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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는

2

“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라는 로타르의 접근 방법은 그 다음 모든 세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1839년에 그는 세계 최초의 브랜드 연필을 
만들었고 현대판 고품질 연필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우수한 품질과 확실한 디자인은 가족경영의 
기업인 파버카스텔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파버카스텔은 사회적, 생태학적 책임감을 
가지고  점진적인  산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탄소 중립 기업입니다. 

Faber-Castell 이름과 가문의 문장은 1898년 
오틸리에 폰 파버 남작과 알렉산더 주 카스텔 
뤼덴하우젠 백작의 결혼으로 탄생되었습니다.

250년이 넘는 연필 가문

“Doing ordinary things extra ordinarily well”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세계적인 필기구 회사인 Faber-Castell사의 모토입니다. 

256년동안 한 가족이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오는 것을 저희는 자랑스럽게 

 오래된 역사, 유산과 전통을 기반으로한 진보 정신을 한국의 소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점리대 총 국한 lletsaC-rebaF

코모스유통 ㈜  대표이사 이 봉기

’

생각합니다.

"Doing ordinary things extraordinarily well"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자'는 세계적인 필기구 회사인 Faber-Castell사의 

모토입니다. 257년 동안 한 가족이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오는 것을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역사, 유산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진보 

정신을 한국의 소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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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deas take shape

가 는 연필심을 나무 사이에 넣어 사용하는 아이디

어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1761년에 세워진 가족기업을 로타 폰 파버가 

1893년에 물려 받으면서 연필을 고급 제품으로 변

화시켰으며 세계 최초로 필기도구를 브랜드화 하였

습니다.

그는 연필의 길이, 직경 그리고 심의 경도에 따라 오

늘날 전세계 모든 브랜드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 규격

을 확립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심플하면서 시

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디자인의 모범이 되는 제품

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로타 폰 파버의 손녀인 오틸리에와 알렉산더 주 카스

텔 뤼덴하우젠 백작의 결혼으로 생긴 이름인 파버카

스텔은 가장 오래된 나무 연필 제조 회사일 뿐 아니

라 흑연 연필 및 색연필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

랜드입니다. 파버카스텔은 250년이 넘는 기업의 역

사 동안 모든 범위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라폰파버카스텔 브랜

드를 전개하는데 있어 

과거의 제품을 재발견하

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

는 디자인과 현대 기술을 

갖춘 제품으로 재해석하

는 것은 나의 아버지인 안

톤 볼프강 폰 파버카스텔 

백작에게 중요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이 아이디어

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

며 확장하는 것 입니다. 

그라폰파버카스텔 컬렉션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필기

구 외에도 뛰어난 장인정신과 천연소재를 활용한 훌륭한 

가죽 및 데스크 액세서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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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는 파버카스텔은 수 세기 동안 여러 가지 표준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표준들은 연필의 길이와 지름, 경도

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필로 필기와 스케치를 통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날

카로운 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프너를 상시 보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라폰파버카스텔의 퍼펙

트 펜슬은 이 문제를 간결하면서도 고상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연필 그 자체에 필요한 곳, 바로 연필의 길이를 연장해주는 익

스텐드 캡에 샤프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앤드 캡 안에

는 교체 가능한 지우개가 있어 샤프닝과 수정 모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완벽한 필기구인 퍼펙트 펜

슬은 기로쉐 디자인의 표면과 세로 홈의 삼나무로 만들어졌으

며 백금과 순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부드러우며 두꺼운 4B 심의 퍼펙트 펜슬 매그넘 

사이즈 제품은 스케치를 할 때, 매우 이상적입니다.‘블랙 에디

션’은 티타늄으로 제작된 무연탄 PVD 코팅 제품으로 세로 홈

이 새겨진 매그넘 블랙 제품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라폰파버카스텔 연필은 캘리포니아산 삼나무로 만들어져 

깔끔하게 깎이며 매력적인 세로 홈과 각인된 실버의 앤드 캡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우아한 기로쉐 연필은 정교하게 디자인

된 기로쉐 패턴은 기분 좋은 터치감을 제공하며 B심 경도의 흑

연은 부드러운 필기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간 결한 럭셔리 - 아름다운 연필로 필기하는 것

보다 이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습

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필 제조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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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5 17

데스크 세트 브라운

엄선된 오리나무로 만들어진 우드 케이스,
고광택 미러 마감 된 무거운 중량의 메탈 덮개,
백금 퍼펙트 펜슬, 4자루 포켓 펜슬, 
4개의 여분 지우개
\ 800,000

11 85 18

데스크 세트 블랙

엄선된 오리나무로 만들어진 우드 케이스,
고광택 미러 마감 된 무거운 중량의 메탈 덮개,
백금 퍼펙트 펜슬, 4자루 포켓 펜슬,
4개의 여분 지우개
\ 800,000

Desk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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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Pencil, finely fluted

11 85 55

퍼펙트 펜슬 매그넘 브라운     

샤프너가 내장된 백금 도금 캡, 지우개가 꽂힌 나선형 앤드캡이 장착된 두껍고 부드러움 4B심
글쓰기와 스케치에 이상적
\380,000

erases writes sharpens

11 85 30

퍼펙트 펜슬 매그넘 블랙

샤프너가 내장된 티타늄의 무연탄 PVD 
코팅 캡과 두껍고 부드러운 4B심
글쓰기와 스케치에 이상적
\ 450,000

erases writes sharpens

11 86 30

퍼펙트 펜슬 매그넘 블랙 리필 3입

나선형의 앤드캡, 4B 블랙 컬러
\ 60,000

11 86 55

퍼펙트 펜슬 매그넘 브라운 리필 3입

나선형 앤드캡, 4B 브라운 펜슬
\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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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6 45

퍼펙트 펜슬 브라운 리필 5입 

나선형 앤드캡, 브라운 컬러
\ 90,000

11 86 46

퍼펙트 펜슬 블랙 리필 5입

나선형 앤드캡, 블랙 컬러
\ 90,000

11 85 66

순은 퍼펙트 펜슬 브라운

샤프너가 내장된 순은 캡, 지우개가 꽂힌 
나선형 앤드캡이 장착된 브라운 포켓 펜슬 
\ 550,000

11 85 68

백금 퍼펙트 펜슬 블랙

샤프너가 내장된 백금 도금 캡, 지우개가 꽂힌
나선형 앤드캡이 장착된 블랙 포켓 펜슬
\ 330,000

11 85 67

백금 퍼펙트 펜슬 브라운

샤프너가 내장된 백금 도금 캡, 지우개가 꽂힌 
나선형 앤드캡이 장착된 브라운 포켓 펜슬 
\ 330,000

11 85 69

백금 퍼펙트 펜슬 라이트 그레이

샤프너가 내장 된 백금 도금 캡, 지우개가 꽂힌
나선형의 앤드캡이 장착된 라이트 그레이 포켓 펜슬
\ 330,000

11 86 40

퍼펙트 펜슬 라이트 그레이 리필 5입 

나선형의 앤드캡, 라이트 그레이 컬러 
\ 90,000

11 85 56

백금 퍼펙트 펜슬 나이트 블루

샤프너가 내장된 백금 도금 캡, 지우개가 꽂힌 
나선형의 앤드캡이 장착된 나이트 블루 포켓 펜슬
\ 330,000

11 86 52

백금 퍼펙트 펜슬 나이트 블루 리필 5입

나선형의 앤드캡, 나이트 블루 컬러 
\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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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6 63

퍼펙트 펜슬 올리브 그린 리필 3입

나선형의 앤드캡, 올리브 그린 컬러
\ 40,000

11 86 61

퍼펙트 펜슬 번 오렌지 리필 3입

나선형의 앤드캡, 번 오렌지 컬러
\ 40,000

11 86 64

퍼펙트 펜슬 바이올렛 블루 리필 3입

나선형의 앤드캡, 바이올렛 블루 컬러
\ 40,000

11 86 60

퍼펙트 펜슬 터키 리필 3입

나선형의 앤드캡, 터키 컬러
\ 40,000

11 86 65

퍼펙트 펜슬 코냑 브라운 리필 3입

나선형의 앤드캡, 코냑 브라운 컬러
\ 40,000

11 86 62

퍼펙트 펜슬 일렉트릭 핑크 리필 3입

나선형의 앤드캡, 일렉트릭 핑크 컬러
\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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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ils

11 86 23

기로쉐 펜슬 코냑 브라운 3입

\ 30,000

11 86 22

기로쉐 펜슬 블랙 3입

\ 30,000

11 86 26

기로쉐 펜슬 일렉트릭 핑크 3입

\ 30,000

11 86 28

기로쉐 펜슬 바이올렛 블루 3입

\ 30,000

11 86 24

기로쉐 펜슬 터키 3입

\ 30,000

11 86 27

기로쉐 펜슬 올리브 그린 3입

\ 30,000

11 86 25

기로쉐 펜슬 번 오렌지 3입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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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5 02

라운드 지우개 

백금 도금 된 그립 피스, 얼룩 없이 깨끗하게 지워짐,
백금 도금 그립 존을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중심축이 양쪽으로 열리며 지우개 교체 가능
\ 200,000 

18 85 13

소형 샤프너 

전면 백금 도금,싱글 금속 블록으로부터 변형,
세로 홈이 새겨진 표면, 
교체 가능한 정밀한 칼날 장착
\ 150,000



Desk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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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선된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

 ► 블랙, 브라운, 다크 브라운 컬러 구성 

 ► 고광택 메탈 부품

 ► 손으로 꿰맨 솔기 

 ► Made in Germany

확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라폰파버카스텔 데스크 액세서리는 

명료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

지며, 데스크에 놓여지는 즉시 그들의 특별함을 드러냅니다. 

