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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oduction

is climate neutral

필기구 산업에서 유일무이한 세계적인 탄소
중립 회사. 기후 보호는 제품에서부터 시작
합니다.

TÜV-Rheinland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프라타 (Prata)에 
위치한 파버카스텔의 숲은 9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10,000헥타르에 달하는 파버카스텔 숲은 지속 가능한 목재 재고
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로 전환하는 광합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합니다.
프라타에 있는 소나무 숲의 3분의 1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숲
의 많은 부분이 희귀종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
성과 더불어 자연과의 존중된 상호작용은 환경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채로운
색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두 제조업체들 중 하나인 Faber-Castell

은 쓰기, 드로잉,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고급 브랜드입니다. 

파버카스텔은 20억 개 이상의 연필과 색연필 생산능력을 가졌

으며, 세계에서 목재 연필 제조업체의 선도자로서 우드케이스 

연필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업체입니다.

Creative Studio는 테크닉 상관없이 초보자들부터 그림에 취미

를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모든 제품은 동일한 색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감을 

주는 소재, 뛰어난 안료 등을 갖춘 고품질 제품입니다.

Faber-Castell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파버카스텔은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
과 선명한 색상들로 영감을 불어넣
고자 합니다.

고체 물감은 그들만의 장점을 가진 
멋진 도구입니다. 아티스트들은 항상 
액체형 물감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바로 고체 물감의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파버카스텔 고체 물감과 워터브러쉬
를 사용한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드로잉 할 수 있는 최적의 기본 
도구를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영감을
주는 도구



Pitt 아티스트펜

메탈릭 마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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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경도

48 컬러

오일 파스텔

소프트 파스텔

36 컬러

The 

Creative Studio                       
                         Assortment

6 컬러

24 컬러
수채 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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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bstifte in 48 

Farben
Farbstifte in 48 

FarbenColour pencils in 48 colours
골드파버 유성색연필

골드파버 수채 색연필

골드파버 연필

72 컬러

66 컬러



기발한
수채기법들

이동 중 사용 가능한 
고체 수채물감

이동중에도 
드로잉이 

가능합니다!

고체 물감은 어반스케치의 가장 적합한
트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나 야외에서 스케치를 
즐기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때,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그림을 생생
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인터넷에 전 세계적으로 서로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많은 
아티스트 커뮤니티들이 존재합니다. 
이 활기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보세요!

당신도 해당된다면 어반스케처로, 현장에서 
바로 주변 상황을 수채화로 작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반스케처들은 완벽하게 
똑같이 표현하기보다는, 독창적인 시각과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Tip*
스케치북에서 색감과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집에서 그림을 완성할 때, 색감이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케치북
이동 중에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북은 
매우 중요하며, 매일 매 순간을 기록하는 
일종의 일기와 같습니다.

Sketchbook  "Nostalgy"
11 x 15 cm

ZigZag book
14 x 14 cm
Pages are folded
like an accordion

Travel Booklet 

9 x 14 cm
Drawing
outdoors

스테이플러 혹은 용수철로 고정되어 있거나, 
양쪽이 접착되어 있는 백지, 컬러지 등 모든 
모양과 사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의 
스케치북들이 있습니다. 고체 물감으로 채색
할 때, 수채화 종이로 이루어진 스케치북을 
사용해야 종이 모양이 변형되지 않습니다.



보통 어반 스케치를 할 때, 연필이나 
파인라이너 펜으로 스케치한 뒤 수채
물감으로 채색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또는 수채물감만으로 작업하는 아티스
트들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은 
편리한 휴대를 위해 적은 양의 재료로 
작업하기를 원합니다.

분리 가능한
팔레트

2

1

*Tip*
Pitt 아티스트펜 (인디안 잉크)는 건조 

후 번지지 않으며 방수가 됩니다. 

이는 Pitt 아티스트 펜 위에 수채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체 수채 물감

Pitt 아티스트펜 (인디안 잉크)는 건조 

Pitt 아티스트펜 (인디안 잉크)는 건조 Pitt 아티스트펜

그러므로 소형 고체 수채물감 세트, 
워터 브러쉬, 흑연 연필 그리고 잉크 펜의 
조합은 세상을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기본 도구입니다.

또한 이 세트 뚜껑은 탈부착이 가능하며 
팔레트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고체 수채물감 세트는 정말 편리합니다.
세트 바닥에 접이식 고리가 있어 안전
하게 손가락을 끼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쉬운 
브러쉬 
세척!

