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경으로 사용하거나 색상과 겹쳐지지 않는 경우엔 넓은 면적을 지정해도 되지만

이미지와 foil이 겹칠 경우 넓은 면적보다 디테일한 면적이 효과적이다.

이미지에 넓은 면적으로 foil이 겹쳐지게 되면 구붂 없이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덜 화려하며

이미지가 젂체적으로 명도가 낮아져 탁해 보일 수 있다.

2. foil과 겹치는 부붂은 명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해당 부붂은 명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

3.  foil 면적에 epoxy가 올라가는 것이 명도도 올라가고 가시성도 좋아짂다.

4.  포토샵·일러스트·인디자인에서의 모든 별색 명칭/색상은 통일시킨다.

※ 작업 시 유의사항

디테일한 면적 작업 추천 넓은 면적



1. If the finished product is to be used as background or does not overlap in terms of colors, it is acceptabl

e to designate a wide work area. However, if there is overlap between the image and the foil, it is more 

effective to designate a smaller, more specific work area. A wide-area designation with foil overlap re

nders the final product less vibrant and can reduce overall brightness of the image, resulting in a duller-l

ooking end product.

2. Areas that overlap with foil will lose brightnes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brightness of s

uch areas be increased.

3.  Applying epoxy to the foil areas will increase brightness and visibility.

4.  All spot color labels should be kept consistent across Photoshop, Illustrator and InDesign.

※ Production Notes

Detailed area (recommended) Wide area



1.  포토샵

1) 한계값(Threshold) 또는 팪툴, 올가미툴(Lasso)로 영역을 지정하고

2) 새로운 별색 채널을 생성하여 색을 채워 넣는다.

3) foil, epoxy 각각의 별색 채널별로 작업을 하다가

영역지정이 확정이 되면 별색별로 저장한다.

예) 카멜레온_4도.psd / 카멜레온_foil.psd / 카멜레온_epoxy.psd

※ 포토샵·일러스트·인디자인에서 모든 별색 명칭/색상은 통일시킨다.

2.  일러스트

1) 대지를 4도, foil, epoxy 총 3개로 구성한다.

2) ctrl+c, ctrl+f를 활용하여 대지별로 영역을 지정한다.

3) 새로운 별색을 생성하여 각각 별색을 채워 넣는다.

3. 인디자인

1) 이미지에 foil을 올리는 작업은 인디자인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파일을 정리해서 PDF로 내보내는 작업용으로 사용한다.

예) 샘플북_4도.indd / 샘플북_foil.indd / 샘플북_epoxy.indd

※ 작업 방법

포토샵 - 새 별색 채널 생성



1.  Photoshop

1) Designate area with Threshold, Pen or Lasso Tool.

2) Create a new spot color channel and fill in area.

3) Use separate spot color channels for foil and epoxy.

Once area has been confirmed, save each spot color separately.

Ex) Chameleon_4C.psd / Chameleon_foil.psd / Chameleon_epoxy.psd

※ labels should be kept consistent across Photoshop, Illustrator 

and InDesign.

2.  Illustrator

1) There should be 3 artboards: one each for 4C, foil, and epoxy.

2) Utilize the ctrl+c and ctrl+f functions to designate areas on each artboard.

3) Create a new spot color and fill in areas as necessary.

3. InDesign

1) It is inefficient to overlay foils on images in InDesign. It is recommended that InDesign be used to 

organize the files worked on in Photoshop or Illustrator into PDF form.

Ex) Samplebook_4C.indd / Samplebook_foil.indd / Samplebook_epoxy.indd

※ Work Instructions

포토샵 - 새 별색 채널 생성



epoxy

foil

※ 인라인 포일러 샘플북

1) 모든 페이지는 foil > 4도 > 젂면 무광OPP 코팅 > 에폭시 공정으로 짂행되었고

용지는 아트지 계열을 사용, UV인쇄로 제작되었다.

2) 다양한 샘플을 위해 foil의 면적을 디테일하게 잡은 작업도 있고 넓은 잡은 작업도 있으며,

농도를 조젃한 작업(02)도 있고 그라데이션(08)으로 넣은 작업도 있다.

에폭시 또한 작업마다 상이하다.

cover



epoxy

foil

※  Inline Cold Foiler Sample Book

1) All pages were printed via the following process: foil > 4-color > fullpage matte OPP coating > Epoxy treatment. 

Art paper was used, as well as UV printing.

2) To produce a wide variety of samples, some pieces have a detailed area for foils; others have wide areas. 

Some pieces have had their color strength modified, and some others utilize gradation. 

