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CMYK TEST SITES RECOGNITION 
 
XCMYK is a four-color printing method, a dataset, and an ICC Profile 
 
The following sites were instrumental in the development of  the XCMYK expanded gamut 
dataset and color profiles. They generously gave their time, expertise, and materials to the 
XCMYK test runs, and created the data used to create the final profiles. Idealliance and the 
GRACoL Committee thank each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for their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printing industry. 
 
XCMYK is a new color space representing expanded gamut printing that can be achieved on 
offset and digital devices. The XCMYK dataset and profiles can reproduce a larger gamut than 
that of GRACoL®, the industry’s current standard for print quality. Profiles can be used on 
traditional four-color presses as well as on a variety of digital devices to produce a color space 
larger than current traditional printing. 

 
XCMYK Test Sites 

 
 

The Standard Group  
Lititz, PA 
 
Imagine! 
Shakopee, MN 
 
Johns Byrne  
Niles, IL 
 
Journeyman Press  
Newburyport, MA 
 
DS Graphics  
Lowell, MA 
 
Sandy Alexander 
in partnership with Esko US 
 
Sheck Wah Tong Printing Press 
Ltd 
Hong Kong, PRC 
 
Excel Printing Company  
Taiwan, PRC 
 

MidState Printing  
Syracuse, NY 
 
Spectragraphics  
Commack, NY 
 
Leo Paper 
Heshan, PRC 
 
Starlite Printers Ltd. 
Shenzhen, PRC 
 
Green Production 
Hong Kong, PRC 
 
C&C Joint Printing  
Shenzhen, PRC 
 
Aspasie Inc. 
Quebec, Canada 
 
Faisal Wall  
Pakistan 
 
 

Puritan Press  
Nashua, NH 
 
Fuji /Komori  
United States 
 
Aptec  
Hong Kong, PRC 
 
Lake County Press  
Waukegan, IL 
 
RIT 
Rochester, NY  
 
Salt River Project 
Phoenix, AZ 
 
Korea Armed Forces Printing & 
Publishing Depot 
Chungcheongnam-do, Korea 

 

 

XCMYK은 4색 인쇄 방식이며 데이터 세트이자 ICC 프로파일

다음 사이트들은 XCMYK 확장 가뭇 데이터세트와 컬러 프로파일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XCMYK 테스트 실행을 위해 시간과 전문 지식, 그리고 재료들을 아낌없이 할애했으며, 최종 프로파일 생성
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Idealliance와 GRACoL위원회는 다음의 기관의 인쇄산업을 위한 
값진 노고와 기여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XCMYK는 오프셋과 디지털 장비에서 이룩될 수 있는 확장된 가뭇 인쇄를 나타내는 새로운 컬러 스페이
스 입니다. 오프셋 및 디지털 장치. XCMYK 데이터 세트 및 프로파일은 인쇄 품질에 대한 현 업계 표준인 

GRACoL® 보다 더 큰 가뭇을 재현합니다. 프로파일은 전통적인 4색 인쇄기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장비에서 현재의 전통적인 인쇄보다 더 큰 컬러 스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XCMYK 테스트 공식 인정 사이트

XCMYK 테스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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