쉬운 

세트에 포함된 워터 브러쉬는 고체 물감
과 함께 활용하기 완벽한 도구입니다.
용량은 6ml며 어디서든 사용하기 편리
하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워터 브러쉬는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개발되었으며 실제
로 유용한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

Drawing
outdoors

캡을 워터 브러쉬 뒷부분에 끼우면,
워터 브러쉬는 최적의 길이가 되어 
손에 안정감 있게 안착합니다.
약간의 손 압력을 가하여 필요한 만큼 
물을 사용하세요. 고품질 합성모는 부드럽
고 탄력이 좋아 많은 양의 물감을 수용하
며, 잉크가 종이에 균일하게 발라집니다.

브러쉬는 종이나 천으로 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워터 탱크(몸체)에 조금 더 강한 
압력을 가하면, 붓 모까지 충분한 물이 흘
러나와 안료를 씻어냅니다.



캡을 사용한
독특한 기법

스크래핑

스크래칭
스크래칭

선명하게 강조하기
이렇게 작은 뚜껑으로 창의력을 
맘껏 펼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
나 했을까요?
워터 브러쉬 캡으로 다양한효과 
표현이 가능합니다.

[스크래핑 기법]
페인팅 나이프처럼 웨지 모양의 
면을 사용하여 물에 녹은 색들을 
종이 위에서 쉽게 이동시켜 특이
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기법]
캡에 홈이 파여진 부분은 독창적인 효과를
표현하는데 탁월합니다. 물감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자국 내어, 다양한 형태의 선
패턴으로 하이라이트 효과를 더해줍니다.



층층이 
쌓아

올리기
글레이징

기법

워싱 기법

이동 중에도 작업 시, 그림의 특정 위치에 
어떤 수채 효과를 적용시킬지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수채 기법들을 알아야 합니다.

[글레이징 기법] 
글레이징 기법은 색의 층을 쌓음으로써, 
깊이감을 부여하는 기법입니다. 반드시
건조된 후에 색을 덧칠해야 합니다. 겹겹이
색이 쌓여도, 기존의 색은 여전히 노출되어
다른 색들과 적절하게 어우러집니다.
얇은 색상 층은 비교적 빠르게 건조되어, 
이동 중 채색할 때 사용하기 좋은 기법입니다.

[워싱(Washing) 기법]
워싱 기법은 많은 물과 섞어 사용하지만 
층을 쌓는 글레이징 기법과는 다릅니다.
이 기법은 맑은 물로 종이를 적신 후 
채색하는 기법으로, 용지가 물에 젖을 
수록, 더 많은 색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축축하게 젖은 종이는 건조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건조시간을 감안
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세요.

Tech-
niques

수채 기법



[Wet in Wet 기법]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종이를 충분히 물로 적셔줍니다.
후에 물감을 칠해 더 많은 
색들이 유동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합니다.
이동 중에는 긴 건조시간이 필요한 
수채 기법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어반
스케치에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만약 
야외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미리 물에 
적셔 표현한 종이를 준비하세요.

*TIP*
묽은 색상은 젖어있을 때 보다 

건조된 상태일 때 더 가볍습니다.*TIP*

물에 젖은 표면을
미리 준비하세요!

누금기법

물에 젖은 표면을
미리 준비하세요!

[누금 기법]
누금 기법은 표면의 결이 
두드러지는 종이에 표현하기
좋습니다. 물기가 거의 없는 붓에
물감을 흠뻑 묻혀, 종이 입자 위에 
그대로 색상안료가 남아있게 하는 
기법으로 독특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누금기법



인체화 그리기
사람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기 때문에, 몇 개의 선만 있다
면 그림을 사람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필수조건은, 올바른 신체
비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을 그린다면, 오른쪽의 구성
표를 따라 도움말을 참고하여 더욱 
자신 있게 그려 보세요.

*TIP*
성인 몸은 머리크기의 약 7~8배,

2살 정도의 아이 몸은 머리크기의

약 5배입니다.
약 5배입니다.

스케치 선 위에
다채로운 색들을

채워보세요!

Tech-
niques

아래 팁들을 통해 인체화를
그려 보세요.

팔과 다리는 기존 길이의 절반인 
팔꿈치와 무릎에서 구부러집니다.

팔 하나를 자연스럽게 아래로 뻗
은 경우, 허벅지 위쪽으로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만약 몸 앞에서 두 손을 쥔다면, 
가랑이 부분에 위치할 것입니다. 
두 팔을 벌렸을 때의 길이는 사람
의 키와 비슷합니다.



윤곽선 
유무에 따른 

차이점

글레이징
 기법

윤곽선

몇몇 예술가들은 스케치 없이 
즉시 수채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종류의 그림을 선호한다면, 
인체 비율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얇은 수채화 선으로 그림의 윤곽
선을 스케치하여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채화에서 빛과 그림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특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글레이징 
기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색상 
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윤곽선이 없는 수채화는 선이 
있는 것보다 더 그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기법을 찾아보세요.

