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t Graphite Matt

FinestArtists’Quality·MadeinGermany

Sustainable commitment
Faber-Castell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TÜV-Rheinland®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프라타(Prata)에 위치한 파버카스텔 숲은
약 9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10,000헥타르에 달하는 소나무 숲은 지속 가능
한 목재 재고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로
전환하는 광합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합니다. 프라타의 파버카스텔 숲의 3분의 1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숲의 많은 부분이 희귀종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지속성과 더
불어 자연과의 존중된 상호작용은 환경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aber-Castell은 플라스틱
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대체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고품질
원료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품이 리필 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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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지속 가능한 산림
의 목재는 Faber-Castell
제품의 가장 중요한 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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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on our sustainability website:
https://www.faber-castell.com/corporate/sustainability

Faber-Castell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두 제조업체 중 하나인 Faber-Castell은 쓰기,
드로잉,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고급 브랜드입니다. 파버카스텔은 20억 개
이상의 연필과 색연필 생산능력을 가졌으며, 세계에서 목재 연필 제조업체
의 선도자로서 우드 케이스 연필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입니다.
Art&Graphic은 아티스트와 그림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Vincent van Gogh부터 Karl Lagerfeld
까지, 일류의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예술가들은 그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술가를 위한 고품질 안료는 내광성을 보장하여 수십 년간 빛이 바래지
않고 본연의 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은 동일한 색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술가들은 재료를 효율적으로 혼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itt Graphite Matt: the new black
Pitt Graphite Matt

전 세계 아티스트들은 수년 동안 매트하고 딥 블랙
표현이 가능한 흑연 연필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랜 연구 개발 후에 파버카스텔은 아티스트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흑연 연필‘PITT 매트 흑연
연필’
을 출시하였습니다.
PITT 매트 흑연 연필은 새로운 블랙을 의미합니다.
종이에 반사되는 정도가 확연히 줄어, 톤의 밀도가
높아졌으며 최대 깊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연필의 매트함은 독특한 질감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부드러운 필기감은 화려한
스케치 및 드로잉에 이상적입니다.
PITT 매트 흑연 연필은 파버카스텔의 모든 흑연
연필과 마찬가지로 단단하고 내광성이 우수하며,
연필 표면이 친환경 수성 바니시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8가지 경도로 출시되었습니다: HB, 2B,
4B, 6B, 8B, 10B, 12B, 14B

The degrees of hardness

연필은 본질적으로 흑연과 점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의
비율이 연필의 경도를 결정합니다.
흑연의 양은 어둡기를 결정하고,
점토는 결합제 역할을 하여 제작 후
연필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윤활유와 왁스는 연필의 부드러운
필기감, 강도 및 종이에 대한 밀착
력을 제공합니다.

10B

12B

14B

PITT 매트 흑연 연필은 중간 회색
톤 부터 딥한 블랙까지 차별화된 스
펙트럼을 제공합니다.
HB (H = hard and B = black)부터
14B까지 8가지 경도 중 그림에 적
합한 경도를 선택하세요.
B 앞의 숫자가 커질수록 더 어둡게
표현됩니다.
14B는 세계 최초의 경도로 극도로
깊은 블랙과 매트함이 결합하여
새로운 흑연 드로잉의 차원을 선보
입니다.

Pitt Graphite Matt and Castell 9000: a comparison

혁신적인 PITT 매트 흑연 연필은 매우
특별합니다. 매트한 외관은 카스텔 9000
연필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더 낫고,
더 나쁜 연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다를 뿐입니다.
PITT 매트 흑연 연필의 특징은 카스텔
9000 연필과 직접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카스텔
9000 연필 8B와 PITT 매트 흑연 연필
8B로 체스판 패턴을 칠해 보았습니다.

90°

View from
above 보는
/ top 시점
view
위에서
직각으로

A 처럼 그림 위에서 보았을 때, 두 영역
A
모두 외관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영역을 B 처럼 35도 각도로 비추
어 본다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PITT 매트 흑연 연필 영역은 여전히
어두운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카스텔
9000 연필 영역은 빛 반사로 인해 밝은
회색으로 보입니다.