고광택의 금속 부품과 손으로 꿰맨 솔기, 결이 있는 송아지 가

죽은 그라폰파버카스텔의 데스크 액세서리를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직 엄선된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만이 가

죽 액세서리에 사용됩니다. 최상의 공예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이 송아지 가죽은 부드럽지만 견고하며, 동시에 높은 내구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춰진 데스크 위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거나, 

혹은 실용적인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라폰

파버카스텔과 같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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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5 12

대형 펜슬 샤프너 블랙

마그네틱 오픈형 탑
\ 400,000

11 85 13

대형 펜슬 샤프너 브라운 
마그네틱 오픈형 탑
\ 400,000

11 85 14

대형 펜슬 샤프너 다크 브라운

마그네틱 오픈형 탑
\ 400,000

Epsom

11 85 40

펜 트레이 블랙

\ 500,000

11 85 41

펜 트레이 브라운

\ 500,000

11 85 39

펜 트레이 다크 브라운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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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5 70

노틀렛 박스 블랙

\ 300,000

11 85 71

노틀렛 박스 브라운

\ 300,000

11 85 72

노틀렛 박스 다크 브라운

\ 300,000

18 86 07

노틀렛 박스용 리필 용지

\ 10,000

11 89 20

데스크 패드 블랙

결이 있는 송아지 가죽
\ 470,000

11 89 21

데스크 패드 브라운

결이 있는 송아지 가죽
\ 470,000

11 89 19

데스크 패드 다크 브라운

결이 있는 송아지 가죽
\ 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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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5 75

데스크 액세서리 세트 블랙

\ 2,000,000

11 85 76

데스크 액세서리 세트 브라운

\ 2,000,000

11 85 77

데스크 액세서리 세트 다크 브라운

\ 2,000,000

구성품 : 편지 오프너, 노틀렛 박스, 펜 트레이, 펜 홀더와 기로쉐 펜슬
            하단 서랍에 들어있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가죽의 데스크 패드 
사이즈 : 55 ×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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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Giants

라폰파버카스텔의 천연 가죽 액세서리는 작은 이탈리아 공장에서 정성과 애정을 들여 수공예로 만

들어집니다. 천연 가죽의 그윽한 멋이 지닌 독특함으로 제품마다 고유한 디자인을 나타냅니다. 우

리의‘리틀 자이언츠’는 깔끔한 책상을 유지할 수 있는 고급스럽고 재미있는 방법을 제공합니

다. 부드럽고 두꺼운 펠트로 만들어진 세 개의 공간은 필기구, 노트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펠트는 이탈리아산 양에서 나온 100% 순수한 양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

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영감을 불러올 수 있는 파버카스텔의 폴리크로모스 전문가용 색연필 12색과 함께 제공

됩니다.

그

11 87 20

가죽 코끼리, L

송아지가죽, 다크 브라운
270 × 80 × 200 mm
\ 350,000

11 87 21

가죽 코끼리, M

송아지가죽, 다크 브라운
210 × 65 × 155 mm
\ 300,000

11 87 22

가죽 코끼리, S

송아지가죽, 다크 브라운
165 × 50 × 115 mm
\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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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8 57

가죽 코끼리, L

송아지가죽, 브라운
270 × 80 × 200 mm
\ 350,000

11 88 58

가죽 코끼리, M

송아지가죽, 브라운
210 × 65 × 155 mm
\ 300,000

11 88 59

가죽 코끼리, S

송아지가죽, 브라운
165 × 50 × 115 mm
\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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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wellery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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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식한 바 형태뿐 아니라 라운드 형태의 그라

폰파버카스텔 커프링크스는 기품 있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컬렉션의 필기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백금이나 14K 골드의 제품은 세련된 선물을 

하기에 이상적인 아이템입니다.  

클



-  24 -

11 89 76

Button

라운드 형, 백금 도금
체스판처럼 작은 면으로 가공된 황수정
\ 550,000

11 89 74

Bars

실린더 형, 골드 도금 
\ 400,000

Cufflinks

11 89 77

Button

라운드 형, 골드 도금
체스판처럼 작은 면으로 가공된 황수정 
\ 600,000

11 89 71

Button

라운드 형, 골드 도금
\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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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9 70

Button

라운드 형, 백금 도금
\ 350,000 

11 89 72

Button

라운드형, 백금 도금, 옥석
\ 600,000

11 89 75

Bars
백금 도금, 옥석
\ 550,000

11 89 73

Bars
백금 도금
\ 300,000



Pen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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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폰파버카스텔은 심혈을 기울여 신중하게 

선정한 소재와 장인의 솜씨로 최고급 필기구 

문화를 개척하고 선두하며 특별한 포지션으

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가장 최상위의 컬렉션은 2003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한정판‘올해의 펜’입니다. 이 비범한 한정판 

에디션은 옥, 매머드의 상아 혹은 엠버와 같은 고급스러운 소

재로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올해의 펜 컬렉션은 인류 역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

긴 사람들과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유

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세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이번 컬렉션의 주제입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로마는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에 의

해 건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물루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

인 레무스는 함께 버려져 늑대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고대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 중 하나인 콜로세움은 검투사들이 싸움

을 했던 전설적인 경기장으로 격변하는 시대의 변화에도 지금

까지 보존되어 온 경이로운 건축물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예술

은 매우 번성하였으며 현재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법률 및 정치 

체계는 고대 로마의 시스템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고대 로마의 귀족 가문 출

신으로 어린 나이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많은 위대한 업적

을 남겼습니다. 그는 로마 동전에 얼굴을 새긴 최초의 통치자

이며 이 로마 페니(데나리온)는 올해의 펜 에디션의 캡 상단부

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대리석을“신의 돌”이라고 하며 로마인들

은 신과 황제를 테마로 하여 대리석 조각을 제작할 만큼 그 아

름다움을 존경하였습니다. 2018 올해의 펜“로마 제국”을 

위해 특별한 대리석을 선별하였으며 각각의 한정판은 장인의 

기술이 더해진 수공예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Imperium Romanum 

Pen of the Year 2018

2018 올해의 펜 에디션은 카라라(Carrara) 지역의‘스타투아리오(statuario) ’대리석으로 둘러싼 제품으로 독특한 분

위기를 자아내는 각각의 한정판 펜은 스테판 보석 스튜디오 장인의 기술이 더해진 수공예로 제작되었습니다. 배럴의 대리석 

조각 사이에 백금 도금 링에는 명성과 성공을 상징하는 월계수 화환 이미지로 장식을 더하여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우아함

을 자아 냅니다. 이 에디션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유명한 콜로세움과 소형 로마 페니(데나리온)가 공들여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션 캡 부분의 데나리온(Denarius)은 기원전 44년경 카이사르의 머리를 묘사한 희귀한 은화를 모델로 하였습

니다. 만년필의 펜촉은 수작업으로 새긴 18K 투톤 골드로 만들어졌고 펜 촉은 F 너비의 펜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백금 도

금의 앤드캡은 플런저 방식의 회전식 손잡이가 실수로 작동되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바스크 지방 비스카야(Vizcaya)주 지역의 네로 마르퀴나(Nero Marquina)는 기본 블랙과 화이트 줄무늬가 확연한 차이

를 보이며 정교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블랙 에디션’필기구는 티타늄으로 만든 무연탄 색상의 PVD 코팅과 완벽하게 조

