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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새로운 산림 사업은 지역 농민들의 생활과 파버
카스텔의 목재 공급을 책임집니다.

파버카스텔은 사회적이고 지속 가능한 콜롬비아의 산림 사업을 통해 탄소중

립회사의 선도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약 2,000 헥타르에 달하는 콜롬

비아의 리오 막달레나 땅에서 농민들은 미래의 연필 생산을 위한 나무를 심

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숲은 지나친 방목과 홍수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침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숲의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임금

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환경사

업은 UN의 <청정개발체제> 프로그램에 세계 최초로 인증된 프로젝트입니다. 

파버카스텔은 기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활동과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

권 판매가 허락된 민간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파버카스텔은 목재 연필 제조업체의 선도자로서 사용 목재의 100%가 지

속 가능한 산림을 통해 공급을 받으며, 목재의 95% 이상이 FSC 인증을 받

았습니다.

!



파버카스텔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1761년에 설립된 파버카스텔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필기구 회사로, 오랜 전

통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8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가족기업입니다. 

파버카스텔은 오늘날 120개국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9개국의 제조업

체와 23개국의 판매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파버카스텔은 연간 20억이 넘는 흑연 연필과 색연필을 생산하며 세계를 이

끄는 목재 연필 제조업체입니다. 국제 시장에서 파버카스텔의 선도적인 위치

는 최고의 품질과 다양한 제품의 혁신을 위한 전통적인 신념을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파버카스텔 Art&Graphic 제품은 예술가와 취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최고

의 상품입니다. 창조적인 정신은 빈센트 반 고흐에서부터 칼 라거펠트로 이어

져 오고 있습니다. 예술가를 위한 고품질의 제품은 작품이 수십 년간 빛이 바

래지 않고 본연의 색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모든 제품은 동일한 색

상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안정적인 재료 혼합이 가능합니다. 



캘리그라피란? 

캘리그라피(Calligraphy)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를 어원

으로 합니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κάλλοά, 

kallos)와 '서체, 글쓰기'를 뜻하는 그라페(γραφά, 

graphe)의 합성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름다운 서체, 

혹은 아름다운 서체를 고안해 글씨를 쓰는 예술을 

뜻합니다. 

파버카스텔에서 ‘캘리그라피’란?

이 책자에서, 파버카스텔은 ‘캘리그라피’의 세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PITT 아티스트 펜을 사

용하여, 간단한 작업을 통해 멋진 아트워크를 만드

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한

계가 없습니다!

캘리그라피란?
기본정의



캘리그라피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PITT 아티스트 펜 
기본정의

PITT 아티스트 펜? 

잉크 드로잉은 수 많은 나라와 예술가들에게 매

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력과 

커버력, 다른 회화 기법과 혼합 가능한 잉크의 특

징은 예술가와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끌

어 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파버카스텔은 

현대적인 인디언 잉크와 브러쉬 펜의 장점을 결

합한 PITT 아티스트 펜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

습니다. 고품질의 브러쉬 펜은 일직선으로 곧게 

사용하거나 혹은 구부러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굵기의 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가 높은 

밝은 색상과 커버력이 좋은 어두운 색상은 덧칠

하는 작업에 매우 용이합니다. PITT 아티스트펜

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광성을 지니고 있으

며, 각각의 낱색은 내광성을 의미하는 별표(*)의 

색상표에 따라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팁의 다양성

● 다양한 두께의 팁 : 9가지 (블랙 색상) / 4가지 (상귄&세피아) 
● 그래픽 아티스트,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캘리그라퍼, 건축   

  가들이 사용하기에 이상적임

16 71 00 16 71 15 16 71 39

XS	≈	0.1	mm
S		 ≈	0.3	mm
F	 ≈	0.5	mm
M	 ≈	0.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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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T 아티스트 펜의 특성
기본정의

PITT 아티스트 펜의 특성 

● 탁월한 내광성의 인디언 드로잉 잉크

● 탄력있는 브러쉬팁은 세밀한 묘사 표현

● 자유로운 곡선 작업을 할 수 있음

● 그래픽, 아티스트,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 캘리그라피, 건축가 등 사용에 이상적임

● 알버트 뒤러 전문가용 수채색연필과 함께 

  혼합기법에 탁월함



● 그래픽 아티스트,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캘리그라퍼, 건축   

  가들이 사용하기에 이상적임

16 71 01 16 71 02 16 71 16 16 71 37

팁의 다양성

XS	≈	0.1	mm
S		 ≈	0.3	mm

F	 ≈	0.5	mm
M	 ≈	0.7	mm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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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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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1 09 / 4입 26 71 07 / 4입

