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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자'는 세계적인 필기구 회사인 Faber-Castell사의 모토입니다. 261년 동안 한 

가족이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오는 것을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역사, 유산과 

전통을 기반으로한 진보 정신을 한국의 소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Doing ordinary things extraordinarily well"

Stefan Leitz
CEO Faber-Castell AG

Faber-Castell 한국 총 대리점

코모스유통(주) 대표이사 이봉기

오늘날만큼 창의력의 중요성이 커진 적이 없었습니다. 창의력은 예술적 영역을 훨씬 넘어서 확장되며, 미래를 성공적으로 
맞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직무관련 기술 중 창의성이 5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기업 비전은 더욱 중
요해졌습니다. Faber-Castell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동시에 시장과 사회 전반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정치 및 환경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급진적인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
니다. 그것은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최종 소비자의 핵심 요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Faber-Castell은 창의력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도 차이를 만
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언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일해봅시다. 

2023/24 시즌의 새로운 제품 및 커뮤니케이션 컨셉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지원할 것입니다. 
Goldfaber Sketch Marker를 통해 Creative Studio는 60가지 화려한 색상으로 최초의 알코올 기반 마커를 선보입니다. 
이 제품은 아마추어 및 전문 예술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럴과 캡은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독일의 탄
소 중립 생산시설에서 개발 및 제조됩니다. Faber-Castell은 기후 보호 측면에서 업계의 선구자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10,000헥타르의 소나무 숲 덕분에 2014년 Faber-Castell 과 2014년 10개국에 글로벌 생산공장은 함께 기후 중립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최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업계에서 특별한 일입니다. 목재들은 Faber-Castell 시설에서 탄소 중
립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인증 받았습니다.

세련된 블랙 에디션 색연필은 기후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인 블랙 에디션 제품군은 전 세계
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 다양한 색상과 선물세트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판 “유니콘 에디션”
과 같이 Playing&Learning은 트렌드 테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유니콘 디자인의 컬러 그립 색연필과 커넥터 
페인트 박스 및 펠트펜으로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젊은 타깃층의 마인드를 어필하기 위해 Z세대 콘셉트는 트렌디한 
필기구로 10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부드러운 색상의 폴리볼 리미티드 에디션이있습니다.

스파클 시리즈를 확장한 것과 같이 General Writing 의 성공 컨셉으로, Faber-Castell은 학교 필기구의 잠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제품으로 글리터와 엠보싱 처리가 된 특허받은 RollOnSparkle 연필깎이, RollOn 지우개 와 Sparkle 만년필
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부문에서 Faber-Castell은 또한 베스트셀러를 늘리고자 합니다. 한정판 Ambition 레진 올블랙은 라이팅에서 가
장 강력한 제품으로 라인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둔 모든 컨셉은 전체 마케팅 패키지로 지원 됩니다. 소셜 미디어 콘텐츠 및 기타 커뮤
니케이션 자료는 이를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에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헌신에 감사 드리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내년에 모든 성공을 기원 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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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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한 소나무 숲의 3분의 1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Faber-Castell 생산 현장의 CO2 배출량을 

중화시킵니다.

숲의 많은 부분이 희귀종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자연과의 존중된 상호작용 또한 Faber-Castell 의 주요한 역할 입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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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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faber-castell.com/corporate/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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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neutral Production
상품 제조 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인증된 프로젝트에 의해 중화됩니다.

Carbon-neutral production
우리는 매년 모든 생산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관리함으로써 기후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파버카스텔 숲의 탄소 흡수를 통해 공장 배출 가스가 중화됩니다.

Carbon-neutral production
탄소 중립 제품 생산을 위해 글로벌 기후 보호 기관 'Climate Partner'과 협력하고, CO2 배출량을 상쇄
하기 위해 인증된 기후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재료 추출, 생산 공정 및 운송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CO2 배출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climatepartner.com

지속가능한 약속

환경보호 인증

Carbon-neutral product (only for externally certified products)
인증된 프로젝트를 통해 상품의 자재 조달,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이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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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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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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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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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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il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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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yclable cardboard
제품 패키지는 재활용 가능한 판지로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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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잉&러닝 제품들은 명확한 연령대별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령대

별 제품은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부가가치 ]

당사의 제품은 대상 연령 그룹에게 적합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

니다.

