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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방법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 손잡이가 있어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 학교 책상 서랍에 넣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물건 크기에 따라 칸막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급자적합성(케이스)

CB065J0001-9008

7000 스쿨박스

가격  ￦7,000

규격     37×25.5×6.5cm

수량  1박스 18개

구성  스쿨박스 본체, 이름표 스티커 

주문번호  ARD00005

17000 대용량 
착슬라임풀 (2500ml)

가격  ￦15,000 수량  1박스 6개

규격  2500ml

주문번호  AIG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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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레인보우컬러액체풀
147ml (노랑)

가격  ￦2,000 규격  147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102

2000 레인보우컬러액체풀
147ml (초록)

가격  ￦2,000 규격  147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104

2000 레인보우컬러액체풀
147ml (빨강)

가격  ￦2,000 규격  147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101 

CB065R0332-8005
CB065R0332-8001

CB065R0332-8003
CB065R0332-8001

CB065R0332-8004
CB065R0332-8001

CB065R0332-8002 
CB065R0332-8001

3000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빨강)

가격  ￦3,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201 

3000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핑크)

가격  ￦3,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204

3000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파랑)

가격  ￦3,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203

3000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노랑)

가격  ￦3,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202

4000 갤럭시컬러액체풀
180ml (빨강)

가격  ￦4,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301 

4000 갤럭시컬러액체풀             
180ml (금색)

가격  ￦4,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304

4000 갤럭시컬러액체풀             
180ml (보라)

가격  ￦4,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303

4000 갤럭시컬러액체풀           
180ml (파랑)

가격  ￦4,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302

5000 고스트컬러액체풀              
180ml (야광핑크)

가격  ￦5,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401

5000 고스트컬러액체풀        
180ml (야광보라)

가격  ￦5,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404

5000 고스트컬러액체풀          
180ml (야광주황)

가격  ￦5,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403

5000 고스트컬러액체풀       
180ml (야광파랑)

가격  ￦5,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40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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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시

기
타

• 선명한 레인보우색상의 컬러 액체풀 입니다.

• 깨끗한 도포성을 가진 컬러 액체풀입니다.

• 자잘한 갤럭시 펄이 들어있는 컬러 액체풀 입니다.

• 깨끗한 도포성을 가진 컬러 액체풀입니다.

• 글리터가 들어있는 머메이드 컬러 액체풀 입니다.

• 깨끗한 도포성을 가진 컬러 액체풀입니다.

• 어두운 곳에서 빛이나는  고스트 컬러 액체풀 입니다.

• 깨끗한 도포성을 가진 컬러 액체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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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111L005-7003A
공급자적합성: 색연필케이스

CB111H008-0003
공급자적합성: 화구류케이스

• 선명한 컬러와 부드러운 사용감의 색연필, 싸인펜입니다.

• 색채교육 및 창의성 학습교재용으로 좋습니다.

• 선명하게 칠해져 작품활동에 좋습니다.

8484

5000 크레팡 6색 (가는심)

가격  ￦5,000

구성  6색 6개입, 붓 1개입

수량  1속 20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LS00010

• 찌꺼기가 없어 깨끗한 작품표현이 가능합니다.

• 색채교육 및 창의성 학습교재용으로 좋습니다.

• 크레팡으로 그린 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파스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B115R0192-0001

4000 나라색연필 12색

가격  ￦4,000

구성  12색 12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LU00007

6000 나라색연필 16색

가격  ￦6,000

구성  16색 16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6속

주문번호  ALU00008

CB111L005-7003A
공급자적합성: 색연필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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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핑크퐁 아기상어
나라색연필 12색

가격  ￦5,000

구성  12색 12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LU00009

10000 핑크퐁 아기상어
나라색연필 24색 

가격  ￦10,000

구성  24색 24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6속

주문번호  ALU00012

• 선명한 칼라와 부드러운 사용감의 색연필입니다.

• 색채교육 및 창의성 학습교재용으로 좋습니다.

8383

5000 핑크퐁아기상어                  
나라싸인펜 12색

가격  ￦5,000

구성  12색 12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W00007 

6000 핑크퐁 아기상어                  
나라싸인펜 16색

가격  ￦6,000

구성  16색 16개입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W00008 

7000 핑크퐁 아기상어
나라색연필 16색 

가격  ￦7,000

구성  16색 16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6속

주문번호  ALU00011



 물통을 12cm까지 늘려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접어서 간편하게

보관해요! 

• 팬시용품, 문구용품 등 다양한 종이나라 학습준비물 입니다.

