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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보호는 제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필기구 산업에서 유일무이한 세계적인 탄소 중립 회사

독일 Rheinland 기술 검사 협회는 Faber-Castell이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회사

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있는 회사 소유의 생태 숲은 환

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별의“친환경 제품”을 내세우는 대

신에, Faber-Castell 제품들은 사용하는 내내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칩니

다. 내구성이 좋고 오염물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리필이 가능하며 탄소 

중립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Bio와 재사용 플라스틱을 사용

하여 Faber-Castell의“친환경 발자취”를 향상합니다.



Faber-Castell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두 제조업체들 중 하나인 Faber-Castell은 쓰기, 드로잉,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고급 브랜드입니다. 파버카스텔은 20억개 이상의 연필과 

색연필 생산능력을 가졌으며, 세계에서 목재 연필 제조업체의 선도자로서 우드

케이스 연필 분야에서 가장오래된 제조업체 입니다.

Art&Graphic은 아티스트와 그림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Vincent van Gogh부터 Karl Lagerfeld까지, 일류의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예술가들은 그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술가를 위한 고

품질 안료는 내광성을 보장하여 수십 년간 빛이 바래지 않고 본연의 색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은 동일한 색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술

가들은 재료를 효율적으로 혼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rawing

Ecco Pigment

에코 피그먼트 펜은 제도 도면(Drawing)의 

최종 작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필로 그

려진 예비 스케치는 펜으로 따라 그린 후, 연

필 선을 지워도 잉크 선은 깨끗하고 분명하

게 남습니다. 

에코 피그먼트 펜은 제도 도면(Drawing)에 

안성 맞춤입니다. 긴 메탈로 감싼 펜 촉은 자

와 템플릿으로 그림을 그릴 때 좋습니다. 여

러 두께의 펜을 사용하여, 깔끔하고 정밀한 

규격의 선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에코 피그먼트 펜으로 일러스트레이션(Illu-

stration)을 그리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입니

다. 선 그리기, 수채화 또는 아크릴 그림에

서 강조하기, 움직이는 동안에 빠른 스케치, 

콜라주 기법의 결합 등, 쓰이는 용도는 매

우 많습니다.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직접 손으로 선을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계속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에코 피그먼트 펜은 손실 없는 

디지털화로 정확하게 선을 만들어 이 분야

에서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Drawing



Ecco Pigment

에코 피그먼트 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얇은 수

성펜(Fineliner)입니다. 높은 발색력, 내광성 잉크로 

되어 있어, 기술적인 드로잉, 삽화, 캘리그라피, 증

명서와 서류들에 글을 쓸 때 적합합니다. 액체를 

잘 흡수하는 용지에서 에코 피그먼트 펜은 잘 번

지지 않으며, 투명 용지에서는 지우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펜의 인체 공학적 모양은 많은 드로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코 피그먼트의 몸통 부분과 뚜껑은 재활

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코 피그먼트 펜의 두께 0.05mm부터 0.8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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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두께 • 4가지 색상



Ecco Pigment

Techniques · Hatching 

해칭기법 (Hatching)

평행하고 밀집한 선들로 그린 해칭은 멀리

서 보면 하나의 색상으로 보입니다. 선들이 

서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표면은 더 어둡

게 보입니다. 

크로스 해칭 (Cross hatching)

다른 방향과 다른 색상의 선들을 겹침으로

써 넓은 범주의 새로운 색상 명암을 줄 수 있

습니다. 크로스 해칭 (cross hatching)의 경

우, 선들이 다른 각도로 겹쳐집니다. 다양한 

크로스 해칭은 색깔을 배합하여 흥미로운 색

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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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illism

점묘법(Pointillism)

점묘법이라는 단어는 불어“점(point)” =“

점(dot)”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그림 기법

은 점(dot)만을 사용하여 묘사됩니다. 다양

한 크기와 색상의 점들은 하나의 그림을 만

들며, 점들의 밀도는 완성된 그림의 색조 값

을 결정합니다. 에코 피그먼트 펜의 주요 장

점은 몇 천 번 점들을 찍고 나서도 펜 촉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선과 점들의 크기와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점묘법의 효과는 멀리서 보았을 때 드러납니

다. 관찰자가 그림에서 멀어질수록, 많은 점

들이 완전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 효과는 

인쇄 분야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아래 그림

도 점들의 밀도와 겹침을 이용하여 그려졌

습니다. 



