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나라스토어   종이나라놀이터

종이나라는 1972년부터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드는 종이나라" 라는 미션과 함께

최고의 제품생산과 교육교재 출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 왔습니다.

앞으로도 종이나라는 종이문화재단, 세계종이접기 연합, 종이나라박물관, 종이나라놀이터,

종이나라 스토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서비스, 메세나운동, 문화보존운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새한류로 전파하며 꿈, 사랑, 평화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개념 복합놀이 문화공간
02) 2279-5775 play.jongienara.co.kr

관람 및 체험 학습
02)2279-7901  www.papermuseum.or.kr

종이접기급수, 강사 등 자격취득 및 교육
02)2279-7900  www.paperculture.or.kr

  종이나라

  종이문화재단   종이나라박물관   세계종이접기연합

전국서점, 문구점, 마트
1599-9960  www.jongienara.co.kr

종이나라 제품 판매 및 전시
02)2264-4560

종이접기, 종이문화 세계화 운동
02)2279-7900  www.jongiejupgi.com

최초의 색종이 제조기업에서
최고의 교육 문화 창조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수한 접착력

깨끗한 도포성

초강력 액체풀

1200 대용량 착붙는풀 (물풀)

가격  ￦1,200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규격  170ml

주문번호  AIG00012

65

3000 대용량
착붙는풀 (500ml)

가격  ￦3,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4속

규격  500ml

주문번호  AIG00015

풀

접
착
제

15000 대용량
착붙는풀 (2500ml)

가격  ￦15,000 수량  1박스 6개

규격  2500ml

주문번호  AIG00016

400 착붙는풀 (물풀)

가격  ￦400 수량  1속 12개 / 1박스 30속

규격  50ml

주문번호  YK1104  AIG00013

600 착붙는풀 (물풀)

가격  ￦600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규격  70ml

주문번호  YK1106  AIG00014

CB111R298-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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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달린 대용량

넓은 면 에도 손쉽게!

미세한 솔 로 섬세하게!

                           자가검사번호 : G-A08B-J00010003-A180

4000 150g 만능본드

가격  ￦4,000

규격  150g Net

수량  1속 6개 / 1박스 10속

주문번호  AIB00015

5000 200g 만능본드

가격  ￦5,000

규격  200g Net

수량  1속 6개 / 1박스 10속

주문번호  AIB00014

1500 60g 만능본드

가격  ￦1,500

규격  60g Net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YE1103  AIB00007

700 25g 만능본드

가격  ￦700

규격  25g Net

수량  1속 20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YE1302  AIB00010

2300 120g 만능본드

가격  ￦2,300

규격  120g Net

수량  1속 6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YE1402  AIB00011

1000 30g 만능본드

가격  ￦1,000

규격  30g Net

수량  1속 12개 / 1박스 36속

주문번호  YE1204  AIB00008

150g 만능본드

가격  ￦4,000

규격  150g Net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BDI00017(특판)

1000 40g 만능본드

가격  ￦1,000

규격  40g Net

수량  1속 12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IB00016 

25g 만능본드 30g·60g 만능본드

학습교재용 전문

강력접착
초슬림형으로 면적이 좁은 부분에도 미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좁은 면과 넓은 면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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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붓포함

편리한

붓포함

편리한

붓포함

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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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용성 니스 입니다.

• 나무, 지점토, 클레이, 스티로폼, 찰흙, 나무, 우드락 등 작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을 때 사용 하세요.

                           자가검사번호 : G-A08B-J00010001-A180                  자가검사번호 : G-A08B-J00010002-A180

자가검사번호 : G-A08B-J00010004-A180

4000 150g 한지공예풀

가격  ￦4,000

규격  150g Net

수량  1속 6개 / 1박스 10속

주문번호  AIG00008

5000 200g 한지공예풀

가격  ￦5,000

규격  200g Net

수량  1속 6개 / 1박스 10속

주문번호  AIG00007 

2000 40g 니스

가격  ￦2,000

규격  40g Net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QA21K2  AIH00002

900 20g 공예용본드

가격  ￦900

규격  20g Net

수량  1속 20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YH1202  AIA00003

• 물에 풀어 쓰던 한지용 가루풀을 액상형으로 개발한

  전문가용 풀 입니다.

• 넓은 면에 사용하면 편리 합니다.

• 우드락, 스티로폼, 종이, 나무, 천을 붙일 때 사용 하세요.

• 입구가 0.5mm 두께로 가늘어 섬세한 부분을 붙일 때 편리 합니다.

공예용

초슬림형초슬림형
가늘고 깨끗하게!가늘고 깨끗하게!

속성강력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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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붓포함

편리한

붓포함

편리한

붓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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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풀테이프 (라이너형)

가격  ￦2,500 구성  레드, 옐로우

규격  8.4mm×9M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I00017

대용량 심풀테이프 (스템프형)

가격  ￦4,000 구성  대용량

규격  8.4mm×10M

수량  1속 8개 / 1박스 10속

주문번호  ALI00020

대용량 심풀테이프 (스템프형)(리필)

가격  ￦3,000 구성  리필

규격  7mm×6.5M

수량  1속 12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LI00019

심풀테이프 (스템프형)

가격   ￦5,000 구성  핑크, 블루

규격  7mm×6.5M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I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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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50g 클레이나라
가격  ￦2,500

구성  50g×1개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G00011~20, 80~81, 90~92

20000 400g 클레이나라
가격  ￦20,000

구성  400g×1개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AJG00021~25, AJG00114~115

50g

• 촉감이 부드럽고 탄력있는 재질의 점토입니다.

• 다른 색상끼리 혼합하여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자연 건조되며 마르면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 색채교육 및 창의성 학습교재용으로 좋습니다.

클레이 색상이 없는 경우, (유성) 물감 사인펜 등 을 섞으면 다양한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공모양 타원모양 물방울모양 원기둥모양 줄모양

빨강3

노랑2

노랑3

파랑1

빨강1

파랑2

갈색4

파랑2

흰색4

파랑1

보라

황토

초록

연파랑

흰색4

노랑4

빨강1

빨강1

빨강2

연보라

초록2

흰색5

노랑5

노랑4

연두

분홍

주황

검정1 갈색

사인펜 물감

다이아몬드모양 세모모양 네모모양 얇은판모양 꽈배기모양

기본 모양만들기 색 만들기

색 혼합하기

CB111J00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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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

분홍

초록

g400

클
레
이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 주황 초록 보라

분홍 갈색 살구 하늘 연두 형광핑크 형광연두

5000 110g 클레이나라
가격  ￦5,000

구성  110g×1개

수량  1속 5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G00099~AJG00113

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 주황 초록 보라

분홍 갈색 살구 하늘 연두 형광핑크 형광연두

g110

40000 7색 760g
클레이나라 (블리스터)

가격  ￦40,000 수량  1박스 8개

구성
 400g×1개, 110g×1개, 50g×5개,
 점토칼, 40g 니스

주문번호  AJG00116



5000 클레이나라
바다여행

가격  ￦5,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색종이

주문번호  AJG00094

5000 클레이나라
과일바구니

가격  ￦5,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색종이

주문번호  AJG00096

5000 클레이나라
동물여행

가격  ￦5,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2개, 10g×3개, 점토칼,
 설명서, 색종이

주문번호  AJG00095

5000 클레이나라
알프스소녀

가격 ￦5,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색종이

주문번호  AJG00093

5000 클레이나라
아기천사

가격  ￦5,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2개, 10g×3개, 점토칼,
 설명서, 색종이

주문번호  AJG00086

5000 클레이나라
과일이랑 채소랑

가격  ￦5,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2개, 10g×3개, 점토칼,
 설명서, 색종이

주문번호  AJG00083

5000 클레이나라
왕자와공주

가격  ￦5,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색종이

주문번호  AJG00084클레이나라 색종이 점토칼설명서

CB111J00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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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클레이나라
바다친구

가격  ￦5,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주문번호  AJG00082



10000 클레이나라
동물친구들

가격  ￦10,000 수량  1박스 40개

구성  18g×6개, 설명서, 점토칼

주문번호  AJG00117

3000 클레이나라만들기

가격  ￦3,000 수량  1박스 80개

구성  20g, 10g×4개, 설명서 

주문번호  JJ24K1  AJG00047

5000 클레이나라
동물친구들

가격  ￦5,000 수량  1박스 60개

구성  18g×4개, 설명서

주문번호  JJ11K3  AJG00041

9000 클레이나라
바다동물

가격  ￦9,000 수량  1박스 40개

구성  18g×5개, 설명서, 점토칼

주문번호  AJG00119

9000 클레이나라
사파리

가격  ￦9,000 수량  1박스 40개

구성  18g×5개, 설명서, 점토칼

주문번호  AJG00118

12000 10색 클레이나라

가격  ￦12,000 수량  1박스 24개

구성  18g×4개,  10g×6개, 설명서, 점토칼

주문번호  JJ12K102  AJG00044

15000 7색 클레이나라

가격  ￦15,000 수량  1박스 20개

구성  50g×1개,  18g×6개, 설명서, 점토칼, 찍기도구

주문번호 JJ15K209  AJG00045

CB111J00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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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065J0001-7001

손잡이

케이스

손잡이

케이스

손잡이

케이스

손잡이

케이스

6000클레이나라
고양이(케이스)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18g×4개, 설명서

주문번호  AJG00089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6000클레이나라
동물(케이스)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4개, 모형틀 3개, 설명서

주문번호  AJG00097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6000클레이나라
강아지(케이스)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4개, 모형틀 3개, 설명서

주문번호  AJG00088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6000데코클레이
슈가케이크(케이스)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데코 30g×1개, 클레이 10g×4개

주문번호  AJG00098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클
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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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111R027-5001
 CB065R0096-7001  

     CB111R027-5001
 CB065R0096-7001  

2500 디즈니 썸썸
클레이나라(미키&미니)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009

2500 디즈니 썸썸
클레이나라(도날드&데이지)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010

2500 디즈니 썸썸
클레이나라(푸&피글렛)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014 

2500 디즈니 썸썸
클레이나라(칩&데일)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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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포켓몬스터

클레이나라(피카츄&파이리)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301

2500 포켓몬스터

클레이나라(잠만보&푸린)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302

2500 포켓몬스터

클레이나라(이상해씨&꼬부기)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303

2500 디즈니 썸썸
클레이나라(구피&플루토)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011 

2500 디즈니 썸썸
클레이나라(설리&마이크)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013

2500 핑크퐁
클레이나라(핑크퐁&아기상어)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101

2500 핑크퐁
클레이나라(엄마상어&아빠상어)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102

2500 핑크퐁

클레이나라(할머니상어&할아버지상어)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103

2500 뽀로로

클레이나라(뽀로로&패티)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201

2500 뽀로로

클레이나라(크롱&루피)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202

2500 뽀로로

클레이나라(포비&해리)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203

클레이나라(4색) 설명서



10000 뽀로로 클레이나라

가격  ￦10,000 수량  1박스 40개

구성
 20g×2개, 10g×6개, 점토칼,
 설명서, 몸통종이인형, 스탠드판

주문번호  AJF00015

CB065J0001-7001

CB061J004-6004

• 점토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점토칼, 찍기도구로 작품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점토칼 4개, 찍기도구 12개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00 클레이도구세트

가격  ￦3,000 수량  1박스 80개

구성  점토칼 4개, 찍기도구 12개

주문번호  AJH00002

5000 데코클레이
마블케이크

가격  ￦5,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데코 30g×1개, 클레이 20g×1개,
 10g×2개, 노즐, 설명서, 색종이

주문번호  AJG00085

•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크림형 점토 입니다.

•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특별한 작품을 만들 때 적합 합니다.

• 노즐 사용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 합니다.

• 뚜껑만 열면 바로 사용 가능한 편리한 짤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적황토를 50%이상 함유하고 있는 점토 입니다.

• 촉감이 부드럽고 자연 건조되며 마르면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 황토의 질감과 색이 살아있어 클레이 작품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점선 표현 자르거나 선 표현 밀기 표현

찍기틀을 찍고 떼어내면 쿠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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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111J003-6005
CB061J004-6004
CB115J0001-7001
CB061J004-6002

CB111J003-6005
CB061J004-6004

클
레
이

10000 핑크퐁 상어가족
클레이나라

가격  ￦10,000 수량  1박스 40개

구성
 20g×2개, 10g×6개, 점토칼,
 설명서, 색종이, 스티커

주문번호  AJF00104

5000 황토클레이
요정마을

가격  ￦5,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황토 20g×2개, 클레이 20g×1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색종이

주문번호  AJG00087

CB111J003-6006



6000 디즈니겨울왕국
글라스아트

가격  ￦6,000 수량  1박스 42개

규격
 10.5ml×6개, 도안, 비닐,      
 설명서 / 6색

주문번호  AJA00026

6000 핑크퐁 글라스아트

가격 ￦6,000 수량  1박스 42개

규격
 10.5ml×6개, 도안, 비닐,
 설명서 / 6색

주문번호  AJA00025

원하는 도안 그림 위에
나라풀을 얇게 바르고

몇 초 뒤 비닐을 붙이세요.

검정 글라스아트로
테두리를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말리세요.

글라스아트로 테두리 안을
예쁘게 채우고

8시간 이상 말리세요.

완전히 마르면 끝을 살짝 잡아
도안과 분리시키세요.

창문이나 액자, 거울 등에
붙여 예쁘게 꾸미세요!

•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려서  창문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칼라 투명 물감 입니다.

• 완전히 마르면 창문에 붙여 놀이하기 좋습니다.

CB111J003-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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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핑크퐁 글라스아트

가격 ￦12,000 수량  1박스 24개

규격
 10.5ml×8개, 22ml×4개, 도안,
 비닐, 노즐, 설명서 / 8색

주문번호  AJA00029

6000 뽀로로 글라스아트

가격 ￦6,000 수량  1박스 42개

규격
 10.5ml×6개, 도안, 비닐,
 설명서 / 6색

주문번호  AJA00027

15000 뽀로로 글라스아트

가격  ￦15,000 수량  1박스 20개

규격
 22ml×13개, 도안, 노즐, 설명서 /      
 12색

주문번호  AJA00014

12000 뽀로로 글라스아트

가격 ￦12,000 수량  1박스 24개

규격
 22ml×4개, 10.5ml×8개, 도안,   
 비닐, 노즐, 설명서 / 12색

주문번호  AJA00028



CB061J003-6001

디즈니 주토피아
홀로그램 매직커

가격  ￦25,000 수량  1박스 12개

구성
EVA판넬(240×240mm)2개, 페이
퍼판넬(180×225mm)1개, 틴트지 
30장, 입체배경판1개, 스탠드,설명서

주문번호  ALD00035

디즈니 도리를찾아서
홀로그램 매직커

가격  ￦25,000 수량  1박스 12개

구성
EVA판넬(240×240mm)2개, 페이
퍼판넬(180×225mm)1개, 틴트지 
30장, 입체배경판1개, 스탠드,설명서

주문번호  ALD00036

25000 홀로그램 매직커
프린세스

가격  ￦25,000 수량  1박스 12개

구성
 EVA판넬(240×240mm) 4개,
 틴트지 40장, 입체배경판 1개,
 스탠드, 왕관, 설명서

주문번호  ALD00031

디즈니 소피아
홀로그램 매직커

가격  ￦25,000 수량  1박스 12개

구성
EVA판넬(240×240mm)2개, 페이
퍼판넬(180×225mm)1개, 틴트지 
30장, 입체배경판1개, 스탠드,설명서

주문번호  ALD00033

• 쉽고 간편하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 다양한 색을 고르고 칠하면서 아이의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 건전지가 들어있어 표면을 가볍게 터치하면 불을 키고 끌 수 있는            

   터치라이트입니다.

• 얇고 가벼워서 간편하게 떼어내 원하는 곳에 붙이기 쉽습니다.

• LED전구 3점이라 야간 취침등에 가까운 은은한 불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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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홀로그램 매직커
핑크퐁 (바다친구들)

가격  ￦4,000 수량  1박스 80개

구성
 EVA판넬(150×250mm) 1개,
 틴트지 10장

주문번호  ALD00040

4000 홀로그램 매직커
핑크퐁 (보물찾기)

가격  ￦4,000 수량  1박스 80개

구성
 EVA판넬(150×250mm) 1개,
 틴트지 10장

주문번호  ALD00039

터치
한번에
On/Off

건전지
포함!

LED로
은은하게!

5000 뽀로로 LED램프스티커

가격  ￦5,000 규격  18.5×30cm

수량  1속 12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KJ00011

5000 디즈니 썸썸 
LED램프스티커

가격  ￦5,000 규격  18.5×30cm

규격 1속 12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KJ00003

5000 디즈니 겨울왕국
LED램프스티커

가격  ￦5,000 규격  18.5×30cm

규격 1속 12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KJ00004

5000 디즈니 소피아 
LED램프스티커

가격  ￦5,000 규격  18.5×30cm

규격 1속 12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KJ00001

5000 디즈니 카3 
LED램프스티커

가격  ￦5,000 규격  18.5×30cm

규격 1속 12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KJ00002

스
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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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야광 (별자리)20000 인덱스 스티커판걸이

가격  ￦20,000

규격  9.5×15cm

수량  4종 20매 / 18판걸이

주문번호  KC9302  AKC00002

20000 교육용 스티커판걸이

가격  ￦20,000

규격  9.5×15cm

수량  4종 20매 / 18판걸이

주문번호  KC9303  AKC00003

20000 수다 스티커판걸이

가격  ￦20,000

규격  9.5×15cm

수량  4종 20매 / 18판걸이

주문번호  KC9304  AKC00004

20000 아이콘 스티커판걸이

가격  ￦20,000

규격  9.5×15cm

수량  4종 20매 / 18판걸이

주문번호  KC9306  AKC00006

1500 눈부셔야광 별 1500 눈부셔야광 우주 1500 눈부셔야광 하트 1500 눈부셔야광 프린세스

스티커진열대 (회전)
규격  42×42×155cm

주문번호  GZH028  ARI00022

스티커진열대 (단면)
규격  42×12.5×157cm

주문번호  ARI00043

• 아트지·투명스티커 등 주제에 따라 4가지 제품을 한 세트로 모은 판걸이제품입니다.

• 스티커진열대 제품 품목은 시즌에 따라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진열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스티커 제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스티커진열대 P.V.C.스티커 CB061A027-7001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4K101  AKF00030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4K102  AKF00031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4K103  AKF00032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4K104  AKF00033

• 폭신폭신한 발포원단을 사용해서 엠보싱 효과가 살아있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판걸이

51 545352

1500 야광 (탈것)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081

173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082

1500 야광 (육지동물)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083

1500 야광 (바다동물)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084

174 175 176

*날개에 1줄(6칸씩) 진열 가능

2827

스
티
커



1500 교육용 스티커 (봄) 1500 교육용 스티커 (여름) 1500 교육용 스티커 (가을)

• 아트지로 만들어진 스티커로 두께가 얇아 각종 노트 및 다이어리 부착에 용이합니다.