[ 인체 공학적 부가가치 ]

[ 잡기 ]

[ 그리기 ]

[ 색칠하기 ]

[글쓰기 ]

제조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은 파버카스텔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입니다. 파

버카스텔의 탄소 배출량은 기후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공

식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 생태 부가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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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잉&러닝은 색연필뿐만 아니라 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등 어린

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손을 사용하게 되면 연결된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뇌의 정신

적인 운동과 상호 작용을 일으키고 창의력과 두뇌가 발달하게 됩

니다. 그 외에 필기구를 다루는 것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기억력

과 사교 기술 및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 줍니다. 파버카스텔은 어린

이들의 두뇌 성장과 개발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연령대별로 나누

어 각 단계에 맞는 제품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뿐만 아니

라 그림 그리기는 어린이들의 중요한 의사 표현이므로 단계별 제

품 구성은 어린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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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무독성의 수성 잉크와 안료의 사용으로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파버카스텔 플레잉&러닝은 이 세상 

모든 아이가 즐겁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진보해 나갈 것입니다.



9

1 1

1 3

1 5

2 0

2 1

2 2

2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5

3 7

3 8

목차

점보 그립 색연필

스파클 & 블랙 색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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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색연필

트위스터블 & 점보 색연필

커넥터 수채 물감 & 커넥터 펜

캘리그라피 붓 펜 & 파인펜

마커

텍스타일 마커

크레용

물통 & 브러쉬

스케치북 & 앞치마

지우개

연필깎이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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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커스 세트 :

  점보 그립 색연필 18색 + 점보 그립 연필 + 연필깎이 

  + 클릭앤고 물통, 붓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09 .. 점보 그립 색연필 낱색 33색 2,800원 1타(12자루) 72타

11 48 .. 점보 그립 색연필 형광 낱색 5색 3,3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81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골드 3,3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82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실버 3,3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83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카퍼 3,3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84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블루 3,3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85 점보 그립 색연필 메탈릭, 그린 3,300원 1타(12자루) 72타

11 09 06 점보 그립 색연필 지관 6색 15,000원 5개 150개

11 09 12 점보 그립 색연필 지관 12색 30,000원 3개 105개

11 09 16 점보 그립 색연필 틴 16색 42,000원 2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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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3 52 점보 그립 색연필 서커스 18색 세트 65,000원 1개 -

11 09 ..

11 09 06 11 09 12 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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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세트 :

   그립 색연필 16색 + 그립 2001 연필 + 연필깎이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24 .. 그립 색연필 낱색 36색 1,700원 1타(12자루) 72타

11 24 81 그립 색연필 메탈릭, 골드 1,900원 1타(12자루) 72타

11 24 82 그립 색연필 메탈릭, 실버 1,900원 1타(12자루) 72타

11 24 06 그립 색연필 지관 6색 9,000원 5개 245개

11 24 11 그립 색연필 삼각 케이스 8색 + 연필 2자루 18,000원 6개 66개

11 24 12 그립 색연필 지관 12색 15,000원 5개 120개

11 24 24 그립 색연필 지관 24색 30,000원 3개 60개

11 24 13 그립 색연필 틴 12색 20,000원 5개 80개

11 24 23 그립 색연필 틴 24색 40,000원 5개 40개

11 24 35 그립 색연필 틴 36색 60,000원 3개 33개

11 24 57 그립 색연필 로켓 15색 세트 25,000원 1개 21개

11 24 36 그립 색연필 스튜디오 36색 박스 60,000원 1개 10개

11 24 52 그립 색연필 정글 16색 세트 39,000원 2개 -

11 24 ..