화를 이룹니다. 만년필의 펜촉은 수작업을 통해 루테늄 도금된 18K 골드로 만들었으며 남성적인 배럴과 완벽하게 어울립니

다.‘블랙 에디션’의 캡 부분은 콜로세움과 소형 로마 페니(데나리온)가 공들여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년필의 앤드캡은 플

런저 방식의 회전식 손잡이가 실수로작동되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14 51 41 (F)

만년필 

한정수량 400개
\ 4,500,000 

14 51 47

수성펜 

한정수량 120개

14 51 50 (M)

만년필 
한정수량 330개
\ 6,000,000 

14 51 47

수성펜 
한정수량 100개

Imperium Romanum 
– Black Edition – 
Pen of the Yea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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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필기구는 고유 번호와 광택의 블랙 우드 케이스에 담겨 제공됩니다. 찰스 폰 파

버카스텔 백작(Count Charles von Faber-Castell)의 서명이 있는 한정판 인증

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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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1 21 (F)

만년필

한정수량 500개
\ 4,500,000

14 51 27

수성펜

한정수량 150개

Vikings 
Pen of the Year 2017

 백금 도금 배럴에 물결무늬의 자작나무 조각들이 결합 된 ‘ 올해의 펜 2017 ’은 높은 정밀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

니다. 특별 제조공정을 통해 나무에서 아주 얇은 조각을 깎아내 아름다운 패턴으로 만드는 섬세한 작업으로 보석의 세공이나 

광택작업에서나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입니다. 나무의 따뜻한 색과 풍부한 뉘앙스가 캡에 들어가는 홍옥수와 멋지게 조

화를 이루어 강렬한 레드로 빛을 내고 Graf von Faber-Castell이 룬 문자로 배럴의 끝에 새겨져 있습니다. 만년필 펜촉은 

수작업으로 새긴 18K 투톤 골드로 만들어졌고 F펜촉의 너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백금 도금의 앤드캡은 플런저 방식의 회

전식 손잡이가 실수로 작동되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14 51 30 (M)

만년필

한정수량 230개
\ 6,000,000

14 51 37

수성펜

한정수량 70개

Vikings 
– Special Limited Edition – 

Pen of the Year 2017

 티타늄으로 만든 무연탄 색상의 PVD 코팅 버전은 거친 느낌의 에디션으로 특히 남성적인 매력을 풍깁니다. 매트한 그

레이 컬러의 스모크 오크나무는 바이킹 배를 지을 때 많이 사용된 나무로,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빛나는 메탈부분과 선명

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은 만년필 230자루, 수성펜 70자루 한정 출시됩니다. 스페셜 에디션 필기구의 캡

은 그레이 톤의 반짝이는 연수정으로 장식하였습니다. 만년필의 펜촉은 수작업을 통해 18K 골드로 루테늄 도금으로 만들었

습니다. 앤드캡은 플런저 방식의 회전식 손잡이가 실수로 작동되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  31 -

각의 펜은 빛나는 광택의 블랙 우드 케이스에 담겨 제공됩니다. 찰

스 폰 파버카스텔(Count Charles von Faber-Castell) 백작의 서

명이 있는 한정판 인증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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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of the Year - Pillars of history 

14 51 01 (F)

만년필 
한정수량 500개 
\ 5,500,000

14 51 07

수성펜

한정수량 150개 
\ 4,500,000

*   Available nib widths: 0 = M, 1 = F, 3 = B, 6 = BB
Nibs can be exchanged upon request

14 40 81(F)

만년필 
한정수량 1,000개 
\ 5,500,000

14 40 87

수성펜 
한정수량 300개 
\ 4,500,000

비엔나, 쇤브룬 궁전 ·올해의 펜 2016

포츠담, 상수시 궁전 ·올해의 펜 2015

14 40 61(F)

만년필 
한정수량 1,000개 
\ 5,000,000

14 40 67

수성펜 
한정수량 300개 
\ 4,500,000

“올해의 펜 2016”백금 버전은 칠기의 방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독특한 방식의 짙은 검은색 오닉스로 정교하게 

만든 수공예 백금 도금 프레임이 각각의 단풍 무늬 프레임과 대조를 이룹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만년필의 18K 투톤 골드

닙은 F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백금 도금의 앤드캡은 플런저 기기의 회전식 손잡이를 보호해주고 있으며 수공예로 광택을 

내어 만든 오닉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펜“포츠담, 상수시 궁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장인의 솜씨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작업은 하

버트 스테판 보석 공장에 운명적으로 맡겨졌습니다. 이 곳은 15세기부터‘이다어 오버슈타인’의 전통을 계승해오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버트 스테판 보석 공장의 거장들은 그들의 견줄 곳 없는 기술로 인상 깊은 

결과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들은 한정판의 백금 도금 된 배럴과 캡 수작업으로 갈고 광을 낸 4개의 실레지아 사문석과 러시

아 연수정을 장식하였습니다. 만년필은 손으로 조각한 18K 투톤 골드 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골드 닙은 F촉으로 사

용 가능하며, 백금 도금 앤드캡은 플런저 기기의 회전식 손잡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마노의 방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올해의 펜“예카트리나 궁전”은 한 시대를 풍미한 매혹적인 광채와 미학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세 개의 큰 적갈색 벽옥은 플런져 방식의 백금 도금 배럴을 장식하고 있으며, 마노의 방의 웅장한 분위기를 완벽하

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체인 패턴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년필의 캡은 측면 마감되어 희미하

게 빛나는, 회색 러시아 석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트리나 궁전 ·올해의 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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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쇤브룬 궁전 ·올해의 펜 2016

포츠담, 상수시 궁전 ·올해의 펜 2015

14 51 10 (M)

만년필 
한정수량 120개 
\ 10,000,000

14 51 17

수성펜 
한정수량 50개 
\ 9,500,000

14 40 90(M)

만년필

한정수량 150개 
\ 10,000,000

No longer available 

수성펜 
한정수량 30개 
\ 9,500,000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트리나 궁전 ·올해의 펜 2014

No longer available

만년필 
한정수량 150개 
\ 10,000,000

No longer available

수성펜 
한정수량 30개 
\ 9,500,000

“올해의 펜 2016” 스페셜 한정판을 위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모티브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작

업단계에서 세 개의 판을 각각 검은색으로 칠하고 광택을 내어 수작업으로 그을리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공예가들이 정성을 다해 칠기에 모티브를, 그리고 마르지 않은 그림에 24K 금을 다른 톤으로 반짝이도록 덧칠하였습

니다. 이렇게 히라 마끼에(Hira Maki-e) 칠기 작품 특유의 모양과 느낌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만년필의 

18K 투톤 골드닙은 M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골드 도금의 앤드캡은 플런저 기기의 회전식 손잡이를 보호해주고 있으며 수

공예로 광택을 내어 만든 오닉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펜 ‘포츠담, 상수시 궁전’의 스페셜 한정판은 프리드리히 대제가 가장 아끼던 천연석인 녹색 사문석과 희귀한 녹

옥수와 함께 24K 골드 도금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녹옥수는 오랜 시간 동안 채굴되지 않고 있어, 오로지 골동품 보석 

시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조각한 만년필의 18K 투톤 골드 닙은 M촉으로 사용 가능하며, 백금 도금 앤드캡은 

플런저 기기의 회전식 손잡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펜“예카트리나 궁전”의 호화스러운 스페셜 한정판은 이례적으로 뛰어난 준보석 세공과 24K 골드 도금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배럴은 아름답게 고안된 6개의 자스퍼 벽옥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24K 골드로 만들어진 정교한 장미

가 박혀 있는 진귀한 흑단의 레진 판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캡과 앤드캡에는 다각 면으로 세공 된 두 개의 황금색 러시아 

석영이 박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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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of the Year - Luxus der Natur 

No longer available

올해의 펜 2003

최초로 선정된 올해의 펜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우드 중 하나인 스네이크 우드(snake wood)로 만
들어진 만년필입니다. 
한정수량 1,500개
\ 3,000,000 

No longer available

올해의 펜 2004

호박(amber)과 백금 도금 금속으로 만들어진 매그넘 방식의 만년필은 공예 예술의 거장들에 의하
여 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예카테리나 궁의 호박의 방(Amber 
room)을 한 조각 한 조각씩, 겹겹이 재건한 Tsarskoye Selo (Pushkin) 공방의 장인들입니다.
한정수량 2,300개 
\ 3,500,000 

