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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여러분께,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모든 산업군을 변화시키고, 전자상거래와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은 계속해

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창의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온라

인 컬러링 템플릿 및 튜토리얼의 수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Faber-Castell의 핵심 목

표 중 하나인 동시에 미래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Faber-Castell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혁신적인 제품으로 모든 연령대의 고객들에게 창의적 경험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Faber-Castell은 불확실하고 힘든 시기에도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독일에서 가장 선호하는 필기

구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소비자의 높은 신뢰도를 얻고

새로운 제품 및 컨셉으로 소비자들을 지원합니다.

창의성은 언제나 우리의 비즈니스 방향을 결정해왔습니다. Art & Graphic 주요 제품들이 포함된 신제품‘Art & 

Graphic Limited Edition’을 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제품은 수채화의 현대적 정의인‘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입니다. Creative Studio는 준전문가 및 취미 아티스트들을 위한 새로운 트렌드 제품군으로 습식 재료, 네온 

및 메탈릭 마커 등을 제공합니다. 필기구 부문은 우리 산업에서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글을 많이 쓰거나 빠르게 

필기하는 사람들에게 가격 대비 성능 좋은 필기구를 제공합니다.

Faber-Castell의 또 다른 핵심 가치 중 하나는‘지속가능성’입니다. Faber-Castell 제품 생산 과정은 기후 중립적

입니다. Faber-Castell 자체 산림은 전 세계 모든 생산 현장의 CO2 총배출량을 보상합니다. 연필과 색연필을 위한 

목재는 지속 가능한 산림에서 제공되며,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패키지 포장 및 제품 디스플레이를 통해 지속해서 환경보호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시장조사를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를 포함하여 타겟층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Write your future"은 트렌드에 민감

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Z세대를 위한 컨셉입니다,

필기구의 경우 개인 소비자들을 위해 점차적으로 클래식한 오피스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렛저널, 

캘리그라피 혹은 손편지 등을 위한 트렌디한 필기구로 파스텔&메탈릭 컬러 형광펜을 출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에도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합니다.

Constantin Neubeck
Managing Director A.W. Faber-Castell Vertrieb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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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사회와 시장은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Faber-Castell에게 기회가

되었고, 창의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파버카스텔은 핵심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

로 한“Corporate Essentials”을 만들어 창의성과 고객 경험에 의한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Faber-Castell은 "일생의 동반자"로서 모든 연령대 고객들의 창의적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Our Vision

Our Values

Our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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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tere Informationen finden Sie auf unserer Nachhaltigkeitswebseite.
https://www.faber-castell.de/corporate/nachhaltigkeit 

TÜV-Rheinland®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프라타(Prata)에 위치한

파버카스텔 숲은 약 9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10,000헥타르에 달하는 파버카스텔 숲은 지속 가능한 목재 재고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로

전환하는 광합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합니다. 프라타에 있는 소나무 숲의 3분의 1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숲의 많은 부분이 희귀종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지속성과 더불어 자연과의 존중된 상호작용은

환경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회사

인증된 지속 가능한 산림의
목재는 Faber-Castell 
제품의 가장 중요한 원료
입니다.

Faber-Castell은 플라스틱
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대체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우개 생산 브
랜드로서, Faber-Castell은 
몸에 해로운 유연제 사용
을 금지합니다. 지우개는 
엄격한 품질관리 하에 생
산되며 PVC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고품질 원
료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
은 제품이 리필할 수 있도
록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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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Pencil
인증된 지속 가능한 임업(예: FSC, PEFC, SFI)의 목재입니다.

PVC-Free
세계적인 지우개 생산 브랜드로서, Faber-Castell은 몸에 해로운 유연제 사용을 금지합니다.
지우개는 엄격한 품질관리하에 생산되며 PVC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arbon Neutral Production
상품 제조 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인증된 프로젝트에 의해 중화됩니다.

ISO 9001 / ISO 14001
Faber-Castell의 모든 생산 현장은 국제 규범에 의한 품질 및 환경보호 기준에 충족한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Carbon Neutral Production
우리는 매년 모든 생산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관리함으로써 기후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장 배출가스는 파버카스텔 숲의 탄소 흡수를 통해 중화됩니다.

FSC®

Faber-Castell은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연필 생산에 사용되는 목재의 90% 이상이 
FSC(산림관리협의회) 인증받은 숲에서 생산됩니다.

www.fsc.org

The mark of
responsible forestry

Waterbased Varnish
Faber-Castell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필기구에 사용되는 친환경 수성 바니쉬 기술을
도입한 첫 번째 제조사입니다.