Colour Grip Pencils

11 24 06 11 24 12 11 24 24 11 24 57

11 24 5211 24 3511 2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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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세트

블랙 색연필 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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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 목재, 매우 부드러운 색연필 심, 밝고 선명한 색상

＞ 색지 혹은 검정색 종이에도 선명하게 발색됨

＞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부드럽게 중첩 표현이 가능

＞ SV 본딩 기법으로 내구성이 좋음

＞ 지속 가능성을 인증 받은 숲의 목재로 제작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20 17 37 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틴 12색 세트 20,000원 1갑(5개) 80개

20 16 41 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틴 20색 세트 45,000원 - 14개

20 17 38 스파클 색연필 기프트 펜슬 롤 20색 세트 52,000원 - 20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64 13 블랙 색연필 틴 12색  15,000원 - 80개

11 64 25 블랙 색연필 틴 24색  30,000원 - 33개

11 64 37 블랙 색연필 틴 36색 45,000원 - 24개

20 16 4120 17 37 20 17 38

11 64 13 11 64 25

11 6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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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le Graphite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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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6 04 점보 스파클 연필 B, 펄 / 퍼플 2,700원 1타(12자루) 72타

11 16 05 점보 스파클 연필 B, 펄 / 터키 2,700원 1타(12자루) 72타

11 16 12 점보 스파클 연필 B, 펄 / 핑크 2,700원 1타(12자루) 72타

11 16 61 점보 스파클 연필 B, 메탈릭 / 로즈 2,700원 1타(12자루) 72타

11 16 62 점보 스파클 연필 B, 메탈릭 / 오션 2,700원 1타(12자루) 72타

11 16 63 점보 스파클 연필 B, 메탈릭 / 바이올렛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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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82 12 스파클 연필 B, 펄 / 핑크 1,7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14 스파클 연필 B, 펄 / 골드 1,7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34 스파클 연필 B, 펄 / 로즈 셰도우 1,7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36 스파클 연필 B, 펄 / 코코넛 밀크 1,7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61 스파클 연필 B, 메탈릭 / 로즈 1,7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62 스파클 연필 B, 메탈릭 / 오션 1,700원 1타(12자루) 72타

11 82 63 스파클 연필 B, 메탈릭 / 바이올렛 1,700원 1타(12자루) 72타

11 16 05

11 16 12

11 16 61

11 16 63

11 82 14

11 82 36

11 82 62

11 82 61

04

12

61

61

12

34 36

63

63

05

14

6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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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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블루, 블랙/핑크, 블랙/터키

＞ 경도 : B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51 70 22 그립 2001 투톤 연필 B, 레드/오렌지 1.3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28 그립 2001 투톤 연필 B, 로즈/핑크 1.3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52 그립 2001 투톤 연필 B, 라이트블루/블루 1.3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60 그립 2001 투톤 연필 B, 라이트그린/그린 1.3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10 그립 2001 투톤 연필 B, 블랙/블루 1.3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11 그립 2001 투톤 연필 B, 블랙/핑크 1.3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12 그립 2001 투톤 연필 B, 블랙/터키 1.300원 1타(12자루) 72타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9 28 점보 그립 투톤 연필 B, 로즈/핑크 2,700원 1타(12자루) 72타

11 19 30 점보 그립 투톤 연필 B, 레드/오렌지 2,700원 1타(12자루) 72타

11 19 31 점보 그립 투톤 연필 B, 라이트블루/블루 2,700원 1타(12자루) 72타

11 19 32 점보 그립 투톤 연필 B, 라이트그린/그린 2,700원 1타(12자루) 72타

51 19 10 점보 그립 투톤 연필 B, 블랙/블루 2,700원 1타(12자루) 72타

51 19 11 점보 그립 투톤 연필 B, 블랙/핑크 2,700원 1타(12자루) 72타

51 19 12 점보 그립 투톤 연필 B, 블랙/터키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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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블루, 블랙/핑크, 블랙/터키

＞ 경도 : B

51 19 11

51 70 28

51 19 12

51 70 52

11 19 30

51 70 10

11 19 32

51 70 11

Graphite Pe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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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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러 1가지 경도 : B 

＞ 실버 5가지 경도 : HB, B, 2B, H, 2H

＞ 그립 2001 연필 4가지 컬러 : 실버, 레드, 블루, 로즈 셰도우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70 02 그립 2001 연필 2B, 실버 1,100원 1타(12자루) 72타

11 70 01 그립 2001 연필 B, 실버 1,100원 1타(12자루) 72타

11 70 00 그립 2001 연필 HB, 실버 1,100원 1타(12자루) 72타

11 70 11 그립 2001 연필 H, 실버 1,100원 1타(12자루) 72타

11 70 12 그립 2001 연필 2H, 실버 1,1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21 그립 2001 연필 B, 레드 1,2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51 그립 2001 연필 B, 블루 1,200원 1타(12자루) 72타

