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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the identity products in MORRIS!

About MORRIS
COMPANY NAME
MORRIS PEN CORPORATION

ESTABLISHED
1993

NAME OF PRESIDENT
MORRIS MOON

PRODUCTS
HIGHLIGHTER, WHITE BOARD MARKER, PERMANENT MARKER,
GEL PEN, BALL POINT PEN, MECHANICAL PENCIL, ETC.

ACTIVITIES
-ISO 9001 / ISO 14001
-Established Central R&D laboratory
-Selected as the Promising small & Medium Enterprise
-Selected as the Good Design Products
-Selected as the INNO-BIZ
-Member of the 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VISION
Customer Satisfaction & Innovation
Morris Pen Corporation has been fast-growing as a market leader of the
stationery industry and developing many kinds of new product every year
by our innovative and creative way of thinking to satisfy customer’s needs.
With our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our technical skills and product quality,
we have been able to obtain good reputation as well as many
world-wide patents and certificates which make us recognized in the recent
market challenging, competitive more and more. Furthermore, we are now
concentrating on improving our brand image, Morris, to be a world’s best
stationery brand through more professional marketing strategy and activities.
Also, we will continuously make an effort to widen our market share to all over
the world until Morris is one of the best companies in the world.
With Morris pen, you can enjoy your writing!

Future&Dream with a

Pen!

People who makes future with a stationary!

Morris doesn’t make simple general products.
We’re sure that a small pen can make Future & Dream.
With this motivation, Morris eﬀorts more valuable design and innovation.
Morris makes Future & Dream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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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BASED MARKER
MRH-105

HIGHLIGHTER-S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Highlight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INK COLOR
Yellow

Orange

Pink

Violet

Sky
Blue

Yellow
Green

NIB TYPE

-원터치 노크식 형광펜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노크식 형광펜-S

3.5mm

DISPLAY & PACKAGE
-Paper display
-PP CASE SET(3p, 5p)
-DZ paper box
-Blister card

Morris retractable highlighter is easy to use in one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hand. Compact size and easy to carry in a pencil

형광펜의 슬림형 버전. 필통에 넣고 다니기 좋은 컴팩트

case. It has a safety clip, a common feature of the

사이즈로 휴대에 용이하다. 모리스 노크식 마카 시리즈의

Morris retractable marker series, and if you pull the

특징인 클립을 당기면 닙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안전클립

clip, the nib is automatically withdrawn. In addition,

장치가 되어있다. 또한, 뚜껑이 없어도 닙이 마르지 않는

a world-patented air-tight system keeps the nib

세계 특허 공기 밀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우수한

from

형광성의 6가지 색상 잉크는 마킹한 부분을 한 눈에 쉽게

drying

out,

and

six

types

of

fluorescent-colored ink make the markings more
noticeable.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JUST CLICK!

WATER BASED MARKER
MRH-205

HIGHLIGHTER-S MILD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Highlight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INK COLOR
Pink

Orange

Yellow

Mint

Navy

Gray

NIB TYPE

3.5mm

-원터치 노크식 형광펜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노크식 형광펜-S 마일드

DISPLAY & PACKAGE
-PP CASE SET(3p, 6p)
-DZ paper box
-Blister card

Morris retractable highlighter mild is easy to use in one hand.
Compact size and easy to carry in a pencil case. In addition, a
world-patented air-tight system keeps the nib from drying out.
Six mild colors that don’t tire your eyes provide more choices.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형광펜 슬림형 버전의 마일드
색상 라인. 필통에 넣고 다니기 좋은 컴팩트 사이즈로 휴대에 용이하다. 뚜껑이
없어도 닙이 마르지 않는 세계 특허 공기 밀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눈에
피로가 가지 않는 마일드한 여섯 가지 색상이 컬러의 선택 폭을 넓혀준다.

