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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는 싶지만 모두 가질 수는 없고, 실제로 어떤 색이나 느낌인지 알고 싶을 때 있으시죠?

사용은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 때도 있구요! 신제품 비교분석체험기!!! 

신제품들을 알뜰살뜰 꼼꼼하게 체험해주신 황혜빈님은 스탬프마마에서 스탬프스타로 활동을 하셨고,

최우수 스탬프 스타로 선정되기도 하셨답니다. 스탬프, 크래프트 작업을 비롯한 빈티지 쥬얼리에도 화려한 실력을 자랑하는 

그대는- 욕심쟁이, 우후훗!!   

블로그 Bonnie’s Atelier - http://blog.naver.com/binz1024 

Stampendous- Silver Crushed Glass Glitter/ Vintage Olive 

Embossing Tinsel/ Falala Flock Kit/ Tea Stained Mica 

Fragments/ Chunky White Embossing Enamel, Ultra Thick 

Embossing Enamel, Memento Ink- Tuxedo Black, Distress 

Stain- Peeled Paint/ Forest Moss, Liquid pearl-white opal, 

Mariposa Mat Stack-DCWV, Tim holtz- Fragments Charm

Designer 황혜빈

JOY Ⅰ

B-line- Beauties silhouette, Stampendous- Silver Glass 

Glitter/ Aged Gold Embossing Enamel/ Shaved Ice, Ultra 

Thick Embossing Enamel, PTI Button, Blossom, Gem-

stones, Spellbinders Die- Blossom Four, Cheery Lynn 

Desingns- Border carnivale, K & Company- Julianne 6x6 

pad, Ranger Acrylic Paint Dabber- Lettuce

Olive garden 

Unity Stamps- Heartfelt Sentiments Stampendous- Shabby 

Blue Embossing Enamel/Aged Copper Embossing Enamel, 

B-line- Children’s Silhouette Cube, Cheer Lynn Designs 

Die- French Pastry Doily, Spellbinders Die-Fancy Tags, 

양초, 전사지

Thanksgiving

Memory Box- Scalloped Polka dot & Matching Die, PTI-

Half & Half, Martha Stewart Punch- Branch, Blossom, 

Pearl stone, Stampendous- Shabby Blue Embossing Ena-

mal/ Aged Silver Embossing Enamal, Swiss Dot Embossing 

Pad, Distress Stain- Spun Sugar, Memento- Tuxedo Black, 

Versa Mark-Watermark Ink pad

JOY Ⅱ

스탬핑보고서
Bonnie의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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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mpendous Embossing Tinsel –Vintage Olive 

Tsukineko- Green/ Ranger- Copper/ Papermania-Tinsel Gold / American Crafts- Gold 와 비교해 보았어요.

일단 빈티지한 컬러감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린으로 나온 컬러 중 가장 만인이 좋아할 색일 것 같아요.

스파클 메탈 제품 중 가장 표면이 러프합니다. 다른 것은 일반 엠보싱 느낌이 강하다면 일반적인 스파클 중에선 디스트레스 

파우더와 가장 질감이 비슷하더군요. 부드럽고 빛나는 Tinsel 느낌이 좋다면 American crafts 추천!

2. Stampendous- Silver Crushed Glass Glitter 

Silver Crushed Glass Glitter는 쉐이커 박스에 넣어 참 장식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유리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재질은 부슬부슬한 느낌이예요.

비교대상은 Melissa Frances 2oz 예요. 멜리사 제품은 틸다 카드처럼 글로시 액센트를 바른 후 뿌리고 털고 건조시켰답니다. 

그리고 물풀/ 글로시액센트/ 목공본드의 접착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물풀은 건조 후 1개, 글로시는 4개, 목공풀은 다수가 떨어

지더라고요. 뒷면은 글로시가 가장 판판하고 물풀이 가장 쭈글거렸습니다. 

건조 후 떨어진 잔여물을 제외하곤 모두 우수한 접착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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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nger Ultra Thick Embossing Enamel  

Ranger Ultra Thick Embossing Enamel은 힛툴을 대기만 해도 열점이 낮은지 빨리 녹습니다. 

적당히 마른 뒤 만졌을 때 젤리소재를 만지는 듯 지문도 남지 않고 단단한 느낌이네요. 

