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 Colours
from intense to pastel

Pure or diluted
Water soluble markers 
are so versatile

Watercolouring
So simple and so beautiful

Lettering
Tips and tricks for 
the DIY trend

Themed sets
Perfect colour ranges 
for selected themes

C r e a t i v e  S t u d i o

Double-
ended marker 

= variety



세계적인 탄소 중립 회사

TÜV-Rheinland®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프라타(Prata)에 위치한 파버카스텔 숲은 약 
9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10,000헥타르에 달하는 파버카스텔 숲은 지속 가능
한 목재 재고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로 
전환하는 광합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합니다. 
프라타에 위치한 소나무 숲의 3분의 1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파버카스텔 생산 현장의 
CO2 배출량을 중화시킵니다. 숲의 많은 부분이 희귀종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자
원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자연과의 존중된 상호작용 또한 파버카스텔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on our sustainability website:  
https://www.faber-castell.com/corporate/sustainability

Sustainable commitment

증된 지속 가능
한 산림의 목재
는 파버카스텔 
제품의 가장 중
요한 원료 입
니다.

인증된 지속 가능
한 산림의 목재는 
파버카스텔 제품의 
가장 중요한 원료 
입니다.

파버카스텔은 플라스
틱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대체
하는 작업을 지속하
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우개 생산 
브랜드로서, 파버카스
텔은 몸에 해로운 유
연제 사용을 금지합
니다. 지우개는 엄격
한 품질관리 하에 생
산되며 PVC는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고품
질 원료들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품이 리필할 수 있
도록 제작됩니다.



파버카스텔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파버카스텔은 쓰기, 그림 및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내는 세계 최고
의 제조 업체 중 하나입니다. 나무 케이스 연필의 핵심 영역에서 시작한 그룹은 연간 20억 
개 이상의 흑연 및 색연필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에서 중요하고 오래된 회사입니다.

개인의 실력이나 스킬에 상관없이 새로운 Creative Studio를 통해 드로잉 및 페인팅을 위한 
고품질 제품, 완벽한 색상 범위, 영감을 주는 소재,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재료 등 초보자와 
취미 예술가 모두, 자신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Discover
our

colours



The 

 Creative Studio 
                       
                               assortment

우리는 최고의 품질과 
매혹적인 다양한 색상으로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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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ve Studio 
                       
                               assortment

고품질 회화 및 
드로잉 재료인 

  Creative Studio 시리즈는 
초보자와 취미예술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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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DIY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습니다. 창의적인 재료로 작업하는 것이 즐겁
고 편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
니다. 드로잉과 페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
리는 위대한 예술 작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
니라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작품을 방금 막 완
성한 위대한 예술가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스
러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버카스텔이 다양한 DIY 트렌드
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펜인 골드파버 아쿠
아 듀얼 마커를 개발한 이유입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어 세련된 레터링이나 섬세한 수채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을 제
공합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흥미
로울것입니다!

워터 브러쉬와
함께 

사용해보세요.

듀얼마커로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만나보세요

Techniques



친환경
재료



브러시 펜촉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이즈의 브러시 펜
촉으로 1mm 가는 선에서부터 5mm 너비의 
브러시까지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필압
과 펜의 사용 각도를 조절하여 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는 획에서 넓은 획으로 우아하
게 전환하려면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각
자의 페인팅과 드로잉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파인라이너 팁
골드파버 아쿠아 듀얼 마커는 단단한 미세 라
이너 팁으로 금속 마감에 둘러싸여져 있으며 
0.4mm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밑그림, 작
은 영역의 채색, 해칭 또는 정확한 윤곽을 그
릴 때 단단한 팁을 이용합니다.

품질에 생태학적 부가가치를 더합니다.
파버카스텔은 제품에 대한 높은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재활용을 통해 제품을 제작하
고 있습니다. 골드파버 아쿠아 듀얼 마커의 배
럴과 캡은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으
며 생산과정에서 배럴과 캡에 색상 변화가 나
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잉크 색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쪽 끝에 일관
된 잉크 흐름과 충분한 잉크 양은 컬러 마커의 
중요한 품질입니다. 수성 잉크는 냄새가 적고 
종이에 번지지 않습니다.

