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G) Color Proof Rip 설정

Chinook Premedia Corporation

February 17 2014

Prepress Team



라벨 출력:총 4가지 종류 동시 출력가

출력 가능한 포맷으로 저장 PDF, EPS, Tiff, jpg…

이미지 처리
RGB이미지는 CMYK로 변환

일러 이미지- embeded화 할것

 조건 처리

용지 기본 Gamut값 설정 확인

용지 교체

프린트 사용 관련
 

1. 프린트 출력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최소 조건들

기타

(D/GMG Hot/Proof_Kodak RD 190/)

F-C STD 출력시 셋팅

⑤수동으로 불러오기 설정(스트립 해제/ 채널의 별색 선택)→자동 출력됨

출력 조건

GRACoL 출력시 셋팅

GMG 원래 용지 기본값

GMG와 비슷한 용지 기본값(현 사용)

출력시 확인 라벨 설정

기본 설정된 값으로 출력

원하는 라벨 조건 설정후 출력

자동 계측기 인식 가능한 라벨 선택

계측 필요치 않을때 계측 않게 선택

필요시 별색 수동으로 지정

프린트 캘리브레이션 Pass된 후 출

력

주기적 캘리~ 조건 수동으로 확인

기본 설정된것 외 라벨 출력 원할때

계측장치: Epson Internal Measurement Device

EP_7900_720dpi8c_GMGsemematte250_v2.csc

EP700_Kodak RD190_Uni_ gamut_i1iO.csc

(D/Chinook/)

데이터에서 필요 없는색 지울것

별색 색값 허용차: DE 2 셋팅(변경가)

자동 인식치 못한 별색들- 수동 지정

주 1회 캘리 후 허용치 이내일때 출력

헤드크린, 노즐등도 체크 필요(립 확인)캘리~ psaa 안될때 립,프린트 재시동

출력 핫 폴더(프로파일) 선택
GRACoL 출력 핫 폴더

F_C STD 출력 핫폴더

별색(Pantone, Spot) 출력

별색 색 값 맞춘 후 출력

GRACoL/F_C STD 맞춤 방법 다름

교체되는 "용지 크기 설정 변경" 해줄것

⑥측색→색값 입력→현재값으로 계산-저장>>>반복

 *Tip: 각 셋팅(또는 작업)조건 선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의 "속성" 기능 이용하여 확인, 변경 가능

 *맞출시 오차값이 더 벗어나면 "타겟값으로 계산"하기부터 다시 시작할것, 보통 2~4번 정도하면 완료됨

⑤수동으로 불러오기 설정(스트립 해제/ 채널의 별색 선택)→자동 출력됨

⑥측색→색값 입력→현재값으로 계산-저장>>>반복

① ?/ 별색 편집기 실행

② CN Spot Color/새로운 그라데이션/ 컬러명 이름 입력 후→ Gamut, 분판(잉크젯모드) 설정

③ 해당 컬러명에서 0%에 F_C STD White Refenence 값 입력 후 "Subtract paper Tint" 체크할것

50% 삭제→100%에 Lab값 입력→타겟값으로 계산하기

④데이터 준비: 이름/Spot Color,  Type/Spot Color,  Color Mode/Lab

2. 프린트 출력시 기준내 별색 출력을 위한 사전 별색 색값 셋팅법 (기준 DE2 이내)

셋팅 방법

① 메뉴의 도구/ 별색 편집기 실행

② CN Spot Color/새로운 그라데이션/ 컬러명 이름 입력 후→ Gamut, 분판(잉크젯모드) 설정

③ 해당 컬러명에서 50% 삭제→100%에 Lab값 입력→타겟값으로 계산하기

④데이터 준비: 이름/Spot Color,  Type/Spot Color,  Color Mode/Lab



CN Spot Color: 컬러명(컬러번호)입력

 1) 별색 출력시 셋팅 방법(GRACoL / F_C STD)