계속 가루 얹고 녹이고를 반복해서 원하는 두께감을 줄 수 있으며, 글씨 역시 번짐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병뚜껑에 메멘토 잉킹한 것으로 동일한 조건에 Glossy Accents와 Hero Arts Embossing Powder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Glossy Accents는 덧입히며 두께 조절이 가능하고 글로시함을 강조할 수 있지만, 잉크가 번지고 (물론 유성 쓰면 해결) 

뿌옇게 보이며 접촉 시 지문이 남아요. Hero Arts Embossing Powder는 잉크가 전체적으로 번짐이 있고 두께감은 꽤 도톰한 

편입니다. (워터마크리필 + 엠보싱파우더 사용시) 

깔끔함을 위해선 워터마크 패딩 후 사용할 수 있으나 코팅막 수준의 얇기랍니다. (패드+엠보싱파우더 사용시) 

4. Stampendous Chunky Black/White Embossing Enamel

Ranger Enamel Accents와 비교해 보았어요. Chunky Embossing Enamel은 원하는 스탬프를 에나멜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루 재질이 입자가 굵어서 힛툴을 대면 가루 날림이 심한 단점이 있어 의도한 정확한 모양의 표현이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힛툴을 미리 예열해 두면 가루날림을 조금 방지할 수 있고,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면 도톰한 연출이 가능해진

답니다. Chunky Embossing Enamel(두 번째 사진 왼쪽)은 의도하지 않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연출엔 탁월하네요. 

Ranger Enamel Accent(두 번째 사진 오른쪽)는 원하는 곳에 써서 에나멜화 시킬 수 있으나 건조에 수시간이 걸리고 원하는 

스탬핑 모양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울트라 에나멜

글로시 엑센트 히어로아츠 엠보싱파우더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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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mpendous Shabby Blue Embossing Enamel 

비교대상이 없어 제가 가진 엠보싱 파우더 4가지를 적당히 섞어 비교해 보았어요.

Shabby Blue Embossing Enamel은 골드입자 조직 때문에 텍스처가 조금 거칠지만, 엠보싱 파우더의 느낌이 살아있어요. 

Chunky Enamel에 비하면 초보자도 쉽고 아름답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결과물에서 볼 수 있듯이 Shabby Blue 

Embossing Enamel의 사전적 의미처럼 아름답게 닳고 헤진 느낌이에요.

직접 조색한 엠보싱 파우더는 일반 파우더 재질의 느낌이며, 조색한 컬러에 따른 우연적인 컬러의 묘미를 볼 수 있어요. 

6. Stampendous Aged Gold/ Silver/ Copper Embossing Enamel 

빨리 녹여 씰 도장을 활용해 볼께요. 워터마크 리필을 이용해 씰 작업을 했는데 특유의 에나멜 느낌이 살아있는 질감이라 

씰링에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힛툴 가열 시 엠보싱 파우더가 출렁이는 듯한 느낌이 연출되네요.

특히 골드+코퍼/실버+골드/코퍼+그린의 투톤 컬러조합이 굉장히 낡은 녹청 느낌이 강해 무척 앤틱하며 매력적인 제품이라

고 할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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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ampendous Falala Flock Kit 

수퍼 울트라 화인 입자를 갖고 있는 미립자이고, 특성상 세밀한 부위보다는 면적이 넓은 곳에 적용이 용이해요.

작업 완성 시 투명한 느낌 연출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컬러의 종이를 밑에 대는 센스가 필요하겠어요.

원하는 종이를 베이스로 깔면 더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송보송 솜털의 느낌입니다.

매우 미립자라 가루날림이 있으니 작업할 때 마스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Stampendous Mica Pearlized/ Glided/ Tea Stained + Saved Ice 

Mica는 성분명으로 광물질을 말한답니다. 돌비늘이라는 이름답게 제품 역시 비늘같이 생겼고, 얇고 가벼워요.

Stampendous Saved Ice를 Melissa Frances 제품과 비교해 볼께요. 마지막 사진의 활용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닐의 느낌

이 강하며 가볍고 클리어 합니다. Stampendous Saved Ice는 얼핏 유리 질감이 나는 듯한 고급스런 느낌이 마음에 쏙 들구요. 

손으로 부숴 작은 크기로 (사진처럼) 작업이 가능한 것도 매력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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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works of Stampendous 
Made by 
Lynn Mercurio/ Debi/ Cyndi Bundy/ Pam Hornschu/ Wendy Price/ Jennifer D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