No longer available

올해의 펜 2005

2005년 올해의 펜은 가오리 가죽(stingray leather)이나 혹은 상어(Galuchat)가죽으로 제작되습니
다. 이 펜은 상호 배제적인 재질들을 독특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가오리 가죽은 놀라운 탄력을 가지
고 있으며, 잘 찢어지지 않는 반면에 매우 부드럽습니다.
한정수량 2,000개 
\ 3,500,000

Anthracite - no longer available

14 50 11(F) - olive

*   Available nib widths: 0 = M, 1 = F, 3 = B
Nibs can be exchanged up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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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nger available

올해의 펜 2006

2006년 올해의 펜은 매머드 상아(mammoth ivory)로 제작되었습니다.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매머드 상아는 그 아름다움을 한층 더 부각시켜 주는 흑단의 골조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정수량 2,000개 
\ 2,500,000

No longer available

올해의 펜 2007

2007년 올해의 펜은 2억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석화된 나무(petrified wood)로 제작되었습니다. 
백금도금 프레임과 석조간의 표면은 정밀한 커팅 기술로 다듬어져 매우 고른 표면을 지니고 있
습니다. 
한정수량 2,000개 
\ 3,000,000 

14 50 51(F)

올해의 펜 2008

2008년 올해의 펜은 신중하게 선별된 사틴우드(satinwood)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고가의 목재
는 파버카스텔 성 내부에 오틸리에 백작부인이 사용한 스위트 룸의 벽면 장식과 일부 가구의 조각
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걸작의 백금 도금 앤드캡에는 황수정(citrine) 원석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한정수량 2,000개 
\ 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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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0 61(F) 

올해의 펜 2009

2009년 올해의 펜은 비범하지만 거의 잊혀진 말총을 소재로 하였으며, 독일의 유일한 수공 말총 직조
공인 Dorit Berger가 장신의 솜씨로 한 올 한 올 완숙하게 손으로 직조한 배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한정수량 1,500개 
\ 3,500,000

No longer available 

올해의 펜 2010

2010년 올해의 펜은 코카시아 호두나무(Caucasisn walnut wood)로 제작되었습니다. 외부 압력
에 잘 견디는 견고함으로 총기에 사용되는 호두나무는 필기구를 손상 없이 보관하는데 매우 이상
적입니다. 24K 골드 상감 장식과 단단하게 담금질 된 금속 롬버스가 장식 된 이 펜은 총기 제작 장
인의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한정수량 1,500개
\ 3,500,000

14 50 81(F)

올해의 펜 2011

2011년 올해의 펜은 파버카스텔 사의 창사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브랜드 컬러를 상징하는 
깊은 녹색의 매혹적인 음영을 가진 러시아 옥(Russian Jade)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팔각 만년필은 
파버카스텔이 8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가업을 상징하고 있으며, 파버카스텔의 창립연도인 1,761개
의 한정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정수량 1,761개 
\ 5,000,000

*   Available nib widths: 0 = M, 1 = F, 3 = B
Nibs can be exchanged up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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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0 91(F) 

올해의 펜 2012

올해의 펜 탄생 10주년을 맞으며 출시된 2012년 올해의 펜은 두 가지의 상반된 소재가 결합되었습니
다. 수 천년 동안 고대 습지에서 생성된 대지의 미(美)를 보여주는 오크 나무(oak wood) 심층 구조에 송
진 으로 덧발라진 24K 금박은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초자연적인 광택을 지
니고 있습니다.
한정수량 1,500개 
\ 5,500,000



LIMITED EDITION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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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하여야 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귀족가문

의 이름인“von Faber-Castell (파버카스텔)”이 탄생하게 되

었습니다. 이들의 삶은“헤리티지 한정판”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시절 젊은 나이의 여성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이

례적이었으며 결혼은 알렉산더에게도 새로운 책임감을 주었습니

다. 그는 바이에른 기갑부대 6번째 근위경비대의 책임자이자 귀

족이었지만 연필 제작에 필요한 어떠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해 

무역상으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성심과 헌신으로 비즈니스 운영과 능력을 빠르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1905년, 그가 이끌던 연대의 그린컬러를 이용하여 

카스텔9000을 런칭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연필은 

오늘날까지 품질과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클래식한 그린컬

러의“알렉산더 한정판”만년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업무공간의 가구와 의자들은 섬세한 아르누보 양식의 패브

릭 소재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렛 컬러를 사용하였습

니다. 이 컬러와 패턴 변화는“오틸리에 한정판”만년필 배럴

에 미묘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오틸리에와 알렉산더 폰 파버카스

텔 백작이 결혼한 해에 따라 각각 1,898개의 한정수량으로 생

산되었습니다.

오

 ► 견고한 스프링 장착 클립

 ► 수작업으로 제작된 18K 투톤 골드 닙의 만년필

 ► 카트리지 / 컨버터 시스템

 ► 각각의 필기구는 1,898개 한정수량으로 제작

 ► 한정판 수공예 기프트 박스

틸리에 폰 파버 남작과 알렉산더 주 카스텔 뤼덴

하우젠 백작은 1898년 결혼하였습니다. 유언조

항에 따라 회사는 “Faber(파버)”이름을 영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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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3 71(F) / 15 63 72(EF)

알렉산더 만년필 
헤리티지 한정판“알렉산더”
카트리지 / 컨버터 시스템
\ 2,000,000

– 헤리티지 한정판 – 
“알렉산더”만년필

정교하게 새겨진 무늬와 여러 번 라카를 덧칠한 메탈 배럴은 미묘한 광택과 특별

한 깊이감이 있습니다. 각진 부분을 연마하는 것은 장인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

만 가능한 한 정밀하게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였습니다. 모든 메탈 부분은 은으로 만

들어졌습니다. 그립, 앤드캡, 그리고 캡 부분은 각각의 특징적인 것들로 장식되어 있

습니다. 세로홈의 우아한 캡의 끝부분은 더블링으로 되어있는데 그라폰파버카스텔 고

유의 순은 필기구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커플의 이니셜 A, O, F 그리고 C가 

뒤얽혀 새겨져 있습니다. 

기프트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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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의 링 장식에는“Handmade in Germany”가 새겨져 있습니다. 앤드캡에

는“Limited Edition Heritage, 1898pcs”가 각인되어 있으며 오틸리에와 알렉

산더가 결혼한 해를 나타냅니다. 또한 18K의 투톤 골드닙은 수공예로 제작되었습

니다.

15 63 61(F) /  15 63 62(EF)

오틸리에 만년필 
헤리티지 한정판“오틸리에”
카트리지 / 컨버터 시스템
\ 2,000,000

– 헤리티지 한정판 – 

“오틸리에”만년필

기프트 박스



Limited Edition Snake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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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크 우드는 매우 느린 속도로 성장하며 두드

러지게 눈에 띄는 최상의 결을 지니고 있는 고

귀한 나무입니다. 뱀피와 같이 얼룩덜룩하고 특

색 있는 결은 오로지 브라질에서만 자라나는 이 종의 핵심구

조로부터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

싼 나무 중 하나로 현악기와 우수한 예술품의 소재로 매우 귀

하게 여겨집니다. 

스네이크 우드 한정판 표면에는 그라폰파버카스텔만의 전

형적인 세로 홈이 새겨져 있으며, 공들여서 작업한 왁스 마감

이 되어있습니다. 나무의 구조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이 배

럴은 고광택의 백금 도금 부품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연으로부터 창조된 아름다운 컬러와 외관을 지니고 있는 한정

판은 모두 특별합니다. 파버카스텔 사(社)의 창립연도에 경의

를 표하며, 이 독점적인 한정판은 각각의 필기구 모두 1,761

개의 한정수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모든 한정판에는 개별 넘

버가 클립 링 위에 새겨져 있으며, 매력적인 브라운 우드 케이

스에 담겨 선사됩니다.  