51 70 54 그립 2001 연필 B, 로즈 셰도우 1,200원 1타(12자루) 72타

11 72 00 그립 2001 지우개 연필, HB 1,200원 1타(12자루) 72타

11 72 01 그립 2001 지우개 연필, B 1,200원 1타(12자루) 72타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9 00 점보 그립 연필 B, 실버 2,700원 1타(12자루) 72타

11 19 21 점보 그립 연필 B, 레드 2,700원 1타(12자루) 72타

28 03 52 점보 그립 연필 B, 블루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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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2001 지우개 연필 

＞ 그립 2001 지우개 연필 : HB, B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삼각형의 지우개 팁 장착

51 70 54

11 7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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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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H, HB, B, 2B, 4B, 6B 8,000원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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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3입, B3입 7,000원 -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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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입 경도: 2H, HB, B, 2B, 4B, 6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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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 68 01

11 12 00

9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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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난자 연필 

＞ 우수한 품질의 연필

＞ 오렌지색의 육각형 모양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경도 : 연필 HB, B / 지우개연필 HB, B, 2B 

11 29 01

11 20 01

Graphite Pe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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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3 62

11 83 66

11 83 67

11 83 68

11 15 00 11 15 02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83 62 모티브 연필, B 꿀벌 600원 1타(12자루) 240타

11 83 66 모티브 연필, B 얼룩소 600원 1타(12자루) 240타

11 83 67 모티브 연필, B 무당벌레 600원 1타(12자루) 240타

11 83 68 모티브 연필, B 기린 600원 1타(12자루) 240타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5 00 내츄럴 연필 6입, HB 3,600원 1갑(6자루) 252갑

11 15 02 내츄럴 연필 6입, 2B 3,600원 1갑(6자루) 252갑

모티브 연필 

내츄럴 연필

＞ 우수한 품질의 연필

＞ 동물 무늬의 삼각형 모양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 본딩)

＞ 1가지 경도 : B 

＞ 일반 글쓰기, 필기에 적합

＞ 연필 끝 PVC 프리 지우개 포함

＞ 심 두께: 2.2mm

＞ 천연 목재 마감

＞ FSC 인증된 목재와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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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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채 색연필 틴 100색 :

   수채 색연필 100색 + 그립 2001 연필

   + 붓 + 지우개 + 연필깎이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59 29 수채 색연필 틴 12색 12,500원 - 96개

11 59 30 수채 색연필 틴 24색 26,000원 - 48개

11 59 31 수채 색연필 틴 36색 36,000원 - 32개

11 59 33 수채 색연필 틴 48색 47,000원 - 18개

11 59 64 수채 색연필 틴 60색 55,000원 - 12개

11 59 67 수채 색연필 틴 100색 85,000원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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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59 24 수채 색연필 라운드 틴 24색 26,000원 6개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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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44 12 수채 색연필 미니 지관 12색 4,000원 12개 288개

Watercolour Pencils & Colour Pencils

11 59 29 11 59 30 11 59 31

11 59 6711 59 64

11 59 64

11 59 33

11 59 1211 44 12 11 59 24 11 5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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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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색연필 틴 100색 :

   일반 색연필 100색 + 그립 2001 연필 (2자루)

   + 연필깎이 + 지우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58 44 일반 색연필 틴 12색 12,000원 - 96개

11 58 45 일반 색연필 틴 24색 24,000원 - 48개

11 58 46 일반 색연필 틴 36색 32,000원 - 32개

11 58 49 일반 색연필 틴 48색 44,000원 - 18개

11 58 93 일반 색연필 틴 60색 52,000원 - 12개

11 58 05 일반 색연필 틴 100색 80,000원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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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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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58 28 일반 색연필 라운드 틴 36색 32,000원 6개 48개

11 58 51 일반 색연필 미니 지관 12색 3,500원 12개 288개

11 58 44 11 58 45

11 58 0511 58 93

11 58 46

11 58 49

11 58 2611 58 51 11 58 27 11 5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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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stble Colour Pencils