1000 픽토그램 (스케줄)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40K101  AKD00019

1000 픽토그램 (러브)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40K102  AKD00020

1000 픽토그램 (학교생활)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40K103  AKD00021

1500 교육용 스티커 (겨울)

1000 픽토그램 (쇼핑)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40K104  AKD00022

227 230228 229

1500 교육용 스티커 (표정) 1500 교육용 스티커 (클로버) 1500 교육용 스티커(해바라기) 1500 교육용 스티커 (꽃)

231 232 233 234

CB061A171-7002

CB061A027-7004아트지스티커

1500 교육용 스티커 (식물)1500 교육용 스티커 (동물) 1500 교육용 스티커 (바다) 1500 교육용 스티커 (과일)

가격  ￦1,500

규격  12×15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93

가격  ￦1,500

규격  12×15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94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89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90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91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92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101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102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103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104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97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98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99

가격  ￦1,500

규격  9.5×17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100

220219 221 222

1500 교육용 스티커 (큰별) 1500 교육용 스티커 (큰하트) 1500 교육용 스티커 (큰꽃) 1500 교육용 스티커(큰나뭇잎)

224223 226225

3029

가격  ￦1,500

규격  12×15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95

가격  ￦1,500

규격  12×15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96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스
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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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500

규격  스티커 10.5×15cm / 2매 / 지갑 12.5×12.5cm / 1개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6K101  AKD00023

가격  ￦1,500

규격  스티커 10.5×15cm / 2매 / 지갑 12.5×12.5cm / 1개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6K102  AKD00024

1000 교육용 요일/월1000 인덱스 동물 ❶ 1000 인덱스 동물 ❸ 1000 인덱스 동물 ❹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4K104  AKD00014

가격  ￦1,000

규격  9.5×18.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2K104  AKD00010

가격  ￦1,000

규격  9.5×18.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2K101  AKD00007

가격  ￦1,000

규격  9.5×18.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2K103  AKD00009

14

1000 칭찬 동물1000 칭찬 별 1000 칭찬 하트 1000 칭찬 스마일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83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84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85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86

192191 193 194

칭찬

스티커판

칭찬

스티커판

칭찬

스티커판

칭찬

스티커판

1000 칭찬 개구리 1000 칭찬 쿠키 1000 칭찬 계란 1000 칭찬 과일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79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80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81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82

170169 172171

칭찬

스티커판

칭찬

스티커판

칭찬

스티커판

칭찬

스티커판

1000 포토 꽃 ❶ 1000 포토 꽃 ❷ 1000 포토 케이크 1000 포토 후르츠

156 157 158 159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71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72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73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74

1000 애니멀 포토 ❶ 1000 애니멀 포토 ❷ 1000 애니멀 포토 ❸ 1000 애니멀 포토 ❹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88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87

133 202134 201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63

가격  ￦1,000

규격  9.5×1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64

1500 칭찬 왕딱지 ❶ 1500 칭찬 왕딱지 ❷

SWEET CAKE HOUSE

스
티
커

딱지
스티커
지갑

딱지
스티커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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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학교생활 비밀메시지 1500 사랑 비밀메시지1500 일상 비밀메시지 1500 축하 비밀메시지

가격  ￦1,500

규격  9.5×15.8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7K101  AKD00027

가격  ￦1,500

규격  9.5×15.8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7K102  AKD00028

가격  ￦1,500

규격  9.5×15.8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7K103  AKD00029

가격  ￦1,500

규격  9.5×15.8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7K104  AKD00030

특허출헌

스티커

특허출헌

스티커

특허출헌

스티커

특허출헌

스티커

1000 눈 ❷ 1000 눈 ❸1000 눈 ❶

122 123 124

1000 도형놀이 ❶ 1000 도형놀이 ❷ 1000 세계놀이교육 ❶ 1000 세계놀이교육 ❷

가격  ￦1,000

규격  19.5×15cm / 3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6K101  AKD00015

가격  ￦1,000

규격  19.5×15cm / 3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6K102  AKD00016

가격  ￦1,000

규격  17.6×19.2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9K101  AKD00017

가격  ￦1,000

규격  17.6×19.2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9K102  AKD00018

15 16 21 22

1000 만능눈 ❹1000 만능눈 ❶ 1000 만능눈 ❷ 1000 만능눈 ❸

가격  ￦1,000

규격  9.5×1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4K101  AKD00041

가격  ￦1,000

규격  9.5×1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4K102  AKD00042

가격  ￦1,000

규격  9.5×1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4K103  AKD00043

가격  ￦1,000

규격  9.5×1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4K104  AKD00044

45 46 101 102

가격  ￦1,000

규격  15×15cm / 3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JF21K1  AKD00004

가격  ￦1,000

규격  15×15cm / 3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JF22K1  AKD00005

가격  ￦1,000

규격  15×15cm / 3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JF23K1  AKD00006

교육용 교육용교육용 교육용

1500 한국의멋 전통혼례

가격  ￦1,5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67

1500 한국의멋 왕실의복

가격  ￦1,5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68

1500 한국의멋 전통탈

가격  ￦1,5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69

1500 한국의멋 복주머니

가격  ￦1,5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70

154 155153152

금박유광

스티커

금박유광

스티커

금박유광

스티커

금박유광

스티커

1500 우리나라 스티커 풍습 1500 우리나라 스티커 국기1500 우리나라 스티커 동식물 1500 우리나라 스티커 문화재

가격  ￦1,500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규격  9.5×15cm / 1매

주문번호  AKD00108

가격  ￦1,500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규격  9.5×15cm / 1매

주문번호  AKD00107

가격  ￦1,500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규격  9.5×15cm / 1매

주문번호  AKD00106

가격  ￦1,500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규격  9.5×15cm / 1매

주문번호  AKD00105

금박유광

스티커

242241

금박유광

스티커

금박유광

스티커

금박유광

스티커

243 244

스
티
커



1500 표정스티커북 병원

가격  ￦1,500

규격  14×16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068

1500 표정스티커북 일상

가격  ￦1,500

규격  14×16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067

1500 탐구스티커북 동물나라

가격  ￦1,500

규격  14×16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101

1500 탐구스티커북 바다나라

가격  ￦1,500

규격  14×16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102

1500 탐구스티커북 곤충나라

가격  ￦1,500

규격  14×16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103

1500 탐구스티커북 공룡나라

가격  ￦1,500

규격  14×16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104

35 36

요술
스티커

요술
스티커

요술
스티커

1500 칭찬스티커북 쇼핑몰

가격  ￦1,500

규격  14×16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D00058 

•  4가지의 배경판과 주제에 맞는 스티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림을 완성해 가는 동안 상상력과 집중력이 키워집니다. 

스티커북

237 238 239 240

• 반짝이는 홀로그램 원단 위에 인쇄가 되어있는 스티커입니다.

CB061A171-7001

CB061A027-7003

1000 빅홀로그램 하트 1000 최고 상장 (홀로그램)1000 빅홀로그램 별

가격  ￦1,000

규격  9.5×1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27

가격  ￦1,000

규격  9.5×1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28

가격  ￦1,000

규격  9.5×15cm / 3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1K204 AKH00010

150 151 68

1000 홀로그램 별 ❶

가격  ￦1,000

규격  9.5×1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2K101  AKH00011

1000 홀로그램 별 ❷

가격  ￦1,000

규격  9.5×1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2K102  AKH00012

1000 홀로그램 하트 ❶

가격  ￦1,000

규격  9.5×1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3K101  AKH00013

1000 홀로그램 하트 ❷

가격  ￦1,000

규격  9.5×1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3K102  AKH00014

69 70 72 73

1500 표정스티커북 코디

가격  ￦1,500

규격  14×16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F00065

스
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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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소녀들의 사랑1000 소녀들의 학교생활 1000 소녀들의 쇼핑 1000 소녀들의 일상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2K104  AKG00018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2K103  AKG00017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2K101  AKG00015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2K102  AKG00016

1000 PET 병아리1000 PET 곰 1000 PET 강아지 1000 PET 펭귄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I00043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I00044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I00045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I00046

• 투명하고 얇은 소재의 스티커로 다이어리, 사진, 노트, 편지 등의 사용에 적합합니다.

투명스티커 CB061A171-7003

CB061A027-5001

203 204 205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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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홀로그램 리본1000 홀로그램 별동물 1000 홀로그램 하트동물 1000 홀로그램 스마일

가격  ￦1,000

규격  9.5×15cm / 3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18

가격  ￦1,000

규격  9.5×15cm / 3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17

가격  ￦1,000

규격  9.5×15cm / 3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15

가격  ￦1,000

규격  9.5×15cm / 3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16

103 112 120 121

1000 홀로그램 행성 1000 홀로그램 로켓 1000 홀로그램 외계인 1000 홀로그램 별자리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23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24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25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26

140 141 142 143

1500 포켓몬스터 홀로그램 ❶

가격  ￦1,5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33

1500 포켓몬스터 홀로그램 ❷

가격  ￦1,5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34

1500 포켓몬스터 홀로그램 ❸

가격  ￦1,5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35

1500 포켓몬스터 홀로그램 ❹

가격  ￦1,5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H00036

197 198 199 200

색칠
놀이판

색칠
놀이판

색칠
놀이판

색칠
놀이판

스
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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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팝업 동물 (홀로그램) 1500 팝업 과일 (홀로그램)1000 아이콘 (LOVE)

1000 일러스트수다 메세지

1000 아이콘 (소녀이야기)

1000 일러스트수다 일상

1000 아이콘 (스케줄)

1000 일러스트수다 쇼핑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8K101  AKG00005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8K103  AKG00007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8K104  AKG00008

1000 수다 (Feeling)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5K101  AKG00001

1000 수다 (스케줄)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5K102  AKG00002

1000 수다 (학교생활)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5K103  AKG00003

1000 수다 (사랑)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5K104  AKG00004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47K102  AKG00010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47K103  AKG00011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47K104  AKG00012

33

가격  ￦1,500

규격  7.4×12.4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5K202  AKH00004

가격  ￦1,500

규격  7.4×12.4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55K203  AKH000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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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샤이니 별 ❶ 1000 샤이니 별 ❷ 1500 샤이니 하트 ❶ 1000 샤이니 하트 ❷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G00019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G00020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G00021

가격  ￦1,500

규격  9.5×17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G00022

132131129 130

1500 워터컬러 원네모1500 워터컬러 하트스타 1500 워터컬러 물방울 1500 워터컬러 보석

가격  ￦1,5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G00023

가격  ￦1,5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G00024

가격  ￦1,5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G00025

가격  ￦1,5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G00026

187 188 18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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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펜을
사용해주세요.

1000 러블리 네일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3K101  AKE00013

1000 큐티 네일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3K102  AKE00014

3000 포켓몬스터 야광 ❶ 3000 포켓몬스터 야광 ❷

185 186

가격  ￦3,000

규격  15×25cm / 1매

수량  1속 10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AKI00042

가격  ￦3,000

규격  15×25cm / 1매

수량  1속 10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AKI00041

1000 부릉부릉 교통카드 ❸ 1000 부릉부릉 교통카드 ❹1000 부릉부릉 교통카드 ❶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3K101  AKI00024

1000 부릉부릉 교통카드 ❷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3K102  AKI00025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3K104  AKI00027

가격  ￦1,000

규격  9.5×15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3K103  AKI00026

1000 쥬얼리 펄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9K101  AKI00018

1000 베이커리 펄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9K102  AKI00019

1000 리폼 1000 레이스

가격  ￦1,000

규격  9×23cm / 1색 1매

수량  1속 20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KB15K1  AKI00013

가격  ￦1,000

규격  15×21cm / 1매

수량  1속 24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KC21K1  AKI00015

41 42

•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포켓몬스터 야광스티커

• 떼었다 붙였다 재사용이 가능한 부릉부릉 교통카드스티커

• 보석처럼 빛나는 샤방샤방 쥬얼리스티커, 은은한 펄이 입혀진 펄스티커

• 섬세한 레이스 무늬의 금색, 은색으로 빛나는 레이스스티커

• 노트, 필기류, 카드 등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면 원단으로 만들어진 리폼스티커

• 사람이 많은 곳에 외출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밴드형 미아방지스티커

기타스티커
 

 1500미아방지스티커(피크닉), (장난감)

235 236

가격  ￦1,500

규격  6×20cm / 2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KI00047(피크닉), AKI00048(장난감)

스
티
커

1000 샤방샤방 쥬얼리 ❸ 1000 내맘대로 인물표정1000 샤방샤방 쥬얼리 ❶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1K101  AKI00020

1000 샤방샤방 쥬얼리 ❷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1K102  AKI00021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65K202  AKE00020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71K103  AKI00022

1000 에폭 (케이크) 1000 에폭 (알파벳 ❷)1000 에폭 하트❶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2K201  AKE00011

1000 에폭 하트❷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2K202  AKE00012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1K110  AKE00010

가격  ￦1,000

규격  9.5×15cm / 1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C31K105  AKE00005

2 4



• 200 COLORS는 종이나라 색채연구소에서 먼셀의 색체계를 기초로 하여

  개발한 전문가용 색채실습 시스템입니다.

• 예술, 디자인, 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등 폭넓은 영역에 존재하는 색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색채자료입니다.

• 컬러리스트 자격검정시험 준비를 위한 활용 교재로 알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0색 뒷면에 색상 번호 및 0.5mm 방안선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5500 130COLORS (소)

가격  ￦5,500

규격  11×3cm / 130색 130매 / 12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EL00018

17000 130COLORS (중)

가격  ￦17,000

규격  18×5.8cm / 130색 130매 / 120g/㎡

수량  1속 4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EL00017

27500 130COLORS (대)

가격  ￦27,500

규격  13×18cm / 130색 130매 / 120g/㎡

수량  1박스 24개

주문번호  AEL00016

60000 200COLORS (대)

가격  ￦60,000

규격  13×18cm / 200색 200매 / 120g/㎡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AJ20K101  AEL00013

CB111J003-6003CH

• 130 COLORS는 종이나라 색채연구소에서 먼셀의 색체계를 기초로 하여

  개발한 전문가용 색채실습 시스템입니다.

• 예술, 디자인, 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등 폭넓은 영역에 존재하는 색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색채자료입니다.

• 컬러리스트 자격검정시험 준비를 위한 활용 교재로 알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130색 뒷면에 색상 번호 및 0.5mm 방안선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 KS 195 COLORS는 KS 표준 155색 + 40색상환 색채실습 시스템입니다.

• KC 계통색명, 관용색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컬러리스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실기 준비를 위한 활용 교재로 

   알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술, 디자인, 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등 폭넓은 영역에 존재하는 색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색채자료입니다.

• 195색 뒷면에 색상 번호 및 0.5mm 방안선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15000 200COLORS (소)

가격  ￦15,000

규격  11×3cm / 200색 200매 / 12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6속

주문번호  AJ20K103  AEL00015

120g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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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COLORS 특징

*설명서

*뒷면 방안선

15000 KS 195 S

가격  ￦15,000

규격  11×4cm / 195색 195매 / 12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6속

주문번호  AEL00021

35000 KS 195 M

가격  ￦35,000

규격  17.5×6cm / 195색 195매 / 120g/㎡

수량  1속 4개 / 1박스 6속

주문번호  AEL00020

60000 KS 195 L 

가격  60,000원

규격  13×18cm / 195색 195매 / 120g/㎡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AEL00019



튼튼한 종이케이스

튼튼한 종이케이스

튼튼한 종이케이스

튼튼한 종이케이스

CB111J003-6003CH

120000 학습교재용 양면색종이 
(케이스)

가격  ￦120,000 수량  1박스 3개

규격  15×15cm / 40색 4000매 / 60g/㎡

주문번호 AEQ00017

100000 학습교재용 양면색종이

가격  ￦100,000 수량  1박스 3개

규격  15×15cm / 40색 4000매 / 60g/㎡

주문번호 AEQ00016

20000 대용량 1000매 
양면단면색종이

가격  ￦20,000 수량  1박스 12개

규격
 15×15cm / 양면 20색 500매,      
 단면 10색 500매 / 60g/㎡

주문번호

AEO00033

100000 학습교재용 단면색종이 
(케이스)

가격  ￦100,000 수량  1박스 3개

규격  15×15cm / 20색 4000매 / 60g/㎡

주문번호 AEQ00015

90000 학습교재용 단면색종이

가격  ￦90,000 수량  1박스 3개

규격  15×15cm / 20색 4000매 / 60g/㎡

주문번호 AEQ00014

70000 학습교재용 
꽃무늬모아 

가격  ￦70,000 수량  1박스 6개

규격  15×15cm / 80색조 2000매 / 60g/㎡

주문번호 AEQ00018

70000 학습교재용 양면색종이 
(케이스)

가격  ￦70,000 수량  1박스 6개

규격  15×15cm / 40색 2000매 / 60g/㎡

주문번호 AEQ00013

60000 학습교재용 단면색종이 
(케이스)

가격  ￦60,000 수량  1박스 6개

규격  15×15cm / 20색 2000매 / 60g/㎡

주문번호 AEQ00012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케이스에 색이 분리되어 있어, 필요한 만큼 꺼내쓰기 편리합니다.

•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종이의 구김이나 파손을 방지합니다.

학습교재색종이

서랍형으로 색이 분리되어있어 

필요한 만큼 꺼내쓰기 편리해요!

TIP
케이스끼리 홈을 끼워 층층이 쌓아올리면 

색종이, 서류 보관함 등의 다용도 케이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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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색종이

15000 500매 50색 양면색종이 
(케이스)

가격  ￦15,000 수량  1박스 18개

규격
 15×15cm / 50색 500매 /
 60g/㎡ / 종이접기책자

주문번호

 AEO00025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손잡이

케이스

1000 10색환 교육용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10색 10매 / 120g/㎡ / 색채설명서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G31K103  AEA00010

6000 300매 30색
단면색종이 (벌크)

가격  ￦6,000 수량  1박스 30개

규격  15×15cm / 30색 300매 / 60g/㎡

주문번호  AEC00061

10000 500매 10색 
단면색종이

가격  ￦10,000 수량  1박스 18개

규격  15×15cm / 10색 500매 / 60g/㎡

주문번호  AEC00063

12000 500매 50색
양면색종이

가격  ￦12,000 수량  1박스 18개

규격  15×15cm / 50색 500매 / 60g/㎡

주문번호  AEK00088

11000 500매 20색
양면색종이

가격  ￦11,000 수량  1박스 18개

규격  15×15cm / 20색 500매 / 60g/㎡

주문번호  AEK00087

12000 300매 무늬모아             
(케이스)

가격  ￦12,000 수량  1박스 30개

규격
 15×15cm / 60색 300매 /
 60g/㎡ / 종이접기책자

주문번호

 AEO00029

10000 300매 30색 양면색종이
(케이스)

가격  ￦10,000 수량  1박스 30개

규격
 15×15cm / 30색 300매 /
 60g/㎡ / 종이접기 책자

주문번호

 AEO00027

5000 단면색종이
(케이스)

가격  ￦5,000 수량  1박스 72개

규격  15×15cm / 10색 100매 / 60g/㎡

주문번호  AEO00030

5000 양면색종이
(케이스)

가격  ￦5,000 수량  1박스 72개

규격  15×15cm / 20색 100매 / 60g/㎡

주문번호  AEO00032

6000 무늬색종이
(케이스)

가격  ￦6,000 수량  1박스 72개

규격  15×15cm / 20색조 100매 / 60g/㎡

주문번호  AEO00031

120g

CB111J003-6003CH
CB111J003-6001

휴대용
케이스

색종이
파손방지

3개국어
설명서

• 손잡이가 달린 투명케이스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 재미있는 20가지 종이접기 방법의 책자가 들어있습니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의 접기 방법이 적혀있습니다.

•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종이의 구김이나 파손을 방지합니다.

• 필요한 만큼 꺼내 사용하기 쉽습니다.

케이스색종이

투명 케이스에
손잡이가 있어서
편리해요!

설명을 보며 여러가지 접기놀이를 해요.

• 색채교육에 기본이 되는 교육내용이 담긴 설명서와 내지가 구성된 제품입니다.
• 체계적인 색채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미적감각과 EQ, IQ를 향상시키는 제품입니다.
• 뒷면에 색 이름, 번호와 방안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10색환 교육용색종이 특징 

가장 많이 쓰는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이에요!

• 가장 많이 쓰는 10색~50색까지 300매, 500매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 포장사양은 줄이고, 색종이 매수는 늘린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 선명한 색상의 고급용지를 사용한 부드러운 질감의 색종이입니다.

• 접고, 오리고, 찢고 다양한 공작활동을 해보세요! 

벌크색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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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색 양면색종이 색조립:01, 03, 05, 06(4색)

01 밝은빨강 03 노랑 05 초록 06 선명한파랑

01 밝은빨강 02 밝은주황 03 진한노랑 04 노랑 05 연한녹연두 06 밝은초록 07 청록 08 선명한파랑 09 밝은남색 10 보라

11 선명한자주 12 탁한갈색 13 탁한주황 14 밝은황갈색 15 연노랑 16 밝은회분홍 17 연파랑 18 밝은파랑 19 흰색 20 밝은회색

21 검정 22 연한자줏빛분홍 23 자줏빛분홍 24 금색 25 은색

같은색 단면색종이 색조립:01~25(25색)

1000 같은색 양면색종이
(소) (1, 3, 5, 6)

가격  ￦1,000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규격  7.5×7.5cm / 1색 70매 / 60g/㎡

주문번호  AC12Y201~210  AAF00011, 13, 15, 16

1000 같은색 양면색종이
(대) (1, 3, 5, 6)

가격  ￦1,000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1색 30매 / 60g/㎡

주문번호  AC11Y501~510  AAE00041, 43, 45, 46

1000 같은색 단면색종이
(대) (01~23)

가격  ￦1,000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1색 40매 / 60g/㎡

주문번호  AC11D601~623  AAA00157~179

1000 같은색 단면색종이
(소) (01~23)

가격  ￦1,000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규격  7.5×7.5cm / 1색 80매 / 60g/㎡

주문번호  AC21D501~523  AAB00101~123

1000 같은색 단면색종이
(대 / 금,은) (24~25)

가격  ￦1,000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1색 20매 / 60g/㎡

주문번호  AC11D624~625  AAA00180~181

1000 같은색 단면색종이
(소 / 금,은) (24~25)

가격  ￦1,000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규격  7.5×7.5cm / 1색 50매 / 60g/㎡

주문번호  AC21D524~525  AAB00124~125

• 공작활동 및 디자인구성 등에 같은  크기, 같은색의 많은 작품을 만들 때 적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 같은색, 같은크기의 색종이가 필요할때는 같은색 색종이를 사용하세요!