Double-ended marker 
   = variety! 

Techniques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용지는 수채화에 사
용하는 용지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지가 거칠수록 민감한 
브러시 펜촉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따
라서 글씨를 쓸 때, 가능하면 부드러운 용지
를 사용하세요.
초기 스케치에는 80-100g/㎡의 용지가 적
합합니다.
고품질 레터링 및 손으로 만든 인사말 카드 제
작 시, 무게가 250~300g/㎡인 브리스톨 용
지와 같은 아주 매끄러운 용지 표면이 이상적
입니다. 매끄러운 용지에서 글자의 모서리가 
매우 또렷하게 표현됩니다.

물과 함께 색깔을 표현하고 싶다면 시트의 가
장자리에 접착 기능이 있는 수채화 패드를 사
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
을 사용할 때 휘어지는 용지라도 용지가 마르
면서 다시 평평해집니다. 수채화 용지를 사
용할 때 가능하면 부드러운 필사용 광택지를 
선택하여 브러시의 펜촉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는 색종이나 무늬가 있는 용지를 사용해 보
세요! 색상의 놀라운 혼합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하
기 위해 색다른 재료 위에 컬러 마커를 사용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The

수채화용지300g/㎡

갈색스케치용지250g
/㎡

브리스톨용지250g/㎡

다양한 용지에
테스트

해보세요



색상을 밝게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용
지에 직접 발색하면 됩니다. 붓으로 페인트를 
풀고 젖어있는 브러시와 컬러를 혼합하여 여
러분이 원하는 밝기가 나올 때까지 물을 희석 
시킵니다. 물의 양으로 페인트의 밝기를 조절
합니다. 워터 브러시는 이럴 때 사용하면 적
합합니다!

두 번째 변형: 플라스틱 판, 아크릴 혼합 팔레
트 또는 도자기 판과 같은 방수 가능한 표면
에 페인트를 바르세요. 그런 다음 스프레이 통
에 담긴 물을 뿌려 페인트를 희석하거나 젖은 
브러시로 페인트를 희석하세요. 물의 양은 페
인트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희
석된 색상으로 페인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색을 희석시키기 위해 워터 브러시를 사용하
기도 합니다. 골드파버 아쿠아 듀얼 마커의 브
러시 펜촉에 워터 브러시의 젖은 펜촉이 닿
도록 합니다. 아쿠아 듀얼마커가 물을 흡수하
여 밝은 색상의 음영을 표현해냅니다. 아쿠아 
듀얼마커의 잉크 흐름이 활발해지면 다시 원
래의 색으로 돌아와 톤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Lightening colour 

Techniques



1x   2x   3x   4x    5x   6x   7x    8x

골드파버 아쿠아 듀얼 마커의 투명도를 활용
하여 쉬운 방법으로 색상을 어둡게 만들 수 있
습니다. 색상을 혼합하거나 겹치게 하여 어둡
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둡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색상을 한 
번 이상 겹치도록 덧칠하는 것입니다. 색상을 
추가로 적용할 때마다 톤이 더 강렬하고 어두
워집니다. 이전에 칠한 색상이 마를 때까지 다
른 색을 덧칠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용지
가 흐물흐물해지고 흐릿해집니다.

나누어진 컬러 톤은 두 번째로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거나 그레이 컬러를 겹쳐 사용해 줍니
다.  당신의 취향에 가장 잘 맞는 컬러 혼합을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 기술의 경우, 밝은 펜과 어두운 펜의 
끝을 서로 맞춥니다. 짙은 색의 잉크가 옅은 
색의 펜 끝으로 흘러 들어가 어두운 톤을 형성
하게 되고 그림을 그려 나가면 차차 톤이 밝아
져 원래의 톤으로 표현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
보세요

Totally
simple!