12 00 03 12 0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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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 1갑(5개) 40개

12 00 04 트위스터블 색연필 24색 18,000원 1갑(6개) 48개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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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보 색연필 낱색 10색 1,500원 1타(12개) 96타

11 16 06 점보 색연필 지관 6색 8,000원 10개 120개

11 16 08 점보 색연필 미니 지관 8색 6,000원 6개 144개

11 16 22 점보 색연필 지관 12색 + 점보연필깎이 14,000원 6개 60개

11 16 06 11 16 2211 1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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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색연필

＞ 지우개로 지워지는 색연필

＞ 육각형 모양의 고품질 색연필

＞ SV 기술로 부러짐 방지 (특수본딩)

＞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표면코팅

11 66 12 11 66 25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66 12 애니메이션 색연필 12색 13,000원 5개 140개

11 66 25 애니메이션 색연필 24색 25,000원 3개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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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or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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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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2 50 03 커넥터 수채 물감 12색, 터키 22,000원 - 20개

12 50 23 커넥터 수채 물감 12색 22,000원 - 20개

12 50 29 커넥터 수채 물감 24색 33,000원 - 12개

12 50 2312 50 03 12 50 29

커넥터 펜

＞ 선명한 색상

＞ 펜 뚜껑을 연결하여 블럭 놀이 활용 가능

＞ 정제수와 인체에 무해한 잉크 사용 (형광펜 컬러는 제외)

＞ 옷에 묻어도 쉽게 지워짐

＞ 버스/트럭 틴 케이스 :

   커넥터펜 33색 + 커넥터 클립 10개 

＞ 트래블러 틴 케이스 :

   커넥터펜 40색 + 트래블러 컬러링 북 1개(16매)

   + 커넥터 클립 6개

15 55 32 15 55 35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1 15 0A 커넥터펜 10색, 기프트 케이스 6,000원 10개 60개

15 50 77 커넥터펜 30색, 기프트 케이스 18,000원 - 14개

15 50 71 커넥터펜 60색, 기프트 케이스 32,000원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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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5 33 커넥터펜 33색, 트럭 틴 케이스 25,000원 - 6개

15 55 35 커넥터펜 40색, 트래블러 틴 케이스 25,000원 - 6개

15 55 33

11 15 0A 15 50 77 15 50 71



26

Calligraphy Brush Pen & Markers

55 15 12257050099

257050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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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원 10개 60개

257050006 캘리그라피 붓 펜, 옐로우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15 캘리그라피 붓 펜, 오렌지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21 캘리그라피 붓 펜, 레드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32 캘리그라피 붓 펜, 핑크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36 캘리그라피 붓 펜, 퍼플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43 캘리그라피 붓 펜, 블루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44 캘리그라피 붓 펜, 라이트 블루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63 캘리그라피 붓 펜, 그린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64 캘리그라피 붓 펜, 에메랄드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80 캘리그라피 붓 펜, 브라운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97 캘리그라피 붓 펜, 그레이 2,000원 1타(10개) 150타

257050099 캘리그라피 붓 펜, 블랙 2,000원 1타(10개) 150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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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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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6 10 그립 파인펜 10색 10,000원 10개 70개

15 16 11 그립 파인펜 10색 삼각 플라스틱 케이스 12,000원 10개 60개

15 16 20 그립 파인펜 20색 19,000원 6개 54개

15 16 10 15 16 1115 16 2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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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10개 -

15 11 10 더블팁 마커 10색 비닐 케이스 8,000원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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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 10개 140개

15 53 20 그립 컬러 마커 20색 13,000원 5개 55개

15 11 1015 11 09

15 53 10 15 5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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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s & Cray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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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 1갑(5개) 70개

15 95 30 텍스타일 마커 5입, 베이비 컬러 11,000원 1갑(5개) 70개

15 95 91 텍스타일 마커 4입, 네온 컬러 10,000원 1갑(5개) 120개

15 95 9115 95 3015 9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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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4 98 01 줄리어스 만년필, 블리스터 / 그린(왼손잡이) 35,000원 5개 50개