Recycled plastic / recycled cardboard
Faber-Castell은 제품이나 패키지 제작 시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대체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Refullable
모든 제품에는 고품질 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품이 리필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PEFC
Faber-Castell은 FSC 인증 목재와 PEFC 인증 목재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인증 모두 산림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용을 보장합니다.

지속가능한 약속

환경보호 인증

Recyclable cardboard
제품 패키지는 재활용 가능한 판지로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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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앤 그래픽 리미티드 에디션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 

알버트 뒤러 매그너스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

메탈릭 마커

오일 파스텔 & 미니 소프트 파스텔

고체 물감

연필류

샤프 & 볼펜류

텍스트 라이너 & 텍스타일 마커

색연필

마커류

액세서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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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t dieser außergewöhnlichen Holzkassette demonstrieren  
Sie höchste Markenkompetenz und wecken Begehrlichkeit  
beim Verbraucher. 

10

 › Die exklusive Holzkassette ist aus einem Materialmix aus  
Holz, Stahl und Aluminium  gefertigt. 

 › Aufgrund der einzigartigen Holzmaserung sowie der aufgebrachten 
Seriennummer ist jede der auf 1.761 Stück limitierten Kassetten ein 
Unikat. 

 › Die knapp 400 ausgewählten Kreativprodukte aus dem Faber-Castell 
Art & Graphic Sortiment umfassen die gesamte faszinierende Farbpa-
lette und garantieren verlässliche Qualität für höchste künstlerische 
Ansprüche.

Art & Graphic Limited Edition Holzkassette – puristisches Design für hochwertige 
Zeichenmaterialien

9

Art & Graphic Limited Edition cassette
Purist design meets premium product quality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11 00 52 아트 앤 그래픽 리미티드 에디션 2,000,000원

＞ 1761개 한정판, 시리얼 넘버 제공

＞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우드 케이스

＞ Art & Graphic 제품 약 400개의 스테디 셀러들로 구성

아트 앤 그래픽 리미디트 에디션 구성

＞ 폴리크로모스 전문가용 유성 색연필 120색

＞ 알버트 뒤러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 120색

＞ 알버트 뒤러 수채마카 30색

＞ PITT 아티스트 펜 브러쉬 60색 / 파인 라이너 4개 / 라운드 팁 2개

＞ 카스텔 9000 연필 12자루 / 점보 카스텔 9000 연필 5자루

＞ PITT 매트 흑연연필 6자루 / 아쿠아 흑연연필 5자루

＞ PITT 천연 흑연연필 3자루 / PITT 모노크롬 흑연 크레용 3자루

＞ PITT 파스텔 연필 4자루 / PITT 오일 베이스 파스텔 연필 4자루

＞ PITT 천연 목탄 연필 3자루 / PITT 압축 목탄 연필 3자루

＞ 그 외 액세서리들

11 00 52

아트 앤 그래픽 리미티드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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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16 0. ..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 30가지 낱색 5,000원

16 03 05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 5색 25,000원

16 03 10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 10색 50,000원

16 03 18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 16색

(수채 마커16색 + 워터 브러쉬)
90,000원

16 03 20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 20색 100,000원

16 03 30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 30색 150,000원

16 03 30

16 03 1816 03 10

16 0. ..

＞ 고품질의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

＞ 높은 발색력과 내광성이 우수함

＞ 통일된 색상 시스템으로 다른 제품들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

＞ 브러시 팁과 펠트 팁 2가지 구성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 구성

＞ 30가지 낱색

＞ 5색, 10색, 20색, 30색

＞16색 + 워터 브러쉬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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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뒤러 전문가용 매그너스 수채 색연필 

＞ 5.3mm의 두꺼운 방수성의 심으로 잘 뭉개지지 않음

＞ 고급 안료 사용으로 최고의 발광성과 발색력 표현

＞ 넓은 면적을 빠르게 드로잉 가능 

알버트 뒤러 전문가용 매그너스 수채 색연필 구성 

＞ 30가지 낱색

＞ 18색 + 워터 브러쉬 + 펜슬 롤 45홀

＞ 30색 + 브러쉬 + 2홀 연필깎이 + 수채 흑연 연필 + 우드 케이스

알버트 뒤러 매그너스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

11 69 18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11 69 .. 전문가용 매그너스 수채 색연필 30가지 낱색 3,800원

11 69 00
전문가용 매그너스 수채 색연필 30색 우드 케이스
(매그너스 수채 색연필 30색 + 브러쉬 + 2홀 연필
깎이 + 수채 흑연 연필 + 지우개 + 우드케이스)