Comic

Felix Görmann

독일 베를린(Berlin) 출생

예술가 이름 : Flix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in Saarbrücken and 

Barcelona

신문사와 국내외 출판사에서 만화가로 근무

www.flix.de

“저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게 있어, 

만화는 가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은 뚜렷하고 선명한 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리고 이러한 그림을 작업할 때 좋은 방법은 에코 

피그먼트 펜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예비 연필 스

케치를 지우더라도 번지지 않고 검은색으로 유

지됩니다.”

Felix Görmann





Pointillism

이탈리아 밀라노(Milano) 출생

독학자

그래픽, 점묘법, 판화

www.zeropuntouno.eu

“색연필과 붓, 컴퓨터 없이 깨끗하

고 하얀 거친 종이에 펜화를 재현할 

수 있는 우수한 펜과 아이디어만 있

으면 됩니다. 또, 현실에서 0.1mm 떨

어져 12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종이 

위에서 라인댄스를 출 수 있는 손 하

나만 있으면 됩니다.”

Giulio Stoppani





Mandala · Zentangle  · Tattoo

® 

® 

독일 에를라브룬(Erlabrunn) 출생

Hof 예술가협회 회원

프리랜서 아티스트

atelier-1984.jimdo.com

“저는 에코 피그먼트 펜이 매우 다재다능하

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피그먼트 펜은 만다라

(Mandala), 젠탱글(Zentangle) 그림, 타투 디자

인에도 쓰이고 초상화를 부각시킬 때에도 사용

됩니다. 예를 들어, 0.05mm 촉은 특히 속눈썹을 

그릴 때 좋습니다.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

의 층을 겹치지 않고도 만다라(Mandala)와 젠탱

글(Zentangle) 그림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잉크는 종이에 매우 빠

르게 흡수되어 번지지 

않습니다. 펜은 손에 

최적화 되어 있고, 

매우 다양한 용

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 불교 등에서 

우주 법계의 온갖 덕

을 나타내는 둥근 그림

젠탱글: 단순한 패턴을 

반복해 그리는 그림. 

‘젠’(zen, 선)과 ‘탱글’

(tangle, 복잡하게 얽힌 선)의 합성어

Natalie Gehre





Calligraphy · Handlettering

독일 만하임(Mannheim) 출생
색상 디자인과 캘리그라피 전공 in 
Hildesheim
색상 디자이너와 폰트 아티스트
www.kalligrafie-propfe.de

“저는 신속하게 캘리그라피(Calligra-
phy) 스케치 또는 핸드래터링(Hand-
lettering) 작업이 가능한 파버카스텔 
에코 피그먼트 펜과 같은 파인라이너
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0.5mm
부터 0.7mm 두께의 펜 촉은 잉크를 
찍어 쓰는 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더 
얇은 펜 촉은 세밀하고 우아한 핸드
래터링(Handlettering)에 아주 탁월합
니다.” 

Joachim Propfe





Mixed Media

Ecco Pigment + Castell 9000

에코 피그먼트 펜은 강한 윤곽과 강조를 

표현하는데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른 등

급의 카스텔 9000 연필로 표현한 음영은 

에코 피그먼트 펜의 선을 덮지 않아, 선들

은 선명한 검정색을 유지합니다. 



Ecco Pigment + Albrecht Dürer artists’ 
watercolour pencils

Ecco Pigment + Castell 9000

알버트 뒤러 전문가용 수채색연필과 함께 

사용할 때, 에코 피그먼트 펜은 방수 기능

으로 수채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수채

화 물감을 칠해도, 스케치 선은 변하지 않

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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