14 98 05 줄리어스 롤러펜, 블리스터 / 그린 30,000원 5개 50개

14 98 46 줄리어스 만년필, 핑크 35,000원 - 95개

14 98 47 줄리어스 만년필, 블루 35,000원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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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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 5개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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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 5개 20개

12 04 05

12 25 40 12 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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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2 25 40 그립 점보 크레용 12색 7,000원 12개 108개

12 00 24 일반 왁스 크레용 24색 12,000원 6개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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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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6개 144개

18 15 17 클릭앤고 물통, 레드 5,000원 6개 144개

18 15 70 클릭앤고 물통, 라이트 그린 5,000원 6개 144개

18 15 80 클릭앤고 물통, 터키 5,000원 6개 144개

18 15 10 18 15 17 18 15 70 18 1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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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48 16 00 그립 페인트 브러쉬 4입 8,000원 10개 100개

48 16 20 그립 페인트 브러쉬 파스텔 4입 8,000원 10개 100개

48 16 00 48 16 20

Water Cup  &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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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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5개 120개

20 12 04 어린이용 앞치마, 레드 15,000원 5개 120개

20 12 03 20 12 04

99 00 00

＞ 8절 스케치북 : 357 X 257mm

＞ 고급 용지로 제작한 고품질 어린이용 스케치북

＞ 도화지 180g/㎡ X 20매

66 43 76

＞ 16절 스케치북 : 270 X 190mm

＞ 수채화 가능한 고품질 스케치북

＞ 세목 (수채화지) 230g/㎡ X 20매

스케치북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66 43 76 16절 스케치북 8,000원  - -

99 00 00 8절 스케치북 6,000원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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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24 00 슬리브 지우개, 블랙 4,500원 1갑(12개) 24갑

18 24 01 슬리브 지우개, 레드 / 블루 4,500원 1갑(12개) 24갑

18 24 02 슬리브 지우개, 그린 4,500원 1갑(12개) 24갑

슬리브 지우개

＞ PVC Free 지우개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인체공학적인 모양으로 사용이 편리

＞ 플라스틱 슬리브가 있어 깨끗한 보관이 가능

＞ 4가지 바디 컬러 : 레드, 블루, 블랙, 그린

18 24 01 18 24 02

18 24 12

18 24 12

18 24 10

18 24 34

18 24 34

18 24 11

슬리브 미니 지우개

＞ PVC Free 지우개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인체공학적인 모양으로 사용이 편리

＞ 플라스틱 슬리브가 있어 깨끗한 보관이 가능

＞ 9가지 바디 컬러 : 

   레드, 블루, 블랙

   반투명 레드 / 블루 / 그린

   로즈 셰도우 / 데플 그레이 / 코코넛밀크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24 10 슬리브 미니 지우개, 블랙 3,000원 1갑(24개) 24갑

18 24 11 슬리브 미니 지우개, 레드 / 블루 3,000원 1갑(24개) 24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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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1갑(24개) 24갑

18 24 34
슬리브 미니 지우개
로즈 셰도우 / 데플 그레이 / 코코넛 밀크

3,000원 1갑(24개) 24갑

Era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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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1 1918 71 18

38 10 ..

18 72 10

더스트프리 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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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플, 블루, 그린, 옐로우, 피치, 핑크

더스트프리 지우개

크로커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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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공학적 곡선 처리 및 미끄럼 방지 디자인

＞ 플라스틱 케이스,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

＞ 잠금 장치가 있는 슬라이딩 버튼, 쉽게 지워짐

＞ 지우개 리필 교체

＞ 3가지 컬러 : 블루, 그린, 핑크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71 23 더스트프리 지우개, 화이트 / 대 1,000원 1갑(20개) 30갑

18 71 81 더스트프리 지우개, 블루 / 대 1,000원 1갑(20개) 30갑

18 72 66 더스트프리 지우개, 블랙 / 대 1,000원 1갑(20개) 30갑

18 72 01 더스트프리 지우개, 블루 / 중 900원 1갑(24개) 30갑

18 72 82 더스트프리 지우개, 블랙 / 중 900원 1갑(24개) 30갑

18 71 31 더스트프리 지우개, 화이트 / 미니 800원 1갑(30개) 30갑

18 71 18 더스트프리 지우개 파스텔, 블루 900원 1갑(24개) 30갑

18 71 19 더스트프리 지우개 파스텔, 핑크 900원 1갑(24개) 30갑

18 72 10 더스트프리 지우개 파스텔, 그린 900원 1갑(24개) 30갑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38 10 .. 크로커다일 지우개 (블루, 그린, 핑크) 3,000원 1갑(12개) 4갑

