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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있는 회사 소유의 생태 

숲은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별의“친환경 제품”을 

내세우는 대신에, Faber-Castell 제품들은 사용하는 내내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칩니다. 내구성이 좋고 오염물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리필

이 가능하며 탄소 중립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Bio와 재

사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Faber-Castell의“친환경 발자취”를 향상합니다.

Eco
Plastic



Faber-Castell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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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고급 브랜드입니다. 파버카스텔은 20억개 이상의 

연필과 색연필 생산능력을 가졌으며, 세계에서 목재 연필 제조업체의 선도자

로서 우드케이스 연필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업체 입니다.

Art&Graphic은 아티스트와 그림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명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Vincent van Gogh부터 Karl Lagerfeld까

지, 일류의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예술가들은 그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예

술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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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는‘현대 수채화’를 표현하기에 충분한 제품입니다. 

고품질 드로잉 도구로 수채 기법뿐만 아니라 스케치까지 가능합니다. 수성 잉크

는 물과 함께 사용할수록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용 수채 마커는 높은 발색력과 내광성이 뛰어나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

다. 이 제품은 파버카스텔 색상 시스템을 따릅니다. 따라서 파버카스텔의 다른 제

품들과 안정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의 다양한 기능들은 특히 여행 중에 유용합니다. 길거리에

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수채 마커를 즐겨 쓸 것입니다. 양쪽의 브

러쉬와 펠트팁은 아티스트 개인의 스타일에 다양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또한 물을 

이용한다면 한층 더 깊은 수채 드로잉과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에는 30가지 낱색이 있습니다.

Watercolouring with artists' watercolour markers

Albrecht Dürer Watercolour Marker





 

Brush nib

1-2
mm

Fibre-tip

브러쉬 팁

부드럽고 탄력 있는 브러쉬 팁은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데 이상적입니다. 팁의 방향과 

각도를 바꾸어 가며 다양한 두께의 선을 그

을 수 있습니다. 넓은 부분은 팁을 평평하게 

잡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Nibs

Brush nib and Fibre-tip

펠트 팁

펠트 팁은 상세 도면, 날카로운 미세 선 및 

그래픽 요소를 그리는데 적합합니다. 손 압

력에 상관없이 잉크가 일정한 양으로 나

옵니다. 팁 두께는 도면과의 각도에 따라 

1-2mm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드로잉 여부는 사용 종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 수채화 종

이 'Canson Montval (300g)' 과 'Hannemüle Fine Art Britannia (300g)'를 권

장합니다.  이 수채화 종이는 셀룰로오스로 구성되어 탁월한 수용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채화 패드는 가장자리가 접착되어있어 용지를 매끄럽게 펼 수 있습니다. 채색

하기 전에 패드를 용지 아래에 고정해야 합니다. 종이의 질량이 높을수록 더욱 평

평하여 수채화 표현에 좋습니다.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는 종이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스케치북 양면 모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The correct paper



 

 

Colour wheel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로 색을 점점 밝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의 양이 밝기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검은색 혹은 회색뿐만 아니라 해당 보색을 이용하여 색을 어둡

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색이란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편에 있는 

색으로, 보색을 섞으면 무채색이 됩니다.

Tip

나란히 놓인 보색은 서로의 색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은 오렌지색이 옆에 있을 때 더 강조됩니다.

Lighten and Darken Col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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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물 없이 혼합
완전히 건조된 후 수채마커를 사용한다면, 
번지지 않고 깔끔하게 레이어드 할 수 있습
니다. 색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란색 위 노
란색과 노란색 위 파란색은 각각 다른 색으
로 보여집니다.

물과 혼합
레이어드 된 색은 브러쉬를 통해 물과 부드
럽게 섞입니다. 그림의 가장자리나 선을 번
지게 하여 전형적인 수채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종이 이용
수채화를 그릴 때, 원하는 색의 밝기나 깊
이를 즉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때
가 있습니다. 수채 마커 잉크는 빠르게 용
해되므로, 다른 종이에서 먼저 색 밝기를 
조절해도 계속해서 습한 종이 위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Tip
만약 다른 색의 잔여물로 팁이 더러워졌다
면 키친타올로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Mixing colours

Blue 110 on yellow 107     Yellow 107 on blue 110



해칭 기법이란 다양한 평행선이나 교차선을 

이용하여 음영이나 명암등을 나타내는 기법

입니다. 선의 굵기와 간격이 표면의 느낌을 

결정합니다. 선들이 서로 가까울수록 더 어

둡게 보입니다.

병렬 해칭

선의 길이와 간격에 따라 색의 밝기가 다르

게 보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겹쳐 올리며 다

양한 혼합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크로스 해칭

다른 방향과 다른 색의 선들을 겹침으로써 

넓은 범주의 새로운 색상 명암을 줄 수 있

습니다. 크로스 해칭은 선들을 다른 각도로 

겹쳐 다양한 결과를 연출하는 기법입니다.

형태 해칭

형태 해칭은 평행한 선들로 개체의 곡선 윤

곽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Hatching



Techniques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를 이용하여 모든 

현대 수채화 기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잉크는 수채화 종이에서 부드럽게 용해

되어, 순식간에 종이 위 표면과 선들로 

인상적인 수채화를 완성시킵니다.