300 양면색종이

가격  ￦300

규격  15×15cm / 12색 6매 / 60g/㎡

수량  1속 5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K00085

2000 꽃모빌 양면색종이

가격  ￦2,000

규격  7.5×7.5cm / 10색 150매 / 6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G00012

500 양면색종이 (30개입)

가격  ￦500

규격  15×15cm / 20색 10매 / 60g/㎡

수량  1속 3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K00086

1000 창작양면

가격  ￦1,000

규격  18×18cm / 30색 15매 / 6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11Y2  AEM00004

1000 양면색종이 (꽃무늬)

가격  ￦1,000

규격  15×15cm / 28색조 24매 / 6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K00089

2000 만능 양면색종이

가격  ￦2,000

규격  30×30cm / 30색 15매 / 60g/㎡

수량  1속 5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AH20Y202  AEF00005

2500 100매 양면색종이

가격  ￦2,500

규격  15×15cm / 20색 100매 / 60g/㎡

수량  1박스 120개

주문번호  AH25Y101  AEK00060

200 양면색종이

가격  ￦200

규격  15×15cm / 8색 4매 / 60g/㎡

수량  1속 50개 / 1박스 36속

주문번호  AA21Y7   AEK00079

1000 꽃모빌 양면색종이

가격  ￦1,000

규격  7.5×7.5cm / 10색 60매 / 6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G00013

양면색종이로

즐거운 종이접기를

해보세요!

• 양면이 다른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창의적인 작품활동에 적합합니다.

• 접고, 오리고, 찢고 다양한 공작활동으로 아이들의 EQ, IQ, 색채감각을 향상시킵니다. 

CB111J003-6003CHCB111J003-6003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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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 상어가족
100매 양면색종이

가격  ￦2,500 수량  1박스 120개

규격  15×15cm / 20색 100매 / 60g/㎡

주문번호  AEN00083

핑크퐁 상어가족
200매 양면색종이

가격  ￦5,000 수량  1박스 60개

규격  15×15cm / 20색 200매 / 60g/㎡

주문번호  AEN00084

플라워링하트
100매 양면색종이

가격  ￦2,500 수량  1박스 120개

규격  15×15cm / 20색 100매 / 60g/㎡

주문번호  AEN00078

플라워링하트
200매 양면색종이

가격  ￦5,000 수량  1박스 60개

규격  15×15cm / 20색 200매 / 60g/㎡

주문번호  AEN00079

• 40가지 칼라의 케이스 색종이입니다.

• 접고 오리기 색종이 내지와 도안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1000 뽀로로 양면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22색 20매 / 60g/㎡ / 스티커 1매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A74Y201  AEN00072

뽀로로 100매 양면색종이

가격  ￦2,500

규격  15×15cm / 20색 100매 / 60g/㎡

수량  1박스 120개

주문번호  AA80Y102  AEN00050

500 뽀로로 양면색종이

가격  ￦500

규격  15×15cm / 20색 1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AEN00099

뽀로로 200매 양면색종이

가격  ￦5,000

규격  15×15cm / 20색 200매 / 60g/㎡

수량  1박스 60개

주문번호  AA81Y102  AEN00053

CB111J003-6003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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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컬러색종이(케이스)

가격  ￦5,000 수량  1박스 72개

규격  15×15cm / 80색조 80매 / 60g/㎡

주문번호  AET00001

접고 오리기 방법

•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한 색종이 입니다.

• 종이접기를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입니다.

캐릭터색종이

1000 디즈니 썸썸
양면단면 색종이

가격  ￦1,000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30색 30매 / 60g/㎡

주문번호  AEN00098

디즈니 썸썸
100매 양면 색종이

가격  ￦2,500 수량  1박스 120개

규격  15×15cm / 20색 100매 / 60g/㎡

주문번호  AEN00096

디즈니 썸썸
200매 양면 색종이

가격  ￦5,000 수량  1박스 60개

규격  15×15cm / 20색 200매 / 60g/㎡

주문번호  AEN00097

    Disney. Based on the “Winnie the Pooh” works by 
works by A.A. Milne and E.H. Shepard.

©



1000 디즈니 
썸썸 접기색종이

가격  ￦1,000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10색조 10매 / 70g/㎡

주문번호  AEN00086

1000 디즈니  픽사
토이스토리 접기색종이

가격  ￦1,000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6색조 12매 / 70g/㎡

주문번호  AEN00087

1000 디즈니
주토피아 접기색종이

가격  ￦1,000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6색조 12매 / 70g/㎡

주문번호  AEN00077

• 색종이 캐릭터와 점선이 인쇄되어 있어 손쉽게 캐릭터를 접을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종이접기를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접기색종이

1000 디즈니 픽사
몬스터주식회사 접기색종이

가격  ￦1,000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9색조 12매 / 70g/㎡

주문번호  AEN00082

1000 디즈니 픽사
도리를찾아서 접기색종이

가격  ￦1,000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6색조 12매 / 70g/㎡

주문번호  AEN00081

CB115J0001-7001

디즈니 주토피아 캐릭터

디즈니·픽사 도리를찾아서 캐릭터

데스티니 

베일리도리

행크 해달

니모

    Disney. Based on the “Winnie the Pooh” works by A.A. Milne and E.H. Shepard.©



200 단면색종이

가격  ￦200

규격  15×15cm / 5색 5매 / 60g/㎡

수량  1속 50개 / 1박스 36속

주문번호  AA21D6  AEC00056

1000 파스텔 단면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10색 3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K13D2  AEC00059

300 단면색종이

가격  ￦300

규격  15×15cm / 6색 6매 / 60g/㎡

수량  1속 5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C00064

3000 50색 단면색종이

가격  ￦3,000

규격  15×15cm / 50색 50매 / 6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L30D1  AEC00047

500 단면색종이 (30개입)

가격  ￦500

규격  15×15cm / 10색 10매 / 60g/㎡

수량  1속 3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C00062

4000 1000매 단면색종이

가격  ￦4,000

규격  6×6cm / 25색 1000매 / 60g/㎡

수량  1속 6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G41D2  AEC00038

1000 꽃모빌 단면색종이

가격  ￦1,000

규격  7.5×7.5cm / 7색 70매 / 6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G00014

• 종이접기와 오려붙이기, 자르기 등 다양한 공작활동에 효과적입니다.

• 기초 학습과 각종 디자인, 색채 구성에 널리 활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CB111J003-6003CH

1000 파스텔 단면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10색 3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K13D2  AEC00059

3000 50색 단면색종이

가격  ￦3,000

규격  15×15cm / 50색 50매 / 6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L30D1  AEC00047

4000 1000매 단면색종이

가격  ￦4,000

규격  6×6cm / 25색 1000매 / 60g/㎡

수량  1속 6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G41D2  AEC00038

• 종이접기와 오려붙이기, 자르기 등 다양한 공작활동에 효과적입니다.

• 기초 학습과 각종 디자인, 색채 구성에 널리 활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CB111J003-6003CH

금지, 은지 포함

50색 색상표50색 색상표

교육용

50색

1000 핑크퐁 상어가족
접기색종이

가격  ￦1,000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6색조 12매 / 70g/㎡

주문번호  AEN00085

30000 디즈니캐릭터
접기색종이 (판걸이)

가격  ￦30,000 수량  1박스 12판

규격  35.2×58cm (판걸이 사이즈) / 70g/㎡

주문번호  AEN00089

PINKFONGGRANDPA SHARK

MOMMY SHARK DADDY SHARK

GRANDMA SHARK

BABY SHARK

핑크퐁 캐릭터

디즈니캐릭터 접기색종이 (판걸이)

5개입 × 5개입 = 10개입5개입 × 5개입 = 10개입

5개입 × 5개입 = 10개입5개입 × 5개입 = 10개입

5개입 × 5개입 = 10개입5개입 × 5개입 = 10개입

1000 디즈니 픽사
카3 접기색종이

가격  ￦1,000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9색조 12매 / 70g/㎡

주문번호  AEN00082

디즈니·픽사 카3 캐릭터

라이트닝 맥퀸 크루즈 라미레즈 잭슨 스톰

지
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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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15cm 사이즈에 7칼라의 얇은 띠색종이입니다.

• 윗부분에 제본이 되어있어 색종이가 흐트러지거나, 섞이지 않아 보관하기 용이합니다.

• 1.5×45cm 사이즈에 양면 같은 무늬의 얇은 띠색종이입니다.

• 5가지 무늬의 색종이로 다양한 띠 종이 공예를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 프뢰벨의 별접기와 작은 별 접기 도안이 들어있습니다

• 윗부분에 제본이 되어있어 색종이가 흐트러지거나, 섞이지 않아 보관하기 용이합니다.

CB111J003-6003CH

CB115J000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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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색종이 윗부분이 접착식으로 되어 있어 뜯어 쓰기 편리합니다.
• 색종이가 흐트러지거나, 섞이지 않아 보관하기 편리합니다.

2000 뜯어쓰는 양면색종이 

가격  ￦2,000

규격  15×15cm / 20색 50매 / 6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EE00032

2000 뜯어쓰는 꽃무늬모아 

가격  ￦2,000

규격  15×15cm / 60색조 30매 / 6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EE00035

2000 뜯어쓰는 펄무늬모아 

가격  ￦2,000

규격  15×15cm / 60색조 30매 / 6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EE00033

2000 뜯어쓰는 전통무늬모아 

가격  ￦2,000

규격  15×15cm / 60색조 30매 / 6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EE00034

2000 뜯어쓰는 모아색종이 ❶ 

가격  ￦2,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규격
 15×15cm / 양면 20색 10매, 단면 10색 10매,   
 펄양면 20색 10매, 무늬 20색조 10매 / 60g/㎡

주문번호  AEE00029

2000 뜯어쓰는 모아색종이 ❷  

가격  ￦2,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규격
 15×15cm / 양면 20색 10매, 단면 10색 10매,
 펄양면 20색 10매, 무늬 20색조 10매 / 60g/㎡

주문번호  AEE00030

2000 뜯어쓰는 모아색종이 ❸  

가격  ￦2,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규격
 15×15cm / 양면 20색 10매, 단면 10색 10매,
 펄양면 20색 10매, 무늬 20색조 10매 / 60g/㎡

주문번호  AEE00031

1000 뜯어쓰는 무늬모아

가격  ￦1,000

규격  7.5×7.5cm / 30색조 60매 / 60, 7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E00028

• 색종이의 윗부분이 접착식으로 되어 있어 한 장씩 뜯어쓰기 편리한 제품입니다.

• 양면, 단면, 무늬 등 다양한 색종이로 구성되어 있는 종이나라 대표 히트상품입니다.

CB111J003-6003CH
CB115J0001-7001

색종이

접착식이라
한장씩 뜯어쓰기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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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뜯어쓰는 띠색종이 (15cm)

가격  ￦2,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규격  2.14×15cm / 7색 35매 / 60g/㎡

주문번호  AEE00027

2000 뜯어쓰는 띠색종이 (45cm)

가격  ￦2,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규격  1.5×45cm / 5색조 100매 / 100g/㎡

주문번호  AEE00026

100g

지
제
류



1500 펄스타무늬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75

1500 펄하트무늬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74

1500 동물무늬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73

1500 퀼트무늬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72

1500 과일무늬 

가격  ￦1,500

규격  15×15cm / 1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71

1500 꽃패턴무늬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70 

1500 땡땡무늬 ❷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69

1500 땡땡무늬 ❶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68

• 다양한무늬로 작품활동에 유용합니다.

• 학습준비물, 선물용, 공예용으로 적합합니다.

무늬색종이

1500 꽃무늬 ❹ (꽃밭)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63

1500 꽃무늬 ❸ (넝쿨)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62

1500 꽃무늬 ❷ (국화)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61

1500 꽃무늬 ❶  (안개꽃)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60

1500 전통무늬 ❶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64

1500 전통무늬 ❸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66

1500 전통무늬 ❹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67

1500 전통무늬 ❷

가격  ￦1,500

규격  15×15cm / 20색조 2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65

CB115J000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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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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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양면다른무늬 ❶

가격  ￦1,500

규격  15×15cm / 8색조 20매 / 8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H00176

2500 무늬모아 ❶

가격  ￦2,500

규격  15×15cm / 40색조 40매 / 6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EH00177

2500 무늬모아 ❷

가격  ￦2,500

규격  15×15cm / 40색조 40매 / 6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EH00178



26cm크기 로

접기활동이 
자유로워요!

2000 만능엠보무늬 ❸

가격  ￦2,000

규격  26×26cm / 8색조 8매 / 100g/㎡

수량  1속 5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CP23Y203  AEF00018

2000 만능엠보무늬 ❹

가격  ￦2,000

규격  26×26cm / 8색조 8매 / 100g/㎡

수량  1속 5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CP23Y204  AEF00019

2000 만능엠보무늬 ❶

가격  ￦2,000

규격  26×26cm / 8색조 8매 / 100g/㎡

수량  1속 5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CP23Y201  AEF00016

2000 만능엠보무늬 ❷

가격  ￦2,000

규격  26×26cm / 8색조 8매 / 100g/㎡

수량  1속 5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CP23Y202  AEF00017

• 26cm의 큰 크기로 다양한 작품활동에 적합합니다.

• 예쁜 무늬 위에 올록볼록 엠보용지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CB115J0001-7001

100g

3000 스페셜색종이

가격  ￦3,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 홀로그램 5색 5매, 양면금은색지
 10색 5매, 단면금은색지 8색 8매, 레인보우지
 6색 6매 / 60, 70, 75, 80g/㎡

주문번호  AEP00034

1000 레인보우색종이 ❷

가격  ￦1,000

규격  15×15cm / 12색 12매 / 60, 75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M12K2  AEP00036

1000 레인보우색종이 ❶

가격  ￦1,000

규격  15×15cm / 16색 11매 / 60, 75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M11K2  AEP00035

1000 양면 금은색지

가격  ￦1,000

규격  15×15cm / 10색 10매 / 8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DK21Y2  AEB00013

500 단면 금은색지

가격  ￦500

규격  15×15cm / 8색 8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DK71D2  AEB00011

• 종이나라 특수지는 금은색지와 레인보우지, 펄지, 

   홀로그램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공작활동에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 종이접기나 선물포장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1000 홀로그램색종이 ❶

가격  ￦1,000

규격  15×15cm / 5색 5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M51K101  AEP00037

500 펄양면 색종이

가격  ￦500

규격  15×15cm / 20색 1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11Y1  AEP00011

특수지
CB111J003-6003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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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입지
엠보싱

특수지

모음

지
제
류

1000 엠보컬러은지

가격  ￦1,000

규격  15×15cm / 5색 8매 / 8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B00012



14cm

10cm

7cm
3.5cm

둥근색종이는 다양한크기의 동그라미색종이가 다 들어있어요!

15cm

1500 둥근색종이

가격  ￦1,500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규격
 15×15cm 1색 2매, 지름14, 10, 7, 3.5cm
 21색조 50매 / 60g/㎡

주문번호 AED00021 

1000 스티커 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6색 6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N11K105  AEJ00043

1000 파스텔 스티커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6색 6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N16K104  AEJ00032

1000 물놀이 스티커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5색 5매 / 15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N10K201  AEJ00002

1000 무늬 스티커색종이❶

가격  ￦1,000

규격  15×15cm / 6색조 6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N13K105  AEJ00044

1000 7.5cm 스티커색종이

가격  ￦1,000

규격  7.5×7.5cm / 6색 18매 / 6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AN18K101  AEJ00034

1000 무늬 스티커색종이❷

가격  ￦1,000

규격  15×15cm / 6색조 6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N13K107  AEJ00045

1500 18cm 스티커색종이

가격  ￦1,500

규격  18×18cm / 6색 6매 / 6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30속

주문번호  AN19K101  AEJ00035

• 뒷면이 접착처리가 되어 있는 종이나라 히트상품입니다.

• 표지 뒷면의 도안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모양을 오려 붙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티커색종이

• 둥근색종이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 오려서 사용할 필요없이 다양한 크기의 동그라미 모양대로 재단되어 있어 작품활동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061J004-6002 150g

CB111J003-6003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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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종이

1000 형광 스티커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6색 6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N12K105  AEJ00012

1000 펄 스티커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6색 6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N14K105   AEJ00024

1000 금은색지 스티커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6색 6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N15K104  AEJ00028

1000 홀로그램 스티커색종이

가격  ￦1,000

규격  15×15cm / 4색 4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EJ00049

지
제
류



한지
한지공예

3000 사각접시 (한지공예)

가격  ￦3,000

규격  색한지 5색 8매 / 55g/㎡, 골격

수량  1속 10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FD28K1   AGG00018

3000 사각보석함 (한지공예) 

가격  ￦3,000

규격  색한지 7색 11매 / 55g/㎡. 골격

수량  1속 10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FD22K2   AGG00011

3000 사각상자 (한지공예) 

가격  ￦3,000

규격  색한지 7색 8매 / 55g/㎡, 골격

수량   1속 10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FD26K1   AGG00016

2000 20cm
우리멋 색한지 (한지)

가격  ￦2,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규격  20×20cm / 10색 10매 / 25g/㎡

주문번호  FA34K1  AGH00213

2000 15cm 
우리멋 색한지 (한지)

가격  ￦2,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18속

규격  15×15cm / 10색 20매 / 25g/㎡

주문번호  FA32K2  AGH00012

3000 사각액자 (한지공예)

가격  ￦3,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8속

규격
 색한지 4색 8매 / 55g/㎡,  투명셀로판지 1매, 
 골격

주문번호  FD24K2  AGG00014

2000 무늬한지
(한지) 

가격  ￦2,000 수량  1박스 180개

규격  21×29.7cm / 4색조 8매 / 75g/㎡

주문번호  FA14K1  AGH00026

• 우리나라 전통의 멋과 색을 살린 한지 제품입니다.

• 색한지, 운용지, 무늬한지 등의 다양한 한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 우리의 멋을 살릴 수 있는 공예 제품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재료와 설명서으로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500 우리멋 색한지 (한지)

가격  ￦500

규격  15×15cm / 6색 6매 / 3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GH00214

500 우리한지 (한지)

가격  ￦500

규격  15×15cm / 10색 10매 / 40g/㎡

수량  1속 30개 / 1박스 36속

주문번호  FA22K4  AGH00009

500 우리멋 운용지 (한지)

가격  ￦500

규격  15×15cm / 6색 6매 / 3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GH00215

CB111J003-6003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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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선물용접기 판걸이

가격  ￦45,000

규격  38.5×45cm (판걸이크기)

수량  1박스 10개

주문번호  AFK00023

접기류
•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하기 적합합니다.

• 별, 학 접는 방법이 들어 있어서 손쉽게 따라 접기가 가능합니다.

• 호박접기, 딸기접기는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넣어 선물 할 수 있는 

   선물용 접기 제품입니다.