170,000원

11 69 18
전문가용 매그너스 수채 색연필 18색 / 펜슬 롤

(매그너스 색연필 18색 + 워터 브러쉬 + 펜슬 롤 45홀)
 85,000원

21 69 10
전문가용 매그너스 수채 색연필 기프트 세트
(매그너스 수채 색연필 12색 + 워터 브러쉬 + 아쿠아 
흑연 연필 + 지우개 + 연필깎이)

59,000원

11 69 00

11 75 30

고품질의 알버트 뒤러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

＞ 3.8mm의 두꺼운 심으로 완벽한 수채화 효과

＞ 비교할 수 없는 밝은 색과 높은 발광성의 안료 사용

＞ 부드럽고 진한 색상

알버트 뒤러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 구성

＞ 30색 + 워터브러쉬 + 펜슬 롤 45홀 

알버트 뒤러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11 75 30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 30색 / 펜슬 롤 

(30색 + 워터브러쉬 + 펜슬 롤 45홀)
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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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7 51

16 07 06 16 07 13

＞ 밝거나, 어두운 색상의 종이 그리고 매끄러운 표면에 적합 

    (플라스틱, 도자기, 유리, 금속 등)

＞ 펜 사용 후, 오븐에 160°C 구우면  방수 처리 가능 (식기세척기 사용 불가)

＞ 수성잉크이며, 종이에 얼룩지거나 번지지 않음

＞ 선 두께: 1.5mm

＞ 냄새가 나지 않고, 흔들어 사용할 필요가 없음

＞ 6색: 골드, 실버, 카퍼 코파나, 베리 나이스, 아이스 블루, 원더러스트

＞ 12색: 골드, 실버, 카퍼 코파나, 베리 나이스, 아이스블루, 원더러스트

            바이올렛, 마린블루, 아스팔트 카우보이, 포레스트, 로즈, 크림슨 크러쉬

메탈릭 마커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16 07 50 메탈릭 마커 골드 / 250 2,500원

16 07 51 메탈릭 마커 실버 / 251 2,500원

16 07 52 메탈릭 마커 카퍼 코파나 / 252 2,500원

16 07 90 메탈릭 마커 베리 나이스 / 290 2,500원

16 07 92 메탈릭 마커 아이스블루/ 292 2,500원

16 07 94 메탈릭 마커 원더러스트 / 294 2,500원

16 07 06 메탈릭 마커 6입 15,000원

16 07 13 메탈릭 마커 12입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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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0 14 12 70 16

＞ 밝고 선명한 색상

＞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

＞ 밝거나, 어두운 색상의 종이 그리고 매끄러운 표면에 적합 

＞ 다양한 효과 - 파스텔 효과, 긁어내기 효과

＞ 혼합 기법에 이상적

오일 파스텔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12 70 14 오일 파스텔 메탈릭 12색 10,000원

12 70 16 오일 파스텔 네온 12색 10,000원

＞ 기존 소프트 파스텔 길이의 반 사이즈

＞ 혼합 기법에 이상적, 부드럽고 쉽게 섞임

＞ 손가락, 천, 찰필, 브러쉬 등으로 파스텔 효과 표현 가능

미니 소프트 파스텔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12 82 24 미니 소프트 파스텔 24색 11,000원

12 82 48 미니 소프트 파스텔 48색 22,000원

12 82 72 미니 소프트 파스텔 72색 33,000원

12 82 24 12 82 48 12 8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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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하고 밝은 색상의 고체 물감

＞ 밝고 어두운 톤의 뛰어난 발색력

＞ 탈부착 팔레트와 간편한 세척 가능

＞ 휴대용 케이스와 팔레트 포함

＞ 고품질 워터 브러시(6ml) + 스펀지 포함

＞ 초급자 및 취미 예술가에게 적합함

＞ 메탈릭 3색 + 네온 3색 (36색 이상)

고체 수채 물감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16 97 24 고체 수채 물감 24색 40,000원

16 97 36 고체 수채 물감 36색 55,000원

16 97 48 고체 수채 물감 48색 70,000원

16 97 36 16 97 4816 9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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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 가죽 재질의 고품질 롤 파우치

＞ 고리에 탄성이 있어 다양한 크기의 펜과 연필 삽입 가능

펜슬 롤 45홀

18 00 10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18 00 10 펜슬 롤 45홀 30,000원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51 70 54 그립 2001 연필 B, 로즈 셰도우 1,100원 1타(12자루) 72타

18 38 04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로즈 셰도우 4,500원 1갑(10개) 30갑

18 70 44 그립 2001 지우개, 로즈 셰도우 2,500원 1갑(10개) 42갑

그립 2001 연필

＞ 친환경 수성페인트의 투톤 그립 2001 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특허받은 미끄럼 방지 그립 존