WATER BASED MARKER
MRH-101

HIGHLIGHTER-M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Highlight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INK COLOR
Yellow

Orange

Pink

Violet

Sky
Blue

Yellow
Green

NIB TYPE

-원터치 노크식 형광펜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노크식 형광펜-M

4.0mm

DISPLAY & PACKAGE
-Paper display
-DZ paper box
-Blister card

One hand operable!
The retractable marker, allows one-hand use
with just a click of the knob. It’s carrying clip is also quite handy.
Pull the clip, nib will enter automatically withdraw the nib.

Morris retractable highlighter is easy to use in one hand. Useful
at banks, government offices, stores and households etc.
Convenient to use in difficult situations such as you can talk on
the phone while marking documents in same time since the nib
comes out just with a click. Six types of fluorescent-colored ink
make the markings more noticeable.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형광펜. 은행이나 관공서, 상점,
가정용 등으로 쓰기에 적합하다. 전화를 받으며 급하게 서류에 마킹을 해야하는
등의 곤란한 상황에서도 한 손으로 노브를 누르는 것 만으로도 닙이 돌출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뚜껑이 없어도 닙이 마르지 않는 세계 특허 공기
밀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뛰어난 형광성을 가진 여섯 가지 색상의 잉크는
마킹한 부분을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WATER BASED MARKER
MRH-106

DOUBLE COLOR HIGHLIGHTER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Highlighter
-Can use two colors in one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INK COLOR

NIB TYPE

Yellow Orange

Yellow

Pink

Yellow Yellow
Green

Yellow

Sky
Blue

DISPLAY & PACKAGE
-DZ paper box
-Blister card

3.0mm

-원터치 노크식 형광펜
-하나로 두 가지 색상 사용 가능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v

노크식 더블 컬러 형광펜

WATER BASED MARKER

Color
in ONE!

DOUBLE COLOR HIGHLIGHTER

Morris retractable double color highlighter is easy
to use in one hand. a world-patented air-tight
system keeps the nib from drying out. A different
color is available just by turning to the other half.
The four combinations all include yellow.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더블칼라 형광펜. 펜을 반 바퀴 돌리는 것 만으로도 다른
색상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뚜껑이 없어도 닙이
마르지 않는 세계 특허 공기 밀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노란색이 각각 포함된 네 가지의 색구성이 있다.

WATER BASED MARKER
MRC-105

ROUND COLOR PEN
RETRACTABLE / FRUIT FLAVOR

FEATURE
-Retractable Color pen
-6 Fruit flavors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INK COLOR
Yellow

Orangre
Orange

Pink

Violet

Sky
Blue

Yellow
Green

NIB TYPE

Round

-원터치 노크식 형광펜
-6가지의 과일향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노크식 과일향 둥근 칼라펜

DISPLAY & PACKAGE
-PP CASE SET(3p, 6p)
-DZ paper box
-Blister card

WATER BASED MARKER

SWEET

FRUIT FLAVOR

Morris retractable round color pen is easy to use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둥근 칼라펜.

in one hand. Since the nib is rounded, it is sturdy

촉이 둥글기 때문에 힘 조절이 힘든 어린 아이들이 눌러써도 잘

and easy to draw with. Six types of sweet

뭉개지지 않아 쉽게 드로잉이 가능하다. 또한 뚜껑이 없어도 닙이

fruity-flavored ink (banana, orange, strawberry,

마르지 않는 세계 특허 공기 밀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grape, blueberry and melon) please children’s

향긋한 과일향(바나나, 오렌지, 딸기, 포도, 블루베리, 메론)이 나는

sense of smell.

여섯 가지 종류의 잉크는 아이들의 후각을 기분 좋게 자극해준다.