CB115J0001-7001
CB111J003-6003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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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케이스

10000 단면 종이학접기 (케이스)

가격  ￦10,000

규격  6.9×6.9cm / 20색 1000매 / 60g/㎡

수량  1속 4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FN00124

4000 소망의 천마리 학접기

가격  ￦4,000

규격  5×5cm / 20색조 1000매 / 7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EF30K301  AFN00072

1000 메시지하트 접기

가격  ￦1,000

규격  12×12cm / 5색조 20매 / 7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36속

주문번호 DN03K303  AFK00006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1500 파스텔 별접기

가격  ￦1,500

규격  15×0.7cm / 8색 120매 / 65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AFH00048

1500 야광 별접기

가격  ￦1,500

규격  15×0.9cm / 2색 50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AFH00046

1500 행운의 별접기 ❶ (엄마별)

가격  ￦1,500

규격  22×1cm / 11색 94매 / 6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AFH00047

1000 레인보우 학알접기

가격  ￦1,000

규격  0.8×9cm / 7색 84매 / 75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AFM00014

지
제
류

1000 레인보우 학접기

가격  ￦1,000

규격  5×5cm / 6색조 42매 / 75g/㎡

수량  1속 2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EF11K101  AFN00067

1000 딸기 접기

가격  ￦1,000

규격  9×9cm / 2색조 50매 / 6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DN14K201  AFK00011



1000 엠보 꽃나래색종이

가격  ￦1,000

규격  7.5×7.5cm / 10색조 60매 / 10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FB00081

1000 꽃나래 고깔 접기

가격  ￦1,000

규격  5×5cm / 10색조 200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FP00001

1000 꽃나래 (소) ❶

가격  ￦1,000

규격  7.5×7.5cm / 10색조 80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CA11K201  AFB00077

1000 꽃나래 학접기 ❶

가격  ￦1,000

규격   5×5cm / 10색조 200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EA11K3  AFN00026

1000 꽃나래 (소) ❷

가격  ￦1,000

규격  7.5×7.5cm / 10색조 80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CA11K202  AFB00078

1000 꽃나래 학접기 ❷

가격  ￦1,000

규격  5×5cm / 10색조 200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EA12K3  AFN00027

1000 꽃나래 (소) ❸

가격  ￦1,000

규격  7.5×7.5cm / 10색조 80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CA11K203  AFB00079

1000 꽃나래 학접기 ❸

가격  ￦1,000

규격  5×5cm / 10색조 200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EA13K4  AFN00028

1000 꽃나래 (소) ❹

가격  ￦1,000

규격  7.5×7.5cm / 10색조 80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CA11K204  AFB00080

1000 꽃나래 학접기 ❹

가격  ￦1,000

규격  5×5cm / 10색조 200매 / 7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EA14K4  AFN00029

1500 꽃나래 (중)

가격  ￦1,500

규격  11.7×11.7cm / 10색조 60매 / 7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CA12K301  AFB00053

1500 꽃나래 (대)

가격  ￦1,500

규격  150×150cm / 10색조40매 / 7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FB00058

• 은은히 퍼지는 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색종이 입니다.

• 물고기나 꽃 등 특별한 작품을 만들 때 효과적입니다.

• 선명하고, 화려한 색채의 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gCB115J000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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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싱

종이나라 진열대 (목제)
규격  65.8×26.3×40.3cm

주문번호  SG11K8  ARI00028

• 종이나라의 인기있는 제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입니다.

• 진열대 구성 품목은 시즌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진열대

CB111J003-6003CH

120g 120g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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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싱

1500 빨강 장미접기 (소)

가격  ￦1,500

규격  9×9cm / 2색 40매 / 12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FL00038

1000 엠보 장미접기 (소)

가격  ￦1,000

규격  9×9cm / 2색 30매 / 10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FL00037

1500 빨강 장미접기 (중)

가격  ￦1,500

규격  12×12cm / 2색 30매 / 120g/㎡

수량  1속 15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FL00039

지
제
류



120g
120g

• 입체 활동 및 종이조형예술 작품활동에 적합합니다.

• 선명한 컬러톤과 두께감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다량의 색상과 매수로 구성된 패키지 제품입니다. 

100g

100g

100g
100g

100g

12000 A4 양면색상지

가격  ￦12,000

규격  21×29.7cm / 10색 150매 / 100g/㎡

수량  1박스 16개

주문번호  GH14Y201  ADF00010

6000 양면색상지 (중)

가격  ￦6,000

규격  15×15cm / 10색 150매 / 100g/㎡

수량  1박스 60개

주문번호  ADF00019

30000 4절 양면색상지

가격  ￦30,000

규격  39×54cm / 10색 100매 / 120g/㎡

수량  1박스 10개

주문번호  GH41Y2  ADF00013

4000 양면색상지 (소)

가격  ￦4,000

규격  13×13cm / 10색 150매 / 100g/㎡

수량  1박스 80개

주문번호  ADF00018

12000 양면색상지 (대)

가격  ￦12,000

규격  26×26cm / 10색 150매 / 10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ADF00020

13000 150매 무늬색상지

가격  ￦13,000

규격  26×26cm / 5색조 150매 / 10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ADF00017

30000 8절 양면색상지

가격  ￦30,000

규격  27×39cm / 10색 200매 / 120g/㎡

수량  1박스 10개

주문번호  GH42Y2  ADF00014

(패키지)
CB111J003-6003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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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한 컬러톤과 엠보가 살아있는 색상지로 다량의 색상과 매수로 구성된 패키지 제품입니다.

(패키지)

(구)엠보아트페이퍼

190g

190g

3000 10매 A4
엠보양면색상지 01~30

가격  ￦3,000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규격  21×29cm / 1색 10매 / 190g/㎡

주문번호  G12Y101~30  AHD00001, 3~31

150g

150g

10000 양면 엠보아트페이퍼
(대)

가격  ￦10,000 수량  1박스 20개

규격  26×26cm / 10색 50매 / 150g/㎡

주문번호  AHC00003

15000 8절 같은색
엠보아트페이퍼 01~10

가격  ￦15,000 수량  1박스 30개

규격  27×39cm / 1색 50매 / 150g/㎡

주문번호  AHJ00001~10

2000 8절
엠보아트마분지

가격  ￦2,000 수량  1박스 120개

규격  27×39cm / 5색 5매 / 240g/㎡

주문번호  AHC00004

240g

18000 100매 18cm
엠보양면색상지

가격  ￦18,000 수량  1박스 18개

규격  18×18cm / 10색 100매 / 190g/㎡

주문번호  GG06Y2  AHG00006

30 블랙

27 브라운

21 아이보리

24 라이트퍼플

12 라이트블루

15 라이트바이올렛

18 브라이트핑크

09 그린

05 옐로우

03 스트롱오렌지

29 화이트

26 핑크

23 라이트스카이블루

11 스카이블루

14 다크블루

20 울트라핑크

17 레드퍼플

08 옐로위쉬그린

06 레몬옐로우

02 스칼렛

28 다크브라운

22 라이트옐로우

25 카네이션핑크

13 블루

16 퍼플

19 다크핑크

10 다크그린

07 그리니쉬옐로우

04 오렌지

01 레드

미술용, 공작용 등

다양한 작품활동에

좋아요!

10 울트라핑크

08 라이트스카이블루

09 블랙

05 다크그린

06 라이트블루

07 다크블루

04 그리니쉬옐로우

03 옐로우

02 스트롱오렌지

01 레드

50색 색상표10색 견본

50색 색상표30색 견본

지
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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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블랙

27 브라운

21 아이보리

24 라이트퍼플

12 라이트블루

15 라이트바이올렛

18 브라이트핑크

09 그린

05 옐로우

03 스트롱오렌지

29 화이트

26 핑크

23 라이트스카이블루

11 스카이블루

14 다크블루

20 울트라핑크

17 레드퍼플

08 옐로위쉬그린

06 레몬옐로우

02 스칼렛

28 다크브라운

22 라이트옐로우

25 카네이션핑크

13 블루

16 퍼플

19 다크핑크

10 다크그린

07 그리니쉬옐로우

04 오렌지

01 레드

150g

           제품명
분류  4절 2절  전지

가격 매당 \600

규격 54×39cm / 150g/㎡ 78.8×54.5cm / 150g/㎡ 78.8×109.1cm / 150g/㎡

수량 1속 10매 / 1박스 50속 1박스 200매 1박스 100매

주문번호
GG15Y101 ~ 30

AHB00001 ~ 30

150g

190g

           제품명
분류  4절 2절  전지

가격 매당 ￦800

규격 54.2×39.2cm / 190g/㎡ 78.8×54.5cm / 190g/㎡ 78.8×109.1cm / 190g/㎡

수량 1속 10매 / 1박스 50속 200매 100매

주문번호

GG01Y101~30

A군  AHE00004~29

   B군  AHF00001~30

190g

10 크림색07 흐린연두06 흐린노랑 08 흐린분홍 09 흰분홍05 연한청록02 흐린노란연두01 연노랑 03 자줏빛분홍 04 연한자줏빛분홍

20 연두17 연초록16 흐린남색 18 탁한보라 19 파랑15 흐린파랑12 연보라11 연한노란연두 13 밝은회색 14 진한자줏빛분홍

25 밝은적갈색22 캐러멜색21 진한노랑 23 살구빛색 24 흐린갈색 30 다홍27 분홍26 회갈색 28 밝은보라 29 주황

35 밝은연두32 진분홍31 자주 33 선명한파랑 34 바다색 40 밝은초록37 흐린빨강36 레몬색 38 밝은파랑 39 청록

45 마젠타42 밝은남색41 쑥색 43 노랑 44 밝은주황 50 흰색47 검정46 밝은빨강 48 빨강 49 흰연두

가격  매당 ￦400 수량  1속 10매 / 1박스 100속

규격  39×54cm / 120g/㎡ 주문번호  AHK00001~50

120g학습교재용

• 색상이 선명하며 올록볼록 엠보가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 다양한 컬러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두께감이 뛰어나 종이조형예술 작품활동에 적합합니다.

(4절, 2절, 전지 낱장판매) 

(120g) 

• 색상이 선명하며 올록볼록 엠보가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 다양한 컬러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10 크림색07 흐린연두06 흐린노랑 08 흐린분홍 09 흰분홍05 연한청록02 흐린노란연두01 연노랑 03 자줏빛분홍 04 연한자줏빛분홍

20 연두17 연초록16 흐린남색 18 탁한보라 19 파랑15 흐린파랑12 연보라11 연한노란연두 13 밝은회색 14 진한자줏빛분홍

25 밝은적갈색22 캐러멜색21 진한노랑 23 살구빛색 24 흐린갈색 30 다홍27 분홍26 회갈색 28 밝은보라 29 주황

35 밝은연두32 진분홍31 자주 33 선명한파랑 34 바다색 40 밝은초록37 흐린빨강36 레몬색 38 밝은파랑 39 청록

45 마젠타42 밝은남색41 쑥색 43 노랑 44 밝은주황 50 흰색47 검정46 밝은빨강 48 빨강 49 흰연두

• 양면이 같은 색인 색상지로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표시물, 게시판,

   환경미화와 종이조형예술 작품 활동에 적합합니다.

120g학습교재용

가격  매당 ￦400 수량  1속 10매 / 1박스 100속

규격  39×54cm / 120g/㎡ 주문번호 GB11Y101~50  ADC00052~101

10 노랑07 갈색06 어둔갈색 08 연귤색 09 귤색05 노란갈색02 주황01 빨강 03 밝은주황 04 연갈색

20 밝은파랑17 연청록16 초록 18 청록 19 연파랑15 어둔초록12 연두11 연노랑 13 밝은연두 14 연초록

25 보라22 파랑21 어둔파랑 23 연남색 24 남색 30 검정27 자주26 연자주 28 연회색 29 회색

35 형광주황32 은색31 금색 33 형광남색 34 형광주홍 40 형광연빨강37 형광노랑36 형광귤색 38 형광연두 39 형광자주

45 형광분홍42 형광연주황41 형광다홍 43 형광초록 44 형광연분홍 50 형광연자주47 형광청록46 형광빨강 48 형광파랑 49 형광보라

• 뒷면에 도안이 디자인 되어있어 쉽게 오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표시물, 게시판, 환경미화와

   종이조형예술 작품 활동에 적합합니다. 가격  매당 ￦400 수량  1속 10매 / 1박스 100속

규격  38×53cm / 150g/㎡ 주문번호  GA11D101~50  ADB00001~50

150g학습교재용

지
제
류



컬러

내지

컬러

내지

4000 컬러스케치북

가격  ￦4,000

규격  39×27cm / 12색 12매 / 120g/㎡

수량  1박스 120개

주문번호  AGD00008 

• 그림그리기, 공작, 종이접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컬러스케치북 입니다.

• 스케치북의 내지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5000 컬러스케치북

가격  ￦5,000

규격 38.5×26.5cm / 20색 20매 / 120g/㎡

수량  1박스 60개

주문번호  AGD00009 

5000 둥근컬러스케치북

가격  ￦5,000

규격  37×35cm / 12색 12매 / 120g/㎡

수량  1박스 80개

주문번호  AGD00010 

120g

내지

4000컬러스케치북｜ 4000둥근스케치북
12색 12매

5000컬러스케치북
20색 2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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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내지

2000 골판지 감기공예2000 골판지 색종이 3000 골판지 감기공예

• 올록볼록 굴곡이 있는 두께감 있는 종이입니다.

• 색상이 다양하고 선명하며 입체작품 만들기, 벽면구성, 공작놀이 등 여러가지 미술 재료로 적합합니다.

120g 120g

120g

           제품명
분류  700 4절컬러골판지(27, 28) 800 4절컬러골판지(1~26, 31, 32) 2000 4절컬러골판지(29, 30)

가격 매당 ￦700 매당 ￦800 매당 ￦2,000

규격 39×54cm / 120g/㎡ 39×54cm / 120g/㎡ 39×54cm / 120g/㎡

수량 1속 10매 1속 10매 1속 10매

주문번호
HA11Y127, 28 HA11Y101~26, 31, 32 HA11Y129, 30

ABB00037, 38 ABB00011~36, 41, 42 ABB00039, 40

120g

03 진분홍 04 진홍색 06 흰색 07 미색

10 자주 11 노랑 12 황색08 다홍색

23 남색 24 군청색20 물색18 진초록

13 호두색 14 계피색 15 진회색 16 연두

25 회색 28 재생지 31 갈색 32 연미색

CB061J004-6003

가격  ￦2,000

규격  17×17cm / 12색 12매 / 12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HG11K1  ABE00002

가격  ￦2,000

규격  1.3×50cm / 10색 32매 / 12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10속

주문번호  HE22K3  ABD00039

가격  ￦3,000

규격  1×50cm / 14색 52매 / 120g/㎡

수량  1속 10개 / 1박스 6속

주문번호  HE22K4  ABD00040

지
제
류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휴대용

케이스

휴대용

케이스

케이스색종이
• 색종이의 구김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된 제품 입니다.

•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남은 색종이를 깔끔하게 보관합니다.

• 색종이를 모두 사용하면 리필제품을 구매하여 케이스를 재활용 하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CB111J003-6003CH
CB115J0001-7001
CB111J003-6001

•  손잡이가 있어   보관과 
   이동이  편리합니다.

•  플라스틱 재질의 250매~300매용 
   색종이 보관 케이스입니다.

• 케이스에 캐릭터가 인쇄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 플라스틱 재질의 100매에서 110매용 
   색종이 보관 케이스 입니다.

• 두께가 얇아 휴대가 간편합니다.

•  플라스틱 재질의 500매용
   색종이 보관 케이스입니다.

•  측면에 홈이 있어 색종이 
   꺼낼 때 편리합니다.

100매~110매 케이스 250매~300매 케이스 500매케이스
500매케이스
(손잡이형)

75

휴대용

케이스

휴대용

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휴대용

케이스

300매 무늬모아 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60색조 300매 / 60g/㎡

수량  1박스 10개

주문번호  BBF00054

500매 무늬모아 색종이 ❶
(케이스)

규격
 15×15cm /
 50색조 500매 / 60g/㎡  

수량  1박스 8개 

주문번호   BBF00023

500매 모아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양면20색 200매, 단면
 10색 50매, 펄양면 20색 100매,  
 무늬 60색조 150매 / 60g/㎡  

수량  1박스 8개 

주문번호  MG57Y3  BBF00012

300매 모아 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양면20색 120매,  
 단면 10색 100매, 무늬20색조 80매, 
 60g/㎡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MG59K3  BBF00015

뽀로로 250매 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양면20색 120매,
 단면 10색 80매, 무늬 32색조 50매
 / 60g/㎡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ME52Y3  BBF00045

뽀로로 양면+펄단면  
+무늬 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양면20색 60매,
 펄단면 5색 30매, 무늬 12색조 12매,
 / 60g/㎡

수량  1박스 32개 

주문번호  MG56K1  BBF00009

500매 50색 양면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50색조 500매 / 60g/㎡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MV51Y6  BBF00030

500매 30색 양면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30색조 500매 / 60g/㎡

수량  1박스 8개

주문번호  MV52Y5  BBF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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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케이스

휴대용

케이스

휴대용

케이스

휴대용

케이스

휴대용

케이스

손잡이

케이스

손잡이

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특
판

100매 무늬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20색조 100매 / 6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MS34K1  BBF00019

타요 110매 모아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양면20색 60매, 단면 10색 30매,
 무늬20색조 20매, 60g/㎡

수량  1박스 24개

주문번호  ME55Y1  BBF00005

100매 양면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20색 100매 / 60g/㎡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MB16Y1  BBF00001

100매 펄모아 색종이
(케이스)

규격
 15×15cm / 펄양면 20색 20매, 펄단면 10색 
 30매, 펄무늬 20색조 / 50매 / 60g/㎡

수량  1박스 24개

주문번호  ME35Y1  BBF00021



뽀로로 100매 양면 색종이

규격  15×15cm / 20색 100매 / 6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MB18Y4  BBD00022

• 접고, 오리고, 찢고 다양한 공작활동으로 아이들의 EQ, IQ 색채감각을 향상시킵니다.

• 종이접기와 오려붙이기, 자르기 등 다양한 공작활동에 효과적입니다.

색종이,접기류

400매 양면색종이
(30개입)

규격  15×15cm / 20색 400매 / 60g/㎡

수량  1박스 30개

주문번호  MV43Y1  BBD00122

300매 양면색종이

규격  15×15cm / 30색 300매 / 60g/㎡

수량  1박스 16개

주문번호  MV33Y1  BBD00138

100매 양면색종이

규격  15×15cm / 20색 100매 / 60g/㎡

수량  1박스 42개

주문번호  MB17Y2  BBD00010

400매 단면색종이

규격  15×15cm / 20색 400매 / 60g/㎡

수량  1박스 30개

주문번호  MV43D1  BBA00081

CB111J003-6003CH
CB115J000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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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별도포장

비닐
별도포장

꽃나래 모아 학접기

규격  5×5cm / 20색조 400매 / 70g/㎡

수량  1박스 21개 

주문번호  BBE00062

우리 한지

규격  15×15cm / 12색 24매 / 4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ME41K3  BBJ00004

100매 레인보우+
금은 색종이

규격
 15×15cm / 금은색지 10색 40매,
 레인보우 6색 60매 / 80g/㎡, 
 75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BBG00032

레인보우 색종이

규격
 15×15cm / 레인보우지 6색 18매,
 75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MG81K3  BBG00011

펄하트/스타 무늬 색종이

규격  15×15cm / 18색조 48매 / 6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MS63Y2  BBC00027

100매 홀로그램+펄 
양면색종이

규격
 15×15cm / 홀로그램 5색 50매,
 펄양면 20색 50매 / 70g/㎡ , 6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BBG00031

100매 단면색종이

규격  15×15cm / 10색 100매 / 60g/㎡

수량  1박스 42개

주문번호  MB17D2  BBA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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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무늬 색종이

규격  15×15cm / 12색조 30매 / 60g/㎡

수량  1박스 60개

주문번호  MG53Y1  BBC00005

뜯어쓰는 모아 색종이

규격
 15×15cm / 양면 20색 60매,
 무늬 10색조 40매, / 6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MG54K2  BBB00033

특
판

홀로그램+펄 
양면색종이

규격
 15×15cm / 홀로그램 3색 12매,
 펄양면 6색 12매 / 70g/㎡ , 6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MS41K4  BBG00024

100매 뽀로로 색종이

규격
15×15cm / 양면 20색 50매,
 단면 10색 20매, 무늬 12색조 30매 / 6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BBD00147

뽀로로 220매 양면 색종이

규격  15×15cm / 20색 220매 / 6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ME51Y2  BBD00081



• 두꺼운도화지, 얇은도화지, 흑도화지,컬러도화지, 골판지, 마분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도화지는 회화 및 포스터 등 미술 재료로 적합합니다.

• 카드, 사진꾸미기 등 각종 공작용으로 적합합니다.

지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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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절 5색 마분지

규격  27×39cm / 5색 10매 / 240g/㎡

수량  1박스 40개

주문번호  MC62K1  BCB00007

컬러팬시 도화지

규격
 38.5×26.5cm / 20색 20매 
 / 120g/㎡ 

수량  1박스 30개

주문번호  MC53K1  BCB00003

90g

8절 흰색 마분지

규격  27×39cm / 1색 10매 / 240g/㎡

수량  1박스 40개

주문번호  MC61K1  BCB00006

240g 240g

8절 양면 색상지

규격  27×39cm / 10색 30매 / 120g/㎡

수량  1박스 30개

주문번호  MC91Y1  BCC00028

120g

120g

170g

8절 두꺼운 도화지

규격  27×39cm / 1색 15매 / 170g/㎡

수량  1박스 40개

주문번호  MC52K1  BCB00002

8절 4색 도화지

규격  27×39cm / 4색 40매 / 90g/㎡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MC54K1  BCB0000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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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065J0001-8002
CB111J003-6001

• 다양한 재료를 섞어 나만의 슬라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반짝이는 젤리를 연상시키는 질감의 부드럽고 쫀득한 페이스트 입니다.