학습준비물

86

2000 뽀로로안전가위

가격  ￦2,000 구성  핑크, 블루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A00010

1200 안전가위(핑크)

가격  ￦1,200 구성  핑크

수량  1속 2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A00020

1200 안전가위(블루)

가격  ￦1,200 구성  블루

수량  1속 2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A00021

3000 종이나라 물티슈

가격  ￦3,000 수량  1박스 30개

규격  80매 / 15×20cm

주문번호  RO30K201  ALE00001

사
무

팬
시

기
타

• 종이나라 미술준비물입니다.

• 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미술시간을 더욱 즐겁게 합니다.

• 케이스, 뚜껑이 있어 휴대가 편리합니다.

 붓통에 붓을 넣어 젖은 붓을 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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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핸디휴대용비누15g

가격  ￦1,000 규격  15g Net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LG00002

3000 핸디휴대용비누35g

가격  ￦3,000 규격  35g Net

수량  1속 12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LG00004

1500 공작가위
(핑크)

가격  ￦1,500 구성  핑크

수량  1속 2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A00022

1500 공작가위
(블루)

가격  ￦1,500 구성  블루

수량  1속 2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A00023

6500 핑크퐁
부직포쇼핑백 (대)

가격  ￦6,500 수량  1박스 50개

규격  490×380×160mm

주문번호  ARL00036 

7000 핑크퐁 아기상어 
미술용붓세트 (핑크,  블루) 

가격  ￦7,000 구성  핑크, 블루

수량  1속 10개 / 1박스 8속

규격  50×350mm

주문번호  ALQ00016  ALQ00017

5000 핑크퐁 아기상어
미술용팔레트 (핑크, 블루) 

가격  ￦5,000 구성  핑크, 블루

수량  1속 12개 / 1박스 6속

규격  255×125×15mm

주문번호  ALQ00014  ALQ00015

4000 핑크퐁 아기상어
미술용물통 (핑크, 블루) 

가격  ￦4,000 구성  핑크, 블루

수량  1속 10개 / 1박스 8속

규격  150×150×45mm

주문번호  ALQ00012  ALQ00013

팔레트에 손가락을 끼워 편리하게 사용해요!



A3 코팅필름 
(150micron)

규격  30.3×42.6cm / 15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7개

주문번호  GL15K203  AMB00003

A4 손코팅필름 
(100micron)

규격  22.6×31.3cm / 10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GM10K101  AMD00001

A3 손코팅필름 
(100micron)

규격  31.3×43.6cm / 10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10개

주문번호  GM10K103  AMD00002

5×7 코팅필름 
(150micron)

규격  14×19cm / 15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24개

주문번호  GN15K103  AMC00003

신분증 코팅필름 
(150micron)

규격  7×10cm / 15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100개

주문번호  GN15K101  AMC00001

엽서 코팅필름 
(150micron)

규격  11×16cm / 15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40개

주문번호  GN15K102  AMC00002

B5 코팅필름 
(100micron)

규격  19×26.5cm / 10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GL10K204  AMA00008

A3 코팅필름 
(100micron)

규격  30.3×42.6cm / 10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10개

주문번호  GL10K203  AMA00007

B4 코팅필름 
(100micron)

규격  26.5×38cm / 10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10개

주문번호  GL10K202  AMA00006

A4 코팅필름 
(100micron)

규격  21.6×30.3cm / 10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GL10K201  AMA00005

B4 코팅필름 
(150micron)

규격  26.5×38cm / 15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7개

주문번호  GL15K202  AMB00002

A4 코팅필름 
(150micron)

규격  21.6×30.3cm / 15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14개

주문번호  GL15K201  AMB00001

• A4, B4, A3, B5 등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었습니다.

• PET원단으로 코팅면이 선명합니다.

• 강력한 접착성분으로 문서 및 사진의 장기보관 및 유지, 보호됩니다.

• 신분증, 책받침, 광고물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코팅필름

주의사항

1. 필름을 임의로 잘라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라미네이터의 성능에 알맞은 두께의  필름을 사용하십시오.

3. 필름 삽입 시 반드시 실링(접착부분)된 부분부터 삽입하십시오.

4. 라미네이팅 이외의 다른 용도로(팩킹, 진공포장 등)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코팅필름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복사기 / COPY 그래프 / GRAPH문서작성 / REPORT

A4 OHP필름 
(100micron)

규격  21×29.7cm / 10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GO10K201  AME00001

A3 OHP필름 
(100micron)

규격  29.7×42cm / 100micron / 100매

수량  1박스 10개

주문번호  GO10K203  AME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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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들은 실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5000 컬러 OA용지
 (1000매) (03~05, 08번)

가격  ￦35,000

규격  21×29.7cm / 1색 1000매 /75g/㎡

수량  1박스 4개

주문번호  ACC00106~8,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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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컬러 OA용지
 (01~63번)

가격  ￦1,500

규격  21×29.7cm / 1색 25매 / 75g/㎡

수량  1속 20개 / 1박스 10속

주문번호  ID41Y-01~63  ACC00041~103

• 양면이 동일한 컬러로 63가지 다양한 색상의 표면 구현이 완벽한 프리미엄 컬러 OA용지 입니다.