WATER BASED MARKER
MHM-104

STAR FLOWER HIGHLIGHTER
FEATURE

INK COLOR

-Star shaped cap
-Glitter ink, vintage ink

Glitter
Yellow
Yellow

Glitter
Orangre
Orange

Glitter
Pink

Glitter
Violet
Violet

Glitter
Sky
Sky
Blue
Blue

Glitter
Yellow
Yellow
Green
Green

Yellow

Ivory

Pink

Violet

Mint

-별 모양의 뚜껑
-반짝이 잉크, 빈티지 잉크

NIB TYPE

Chisel nib

스타 플라워 형광펜

DISPLAY & PACKAGE
-Acrylic display
-PP CASE SET(4p)
-DZ paper box

WATER BASED MARKER
MHM-103

CLOVER HIGHLIGHTER
FEATURE
-Clover shaped cap
-Mild ink highlighter
-클로버 모양의 뚜껑
-마일드 잉크 컬러

INK COLOR
Pink

Orange

Yellow

Mint

Navy

Gray

NIB TYPE

DISPLAY & PACKAGE
-PP CASE SET(4p)
-DZ paper box

Chisel nib

클로버 플라워 형광펜

WATER BASED MARKER
MWM-101

BAMBOO COLOR PEN
TWIN TYPE

FEATURE
-Water based color pen
with twin tips
-Nature friendly design
“Bamboo shaped”
-얇은 닙 · 굵은 닙 트윈 방식의
수성 칼라펜
-대나무 형태의 친근한 디자인

INK COLOR
Pink

Pure
Pink

Red

Orange

Yellow

Yellow
Green

Green

Sky
Blue

Blue

Violet

Brown

Black

NIB TYPE

트윈 뱀부 칼라펜

0.4mm

0.8mm

DISPLAY & PACKAGE
-Acrylic display
-PP case set(3p, 6p, 12p)
-DZ paper box
-Blister card

Morris bamboo color pen shows thick and fine nibs in both sides.
Bamboo-shaped design. Point color in a simple white body and
different embossing sticker on the cap depending on color.
Moreover, the plastic nib is both soft when writing and durable. A
hump on the cap protects the pen from rolling. This is an
award-winning product for Good Design (2013).
얇은 닙과 굵은 닙을 트윈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모리스 뱀부 칼라펜. 대나무
형태의 디자인이다. 심플한 화이트 색상의 바디에 포인트 색상이 들어가있으며,
캡에는 색상별 엠보싱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플라스틱 닙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내구성이 뛰어나 잘 망가지지 않는다. 캡에
구름 방지턱이 있다. Good Dedesign(2013)을 수상한 제품이다.

WATER BASED MARKER
MHM-102

BAMBOO LINER
TWIN TYPE / MILD

FEATURE
-Water based Mild Highlighter
with twin tips
-Nature friendly design
“Bamboo shaped”
-얇은 닙 · 사각 닙 트윈 방식의
마일드 형광펜
-대나무 형태의 친근한 디자인

INK COLOR
Pink

Orange

Yellow

Green

Mint

Blue

Navy

Violet

Gray

NIB TYPE

0.4mm

3.0mm

트윈 뱀부라이너 마일드

DISPLAY & PACKAGE
-Acrylic display
-PP case set(3p, 6p)
-DZ paper box

시필 동작컷

Morris bamboo liner mild highlighter shows chisel

얇은 닙과 사각 닙을 트윈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모리스

and fine nibs in both sides. Bamboo-shaped

뱀부라이너 마일드 형광펜. 마일드한 색상의 바디에 포인트

design. It has a point color on a mild-colored body

색상이 들어가 있으며, 캡에는 색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and a different embossing sticker on the cap

색상별 엠보싱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플라스틱 닙을

depending on color. The chisel nib is thin enough

사용하여 부드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내구성이

for small letters in textbooks.

뛰어나 잘 망가지지 않는다. 캡에 구름 방지턱이 있다.
사각닙의 두께가 얇아 교과서 등의 작은 글씨에 적합하다.