스

 ► 견고한 스프링 장착 클립

 ► 수작업으로 제작된 이리듐 팁, 18K 투톤 골드 닙의 만년필

 ► 카트리지 / 컨버터 시스템

 ►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써 내려가는 정교한 촉의 수성펜

 ► 표준 사이즈의 대용량 리필심이 장착된 볼펜

 ► 교체 가능한 화이트 지우개, 부러짐 방지 된 B경도의

0.7mm심이 내장된 샤프  

 ► 각각의 필기구는 1,761개 한정수량으로 제작

 ► 단단한 우드 케이스에 담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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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Edition Snakewood
14 57 31(F) / 14 57 32(EF)

스네이크 우드 만년필

스네이크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1,000,000

14 57 16

스네이크 우드 수성펜

스네이크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750,000

14 57 36

스네이크 우드 볼펜

스네이크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600,000

13 57 36

스네이크 우드 샤프

스네이크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600,000

*   Available nib widths: 0 = M, 1 = F, 2 = EF, 3 = B

단단한 우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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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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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고한 스프링이 장착된 클립

 ► 수작업으로 제작된 이리듐과 18K 골드 닙의 만년필

 ► 카트리지 / 컨버터 시스템

 ►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써 내려가는 정교한 촉의 수성펜

 ► 표준 사이즈의 대용량 리필심이 장착된 볼펜

 ► 교체 가능한 화이트 지우개와 부러짐 방지 B경도의 

0.7mm 심이 내장된 샤프

 ► 단단한 우드케이스 제공

래식 만년필의 투톤 골드 닙은 여전히 높은 수

준의 세련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클래식 컬렉션 

볼펜과 샤프의 균형 잡힌 슬림한 배럴은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단단한 메탈로 만들어진 스프링이 장착된 

클립과 메커니즘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필기의 즐거움

을 부여합니다.

클래식 컬렉션은 마카사르, 퍼남부코, 그레나딜라, 에보니 우

드의 배럴이나 백금 도금 혹은 순은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교한 세로 홈의 배럴은 백금 도금 부품들과 최상의 조화를 이

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올린 활을 제작하는데 사용되

는 이 귀중한 나무들은 매우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작업 공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창조

된 나무 색상과 결 차이는 모든 필기구가 유일무이하며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제품 클래식 마카사르는 우드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무연

탄 코팅의 디테일이 결합된 견고한 제품입니다. 만년필은 루

테늄 코팅된 18K 골드 닙의 순수한 디자인으로 완벽한 컬렉

션을 제공합니다.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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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Macassar “Black Edition“ 
14 57 41(F) / 14 57 42(EF)

클래식 마카사르 만년필

마카사르 우드 배럴 티타늄으로 제작된
무연탄 컬러의 PVD 코팅 루테늄 도금 및
이리듐 팁의 18K 골드 닙 만년필
\ 800,000

14 55 16

클래식 마카사르 수성펜

마카사르 우드 배럴 티타늄으로 제작된 
무연탄 컬러의 PVD 코팅
\ 550,000

14 55 36

클래식 마카사르 볼펜

마카사르 우드 배럴
티타늄으로 제작된 무연탄 컬러의 PVD 코팅
\ 420,000

13 55 36

클래식 마카사르 샤프

마카사르 우드 배럴
티타늄으로 제작된 무연탄 컬러의 PVD 코팅
\ 420,000

자연으로부터 창조된 나무 색상과 결 차이는 
모든 필기구가 유일무이하며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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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5 51(F) / 14 55 52(EF)

클래식 에보니 만년필

에보니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800,000
14 55 11

클래식 에보니 수성펜 

에보니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550,000
14 55 31

클래식 에보니 볼펜

에보니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420,000
13 55 31

클래식 에보니 샤프

에보니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420,000

Classic “Ebony“ 

14 55 21(F) / 14 55 22(EF)

클래식 그레나딜라 만년필 

그레나딜라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800,000
14 55 13

클래식 그레나딜라 수성펜

그레나딜라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550,000
14 55 33

클래식 그레나딜라 볼펜

그레나딜라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420,000
13 55 33

클래식 그레나딜라 샤프 
그레나딜라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420,000

Classic “Grenadilla“ 

14 55 41(F) / 14 55 42(EF) 

클래식 퍼남부코 만년필

퍼남부코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800,000
14 55 10

클래식 퍼남부코 수성펜

퍼남부코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550,000
14 55 30

클래식 퍼남부코 볼펜 

퍼남부코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420,000
13 55 30

클래식 퍼남부코 샤프

퍼남부코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420,000

Classic “Pernamb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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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5 61(F) / 14 55 62(EF)

클래식 백금 만년필

\ 750,000

14 55 12

클래식 백금 수성펜

\ 500,000 

14 55 32

클래식 백금 볼펜

\ 370,000

13 55 32

클래식 백금 샤프

\ 370,000

Classic "Platinum-plated" 

14 85 71(F) 

클래식 순은 만년필

\ 1,300,000

14 85 13

클래식 순은 수성펜

\ 990,000

14 85 33

클래식 순은 볼펜

\ 700,000

13 85 33

클래식 순은 샤프

\ 700,000

Classic "Sterling silver" 

전체적으로 백금 도금 된 표면. 순은 컬렉션보다 더 시원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
산화되지 않으며 저항력이 높은 단단한 표면

순은(925/1000)고체로 만들어짐. 백금 도금 버전과는 다르게 더블 링으로 마감된 캡.
각각의 필기구 캡에 새겨진 품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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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AnelloClassic An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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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백금 도금 링으로 배럴이 장식된 아

넬로 시리즈는 이탈리아어로 반지를 뜻하는“아

넬로”에서 가져왔습니다. 매혹적인 조화와 고

귀하고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아이보리 컬러의 고급 레

진 소재와 그들 사이의 백금 도금 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래식 아넬로 컬렉션은 아름다움 외관 뿐만 아니라 완벽한 촉

감을 선사합니다.

이 귀중한 아이보리 색상과 대조적인 매력을 이루는 제품은 그

레나딜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레나딜라는 새틴 마감과 

수작업으로 왁스가 칠해진 모카 컬러 링이 결합되어 우아한 광

택과 함께 매혹적인 느낌을 선사합니다. 두 가지 색상을 결합

한 인상적인 한 쌍은 결혼 예식을 특별하게 장식합니다.

고

 ► 견고한 스프링 장착 클립

 ► 수작업으로 제작된 이리듐 팁

 ► 18K 투톤 골드 닙의 만년필

 ► 카트리지 / 컨버터 시스템

 ►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써 내려가는 정교한 촉의 수성펜 

 ► 표준 사이즈의 대용량 리필심이 장착된 볼펜

 ► 리필 교체 가능한 화이트 지우개, 부러짐 방지 된 B경도의 

0.7mm심이 내장된 샤프

 ► 단단한 우드 케이스에 담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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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Anello "Ivory" 
14 56 71(F) / 14 56 72(EF)

클래식 아넬로 아이보리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백금 도금  
\ 750,000

14 56 80

클래식 아넬로 아이보리 수성펜

진귀한 레진 배럴, 백금 도금
\ 500,000

14 56 90

클래식 아넬로 아이보리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백금 도금
\ 370,000

13 56 90

클래식 아넬로 아이보리 샤프

진귀한 레진 배럴, 백금 도금
\ 370,000

Classic Anello "Grenadilla" 
14 58 01(F) / 14 58 02(EF) 

클래식 아넬로 그레나딜라 만년필

그레나딜라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800,000

14 58 10

클래식 아넬로 그레나딜라 수성펜

그레나딜라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550,000

14 58 11

클래식 아넬로 그레나딜라 볼펜

그레나딜라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420,000

13 58 11

클래식 아넬로 그레나딜라 샤프

그레나딜라 우드 배럴, 백금 도금
\ 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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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lo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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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레진 소재로 만들어진 기로쉐 컬러 컬렉션은 특

별한 공정 과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필기구

는 보석이나 순은 액세서리와 마찬가지로 작업 공정

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각인하였습니다. 수작업으

로 라카 칠한 배럴은 반복적으로 윤을 내어 독특하면서도 흥미

로운 감촉의 표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펜은 각각의 매력

을 가지며 이는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개별적인 예술품입니다.