• 글리터 슬라임은 촉감을 통해 즐거움과 집중력 향상,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CB065J0001-8002
CB111J003-6001

CB065J0001-8002
CB111J003-6001

CB065J0001-8003
CB111J003-6001

사
무

팬
시

기
타

1500 40g 글리터
 슬라임 (흰색)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02

1500 40g 글리터
 슬라임 (파랑)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06

1500 40g 글리터
 슬라임 (노랑)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04

1500 40g 글리터
 슬라임 (주황)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05

1500 40g 글리터
 슬라임 (핑크)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03

1500 40g 머메이드
 슬라임 (핑크)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15

1500 40g 머메이드
 슬라임 (보라)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19

1500 40g 머메이드
 슬라임 (흰색)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14

1500 40g 머메이드
 슬라임 (파랑)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18

1500 40g 머메이드
 슬라임 (주황)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17

1500 40g 머메이드
 슬라임 (노랑)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16

1500 80g 레인보우
 슬라임 (빨강)

가격  ￦1,500 규격  8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IM00008

1500 80g 레인보우
 슬라임 (노랑)

가격  ￦1,500 규격  8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IM00009

1500 40g 글리터
 슬라임 (보라)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07

1500 40g 고스트
 슬라임 (파랑)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13

1500 40g 고스트
 슬라임 (초록)

가격  ￦1,500 규격  4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IM00012

1500 80g 레인보우
 슬라임 (노랑)

가격  ￦1,500 규격  8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IM00010

1500 80g 레인보우
 슬라임 (보라)

가격  ￦1,500 규격  80g

수량  1속 12개 / 1박스 18속

주문번호  AIM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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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컬러액체풀
147ml (노랑)

가격  ￦2,000 규격  147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102

레인보우컬러액체풀
147ml (파랑)

가격  ￦2,000 규격  147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103

레인보우컬러액체풀
147ml (초록)

가격  ￦2,000 규격  147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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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빨강)

가격  ￦3,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201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핑크)

가격  ￦3,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204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파랑)

가격  ￦3,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203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노랑)

가격  ￦3,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202

갤럭시컬러액체풀
180ml (빨강)

가격  ￦4,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301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금색)

가격  ￦4,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304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보라)

가격  ￦4,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303

머메이드컬러액체풀              
180ml (파랑)

가격  ￦4,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302

고스트컬러액체풀              
180ml (야광핑크)

가격  ￦5,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401

고스트컬러액체풀        
180ml (야광보라)

가격  ￦5,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404

고스트컬러액체풀          
180ml (야광주황)

가격  ￦5,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403

고스트컬러액체풀       
180ml (야광파랑)

가격  ￦5,000 규격  180ml

규격  1속 6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IG00402

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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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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111J003-6001

스쿨박스

가격  ￦7,000

규격     37×25.5×6.5cm

수량  1박스 18개

구성  스쿨박스 본체, 이름표 스티커 

주문번호  ARD00005

• 다양한 방법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 손잡이가 있어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 학교 책상 서랍에 넣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물건 크기에 따라 칸막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해바라기

Vincent van Gogh

별이 빛나는 밤 

Vincent van Gogh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Vincent van Gogh

아를르의 포룸
광장의 카페테라스

Vincent van Gogh

5000마이아트 
포켓퍼즐 (150개)

가격  ￦5,000 규격 15×10cm

규격  1속 12개 / 1박스 6속

주문번호  ALT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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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색연필 12색

가격  ￦3,500

구성  12색 12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LU00003

나라색연필 16색

가격  ￦4,500

구성  16색 16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6속

주문번호  ALU00004

• 선명한 칼라와 부드러운 사용감의 색연필, 싸인펜입니다.

• 색채교육 및 창의성 학습교재용으로 좋습니다.

• 선명하게 칠해져 작품활동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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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 상어가족
나라색연필 12색

가격  ￦4,500

구성  12색 12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LU00001

핑크퐁 상어가족
나라색연필 16색

가격  ￦5,500

구성  16색 16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6속

주문번호  ALU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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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팡 12색 (굵은심)

가격  ￦7,000

구성  12색 12개입, 붓 1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LS00003

크레팡 24색 (굵은심)

가격  ￦13,000

구성  24색 24개입, 붓 1개입

수량  1속 6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LS00006

크레팡 6색 (가는심)

가격  ￦4,000

구성  6색 6개입, 붓 1개입

수량  1속 20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LS00010

크레팡 12색 (가는심)

가격  ￦7,000

구성  12색 12개입, 붓 1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LS00001

크레팡 24색 (가는심)

가격  ￦15,000

구성  24색 24개입, 붓 1개입

수량  1속 6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LS00004

크레팡 12색 (중간심)

가격  ￦7,000

구성  12색 12개입, 붓 1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LS00002

• 찌꺼기가 없어 깨끗한 작품표현이 가능합니다.

• 색채교육 및 창의성 학습교재용으로 좋습니다.

• 플라스틱용기로 구성되어있어 사용과 보관이 편리합니다.

• 붓에 물을 묻혀 문지르면 수채화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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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퐁상어가족                  
나라싸인펜 12색

가격  ￦3,500

구성  12색 12개입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W00001

핑크퐁상어가족                  
나라싸인펜 16색

가격  ￦4,500

구성  16색 16개입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W00002

CB111R133-5001CB111L1005-7001
CB111L1005-5001
CB111H008-5003
CB111H00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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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시용품, 문구용품 등 다양한 종이나라 학습준비물 입니다.

학습준비물

1000 공작가위
(핑크)

가격  ￦1,000 구성  핑크

수량  1속 1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RC10K101  ALA00014

1000 공작가위
(블루)

가격  ￦1,000 구성  블루

수량  1속 1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RC10K102 ALA00015

2500 오피스프리 가위

가격  ￦2,500 규격  21cm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A00013

89 90

2000뽀로로 가위

가격  ￦2,000 구성  핑크,블루

수량  1속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A00010

1000 안전가위

가격  ￦1,000 구성  핑크,블루

수량  1속 2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RC11K1  ALA00003

3000 종이나라 물티슈

가격  ￦3,000 수량  1박스 30개

규격  80매 / 15×20cm

주문번호  RO30K201  ALE00001

핸디휴대용비누

가격  ￦1,000 규격  15g Net

수량  1속 20개 / 1박스 24속

주문번호  ALG00004

팬톤컬러L홀더           
(Angel Pink)

가격  ￦1,000 규격  21×31cm

규격  1속 10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LV00001

팬톤컬러L홀더           
(Vitamin Yellow)

가격  ￦1,000 규격  21×31cm

규격  1속 10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LV00002

팬톤컬러L홀더           
(Emerald Dream)

가격  ￦1,000 규격  21×31cm

규격  1속 10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LV00003

팬톤컬러L홀더           
(Ocean Blue)

가격  ￦1,000 규격  21×31cm

규격  1속 10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LV00004

팬톤컬러L홀더             
(Berry Blossom)

가격  ￦1,000 규격  21×31cm

규격  1속 10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ALV00005

사
무

팬
시

기
타

• L자 홀더로 서류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PP소재로 온도와 습도에 강해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이 강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무독성 원료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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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테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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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기 / COPY 그래프 / GRAPH문서작성 /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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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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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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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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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견출지 (보호형-청색)1~24

가격  ￦1,000

규격  10×17.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0K401~15  ALB00064~78

KD10K401
(414)

10X24mm(청색)

KD10K403
(417)

12X31mm(청색)

KD10K402
(415)

11X32mm(청색)

KD10K410
(405)

87X38mm(청색)

KD10K411
(416)

19X38mm(청색)

KD10K412
(421)

20X43mm(청색)

KD10K413
(422)

24X53mm(청색)

KD10K415
(403)

87X34mm(청색)

KD10K414
(407)

28X65mm(청색)

KD10K404
(411)

15X33mm(청색)

KD10K405
(410)

18X60mm(청색)

KD10K406
(401)

23X28mm(청색)

KD10K408
(406)

37X63mm(청색)

KD10K407
(418)

27X34mm(청색)

KD10K409
(404)

84X31mm(청색)

1000견출지 (보호형-적색)1~24

가격  ￦1,000

규격  10×17.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0K301~15  ALB00049~63

KD10K301
(414)

1X2.4cm(적색)

KD10K302
(415)

1.1X3.2cm(적색)

KD10K303
(417)

1.2X3.1cm(적색)

KD10K309
(404)

8.4X3.1cm(적색)

KD10K311
(416)

1.9X3.8cm(적색)

KD10K312
(421)

2X4.3cm(적색)

KD10K310
(405)

8.7X3.8cm(적색)

KD10K314
(407)

2.8X6.5cm(적색)

KD10K315
(403)

8.7X3.4cm(적색)

KD10K313
(422)

2.4X5.3cm(적색)

KD10K304
(411)

1.5X3.3cm(적색)

KD10K305
(410)

1.8X6cm(적색)

KD10K306
(401)

2.3X2.8cm(적색)

KD10K307
(418)

2.7X3.4cm(적색)

KD10K308
(406)

3.7X6.3cm(적색)

1000견출지 (일반형-청색)1~24

가격  ￦1,000

규격  10×17.5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0K201~24  ALB00025~48

KD10K210
(206)

28X65mm(청색)

KD10K209
(104)

27X34mm(청색)

KD10K208
(226)

26X54mm(청색)

KD10K206
(110)

21X10mm(청색)

KD10K207
(101)

23X23mm(청색)

KD10K202
(112)

11X32mm(청색)

KD10K203
(224)

12X31mm(청색)

KD10K204
(214)

15X33mm(청색)

KD10K205
(211)

18X60mm(청색)

KD10K201
(111)

10X24mm(청색)

KD10K216
(225)

19X38mm(청색)

KD10K220
(103)

29X23mm(청색)

KD10K219
(213)

24X111mm(청색)

KD10K218
(217)

24X53mm(청색)

KD10K217
(105)

24X32mm(청색)

KD10K223
(202)

90X20mm(청색)

KD10K222
(215)

75X20mm(청색)

KD10K221
(204)

43X140mm(청색)

KD10K224
(212)

91X21mm(청색)

KD10K215
(201)

87X34mm(청색)

KD10K214
(203)

86X40mm(청색)

KD10K211
(209)

37X63mm(청색)

KD10K213
(208)

84X31mm(청색)

KD10K212
(216)

43X20mm(청색)

1000 견출지 (원형) ❶

가격  ￦1,000

규격  10×17.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1K101  ALB00079

1. 0.5cm

1000 견출지 (원형) ❷   

가격  ￦1,000

규격  10×17.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1K102  ALB00080

2. 0.9cm

1000 견출지 (원형) ➌

가격  ￦1,000

규격  10×17.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1K103  ALB00081

3. 1.2cm 

1000 견출지 (원형) ➍

가격  ￦1,000

규격  10×17.5cm / 7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1K104  ALB00082

4. 1.6cm 

1000 견출지
 (홀로그램원형) ❶ 

가격  ￦1,000

규격  10×17.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1K201  ALB00083

1. 0.5cm

1000 견출지
 (홀로그램원형) ❷

가격  ￦1,000

규격  10×17.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1K202  ALB00084

2. 0.9cm

1000 견출지
 (홀로그램원형) ➌

가격  ￦1,000

규격  10×17.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1K203  ALB00085

3. 1.2cm 

1000 견출지
 (홀로그램원형) ➍ 

가격  ￦1,000

규격 10×17.5cm / 4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1K204  ALB00086

4. 1.6cm 

• 투명필름을 부착시켜 라벨을

  보호하며 학용품, 비품, 집기 등의 

  표시와 관리에 유용합니다.

보호라벨

• 서류 파일의 표제나 자료분류 

  표지등에 사용합니다. 

일반라벨

• 다양한 색상의 원형 라벨로 용도에

  따라 자료의 분류, 표시가 용이합니다.

칼라분류용 라벨

1000견출지 (일반형-적색)1~24

가격  ￦1,000

규격  10×17.5cm / 10매

수량  1속 15개 / 1박스 40속

주문번호  KD10K101~24  ALB00001~24

KD10K113
(208)

8.4X3.1cm(적색)

KD10K114
(203)

8.6X4cm(적색)

KD10K115
(201)

8.7X3.4cm(적색)

KD10K116
(225)

1.9X3.8cm(적색)

KD10K117
(105)

2.4X3.2cm(적색)

KD10K118
(217)

2.4X5.3cm(적색)

KD10K119
(213)

2.4X11.1cm(적색)

KD10K120
(103)

2.9X2.3cm(적색)

KD10K121
(204)

4.3X14cm(적색)

KD10K122
(215)

7.5X2cm(적색)

KD10K123
(202)

9X2cm(적색)

KD10K124
(212)

9.1X2.1cm(적색)

KD10K101
(111)

1X2.4cm(적색)

KD10K102
(112)

1.1X3.2cm(적색)

KD10K103
(224)

1.2X3.1cm(적색)

KD10K104
(214)

1.5X3.3cm(적색)

KD10K105
(211)

1.8X6cm(적색)

KD10K106
(110)

2.1X1cm(적색)

KD10K107
(101)

2.3X2.3cm(적색)

KD10K108
(226)

2.6X5.4cm(적색)

KD10K109
(104)

2.7X3.4cm(적색)

KD10K110
(206)

2.8X6.5cm(적색)

KD10K111
(209)

3.7X6.3cm(적색)

KD10K112
(216)

4.3X2cm(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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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m×6M 양면 (2개입)

가격  ￦1,000

규격  25mm×6M / 2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33

25mm

25mm

12mm×6M 양면 (4개입)

가격  ￦1,000

규격  12mm×6M / 4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31

12mm

12mm

12mm

12mm

50mm × 40M 투명 (1개입)

가격  ￦2,000

규격  50mm×40M / 60micron이상 / 1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26

50mm × 45M 투명 (1개입)

가격  ￦2,000

규격  50mm×45M / 60micron이상 / 1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27

12mm × 25M 투명 (4개입)

가격  ￦1,000

규격  12mm×25M / 60micron이상 / 4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22

12mm

12mm

12mm

12mm

25mm × 25M 투명 (2개입)

가격  ￦1,000

규격  25mm×25M / 60micron이상 / 2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24

25mm

25mm

50mm × 25M 투명 (1개입)

가격  ￦1,000

규격  50mm×25M / 60micron이상 / 1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25

16mm × 25M 투명 (3개입)

가격  ￦1,000

규격  16mm×25M / 60micron이상 / 3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23

16mm

16mm

16mm

• 접착력이 뛰어납니다.

• 잘 끊어지지 않는 견고함으로 테이프 롤링상태가 우수합니다.

• 다양한 길이 및 색상으로 사용하는 용도와 규격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 방전, 방습효과가 있습니다.

OPP 테이프

50mm×6M 양면 (1개입)

가격  ￦1,000

규격  50mm×6M / 1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34

• 접착력이 뛰어납니다.

• 문구용, 사무용, 박스포장, 기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영구접착용이며 재접착은 되지 않습니다.

양면 테이프

50mm × 25M 황색 (1개입)

가격  ￦1,000

규격  50mm×25M / 60micron이상 / 1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28

50mm × 40M 황색 (1개입)

가격  ￦2,000

규격  50mm×40M / 60micron이상 / 1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29

50mm × 45M 황색 (1개입)

가격  ￦2,000

규격  50mm×45M / 60micron이상 / 1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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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m × 22YD 투명 (4개입)

가격  ￦1,000

규격  12mm×22YD / 60micron이상 / 4개입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LN00016

12mm

12mm

12mm

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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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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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0 컬러 OA용지
 (1000매) (01~10번)

가격  ￦35,000

규격  21×29.7cm / 1색 1000매 /75g/㎡

수량  1박스 4개

주문번호  ACC00106~8,00111

08 연두05 홍색03 흰주황 04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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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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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날, 
특별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레인보우페이퍼에
예쁘게 꾸며보세요!

• 검은 종이 위에 전용펜으로 글씨를 쓰면 무지개빛 컬러가 나옵니다.

• 편지지, 계획표, 메뉴표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대용량 핫멜트스틱 (소)

규격  0.7cm / 500g

수량  1박스 30개

주문번호  AIL00003

대용량 핫멜트스틱 (대)

규격  1.1cm / 500g

수량  1박스 30개

주문번호  AIL00004

1000 레인보우 페이퍼

가격  ￦1,000 규격  21×29.7cm

구성     A4 2매, 전용펜

수량  1속 3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RL10K101  ALL00002

2000 한지OA용지
(01~11번)

가격  ￦2,000

규격  21×29.7cm / 1색 20매 / 75g/㎡

수량  1속 10개 / 1박스 16속

주문번호  ID51K1-01~11 ACD00001~11

1000 전통무늬봉투

가격  ￦1,000

규격  9×17.8cm / 2색 6매 / 100g/㎡

수량  1속 20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ID63K101  AGC00026

10000 한지OA용지
(02~08번)

가격  ￦10,000

규격  21×29.7cm / 1색 100매 / 75g/㎡

수량  1박스 30개

주문번호  ACD00022,24,25,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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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 플라스틱, 목재, 타일, 유리등 다양한 소재에 접착이 가능합니다.

• 공예, 목공, 포장, 장신구, 완구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B361R4979-3001

자가검사번호 : A-A08B-D00010001-A151

• 인체공학적인 바디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슬라이드식 교체방법으로 간편하게 다른 펀치로 리필 가능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마음에 드는 펀치를 고르세요. 화살표 방향으로 달칵 소리가 날 때까지 
펀치를 미세요.

종이를 끼운 뒤 핸디펀치 손잡이 바디부
분을 살짝 누르면 펀칭이 됩니다.