• 레이저프린트, 잉크젯프린트 및 복사 시 깔끔하게 인쇄 됩니다.

• 부드러운 종이결의 컬러OA용지 입니다.

• 다이어리 간지, 공작 및 공예, 고급서한용지, 각종 문서에 사용 가능합니다.

•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래 보관해도 색상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컬러OA용지

35 연한연두

37 오렌지색 38 노란분홍 39 벚꽃색 43 연청색42 목련색 44 흐린분홍 45 보라빛하양

46 노랑 48 병아리색 50 주황

57 밝은황색

52 흰주황

56 연못색 58 흰노랑 59 주홍

60 연두 61 밝은보라 62 초록 63 진홍

01 흰미색 05 분홍 06 연주황색 07 땅콩색 9 연한황토색 11 밝은빨강 12 빨강

13 옥색 16 흰청록14 멜론색 17 밝은회청색

26 하양

20 파랑

23 베이지

22 회색

25 검정

21 라벤더색

32 연한초록27 흐린노랑 31 흰초록

2000 한지OA용지
(04, 05, 07번)

가격  ￦2,000

규격  21×29.7cm / 1색 20매 / 75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6속

주문번호  ID51K1-01~11 ACD00004, 5, 7

1000 전통무늬봉투

가격  ￦1,000

규격  9×17.8cm / 2색 6매 / 10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ID63K101  AGC00026

10000 한지OA용지
(04, 05, 07번)

가격  ￦10,000

규격  21×29.7cm / 1색 100매 / 75g/㎡

수량  1박스 30개

주문번호  ACD00024, 25, 27

전통무늬봉투는 모조지 입니다.*

빨강 3매, 파랑 3매 = 총 6매구성

한지OA용지, 봉투
• 한지 고유의 멋이 살아있는 고급 한지OA용지 및 한지봉투 입니다.

• 습도,온도의 적응 능력이 뛰어나 오래 보존 할 수 있습니다.

한지 OA용지의 공통 색상표

35000컬러 OA용지 색상표

07 옥색04 노랑 05 연두

08 연연두05 빨강색03 복숭아 04 주황색



• 인체공학적인 바디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슬라이드식 교체방법으로 간편하게 다른 펀치로 리필 가능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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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핸디펀치 (중)

01 눈송이

06 코스모스

02 별

07 트리

03 하트

08 나비

04 리본

09 천사

05 네잎클로버

10튤립

가격  ￦3,000

규격  2cm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PE10K101 ALO00001

핸디펀치세트 (중)

01 별 02 단풍잎 03 하트 04 트리 06 꽃송이05눈꽃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규격  2cm 구성  모양펀치6개+손잡이1개

수량  1박스 10개

주문번호  BGI00005

7000 핸디펀치세트 (중)

가격  ￦7,000

규격  2cm 구성 손잡이1개+모양펀치1개(블리스터)

수량  1속 4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PE14K301  ALO00033~36

사
무

팬
시

기
타

01 눈송이 02 별 03 하트 04 리본

휴대용

케이스

• 40여가지의 다양하고 멋진 디자인의 OA용지 입니다.

•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골라 사용하여 나만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래 보관해도 색상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OA PAPER

간지 고급서한용지공작 및 공예 각종 문서레이져프린트 복사잉크젯프린트

디자인 OA용지의 용도

1500 디자인OA용지
(01~40번)

가격  ￦1,500

규격  21×29.7cm / 1색 20매 / 8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6속

주문번호  ID41D-01~40  ACB00001~40

12 봄날

18 주말 오후

35 福(복)

26 자연

06 생활의 향기 11 민들레 소년08 소중한 추억02 情(정) 13 발장난

14 오줌싸개와 바둑이 16 우리는 친구 19 휴식시간17 꼬마 베어들

29 축하

30 무제 31 色(색) 있는 계절 32 기다림 34 작은 집 36 무지개 빛

37 정적 38 상큼한 야채 39 풍성한 과일 40 싱그런 봄

24 단란한 가족 28 회상22 해피데이 23 행복한 꿈

20 꼭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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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펀치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스크랩북킹, 선물포장, 카드만들기 등 여러 공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000 모양펀치세트 (소)