크로커다일 지우개 리필 1,000원 - 300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71 90
더스트프리 마카롱 지우개/대
(퍼플, 블루, 그린, 옐로우, 피치, 핑크)

1,100원 1갑(20개) 30갑

18 71 90

18 71 3118 72 8218 7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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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5 3918 95 20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95 20 PVC - Free 지우개, 레드 1,100원 1갑(20개) 30갑

18 85 39 PVC - Free 지우개, 그린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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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그립 2001 지우개, 로즈 셰도우 2,800원 1갑(10개) 42갑

18 71 00 그립 2001 지우개, 그레이 2,800원 1갑(10개) 42갑

18 71 01 그립 2001 지우개, 레드 / 블루 2,800원 1갑(10개) 42갑

그립 2001 지우개

＞ PVC Free 지우개

＞ 우수한 품질의 지우개

＞ 인체공학적 삼각형 모양

＞ 번지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음

＞ 4가지 컬러 : 그레이, 레드, 블루, 로즈 셰도우

18 71 00

18 71 01

18 71 01

18 70 44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70 00 그립 2001 지우개 캡, 그레이 2pcs 1,700원 1갑(24개) 36갑

18 70 01
그립 2001 지우개 캡 ,컬러 2pcs
(그레이/레드, 그레이/블루)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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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sers & Sharp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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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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34

18 35 68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35 68 애플 연필깎이 (로즈, 다크블루, 터키) 3,000원 1갑(12개) 36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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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브 미니 연필깎이

＞ 깨끗하고 쉽게 연필을 깎을 수 있음

＞ 슬리브는 연필 찌꺼기가 빠지는 것을 방지

＞ 인체공학적 모양

＞ 일반 연필, 색연필 사용 가능

＞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안전 

＞ 3가지 컬러: 로즈 셰도우, 코코넛 밀크, 데플 그레이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 보통 연필과 점보 연필 및 색연필에 사용 가능

＞ 위 아래 뚜껑에 연필 찌꺼기 수거함 부착

＞ 5가지 컬러 : 실버, 레드, 블루, 블랙, 로즈 셰도우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38 00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실버 5,500원 1갑(10개) 30갑

18 38 01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레드 / 블루 5,500원 1갑(10개) 30갑

18 38 04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로즈 셰도우 5,500원 1갑(10개) 30갑

28 38 99 그립 트리오 연필깎이, 블랙 5,500원 1갑(10개) 30갑

18 37 00 그립 2001 미니 연필깎이, 실버 3,500원 1갑(10개) 48갑

18 37 10 그립 2001 미니 연필깎이, 레드 / 블루 3,500원 1갑(10개) 48갑

18 38 00 18 38 01 18 38 04 28 38 99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27 34
슬리브 미니 연필깎이
로즈 셰도우 / 데플 그레이 / 밀크 코코넛

3,000원 1갑(12개) 576개

18 37 00 18 3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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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5 00 95 26 00 95 27 00

파버카스텔 핸들 연필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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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25 00 파버카스텔 핸들 연필깎이, 그린 12,000원 1갑(10개) 60개

95 26 00 파버카스텔 핸들 연필깎이, 블랙 12,000원 1갑(10개) 60개

95 27 00 파버카스텔 핸들 연필깎이, 화이트 12,000원 1갑(10개) 60개

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18 21 01 핸들 연필깎이, 옐로우 Mini size 11,000원 1갑(12개) 96개