PITT 아티스트 펜 구성
기본정의

16 71 03 / 6입16 78 08 / 8입



● 탁월한 내광성의 인디언 드로잉 잉크

● 알버트 뒤러 전문가용 수채색연필과 혼합기법에 탁월한 효과

16 71 06 / 6입16 71 04 / 6입 16 71 05 / 6입

16 71 64 / 6입16 71 62 / 6입 16 71 63 / 6입

1.5		≈	1.5	mm
C	 ≈	2.5	mm
SB	≈	3~4	mm



26 74 20 / 12입 26 74 21 / 12입

26 74 23 / 12입 26 74 24 / 12입

26 74 22 / 12입

16 71 46 / 12입

16 71 50 / 60입16 71 47 / 24입 16 71 48 / 48입

PITT 아티스트 펜 색상
기본정의



16 76 01

16 76 99

PITT 아티스트 펜 빅 브러쉬

● 아티스트 펜보다 약 5배 정도 굵은 브러쉬 팁

● 고탄력의 브러쉬팁은 자유자재로 변형하여 사용 가능

● 넓은 면과 좁고 섬세한 획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음

● 빅 브러쉬 화이트 : 그림의 음영 표현에 사용

● 총 95가지 색상의 다양한 팁
● 그래픽 아티스트,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캘리그라퍼, 건축   

  가들이 사용하기에 이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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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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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베이스라인 (Base line)

대소문자의 밑에 놓여진 선

2  어센더라인 (Ascender line)

소문자 어센더 머리가 정렬되는 선

3  캡라인 (Cap line)

대문자 머리가 정렬되는 선

4  어센더 (Ascender)

소문자 b, d, h, l 등과 같이 x 높이

보다 위쪽으로 뻗은 부분

5  디센더 (Descender)

소문자 g, j, p, q, y의 베이스라인 

아래로 뻗은 부분

테크닉
캘리그라피의 기초

6  엑스하이트 (x-height)

소문자 x의 높이를 말하며, 베이스

라인에서 엑스라인까지의 거리

7  엑스라인 (x-line)

소문자의 머리가 정렬되는 기준선

8  슬랜트라인 (Slant line)
올바른 경사를 보여주는 가이드

라인



펜 각도 (Pen angle)

펜촉이 종이를 맞대어져서 생기

는 각도. 각도에 따라 글자의 굵

기가 달라짐

슬랜트 (Slant)

수직에서 측정된 글자의 기울기

팁의 두께 (Nib width)

필기구 팁의 두께

덕터스 (Ductus)

글자를 구성하는 방향과 획의 순

서를 나타낸 숫자

헤어라인 (Hairline)

글자 중 가장 얇은 획

다운스트로크 (Downstroke)

아래 방향으로 내려 긋는 획

플러리쉬 (Flourish)

글자에 추가되는 장식

크로스바 (Cross bar)

글자의 일부를 형성하는 수평 획 

(t 또는 H)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캘리그라피의 기초 테크닉부터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2

3



펜촉의 다양성
브러쉬 팁과 일자형 팁

올바르게 잡는 법 

검지와 엄지 사이에 펜을 놓고, 중지로 

지탱해줍니다. 안정적으로 펜을 잡게 

되면 제어가 가능하면서 편안한 방법

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손이 빨

리 피로하게 됨과 동시에 서체 모양이 

뻣뻣하게 나타납니다. 펜을 잡는 각도

에 따라 서체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수직에 가깝게 세울 경우 얇은 

선이 나오며, 평평한 각도는 굵은 선

을 만듭니다.



브러쉬 팁

브러쉬 팁은 캘리그라퍼들이 주로 쓰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붓은 동양 

문자에 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일반적인 

캘리그라피는 퀼, 갈대 펜 또는 금속 펜

촉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종류

의 캘리그라피용 펜이 있습니다. 가장 자

주 사용되는 펜의 종류는 브러쉬 팁과 일

자형 팁입니다.

일자형 팁

브러쉬 팁과 비교해보면 일자형 팁은 얇

고 굵은 선으로 이루어진 깔끔한 느낌의 

서체를 쓰기에 적당합니다. 일자형 팁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아랍과 서양

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자형 팁은 

두꺼운 면과 얇은 옆면을 사용해 굵고 얇

은 선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PITT 아티스트 펜은 다양한 색상과 펜촉이 있습니다.