Gamut: 개멋 EP700_Kodak RD190_Uni_ gamut_i1iO.csc / 분판: 잉크젯 모드 선택

컬러: 0%, 100%로만 남겨두고 삭제 (50% 삭제)

타겟값: 색상 기준값 입력후 "타겟값과 계산하기" → 저장 → 출력 → 계측

현재값: 계측값 입력후 "현재값과 계산하기" → 계측 → 저장 → 출력 → 계측 → 입력 → 현재값과 계산하기=반복

비교: 현재값이 DE 2이하로 계산되어을때 보여지는 값 (DE2 이상시 계산하기 하면 계산후 자동 없어짐)

   ① GRACoL 조건 별색 출력 셋팅시)

   ② F_C STD 조건 별색 출력 셋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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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1) F_C STD Profiler값 (Flair Chinook V0.mx4)

별색 100% 인쇄시 중간톤이 높아 인

위적(커브사용)으로 2~3% 다운 조정

② 현 시눅 사용 용지: C:Program Files/GMG/ColorProof05/gamut/EP7900_Kodak RD190_Uni-gamut_i1iO.csc

① GMG 용지: C/ProgramFiles/GMG/Colorproof05/Calibrations/Epson/7900/GMGsemematte250/ Epson_7900_720dpi8c_GMGsemematte_V2.csc

 Tip)별색 개멋 사용 종류 및 위치

3. 라벨 / 컨트롤 스트립의 이해

 1) 종류

현재값: 계측값 입력후 "현재값과 계산하기" → 계측 → 저장 → 출력 → 계측 → 입력 → 현재값과 계산하기=반복

비교: 현재값이 DE 2이하로 계산되어을때 보여지는 값 (DE2 이상시 계산하기 하면 계산후 자동 없어짐)

CN Spot Color: 컬러명(컬러번호)입력

Gamut: 개멋 EP700_Kodak RD190_Uni_ gamut_i1iO.csc / 분판: 잉크젯 모드 선택

컬러: 0%, 100%로만 남겨두고 삭제 (50% 삭제)

컬러:0%값 입력(F_C STD 프로파일의 White Reference인 위 "c번"의 "0%값 "입력)

타겟값: 색상 기준값 입력후 "타겟값과 계산하기" → 저장 → 출력 → 계측

"Subtract paper Tint" 체크할것

   (2) 각 라벨 특징

     ① job: 작업 컨트롤 스트립: 전체출력물을 1개의 Job으로 인식하고 라벨을 출력

     ② 이미지: 이미지 컨트롤 스트립: 여러 작업건들을 동시 출력시 각 작업을 

                 개개 이미지로 인식하고 각 작업건 마다 각 라벨을 출력

이미지 컨트롤 스트립 출력

Job 컨트롤 스트립 출력

 2) 라벨 출력 위치 및 특징

     ② 컨트롤 스트립 2

   (1) job: 작업 컨트롤 스트립 

     ① Proof Control 스트립

     ② 캘리브레이션 컨트롤 스트립

   (2) 이미지: 이미지 컨트롤 스트립 

     ① 컨트롤 스트립 1

 

White Reference 값

F_C STD 프로파일명: Flair Chinook

V0.mx4

   (3) 각 라벨 프로파일 적용 출력:

   (1)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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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엡손 720dpi 프린트/ 포토 잉크에 170g 종이사용 로 단면 인쇄)

5. 각종 보관 위치

      ② 계측용 라벨/스트립을 기준 라벨/스트립외용으로 출력

4. Job ▶ 프린트 설정 / 프린트

 1) 프린트: 프린트 종류

 2) 미디어: 사용 종이 종류

 3) 캘리브레이션 세트: 이름은 마음대로 지정하나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잉크, 종이종류등을 이름으로 설정하여 확인이 용이.