Viewed
against
the light
빛과
반대
방향에서
보는 시점
ca. 35°

같은 부분을 빛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
으로 본다면, C
C 처럼 모든 영역이 비슷
하게 보일 것입니다.
빛의
발생
방향에서
보는
Viewed
in the
direction
of the incidence of light

시점
ca. 35°

카스텔
Castell 9000 /연필,
8B 8B
Pitt
흑연 Matt
연필,/ 8B
Pitt 매트
Graphite

Paper + tools
The paper

모든 회화 기법이 그렇듯, 종이의 선택도
취향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결정적인 기준은‘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이 무엇인가?’입니다. 사실적
인 느낌을 표현하려면 결이 거의 없는
매끄러운 종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좀 더 활기차고 예술적인 획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면 다소 거칠고
선명한 결의 수채화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동감 있고 불규칙적인
다양한 선을 표현하는데 용이합니다.

캔손
수채화지

지
트레이싱

종이 무게가 100g/m2보다 가벼워서는
안됩니다. 가벼운 종이는 힘주어 선을 그
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
니다. 또한 종이에 대한 흑연의 밀착력도
중요합니다.
화려한 느낌의 종이나 배경과의 조합은
다양한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용감하게
시도할 의향이 있다면 포장지, 색종이,
나무 등의 표면에 독특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도화지

Erasing and smudging as a stylistic device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우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러나 지우개, 지우개 연필, 아트 지우개는
단순히 교정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물 위의
불빛처럼 가는 선이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
분도 지우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무 연필
모양의 지우개 연필은 깎기 편하고, 지울 때
일정한 굵기를 유지하는데 용이합니다.
아트 지우개는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지우개가 하나의 점 모양이 된다면 더 가는
선모양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우개의 넓은
부분을 사용할수록 더 큰 영역을 빠르고 깨끗
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종이 모서리를 밝게
만들면 정확한 가장자리가 표현됩니다.
스머징은 매우 창의적인 기법입니다. 자연스
럽게 번지게 함으로써, 회색 톤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명도 단계를 고르게 하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머징 도구로 면봉, 브러시 그리고 스펀지 등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쉽게 사용 할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는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
끝입니다. 또한 샤프닝 나이프로 연필 심
끝을 긁어 흑연 가루를 모아 스머징 할 수
있습니다.

Classic drawing techniques
Parallel and cross hatching
모노크롬 드로잉에서는 회색 음영으로 물체
의 색상과 명암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인 기본적인 테크닉 중 하나는
해칭 기법 (병렬 해칭, 크로스 해칭)입니다.
해칭 기법이란 다양한 평행선이나 교차선을
이용하여 음영이나 명암등을 나타내는 기법
입니다. 개별적인 선 혹은 혼합된 형태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선의 굵기와 간격이 표면
의 느낌을 결정하며 선들이 서로 가까울수
록 더 어둡게 보입니다.
이 기법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된 형태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렬 해칭
병렬 해칭이란 선들을 서로 평행하게 배치
하는 기법입니다. 연필의 경도, 선의 길이와
간격에 따라 색의 밝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선을 겹쳐 올리며 다양한
혼합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크로스 해칭
크로스 해칭은 선들을 다른 방향, 각도로
겹쳐 다양한 결과를 연출하는 기법입니다.
서로 겹쳐진 면의 수가 많을수록 더 어둡게
표현됩니다. 연필의 경도, 선의 밀도 등이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 냅니다.