위로 쓰기 - 약하게

아래로 쓰기 - 강하게

강약의 조합

브러쉬 팁에 가하는 압력

브러쉬(B)는 누르는 힘의 세기에 따라 완

전히 다른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힘의 

세기를 조절하면 굵고 얇은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서체의 스타일에 따라 

힘의 세기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힘의 세기를 강하게 하면 굵은 선이, 약

하게 하면 얇은 선이 만들어집니다. 내려

가는 선에 힘을 강하게 주고 올라가는 선

에 힘을 약하게 주며 다양한 굵기 연습

을 해봅니다.

브러쉬 팁을 이용한 캘리그라피는 재미

있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글씨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힘의 세기를 조절하여 선 

굵기를 제어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테크닉
펜의 강도



일자형 팁 바르게 쓰기 

일자형 팁을 사용할 경우, 일정한 힘을 

가해야 합니다. 



브러쉬 팁으로 리듬감있게 쓰기

일자형 팁으로 리듬감 있게 쓰기

리듬감 있게 쓰기

캘리그라피에서는 리듬감이 특히 중요합

니다. 이것은 각각의 획을 만드는 일을 동

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어

하면서 글을 쓰려면 느린 속도로 쓰기 시

작한 후, 나중에 속도를 높입니다.

공간과 면적

글자 사이의 간격은 글자의 스타일과 구

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림에 나와 있

는 ‘Calligraphy’의 이중 ‘l’처럼, 2개

의 얇은 글자가 연속으로 올 경우에는 

‘l’에 글자 사이 간격을 좀 더 넓혀주

고, 옆에 있는 ‘a’와의 글자 간격을 좁

혀줍니다.  

가장 조화로워 보이는 정도로 글자 사이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테크닉
펜의 각도와 리듬감



펜의 각도

이상적인 조합의 결과를 이루어내려면, 

안정적인 펜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

도가 클수록 선의 굵기가 현저하게 차

이 나고, 선의 얇고 굵은 면적이 글씨체

의 특징을 만듭니다. 

연필로 먼저 연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연필은 스크립트를 스케치 하는 

용도로도 적합합니다.



단순한 브러쉬 팁 글자

브러쉬 팁을 사용한 캘리그라피는 선의 굵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알파벳 예문에 있는 어센더와 디센더는 x높이의 2배입니다. 대문자

는 x높이의 1.5배입니다.

파버카스텔 PITT 아티스트 펜 브러쉬(B)는 60가지의 색상이 있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은 도구입니다. 

브러쉬(B)는 누르는 힘의 세기를 강하게 하면 굵은 선이, 약하게 하

면 얇은 선이 만들어집니다. 내려가는 선에 힘을 강하게 주고, 올라

가는 선에 힘을 약하게 주며 다양한 굵기 연습을 해봅니다. 브러쉬 

팁을 이용한 캘리그라피는 재미있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글씨 연

습을 시작하기 전에 힘의 세기를 조절하여 선 굵기를 제어하는 연

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자의 종류
브러쉬 팁을 사용한 글자

엑스하이트                     x

어센더                          2x

디센더                          2x

기울기                          15°

대문자                         1.5x



템플릿 및 연습시트는 www.Faber-Castel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 알파벳

10세기 카롤리안 소문자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이 스크립트는 20

세기 초반에 “현대 캘리그라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존슨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초보자의 대부분은 클래식한 비

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문자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대문자

선의 굵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알파벳 V, W, X의 대각선을 

쓸 때, 펜의 각도를 45°로 만듭니다. 또한, 알파벳 K, Q, R, Z의 대

각선을 쓸 때, 펜의 각도를 20°로 만듭니다.

소문자 

대문자와 마찬가지로 v, w, x, y에서 생길 수 있는 굵은 선을 만들

지 않기 위해 펜의 각도를 45°로 만듭니다. z의 경우 펜의 각도를 

20°로 만듭니다.

글자의 종류
일자형 팁을 사용한 글자

엑스하이트  팁 두께의 5배

어센더  팁 두께의 2배

디센더 팁 두께의 3배

대문자 팁 두께의 7배

펜의 각도 대문자 25°

                          소문자 30°



이 문자는 오늘날 현대 쓰기의 기초가 됩니다.