18 21 02 핸들 연필깎이, 레드 Mini size 11,000원 1갑(12개) 96개

18 21 03 핸들 연필깎이, 블루 Mini size 11,000원 1갑(12개) 96개

18 22 01 핸들 연필깎이, 옐로우 Big size 12,000원 1갑(12개) 48개

18 22 02 핸들 연필깎이, 레드 Big size 12,000원 1갑(12개) 48개

18 22 03 핸들 연필깎이, 블루 Big size 12,000원 1갑(12개) 48개

핸들 연필깎이

＞ 컬러풀하고 심플한 디자인

＞ 8mm 연필에 맞는 표준형 연필깎이

＞ 반영구적인 정교하고 날카로운 칼날과 찌꺼기 

   수거함 장착

＞ 데스크 클램프 (책상 고정 장치) 포함

18 21 0318 21 01 18 21 02

18 22 01 18 22 02 18 22 03

Handle Sharpeners &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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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품명 소비자가 갑/타 수량 1박스 수량

38 11 98 어린이 안전 가위 2,000원 1갑(12개) 144개

어린이 안전가위

＞ 둥근 모양의 가윗날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안전

＞ 머리카락, 옷 등은 잘리지 않음

＞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편리한 사용 

＞ 가위 안쪽에 부착된 스프링이 가위를 벌려주어 

   어린이들이 쉽게 사용 

＞ 컬러 : 레드, 블루, 핑크

59 70 15

38 11 98

57 30 5157 30 35
57 3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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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원 1갑(4개) 48개

57 30 51 그립 필통, 블루 22,000원 1갑(4개) 48개

57 31 35 그립 파우치, 그레이 9,000원 1갑(4개) 400개

색연필 롤 파우치 64홀

그립 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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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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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Chart

White
Zinc Yellow
Cadmium Yellow Lemon
Lemon
Sunshine Yellow
Orange Yellow
Tuscan Yellow
Dark Orange
Deep Orange
Cinabar Light
Vermilion
Scarlet Light
Light Geranium Red
Dark Carmine
Crimson
Clarret
Light Carmine
Red
Pink Madder Lake
Rose Carmine
Dark Magenta
Light Magenta
Magenta
Orchid
Sand
Cream
Light Flesh
Rose Blush
Medium Flesh
Dakr Flesh
Pompeian Red
Wine Red
Red violet
Black Cherry
Light Violet
Light Purple
Medium Purple
Blue Violet
Violet
Delft Blue
Light Ultramarine
Light Cobalt Blue
Deep Cobalt Blue
Light Blue
Light Phthalo Blue
Prussian Blue
Ocean
Denim Blue
Ultra Marine
Oriental Blue
Peacock Blue
Deep Green
Cerulean
Teal
Turquoise
Aquamarine
Prussian Green
Zircon
Viridian
Tree Green
Emerald Green
Grass Green
Vivid Green
Sap Green
Juniper Green
Hookers Green
Apple Green
Lime Peel
Kiwi Green
Spring Green
Jade Green
Gray Green
Olive Green
Van Dyck Brown
Dark Brown
Raw Amber
Bumblebee
Bronze
Gold Ochre
Mineral Orange
Pumpkin Orange
Terrakotta
Toffee
Burgundy
Nougat
Burnt Ochre
Indian Red
Cool Light Grey
Cool Silver Grey
Warm Grey
Cool Dark Grey
Mauve Grey
Warm Dark Grey
Pigeon Grey
Black
Silver
Gold
Blue Metallic
Violet Metallic
Green Metallic

01
04
05
07
08
09
10
14
15
16
17
18
21
26
86
28
27
23
29
24
25
19
E2
34
89
83
30
E1
31
32
91
33
35
38
39
20
36
37
40
41
42
44
43
47
45
52
50
E3
46
49
53
68
56
58
60
54
57
55
61
62
63
66
64
67
65
59
70
71
69
74
75
72
73
76
79
80
11
12
83
84
85
88
E4
77
78
87
92
95
96
E6
97
81
E5
93
99
48
52
90
98
94

Colour Chart
Colour
No.

Colour Description

Classic Colour Pencils

Set of
12

Set of
24

Set of
36

Set of
48

Set of
60

Set of
72

Set of
100

Set of
12

Set of
24

Set of
36

Set of
48

Set of
60

Set of
72

Set of
100

Watercolour Pe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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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s, numbers and GTIN for the Colour Grip and Connector watercolour ranges

Colour 
Code

Colour Jumbo 
Grip
 
 
 
400 540
110...

Colour 
Grip
 
 
 
400 540
112…

Grip 
Fin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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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ur 
Code

Colour Connector 
paint tab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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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