핸디펀치 손잡이 헤더부분의 A부분을 

화살표 방향으로 내리세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펀치를 꺼내면 다른

모양펀치로 리필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리필방법

한지 OA용지의 공통 색상표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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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 핸디펀치세트 (소)

01 눈송이 02 별 03 하트 04 리본

01 하트 02 눈송이 03 별 04 코스모스 06 리본05꽃

휴대용

케이스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규격  2cm 구성  핸디펀치6개+손잡이1개

수량  1박스 10개

주문번호  BGI00002

7000 핸디펀치세트 (중)

가격  ￦7,000

규격  2cm 구성 손잡이1개+모양펀치1개(블리스터)

수량  1속 4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PE14K301  ALO00033~36

가격  ￦9,000

규격  1cm 구성 손잡이1개+모양펀치4개(블리스터)

수량  1속 4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PE15K301  ALO00043

03 연노랑 07 옥색 08 연파랑04 노랑 05 연두 09 연분홍 10 연보라 11 미색01 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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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눈송이 02 별 03 하트 04 리본



•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펀치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스크랩북킹, 선물포장, 카드만들기 등 

   여러 공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1 102

  (손잡이)(01~06번)

01 하트 02 나뭇잎

03 꽃 04 리본하트

05 리본캐모마일 06 리본튤립

가격  ￦8,000

규격  4×1cm

수량  1속 4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PE15K2-01~06  ALO00037~42

4000 모양펀치 (중)(01~14번)

01 별

07 코스모스

02 리본 

08 단풍잎

03 나비 

09 눈송이

05 하트

11 천사 14 트리

06 네잎클로버

12 음표

가격  ￦4,000

규격  2cm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O00126~ALO00140

6000 모양펀치 (대)(01~15번)

01 곰

09 눈꽃

03 하트

10 꽃송이

04 코스모스

11 리본

05 사과

12 트리

06 별

14 나비

08 단풍잎

15 천사

가격  ￦6,000

규격  2.6cm

수량  1속 6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O00141~ALO00155

25000 모양펀치 (특대)(01~05번)

가격  ￦25,000

규격  7.6cm

수량  1속 4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LO00156~ALO00160

01 하트 02 별 03 천사 04 꽃송이 05 눈꽃

12000 모양펀치세트 (소)

가격  ￦12,000

규격  1cm / 6종 6개

수량  1속 4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PE19K1  ALO00118

4000 모양펀치세트 (중)

가격  ￦4,000

규격  2cm / 혼합 10종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PE13K301  ALO00161

6000 모양펀치세트 (대)-1

가격  ￦6,000

규격  2.6cm / 혼합 6종

수량  1속 6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O00162

6000 모양펀치세트 (대)-2

가격  ￦6,000

규격  2.6cm / 혼합 6종

수량  1속 6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LO00163

사
무

팬
시

기
타



퍼머넌트옐로우딥
PERMANENT YELLOW 
DEEP

RED
레드 비리디안

VIRIDIAN
버밀리온
VERMILION

샙 그린
SAP GREEN

올리브 그린
OLIVE GREEN

보르도
BORDEAUX

브라운 레드
BROWN RED

바이올렛
VIOLET

반다이크 브라운
BANDYKE BROWN

코발트 블루
COBALT BLUE

블랙
BLACK

셀룰리안 블루
CERULEAN BLUE

울트라마린
ULTRAMARINE

옐로우 그린
YELLOW GREEN

브라운
BROWN

레몬 옐로우
LEMON YELLOW

옐로우 오커
YELLOW OCHER

화이트
WHITE

스카이 블루
SKY BLUE

핑크
PINK

프러시안 블루
PRUSSIAN BLUE

RED
레드 비리디안

VIRIDIAN
버밀리온
VERMILION

번트 시에나
BURNT SIENNA

바이올렛
VIOLET

반다이크 브라운
BANDYKE BROWN

코발트 블루
COBALT BLUE

블랙
BLACK

울트라마린
ULTRAMARINE

옐로우 그린
YELLOW GREEN

브라운
BROWN

레몬 옐로우
LEMON YELLOW

옐로우 오커
YELLOW OCHER

화이트
WHITE

스카이 블루
SKY BLUE

핑크
PINK

프러시안 블루
PRUSSIAN BLUE

RED
레드 비리디안

VIRIDIAN
버밀리온
VERMILION

바이올렛
VIOLET

반다이크 브라운
BANDYKE BROWN

코발트 블루
COBALT BLUE

블랙
BLACK

옐로우 그린
YELLOW GREEN

브라운
BROWN

레몬 옐로우
LEMON YELLOW

옐로우 오커
YELLOW OCHER

화이트
WHITE

스카이 블루
SKY BLUE

핑크
PINK

프러시안 블루
PRUSSIAN BLUE

옐로우
YELLOW

울트라마린
ULTRAMARINE

화이트

레드

반다이크
브라운

레몬옐로우

옐로우그린

블랙

옐로우오커

비리디안

스카이블루

브라운

코발트블루

프러시안
블루

버밀리온

바이올렛

핑크

화이트 레몬옐로우

반다이크
브라운

블랙

옐로우오커

레드 옐로우그린 비리디안

브라운

버밀리온

코발트블루 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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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안료와 정제된 메디움을 선택하여 만든, 재료학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제품입니다.

•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안료와 정착제를 배합하고, 안료의 입자 크기를 연구하여

  선명도와 투명도를 강화시켰습니다.

7.5ml 20색 수채화

구성  7.5ml / 20색

수량  1박스 36개

주문번호  AVA00002

12ml 20색 수채화

구성  12ml / 20색

수량  1박스 36개

주문번호  AVA00003

종이나라는 1972년에 설립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드는 종이나라’ 라는 사명 하에 세계 최고의 색종이 제조의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종이나라는 국내 최초로 색종이 제조 자동화 시스템을 발명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해 수용성 잉크로 인쇄된 색종이를 개발하여 색종이 제조 표준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종이나라는 수십 년 동안 200색이 넘는 잉크 배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세기 동안 물감을 생산한 칼라뱅크비비드를 인수하여 우수한 물감을 책임생산하고 있습니다.

화
구
류

CB115J0001-8004

220ml 수채화물감 12색 세트
구성  220ml / 12색 수량  1속 12개 / 박스 6속

주문번호  AVA00027

220ml 수채화 (15종)
구성  220ml / 15종 수량  1박스 72개

주문번호  AVA00011~AVA00025

화이트

레드

반다이크
브라운

퍼머넌트
옐로우딥

레몬옐로우

옐로우그린

블랙

옐로우오커

비리디안

올리브그린

브라운

코발트블루

프러시안
블루

울트라마린

버밀리온

바이올렛

보르도셀룰리안
블루

샙그린 브라운레드

7.5ml 13색 수채화

구성  7.5ml / 13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A00001

화이트 레드레몬옐로우

블랙

옐로우오커 브라운

프러시안
블루

옐로우그린 비리디안 코발트블루 바이올렛

퍼머넌트
옐로우딥

올리브그린

220ml
대용량

물감



CB115J0001-8002

106105

10ml 12색 포스터

구성  10ml / 12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C00001

• 정선된 안료로 제작되어 혼색의 제한이 없으며 내구성과 내광성, 내수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 캔버스, 가죽, 천나무판, 종이, 하드보드, 옥외 벽화 등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7.5ml 13색 아크릴

구성  7.5ml / 13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B00001

7.5ml 14색+1색 아크릴

구성  7.5ml / 14색 + 1색 (화이트 1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B00002

CB115J0001-8003

• 고급 안료와 정제된 메디움으로 제조되어 입자가 고르고 부드러운 제품입니다.

• 불투명, 무광택 그림 물감이며 사용 기술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
구
류

550ml

220ml
대용량

물감 220ml
대용량

물감

화이트

레드

반다이크
브라운

레몬옐로우

옐로우그린

블랙

옐로우오커

비리디안

스카이블루

브라운

코발트블루

프러시안
블루

버밀리온

바이올렛

핑크

화이트 레몬옐로우

반다이크
브라운

블랙

옐로우오커

레드 옐로우그린 비리디안

브라운

버밀리온

코발트블루 바이올렛

화이트

레드

반다이크
브라운

레몬옐로우

옐로우그린

블랙

옐로우오커

비리디안

스카이블루

브라운

코발트블루

프러시안
블루

버밀리온

바이올렛

핑크

화이트 레몬옐로우

반다이크
브라운

블랙

옐로우오커

레드 옐로우그린 비리디안

브라운

버밀리온

코발트블루 바이올렛

220ml 아크릴물감 12색 세트
구성  220ml / 12색 수량  1속 12개 / 박스 6속

주문번호  AVB00027

550ml 아크릴 (12종)
구성  550ml / 12종 수량  1속 6개 / 1박스 4속

주문번호  AVB00028~AVB00039

220ml 아크릴 (15종)
구성  220ml / 15종 수량  1박스 72개

주문번호  AVB00011~AVB00025

화이트

레드

반다이크
브라운

레몬옐로우

옐로우그린

블랙

옐로우오커

비리디안

스카이블루

브라운

코발트블루

프러시안
블루

버밀리온

바이올렛

핑크

화이트 레몬옐로우

반다이크
브라운

블랙

옐로우오커

레드 옐로우그린 비리디안

브라운

버밀리온

코발트블루 바이올렛

220ml 포스터물감 12색 세트
구성  220ml / 12색 수량  1속 12개 / 박스 6속

주문번호  AVC00027

220ml 포스터 (15종)
구성  220ml / 15종 수량  1박스 72개

주문번호  AVC00011~AVC00025

화이트 옐로우오커 레드 옐로우그린

비리디안

비리디안

프러시안
블루

반다이크
브라운

블랙코발트블루 바이올렛

번트시에나 옐로우 울트라마린

화이트 옐로우오커 레드 옐로우그린

비리디안

비리디안

반다이크
브라운

블랙코발트블루 바이올렛

번트시에나 옐로우 울트라마린

화이트 옐로우

핑크 울트라마린

코발트블루 블랙바이올렛그린옐로우그린

레드브라운 오렌지

50ml 12색 컬러리스트 시험용

구성  50ml / 12색, 130COLOR (중)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AVN00001

대용량

물감



180mm
(180ml

130mm
(50ml)

60mm 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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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안료와 잘 정제된 기름을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입니다.

• 유화물감 특유의 발색력을 가질 뿐 아니라 자외선에도 변색되지 않는 우수한 내수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 기존 유화 물감의 더디게 마르는 단점을 보완한 물감으로써 다양한 표현과 기교를 살릴 수 있습니다. 

50ml 유화 (55종)
구성  50ml / 55종 수량  1박스 40개

주문번호  AVD00101~AVD00160

180ml 유화 (55종)
구성  180ml / 55종 수량  1박스 30개

주문번호  AVD00001~AVD00060

1000ml 유화 (55종)
구성  1000ml / 55종 수량  1박스 1개

주문번호  AVD00201~AVD00260

4000ml 유화 (55종)
구성  4000ml / 55종 수량  1박스 1개

주문번호  AVD00301~AVD00360

4000ml

1000ml

대용량

물감

대용량

물감

180ml

화
구
류

Chinese Red
No.902

Crimson Lake 
No.901

크림슨 레이크

Lemon Yellow
No.905

레몬 옐로우
Permanent Yellow Light
No.906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Permanent Yellow
Orange

No.907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
Yellow Ocher
No.908

옐로우 오커

Viridian(Hue)
No.909

비리디안(휴)
Emerald Green
No.910

에머랄드 그린
Sap Green
No.911

샙 그린
Permanent Green
Pale

No.912

퍼먼넌트 그린 패일

Ultramarine Blue
No.917

울트라마린 블루
Compose Blue
No.918

컴포즈 블루
Cobalt Violet Light(Hue)
No.919

코발트 바이올렛 라이트
Raw Umber 
No.920

로우 엄버

Burnt Umber
No.921

번트 엄버
Burnt Sienna
No.922

번트 시에나
Ivoey Black
No.923

아이보리 블랙
Grey of Grey
No.924

그레이 오브 그레이

Zinc White
No.925

징크 화이트
Permanent White
No.926

퍼머넌트 화이트
Permanent Yellow
Deep

No.928

퍼머넌트 옐로우 딥
Permanent Green
Deep

No.930

퍼머넌트 그린 딥

Napales Yellow
No.932

나페일스 옐로우
Turquoise Blue
No.933

터키어스 블루
Violet Grey
No.937

바이올렛 그레이
Blue Grey
No.938

블루 그레이

Silver White
No.939

실버 화이트
Titanium White
No.940

티타늄 화이트
Rose Violet
No.941

로즈 바이올렛
Light Red
No.942

라이트 레드

Permanent Green Light
No.944

퍼머넌트 그린 라이트
Compose Green
No.945

컴포즈 그린
Green Grey
No.946

그린 그레이
Verditer Blue
No.947

베디터 블루

Monochrome Warm
No.948

모노크롬 웜
Raw Sienna
No.949

로우 시에나
Jaune Brillant #2
No.950

존 브릴란트 2
Jaune Brillant #3
No.952

존 브릴란트 3

Carmine
No.956

카민
Rose Grey
No.958

로우 그레이
Indian Red
No.959

인디안 레드
Mineral Violet
No.960

미네랄 바이올렛

Manganese Blue
No.963

만가니즈 블루
Monochrome Cool
No.973

모노크롬 쿨
Greenish Yellow
No.982

그리니쉬 옐로우
Cinnabar Green Light
No.989

시나바 그린 라이트

Cinnabar Green
No.992

시나바 그린
Cobalt Violet(Hue)
No.995

코발트 바이올렛(휴)
Scarlet
No.997

스칼렛

Permanent Green
Middle

No.913

퍼먼넌트 그린 미들
Olive Green
No.914

올리브 그린
Cobalt Blue(Hue)
No.915

코발트 블루(휴)
Cerulean Blue(Hue)
No.916

셀룰리안 블루(휴)

차이니즈 레드
Vermilion(Hue)
No.903

버밀리언(휴)
Jaune Brillant #1
No.904

존 브릴란트 1

우수한
내수성

선명한
발색력

양질의
안료사용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코발트블루비리디안

블랙바이올렛

레드 옐로우그린 비리디안브라운레드

핑크 코발트블루 바이올렛

화이트

블랙

옐로우 오렌지형광
레몬옐로우

형광
스카이블루

화이트 옐로우

코발트블루블루

핑크

비리디안옐로우그린브라운

오렌지

레드

옐로우 레드 비리디안

블랙바이올렛코발트블루

바이올렛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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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료에 펄을 첨가하여 발생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 수용성이므로 색채  혼합도 가능하며, 채색 및 공예품의 장식에 효과적입니다.

7.5ml 13색 펄데코

구성  7.5ml / 13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J00001

100ml

100ml

• 최고급 염료를 사용하였으며 자연스러운 퍼짐과 뛰어난 발색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 물에 기름이 뜨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특수 물감입니다.

• 최고급 염료를 사용하였으며 색 번짐이나 탈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염료의 접착성이 우수하여 세탁 후 지워지지 않고 보편적인 염료처럼 다리미로

   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안료를 아라비아 고무 또는 아교에 함께 조제한 제품입니다.

• 색상이 자연스럽고 번지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12ml 6색 마블링

구성  12ml / 6색

수량  1박스 100개

주문번호  AVE00001

7.5ml 8색 염색

구성  7.5ml / 8색

수량  1박스 96개

주문번호  AVG00003

12ml 12색 마블링

구성  12ml / 12색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VE00002

7.5ml 13색 염색

구성  7.5ml / 13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G00002

7.5ml 16색 한국화

구성  7.5ml / 16색

수량  1박스 52개

주문번호  AVI00001

CB115J0001-8003

화
구
류

점토류와
혼합,공예품
채색도구

레몬 옐로우
LEMON YELLOW ORANGE

오렌지

레드
RED

핑크
PINK

그린
GREEN

옐로우 그린
YELLOW GREEN

브라운
BROWN

블루
BLUE VIOLET

바이올렛 블랙
BLACK

실버
SILVER

골드
GOLD

화이트 
WHITE

100ml 펄데코 (12종)
구성  100ml / 12종 수량  1속 12개 / 1박스 10속

주문번호  AVJ00011~AVJ00022

100ml 펄물감 (6종)
구성  100ml / 6종 수량  1속 6개 / 1박스 20속

주문번호  AVK00011~AVK00016

골드그린

화이트 레몬옐로우 오렌지

바이올렛

실버 골드

바이올렛 블랙

옐로우그린 블루브라운그린핑크

레드레몬옐로우 오렌지

화이트

실버 골드

블루브라운

레몬옐로우

옐로우그린그린핑크

오렌지

레드

바이올렛 블랙

호분 감

황약엽

자

백녹녹청녹초

군백

군청

황토 주홍

연지양홍 대자 흑



힘차게 날릴 수 있는 비행기나 로켓, 또는 몬스터처럼 재미있는 
종이접기, 그리고 공룡, 탈것, 동물, 행사에 활용하는 종이접기 
등 흥미로운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신쿠우 후미아키 지음 / 값 12,000원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3~4번접기의 간단한 종이접기부터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부의 벗사 지음 / 값 10,000원

1972년 설립된 종합문구기업을 모기업으로하며 유아와 아동들의 정서발달과 지능발달을 위한 
종이접기 도서 및 각종 취미예술서적 발행 전문출판사로서 교육전문기업으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5세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손가락    
끝의 작은 움직임이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고, 도형을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놀이 중에서도 뛰어난 지적인 부류인 
종이접기를 소개합니다.

주부의 벗사 지음 / 값 10,000원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워줄 뿐 아니라, 
뇌를 발달시키는 종이접기를 통해 신나게 
가지고 놀만한 놀잇감을 만들어봅니다

김현정 지음 / 값 10,000원 

중국 판권 수출 도서 

부모님과 함께 종이 구기기, 뭉치기, 말기, 
찢기 놀이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단계로 
종이접기 놀이 방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주부의 벗사 지음 / 값 10,000원

예쁜 액세서리, 멋있고 아름다운 옷, 재미있는 소꿉놀이와 
생활소품과 기념일에 활용하는 종이접기 등 여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신쿠우 후미아키 지음 / 값 12,000원

『남자들이 좋아하는 종이접기 150』

『여자들이 좋아하는 종이접기 150』

값12,000원

값12,000원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창의교육『종이접기 놀이백과』 

Paper Folding『종이접기 미니북』시리즈 

종이접기 놀이교육은 잠재되어 있는 우리 아이의 
무한한 창의성을 계발시키고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도와주며 조화로운 성장을 이끌어줍니다. 
초등학교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종이접기와 노래, 
다양한 놀이와 응용 방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아사히 이사무 지음 / 값 15,000원

11개국 언어로 기본 설명이 되어있으며 다 접은 후에는 작품에 스티커를 붙이며 멋지게 장식하여 상상력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양면 색종이, 단면 색종이와 금은지, 무늬 색종이까지 다양한 색종이가 68장이나 들어있어 마음껏 접어 볼 수 있고, 
다 접은 후에는 투명 상자에 소중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종이나라디자인연구소 지음 / 값 각 4,000원

종이접기+북아트『인기최고 종이접기 100』

ISBN 89-7622-722-5

인기 있는 100가지 이상의 종이접기와 
종이접기를 응용한 북아트, 만들기를 통해 두뇌개발과 창의성을 키워요!

이 책에는 100가지 이상의 종이접기 아이템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종이접기를 
하고 난 후 북아트 작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각 장의 끝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낱낱의 종이접기가 책의 형식을 지닌 시각미술작품인 북아트로 
아름답게 탄생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티크사 편집부 지음 / 값 14,800원

16㎝

9.5㎝

25.5㎝

38㎝
9.5㎝

『1·2·3세 첫 종이접기놀이』

『5·6·7세 종이접기』 『6·7·8세 종이접기』

『3·4·5세 종이접기』

11개국 언어 수록! 
보관 케이스+책+스티커+
색종이 68장(양·단면색종이, 
무늬색종이, 금은색지)!

종이접기 동물원 종이접기 바다동물 종이접기 꽃동산 종이접기 장난감 종이접기 탈것 종이접기 우주탐험

도서출판 1972년 설립된 종합문구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며 유아와 아동들의 정서발달과 지능발달을 위한 

종이접기 도서 및 각종 취미예술서적 발행 전문출판사로서 교육전문기업으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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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색종이로 쉽게 매일매일 신나는 체험! 창의력이 쑥쑥!

풀과 가위만 있으면 멋진 종이접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작품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김영만 선생님이 KBS《TV유치원》등에서 수 십 년간 
어린이들을 지도하며 연구하고 종이접기의 장점을 살린 작품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김영만 지음 / 값 12,000원

『와우 김영만 종이놀이터』

ISBN 89-7622-765-4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과 함께하는『만들기 놀이놀이』

종이접기아저씨   『김영만 종이접기놀이 100』

전세대를 아우르는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의 종이접기 
놀이!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과 함께하는 만들기 놀이
놀이는 감성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편집부 지음 / 값 8,000원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과 함 께하는 종이접기 만들기 놀이 --

 『김영만 종이접기놀이100』은 MBC 예능《마리텔》에서 서버가 다운될 만큼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과 종이접기 
아저씨의 수많은 창작 작품 중 엄선하여 탄생한 책입니다. 감성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종이접기 작품 
100가지. 만드는 즐거움과 가지고 노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창의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김영만 지음 / 값 15,000원

『종이나라 색종이접기』시리즈 

종이나라와 함께하는『종이접기스쿨』시리즈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다양한 놀잇감, 먹을거리, 
생활소품 그리고 동물과 꽃 등 재미있는 작품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강명옥 지음 / 각권 값 7,000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있는 종이접기 아이템을 모아 
엮은 책으로 서점뿐만 아니라 가까운 문구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노영혜 지음 / 각권 값 7,000원    

참 쉽죠!

첫 종이접기 놀잇감 첫 종이접기 동물 첫 종이접기 탈것 김영만 종이접기 놀이 하나 김영만 종이접기 놀이 둘

똑똑한 우리아이 꿈과 끼를 키우는『종이접기』시리즈

그림이 그려진 멋진 디자인 색종이 4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엇보다 칼선을 
넣어서 가위가 필요 없이 한 장씩 편리하게 뜯어서 접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놀잇감을 요리조리 접어보며 직접 완성할 수 
있는 종이접기 책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종이접기를 직접 완성하며 놀이에 
활용해봄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주며 소근육 운동은 물론, 공간감과 
논리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종이나라디자인연구소 지음 / 각권 값 3,000원

간단하고 쉬운 종이접기와 그림색종이가 한 권에

11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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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드론』 『과학심을 키워주는 종이접기비행기』
종이비행기는 색종이를 이용하여 상상
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즐거운 신체활동
을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놀잇감 입니다. 
비행기를 만들며 과학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비행기를 접을 수 있는 
종이가 실려 있습니다.     

