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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ics

  6colours
With shiny metallic effect

The creative 
all-rounder
One pen, many functions

Tips & tricks
From smudge-proof to waterproof



 

필기구 산업에서 유일무이한 세계적인 탄소중립 
회사. 기후 보호는 제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독일 Rheinland 기술 검사 협회는 Faber-Castell이 전 세계적인 탄
소 중립 회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있는 회
사 소유의 생태 숲은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
별의“친환경 제품”을 내세우는 대신에, Faber-Castell 제품들은 
사용하는 내내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칩니다. 내구성이 좋고 오
염물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리필이 가능하며 탄소 중립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Bio와 재사용 플라스틱을 사
용하여 Faber-Castell의“친환경 발자취”를 향상합니다.

Our production

is climater neural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두 제조업체들 중 하나인 Faber-Castell은 

쓰기, 드로잉,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고급 브랜드입니다. 

파버카스텔은 20억 개 이상의 연필과 색연필 생산능력을 가졌으

며, 세계에서 목재 연필 제조업체의 선도자로서 우드케이스 연필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업체입니다.

Creative Studio는 테크닉 상관없이 초보자들부터 그림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모든 제품은 동일한 색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감을 주는 

소재, 뛰어난 안료 등을 갖춘 고품질 제품입니다.

Faber-Castell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색상을 
찾아보세요!



Creative
Studio

파버카스텔은 최고의 품질과 풍부한 색상

으로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그린적이 언제인가요?

펜을 잡고 작업에만 집중해보세요.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

림 그리는 것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기분 좋

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양한 제품 사용 팁들과 예시들을 제공하

여 데코레이팅의 즐거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재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 메탈릭 

마커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Let yourself
be insp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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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Studio
Creative
Studio

TIP

오일 파스텔

소프트 파스텔

Pitt 아티스트 펜

메탈릭 마커

36 컬러

48 컬러

48 컬러

10가지 경도

36 컬러

66 컬러

6가지 컬러

assortment

The

Colours for 
expressive 
drawings

 유성 색연필

수채 색연필

골드파버 연필

Faber-Castell은 자사 제품에 표준화된 색상 번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채 제품은 오일 파스텔 또는 소프트 

파스텔 등 크레용 제품군에서 동일한 색상을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tallics

창의적인 모든 것

메탈릭 마커는 어두운 색상의 종이

는 물론 플라스틱, 호일, 도자기, 유리 

및 금속 같은 매끄러운 표면에 사용 

가능합니다. 나무나 바위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

습니다.

건조하면, 번지지 않고 물에 지워지

지 않습니다.  

오븐에 넣어 30분 동안 160°C 온도로 굳히면 방수처리가 됩

니다. (식기 세척기에선 방수 불가)

 

특수 수성 잉크 안료의 메탈릭 마커는 냄새가나지 않고 종이

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또한 펌핑이나 흔들지 않아도 되며 잉

크가 1.5mm 펠트 팁을 통해 균일하게 흐릅니다. 



 

흔들지 않아
도 선명하게 

나와요!

1개의 펜,
다양한
기능



 

Shine  
every day

 

Shine  
every day

 

Shine  
every day

 

 

빛나는 일상

메탈릭 마커의 다양한 기능으로 지루한 

사무실 혹은 학교생활에 빛을 더해보세요!

커피 머그잔, 스마트폰 케이스 등 일상을 

꾸며 본인만의 스타일로 변신시켜 보세요.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플라스틱 재질은 

오븐에 넣어 구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건조되는 아크릴 바니

쉬를 발라 고정시키면 색상이 좀 더 오래 

유지될 것 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꾸미기

가죽에 광채를 
더합니다.

빛나는 일상의 
동반자

컬러 고정시키기



 

Shine  
every day

 

 

밝은 표면에서도 
눈에 잘 띕니다.

가죽에 광채를 
더합니다.



 
 

 

 

Come on 
board

닻과 종이배 같은 
반복적인 패턴을 활용해보세요.

항해용 매듭을 활용하여 
해양 테이블 장식을 완성시키세요!



 
 

 

 

Come on 
board

 
 

 

 

입체적인 물체에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선, 먹지를 이용하여 종이에 그린 

스케치를 옮기면 됩니다.