“쉐브론”은 V 형태 혹은 지그재그 패턴을 나타내며 기로

쉐 쉐브론 컬렉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쉐브론 패턴은 진귀

한 레진 소재에 세밀하게 각인되어 매력적인 외관을 선사합니

다. 시선을 사로잡는 고광택 블랙의 배럴은 빛나는 로듐 도금 메

탈 소재 부분과 멋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의 솜씨

로 우아하게 각인된 패턴은 빛의 입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새

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기로쉐 시즐레 컬렉션은 기품 있는 헤링본 패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짙고 매트한 표면 위에 희미하게 일렁이듯이 각인된 

헤링본 패턴은 독특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

니다. 고광택의 로듐 도금 캡과 앤드 피스는 그립 부분의 매트

한 배럴과 효과적인 대조를 이루며, 우아하고 절제된 디자인으

로 품격 있는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 견고한 스프링 장착 클립

 ► 수작업으로 제작된 이리듐 팁, 로듐 도금 된 18K 골드 닙

 ► 카트리지 / 컨버터 시스템

 ►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써 내려가는 정교한 촉의 수성펜

 ► 표준 사이즈의 대용량 리필심이 장착된 볼펜

 ► 교체 가능한 화이트 지우개, 부러짐 방지 된 B경도의 

0.7mm심이 내장된 샤프

 ► 슬림한 샤모아 컬러의 기프트 박스에 담겨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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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loche Cognac Brown 
14 65 21(F) / 14 65 22(EF)

기로쉐 코냑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480,000

14 65 15

기로쉐 코냑 수성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20,000

14 65 35

기로쉐 코냑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260,000

13 65 35

기로쉐 코냑 샤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260,000

Guilloche Violet Blue 
14 52 61(F) / 14 52 62(EF)

기로쉐 바이올렛 블루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480,000

14 52 19

기로쉐 바이올렛 블루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260,000

Guilloche Olive Green 
14 52 51(F) / 14 52 52(EF)

기로쉐 올리브 그린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480,000

14 52 18

기로쉐 올리브 그린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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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loche Electric Pink 
14 52 41(F) / 14 52 42(EF)

기로쉐 일렉트릭 핑크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480,000

14 52 17

기로쉐 일렉트릭 핑크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260,000

Guilloche Turquoise 
14 52 01 (F) / 14 52 02 (EF)

기로쉐 터키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480,000 

14 52 15

기로쉐 터키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260,000

Guilloche Burned Orange 

14 52 21(F) / 14 52 22(EF)

기로쉐 번 오렌지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480,000 

14 52 16

기로쉐 번 오렌지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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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6 01(F) / 14 66 02(EF)

기로쉐 쉐브론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530,000  

14 66 10

기로쉐 쉐브론 수성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80,000

14 66 30

기로쉐 쉐브론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00,000

13 66 30

기로쉐 쉐브론 샤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00,000

Guilloche Chevron Change of product line - while stocks last 

Guilloche Black 
14 65 41(F) / 14 65 42(EF)

기로쉐 블랙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480,000

14 65 10

기로쉐 블랙 수성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20,000

14 65 30

기로쉐 블랙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260,000

13 65 30

기로쉐 블랙 샤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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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loche Rhodium 
14 65 91(F) / 14 65 92(EF)

기로쉐 로디움 만년필 

메탈 배럴, 로듐 도금 
\ 530,000  

14 65 14

기로쉐 로디움 수성펜

메탈 배럴, 로듐 도금 
\ 380,000  

14 65 34

기로쉐 로디움 볼펜

메탈 배럴, 로듐 도금 
\ 300,000

13 65 34

기로쉐 로디움 샤프

메탈 배럴, 로듐 도금 
\ 300,000 

14 67 81(F)/ 14 67 82(EF)

기로쉐 시즐레 라이트 그레이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530,000  

14 67 12

기로쉐 시즐레 라이트 그레이 수성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80,000  

14 67 32

기로쉐 시즐레 라이트 그레이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00,000

13 67 32

기로쉐 시즐레 라이트 그레이 샤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00,000

Guilloche Ciselé, light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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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7 01(F) / 14 67 02(EF)

기로쉐 시즐레 다크 그레이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530,000  

14 67 10 

기로쉐 시즐레 다크 그레이 수성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80,000 

14 67 30

기로쉐 시즐레 다크 그레이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00,000   

13 67 30

기로쉐 시즐레 다크 그레이 샤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00,000 

Guilloche Ciselé, Anthracite 

14 67 71(F) / 14 67 72 (EF)

기로쉐 시즐레 브라운 만년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530,000    

14 67 11

기로쉐 시즐레 브라운 수성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80,000  

14 67 31

기로쉐 시즐레 브라운 볼펜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00,000

13 67 31

기로쉐 시즐레 브라운 샤프

진귀한 레진 배럴, 로듐 도금 
\ 300,000

Guilloche Ciselé, Brown  while stocks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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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t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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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사로잡는 스타일리시한 액세서리입니다. 섬세한 세로 홈

이 새겨진 메탈 배럴은 여러 차례의 공정과정을 통하여 정교하

게 라카칠되었으며, 이 혁신적인 기술의 라카칠은 배럴의 매

트한 표면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견고한 스프링 장착 클립

 ► 로듐 도금 된 고품질의 스테인레스 스틸 닙 

 ► 고광택의 메탈 부품들

 ► 카트리지 / 컨버터 시스템

 ►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써 내려가는 정교한 촉의 수성펜

 ► 표준 사이즈의 대용량 리필심이 장착된 볼펜 

 ► 교체 가능한 화이트 지우개, 부러짐 방지 된 B경도의 

0.7mm심이 내장된 샤프

 ► 슬림한 샤모아 컬러의 기프트 박스에 담겨짐

타 미시오 컬렉션은 비범한 뉘앙스를 풍기며 필기 

문화의 향상된 품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멋

스러운 우아함을 표현하는 있는 이 필기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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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tio Black 
14 15 01(F)  / 14 15 02 (EF)

타미시오 블랙 만년필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320,000

14 15 70

타미시오 블랙 수성펜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70,000

14 15 80

타미시오 블랙 볼펜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20,000

13 15 80

타미시오 블랙 샤프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20,000

Tamitio Rose 
 14 15 61(F)  / 14 15 62(EF)

타미시오 로즈 만년필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320,000

14 15 72

타미시오 로즈 수성펜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70,000

14 15 82

타미시오 로즈 볼펜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20,000

 13 15 82 

타미시오 로즈 샤프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20,000



Tamitio Night blue 
14 17 11(F) / 14 17 12(EF)

타미시오 나이트 블루 만년필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320,000

14 15 73

타미시오 나이트 블루 수성펜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70,000

14 15 83

타미시오 나이트 블루 볼펜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20,000

13 15 83

타미시오 나이트 블루 샤프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20,000

Tamitio Marsala 
14 15 91(F) / 14 15 92(EF)

타미시오 마르살라 만년필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320,000

14 15 74

타미시오 마르살라 수성펜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70,000

14 15 84

타미시오 마르살라 볼펜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20,000

13 15 84

타미시오 마르살라 샤프

라카칠 된 메탈 배럴 
\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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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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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필기를 할 때 얻는 즐거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이리듐 팁을 지닌 18K 골드의 로듐 도금 닙은 고품질의 

펜이 갖춰야 할 내구성과 부드러운 촉감,탄력과 강직함의 균형 

있는 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닙의 제조는 백 

여개 이상의 정교한 작업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

이 수작업으로 이루어 집니다. 각각의 닙은 제작 당시 장인의 

손으로 직접 '길들여' 집니다.

만 년필처럼 세련된 필기구의 품질은 공학기술로 

제작되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것은 특히 닙에 적용되고 있으며,이 중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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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M * 1 = F * 2 = EF *

3 = B * 4 = OM 5 = OB

0 = M *

0 = M 1 = F 2 = EF

3 = B 4 = OM 5 = OB

0 = M 1 = F 3 = B

0 = M 1 = F 3 = B

6 = BB

0 = M

Classic / Classic Anello / Limited Edition Snakewood * / Limited Edition Heritage *
Handmade 18-carat bicolour gold nib with rhodium inlay 
and irrdium tip or fully rhodium-plated

* The Limited Editions are delivered 
in nib widths M, F, EF and B. Interchangeable grips

Classic Macassar
Handmade 18-carat colour gold nib with ruthenim-coating

Pen of the Year 2003 - 2012
Large, handmade 18-carat bicolour gold nib with rhodium inlay and irrdium tip

Pen of the Year 2014 / 2015 / 2016 / 2017
Large, handmade 18-carat bicolour gold nib with rhodium inlay and irrdium tip

Special Limited Edition 2017  
Large, handmade 18-carat colour gold nib with ruthenium-coating

Nib types 

Special Limited Editions 2014 / 2015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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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M 1 = F 2 = EF

3 = B

0 = M 1 = F 2 = EF

3 = B

Guilloche *
Handmade 18-carat nib fully rhodium-plated

Tamitio
High-quality, rhodium-plated stainless steel nib

* Guilloche wrting instruments Electric Pink, Turquoise,
   Burned Orange, Olive Green and Violet Blue are

delivered in nib widths M, F, EF and B 

* 한정판을 제외한 만년필의 M촉은 별도 판매용입니다.

* 모든 닙은 실물 사이즈며, 왼손잡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ib Widths 

Straight nib EF (extra fein): 

Straight nib F (fein): 

Straight nib M (medium): 

For delicate handwriting (no pressure) 
Very fine strokes.

For small handwriting (light pressure). Fine strokes.
Fine strokes.

Suiable for any handwriting
Average-width strokes under normal pressure.