Blue on yellow

Yellow on blue

수성 잉크를 혼합하는 방법에는 물리적 색상 
혼합과 광학적 색상 혼합, 두 가지 방법이 있
습니다. 희석 및 희석되지 않는 잉크로 두 가
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물리적 색상 혼합을 하는 방법은 팔레트, 투명 
접착 필름 혹은 도자기 접시 위에 색상을 풀어 
워터 브러시로 색상을 혼합합니다.

광학적 색상 혼합의 경우는 유약(광택제)으로 
작업합니다 (기술: 유약 참조).
여기에서 희석되지 않은 색상이나 희석된 색
상을 서로 겹칩니다. 색상이 겹쳐지는 순서는 
실제로 어떤 색상을 먼저 적용하느냐가 중요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혼합 변형입니다. 파란색 
위의 노란색과 노란색 위의 파란색은 약간 다
른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이
에 미리 색의 순서를 다르게 하여 혼색을 시도
해 보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색상의 혼합을 더 잘 이해하려면 시간을 내어 
색상 원이나 색상 혼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색상 혼합에 대한 중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좋아하는 색상 팔레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한 시간은 프로젝트에서 알찬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투명 필름지에
색을 섞어 

사용해 보세요

Mixing colours

Techniques



당신이 좋아할 트릭 : 두 가지 색상으로 색을 
칠하거나 글을 써보지 않겠습니까?

밝은 색 펜 브러시 한쪽에 어두운색의 잉크
를 바르면 칠할 때 두 가지 색의 획이 생깁
니다. 멋진 글자를 표현하는데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커 팁 만의 독창적인 특징은 색이 묻은 팁
을 종이 위에 계속해서 쓰고 천으로 색을 닦
으면 완전히 깨끗한 팁으로 다시 만들 수 있
습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팁
에 바른 두 번째 색상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Cool 
Effects!

다른
색상의 팁에

혼합해서
사용이 가능

합니다



그라디언트를 이용하면 글자와 물건에 전문
가 느낌이 나고 매혹적이게 됩니다. 가장 좋
은 점은 표현해 내기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밝은 색에서 어두운색으로 단일 색상 그라디
언트를 만들려면 팁을 흐르는 물에 담그십시
오. 페인팅을 진행하는 중에 잉크가 유입되어 
색조가 점차 강해지며 연속적인 변화가 발생
합니다. 원하는 색상 밝기에 도달하기 위해 팁
을 물 아래에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 시
험해 보세요. 별도의 종이에 연습하는 것이 가
장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분적으로 페인트를 칠한 다
음 워터 브러시를 사용하여 펼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형에는 블렌딩 펜이 필요합니다. 투
명한 액체는 페인트를 용해시켜 희석시킨 다
음 자연스럽게 펼쳐 바르면 됩니다.

Single
물양을

조절해서
테스트 해

보세요

Techniques



블렌딩 기법은 둘 이상의 색상 사이에 그라
디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기법을 확인
하고 가장 좋아하는 블렌딩 기법을 찾으세요!

기법1 : 먼저 밝은 색상을 전체 표면에 바르
고 적절하게 건조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더 어두운 색상을 바르고 워터 브러시를 사용
하여 더 투명한 영역에 혼합하여 색상이 서로 
섞이도록 합니다. 녹인 페인트 양이 많으면 천
으로 닦아 내세요.

기법2 : 두 가지 색 중 밝은 색을 전체 표면
에 바릅니다.
플라스틱 필름에 두 번째 어두운색을 선택하
고 브러시 펜 촉으로 더 진한 페인트를 선택
하세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펜 끝은 
어두운색이 먼저 표현되고 점차 밝은 색으로 
표현됩니다.