WATER BASED MARKER
MRM-105

METALLIC MARKER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Metallic Mark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INK COLOR
Gold

NIB TYPE

DISPLAY & PACKAGE
-DZ paper box
-Blister card

Silver

2.0mm

-원터치 노크식 메탈릭 마카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노크식 메탈릭 마카-S

Morris retractable metallic marker is easy to use
in one hand. Unlike regular metallic markers, it
decrease a mild smell since water-based ink is
used, and the ink is removable with wipes even
on plastic or metal for temporary use.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메탈릭 마카.
필통에 넣고 다니기 좋은 컴팩트 사이즈로 휴대에
용이하다. 일반 메탈릭 마카와는 다르게 수성 잉크를
사용하여 냄새가 순하며,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에 임시로
마킹을 하더라도 물티슈로 쉽게 지워서 사용 가능하다.

WATER BASED MARKER
MTB-101

BRUSH PEN
TWIN TYPE

FEATURE

INK COLOR

-Retractable Metallic Mark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NIB TYPE

-굵은 붓 · 얇은 붓 트윈 방식
-물에 잘 번지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바래지 않는 불멸잉크 사용

DISPLAY & PACKAGE
-Blister card

Black

Thin

Thick

Morris Brush pen

Another Brush pen

모리스 명필 붓펜

타사 붓펜

노크식 메탈릭 마카-S

Morris brush pen with twin tips of thick and fine

얇은 붓과 굵은 붓을 트윈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모리스 명필

brushes. It has a bamboo-shaped body in pearl black.

붓펜. 은은한 펄이 들어간 흑색의 대나무 형태 바디이다.

The nylon nib provides soft handwriting. Immortal ink

나일론닙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필기감을 제공한다. 물에

is used to prevent running or fading, so documents

번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는

written in immortal ink can last a long time. The

불명잉크를 사용하여 필기한 문서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hump on the cap protects against rolling.

캡에 구름 방지턱이 있다.

WATER BASED MARKER
MPS-101

SIGNPEN-HYPER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color pen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원터치 노크식 사인펜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INK COLOR
Pink

Pure
Pink

Red

Orange

Yellow

Yellow
Green

Green

Sky
Blue

Blue

Violet

Brown

Black

NIB TYPE

DISPLAY & PACKAGE
-DZ paper box
-Blister card

0.4mm

노크식 사인펜-하이퍼

ALCOHOL BASED MARKER
Retractable WhiteBoard Marker-S
Retractable WhiteBoard Marker-M
Retractable WhiteBoard Marker-L
Retractable WhiteBoard Marker-TP

ALCOHOL BASED MARKER
MRW-105

WHITEBOARD MARKER-S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whiteboard mak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Please store horizontally

INK COLOR
Black

Blue

NIB TYPE

DISPLAY & PACKAGE
-DZ paper box
-Blister card

Red

1.0mm

-원터치 노크식 화이트보드 마카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수평으로 보관 요망

노크식 화이트 보드마카-S

Morris retractable white board marker is easy to use in one hand.
Writing by the Morris white board marker can be easily removed
even after one year. This is a superior feature that all products in
the line have in common. Its smell is relatively mild using alcohol.
The nib is relatively fine (1.0mm) and good for writing small letters.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화이트 보드마카의 슬림형
버전. 필통에 넣고 다니기 좋은 컴팩트 사이즈로 휴대에 용이하다. 모리스 화이트
보드마카 라인의 공통적 특징인 우수한 지움성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 잘
지워진다. 비교적 냄새가 순한 편이다. 필기선의 두께가 1.0mm 가량으로 비교적
얇은 편이기 때문에 작은 글씨를 쓰기에 적합하다.

ALCOHOL BASED MARKER
MRW-106

WHITEBOARD MARKER-M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whiteboard mak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Please store horizontally
-원터치 노크식 화이트보드 마카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수평으로 보관 요망

INK COLOR
Black

Blue

NIB TYPE

DISPLAY & PACKAGE
-DZ paper box
-Blister card

Red

2.0mm

4.0mm

노크식 화이트 보드마카M

Morris retractable white board marker is easy
to use in one hand. Use it at school or an office
when you have a textbook or document in one
hand, just click the knob with the other hand. It
has a relatively mild smell using alcohol.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화이트
보드마카. 한 손에 교재나 문서를 들고 있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 간편하게 노브를 누르면 촉이 나와서 바로 화이트
보드에 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및 학원, 회사 등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비교적 냄새가 순한 편이다.

