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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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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칩니다. 

내구성이 좋고 오염물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리필이 가능하며 탄소 중립

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Bio와 재사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Faber-Castell의“친환경 발자취”를 향상합니다.



Faber-Castell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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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적 디자인을 위한 고급 브랜드입니다. 파버카스텔은 20억개 이상의 연필과 색

연필 생산능력을 가졌으며, 세계에서 목재 연필 제조업체의 선도자로서 우드케이

스 연필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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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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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재료를 효율적으로 혼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립 존  
 
안정감 있는 그립감을
위해 파져있는 홈

캡  
 
독창적인 사용기법

브러쉬  

높은 품질의 
합성모

워터 탱크 
 
6 ml 용량

Water Brush

New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 워터 브러쉬는 이
상적인 분배와 쉬운 조절로 큰 인상을 줍
니다. 작은 사이즈는 휴대성이 용이해, 완
벽한 짝이 되어 줍니다.

캡
칸칸이 홈이 파져있고, 웨지 형태로 캡
옆면이 디자인되어 있어, 스크래치 기법
(scratching technique)과 스크랩핑 기법
(scraping technique: 긁어내는 기법)으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붓과 그립 존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합성모는 부드
럽고 탄력이 좋아, 많은 양의 물감을 수용
합니다. 강한 터치 이후에도, 붓 팁은 제 
모양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인체공학적
인 그립 존이 안정감 있는 그립감과 피로
를 덜어주는 작업을 보장합니다.

워터 탱크
투명한 워터 탱크는 흐르는 물에 쉽게 채
워질 수 있으며, 언제나 물의 양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업할 때는 워터 탱크 

뒷부분에 캡을 꽂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mple handling

워터 브러쉬의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
니다. 워터 탱크에 물을 채우고 나서, 붓 
팁에 돌려서 넣으면 워터 브러쉬를 사용
할 준비가 끝납니다.

캡이 워터 탱크 뒷 부분에 장착되면, 워터 
브러쉬는 최적의 길이가 되어, 손에 안정
감 있게 안착합니다.

물의 양은 탄력 있는 워터 탱크에 약간
의 압력을 줌으로써, 쉽게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합성모는 적절
한 양의 물감 안료를 수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종이에도 동일한 색상의 안료 표현
을 보장합니다.

붓 팁은 종이나 헝겊으로 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워터 탱크에 조금 더 강한 압력
을 가하면, 붓 모까지 충분한 물이 흘러  
안료를 씻어 냅니다.

수채용 종이는 수채효과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수채용 스케치북
은 이동할 때 즉흥적인 스케치를 하기에
도 역시 이상적입니다.



Artistsʼ watercolour pencils

Albrecht Dürer · Albrecht Dürer Magnus
Graphite Aquarelle

탁월한 수용성(水溶性)을 자랑하는 파버
카스텔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은 워터브러
쉬와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거친 스케치 선들이 워터 브러쉬를 만나
면서 눈 깜짝할 새, 부드러운 선들로 변
화합니다.

파버카스텔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의 안
료들이 물에 녹으면, 강렬한 색채감을 선
보입니다.

물에 녹은 수채 색연필의 색감이 충분히 
발색이 되지 않았다면, 물기가 있는 붓팁
을 색연필 심에서 직접 색을 가져오는 방
법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종이에서 물감
을 녹여 그림에 색을 입히는 방법도 있
습니다.

건식법과 습식법의 적절한 조화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알버트 뒤러 전문 수채 색연필은 120가
지의 색상표를 자랑하고 있고, 알버트 뒤
러 전문 수채 매그너스는 24가지 색상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B부터 8B까지 다양한 경도를 가지고 있는 수채 흑연 연필 또한 물
에 잘 녹으며, 드로잉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이 수채 효과를 잘 표현하
도록 도와줍니다.



Techniques

Glaze  · Wash · Wet-on-wet · Granulation

글레이징 기법
글레이징 기법은 색의 층을 쌓으므로써, 
깊이감을 부여합니다. 색을 덧칠하기 전
에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합
니다. 겹겹이 색이 쌓여도, 기존의 색은 
여전히 투과되어, 적절하게 다른 색들과 
어우러집니다.

Wash · Wet-on-wet 기법
이 두 가지 기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색들은 서
로 규제받지 않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흐
릅니다. 워시 기법 같은 경우에는, 물감이 
마른 종이 위에 도포됩니다. Wet on wet
기법은 물감으로 칠하기 전에 맑은 물로 
종이를 적셔서, 더 많은 색들이 유동적으
로 흐를 수 있게 합니다.

누금 기법
누금 기법은 물기가 거의 없는 붓에 물감
을 흠뻑 묻혀, 종이 입자 위에 그대로 안
료가 남아있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표면의 결이 두드러지는 종이에 이 기법
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
과 모든 물감(튜브형, 팟형 : pot)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Innovative techniques

분무 기법
분무 기법은 수채 작업에서 경쾌감을 부
여하는데 견줄 데 없는 기법입니다. 이 기
법은 붓 팁을 색연필 심에 가져다 댄 상
태에서 빠르게 위 아래로 튕기는 모션이 
주를 이뤄, 물감이 그림 위에 튀기도록 하
는 기법입니다.
물의 양과, 그림과의 붓 거리에 다양성을 
줌으로써, 다양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련된 캡은 넓은 범주의 흥미로운 디자
인 기법을 제공합니다.

스크랩핑 기법
페인팅 나이프처럼 웨지 모양의 캡은 물
에 녹은 색들을 종이 위에서 쉽게 이동시
킬 수 있어 특이한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스크래치 기법
캡에 홈이 파여진 부분은 독창적인 효과
를 표현하는데 탁월합니다. 물감이 칠해
져 있는 부분을 자국 내어, 다양한 형태
의 선 패턴으로 하이라이트 효과를 더해
줍니다.



Foto: Martina Henschke

Jens Hübner

Urban Sketching

“파버카스텔의 신제품 워터 브러쉬는 
작가들이 이동할 때 스케치 작업에 색감
을 입힐 수 있게끔 도와주며, 추가적인 워
터 탱크 없이도 각기 다른 수채 기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붓의 인체공
학적 디자인 덕분에, 물이 워터 탱크에서 
붓 모까지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카페, 박
물관, 심지어 트램에서도 수채 작업을 할 
때, 워터 브러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제품들보다 작고 간편하기 때
문입니다.”

졸업을 한 후, 검증된 디자이너인 옌스 휘
브너는 10년간 디자인 에이전시의 공동 
소유자였습니다. 자전거로 2년 가량 세계
를 돌며, 그 만의 수채 기법과 드로잉 기
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강
사, 때로는 여행 가이드로서 다양한 세미
나에서 소개합니다.

More information on the artist:s
www.jenshuebner.de
www.facebook.com/jens.huebner.berlin.germany
www.youtube.com/JensHuebnerGermany



Urban Sketching

-Albercht Durer Watercolour pencils, Pit t Ar tist pens, Waterbrush 
on paper 

-Albercht Durer Watercolour pencils, Pit t Ar tist pens, Waterbrush 
on paper 



-Pit t Ar tist pens on paper 

-Pit t Ar tist pens on paper 



-Pit t Ar tist pens, Pit t Ar tist pen big brush on paper 

-Albercht Durer Watercolour pencils, Pit t Ar tist pens on paper 



-Albercht Durer Watercolour pencils, Pit t Ar tist pens, Waterbrush on paper 

-Albercht Durer Watercolour pencils, Pit t Ar tist pens, Waterbrush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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