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 50g 클레이나라
가격  ￦3,000

구성  50g×1개

수량  1속 10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G00011~20, 80~81,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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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g400

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 주황 초록 보라

분홍 갈색 살구 하늘 연두 형광핑크 형광연두

6000 110g 클레이나라
가격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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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

분홍

초록

갈색주황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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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065J0001-1006
CB115J0001-7002
CB065J0001-1010

22000 400g 클레이나라 

가격  ￦22,000

구성  400g×1개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AJG00021~25, AJG00114~115,

 AJG00120~122

• 400g 대용량으로 사용하기에 경제적입니다.

• 뚜껑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에 편리합니다.

• 용기에 클레이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6000 클레이나라
동물여행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2개, 10g×3개, 점토칼,
 설명서, 무늬색종이

주문번호  AJG00136

6000 클레이나라
알프스소녀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무늬색종이

주문번호  AJG00134

6000 클레이나라
아기천사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2개, 10g×3개, 점토칼,
 설명서, 무늬색종이

주문번호  AJG00132

6000 클레이나라
과일이랑 채소랑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2개, 10g×3개, 점토칼,
 설명서, 무늬색종이

주문번호  AJG00129

클레이나라 무늬색종이 점토칼설명서

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115J0001-1005

13 14

6000 클레이나라
바다여행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무늬색종이

주문번호  AJG00135

6000 클레이나라
과일바구니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무늬색종이

주문번호  AJG00137

6000 클레이나라
왕자와공주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무늬색종이

주문번호  AJG00130

6000 클레이나라
바다친구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무늬색종이

주문번호  AJG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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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다이노파크
클레이나라 ＋ 종이접기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2개, 10g×3개, 점토칼,
설명서, 종이접기

주문번호  AJG00138

6000 클레이나라
플라워가든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3개, 10g×1개, 점토칼,
설명서, 무늬색종이

주문번호  AJG00124

6000 아쿠아리움
클레이나라 ＋ 종이접기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2개, 10g×3개, 점토칼,
설명서, 종이접기

주문번호  AJG00139

6000 클레이나라
강가친구들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2개, 10g×4개, 점토칼, 설명서

주문번호  AJG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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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115J0001-1005

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115J0001-1005

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115J0001-1005



1817

9000 클레이나라
바다동물

가격  ￦9,000 수량  1박스 40개

구성  18g×5개, 설명서, 점토칼

주문번호  AJG00119

손잡이

케이스

손잡이

케이스

손잡이

케이스

6000클레이나라
고양이(케이스)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18g×4개, 설명서

주문번호  AJG00089

고급 플라스틱케이스

6000클레이나라
강아지(케이스)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구성  20g×4개, 찍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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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065J0001-1008

12000 클레이나라
동물친구들

가격  ￦12,000 수량  1박스 40개

구성  18g×6개, 설명서, 점토칼

주문번호  AJG00117

5000 클레이나라 만들기

가격  ￦5,000 수량  1박스 80개

구성  20g×1개, 10g×4개, 설명서 

주문번호  AJG00126

6000 클레이나라
동물친구들

가격  ￦6,000 수량  1박스 60개

구성  18g×4개, 설명서

주문번호  AJG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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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주문번호 JJ15K209  AJG00045

CB065J0001-1006 CB065J0001-1006

CB065J0001-1006

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065J0001-1009

공급자적합성(케이스)
공급자적합성(케이스)

공급자적합성(케이스)

공급자적합성(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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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브레드이발소
클레이나라

가격  ￦7,000

구성  20g×2개, 10g×3개, 설명서, 점토칼

수량  1박스 18개

주문번호  AJF00021

7000 핑크퐁 아기상어
클레이나라 ＋ 종이접기

가격  ￦7,000

구성
 20g×2개, 10g×3개, 설명서, 점토칼,
 종이접기

수량  1박스 18개

주문번호  AJF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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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115J0001-1005

7000 브레드이발소
클레이나라(초코&컵케이크)

가격  ￦7,000

구성  20g×1개, 10g×5개, 설명서, 점토칼

수량  1박스 18개

주문번호  AJF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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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얼큰한 너구리
클레이나라 ＋ 종이접기

가격  ￦7,000

구성
 20g×2개, 10g×3개, 설명서, 점토칼,
 종이접기

수량  1박스 18개

주문번호  AJF00023

클레이나라 점토칼 종이접기 설명서

구성

20

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115J0001-1005



10000 뽀로로 클레이나라

가격  ￦10,000 수량  1박스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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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번호  AJF00015

