관 24색 \24,000
＞ 그립 색연필 틴 12색 \18,000
＞ 그립 색연필 틴 24색 \35,000
＞ 그립 색연필 틴 36색 \50,000
＞ 그립 색연필 스케치 16색 세트 \30,000
＞ 그립 색연필 정글 16색 세트 \30,000
＞ 그립 색연필 로켓 15색 세트 \19,000

11 09 06

11 09 08

11 24 24

11 09 ..

11 24 ..

20 13 12

11 24 23

11 24 52

20 13 52

11 24 35

11 24 50 11 24 57

11 09 12 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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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파인펜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소프트 그립 존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선 긋기와 스텐실에 적합함

＞ 통풍이 잘되는 캡

＞ 심두께: 0.4mm

＞ 그립 파인펜 낱색 20색 \1,100

＞ 그립 파인펜 10색 비닐케이스 \8,000

＞ 그립 파인펜 10색 삼각 플라스틱 케이스 \9,000

＞ 그립 파인펜 20색 비닐케이스 \17,000

그립 컬러 마커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된 소프트 그립 존

＞ 3kg의 압력을 견디는 통풍이 잘되는 캡

＞ 식용 안료로 만들어진 수용성 잉크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선명하고 밝은 컬러

＞ 그립 컬러 마커 10색 비닐 케이스 \6,000

＞ 그립 컬러 마커 20색 비닐 케이스 \10,000

점보 그립 투톤 연필

그립 2001 투톤 연필

＞ 다채로운 투톤 점보 그립 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특허받은 미끄럼 방지 그립존
＞ 고품질의 흑연 연필 3.2mm 심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 컬러 : 로즈/핑크, 레드/오렌지, 
            라이트블루/블루, 라이트그린/그린
＞ 경도 : B
＞점보 그립 투톤 연필 \2,100

＞ 다채로운 투톤 그립 2001 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특허받은 미끄럼 방지 그립존
＞고품질의 흑연 연필 2mm 심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컬러 : 레드/오렌지, 로즈/핑크, 
            라이트블루/블루, 라이트그린/그린 
＞경도 : B 
＞그립 2001 투톤 연필 \1,100

15 16 ..

15 16 10

15 53 10

15 16 11

15 53 20

15 16 20

11 19 28

51 70 22

51 70 28

51 70 52

51 70 60

11 19 30

11 19 31

11 19 32

Grip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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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001 지우개

＞ PVC Free 지우개

＞ 우수한 품질의 지우개

＞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3가지 컬러 : 그레이, 블루, 레드 

＞ 그립 2001 지우개 각 \2,500원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 보통 연필과 점보 연필 및 색연필에 사용 가능

＞ 위 아래 뚜껑에 연필 찌꺼기 수거함 부착

＞ 5가지 색 : 실버, 레드, 블루, 연두, 블랙

＞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각 \4,500원

그립 2001 지우개 캡

＞ PVC Free 지우개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연필심을 보호하거나 몽당연필의 깍지로 사용 가능

＞ 3가지 컬러 : 그레이, 블루, 레드

＞ 그립 2001 지우개 캡 각 \1,500원 (2pcs)

18 38 00 18 38 01 18 38 02 28 38 99

그립 필통
＞ 그립 시리즈 도트 무늬 펜슬 케이스

＞ 펜슬을 고정할 수 있는 고무밴드

 > 분리형 포켓으로 소지품 분리 가능

 > 그립 필통  \15,000원

 > 그립 파우치 \8,000원

57 30 5157 30 35
57 31 35

18 71 00

18 71 01

그립 2001 미니 연필깎이

＞ 미니 그립 디자인의 1홀 연필깎이

＞ 작은 사이즈로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

＞ 연필 및 색연필 사용 가능

＞ 3가지 컬러 : 실버, 레드, 블루 18 37 00 18 3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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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system P&L 2m

디스플레이

P&L POS SYSTEM

POS system P&L 1m Gift shopP&L 우드 디스플레이

(800 x 600 x 17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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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s, numbers and GTIN for the Colour Grip and Connector watercolour ranges
Colour chart

컬러
코드

컬러 점보
그립

400 540
110...

컬러
그립

400 540
112…

그립
파인펜

400 540
151…

white …901 3 …401 6
light yellow glaze …904 4 …404 7
cadmium yellow glaze …405 4
cadmium yellow …907 5 …407 8 …607 1
dark cadmium yellow …408 5
dark chrome yellow …909 9 …409 2
dark cadmium orange …915 0 …415 3 …615 6
scarlet red …418 4
light magenta …919 8 …419 1 …619 4
pale geranium lake …921 1 …421 4 …621 7
fuchsia …422 1
middle purple pink …925 9 …425 2
alizarin crimson …926 6 …426 9
dark flesh …429 0
medium flesh …417 7
light flesh …932 7 …432 0
magenta …433 7
crimson …934 1 …434 4 …634 7
purple violet …428 3
blue violet …937 2 …437 5
light ultramarine …440 5
ultramarine …459 7
helioblue reddish …951 8 …451 1 …651 4
cobalt blue …943 3 …443 6
indianthrene blue …947 1 …447 4 …647 7
bluish turquoise …455 9
cobalt turquoise …953 2 …453 5
cobalt turquoise glaze …454 2
cobalt green …456 6
deep cobalt green …458 0
phthalo green …441 2
light phthalo green …462 7
emerald green …963 1 …463 4
grass green …966 2 …466 5
may green …468 9
permanent green …484 9
permanent green olive …967 9 …467 2 …667 5
olive green yellowish …473 3
Van Dyke brown …976 1 …476 4
burnt siena …483 2
burnt ochre …987 7 …487 0 …687 3
burnt dark siena …489 4
Indian red …992 1 …492 4
cold grey IV …431 3
warm grey IV …972 3 …472 6
black …999 0 …499 3 …699 6
gold …981 5 …481 8
silver …982 2 …482 5
copper …983 9 …479 5
metallic blue …984 6 …483 3
metallic green …985 3 …491 7
neon yellow …807 4 …402 3
neon orange …815 9 …403 0
neon green …863 0 …410 8
neon pink …828 9 …414 6
neon blue …851 7 …427 6

컬러
코드

컬러 커넥터
수채 물감

400 540
125...

lemon …004 3
yellow …005 0
Indian yellow …009 8
orange …014 2
pale geranium lake …022 7
middle purple pink …025 8
alizarin crimson …026 5
light flesh …032 6
crimson …034 0
blue violet …081 4
ultramarine …043 2
cobalt blue …047 0
Prussian blue …051 7
cyan blue …053 1
turquoise blue …056 2
French green …061 6
blue green …063 0
yellow green …066 1
beige …072 2
olive green …074 6
raw Umber …078 4
burnt siena …083 8
burnt ochre …087 6
black …0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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