가격  ￦15,000

규격  1cm / 6종 6개

수량  1속 4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LO00164

4000 모양펀치세트 (중)

가격  ￦4,000

규격  2cm / 혼합 10종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PE13K301  ALO00161

6000 모양펀치세트 (대)-1 6000 모양펀치세트 (대)-2

가격  ￦6,000

규격  2.6cm / 혼합 6종

수량  1속 6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O00162

25000 모양펀치세트 (특대)

가격  ￦6,000

규격  2.6cm / 혼합 6종

수량  1속 6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O00163

가격  ￦25,000

규격  7.6cm  

수량  1속 4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LO00165

사
무

팬
시

기
타

8000 테두리펀치  (손잡이) (02, 06번)

02 나뭇잎 06 리본튤립

가격  ￦8,000

규격  4×1cm

수량  1속 4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PE15K2-01~06  ALO00038, ALO00042

6000 모양펀치 (대) (01, 03~06, 08~12, 14, 15번)

가격  ￦6,000

규격  2.6cm

수량  1속 6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O00141, 143~146, 148~152, 154, 155

01 곰

09 눈꽃

03 하트

10 꽃송이

04 코스모스

11 리본

05 사과

12 트리

06 별

14 나비

08 단풍잎

15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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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브랜드 페이퍼+디자인은 우수한 품질과 앞선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원재료로 사용되는 펄프, 산업용수, 수용성 잉크 등을 환경친화적인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 경영 시스템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확대로 2008년 유럽연합 EMAS 인증을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트렌디한 디자인을 매년 선보인 페이퍼+디자인은 국제 디자인 대회에서 수많은 

수상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페이퍼+디자인의 앞선 품질과 멋진 디자인으로 다양한 분위기의 

테이블을 연출해 보세요.

사
무

팬
시

기
타

Schmetterling / 나비
AWE00001

(핑크/블루/옐로)

Schmetterling / 나비
AWE00002

(라일락/그린/오렌지)

Heart / 하트
AWE00003
(레드/핑크)

Heart / 하트
AWE00004
(오키드/로즈)

Searose / 수련
AWE00005
(옐로우/그린)

Searose / 수련
AWE00006
(핑크/그린)

Cutlery bag / 커트레이백
AWE00007
(옐로우/그린)

Cutlery bag / 커트레이백
AWE00008
(크림/블루)

더빅파티
AWD00001

컬러풀하트
AWD00002

비해피
AWD00003

컬러풀데이
AWD00004

트로피컬후르츠
AWC00001

블루웨이브
AWC00002

퓨어옐로우
AWC00003

퓨어레드
AWC00004

퓨어라벤더
AWC00005

퓨어펀그린
AWC00006

하이드앤식
AWB00001

플라잉컬러즈
AWB00002

트로피컬후르츠
AWB00003

핸드드로운
트라이앵글
AWB00004

비쉬터키오즈
AWB00005

벌스데이플라워즈
AWB00006

비해피
AWB00007

숄오브피쉬
AWB00008

홈로제
AWB00009

비쉬레드
AWB00010

퓨어옐로우
AWB00011

퓨어레드
AWB00012

퓨어라벤더
AWB00013

퓨어펀그린
AWB00014

해피할로윈
AWB00015

렛츠셀러브레이트
AWB00016

독일 페이퍼+디자인 냅킨

테이블 러너 냅킨

행키 냅킨

종이접기 냅킨

칵테일 냅킨

규격  400×25cm / 1롤

수량  1박스 6개

주문번호  AWC00001~AWC00006

규격  22×21cm / 10매

수량  1박스 24개

주문번호   AWD00001~AWD00004

규격  40×40cm / 12매

수량  1박스 24개

주문번호  AWE00001~AWE00008

규격   25×25cm / 20매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AWB00001~AWB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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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00001 AWA00002 AWA00003 AWA00004 AWA00005 AWA00006 AWA00007 AWA00008

AWA00009 AWA00010 AWA00011

워터컬러가든
AWA00012 AWA00013 AWA00014 AWA00015 AWA00016

AWA00017 AWA00018 AWA00019 AWA00020 AWA00021 AWA00022 AWA00023 AWA00024

AWA00025 AWA00026 AWA00027 AWA00028 AWA00029 AWA00030 AWA00031 AWA00032

AWA00033 AWA00034 AWA00035 AWA00036 AWA00037 AWA00038 AWA00039 AWA00040

AWA00041 AWA00042 AWA00043 AWA00044 AWA00045 AWA00046 AWA00047 AWA00048

런치 냅킨

규격  33×33cm / 16매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AWA00048

규격  33×33cm / 20매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AWA00001~AWA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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