Ink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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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폰파버카스텔의 지워지지 않는 잉크 컬렉션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한 여러 가지 컬러의 잉크는 각각의 제조방법과 함께 고

품질의 재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최상의 품질을 지닌 잉크 컬렉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용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원활한 잉크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워지지 않는 고품질 잉크로 얼룩이 

없고 복사가 가능하며, 내광성이 있고 방수가 되며 다양한 화

학물질과 용액에도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광성

은 빛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변하지 않는 컬러의 지속성을 의

미합니다.

우아한 잉크 병은 데스크 위의 멋진 장식품입니다. 모든 

그라폰파버카스텔 잉크 컬렉션은 카트리지로도 사용 가능합

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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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 00
카본 블랙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03
스톤 그레이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07 
미드나잇 블루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09
로얄 블루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01
코발트 블루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10 
터키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08 
딥 씨 그린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04
모스 그린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15 
올리브 그린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02
헤이즐넛 브라운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16 
코냑 브라운 병 잉크, 75ml \40,000 

14 10 11 
번 오렌지 병 잉크, 75ml  \40,000 

14 10 05
가넷 레드 병 잉크, 75ml * \40,000

14 10 14 
일렉트릭 핑크 병 잉크, 75ml  \40,000

14 10 06
바이올렛 블루 병 잉크, 75 ml * \40,000

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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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 00
카본 블랙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03
스톤 그레이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07  
미드나잇 블루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09  
로얄 블루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01
코발트  블루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10 
터키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08 
딥 씨 그린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04
모스 그린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15 
올리브 그린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02
헤이즐넛 브라운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16 
코냑 브라운 6입 카트리지 \4,000

14 11 11 
번 오렌지 6입 카트리지  \4,000

14 11 05
가넷 레드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14 
일렉트릭 핑크 6입 카트리지  \4,000

14 11 06
바이올렛 블루 6입 카트리지  *  \4,000

14 11 30  
카본 블랙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33  
스톤 그레이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37 
미드나잇 블루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39 
로얄 블루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31  
코발트 블루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40 
터키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38  
딥 씨 그린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34  
모스 그린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45 
올리브 그린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32 
헤이즐넛 브라운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46 
코냑 브라운 20입 카트리지  \17,000

14 11 41 
번 오렌지 20입 카트리지  \17,000

14 11 35 
가넷 레드 20입 카트리지 * \17,000

14 11 44 
일렉트릭 핑크 20입 카트리지  \17,000

14 11 36
바이올렛 블루 20입 카트리지  *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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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books with linen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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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바이에른주의 작은 제본 가게에서 리넨 커버의 

노트를 생산합니다. 리넨 노트북은 종이에 쓰고 싶

은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고

품질의 매끄러운 용지는 최상의 필기감을 제공합니다. 개별 시

트를 실로 정교하게 엮은 덕분에 특정 페이지를 펼쳤을 때도 

책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빈번한 사용 후에도 페이지는 일정하

게 유지됩니다. 그라폰파버카스텔의 리넨 노트북은 A4, A5 및 

A6 사이즈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Kera Till이 그린 사랑스러운 작은 

스케치는 리넨 노트북과 함께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 160페이지

 ► 고품질 종이(100g/m2 ) 

 ► 용지의 가벼운 부피 대비 최고 수준의 불투명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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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Graf von Faber-Castell

Notebooks with linen cover 

18 86 25
리넨 노트북, A4, 골든 브라운 
\40,000

18 86 26
리넨 노트북, A5, 골든 브라운 
\35,000

18 86 27
리넨 노트북, A6, 골든 브라운 
\30,000

18 86 28
리넨 노트북, A4, 번 오렌지
\40,000

18 86 29
리넨 노트북, A5, 번 오렌지 
\35,000

18 86 30
리넨 노트북, A6, 번 오렌지 
\30,000

18 86 32
리넨 노트북, A4, 스톤 그레이 
\40,000

18 86 33
리넨 노트북, A5, 스톤 그레이 
\35,000

18 86 34
리넨 노트북, A6, 스톤 그레이 
\30,000

18 86 35
리넨 노트북, A4, 나이트 블루 
\40,000

18 86 36
리넨 노트북, A5, 나이트 블루  
\35,000

18 86 37
리넨 노트북, A6, 나이트 블루  
\30,000

* 일러스트레이터 Kera Till이 그린 사랑스러운 작은 스케치는 
A5 리넨 노트북과 함께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  79 -

for Graf von Faber-Castell

18 86 53
리넨 노트북, A5, 바이올렛 블루
\35,000

18 86 71
리넨 노트북, A5, 올리브 그린
\35,000

18 86 67
리넨 노트북, A5, 터키
\35,000

18 86 69
리넨 노트북, A5, 일렉트릭 핑크
\35,000

* 일러스트레이터 Kera Till이 그린 사랑스러운 작은 스케치는 
A5 리넨 노트북과 함께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Leather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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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풀한 케이스는 필기구를 보호하고 커다란 가방 

안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이탈리아산 가죽으로 만들어진 펜케이스

는  멋진 외관과 기능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로쉐 컬

렉션 들과 완벽한 컬러 조화를 이룹니다.

컬



Ep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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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견고하지만 유연한 송아지 가죽은 최상의 공예품을 만

들어 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가죽 액세서리는 엠보싱 기술을 

사용한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매우 견고하며 부드러운 

내부 안감은 매력적인 시각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가죽을 맞붙이기 위해서는 서로 겹쳐 놓은 뒤 재봉틀

로 바느질 합니다. 이에 비해, 그라폰파버카스텔 가죽 액세서

리는 강한 실로‘맞댐이음(butt-jointed)’하며 손으로 꿰맵

니다. 이처럼 정밀한 기술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죽과 선

명하게 대조되는 색상의 실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바늘땀은 눈

에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모두 완벽해야 하며, 한번 뚫린 바

늘 홈은 육안으로 즉시 판별되기 때문에 수정작업이 불가능합

니다. 이 가죽은 부드럽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그을려

졌으며, 이러한 작업 공정으로 제작된 가죽은 은의 변색을 방

지해줍니다. 이와 같이 최고급 품질을 지닌 기능성 가죽은 세

계에서 몇몇 공장에서만 생산 가능 합니다.

*모든 치수는 닫힌 제품 사이즈의 
*길이 × 폭 × 높이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 

 ► 표면 전체에 결이 난 가죽                                       

( 외면 : 엠보싱 가죽 / 내면 : 부드러운 가죽 ) 

 ► 가죽과 확실하게 대조되는 컬러의 솔기

 ► 은 제품의 변색 방지

 ► 단단해진 가죽으로 만들어진 버튼, 자석

 ► 세계적인 품질 보증 

 ► 아마섬유 백의 기프트 패킹

라폰파버카스텔 가죽 액세서리는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의 탁월

한 품질은 전문가들에게 높게 평가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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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8 12

3구 스탠다드 가죽 케이스

결이 있는 송아지 가죽, 브라운
173 × 68 × 18 mm 
\ 350,000

11 88 15

올해의 펜 가죽 케이스

결이 있는 송아지 가죽, 브라운
171 × 41 × 30 mm 
\ 300,000

Ep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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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8 26

1구 스탠다드 가죽 케이스

결이 있는 송아지 가죽, 브라운
174 × 33 × 22 mm
\ 220,000

11 88 22

2구 스탠다드 가죽 케이스

결이 있는 송아지 가죽, 브라운
170 × 50 × 18 mm 
\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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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6 21

라이팅 패드 리필, A5 사이즈

\ 15,000

18 86 20

라이팅 패드 리필, A4 사이즈

\ 20,000

11 89 26

라이팅 케이스, A4 사이즈

결이 있는 송아지 가죽, 브라운,
부드럽고 유연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내부,
A4 사이즈 리넨 노트북을 넣어서 사용 가능 함, 
손으로 꿰맨 주머니와 펜 고리, 라이팅 패드 장착
325 × 259 × 24 mm 
\ 700,000

11 89 28

라이팅 케이스, A5 사이즈

결이 있는 송아지 가죽, 브라운,
부드럽고 유연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내부 안감,
A5 사이즈 리넨 노트북을 넣어서 사용 가능 함,
손으로 꿰맨 주머니와 펜 고리,
라이팅 패드 장착
236 × 194 × 24 mm
\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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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8 94

랜드스케이프 형 노트패드 케이스 

결이 난 송아지 가죽, 브라운, 
포켓 펜을 안정적으로 꽂을 수 있는 펜고리,
가로형 라이팅 패드 장착, 
카드나 노트를 꽂을 수 있는 여분의 공간
110 × 76 × 16 mm 
\ 180,000

