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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

교육일자 :  2019년 9월 5일(목)~7일(토), 오전 9시~오후 5시(9월 7일은 오후 12시까지)

교육장소 : 장소미정(참가자를 대상으로 추후공지)

교육목적 :  컬러매니지먼트를 비롯해 인쇄 및 패키징 인쇄물 제작과 공정 제어 분야를 위한 최고

의 지도자 양성을 통해 공정 제어 중심의 워크플로우와 프로세스, 그리고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인재 개발하고 전 세계 인쇄와 패키징 및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서플라이 체인을 정

비, 연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교육대상 : 인쇄사, 브랜드, 인쇄물 구매자, 디자인 및 기획사, OEM 및 인쇄 기술 개발 종사자

교육비용 : $1,050(1,260,000원)

접수마감 : 2019년 8월 30일(금)

교육문의 : Idealliance Southeast Asia & Korea │ 월간인쇄계  02-2026-512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Idealliance	Southeast	Asia	&	Korea에서는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G7	공정	제어	전문가	

교육	및	인증	과정를	실시합니다.	

3.	 이번	교육은	G7	Expert/Professional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론	엘리스(Ron	Ellis)

씨의	방한으로	한국어	통역과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오며,	자세한	사항

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서번호 : IK_2019-0009

발 신 : Idealliance Southeast Asia & Korea

수 신 : G7 공정 제어 전문가 교육 및 인증 과정 참가 희망자

날 짜 : 2019.8.1

제 목 : ‘G7 공정 제어 전문가 교육 및 인증 과정’실시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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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공정 제어 전문가 교육 및 인증 과정(G7 Process Control Expert Training & Certification Course)

1. 교육 및 인증 과정 설명

①	교육목적	:	컬러매니지먼트를	비롯해	인쇄	및	패키징	인쇄물	제작과	공정	제어	분야를	위한	최고의	지도자	양성을	통

해	공정	제어	중심의	워크플로우와	프로세스,	그리고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인재	개발하고	전	세계	인쇄

와	패키징	및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서플라이	체인을	정비,	연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②	교육대상	:	인쇄사,	브랜드,	인쇄물	구매자,	디자인	및	기획사,	OEM	및	인쇄	기술	개발	종사자

③	교육강사	:	Ron	Ellis(론	엘리스),	Ron	Ellis	Consulting	LLC	–	Idealliance	G7	Expert-Trainer

2. 교육 및 인증 세부사항

①	교육일시	:	2019년	9월	5일(목)~7일(토)	3일간,	오전	9시~오후	5시	(9월7일은	오후	12시까지)

②	교육장소	:	미정(확정시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후	공지)

③	교육비용	:	$1,050(1,260,000원)

④	교육신청	마감일	및	모집정원	:	2019년	8월	30일(금),	선착순	20명	(참가인원	미달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교육문의	:	Idealliance	Southeast	Asia	&	Korea-월간인쇄계	김원경	과장

	 (02-2026-5123,	hjahn@idealliancekorea.org)

3. 교육 및 인증 지불 안내사항

①	교육	신청서	접수	후	Idealliance	Southeast	Asia	&	Korea로	부터	납부	인보이스를	받으시면	아래의	계좌로	교육	인

증비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납부가	확인되면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원화로	지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일	

현금	매입가로	환산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10%의	부가세가	가산됩니다.

②	인증비	납부	계좌

외화	입금	 한화	입금(당일	현금매입가로	환산하여	입금)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650‐007590‐994

입금처	:	Graphics	World(월간인쇄계)

Swift	code	:	KOEXKRSE(SangdodongBranch)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3‐01‐0226-190

예금주	:	안석현(월간인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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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liance Southeast Asia & Korea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68,	C동	407-1호	│	전화	(02)2026-5123	│	팩스	(02)2026-5121	

이메일	hjahn@idealliancekorea.org	│	www.idealliance.org	│	www.idealliancekorea.org

캘리브레이션

①	G7의	기본	및	G7	툴킷

・	 계조,	그레이	밸런스,	평가	메트릭스,	G7	준수	

・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또는	와이드	포맷	G7

②	구현	계획

・	 필요	사항,	인쇄	장비	준비	및	유지	보수,	기술적	검토	

및	확인,	인쇄	목표	및	재료

③	G7	생산	및	문제	해결

・	 실시간	인쇄물	제작을	위한	인쇄	표준	선형화,	보정	및	

G7	검증을	목표로	하는	기계	안정성

생산

①	생산	준비

・	 ICC	워크플로우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G7	사

용

②	라이브	캘리브레이션	인쇄기	운전

・	 컬러	가뭇과	잉크	타깃	및	기계	성능	평가,	SCCA	및	가

뭇	클리핑과	전체	G7	캘리브레이션을	포함하는	분석을	

위한	측정	평가

③	라이브	인쇄기	커브	생성

・	 테스트	폼의	측정	및	분석,	커브	생성	및	G7	커브	RIP에	

입력

④	라이브	인쇄기	운전	확인

・	 인쇄	일관성	및	G7	메트릭	측정	확인.	평가에	따른	인쇄

기	조정	

・	 인쇄물	구매자	및	브랜드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조정

⑤	라이브	G7	인쇄	생산

・	 ICC	프로파일링	및	G7	활용	

・	 적합한	타깃과	테스트	차트	활용	

・	 장비	안정성	확인	

・	 G7	준수에	따른	ICC	프로파일링	측정과	생성	및	준수

⑥	라이브	교정	캘리브레이션	및	커브

・	 장치	캘리브레이션,	컬러	가뭇	타겟팅	및	평가,	컬러매

니지먼트	및	측정	

・	 커브	생성	및	추가	측정과	분석을	통해	캘리브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한	G7커브	RIP에	입력

⑦	라이브	G7	교정	생산

・	 ICC	프로필	생성,	적절한	타깃	및	테스트	차트	활용,	장

치	안정성	점검	

・	 G7	준수에	따른	ICC	프로파일링	측정과	생성	및	준수

⑧	G7	인쇄	및	교정	정렬

・	 교정에	인쇄	매치	달성

・	 평가,	분석	및	보정을	위한	방법	및	도구

공정 제어

①	연속	측정	및	평가

・	 필요한	도구,	교육	및	유지	관리	활용	

・	 컬러바	생성	및	활용	

・	 캘리브레이션	및	인쇄	조건	유지를	위한	측정,	피드백	

루프	및	소모품	및	장비	추적을	통한	품질	관리	

・	 이미징	엔진	공정	제어

②	라이브	G7	생산	유지

・	 교정	및	인쇄	캘리브레이션	제어	

・	 라이브	인쇄	시트	분석	및	CRF	

・	 측정	및	보정을	위한	SOP	

・	 라이브	인쇄	측정	및	재	캘리브레이션을	포함한	캘리브

레이션	절차

③	라이브	고급	G7	캘리브레이션

・	 G7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	변수	유지	

・	 G7으로	인쇄	구매자	및	브랜드의	허용	오차	유지	

・	 별색	캘리브레이션	

・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	 중첩된	캘리브레이션	및	재	선형화	도구로서의	G7

G7 공정제어전문가 과정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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