도타 타쿠오 지음 / 값 12,000원

한국 최초로 종이비행기에 조정면을 
사용하는 한 이희우 항공공학 박사가 
직접 설계한 드론 모형입니다. 
가위 없이, 뜯어서 누구나 쉽게 만드는 
페이퍼드론이 18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희우 지음 / 값 15,000원

ISBN 89-7622-676-3ISBN 89-7622-788-1

비행기의 원리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방법 및 쉽게 접을 수 있는 6종의 비행기의 
디자인 색종이 111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규일 지음 / 값 9,500원 / 대만 판권 수출 도서

『떴다떴다 종이비행기111』

쉽고 간단한 종이비행기 6종의 멋진 디자인색종이 111장 수록

세계 최고의 기록! 국제 종이비행기대회 우승기 등 20종 수록

『세계 최고의 종이비행기』

『똑똑한 우리아이 만들기』시리즈

자세한 비행기 이론과 세계 최고의 기록 보유기와 국제종이비행기대회 우승기 등 20종의 
비행기를 접을 수 있는 디자인 색종이 40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희우 지음 / 값 13,800원

유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작품으로 엄선하였으며 가정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유아들과 종이접기나 기타 만들기 놀이를 할 때 교재로 사용하기
에 적합합니다.    각권 값 12,000원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공룡접기방법 22가지와 각 공룡의 
특징 등의 정보를 담아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공룡무늬 색종이, 공룡스티커, 공룡카드로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니와 다이코 지음 / 값 11,000원

공룡박사의 설명! 스티커+무늬색종이+게임카드!

『공룡 종이접기 대탐험』

불가사의하고 신기한 『종이접기 공룡나라』
난이도 있는 멋진 공룡을 접으면서 입체적 두뇌력을 
키워보세요! 과학이며 예술인 종이접기로 공룡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전시, 각종 
전시회, 문화행사 등에 활용하기 좋은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익룡, 공룡 뼈 등 
인기 만점의 아이템이 실려 있습니다.

요시히데 모모타니 지음 / 값 15,000원 

『퍼즐 공룡 종이접기』
<공룡무늬색종이>와 <칭찬스티커>, <공룡스티커>수록
합체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종이접기!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공룡의 머리와 몸, 꼬리를 따로 접은 후 조립하여 
공룡을 쉽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공룡의 분류를 알아보고 용반류와 조반류로 나뉜다는 
이론을 배운 후, 차근차근 접어나가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서원선 지음 / 값 11,000원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의 최신 일러스트+종이접기 200점 수록!

우리는 누구나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모양으로 접은 메모나 편지를 주고]
받았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따스한 기억을 색종이, 
메모지, 노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종이접기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일러스트와 디자인 아이디어로 단순한 종이들은

「귀하고 사랑스러운 종이접기편지」로 탄생합니다. 

미츠타마 지음 / 값 12,000원

감성 깃든 따뜻한 메시지『귀하고 사랑스러운  종이접기편지』

신선희 지음 박미자 지음 이순례 지음 이정경 지음 김나래 지음 김나래 지음 박선영 지음 황미숙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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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접기는 교육, 문화, 예술, 복지관, 
재활운동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매우 유
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두뇌에 활력을 주는 반복적이고 쉬운 
종이접기내용과 시니어 수업시간에 
활용가능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하라 마유미 지음 / 값 10,000원

간단한 접기방법으로 블럭을 만들어 
퍼즐처럼 맞추면서 모양을 완성합니다. 

아르민 타부너, 크리스찬 세일 지음 / 값 12,000원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송석 
작가는 이번 책에서 수채화 같은 난초에서부터 
지하철 노선도로 만든 지갑까지 한 장의 종이가 
저마다 다양한 각각의 작품들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송석 작가만의 창의적인 
예술작품들을 접어보며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송석 지음 / 값 15,000원

종이접기 프로젝트『크리스+폴드』

두뇌에 활력을 주는『유니트종이접기』 7번접고 끼워 만드는 장난감『블럭종이접기』

초등수학공부를 위한『수학종이접기』

종이접기를 통해 도형 영역을 흥미롭게   
접근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사각형, 
삼각형, 다각형, 원, 합동과 대칭, 기둥과 
뿔, 다면체 등을 색종이로 접어 작품을 
완성하며 수학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영재 지음 / 값 15,000원

  「수학종이접기지도사」자격 취득 교재 

『종이접기도형나라』
프뢰벨의 창의인성교육의 이념이 
담긴 종이접기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수학과 과학, 예술과 창조성을 키우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종이접기를 
유아에서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넘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쿠니히코 카사하라 지음 / 값 12,800원

ISBN 89-7622-755-3

값 12,800원

종이접기 마스터를 위한 도서로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고난이도의 종이접기 작품입니다. 
실물보다 더 화려한 예술적인 
곤충을 접을 수 있습니다.

박원 외 지음 / 값 19,800원

ISBN 89-7622-785-0

종이접기 마스터를 위한『BUGS 종이접기』

선사시대에 살았던 동물을 종이접기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nuinui 편 / 값 19,800원

꽃과 곤충, 나비 등 꽃동산 아이템을 
종이접기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리타 폴커 편 / 값 19,800원

바닷속에 사는 동물을 종이접기 
할 수 있는 책입니다.

nuinui 편 / 값 19,800원

우주공간과 상상의 세계를 
종이접기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리타 폴커 편 / 값 19,800원

종이접기 놀이상자

놀이상자 구성 : 종이접기 책+멋진 그림판+종이나라 눈스티커+종이나라 색종이+
                         그림 색종이+색칠용(컬러링) 그림 종이 60장+종이나라박물관 무료쿠폰

『고대동물 사파리』 『바닷속 아쿠아리움』 『아름다운 꽃동산』 『우주탐험』

종이 로봇의 단점으로 꼽히던 스스로 서지 못하는 문제
를 해결했으며, 자유로운 합체와 분해로 재미있는 게임
과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끄는 몬스터가 등장
하는 유익한 주제의 만화를 구성하고, 멋진 디자인 색종
이를 더하여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서원선 지음 / 값 14,800원

『트렌스폼 매직카 로봇 종이접기』

종이상자 케이스+종이접깊책+
자를 필요가 없는 디자인색종이 105장 수록

블럭종이접기 책에 나오는
모든 작품을 접을 수 있는 구성세트!

「블럭종이접기 색종이세트」를
종이나라 스토어에서 판매중입니다.

15,000원     12,000원(무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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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구연+종이접기지도자들에게  훌륭한 교육교재!
•그림동화의 감동을 멋진  종이접기로 완성
•감동을 주는 동화+접기방법 무료동영상+등장인물 그림 종이+종이나라박물관 무료관람쿠폰

ISBN 89-7622-779-9ISBN 89-7622-780-5

ISBN 89-7622-783-6

세계명작 종이접기

『라퐁텐 우화』

『미녀와 야수』

『4D 증강현실 색칠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라퐁텐 우화 동화 16가지와 
캐릭터 접기방법(동영상링크), 
무늬색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nuinui 편 / 값 19,800원

명작동화 미녀와 야수와 
캐릭터 접기방법(동영상링크), 
그림색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nuinui 편 / 값 19,800원

평면의 책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독자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마음대로 색깔을 골라서 칠한 후에 전용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내가 
색칠한 그대로 책 속의 캐릭터들이 입체적으로 살아나며 손으로 터치하면 화면에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Pukka 편 / 값 각 14,800원

명작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캐릭터 접기방법(동영상링크), 
그림색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nuinui 편 / 값 19,800원

밤하늘의 동화는 아이들의 빠른 수면을 유도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득한 꿈을 꾸게 해 줍니다.

매일 밤 아이 재우는 것을 고민하는 엄마를 위한 앱입니다. 
아이에게 일찍 자는 바른 수면 습관 길러줍니다. 
도서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밤하늘의 동화”에는 매일 밤 잠 잘 때마다 
 고민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어린이를 즐겁게 잠들게 하는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침실에 환상적인
밤하늘의 동화극장이

열립니다.

색상과 모양을 읽고, 숫자를 세는
동화입니다.

  · 사용 설명서  · 동화 디스크「새근새근 데굴데굴」·밤하늘의 동화 프로젝터

프로젝터에 끼워서 읽는 동화입니다.  각 값 8,000원

가격  18,000원 

말을 이해하게 되는 2세 이상의 아이에게
추천하는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6세 까지의 유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동화입니다.

깜짝상자 달님의 숫자 노래잘자 유니야 일하는 자동차야 힘내! 커다란 순무 아기 돼지 삼형제

프로젝터

동화 시리즈

신나는 경주놀이 아기동물원

도서+크레팡12색!

크레팡으로 
마음껏 색칠하고, 
놀랍고 환상적인 

증강현실을 
체험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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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페이퍼볼』 누구에게나 즐겁고 창조적인『파피에마세』
아이나 어른에게 인기있는 공예기법인 
페이퍼볼 자체가 만들기 놀이입니다.

「페이퍼볼」은 가늘고 긴 색색의 종이띠를 
공예용 철사와 구슬을 지지대로하여 동그랗게 
만든 말 그대로“종이 공”입니다.  간단하고  
평범해 보이는 재료로 만드는 페이퍼 볼로 
귀여운 토끼, 테이블 장식 등을 만들어 보세요.

크리스티아네 슈테판 지음 / 값 12,000원

종이로 만드는 알록달록 
명랑한 캐릭터와 경쾌한 작품들!

파피에 마세는 스티로폼을 자르거나  
붙이고 그 위에 종이를 찢어서 붙이고 
색을 칠해서 작품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누구나 쉽게 실용적이고 예쁜 일상의 
소품이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슈잔 와이드만 지음 / 값 12,800원

ISBN 89-7622-782-9 ISBN 89-7622-778-2

실용적이고 아름다운『냅킨접기』
사랑을 듬뿍 담아 차린 티타임의 커피 식탁이나 고급스럽게 
장식된 디너 식탁은 가족이나 친지, 또는 지인들과의 식사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때 아이디어가 
넘치는 냅킨은 멋진 식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 책에서는 각종 모임이나 축하파티, 집안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냅킨 접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글린데 홀 지음 / 값 15,000원

감성미술 시리즈는 유러피안 작가를 따라 일상 속 모습을 그림으로 쉽게 표현수 있도록 기초 테크닉과 소재에 맞는 표현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에 설명을 따라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ISBN 89-7622-790-5

ISBN 89-7622-790-5

ISBN 89-7622-791-3 ISBN 89-7622-793-X

ISBN 89-7622-781-2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밝혀주는 우리그림『민화의 즐거움』 「민화지도사」마스터 자격 취득 교재

 「북폴딩아트지도사」마스터 자격 취득 교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밝혀주는 우리 민화를 내손으로 직접 그려 보세요.

150여 개의 민화 초본(밑그림)을 CD에 담아 제공함으로 쉽게 민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종이문화재단이 주관하는〈민화지도사〉자격 교재로서 수록된 작품을 완성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민화지도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윤열수 지음 / 값 29,800원

『지혜로 가득한 사랑』

책을  읽고  접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예술 작품
이  됩니다. 사랑에 대한 다양한 글귀를 읽으며 책장을 
한 장 한 장씩 접어 나가면 하트모양이 나타납니다. 
책의 새로운 변신, 감성의 시작 북폴딩아트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예술분야입니다. 

스테파니 드라이버 지음 / 
값 12,000원

종이를 활용하여 집안의 인테리어를 모던
하게 꾸미거나 나만의 독특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
다. 책을 활용하면서 나만의 멋지고 창조
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해시태그를 
통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친구들에게 공유해보세요.

바르브 프로이덴 탈러 외 지음 / 값 13,800원

세계 최고의 명화를 따라 그리고 
즐기면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가장 창조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컬러링북입니다. 명화 46점에 
대해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재미있는 에세이를 제공하면서 
명화의 흑백 라인 드로잉을 원작의 
사진과 함께 제시하여 편리하게 
채색할 수 있습니다.  

QUARTO 편 / 값 13,800원

종이가 좋아요♥『#인스타 종이데코』

MY ART STUDIO『세계명화컬러링』

종이띠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리본을 
만들어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파티 
장식을 하기 위한 환상적인 작품 만드는 
법과 멋진 카드나 선물을 장식하기에도 
좋은 작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르민 타부너 외 지음 / 
값 14,800원

마음이 지치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아름다운 모티브들을 마음 가는 대로 
색칠해 보세요. 다 칠하고 나서는 그 
종이를 한 단계씩 접는 사이에 색칠해 
놓은 면이 얼마나 환상적인 방법과 모
양으로 삼차원적인 형태로 변해 가는
지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민 타부너 지음 / 값 12,000원

ISBN 89-7622-785-0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종이접기『프뢰벨의 별』

힐링을 위한 새로운 테라피『컬러링 종이접기』

『감성 수채화』
바버라 로스 지음 / 값 13,800원

『감성 아크릴』
아가트 싱어 지음 / 값 13,800원

『감성 크레용』
모니카 포스버그 지음 / 값 1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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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배려와  지혜를  들려주는  책  이상의  책!   

읽으면 힘이 나고 
마음이 따듯해 지는 메시지들!



반짝 반짝

 「종이접기 어린이급수」3급·2급·1급(마스터) 자격 취득 교재

 『똑똑한 어린이 급수종이접기』는 어린이 스스로 재미있게 종이접기를 익혀 <종이접기어린이급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책입니다. 직접 화보를 구성하거나 종이접기 스크랩을 붙이며 아이들이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색채실습 색종이와 스크랩용 스티커를 함께 제공합니다. 

노영혜 지음 / 값 5,000원 노영혜 지음 / 값 5,000원 노영혜 지음 / 값 7,000원

똑똑한 어린이 
『급수종이접기』책으로 

스스로 종이접기를 
익히고  자격증도 따고 

메달도 받자 ~

 『똑똑한 어린이 급수종이접기』시리즈

우리는 자랑스러운 
유아종이접기마스터 !

 「종이접기 유아급수」2급·1급(마스터) 자격 취득 교재

값 15,000원

값 15,000원

 『유아창의종이접기교실』시리즈

종이접기 유아급수 2급 교재 종이접기 유아급수 1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3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2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1급 교재

종이접기 유아급수 2급 교재 종이접기 유아급수 1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3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2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1급 교재

종이접기 유아급수 2급 교재 종이접기 유아급수 1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3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2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1급 교재

종이접기 유아급수 2급 교재 종이접기 유아급수 1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3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2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1급 교재

종이접기 유아급수 2급 교재 종이접기 유아급수 1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3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2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1급 교재

나이와 학년을 뛰어 넘는 힘! 종이접기 영재교육으로 재능, 창의성, 영재성을 길러 인재로!
수학·과학·미술 등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 설계를 하며 감성적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STEAM 교육 방식이 
도입되어 아이들이 주입식, 암기적 교육에서 벗어나 즐겁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노영혜 지음 / 각권 값 15,000원

<종이접기영재교실>에서
 <신난다!종이접기영재교실>
교재로 종이접기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검정을 통과하여
재미있고 신나는

종이접기영재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유아·어린이영재 급수교재 구입
   -종이나라 스토어, 종이문화재단 국내·외 지부, 교육원 및 년등록특활강사
·<종이접기영재지도사>, <유아·어린이영재> 급수자격 취득 문의-종이문화재단 T.02)2279-7900

 「종이접기 영재지도사」·「유아·  어린이 종이접기 영재」자격 취득 교재『신난다! 종이접기 영재교실』시리즈

<유아창의종이접기교실>시리즈는 유아기의 왕성한 창의성과 독창성, 상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된 두뇌발달 융합교육 학습지입니다.
<유아창의종이접기교실>1·2는 종이접기 워크북으로서 완성하는 동안 유아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자신감을 키워 줍니다. 책을 완성한 
후에는 <유아종이접기급수>자격증 취득과 메달 수여로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누리과정과 초등 1~2학년군 통합교
육 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한 다양한 콘텐츠는 유아가 창의적 인성과 통합능력을 키우며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노영혜 지음 / 각권 값 15,000원

 「어린이클레이아트」2·1급 자격 취득 교재

교과와 연계된 작품을 어린이들이 쉽게 만들어 실생
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폭넓은 학습 
활동내용을 제시하여 클레이를 만드는 동안 다양한 
학습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어린이들에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학습흥미도를 높여 줄 것입니다. 

창의인성교육연구소 지음 / 값 11,000원

『조이! 클레이나라』시리즈

ISBN 89-7622-732-4

종이접기 유아급수 2급 교재 종이접기 유아급수 1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3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2급 교재 종이접기 어린이 1급 교재

『어린이 북아트』시리즈

『북아트교실』시리즈

 「어린이 북아트」급수 자격 취득 교재

 「북아트」 마스터 자격 취득 교재

독특한 스크랩북은 물론 모든 종류의 책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지침서로서 종이 만드는 
방법과 책으로 엮는 북바인딩 방법까지 단계적인 사진 설명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
었습니다. <북아트 지도사 2급>, <북아트 지도사 1급>, <북아트 마스터> 자격증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김나래 지음 / 각권 값 20,000원

생각하고, 만들고, 쓰고, 그리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모든 활동을 초등학교 교과와 연계해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어린이 북아트 2급>, <어린이 북아트 1급>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김나래 지음 / 각권 값 10,000원

ISBN 89-7622-531-3

ISBN 89-7622-455-2
ISBN 89-762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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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신청 문의 : 종이문화재단 국내외 종이문화교육원, 지부, 공방, 또는 사무처    (02)2279-7900  www.papercuㅣture.or.kr

 『대한민국 종이접기강사』 『대한민국 종이접기강사』독학교재 세트

 「종이접기강사」자격 취득 교재  「종이접기강사」자격 취득 독학교재

책+동영상CD+종이나라색종이+나라풀+화일+스티커
종이접기 지도서『대한민국종이접기강사』와 동영상 CD,종이나라색종이, 
나라풀과 자격심사 제출 때 필요한 화일과 스티커가 
들어있는 교재입니다. 시간에 구애없이 동영상을 보며 따라 접으며 
쉽게 종이접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노영혜 지음 / 값 49,000원

『대한민국 종이접기강사』자격 취득 후에는~
• 종이접기강사·취미생활·문화예술가로서 국내·해외에서 종이접기 세계화 활동을 전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선생님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유아·어린이·청소년들에게 종이접기급수 자격 취득과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종이문화재단 지도양성특할회원 등록 후).
• 1 : 1 종이접기 개인지도, 홈스쿨, 공부방, 공방, 지부, 교육원, 창업 및 복지시설, 사회교육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사반세기역사를 빛내온 종이접기 바이블! --
종이접기 지도서『대한민국종이접기강사』는 종이접기를 처음 배우
는 분들을 위한 기초 지도서입니다. 10개의 종이접기 기본형을 
시작으로 하여 응용 발전시킨 작품 100여 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영혜 지음 / 값 15,000원 

책
동영상CD

종이나라색종이
종이나라「나라풀」

화일
스티커

 「종이접기사범」·「종이접기청소년 1단」,「종이접기지도사범(마스터)」·「종이접기청소년 2단」자격 취득 교재

ISBN 89-7622-757-7

 『조이! 종이접기 전집』은 종이문화재단의 소식지  『종이나라 플러스』에 실려있는 50여 명의 창작 
작가들의 우수한 창작작품들을 새로이 기획, 편집한 합본으로서 종이접기의 기초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고깔, 도형과 유닛, 인형, 꽃과 식물, 동물, 계절장식, 생활용품과 북아트 등 다양한 종류의 
종이접기의 접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응용, 활용하면서 창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가선용의 취미생활과 
가정과 각급 학교 사회단체에서 교육활동, 봉사활동, 창작예술활동, 문화예술진흥, 창업, 
국제교류활동, 평화운동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이! 종이접기전집』을 통해 폭넓은 종이접기예술활동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영혜 지음 / 값 50,000원

 『조이! 종이접기 전집』

 

꿈과 끼 !  창의인성을 키우는

유아·어린이·청소년  종이접기 마스터

종이접기는 수학, 과학, 예술이며 지혜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미래 인재교육은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 인성을 키우는 

종이접기 교육으로 시작하세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모두 모두

자격증에 도전해요!

“ 위 과정에 합격하면 
종이문화재단에서 인증하는

「자격증」과 「메달」이 
수여됩니다.”

우아~

따기 !

상담 : 종이문화재단 사무처, 국내.국외 종이문화교육원, 지부, 지도양성특활강사
TEL (02)2279-7900   www.paperculture.or.kr   wwwjongiejupgi.com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종이접기

K-Jon
gie J

upgi

자격증!

조이 종이

JOY!