18 86 05

노트패드

\ 5,000

13 80 10

포켓 샤프

백금 도금, 부러짐 방지 된 0.7mm의 
견고한 HB심, 교체 가능한 화이트 지우개
\ 200,000

14 80 10

포켓 볼펜 

백금 도금, 블랙 M심의 리필 심 내장
\ 200,000

Original  s ize  90 mm

11 88 84

명함 지갑

결이 난 송아지 가죽, 브라운
107 × 70 × 12 mm 
\ 180,000 



11 88 85 

1구 가죽 펜 케이스, 터키

175 × 40 × 25 mm 
\ 180,000

11 88 75

2구 가죽 펜 케이스, 터키

175 × 50 × 25 mm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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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8 92

1구 가죽 펜 케이스, 코냑 브라운

175 × 40 × 25 mm 
\ 180,000

11 88 97

2구 가죽 펜 케이스, 코냑 브라운

175 × 50 × 25 mm 
\ 200,000

Leather accessories



11 88 87 

1구 가죽 펜 케이스, 일렉트릭 핑크

175 × 40 × 25 mm 
\ 180,000

11 88 77

2구 가죽 펜 케이스, 일렉트릭 핑크

175 × 50 × 25 mm
\ 200,000 

11 88 86 

1구 가죽 펜 케이스, 번 오렌지

175 × 40 × 25 mm 
\ 180,000

11 88 76

2구 가죽 펜 케이스, 번 오렌지

175 × 50 × 25 mm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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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8 91 

1구 가죽 펜 케이스, 바이올렛 블루 

175 × 50 × 25 mm 
\ 180,000

11 88 82

2구 가죽 펜 케이스, 바이올렛 블루

175 × 40 × 25 mm 
\ 200,000 

11 88 90 

1구 가죽 펜 케이스, 올리브 그린

175 × 50 × 25 mm 
\ 180,000

11 88 81

2구 가죽 펜 케이스, 올리브 그린

175 × 40 × 25 mm 
\ 200,00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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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ther accessoires Cashm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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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스러운 가죽 액세서리“캐시미어”컬렉션은 높

은 기능성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눈

에 띄는 결을 지닌 컬렉션은 완벽한 여행 동반자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여행가방은 패킹하는데 용이하도록 아래쪽 끝까지 

당겨 가방을 넓게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의 디테일은 최상

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실용적인 내부 칸막이가 있는 다양한 

크기의 서류 가방과 얇은 포트폴리오 제품은 부드럽게 열리는 

지퍼와 내구성이 좋은 알칸타라 가죽으로 제작된 안감으로 우

아한 입구 선사합니다. 견고한 가죽으로 된 어깨 스트랩은 가

방의 운반을 용이하게 합니다.

카드지갑, 지갑과 여권케이스가 캐시미어 컬렉션을 완성합

니다. 오렌지 컬러의 알칸타라 가죽으로 제작된 내부 안감은 

바깥의 결이 있는 블랙 또는 다크 브라운 컬러의 송아지 가죽

과 황홀한 대조를 이룹니다.

고

 ►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 결이 난 가죽

 ► 내구성이 좋은 알칸타라 가죽으로 만들어진 내부

 ► 부드럽게 작동하는 지퍼 

 ► 리넨백의 고품질 기프트 패키징

 ► Made i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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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6 98

랜드스케이프형 카드 지갑, 캐시미어

겉감 : 결이 난 송아지 가죽, 다크 브라운

안감 : 오래가는 알칸타라 가죽, 오렌지

8칸의 카드용 공간, 지폐용 공간

105 × 88 × 20 mm 

\260,000

11 86 96

랜드스케이프형 지갑, 캐시미어

겉감 : 결이 난 송아지 가죽, 다크 브라운

안감 : 오래가는 알칸타라 가죽, 오렌지

4칸의 카드용 공간, 지폐용 공간

버튼형 동전지갑

105 × 88 × 20 mm 

\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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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7 00

명함 지갑, 캐시미어

겉감 : 결이 난 송아지 가죽, 다크 브라운

안감 : 오래가는 알칸타라 가죽, 오렌지

107 × 70 × 15 mm 

\180,000

11 87 07

여권 케이스, 캐시미어

겉감 : 결이 난 송아지 가죽, 다크 브라운

안감 : 오래가는 알칸타라 가죽, 오렌지

4칸의 카드용 공간

107 × 138 × 7 mm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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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6 97

랜드스케이프형 카드 지갑, 캐시미어

겉감 : 결이 난 송아지 가죽, 블랙

안감 : 오래가는 알칸타라 가죽, 오렌지

8칸의 카드용 공간, 지폐용 공간

105 × 88 × 20 mm 

\260,000

11 86 95

랜드스케이프형 지갑, 캐시미어

겉감 : 결이 난 송아지 가죽, 블랙

안감 : 오래가는 알칸타라 가죽, 오렌지

4칸의 카드용 공간, 지폐용 공간

버튼형 동전지갑

105 × 88 × 20 mm 

\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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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6 99

명함 지갑, 캐시미어

겉감 : 결이 난 송아지 가죽, 블랙

안감 : 오래가는 알칸타라 가죽, 오렌지

107 × 70 × 15 mm 

\180,000

11 87 06

여권 케이스, 캐시미어

겉감 : 결이 난 송아지 가죽, 블랙

안감 : 오래가는 알칸타라 가죽, 오렌지

4칸의 카드용 공간

107 × 138 × 7 mm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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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e parts & Engr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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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7 44
볼펜 리필심, F, 블랙                                   \ 6,000

14 87 40
볼펜 리필심, M, 블랙                                  \ 6,000

14 87 41
볼펜 리필심, M, 블루                                  \ 6,000

14 87 42
볼펜 리필심, B, 블랙                                  \ 6,000

14 87 43
볼펜 리필심, B, 블루                                   \ 6,000

14 87 60
포켓 볼펜 리필심, B, 블랙                                       \ 3,000

14 87 61
포켓 볼펜 리필심, B, 블루                            \ 3,000

14 87 32 
매그넘 사이즈 수성펜 리필심, 인튜이션 용, 블랙 \ 15,000

14 87 33
매그넘 사이즈 수성펜 리필심, 인튜이션 용, 블루 \ 15,000

14 87 30
수성펜 리필심, 블랙                                   \ 8,000

14 87 31
수성펜 리필심, 블루                                    \ 8,000

14 87 35
파인라이너 리필심, 블랙                              \ 10,000

14 87 36
파인라이너 리필심, 블루                              \ 10,000

12 07 00
0.7mm 샤프심 12입, HB                            \ 1,300

12 07 01
0.7mm 샤프심 12입, B                               \ 1,300

라폰파버카스텔 컬렉션의 롤러펜, 볼펜, 샤프는 국제적인 표준사이즈의 리필심과 샤프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

자인 되어 최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그라폰파버카스텔의 고품질 리필심과 샤프심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그

18 82 02 
타미시오용 리필 지우개 
\ 1,500

18 86 31
리필 지우개 5입 세트 
그라폰 파버카스텔 컬렉션용
\ 15,000

18 86 59
리필 지우개 3입 세트
그라폰 파버카스텔 매그넘 컬렉션용 
\ 20,000

18 86 06
라운드 지우개
\ 20,000

Other Accessories 

룩이 남지 않는 고품질 지우개 
얼

14 86 85
그라폰 컨버터                                           \ 30,000

18 86 11
백금 샤프너 블레이드                                  \ 12,000

18 86 65
퍼펙트 펜슬 샤프너 리필                              \ 55,000

11 86 43
백금 퍼펙트 펜슬 지우개 캡                           \ 60,000

11 86 59
퍼펙트 펜슬 매그넘 지우개 캡                        \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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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r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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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place for engraving 

A  = Name 

B = Monogramm 

C= Logo  

D= Signature

pencil extender with built-in sharpener

Fountain pen

Propelling pencils

A / D
side

A / D
side

B / C
head end

B / C
head end

B / C
head end

A / D
side

Desk set I

Small sharpener 

A / B / C / D

A / B / C / D

A / B / C
bottom side

Round eraser

B / C
rea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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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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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 Faber-Castell Vertrieb GmbH

90546 Stein /Nürnberg • Germany 
Telephone: +49 (0)911 / 9965-0 • Telefax: +49 (0)911 / 9965-5581 

info@Graf-von-Faber-Castell.com • www.Graf-von-Faber-Castell.com

코모스유통(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6 코모스빌딩 2층 04373

전화 : 02-712-1350  팩스 : 02-3275-0804

www.graf-von-faber-castel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