그라데이션 

두 가지 색상의 경계선에 젖은 브러쉬로 

이용하여 번짐 효과를 표현하고 색다른 

색을 만들어 보세요.

스프레이

스프레이 병에 담긴 물을 종이에 분사하

면, 미세한 물방울들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녹여 작품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건조된 색상 용해 

워터 브러시를 사용하여 건조된 색을 녹

여보세요. 또 다른 새로운 수채 효과를 연

출할 수 있습니다.

Watercolour techniques



글레이징 기법

글레이징 기법은 색의 층을 쌓으므로써, 깊

이감을 부여합니다.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

서 색을 덧칠해야 합니다. 겹겹이 색이 쌓여

도, 기존의 색은 여전히 투과되어 적절하게 

다른 색들과 어우러집니다.

번지기 기법

번지기 기법은 많은 수채 화가들이 사랑하

는 기법으로 채색하기 전에 맑은 물로 종이

를 적셔서, 더 많은 색들이 유동적으로 흐

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기법

소금기법은 멋진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젖

은 표면 위에 뿌려진 거친 소금은 물과 색상

을 강하게 흡수하며, 완전히 건조된 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Watercolour techniques



Techniques

알버트 뒤러 수채 마커를 이용하여 모든 

현대 수채화 기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잉크는 수채화 종이에서 부드럽게 용해되

어, 순식간에 종이 위 표면과 선들로 인상

적인 수채화를 완성시킵니다.

그라데이션 

두 가지 색상의 경계선에 젖은 브러쉬로 

이용하여 번짐 효과를 표현하고 색다른 

색을 만들어 보세요.

스프레이

스프레이 병에 담긴 물을 종이에 분사하

면, 미세한 물방울들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녹여 작품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건조된 색상 용해 

워터 브러시를 사용하여 건조된 색을 녹여

보세요. 또 다른 새로운 수채 효과를 연출

할 수 있습니다.

Special techniques with the water brush



정교한 모양의 캡은 넓은 범주의 흥미로

운 디자인 기법을 제공합니다.

스크래핑 기법

페인팅 나이프처럼 웨지 모양의 캡은 물

에 녹은 색들을 종이 위에서 쉽게 이동시

킬 수 있어 특이한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스크래칭 기법

캡에 홈이 파여진 부분은 독창적인 효과

를 표현하는데 탁월합니다. 

물감이 칠해져 있는 부분에 자국내어, 다

양한 형태의 선 패턴으로 하이라이트 효

과를 더해줍니다.

홈 파인 부분을 이용

한 스크래칭 기법

웨지모양을 이용한 

스크래핑 기법



Techniques

마스킹 액은 그림이 변색되지 않도록 보호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 속 보호되어야 할 부분에 브러쉬를 

사용하여 마스킹액을 바르고 건조하세요. 

채색 이후 그림이 마르면, 손가락으로 굳

은 마스킹 액을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미술재료 상점에서 흰색과 파란색 마스킹

액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눈에 잘 띄느냐의 차이로, 사용

자의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Masking



 

알버트뒤러 수채마커와 다른 재료를 섞어 놀라

운 작업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Pitt 아티스트 펜

탁월한 내광성을 가진 인디언 드로잉 잉크의 

PITT 아티스트 펜은 선명하게 선을 긋거나 건조

된 수채화에 올리기 완벽한 제품입니다. 

방수되는 잉크 덕분에, PITT 아티스트 펜은 수채

화 위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여러 사이즈의 파인라이너 팁부터 탄력 있는 브

러쉬 팁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여 그림스타일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스텔 9000 연필

흑연연필과 혼합한 수채화는 품위 있는 느낌으

로 감명을 줍니다. 아래 그림은 마른 수채화 배

경에 연필을 사용한 것으로 우아하고 은은한 울

림을  줍니다.

Mixed Media

Pitt Artist Pen brush

Castell 9000

Castell 9000 Jumbo



Colour No Colour Name Art. No.

107 cadmium yellow *** 160407 • •

109 dark chrome yellow *** 160409 • • • •

132 beige red ** 160432 •

113 orange glaze *** 160413 • • •

118 scarlet red *** 160418 • •

121 pale geranium lake *** 160421 • • • •

219 deep scarlet red *** 160419 •

127 pink carmine ** 160427 • •

125 middle purple pink *** 160425 • • •

136 purple violet *** 160436 • •

247 indanthrene blue *** 160447 •

120 ultramarine *** 160420 • • •

110 phthalo blue *** 160410 • • • •

153 cobalt turquoise *** 160453 • •

156 cobalt green *** 160456 •

264 dark phthalo green ** 160464 • • • •

112 leaf green ** 160412 • •

170 may green *** 160470 • • •

167 permanent green olive ** 160467 •

172 earth green *** 160472 •

268 green gold ** 160468 • •

188 sanguine *** 160488 •

192 Indian red *** 160492 • •

175 dark sepia *** 160475 • • •

272 warm grey IIII *** 160572 •

273 warm grey IV *** 160573 • •

233 cold grey IV *** 160533 •

235 cold grey VI *** 160535 • •

157 dark indigo *** 160457 •

199 black *** 160499 • • • •

16
 0

3 
05

16
 0

3 
10

16
 0

3 
20

16
 0

3 
30

*   reasonable lightfastness      **  high lightfastness      *** maximum lightfa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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