125



문양1     
봉      

지갑1, 2 입체나무와 요정 UFO와 외계인 복주머니책갈피 다면체 유닛과 상자

말리꽃쇼파와 테이블한복 모양 쇼핑백1색실첩네잎클로버 외 문양2

셔츠 편지꽂이 도형인형 태극부채 사각형 포함관계 성 자 만들기

비행기 모빌 칸막이 가방 행복한 운동선수  새장 속의 앵무새 강낭콩 형제들 물고기 모빌

벚꽃 모빌 연꽃 모빌 물고기5~8 줄줄이 상자·바람개비 상자 정육면체무궁화

〈창의인성교육교재〉시리즈

지도활동에 꼭 필요한 창의인성교육교재는 쉽고 인기 있으며 

재미있는 작품을 골라 도안과 

작품만들기에 맞춘 색종이를 낱개로 포장하여 

선생님들의 수업교재와 부모님과 아이의 여가놀이를 하는데 적합합니다. 

창의인성연구소를 통하여 매달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종이나라 스토어에서만 구입가능 합니다.

카네이션 감사카드

행복한 우리집

태극기 연필꽂이 흔들 말   별  핸드벨   

2단액자개구리, 곰 부채 해바라기 지갑 칸막이 상자 정육면체 액자 나무와 매미

문양 액자 문양 리스 왕관  연필 책갈피 태극 열기구 

앵무새와 둥지 컵접기 색칠놀이 어항속의 열대어 동백리스 튤립과 민들레 리스

대한민국 종이접기 강사

어린이 종이접기 급수

종이접기 영재교육 종이접기 수학

종이접기 사범

종이접기 지도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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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상자피에로 1~3 연필꽂이2 

카네이션 화분

모빌닭

동물메모꽂이 동근새 모빌

델타다면체     

상자 가방 원숭이 모빌 카네이션 카드 정사면체 피라미드새학년에는 요정메모꽂이

앵무새

win win 트리   

감사해요 고마워요 쿠폰 원숭이메모꽂이     

산타트리

카네이션 카드2

정사면체 분할

하트 바구니2

삼각상자

하트 가방

고깔유니트링

로봇

앵무새 모빌     

강아지 연필꽂이

피노키오 부채

하트 리스

장미볼

리스종 복지갑  

모자모양걸이

세팍타크로 공 

크리스마스 리스3   

크리스마리 리스 2

원숭이 시간표

크리스마스 리스

사타클로스루돌프 장식 가면

원숭이 달력

액자

크리스마스 요정과 요술봉

복주머니 복조리

초콜릿 상자 상품권 봉투하트 사탕 바구니

하트바구니

별 장식

여러가지 상자

청사초롱

모자 선물상자 상자외계인과 탐험차 꽃 book 문양 구성

트리 장식

취미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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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 (장충동 1가 62-35)     ● 대표전화  02)2264-4650     ● 휴무일  국가공휴일
● 층별안내  B1-종이나라스토어, 1F-종이나라놀이터, 2F-종이나라박물관(전시실, 체험교실), 3F-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 사무처, 평생교육원

● 종이나라놀이터 체험, 종이나라박물관 관람 및 체험예약.
● 각종 만들기(종이접기, 클레이 등) 동영상 제공.  
● 종이나라박물관 전시 음성(탤런트 김지석) 이용가능.

  스마트폰의 ios 앱스토어(      ) 

  또는 구글플레이(      )에서

“종이나라”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세요.

“종이나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

종이나라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종이나라 제품, 창의인성 교육교재,  

종이문화예술 관련 서적 등을 전시 및 

판매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에 필요한 제품들을 

종이나라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 휴무안내  국가 공휴일 휴무   ● 문   의  02)2264-4560 

종이나라박물관은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종이문화 부활과 
재창조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종이나라박물관은 주식회사 종이나라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메세나 운동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접기, 종이

문화예술박물관입니다. 한지뜨기, 전통문양뜨기, 전통탈만들기, 

오색한지공예 등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종이문화 

유물과 대한민국종이문화예술작품공모대전 등에서 수상한 종이예술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고 수준높은 다양한 특별기획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람공간과 체험공간과 이벤트장, 포토존 등이 어우러진 

종이나라박물관은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과 함께 우리

나라의 우수한 종이문화 부활과 재창조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새롭게 단장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종이나라박물관 전시관람 및 현장체험학습 안내
전시관람  종이문화 유물, 종이조형예술 작품, 종이접기 작품,       

             각종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체험학습 『종이접기영재교실』,『과학창의 수학종이접기』, 『한지공예』,

             『북아트』,『한지뜨기』등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     간 월~토요일 1일 2회(국가공휴일 제외)

대     상 유치원, 각급 학교단체, 일반인·외국인 등 누구나

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2시간(전시관람, 체험학습)

신청방법  전화 문의 � 담당자와 체험학습 안내 및 세부협의 

             FAX공문 접수 � 승인 통보

홈페이지 www.papermuseum.or.kr

TEL 02)2279-7901,  FAX 02)2279-4560

미국 남캘리포니아대(USC) 
마샬경영대학원(MBA) 청사초롱 체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교육  종이나라 ‘조이(Joy) 원정대

어린이 체험교육 능화무늬 옛 책과 복주머니 책가방

종이문화재단『어린이종이접기영재』급수
자격을 따고 기념촬영

델타다면체2 트리와 아기산타

움직이는 유닛

리스와 산타

바구니 

동물 모양 컵꽂이

돼지 장식 

동물 시계 프뢰벨 아트리스 돼지모양 북폴딩칠교놀이

오각상자와 왕관

종이 가방

크리스마스 리스4 산타 카드

돼지 액자

피에로 요요

고깔 모자

카네이션 코사지 카네이션 카드액자튤립 벽걸이 오각형 동물소품 감사 카드

복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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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나라놀이터 프로그램 안내: play.jongienara.co.kr     종이나라: www.jongienara.co.kr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 (장충동 1가 62-35)     ● 대표전화  02)2264-4560     ● 휴무일  국가공휴일
● 층별안내  B1-종이나라스토어, 1F-종이나라놀이터, 2F-종이나라박물관(전시실, 체험교실), 3F-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 사무처, 평생교육원

종이나라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종이나라제품과 
창의인성 교육교재, 
종이문화예술 관련 서적 등을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에 필요한 제품들을 
종이나라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만들기 체험 

종이나라놀이터는 내 손으로 신나게 만들면서 즐겁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 체험과 교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 신개념 놀이터 입니다. 온가족이 종이 나라의 창의인성교육 제품을 즐겁게 만들며 과학적 

사고력,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미술교육체험 

종이나라놀이터에서는 만들기 체험과 더불어 그동안 연구개발 된 종이접기, 종이공작, 색칠하기, 조형물 

만들기 등 의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미술 교육과 예술체험을 통하여 아이들의 지능개발 및 오감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종이나라박물관 관람 

종이나라박물관을 통해 유구한 우리나라 전통종이접기와 우수한 우리 종이문화에 대한 역사 교육과 

현대 종이예술품을 체험하며 예술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제 1놀이터(인쇄 놀이터)

실제 색종이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를 통해   

'양면 색종이'를 우리 아이들의 손으로 인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색종이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 2놀이터(그림 놀이터)

직접 그려 만드는 '나만의 고체풀 만들기 체험'! 

크레팡으로 멋진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컬러를 

조합하여 고체풀을 조립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명작 그림 스티커로 인쇄한 후 나만의 풀을 만들어 

창의력을 길러봅니다.

제 3놀이터 (조형 놀이터) 

부드러운 촉감과 선명한 색의 클레이나라와 다양한 

색감과 질감의 반짝이 풀, 착 붙는 풀 등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나만의 특별한 슬라임을 만들어 봅니다.  

슬라임 만들기를 통하여 감성지수(EQ)를 높이고  

자유로운 표현력과 자신감, 창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제 4놀이터(종이접기 놀이터)

다양한 종이나라 종이접기 책과 함께 종이접기를! 

'종이접기 창의력 발전소' 종이나라 서적을

한 곳에서 감상하고 접어 보는 종이접기 창의력 

발전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편히 쉬며 종이접기를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종이나라놀이터 프로그램 안내: play.jongienara.co.kr     종이나라: www.jongienara.co.kr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 (장충동 1가 62-35)     ● 대표전화  02)2264-4650     ● 휴무일  국가공휴일
● 층별안내  B1-종이나라스토어, 1F-종이나라놀이터, 2F-종이나라박물관(전시실, 체험교실), 3F-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 사무처, 평생교육원

● 종이나라놀이터 체험, 종이나라박물관 관람 및 체험예약.
● 각종 만들기(종이접기, 클레이 등) 동영상 제공.  
● 종이나라박물관 전시 음성(탤런트 김지석) 이용가능.

  스마트폰의 ios 앱스토어(      ) 

  또는 구글플레이(      )에서

“종이나라”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세요.

“종이나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

종이나라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종이나라 제품, 창의인성 교육교재,  

종이문화예술 관련 서적 등을 전시 및 

판매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에 필요한 제품들을 

종이나라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 휴무안내  국가 공휴일 휴무   ● 문   의  02)2264-4560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 (장충동 1가 62-35)     ● 대표전화  02)2264-4650     ● 휴무일  국가공휴일
● 층별안내  B1-종이나라스토어, 1F-종이나라놀이터, 2F-종이나라박물관(전시실, 체험교실), 3F-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 사무처, 평생교육원

● 종이나라놀이터 체험, 종이나라박물관 관람 및 체험예약.
● 각종 만들기(종이접기, 클레이 등) 동영상 제공.  
● 종이나라박물관 전시 음성(탤런트 김지석) 이용가능.

  스마트폰의 ios 앱스토어(      ) 

  또는 구글플레이(      )에서

“종이나라”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세요.

“종이나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

종이나라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종이나라 제품, 창의인성 교육교재,  

종이문화예술 관련 서적 등을 전시 및 

판매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에 필요한 제품들을 

종이나라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 휴무안내  국가 공휴일 휴무   ● 문   의  02)2264-4560 

종이나라빌딩안내
7F 종이나라 서울사무소 / www.jongienara.co.kr / 02)2264-9300
3F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 사무처 / www.paperculture.or.kr / 02)2279-7900
2F 종이나라박물관 (전시실, 체험교실, 포토존) / www.papermuseum.or.kr / 02)2279-7901
1F 종이나라 놀이터 / play.jongienara.co.kr / 02)2279-5775
B1 종이나라 스토어 / 02)2264-4560, 010-4083-7901

● 주 소 0460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장충동 1가 62-35)  
● 대표전화 1599-9960   ● 휴무일 국가공휴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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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강좌일시는 재단 사무처나 지역별 지부·교육원에 문의 바랍니다.

종이문화재단 사무처 ☎ 02-2279-7900 지역별 지부·교육원은 

재단 홈페이지 www.paperculture.or.kr「배움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문화재단 
씨에이아카데미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을 리드하며 종이접기, 종이
문화지도자 및 문화예술 최고위 과
정 등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교육기관
입니다.

우리나라 종이문화 부활과 재창조, 세
계화와 인재양성에 필요한 경쟁력 있
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각분야별 교실 운영, 1:1 지도, 공부
방, 방과 후 학교 수업, 각급 교육기
관, 문화센터 등에서 선생님·강사 등 
지도자, 국내외 종이공방, 지부, 교육
원 창업 등으로 평생교육을 리드하며 
종이문화예술산업 창업의 선두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9 Culture & Art 
CA Academy 

종이문화재단 ·세계종이접기연합과 함께하는!
새로운 꿈과 성공을 위한, 자격증 도전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협력 유관기관 

유·초·중고등학교 방과후 수업, CA

수업,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지

역주민센터, 종이문화교육원 및 지부 

자격증반 개설 등 신학기 신규 강좌개

설 및 기존교육과정에 신규과정을 접

목하여 보다 업그레이드 된 강좌를 개

설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최고의 스타 강사와 함께하

는 교과활용 및 인기강좌 신설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어린이급수 자격취득

국내 어린이급수 자격취득

독일 프랑크푸르트지부 

오세아니아 한글학교 

필리핀 일로일로시 C&C 랭귀지센터

서울전농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제주 백록초등학교 

재능과 영재성을 키우고 성취감을 키워주는
유아·어린이·청소년 자격증 도전! 

2019  Culture & Art 
CA Academy 

 종이문화재단   종이나라박물관      종이나라

          우리나라!  종이나라!

프뢰벨별아트 지도사

   아동색채 지도사

 시니어조이아트

꼬매아트

지도사

페이퍼플라워아트 지도사

북폴딩아트 지도사

가죽공예 지도사

풍선아트 지도사

종이감기공예 지도사

쿠키지도사

어린이지도사

클레이아트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지호공예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지승공예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닥종이/현대인형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북아트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지도사골판지공예

유아통합발달종이접기 지도사

성경종이접기 지도사

    종이조형아트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수학종이접기 지도사 마스터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영어종이접기

종이접기영재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강사종이접기 지도사범 마스터사범

종이미술심리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클레이영재 지도사 마스터

한지그림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종이그림아트 지도사 마스터

색지공예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고지공예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종이조각미술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비즈아트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포장아트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리본아트 지도사 마스터

스크랩북킹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민화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POP아트 지도사 마스터

초크아트 폼아트 캘리그라피 지도사 마스터

토탈공예 마스터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동화구연 지도사 2급 1급

전통놀이 지도사 2급 1급(마스터)

생활그림아트 지도사 2급 1급

에코페이퍼아트 지도사 2급 1급(마스터)

세계그림책지도사 지도사 2급

지도사 2급

1급(마스터)

1급(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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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마스터역사북아트

종이접기

종이접기영재

유아

유아

어린이

유아

어린이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2급

2급

3급

2급

2급

2단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단

2단:마스터

2단:마스터

2단:마스터

2단:마스터

2단:마스터

2단:마스터

2단:마스터

2단:마스터

2단:마스터

2단:마스터

3급

3급

1단

3급

1급

1단

1단

1단

1단

1단

1단

1단

1단

1단

1단

1급:마스터

1급:마스터

2급

1급: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영재: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1급:마스터

2단:마스터

영어종이접기

전통놀이

수학종이접기

북아트

색지공예

고지공예

종이조각미술

비즈아트

민화

한지그림

POP아트

입

문

유
아 
·
어
린
이 
·
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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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그림
아트

(변경중)

클레이
아트

클레이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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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과연계 전문성 연수 과목 

체험 수기

<교원직무연수>는『종이문화재단』에서!
교육과정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특기적성 활동을 돕고 효과적인 인성함양 지도로써 정서함양은 물론 

창의성, 조형감각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방학 교원특수분야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교과 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활동 또는 미술수업에서의 

만들기, 꾸미기 영역의 학습방법 개선에 효과적이며 자질함양과 전문성의 제고, 

교사의 개인별 지도능력이 강화됩니다. 

교원특수분야직무연수 내용에 따라 희망자는 각 분야별로 취미문화생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취득과정과 연계되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등교과와 연계한 창의 쑥쑥 종이접기 : 종이접기영재 교육 기초/심화>
종이접기 교수학습을 통하여 아동의 영재성을 기르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고 다른 교과활동과 
적극 연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특성화 교육에 맞춘 POP아트 : POP교육>
글쓰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교육을 접목한 POP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며 다른 교과활동과 연계교육 및 교내환경 구성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aperculture.or.kr   www.jongiejupgi.com

•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 3층      
•전화 :  02-2279-7900   Fax : 02-2279-8333
•신청 기간 : 방학 2달 전부터(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 과목 당 30시간(학점 인정 2점)을 인정하며 
    연수 후, 각 분야 상위 자격취득 과정과 
    연계할 수 있음.

세계평화 운동!

새 한류 창조

종이문화재단(KOREA PAPER CULTURE FOUNDATION)·세계종이접기연합(WORLD JONGIE JUPGI ORGANIZATION)에서 펼치는 활동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 3층     
Tel : 02-2279-7900    Fax : 02-2279-8333     www.paperculture.or.kr

국내·해외 지부장·종이문화교육원 원장·지도양성특활등록강사(지도자)·회원님들께 드리는 특전

 “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에서는 
  국내·해외 지부장, 종이문화교육원 원장님,    
  지도양성특활등록강사(지도자)
  회원님들을 모십니다.”

유구한 우리의 전통 종이접기와 우수한 종이문화를 부활시키고 재창조하기 위해 종이문화가 폐허였던 

1987년, 우리는 함께 심혈을 기울여 종이접기 국민운동으로 씨를 뿌리고 종이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은 그것을 바탕으로 선조들이 이끌었던 종이문화 강국의 자리를 굳히고 

국가 발전과 민족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종이문화 산업의 육성과 중흥으로 세계가 지향하는 종이문화·예술·산업과 

새 한류를 창조하는 국제교류활동으로 세계평화운동에도 앞장 서 나아가고자합니다.

■ 종이문화재단정보지 「종이나라 플러스」 발행

 •평생교육을 리드하며 종이문화전문정보를 게재

 •무크지「종이나라 플러스」제공

■ 종이문화 확산과 보존 사업

•국내외 종이문화 관련역사 발굴 및 학술대회

•국내외 종이문화 관련 조사연구 및 세미나

•국내외 종이문화 복원, 보급 및 컨벤션

■ 종이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

•한지문화산업 진흥사업, 공모전

• 세계화를 위한 국제 문화 교류 및 홍보, 전시, 

   축제, 공모전, 종이문화의 날 평화운동 고깔축제

■ 인재양성과 종이문화재창조·세계화를 위한 경쟁력있는 자격증 수여

■ 기타 설립목적과 새 한류를 창조하며 세계화를 위한 부대사업 등

■ 종이나라 박물관 운영사업

•종이문화예술작품공모 / 국내·국제자료관 운영

• 종이문화 라이브러리 DB구축 사업

• 세계종이접기 창작작품 공모 등 특별전 개최

■ 평생교육원 (Culture & Art academy)운영

• 창의성으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종이접기영재교육

• 종이접기, 종이문화 지도자 및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 종이문화교육 개발 및 연구사업 / 교사 교원 직무연수 / 워크샵

■ 종이문화 지원기능 강화사업

• 종이문화대상 제정

• 우수출판 지원 및 발행 사업 및 창작지원 사업

•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국내·해외 우수인재들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 1:1 지도, 공부방, 방과후학교 수업, 각급 교육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지도교사활동 및 종이문화예술산업 창업
• 분야별 자격 취득과 「종이접기영재교실」 운영
• 유아·어린이·청소년 급수, 단, 마스터, 영재과정 양성
• 일반인 종이접기, 종이문화 분야별 지도자 양성
• 강좌,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컨벤션, 심포지움, 민간외교 국제교류활동, 해외 정보 수집·탐방 등
•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에서 펼치는 활동 및 평화운동, 재능기부, 봉사활동, 
    종이문화 산업 중흥 등 세계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
• 기타 혜택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지부, 종이문화교육원 개설 가능지역 (현재 개설되어 있는 곳을 제외한 국내·해외 각 지역) 

연회비 안내
일반회원  30,000원(연)

학생회원  20,000원(연)

단체회원 100,000원(연)  

후원회원 100,000원 이상(연)

회비 송금처 
국민은행  491001-01-141963
예금주)종이문화재단

어린이 지도양성특활 등록강사(지도자)회비(연)                     100,000원

일반인 종이문화영역 지도양성특활 등록강사(지도자)회비(연)   100,000원

일반인 종이접기영역 지도양성특활 등록강사(지도자)회비(연)   100,000원

지부·종이문화교육원 등록회비(연)                         200,000원 

 지난 겨울 동학년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종이접기를 시작하면서 그 

동안 나태해졌던 나의 교직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 졌습니다. 종

이접기에 소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교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 아주 유용하였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재미있는 수업을 추구해오던 저는 이번에 공개수업을 

준비하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재미있게 수

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 직무연수를 통해 

휴지심을 활용한 보석함 만들기를 수업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의 

겉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원의 표면을 포장지로 싸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모둠별로 추론해 보석함 뚜껑을 제작해 보는, 교과서를 벗

어난 창의적인 수업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수학이 실생활에 적용된다는 발견과 재활용품을 이용

해 예쁜 보석함을 완성했다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공개수업에

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힘입어 이번 여름학기 심화 과정도 신청하

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교직 생활에서 나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찾게 된 것 같아 더욱 보람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잠재가치를 지니고 있는 종이접기를 통해 나에 대한 자긍

심을 높이고 또한 다른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다짐해봅니다. 

좋은 연수를 위해 애써주신 종이문화재단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자 열정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신 신온 선

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와의 연계성을 통해 배운 종이접기 연수로“아이들의 행복한 교실”을 꿈꾸며…

인천백운초등학교  김양희 교사

종
이
문
화
재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