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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gram manufacturing
Hologram Mastering
Hologram Design, Printing
Hologram Plant

믿을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홀로그램 제조를 의뢰하고자 한다면 제품의 보안을 의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이를 외주가공을 통해 제작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보안 측면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홀로그램 제작은 전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경기디자인시스템(주)는 디자인마스터링에서부터 후가공까지 전 공정을 자체 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CCTV녹화, 금고보관, 출입통제 등 각 종 보안 시스템으로 고객사 제품의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 한국의 홀로그램 제조 업체중 가장 최신의 제작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설비와 기술확보는 곧 불량품이 없는 우수한 제품의 품질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 디자인 사업부는 대기업 및 관공서의 각 종 인쇄물과 사인물 제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고품질 디자인력을 바탕으로 홀로그램 디자인에 있어서도 고객에게 큰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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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HOLOGRAM

홀로그램이란 전체(Holos)와 메시지(Gramma)라는 어원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빛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빛의 기록은 이전의 일반 인쇄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Why

HOLOGRAM use

빛의 기록인 홀로그램은 기존의 복사나 촬영 등으로는 복제할 수 없고,
홀로그램 제작 그 자체에 많은 전문 지식과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가 정품임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홀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보안이 중요시 되는 오늘날 각종 문서나 제품의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홀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그램이 갖는 시각적 미려함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를 한층 돋보이게 해 줍니다.

When

?
HOLOGRAM

HOLOGRAM use

신개발품 및 신제품 출시에 따라 홀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품의 위·변조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홀로그램을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느끼는 위·변조품일지 모른다는 불신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홀로그램의 적용은 빠르면 빠를수록 제품의 가치를 더욱 보존할 수 있습니다.

What is

HOLOGRAM use

수입·유통 업체 :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많은 수입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각 수입·유통사들은 자신들이 수입하고 판매한 제품들의 회사 인지도 향상 및 A/S를 위해
다각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제조사 :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 A/S,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홀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업체 :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 확인, 제조업체 관리, 제품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라이센싱 아이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Who use

HOLOGRAM

국가적으로 각종 지폐 및 유가증권, 신분증, 여권 등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종 산업제품의 위·변조 방지 수단으로 작은 문구류에서 부터 첨단 반도체 소자, 자동차 부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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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Hologram manufacturing
Hologram Mastering
Hologram Design, Printing
Hologram Plant

홀로그램의 생산공정은 핵심 부분인 마스터 제작 공정까지 반도체 생산 공정과 동일합니다.
마스터 생산 이후 양산 공정에도 많은 기술과 설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홀로그램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생산 설비를 갖추고 직접 생산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홀로그램 제조기업이라면 직접 마스터링에서부터 양산의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야만
제품 보안과 품질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Hologram

01

02

Design

제작 공정

03

Mastering

04

Recombining

05

Electro Forming

Embossing

전문성을 갖춘 System 장비.

Laser Marking System.

Mastering 청정, 정숙 환경

전류를 이용한 금속 Coating.

도금으로 복제된 Nickel 원판.

Creative한 Designer 구성으로

최대 2540DPI 해상도를

Image를 Computer System

최초 Glass 감광판에서  

Hologram Image를 Film면에

경쟁력 있는 기초 디자인 도출

구현하는 최신레이저시스템

으로 정밀하게 배열하는 공정

Nickel판 제조

열을 이용하여 찍어내는 공정.
청결 및 Know-how가 요구

Clean Room 시스템 가동

06

07

Coating

08

Printing

09

Die Cutting

10

Siltting

Numbering

Embossing된 Film을 용도에

Design 측면과 다양해진

완성된 제품을 사용 용도에

자동화된 Label 기기의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일련번호

맞게 점착제와  접착제를

시장 요구에 의한 차별화되고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요구에 따라서 Reel형태로의

혹은 바코드 등을 제품에

이용하여 합지 및

고급화된 제품을 위해 인쇄를

제작하는 후가공 공정

작업을 위한 재단 공정

인쇄하는 공정

Hot StamPing Foil 제작

접목하는 공정
Gyeonggi DESIGN HOLOGRAM

4

Security Solution...
Hologram

보안시스템

01 제품 보안의 중요성
홀로그램은 위·변조제품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장치이며,
수없이 발생되는 위조제품으로 인한 기업 손실 예방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또한, 제품이미지 고급화로 매출 극대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정품인증, 유가증권 등 위조 방지용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02 당사의 보안시스템
·출입통제 시스템
주 단위 보안교육 및 보안 점검 허가를 득한 자 만이 회사 내부에 출입 가능