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065J0001-1003
CB115J0001-1005

10000 핑크퐁 아기상어

클레이나라 8색 ＋ 종이접기

가격  ￦10,000 수량  1박스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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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번호  AJF00104

    CB115R0171-0001 

CB065J0001-1006
CB065J0001-1009

    CB115R017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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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퐁 아기상어
클레이나라(아기상어&윌리엄)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108

2500 핑크퐁 아기상어
클레이나라(엄마상어&아빠상어)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102

2500 핑크퐁 아기상어

클레이나라(할아버지상어&할머니상어)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103

2500 뽀로로

클레이나라(포비&해리)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203

2500 브레드이발소

클레이나라(브레드&초코)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024

2500 브레드이발소

클레이나라(윌크&소시지)

가격  ￦2,500

구성  7.5g×4색, 설명서, 양면테이프

수량  1속 12개 / 1박스 12속

주문번호  AJF000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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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핑크퐁아기상어 
글라스아트썬캐쳐

가격  ￦15,000 수량  1박스 40개

규격
 10.5ml×7개, 썬캐쳐 12개, 노즐, 설명서 /
 7색

주문번호  AJA00041

CB065J0001-9009
CB065J0001-0005

CB065J0001-1009

• 점토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점토칼, 찍기도구로 작품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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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클레이도구세트

가격  ￦4,000 수량  1박스 80개

구성  점토칼 4개, 찍기도구 12개, 설명서

주문번호  AJH00003

점선 표현 자르거나 선 표현 밀기 표현

찍기틀을 찍고 떼어내면 쿠키 완성!

CB065J0001-1006

CB115J0001-1005
CB065J0001-1008

6000 데코클레이
마블케이크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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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번호  AJG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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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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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핑크퐁아기상어
글라스아트썬캐쳐(바다탐험)

가격  ￦8,000 수량  1박스 40개

구성
 10.5ml×6개, 썬캐쳐 6개, 설명서 /
 6색

주문번호  AJA00051

8000 핑크퐁아기상어
글라스아트썬캐쳐(바다소풍)

가격  ￦8,000 수량  1박스 40개

구성
 10.5ml×6개, 썬캐쳐 6개, 설명서 /
 6색

주문번호  AJA0005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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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히 마르면 창문에 붙여 놀이하기 좋습니다.

CB065J0001-9009

CB065J0001-90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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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포켓몬스터
글라스아트

가격  ￦7,000 수량  1박스 42개

규격
 10.5ml×6개, 도안, 비닐,
 설명서 / 6색

주문번호  AJA00049

9000 글라스아트 11색
8g 나라풀

가격  ￦9,000 수량  1박스 40개

규격
 10.5ml×10개, 22ml×1개,
 도안, 비닐, 노즐, 8g 나라풀 / 11색

주문번호  AJA00031

7000 핑크퐁아기상어
글라스아트

가격  ￦7,000 수량  1박스 42개

규격
 10.5ml×6개, 도안, 비닐,
 설명서 / 6색

주문번호  AJA00036

14000 핑크퐁아기상어
글라스아트

가격  ￦14,000 수량  1박스 24개

규격
 10.5ml×8개, 22ml×4개, 도안,
 비닐, 노즐, 설명서 / 11색

주문번호  AJA00037

CB065J0001-9009

CB065J0001-9009
CB115J0001-9007

7000 브레드이발소
글라스아트

가격  ￦7,000 수량  1박스 42개

규격
 10.5ml×6개, 도안, 비닐,
 설명서 / 6색

주문번호  AJA00040

25 26

7000 앵그리너구리
글라스아트

가격  ￦7,000 수량  1박스 42개

규격
 10.5ml×6개, 도안, 비닐,
 설명서 / 6색

주문번호  AJA00042



7000 뽀로로 글라스아트

가격 ￦7,000 수량  1박스 42개

규격
 10.5ml×6개, 도안, 비닐,
 설명서 / 6색

주문번호  AJA00038

14000 뽀로로 글라스아트

가격 ￦14,000 수량  1박스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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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번호  AJA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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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065J0001-9009

6000 푸쉬팝 유니버스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규격
 8g 나라풀, 배경지 6장, 스티커,
 설명서, 팝잇 플라스틱 틀 2장

주문번호  ALY00001

6000 푸쉬팝 아쿠아리움

가격 ￦6,000 수량  1박스 18개

규격
 8g 나라풀, 배경지 6장, 스티커,
 설명서, 팝잇 플라스틱 틀 2장

주문번호  ALY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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