기법3 : 두 개의 색상 영역을 약간 떨어져 배
치합니다. 이제 워터 브러시를 사용하여 더 밝
은 색상을 더 어두운 색상으로 이동하기 시작
합니다. 그런 다음 어두운 색상을 녹이고 밝은 
색상으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를 반복하여 색
상을 서로 맞춥니다.



Keep white areas free 

when painting

Wet on dry

Wet on wet

당신은 이미 수채화에 익숙한가요? 그렇지 않
다면 반드시 이 기술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이 페인팅 트렌드는 큰 작품이나 세련된 수
채화 그림이 아닌 아름다운 글자를 표현하기 
위한 작은 요소 혹은 배경을 디자인하는 것입
니다. 당신이 완전 초보자이든 전문가이든 수
채화는 믿을 수 없이 다양한 기법이 있고 독
특한 작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클래식한 기법
들이 있습니다.

수채화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법 : wet 
on dry 기법과 wet on wet 기법이 있습니다. 
wet on dry 기법은 물감을 마른 종이 위에 
쓸 수 있어 비교적 또렷한 가장자리를 표현
합니다. wet on wet 기법은 물감이 다 마르
지 않은 상태에서 덧칠하여 색이 서로 혼합
하게 됩니다. 

불투명한 색상과 달리 수채물감을 칠할 때는 
어두운 색상 위에 밝은 색상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그림에 일정한 깊이나 입체감을 부여하
려면 가장 밝은 영역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사진에서 빛이나 빛이 닿는 영역에는 색을 칠
하지 마세요. 곧, 흰색 종이 부분은 가장 밝은 
부분을 나타냅니다.

Techniques



Wet on dry

Wet on wet Washing

Granulation

Glazing

글레이징
글레이징 기법은 이미 채색한 그림 위에 물
감을 묽게 희석하여 얇게 덧칠하는 방법입니
다. 먼저 마른 종이에 물로 희석한 물감을 바
르세요. 두 번째 레이어는 물감이  완전히 건
조된 후에만 바를 수 있습니다. 물감의 각 레
이어는 아래의 색상과 겹쳐져 새로운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워싱
워싱은 젖은 종이를 이용한 작업입니다. 종이
의 수분함량 정도에 따라 물에 희석된 색을 
붓으로 종이에 발랐을 때 서로 섞이는 정도
가 결정됩니다. 이 기술은 우연의 요소가 가
미되고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글자를 위한 매력적인 배경을 만드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뉼레이션
그래뉼레이션은 글자 배경으로도 흥미롭습니
다. 그러나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친 질감
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마른 브러시로 색을 묻
힌 후 브러시를 평평하게 잡고 마른 종이 표면 
위로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미세한 안료 알
갱이가 종이 결에 남아 불규칙 적으로 눈에 띄
는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Glazing - Washing - Granulation



흰색 영역을 유지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경
우, 마스킹 액을 사용하세요. 마스킹 기법으로 
유지하려는 흰색 부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흰색과 파란색의 마스킹 액은 처음에는 액체
로 도포되고 고무 같은 질감으로 건조됩니다. 
마스킹 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페인
트 브러시 또는 고무 브러시를 사용하세요.

마스킹 액이 건조되면 원하는 곳의 표면을 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된 영역은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수채화 물감으
로 칠한 부분이 마르면, 손가락으로 종이 표
면의 마스킹 필름을 조심스럽게 문지릅니다.

아름다운 효과를 위해 복잡한 모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고 다양한 크기의 점과 같은 
것들이 색을 칠한 부분에 생동감을 줍니다.

Beispiele

Masking

Painting

Removing masking

Techniques



Apply colours 

to film

Spray with water

Cover with paper 

and press down

Peel off the film

Painting

A4 투명 서류파일과 같은 플라스틱 필름을 이
용하여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
름에 하나 이상의 색상을 칠한 다음 물을 뿌립
니다. 안료는 물에 용해되어 흥미로운 혼색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필름 위에 수채화 용지를 
누르고 손으로 용지를 부드럽게 펼쳐 줍니다. 
종이에서 필름을 제거한 후 글자나 그림 같은 
추가 요소를 더하기 전, 인쇄물이 잘 건조되었
는지 확인하세요!



