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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BLING KIT

갤럭시 마블링 키트

가격  ￦25,000

구성

 마블링물감 12ml / 6색, 클레이 10g×4개,
 펄스타무늬색종이 15×15cm 10색조 5매, 
 둥근색종이 지름7cm 10색 10매, 
 지름3.5cm 10색 10매, 
 눈부셔야광스티커 9.5×20.5cm 1매, 
 고스트컬러액체풀 180ml 1개, 
 받침+꾸미기 판, 설명서

수량  1박스 24개

주문번호  AVE00005

CB115J0001-9006
CB115J0001-9001
CB115J0001-1005
CB065J0001-1006
CB115J0001-9005
CB061A027-7001
CB065R0332-8002
CB065R033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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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l 6색
프리모 템페라 물감

가격  ￦16,000

구성  75ml / 6색 6개입

수량  1박스 6개

주문번호  AVP00001

25ml 6색
프리모 핑거 페인트

가격  ￦7,000

구성  25ml / 6색 6개입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AVO00001

100g 6색
프리모 핑거 페인트

가격  ￦25,000

구성  100g / 6색 6개입

수량  1박스 6개

주문번호  AVO00002

핑거 페인트 패드

가격  ￦10,000

구성  46×31cm / 40매

수량  1박스 30개

주문번호 ALQ00018

12색 프리모 고체
수채화 물감

가격  ￦6,000

구성  12색 12개입, 붓 1개입

수량  1박스 24개

주문번호  AVQ00001

750ml 프리모 핑거 페인트 (6종)
가격  ￦12,000 수량  1박스 10개

구성  750ml / 6종

주문번호  AVO00003~AVO00008

300ml 프리모 템페라 물감 (6종)
가격  ￦7,000 수량  1박스 6개

구성  300ml / 6종

주문번호  AVP00003~AVP00008

CB115T0007-0003
CB115T0007-0002
CB115T0007-0001

CB065J0001-0006
CB065T0032-0001

화
구
류

50ml 8색 
프리모 템페라 물감 (형광, 펄)

가격  ￦23,000

구성  50ml / 8색 8개입

수량  1박스 6개

주문번호  AVP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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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부터 비비드컬러의 전신인 예전화구는 전문가용 회화 용품을 제조해 왔습니다. 

2018년, ㈜종이나라는 예전화구를 인수하여 새로운 브랜드인 비비드컬러를 런칭하고

선명한 색감을 자랑하는 색종이 조색 기술을 접목하여 우수한 품질의 물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비드컬러는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선명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Make Your Life VI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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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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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도와 투명도를 강화시켰습니다.

화
구
류

CB115J0001-8004

220ml
대용량

물감

220ml 수채화 (15종)
가격  ￦7,000 수량  1박스 72개

구성  220ml / 15종

주문번호  AVA00011~AVA00025

220ml 수채화물감 12색 세트
가격  ￦84,000 수량  1속 12개 / 1박스 6속

구성  220ml / 12색

주문번호  AVA00027

7.5ml 13색 수채화

가격  ￦10,000

구성  7.5ml / 13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A00028

비비드 컬러

수채화 컬러 차트 Colors Chart

아크릴 컬러 차트 Colors Chart

포스터 컬러 차트 Colors Chart

12ml 20색 수채화

가격  ￦20,000

구성  12ml / 20색

수량  1박스 36개

주문번호  AVA00003

7.5ml 20색 수채화

가격  ￦15,000

구성  7.5ml / 20색

수량  1박스 36개

주문번호  AVA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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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안료와 정제된 메디움으로 제조되어 입자가 고르고 부드러운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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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의 아트워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CB115J0001-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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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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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115J0001-8003

화
구
류

 220ml
대용량

물감

550ml
대용량

물감

220ml 포스터 (15종)
가격  ￦7,000 수량  1박스 72개

구성  220ml / 15종

주문번호  AVC00011~AVC00025

220ml 포스터물감 12색 세트
가격  ￦84,000 수량  1속 12개 / 1박스 6속

구성  220ml / 12색

주문번호  AVC00027

7.5ml 13색 아크릴

가격  ￦10,000

구성  7.5ml / 13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B00081

12ml 14색+1색 아크릴

가격  ￦13,000

구성  12ml / 14색 + 1색 (화이트 1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B00041

10ml 12색 포스터

가격  ￦7,000

구성  10ml / 12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C00001

50ml 12색 컬러리스트 시험용

가격  ￦60,000

구성  50ml / 12색, 130COLOR (중)

수량  1박스 12개

주문번호  AVN00001

220ml
대용량

물감

220ml 아크릴 (33종)
가격  ￦7,000 수량  1박스 72개

구성  220ml / 33종

주문번호  AVB00063~AVB00096

220ml 아크릴 (리치골드, 실버, 펄 화이트)
가격  ￦7,500 수량  1박스 72개

구성  220ml / 3종

주문번호  AVB00060~AVB00062

220ml 아크릴컬러 12색 세트
가격  ￦84,000 수량  1속 12개 / 1박스 6속

구성  220ml / 12색

주문번호  AVB00097

※ 별(*) 표시가 된 색은 220ml 아크릴컬러 12색 세트 제품에 들어가는 색입니다.