＞ 고품질의 흑연 연필 2mm 심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 특허받은 미끄럼 방지 3D 도트

＞ 보통 연필과 점보 연필 및 색연필에 사용 가능

＞ 위아래 뚜껑에 연필 찌꺼기 수거함 부착

그립 2001 지우개

＞ PVC Free 지우개

＞ 우수한 품질의 지우개

＞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그립 2001 로즈 셰도우

51 70 54

18 38 04

18 7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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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그립 2001 투톤 연필 

＞ 친환경 수성페인트의 그립 2001 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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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블루/블루, 라이트 그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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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블루/블루 1.1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60 그립 2001 투톤 연필, 라이트 그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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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블루/블루 2,100원 1타(12자루) 7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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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보 그립 투톤 연필 

＞ 친환경 수성페인트의 점보 그립 투톤 연필

＞ 손의 피로를 덜어주는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특허받은 미끄럼 방지 그립 존

＞ 고품질의 흑연 연필 3.2mm 심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컬러 : 로즈/핑크, 레드/오렌지, 

              라이트 블루/블루, 라이트 그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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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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6 04

11 16 05

11 16 12

11 82 12

11 82 14

02 05 14

36

01 12

34

11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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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34 스파클 연필, 펄 / 로즈 셰도우 - B 1,5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36 스파클 연필, 펄 / 코코넛 밀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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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한 본딩으로 부러짐 방지

＞ 1가지 경도: B

＞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 반짝이는 도트가 있음

＞ 점보 삼각형 모양으로 쥐기 쉬움

＞ 특수한 본딩으로 부러짐 방지

＞ 심두께 : 3.2mm

＞ 1가지 경도: B

11 82 36

11 8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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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매틱 샤프 2328

＞ 심 두께 : 0.5mm

＞ 자동으로 심이 나와 흔들거나 누를 필요 없음

＞ 감각적인 컬러의 플라스틱 삼각형 바디

＞ 삼각 그립 존 

23 28 72

23 28 99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23 28 28 폴리매틱 2328 샤프, 핑크 2,200원 1갑(10개) 1,200개

23 28 64 폴리매틱 2328 샤프, 민트 그린 2,200원 1갑(10개) 1,200개

23 28 72 폴리매틱 2328 샤프, 그레이 2,200원 1갑(10개) 1,200개

23 28 99 폴리매틱 2328 샤프, 블랙 2,200원 1갑(10개) 1,200개

23 28 ..

28 7264 99

23 28 64

23 28 28

그립 X5 볼펜 

＞ 심 두께 : 0.5mm

＞ 인체공학적인 삼각형 모양  

＞ 부드러운 필기감의 고품질 잉크

＞ 편안한 고무 그립 존 

＞ 3가지 바디 & 잉크 컬러 : 레드, 블루, 블랙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54 73 22 그립 X5 볼펜, 레드 1,000원 1갑(10개) 960개

54 73 52 그립 X5 볼펜, 블루 1,000원 1갑(10개) 960개

54 73 98 그립 X5 볼펜, 블랙 1,000원 1갑(10개) 960개

54 73 22

54 73 98

54 7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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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겔 펜

＞ 심 두께 : 0.5mm

＞ FAST DRY 잉크로 빠르게 건조되어 자국 없이

    글쓰기에 이상적임

＞ 부드러운 소프트 고무 그립 존으로 손에 쥐기 편함

＞ 3가지 바디 & 잉크 컬러 : 레드. 블루, 블랙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64 01 21 에어 겔 펜, 레드 2,300원 1갑(10개) 800개

64 01 51 에어 겔 펜, 블루 2,300원 1갑(10개) 800개

64 01 99 에어 겔 펜, 블랙 2,300원 1갑(10개) 800개

64 01 21

64 01 51

64 01 99

CX Plus

＞ 심두께 : 0.5mm

＞ 고품질 방수 잉크

＞ 3가지 컬러 : 레드, 블루, 블랙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54 11 21 CX Plus 볼펜, 레드 1,000원 1갑(10개) 800개

54 11 51 CX Plus 볼펜, 블루 1,000원 1갑(10개) 800개

54 11 99 CX Plus 볼펜, 블랙 1,000원 1갑(10개) 800개

54 11 21

54 11 51

54 1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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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릭 텍스트 라이너