레터링에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무언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즐거움을 느
낄 수 있고 약간의 연습 시간을 투자한다면 다
양한 작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골드파버 아쿠아 듀얼 마커의 브러시 펜촉으
로 대부분의 레터링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습
니다. 섬세하게 위쪽으로 글을 쓰는 방법은 넓
게 색을 칠하는 것처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
다. 브러시 펜 사용에 아직 전문가가 아닌 경
우 포 캘리그라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포 캘
리그라피는 연필을 사용하여 문자 윤곽의 섬
세한 예비 드로잉을 한 후 단단한 팁으로 연필 
드로잉을 덮고 해당 영역을 색상으로 채우는 
캘리그라피입니다. 

숙련된 레터링 아티스트는 혼합 효과, 그림자, 
하이라이트, 대비를 이루는 배너 제작, 화살표 
및 기타 장식들을 작업합니다.

 “레터링”테마 세트는 글자와 수채화 모티브 
또는 수채화 배경을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옵
션을 제공합니다.

is fun!

Techniques



Cover with colour

스탬프는 수채화 용지보다 매끄러운 마커 용
지에 훨씬 더 선명하게 찍힙니다.

Simple
technique

당신이 급할 때에는 잡동사니 보관함에서 스
탬프를 찾으세요!  골드파버 아쿠아 듀얼 마커
로 스탬프를 표현하기 쉽습니다! 종이 위에 스
탬프를 찍어보세요. 색상이 마른 후 듀얼 마커
의 단단한 끝을 사용하여 윤곽이나 강조 포인
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라이던트

색상을
만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카드나 선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일 년 내내 많습니다. 
 “꽃”세트의 골드파버 아쿠아 듀얼 마커는 다
양한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다른 재료와 결합
하여 작은 콜라주를 만들면 창작물의 개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신문 조각, 사진, 스티커, 예쁜 테이프, 깃털, 
우표 및 기타 많은 것들을 수집하세요.
이 도구를 예술적 요소 및 그림과 능숙하게 결
합하여 아름답게 구성해 보세요. 당신의 손글
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카드와 선물은 매우 인
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카드 중 하나가 액
자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With newspa-

per cuttings

With tape

Or simply 

drawn

Quickly
made!

Your               for every season

Techniques



With tape

직접 만든 포장지는 선물에 특별함을 더합니
다. 모두가 이 선물이 당신이 준비 했다는 것
을 바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Use the 
combination 
of line and 

surface

Beautifully 
packaged



노트라는 단어는 정말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
지만, 이 노트를 자신만의 일일 계획표로 디자
인하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한 해를 계획
하고, 체력을 기록하고, 노트에 아이디어를 기
록하거나 좋아하는 레시피를 써 내려가 보세
요. 처음 몇 페이지는 지속적으로 더해질 수 
있는 목차를 위해 여유 공간으로 비워 둬야 
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골드
파버 아쿠아 듀얼 마커세트를 사용하면 표, 통
계 또는 주간 계획을 다채롭고 개별적인 모양
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일일 계획표는 가장 친한 친구
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Bullet journaling 

Techniques



업사이클링은 자원을 제한하고 환경을 보
호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행
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도 우리는 
각자 환경보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Graffiti”테마 세트의 산뜻한 색상을 틴, 
테트라 팩, 잡지 및 포장 박스와 같이 그
냥 버릴 수 있는 것들에 써보세요. 예를 
들어 평범했던 깡통이 장식된 포장 덕분
에 멋진 연필꽂이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
습니다!

무빙 박스도 인사를 건네는 축하 카드나 
패키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거친 소재 위에 마커를 사용
했을 때 펜촉이 마모될 수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단 업사이클링 재료를 찾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
입니다!