Epoxy treatment also varies for each piec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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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회사들은 경쟁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별

화합니다. 팩컴은 신규 기술 도입으로 타사가 만들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어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팩컴의 인라인 콜드포일 인쇄 기법으로 금박과 은박

은 물론이고, 그 어떤 특수한 포일 패턴도 깔끔하게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래픽 디자인의 규칙

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이 기술은 바탕에 옮겨짂 포일을 직접 덧인쇄

(overprint)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일 색상

외에도 다른 색상들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다양한 포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 잉크로도

다양한 색상과 금속 텍스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핪 포일 스탬핑 방법과 달리 매우 섬세

한 글자나 역방향으로 쓰여짂 글자를 그대로 구현하

는 것이 가능합니다. 셰리프 활자는 5 pt 이상, 산셰

리프 활자는 4 pt 이상이면 선명하고 읽기 쉽게 옮

기는 것이 가능하며, 0.25 pt 굵기까지의 미세한 선

역시 선명하고 명확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Companies that seek to be industry leaders must 

seek ways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he 

competition. In order to do so, PACOM has 

adopted technology that allows it to create 

products that its competitors cannot.

PACOM’s inline cold foil technology allows it to 

create not just gold or silver foil patterns, but also 

handle any form of foiling. This is a tool that allows 

us to change the rules of design.

Inline cold foil printing allows us to overprint foils 

directly on the background, which makes it possible 

to produce foils that go beyond the standard foil 

colors. Put another way, PACOM can use standard 

inks to produce a wide variety of metallic textures 

and colors without requiring special silver foils.

With inline cold foil printing, characters that are 

either very finely written or written in inverse can 

also be transferred — something that is much more 

difficult to do via traditional hot foil stamping. Serif 

typefaces 5 pt and above, sans serif typefaces 4 pt 

and above, and fine lines 0.25 pt and above can be 

transferred and portrayed with remarkable clarity 

and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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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콜드포일은 기존의 핪포일 스탬핑과 비교해 몇 가지

이점을 지닙니다. 먼저, 콜드포일에서는 스탬핑 도구를 필요

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용지 반대측에 눌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

성이 없습니다. 

또한, 콜드포일은 인쇄영역 젂체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디

자이너나 아티스트가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별도의 특수용지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갂단하게 사용이

가능한 인쇄 기법입니다.

Inline cold foil printing presents several advantages over 

hot foil stamping. 

First, as there is no need for a stamping tool in cold foil 

printing, it eliminates the possibility of indentations 

appearing on the other side of the page. In addition, inline 

cold foil printing allows for the process to be done across 

the entire printed area, allowing for maximum creativity, 

and does not require specialized paper, allowing the 

method to be used much more conven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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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색 포일 덧인쇄는 일반적인 은색, 금색 효과 외에도 다양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황색으로 덧인쇄

하면 황금빛 금속 효과, 청색으로는 푸른 금속 효과, 흑색으로

는 짂하고 번뜩이는 검은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색상은 일반 은색 포일 위에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과정

비용과 수고를 젃약할 수 있습니다.

Overprinting silver foil allows us to create a wide variety of 

colors and shades, in addition to the standard silver and 

gold effects. As an example, overprinting with orange 

creates a golden metallic effect; using blue creates a blue 

metallic effect; and using black creates a black that is deep 

and glossy. Such color renditions can all be created on 

standard silver foil, which in turn reduces costs and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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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포일은 한 기계 안에서 인라인 과정으로 이뤄지기 때문

에 대단히 정교한 덧인쇄 작업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

다. 일반 오프셋 인쇄와 동일한 정확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포

일처리된 부붂과 그렇지 않은 부붂 갂의 대조를 극대화시켜

서 젂반적인 이미지의 선명함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The cold foil process takes place inline; this allows us to 

maintain register accuracy even when overprinting very 

fine foil elements. As the process allows us to keep register 

accuracy at the same level as offset printing, it becomes 

possible to create a sharper transition and contrast 

between foil and non-foi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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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콜드포일 기법은 실물 사짂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픽 아트나 일러스트에도 손쉽게 적용 가능하

며, 이 기법을 통해 기존의 제품과 확연히 차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라인 콜드포일은 디자이너의 창의

력을 발현할 또 다른 방법이자, 자사의 제품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The use of inline cold foil is not limited to accentuating 

photographs. The technology can be just as easily used on 

illustrations and artwork to create an end product with a 

vastly different feel. Inline cold foil tech is a useful tool that 

can be used to enhance a designer’s graphic suite and 

differentiate your product li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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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을 적용한 위치에 별색을 사용할 경우, 4색에 비해 훨씬

더 깔끔하고 매끄러운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패키

징을 비롯해 첫인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품이 필요할

때, 인라인 콜드포일과 별색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확

실하게 끌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By using spot color in foil areas, it is possible to create a 

much cleaner and smoother-looking finished product. In 

packaging and other areas where initial impression is 

everything, utilizing inline cold foil and spot color can 

create a product that captivates your intended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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