Shading and combining techniques
음영기법
연필을 평평하게 유지하여 넓은 표면을 종이와
접촉시키면, 불규칙적인 스크래치 없이 균일한
회색 영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의 압력과 연필 경도에 따라 밝은 색부터
어두운색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표면이 거친 종이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나타납
니다. 음영을 나타낼 때, 흑연 입자가 거친 종이
표면 끝에만 남아 생생한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
입니다.
혼합기법
위에 보인 각 드로잉 기법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법의
조합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각 기법을 능숙하게
활용한다면, 서로를 보완하여 밀도 높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eas of use
Photorealism and portrait drawing
모노크롬 드로잉 작업을 주로 하는 아티스
트들은 블랙이 항상 블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PITT 매트 흑연 연필의 검은 색감은 보는
각도에 상관없이 정교하고 깊은 톤이 잘
나타납니다.
HB에서 14B까지, 8가지 경도는 아티스트
들에게 광학적 색채와 초상화 작업 시 필요
한 회색 톤을 모두 제공합니다.
아티스트들은 톤을 세심하게 쌓음으로써
명료하고 디테일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
갑니다. 머리카락, 털, 깃털과 같은 섬세한
구조물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Uniquely matt
문서화를 위해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스캔
할 때, PITT 매트 흑연 연필의 효과가 제대
로 나타납니다.
빛 반사가 적고 흑연의 기존 검은 색감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입니다.
PITT 매트 흑연 연필은 모든 장르의 그림에
적합한 재료입니다. 아티스트의 드로잉
스타일은 지문만큼 유일무이하며, 그림이
자연주의적인지 기술적인지 혹은 부드러운
터치로 그린 것인지 상관없이 그림의 느낌
을 결정합니다.

Drawing in a new dimension
An interplay of glossy and matt
Castell
카스텔
90009000
연필, 8B

Graphite
Matt 8B
PittPitt
매트
흑연 연필,

아티스트들은 끊임없이 새롭고 독특한
표현방식을 찾습니다.
카스텔 9000연필의 광택과 PITT 매트 흑연
연필의 광택을 한 그림 안에 결합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역광 조명을 이용하면
창의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티스트는 두 가지 응용방법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A 는 PITT 매트 연필로 검은색 면을
칠한 뒤, 그 위에 카스텔 9000연필로
나무를 그린 것입니다.

위에서 직각으로 보는 시점

Viewed from above: draw trees with a Castell
9000 on an area created with a Pitt Graphite
Matt

다음 페이지의 예시 B 는 두 번째 방법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2가지 연필 영역은 의도적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칠해줍니다. 이때, 조명으로
인한 색감 대비가 A
A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아티스트들의
상상력을 통해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작업 가능합니다.
빛과
반대the
방향에서
보는 시점
Viewing
same drawing
against the light

Planned black areas

B

카스텔 9000 연필 영역, PITT 매트 흑연
연필 영역을 미리 계획합니다.

카스텔 9000 연필, PITT 매트 흑연 연필
번갈아가며 채색합니다.

완성된 그림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
입니다.

완성될 그림을 빛에 비추어 바라봤을 때
모습입니다.

You can find the template for this picture at www.faber-castell.com.

Artistic combinations
Fascinating picture worlds

아쿠아 흑연 연필

PITT 매트 흑연 연필은 다용도의 매력적인
연필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표현 방법을
찾는 아티스트들에게 혁신적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쿠아 흑연 연필이나 알버트
뒤러 수채 색연필과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
새롭고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알버트 뒤러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PITT 매트
흑연 연필로 그린 뒤 아쿠아 흑연 연필의
번지는 특징을 이용하여 음영을 표현하면
위와 같은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위 그림)

다른 매력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알버트
뒤러 수채 색연필로 채색한 부분은 PITT
매트 흑연 연필로 그리기 좋은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채화와 연필 드로잉의 예술적
결합입니다. (왼쪽 그림)

약간의 컬러 포인트는 PITT 매트 흑연
연필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폴리크로모스 유성 색연필과의 은은한
조합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차갑거나
따뜻한 그림의 세계로 끌어들여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균형 잡힌 색상
조합은 흑연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더 나아가, 컬러로 채워진 영역 또한
모노크롬 드로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폴리크로모스 제품군은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할 수 있습니다.

폴리크로모스
전문가용 유성 색연필

Overview of tools

연필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깎을 수
있는 연필깎이
18 31 00

전문가용 연필, 색연필과 흑연 종류에
사용하기 위한 다목적 나이프

18 13 98

흑연 드로잉을 수정하기 위한,
모양 변형이 가능한 니더블 지우개

12 72 20

연필선을 깔끔하게 지우기 좋은
PVC-free 지우개
18 87 30

드로잉 시 그림의 음영 및 번짐 효과
작업이 가능한 블렌딩 도구, 찰필
12 27 80

11 52 07

11 5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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