이탤릭 알파벳

우아한 느낌을 주는 흐르는 필체의 이탤릭체는 캘리그라피의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초대장이나 안

부카드 디자인에 많이 쓰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타원모양의 “O”는 비대칭적인 곡선과 완만한 

기울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글자의 종류
단순 이탤릭 알파벳

엑스하이트 팁 두께의 5배

어센더 팁 두께의 2배

디센더 팁 두께의 3배

기울기 7°

대문자 팁 두께의 7배

펜의 각도 소문자 35° 



이탤릭체로 써진 문장은 세련미가 느껴지며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팁을 이용한 장식

PITT 아티스트 펜을 이용해 다양한 문자 스타일을 

시도해 봅니다. 그림자를 주거나 두 가지 색상을 섞

어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색상에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을 같이 사용하면 캘리그라피에 

입체감과 특별함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로 창의적이게
장식과 응용

카드 장식

그림자

컬러 그라디언트



두 가지 색상

특별한 첫글자

붓글씨 스타일

다양한 색상



일자형 팁을 이용한 장식과 응용

일자형 팁으로 창의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봅니다. 대

문자와 소문자를 섞거나, 글자의 끝 부분을 약간 구부

러진 형태로 변형해봅니다. 브러쉬 팁과 일자형 팁의 

조합도 좋은 방법입니다. 

캘리그라피로 창의적이게
장식과 응용

카드 장식

구부러진 모양



브러쉬 팁과 일자형 팁의 조합

다른 굵기로 쓰기

브러쉬 팁과 일자형 팁을 이용한 아티스틱 스크립트



Mr. and Mrs. Thomas Johnson
928 West Seagate Drive
Huntingtom New York 11875

Mr. and Mrs. Thomas Johnson
928 West Seagate Drive

Huntingtom New York 11875

Mr. and Mrs. Thomas Johnson
 928 West Seagate Drive
 Huntingtom New York 11875

규격 봉투

캘리그라피는 결혼식이나 공식행사의 초

대장 디자인과 주소가 쓰인 봉투에쓰입

니다.

많은 공식행사의 초대장은 두 개의 봉

투로 되어있습니다. 겉봉투는 주소와 받

는 사람이 쓰여있고, 속봉투는 받는 사

람의 이름이나, 간결한 초대 인사가 쓰

여있습니다.  

규격 봉투는 대부분 인쇄를 하거나 이탤

릭체로 쓰여집니다. 이름과 주소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또는 엇갈리게 작성합

니다. 글씨를 일자로 맞춰 쓰기 위해, 봉

투 안에 선이 있는 연습장 종이를 넣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캘리그라피로 창의적이게
편지봉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엇갈림



초대장에 주소를 쓰기 전에 봉투에 테스트해야 합니다. 실수를 대비해 

미리 여분의 봉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적인 봉투

캘리그라피로 쓰인 개인적인 편지, 안

부카드, 초대장은 한층 멋을 더해줍니

다. 브러쉬 팁과 전통 붓을 함께 쓰는 

것도 독특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을 크게 쓰고, 주소는 다른 

색으로 이름보다 작게 써서 이름에 각

도를 주거나 모양을 주는 등 다양한 레

이아웃으로 배치해봅니다. 



안부카드를 디자인하는 것은 새로운 캘리그라피 스

타일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 가족을 비

롯한 주변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카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캘리그라피로 테두리

를 만들거나 하트모양 또는 별 등의 손 그림을 그려 

꾸며줍니다.

캘리그라피로 창의적이게
캘리그라피 카드



카드를 꾸미기 위해 반짝이 장식, 보석 그리고 리본을 사용합니다.  



캘리그라피로 창의적이게
영감

사진 콜라주

캘리그라피는 사진 콜라주에 분위기를 더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사진과 함께 장소, 이름, 날짜, 즐거웠던 

추억, 기록하고 싶은 순간들을 메모합니다. 

조명 

색이 있는 반투명한 종이에 캘리그라피를 더해 조명

에 두르면 멋진 조명 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조명에 새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창의적인 안목으로 주변과 생활용품(공책, 달력, 핸드폰 케이스 등)에 캘

리그라피를 이용하면 더욱 멋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로 창의적이게
영감

선물 태그와 라벨

직접 만든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초콜릿, 잼, 과자 또는 파스타 소스 - 예쁜 선물 포장

을 뜯는 일이 아까워집니다.



책갈피

나만의 책갈피를 가장 좋아하는 책에 

맞춰 디자인합니다.

심심한 부엌의 허브 화분이나 상자들을 집에서 만든 태그를 이용해 시선

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6(한강로3가 16-18) 2층

●	PHONE:	02-712-1350			●	FAX:	02-3275-0804
●	WEBSITE:	www.faber-castell.co.kr

한국 총 대리점 코모스유통(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