 3) 라벨 / 컨트롤 계측장비

   (1) 계측장비: 내장용 Spectrophotometer (Epson Internal Measurement Device)

   (2) 계측 않게 하는 방법

      ① 계측 장비를 내장용 Spectrophotometer (Epson Internal Measurement Device)외 장비로 선택

                                     Job 작업 컨트롤 스트립: 캘리브레이션 컨트롤 스트립

      ① 프로파일값 적용 출력: 이미지 컨트롤: 컨트롤 스트립 1, 컨트롤 스트립 2

      ② 프로파일값 미적용 출력: Job Proof Control 스트립

   (4) Job: Proof Control 스트립 / 캘리브레이션 컨트롤 스트립의 역할 및 차이점은? 

    ① GMG 용지: C/ProgramFiles/GMG/Colorproof05/Calibrations/Epson/7900/GMGsemematte250/

Epson_7900_720dpi8c_GMGsemematte_V2.csc

 2) 프로파일 위치

 1) 핫 폴더 위치(워크 플로우/위에 선택후 우측 버튼)

   ① GRACoL: D/GMG Hot/Proof_Kodak RD 190/

   ② F_C_STD: D/Chinook/

   ① GRACoL: C/Program Files/GMG/ColorProof05/Profiles_Proof/Epson/x900/Kodak_RD190/ EP79_GRACoL2006_Kodak

RD190_Uni_720_i1iOUV_03.mx4

   ② F_C STD V2: C/Program file/GMG/ColorProof05/Calibration/Sammin G7 After/Flair Chinook V1.mx4

 3) 별색 개멋 위치

    ② 현 사용 용지: C/Program Files/GMG/ColorProof05/gamut/EP7900_Kodak RD190_Uni-gamut_i1iO.csc



 4) 각종 차트 및 라벨위치(GMG 차트, 및 시눅 라벨)

    C/Program Files/GMG/ColorProof5/Testcharts/(Epson Testcharts)

  15) Templates:

  16) Testcharts: GMG 차트 및 시눅에서 제작한 라벨들이 저장된 폴더

    C/Program Files/GMG/ColorProof05/ProofControl(ProofControl Output-?)

 

  4) ICCProfiles:

  5) Profile_ICC:

  6) Profile_Liner:

  7) Profile_PhotoProof:

  8) Profile_Proof: GRACoL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폴더(/Epson/x900/Kodak_RD1900/~)

  9) ProofControl: 프린트 측색 결과를 라벨 프린트에 출력할수 있게 보관된 폴더 (공유)

  11) Robin/Gamut_Mx3_MX4:

  12) SpotColors:

  13) Strips:

  14) Temp:

  10) ProofControl Output:

 5) Proof Control(라벨용 프린트)출력값(Output-?)

6. 알아둬야 할 폴더들 설명: C/Program Files/GMG/ColorProof05/

  1) Calibration: F_C STD 프로파일 사용하고 있는 폴더(/sammin G7 After/~)

  2) Documentation: GMG S/W 사용설명서

  3) gamut:

7. 일반 사항들-프린트 출력 관련(에러 포함)

  1) 프린트 출력이 되지 않는 이유, 출력이 늦게되는 이유?

      프린트 시스템이 꼬였을 가능성 - 립, 프린트를 Off후 재 시동후 실시

  2) 출력물 모와서, 확대 ,축소, 회전,이동하여 출력하는 방법?

     Proof Control 셋팅된 컴퓨터에서 이전 출력값 프린트 - Proof Contro는 GMG 립에 깔면 충돌 발생

  4) 계측 시간 셋팅(조절) 방법은?

    출력 / 프린트 / EPSON7900 더블클릭 / 고급설정에서 조절

     우측버튼 후 / Job / 레이아웃 / 이미지 클릭후 우측버튼 후 조정

  3) 라벨 프린트 출력하는 방법(Proof Control)

 

 

  *프린트 IP 관련

  5) IP 상태번호: 192.168.100.235 (실행 / cmd / ipconfig에서 확인 가능)

  6) 유동/고정인가?

  유동IP이지만 거의 기존 IP주소로 찾아 연결, 프린트에서 수동 조절시 별도 연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