·제작공정 보안
내부 출입 통제 시스템 : 각 공정별로 허가된 자 외 출입제한
CCTV 설치 : 제조공정 전 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다중 보안 강화, All time 녹화
제작 공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중간 생산물에는 보안 등급을 표시하여 별도 관리 (금고 보관)

·제품 보안
전량 주문생산으로 고객의 정보 보호, 잔량을 따로 보관하지 않으며 발생된 불량제품은 전량 소각 처리

Quality...
Hologram

품질관리

01 제품 환경 및 품질 경영
·제작 환경 및 품질 경영
당사는 유해물질 유입 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홀로그램 특성에 적합한 청정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품 Quality
불량품을 내지 않는 것이 품질의 기본이라면, 홀로그램의 품질은 생산설비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최신 설비 System을 갖추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검수 및 포장
양산된 제품은 철저한 검수를 통하여 선별되고, 완제품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포장되어 납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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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Hologram

제품

01 홀로그램 증지
·일반 증지
일반 인쇄 스티커와 같은 형태의 홀로그램 제품 (Label & Sticker)

·자기 파괴형
부분적으로 이형층을 만들어 스티커를 부착 후 제거 시 이형코팅의 형상 (VOID)이 남게 되어
한번 사용한 증지의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완전 파괴형
자기 파괴형의 부분 이형 대신 전면을 이형 처리하여 증지 부착 후 제거 시  
PET필름만 떨어지고 홀로그램 부분은 부착면에 남게 되는 제품 (삼성그룹 납품 중)

02 Hot Stamping Foil
스티커형이 아닌 Stamping용 제품으로 신용카드, 유가증권 등에 사용 중
피착제의 재질에 따라 종이용, PVC용 등으로 구분
홀로그램 원단에 이형코팅을 한 후 접착제 코팅을 통하여 차후 부착면에 열과 압력으로
Stamping하여 PET Film은 제거되고 홀로그램층만 남게 되는 제조 방식

03 인쇄 응용
·인쇄 접목
기존의 홀로그램이 갖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성과 인쇄기술을 접목하여 홀로그램과
인쇄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
홀로그램의 정품 인증을 위한 위·변조 방지의 기능에 인쇄로 표현되는 각 종 가변적인
요소 등을 접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사용범위 및 용도를 확장한 제품

·홀로그램 스크래치
복권·상품권 등에 사용되는 스크래치 스티커의 겉면을 홀로그램 처리로 보안성을 강화한 제품

·Hangtag 홀로그램
의류 및 기타 제품에 부착되는 걸이형 제품

04 옵션
·Numbering & Barcode
홀로그램 증지 혹은 인쇄부분에 일련번호·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물류관리나
재고관리 등에 활용 가능한 제품

·색상
일반적으로 은색·금색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투명·핑크·그린 등
다양한 컬러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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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GRAM
Hologram

표현기법

홀로그램은 레이저를 이용한 마이크로 표면가공 기술을 응용하여 여러가지 빛으로 디자인을 표현합니다. 일반 인쇄물과 디자인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물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빛의 굴절에 의하여 색상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곳이라도 색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홀로그램을 사용한 제품을 돋보이게 하고 위변조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인쇄물에서는 불가능한 여러가지 효과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적 측면에서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kinetic이라
불리는 동적인 패턴과 2D·3D라 불리는 깊이감 표현등의 기법이 있습니다.
보안적으로는 hidden image, micro text 등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미세패턴 성형 능력과 홀로그램의 특징을 이용한 보안 강화
기법이 있습니다.
True color
High Security Curves

2 Channel

Animations
Kinetic color effect

2D/3D Depth

2D / 3D
Real 3D sculpture

Hidden

Micro-text

Kinetic effect

· 2D·3D : 2차원 평면 상에서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해 주는 효과  
· 2 Channel
· Kinetic effect : 홀로그램이 갖는 화려함과 빛의 효과를 극대화 해주는 효과
· Hidden Image : 특정 필터로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미지를 감추는 효과  
· Animation : 이미지가 움직이는 듯한 효과 (Multi channel: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보이게 함)
· True color : 특정한 각도에서 자연색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  
· Micro Text :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미세분자 삽입
High Security Curves

2 Channel

Animations

True color

Kinetic color effect
2D / 3D

2D/3D Depth
Real 3D sculpture

Kinetic effect
Micro-text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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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지형

합지 라벨형

특수 용도형

공장. 홀로그램 사업부

443-70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A동 402호  
TEL.031-303-8700
FAX. 031-303-8701

본사. 디자인 사업부

442-8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7-5 덕수빌딩 3층(수원시청 옆)
TEL.031-222-1340
FAX. 031-222-2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