Snazzy pencil 

holder made 

from a tin

Stylish vase out of Tetra Pak

Cool
gifts!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화면을 통해 2차원 
이미지를 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3차
원을 모두 포착하는 것은 드로잉에서 매우 중
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더 나
은 연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드로잉 하는 것에 대
해 열정을 되찾았으며 드로잉 트렌드의 아이
디어를 어반 스케치와 풍경 스케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적절한 장비를 갖
추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Tuscany”테마 
세트에는 풍경과 자연스러운 음영에 필요한 
정확한 색상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필, 
물, 붓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sketching  
Urban and  

Urban

sketching

Perfect
for urban
sketching

Techniques



Grey 
controls
depth

is not grey! Darken 
colour with 
grey

Painted with 

water

골드파버 아쿠아 듀얼 마커의 밝은 색상 군을 
사용하면 단색 그림이 즉시 표현되지 않습니
다. 그러나 곧“Shades of Grey”테마 세트의 
그레이 톤으로 그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톤으로 표현된 드로잉은 필수 요소에 
대한 안목을 훈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톤의 
깊이에 대해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줍니
다. 추가로 따뜻한 톤과 차가운 톤을 창의적으
로 혼합하여 회색 팔레트를 확장하세요. 포인
트 컬러를 추가하여 그림에 화려한 느낌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테마 세트는 다른 색상을 어둡게 하거나 색상
을 구분 짓는 데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색상의 
회색과 차가운 색상의 회색을 사용하여 사진
에 깊이를 더할 수 있고 당신의 그림과 색깔에 
음영을 줄 수 있습니다.



Also 
test graphic 

styles

파버카스텔은 컬러를 믹스하여 표현하기 
쉽지 않은 인물 표현을 위해 특별히 스킨 
톤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인물 사진의 경우 적절한 조명이 중요합
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 얼굴에 빛이 어
느 방향으로 비추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얼굴의 그늘을 표현해 낼 수 있
습니다. 그림자 영역으로 부드럽게 전환
하려면 워터 브러시로 색상을 칠하세요. 
그림자의 강도에 따라 더 어두운 색상이 
중첩되거나 그레이 색을 포함하여 더욱 
어둡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초상화를 일러스트 스타일로 그리
는 것을 선호합니까?
축소, 과장, 변형된 비율 및 비현실적인 
색상으로 실제 인물 사진과는 다릅니다. 
두 그림 스타일 모두 매력이 있습니다. 어
떤 스타일이 당신과 잘 어울리는지 찾아
보세요!

Techniques



         Colour                 No. Colour name

104 light yellow glaze

205 cadmium yellow lemon

206 lime

107 cadmium yellow

208 middle chrome yellow

109 dark chrome yellow

113 orange glaze

115 dark cadmium orange

122 brilliant red

121 pale geranium lake

126 permanent carmin

128 light purple pink

229 pink

125 middle purple pink

228 magenta bright

284 purple

119 light magenta

139 light violet

196 lavender light

197 lavender dark

137 blue violet

249 mauve

248 sea blue

247 indanthrene blue

151 helioblue reddish

446 sky blue pastel

110 phthalo blue

449 azure blue

164 water blue

245 manganese blue

         Colour                 No. Colour name

154 light cobalt turquoise

356 light cobalt green

158 deep cobalt green

264 dark phthalo green

163 emerald green

171 light green

112 leaf green

267 pine green

370 May green yellowish

174 chromium green opaque

269 green ochre

263 caput mortuum violet

227 alizarin madder lake

190 Venetian red

187 burnt ochre

186 terracotta

183 light yellow ochre

185 Naples yellow

283 burnt siena

195 vintage pink

114 pale pink

116 apricot

281 sand

282 hyacinth

272 warm grey III

279 purple grey

277 titanium violet light

230 cold grey I

233 cold grey IV

199 black

Have
fun

painting!

Colours



16 46 24

16 46 12

16 46 18

16 46 06 16 45 22

All 60 colours are also available as single pens.

Asso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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