ALCOHOL BASED MARKER
MRW-107

WHITEBOARD MARKER-L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whiteboard maker
-Writing distance 1,000 M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Please store horizontally
-원터치 노크식 화이트보드 마카
-필기거리 1,000M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수평으로 보관 요망

INK COLOR
Black

Blue

NIB TYPE

DISPLAY & PACKAGE
-DZ paper box
-Blister card

Red

3.0mm

7.0mm

노크식 화이트 보드마카-L

PERMANENT MARKER

Writing distance

1,000M
JUST CLICK
AND CREATIVE!

노크식 화이트 보드마카-L

This is the world first white board marker with 1,000m of
writing capacity (existing products provide about 300m). It is a
sponsored product in the KBS TV show <Golden Bell Challenge>
and was awarded the ISPA <2015 Product of the Year> and
<Good Design (2012)>. Our thickest nib is approximately 3.0
mm, making it good for writing big letters.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화이트 보드마카. 세계 최초로
모리스에서 개발한 필기거리 1000m 화이트 보드마카이다(기존 제품은 약
300m). KBS <도전 골든벨> 방송에 협찬된 제품이며, ISPA <2015 Product of the
Year>와 <Good Design(2012)>를 수상했다. 뚜껑이 없어도 닙이 마르지 않는 세계
특허 공기 밀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알코올을 사용해 비교적 냄새가 순한
편이다. 필기선이 3.0mm 가량으로 두꺼워 큰 글씨를 쓸 때 적합하다.

ALCOHOL BASED MARKER
MRW-108

WHITEBOARD MARKER-TP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whiteboard mak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Please store horizontally

INK COLOR
Black

Blue

NIB TYPE

DISPLAY & PACKAGE
-DZ paper box
-Blister card

Red

1.5mm

-원터치 노크식 화이트보드 마카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수평으로 보관 요망

노크식 화이트 보드마카-L

PERMANENT MARKER
Retractable Permanent Marker-S
Retractable Permanent Marker-M
Retractable Permanent Marker-L
Retractable Permanent Marker-TP
Retractable Name Pen-S
Retractable Name Pen-F

PERMANENT MARKER
MRP-105

PERMANENT MARKER-S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permanent mak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원터치 노크식 유성매직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INK COLOR
Pink

Pure
Pink

Red

Orange

Yellow

Yellow
Green

Green

Sky
Blue

Blue

Violet

Brown

Black

NIB TYPE

1.0mm

노크식 유성매직-S

DISPLAY & PACKAGE
-Acrylic display
-Paper display
-PP CASE SET
-DZ paper box
-Blister card

Morris retractable permanent marker is easy to use in one hand. It
can clearly write on almost all surfaces such as plastic, glass,
wood, steel and ceramic. Also, the nib doesn’t dry out for nine
hours even it opened. The nib is relatively fine (1.0mm) and
good for writing small letters.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유성매직의 슬림형 버전.
필통에 넣고 다니기 좋은 컴팩트 사이즈로 휴대에 용이하다. 비닐, 유리, 나무,
강철, 플라스틱, 도자기 등 모든 표면에 선명하게 필기가 가능하다. 또한 닙이
돌출된 상태에서 약 9시간 가량 잉크가 마르지 않는다. 필기선의 두께가 1.0mm
가량으로 비교적 얇은 편이기 때문에 작은 글씨를 쓰기에 적합하다.

