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색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최신 PANTONE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인쇄 서비스 구매자의 별색 니즈는 매우 다양합니다. Fiery 서버용 최신 PANTONE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시오.

Fiery® PANTONE® 색상 사용 워크플로우를 활용하면 인쇄 
공급업체에서 PANTONE MATCHING SYSTEM®의 업계 
표준 ICC Profiles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일관성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별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Fiery의 확장형 색상 관리 도구가 함께 
제공되어 최신 최첨단 PANTONE 색상을 정확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Fiery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통합 색상 관리  
기능 및 도구

Fiery 서버의 색상 관리에 대한 확장형 접근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인쇄 서비스 구매자의 특정 니즈에 부합하는 
완벽한 색상 레시피를 생성하는 통합 색상 기능 및 고급 
색상 도구를 제공합니다. Fiery 서버에서는 Fiery 색상 및 
이미징 기술을 탑재한 뛰어난 기본 색상이 제공됩니다. 
색상을 측정하려면, EFI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십시오. 별색 
일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어하려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별색 관리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항상 정확하고 일관되며 
안정적인 색 재현을 보장하려면 Fiery Color Profiler Suite
를 사용하십시오. 한 차원 높은 고급 도구로는 외부 Fiery 
서버용 Fiery Graphic Arts Package, Premium Edition이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색상 문제 해결, 프리플라이트 
및 교정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Fiery 서버 유형에 따라, 별색 관리 도구가 Fiery Spot-On
이거나 Fiery Spot Pro일 수 있습니다.

PANTONE 색상 사용 Fiery 서버를 통해 최첨단 
PANTONE 색상 제공

PANTONE 색상 사용 Fiery 서버에서는 작업 제출부터 
출력까지의 색상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이 자동화는 
색상이 어떻게 인쇄되는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측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재작업 비용도 절감됩니다. 

Fiery 서버에서 Fiery Spot-On™ 또는 Fiery Spot Pro*를 
사용하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별색을 
정의하고 수정할 수 있으므로 색상 일치 작업 시 추측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을 많이 들여 CMYK 색조 
값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별색 관리 도구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사용자 지정 색상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나중에 
다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CMYK 색상 공간과 RGB 
색상 공간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대체 항목을 
정확하게 매핑하여 별색을 정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Pantone ® 색상 사용 Fiery ® 서버
생산 인쇄 솔루션

Pantone ® 색상 사용 Fiery ® 서버
생산 인쇄 솔루션



성공을 뒷받침하는 EFI.
EFI는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주의 프린터, 잉크, 디지털 
프런트엔드, 포괄적인 비즈니스 및 제조 워크플로우 제품군과 함께 간판, 포장재, 섬유, 세라믹 타일, 
맞춤화된 문서 등을 위한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전반적인 제조 공정을 간소화 및 혁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efi.com 에 방문하거나 0808 101 3484 또는 +44 (0)1246 298000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Nothing herein should be construed as a warranty in addition to the express warranty statement provided with EFI 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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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색상 사용 Fiery® 서버
PANTONE 배합 가이드 V5(코팅지 및 비코팅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아래의 단계를 따라 PANTONE 배합 가이드 V5 라이브러리(코팅지 및 비
코팅지)를 쉽게 다운로드하십시오. 

1. download.efi.com/FieryPantone에서 PANTONE 배합 가이드 V5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십시오.

2. Fiery Command WorkStation®을 실행합니다.

3. PANTONE 배합 가이드 V5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려는 Fiery 서버에 
연결합니다

4. 장치 센터로 갑니다.

5. 도구에 따라, 리소스에서 Spot Colors 또는 Spot Pro를 선택합니다.

6. 가져오기 또는 열기를 클릭합니다(이때 macOS 사용자는 옵션을클
릭해야 합니다).

7. 다운로드한 PANTONE 배합 가이드 V5 라이브러리의 위치로 이동
합니다.

8. 첫 번째로 가져올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9. 열기를 클릭합니다(새 라이브러리가 페이지 왼쪽에 있는 색상 라이
브러리 목록에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10. 로드하려는 나머지 라이브러리에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중요한 참고 사항

•  사용할 별색 라이브러리의 Fiery Color Setup에서 별색 일치를 켜십시
오.

• Fiery에서 이전에 PANTONE 라이브러리를 편집하였다면, 그룹 이름 
목록에서 새 PANTONE 배합 가이드 V5 그룹을 이전 PANTONE+ 그
룹 다음에 배치하십시오. Fiery에서는 목록의 맨 위에서부터 일치하는 
별색 이름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PANTONE Plus 라이브러리에대
한 편집 작업이 보존됩니다. 새 그룹의 새 이름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
니다.

Fiery 서버를 통해 색상 출력을 개선하는 또 다른 팁 

• 최상의 색상 출력물을 보장하려면 보정 시 EFI 분광광도계를 사용합니다. 

• 최적의 결과를 얻고 소프트 교정을 한층 강화하려면 Fiery Color
Profiler Suite를 사용하여 특정 용지에 대해 사용자 지정 출력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 어떤 PANTONE 견본이 프린터 색 영역 외부에 있는지 보려면 
Fiery Color Profiler Suite를 사용하여 프린터 프로필과 PANTONE
라이브러리를 비교합니다. 

• 프린터 및 용지 적재함의 특정 조합을 사용하여 인쇄할 때 PANTONE 
라이브러리의 견본이 어떻게 보이는지 파악하려면 PANTONE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인쇄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 PANTONE 색상 출력을 세밀하게 조정하려면 Spot Colors의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PANTONE 라이브러리 내의 별색 CMYK 변환을
찾고 수정합니다.

• 정확한 제어를 위해서 인쇄된 별색 검색 패턴을 기반으로 일치를 
선택합니다. 색상을 강조 표시하고 Spot Colors 도구 모음에서 인쇄를 
클릭하여 패턴을 인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