만약 먹지가 없다면, 부드러운 연필을 

사용한 그림이 그려진 종이의 뒷면을 

완전히 어둡게 덮어 사용하세요.마지막

으로 아트 지우개를 사용하여 연필의 

지저분한 부분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

니다.

종이에 스케치 하기

먹지를 이용해 옮기기

따라 그리기

해변카페

   T I P

그림 그리기 전에 

세제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Golden 
moments

황금빛 순간을 기념하며!

골드 컬러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잘 어울리

며, 특히 페스티벌을 꾸미는데 좋습니다.

반짝이는 골드로 풍선과 같은 파티 장식을 

꾸며 더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메탈릭 마커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디자인

과 레터링을 그려 꾸며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유니크한 파티 현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쉽게 수정해요!

T IP

촉촉한 면봉과 비누를 사용하여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Golden 
moments

파티에 포인트를 
더해주세요!



Aloha
Hawaii

 

 

메탈릭 마커는 다양한 표면에 사용 가능하

며, 이를 통해, 통일된 테마의 테이블 장식세

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

여 다양한 표면에 실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종이 대신 접시에 핸드레터링

혹은 잎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번짐 방지부터 방수까지

번짐 방지와 방수를 위해서, 그림을 160°C

의 오븐에 30분 동안 구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보다

는 손으로 닦는 것을 권장합니다. 

30분 동안 160°C

건조후 지워지지 않기때문에 다양한 
레이어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 온도가 빠르게 변할 시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오븐에 작품을 

넣은 뒤 온도를 높이세요.

T I P



 

 

시원한 
여름 색상

나뭇잎 위에 그려보세요!

어두운 표면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Festive 
colours  

 

 

 

 

 

나무 위에도 사용
가능 합니다.

당신만의 크리스마스
버블을 만들어보세요!

빛나는 축제

선물 포장지에 개성있는
디자인을 추가하세요!



 

 

 

 

끈으로 표면을 돌돌 감아 
연출하세요!

TIP
여러가지 드로잉 도구를 결합해보세요.

예를들어, 검은색아크릴 물감으로 유리컵을 어둡게 

칠하고, 메탈릭 마커로 반짝이 효과를 더하면 극적인 느낌

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티 준비
이 제품은 특히 프리미엄 메탈릭 효과로 크

리스마스 장식 꾸미기에 적합합니다. 

은, 구리 등 따뜻하고 겨울 같은 색상이 

즉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검은색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유리컵을 

어둡게 칠하고, 메탈릭 마커로 반짝이 효과

를 추가해보세요.

단순한 유리컵이 장식용 무드등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탠실 기법으로 
깨끗한 아웃라인 

만들기

마무리
작업!



Spitze Farbe
 Farb-    
 Nr.

Farbbezeichnung
400 54 

  01 60...

 250 heart of gold …7502

 251 nothing else metals …7519

 252 copper cabana …7526

 290 berry nice …7908

 292 ice ice blue …7922

 294 wanderlust …7946

6 Colour
Metallics

 
 

 

  
  
 

 

반짝이는 데코레이션을 위한 
레터링과 드로잉

- 종이는 물론 매끄러운 표면에 사용 가능 

  (플라스틱, 포일, 도자기, 유리, 금속)

- 물이 튀어도 번지지 않음

- 오븐에 넣어 30분 동안 160°C 온도로

   굳히면 방수처리 (식기 세척기에선 방수불가)

- 1.5mm두께의 펠트팁

- 프리미엄 메탈릭 효과

- 수성잉크

- 종이에 스며들지 않음

- 냄새가 나지 않으며 무산성

- 펌핑이나 흔들지 않아도 즉시 사용 가능

6가지 컬러 
다양한 효과



Spitze Farbe
 Farb-    
 Nr.

Farbbezeichnung
400 54 

  01 60...

 250 heart of gold …7502

 251 nothing else metals …7519

 252 copper cabana …7526

 290 berry nice …7908

 292 ice ice blue …7922

 294 wanderlust …7946

6 Colour
Metallics

 
 

 

  
  
 

 

16 07 96

16 07 98

16 07 06

16 07 97

Assortment



A.W. Faber-Castell Vertrieb GmbH, Nürnberger Straße 2, 90546 Stein, Germany 
 

More information at 
www.faber-castell.com 

한국 총 대리점 코모스유통(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6, 2층
TEL 02-712-1350 | FAX 02-3275-0804 | www.faber-cast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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