PERMANENT MARKER
MRP-106

PERMANENT MARKER-M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permanent mak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원터치 노크식 유성매직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INK COLOR
Black

Blue

NIB TYPE

Red

1.5mm

4.0mm

노크식 유성매직-M

DISPLAY & PACKAGE
-Acrylic display
-Paper display
-PP CASE SET
-DZ paper box
-Blister card

Morris retractable permanent marker is easy to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유성매직.

use in one hand. It is inconvenient to use a

부피가 큰 택배 상자, 음료가 들어있는 컵의 홀더 같은 물건을

permanent marker while holding a bulky box or

들고 그 표면에 유성매직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라면

a beverage where you need to write. But the

유성매직의 뚜껑을 여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retractable permanent marker has the solution

노크식 유성매직은 간편하게 한 손으로 노브를 눌러 사용

by clicking the knob with one hand. It's a handy

가능하다. 특히 클립이 연결되어 있어 휴대가 유용하여

clip and makes easy to carry on.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꺼내쓸 수 있다.

PERMANENT MARKER
MRP-107

PERMANENT MARKER-L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permanent maker
-Writing distance 1,000 M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원터치 노크식 유성매직
-필기거리 1,000M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INK COLOR
Black

Blue

NIB TYPE

Red

3.0mm

7.0mm

노크식 유성매직-L

DISPLAY & PACKAGE
-Acrylic display
-Paper display
-PP CASE SET
-DZ paper box
-Blister card

This is the world first white board marker with 1,000m of
writing capacity (existing products provide about 300m). It was
awarded the ISPA <2015 Product of the Year> and <Good
Design (2012)>. Our thickest nib is approximately 3.0 mm,
making it good for writing big letters.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유성매직. 세계 최초로
모리스에서 개발한 필기거리 1000m 유성매직이다(기존 제품은 약 300m). ISPA
<2015 Product of the Year>와 <Good Design(2012)>를 수상했다. 뚜껑이 없어도
닙이 마르지 않는 세계 특허 공기 밀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비교적 냄새가
순한 편이다. 필기선의 두께가 3.0mm 가량으로 큰 글씨를 쓸 때 적합하다.

PERMANENT MARKER
MRP-108

PERMANENT MARKER-TP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permanent maker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INK COLOR
Black

Blue

NIB TYPE

Red

1.5mm

-원터치 노크식 유성매직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노크식 유성매직-L

DISPLAY & PACKAGE
-Acrylic display
-Paper display
-PP CASE SET
-DZ paper box
-Blister card

PERMANENT MARKER
MRN-102

NAME PEN-S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name pen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INK COLOR
Black

Blue

NIB TYPE

Red

0.7mm

-원터치 노크식 네임펜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노크식 네임펜-S

DISPLAY & PACKAGE
-PP CASE SET
-DZ paper box
-Blister card

The Morris retractable name pen(permanent marker) usable
with one hand. In addition, it is durable with 1.5 times longer
writing capability than other products with a cap. The nib is
0.7mm, which is thinner than other retractable markers, and
this is good for writing small print.
뚜껑 없이 간편하게 눌러쓸 수 있는 모리스 노크식 네임펜. 필통에 넣고 다니기 좋은
컴팩트 사이즈로 휴대에 용이하다. 비닐, 유리, 나무, 강철, 플라스틱, 도자기 등 모든
표면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뚜껑식 타사 제품들에 비해 필기거리가 1.5배
이상 길어 비교적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필기선의 두께가 0.7mm로 기존 노크식
마카 시리즈에 비해 얇아 작은 글씨를 써야하는 곳에 적합하다.

PERMANENT MARKER
MRN-104

NAME PEN-F
RETRACTABLE

FEATURE
-Retractable name pen
-One handed operation
-Special sealing system

INK COLOR
Black

Blue

NIB TYPE

0.4mm

-원터치 노크식 네임펜
-뚜껑 없이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공기 밀폐 시스템

노크식 네임펜-F

DISPLAY & PACKAGE
-DZ paper box
-Blister card

Red

노크식 네임펜-F

BALL POINT PEN
Star Flo 3C
Easy Fluid

BALL POINT PEN
MBP-801

STAR FLO 3C
3COLOR PEN

FEATURE
-Hybrid ink · tip
-Press button with rubber
-Replaceable lead
-하이브리드 잉크 · 팁
-고무가 결합된 노크 버튼
-잉크심 리필 교체 가능