＞ 메탈릭 느낌의 8가지 형광펜으로 구성

＞ 단단한 내구성 팁 

＞ 3가지 두께 사용 가능 : 1mm, 2mm, 5mm

＞ 4가지 컬러 (A) : 그린, 아이스 블루, 바이올렛, 루비  

＞ 8가지 컬러 : 그린, 아이스 블루, 바이올렛, 루비

                      실버, 로즈, 코퍼, 골드  

＞ 4가지 컬러 (B) : 실버, 루비, 로즈, 골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5 46 24 메탈릭 텍스트 라이너A / 4입 6,000원 1갑(5개) -

15 46 25 메탈릭 텍스트 라이너 8입 12,000원 1갑(5개) 60개

15 46 40 메탈릭 텍스트 라이너B / 4입 6,000원 1갑(5개) -

15 46  4015 46  2515 46  24

그립 겔 펜

34 65 07 34 65 08 34 65 09

＞ 심 두께 : 0.5mm

＞ 롤러 포인트로 매우 부드러운 필기감

＞ 바래거나 물에 번지지 않음

＞  잡기 편한 부드러운 고무 그립 존

＞ 잉크 컬러 : 레드, 블루, 블랙

＞  리필 심 : 0.5mm (레드, 블루, 블랙)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34 65 01 그립 겔 펜, 레드 2,000원 1갑(12개) 1,200개

34 65 02 그립 겔 펜, 블루 2,000원 1갑(12개) 1,200개

34 65 03 그립 겔 펜, 블랙 2,000원 1갑(12개) 1,200개

34 65 04 그립 겔 펜, 그린 (블랙심) 2,000원 1갑(12개) 1,200개

34 65 07 그립 겔 펜 리필심, 레드 1,000원 1갑(10개) -

34 65 08 그립 겔 펜 리필심, 블루 1,000원 1갑(10개) -

34 65 09 그립 겔 펜 리필심, 블랙 1,000원 1갑(10개) -

34 65 01

34 65 02

34 65 03

34 6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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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 마커

＞ 손수건, 티셔츠, 마스크 등 패브릭 소재에 사용 가능

＞ 24시간이 지나거나 다림질을 하면 잉크가 번지지 않음

＞ 물빨래 가능 최대 40°C~60°C까지

(TIP: 마커 사용전에 한 번 세탁을 해야 선명하게 잉크가 흡수됩니다.)

＞3가지 두께 사용 가능 : 1mm, 2mm, 5mm

＞단단한 내구성의 팁

＞100% 재생된 플라스틱을 사용한 배럴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5 95 20 텍스타일 마커 5입 9,000원 1갑(5개) 70개

15 95 30 텍스타일 마커 5입, 베이비 컬러 9,000원 1갑(5개) 70개

15 95 91 텍스타일 마커 4입, 네온 컬러 8,000원 1갑(5개) 120개

15 95 9115 95 3015 9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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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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갑(5개) 80개

20 16 41 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틴 20색 세트 35,000원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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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6 4120 17 37

20 1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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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 색연필

＞ 육각형 점보 색연필

＞ 6mm의 두꺼운 심

＞ 분실 방지를 위한 이름 기재 공간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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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6 22

12 00 03 12 00 04

3 +

트위스터블 색연필

＞ 돌려쓸 수 있는 트위스터블 색연필

＞ 부드럽고 선명한 색상

＞ 실용적인 플라스틱 배럴

＞ 사용이 편리함

＞ 연필깎이가 필요하지 않음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2 00 03 트위스터블 색연필 12색 7,000원 1갑(5개) 40개

12 00 04 트위스터블 색연필 24색 13,000원 1갑(6개)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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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팁 마커

＞ 마커 양쪽 끝에 2가지 두께의 팁으로 구성

＞ 넓은 컬러링에 적합한 두꺼운 팁

＞ 선 표현에 적합한 얇은 팁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수성 잉크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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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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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넥터 펜 33색 + 커넥터 클립 10개

＞ 트럭 틴 케이스 :

    커넥터 펜 33색 + 커넥터 클립 10개  

＞ 트래블러 틴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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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0 77

15 55 32 15 50 72

15 55 35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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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0 72 커넥터 펜 33색, 트럭 틴 케이스 25,000원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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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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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5 68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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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71 90
더스트 프리 마카롱 지우개/대

(퍼플, 블루, 그린, 옐로우, 피치, 핑크)
1,000원 1갑(20개) -

애플 연필깎이

더스트 프리 마카롱 지우개

＞ 투홀 연필깎이 (대, 소)

＞ 투명한 형광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

＞ 일반 연필, 점보 연필, 색연필 모두 사용 가능

＞ 3가지 바디 컬러 : 로즈, 다크 블루, 터키

18 71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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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플, 블루, 그린, 옐로우, 피치,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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