윤곽선



이동 시 그림을 그릴 때, 명암이나 그림자는
시간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정오 무렵의 밝은 햇살은 단단하고 짧은 그림
자를 만드는 반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의
빛은 좀 더 길고 극적인 그림자를 만듭니다.
물체나 건물에 그림자가 복잡하게 겹쳐있는
경우 방향을 잡기 위해 밝은 연필 선으로 그림
자의 흐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만 그림 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사진 가장자리에 화살표로 빛의 강도를
표시해보세요.

Tech-
niques

밝은 부분을 
마스킹 하세요!

그림의 깊이감은 빛의 발생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경꾼과 가장 가까운 그림의 일부분들
은 강하고 선명한 색들로 채색합니다.
멀리 떨어진 부분에는 물기가 많고 옅은 
색들로 칠하세요. 다른 때보다 더 푸르
스름한 느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밝기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에 색상이나 톤을 지정합니다.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칠할 때, 
전체적으로 얇게 채색을 시작하고 더 
많은 색들로 쌓아 올리며 그림중앙부분
과 앞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 하세요!

빛과 그림자



그림자
활용하기

*TIP*
수채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채색되면 

안되는 부분을 마스킹액으로 덮어주세요.

마지막에 마스킹 필름을 없애 빛과 그림자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면, 더욱 깊이감 있는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투시법 활용투시법 활용

간단하게 
정면도로

표현

*TIP*
사람들을 공간에 배치할 때, 오른쪽

그림의 사람 머리 처럼 신체의 같은

부분이 항상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Tech-
niques

투시법이란 대상물을 입체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점과 물체의 각 점을 연결하여 그리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팁만 있다면 실감 나게 집과 건
물들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투시법은 정면 관점으로
표현한 것 입니다. 이때에 소실점은 
필요 없으며, 건물의 모든 부분을 직각 
모양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람과 비교한 
나무의 비율을 측정해보세요.



H

깊고 
매력적인
빛의 표현

*TIP*
거리감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중심을 표시해야 합니다.

H

자주 사용되는 투시법으로 소실점을 
기준으로 선을 연장시켜, 입체를 
표현하는 투시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평선(H)를 그립니다.
수평선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연필을 눈앞에서 팔 길이로 잡고 
이 위치에서 예상한 후 종이에 
그립니다.

선 중심에 소실점(빨간색 점)을 표시
합니다. 이제 소실점에서 시작하여 
모든 물체 및 집의 가장자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투시법 활용



Gallery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

보세요!

파버카스텔 도구들이 많은 영감을 
주었나요? 여러분이 언제나 즐겁게 
그림을 그리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물을 보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긴장을 풀고 즐겁게 시도해보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No. Colour 24 36 48

156 cobalt green •

158 deep cobalt green • • •

276 chrome oxide green fiery •

161 phthalo green •

264 dark phthalo green • • •

166 grass green • • •

278 chrome oxide green • •

170 May green • • •

183 light yellow ochre • • •

190 Venetian red • • •

188 sanguine • • •

172 earth green • •

178 nougat •

280 burnt umber • • •

234 cold grey V •

199 black • • •

252 copper • •

353 bronze •

250 gold • • •

301 white metallic • • •

256 yellow fluorescent • •

257 green fluorescent • •

255 orange fluorescent •

253 rose fluorescent • •

No. Colour 24 36 48

104 light yellow glaze • • •

107 cadmium yellow •

108 dark cadmium yellow • • •

109 dark chrome yellow • • •

111 cadmium orange •

113 orange glaze • • •

117 light cadmium red • •

118 scarlet red • •

126 permanent carmine • • •

219 deep scarlet red • •

133 magenta • • •

226 alizarin crimson • • •

194 red-violet • •

284 purple • • •

134 crimson •

138 violet • • •

120 ultramarin • • •

143 cobalt blue •

285 oriental blue • • •

247 indanthrene blue • •

152 middle phthalo blue •

145 light phthalo blue • • •

150 turquoise • •

154 light cobalt turquois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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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색 
16 97 48

24색
16 97 24

36색
16 97 36

Assort-
ment



More 
information at

www.faber-castell.com

                                             T. 02-712-1350  F. 02-3275-0804 ·faber-castell.co.kr 
A.W. FABER-CASTELL VERTRIEB GMBH · D-90546 STEIN/NÜRNBERG · GERMANY
·facebook.com/fabercastellkorea ·instagram.com/fabercastell_kr

·한국총대리점 코모스유통(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