550ml 아크릴 (12종)
가격  ￦16,000 수량  1속 6개 / 1박스 4속

구성  550ml / 12종

주문번호  AVB00048~AVB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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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안료와 잘 정제된 기름을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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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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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 불변의 색    PERMANENT

＊＊＊    불변하는 색        NORMALLY PERMANENT

＊＊      중간 정도의 색   MODERATELY

＊        변색하는 색        PURGITIVE

X  어떤 색상과도 혼합이 가능하며, 혼색에 제한이 없습니다.    Can be admixed with any color and no  resiriction of mixture.   

N  실버 화이트 및 "S" 표시와 혼합하지 마세요.                        Do not mix with Silver White & Sign "S". 

S   "N" 표시와 혼합하지 마세요.                                                 Do not mix with Sing "N".

Series Code  이 색상표에 표시되어 있는 (A,B,C) 시리즈는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문시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Series (A,B,C) shown on this color chart may change without notice, so please confirm when ordering.

REMARKS

4000ml

1000ml

180ml

50ml

화
구
류

우수한
내수성

선명한
발색력

양질의
안료사용

대용량

물감

대용량

물감

50ml 유화 3개입 (57종)
가격  ￦13,000 수량  1박스 40개

구성  50ml / 57종

주문번호  AVD00101~AVD00160

1000ml 유화 (57종)
가격  ￦45,000 수량  1박스 1개

구성  1000ml / 57종

주문번호  AVD00201~AVD00260

4000ml 유화 (57종)
가격  ￦160,000 수량  1박스 1개

구성  4000ml / 57종

주문번호  AVD00301~AVD00360

180ml 유화 1개입 (57종)
가격  ￦13,000 수량  1박스 30개

구성  180ml / 57종

주문번호  AVD00001~AVD00060

유화 컬러 차트 Colors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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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을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비목재 종이입니다.

• 앞뒤로 쓸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 물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 탁월한 방수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아크릴 푸어링은 물감을 부어서 완성하는 추상적인 종류의 예술입니다. 

• 물감을 부어서 제작하므로 수많은 가능성과 변화무쌍한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초보자와 전문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 최고급 안료를 사용하였으며 자연스러운 퍼짐과 뛰어난 발색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 물에 기름이 뜨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특수 물감입니다.

• 최고급 안료를 사용하였으며 색 번짐이나 탈색이 적은 제품입니다.

• 안료를 아라비아 고무 또는 아교에 함께 조제한 제품입니다.

• 색상이 자연스럽고 번지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화
구
류

듀얼 페이퍼 팔레트 (M)  ┃   Dual Paper Palette (M)

아크릴 푸어링  ┃ ACRYLIC POURING

경제적인

양면 
팔레트

12ml 6색 마블링

가격  ￦7,000

구성  12ml / 6색

수량  1박스 100개

주문번호  AVE00003

12ml 12색 마블링

가격  ￦13,000

구성  12ml / 12색

수량  1박스 50개

주문번호  AVE00004

7.5ml 8색 염색

가격  ￦7,000

구성  7.5ml / 8색

수량  1박스 96개

주문번호  AVG00004

7.5ml 8색 한국화

가격  ￦7,000

구성  7.5ml×7, 20ml×1 / 8색

수량  1속 12개 / 1박스 8속

주문번호 AVI00003

7.5ml 13색 염색

가격  ￦10,000

구성  7.5ml / 13색

수량  1박스 48개

주문번호  AVG00005

7.5ml 16색 한국화

가격  ￦12,000

구성  7.5ml×15, 20ml×1 / 16색

수량  1박스 52개

주문번호  AVI00002

크
로

스
 제본

크
로

스
 제본

550ml

대용량

미디엄

비비드컬러 푸어링 키트

가격  ￦25,000

구성
 아크릴물감 12ml / 5색, 푸어링미디엄 120ml, 
 캔버스 12×12cm, 계량컵, 나무스틱, 장갑, 
 비닐시트, 설명서

수량  1박스 20개

주문번호  AVR00002

550ml 푸어링 미디엄

가격  ￦20,000

구성  550ml

수량  1박스 24개

주문번호  AVR00001

듀얼 페이퍼 팔레트 (M)

가격  ￦4,000

구성  37×17.5cm / 20매

수량  1박스 60개

주문번호  AVL00007

CB115J0001-9003

CB115J0001-8007

CB115J0001-9005


	98
	2022카탈로그93p~108p-웹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