INK COLOR
Black

Blue

TIP TYPE

Red

BODY COLOR
Olive
Green

Maple Raspberry
Orange
Red

Royal
Blue

Dark
Violet

Jet
Black

스타플로 3C

0.7mm

DISPLAY & PACKAGE
-Acrylic display
-PP CASE
-DZ paper box

BALL POINT PEN

GET!
MY STYLE
Morris 3Color Hybrid Ballpoint Pen

STARFLO 3C
- 3 Color ballpoint pen - Ultra low viscosity ink
- Smooth knock

- Special shaped header

- Ballpoint thickness : 0.7mm

Morris Star Flo 3 colored pen has hybrid ink which has both the
soft handwriting of a permanent ball-point pen and high density
of a gel pen. The unique header ornament makes the pen easy to
find in the pen holder. The different colored press button with
rubber minimizes slippage and operating noise. Users can choose
from unconventional body colors not easily found in pens.
유성 볼펜의 부드러운 필기감과 중성펜의 높은 색 밀도, 두 가지의 장점을
하나로 융합한 ‘하이브리드 잉크’를 적용한 모리스 스타플로 3색 볼펜. 독특한
형태의 헤더 장식이 장착되어 펜 꽂이에 꽂아두었을 때 한 눈에 찾아보기 쉽다.
고무가 결합된 색상별 노크 버튼은 눌렀을 때 미끄러짐 현상을 최소화 시켜주며
작동 소음도 완화시켜준다. 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개성있는 바디
색상들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 쓸 수 있다.

BALL POINT PEN
MBP-802

EASY FLUID
CAP TYPE

FEATURE
-Hybrid ink · tip
-Slim and simple design
-Soft handwriting

INK COLOR
Black

Blue

TIP TYPE

0.7mm

-하이브리드 잉크 · 팁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
-부드러운 필기감

이지 플루이드

DISPLAY & PACKAGE
-DZ paper box
-Blister card

Red

BALL POINT PEN

SLIDE
SOFTLY!
Morris Cap Type Ballpoint Pen

Easy Fluid Fine
- Low viscosity ink

- Cap type

- Smooth writing

- Matt black body

- Ballpoint thickness : 0.7mm

Morris easy fluid cap type pen has hybrid
ink. Chosen in <Good Design 2017>, the
pen has point colors on both tips in the
slim matte black body representing the
ink’s color.
유성 볼펜의 부드러운 필기감과 중성펜의 높은 색 밀도,
두 가지의 장점을 하나로 융합한 ‘하이브리드 잉크’를
적용한 모리스 이지 플루이드 볼펜이다. <Good Design
2017>에 선정된 제품며, 슬림한 블랙 무광 바디에
포인트 컬러가 양 끝에 있어 색상을 구분할 수있다.

MECHANICAL PENCIL
Ruler Pen
Push Push

MECHANICAL PENCIL
MSP-301

RULER PEN
FEATURE
-The marker can be used as
a ruler due to its body scale
-A variety of knob colors
in pastel is available

BODY COLOR
Emerald

Sky
Blue

Yellow

Peach
Pink

TIP TYPE

DISPLAY & PACKAGE
-Paper display
-Blister card

Cream

0.5mm

-바디에 눈금이 있어 자로 사용 가능
-파스텔톤의 다양한 노브 색상

룰러펜

MECHANICAL PENCIL
MSP-201

PUSH PUSH
FEATURE
-Can be used by pushing both buttons
-The pencil’s lead comes out
by shaking or pressing the knob

BODY COLOR
Emerald

Sky
Blue

Cream

Yellow

Peach
Pink

White

TIP TYPE

0.5mm

-양 쪽 버튼을 누르면 샤프심 돌출
-흔들면 샤프심 돌출
-노브를 누르면 샤프심 돌출

푸쉬 푸쉬 샤프펜슬

DISPLAY & PACKAGE
-Paper display
-DZ paper box
-Blister card

Just push the buttons
on each side!

www.morri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