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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슨 대학교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스쿨 

The School of Graphic Communications Management, Ryerson University 

디자이너를 위한 워크샵 Workshop for Designers  

캐나다 라이어슨 대학교의 한국 국제 협력 제 1단계 프로젝트 

강의 : 라이어슨대학교 제이슨 리시 교수 Ryerson University Prof.Jason Lisi with May Wong 

2018년 9월 3일 월요일 

09:00 – 17:00 

 
*** 워크샵 강의 내용 ***

 

9:00 – 9:30 

등록 및 다과 

Registration and refreshments 

9:30 – 10:30 

환영사 

Welcome and introductions 

라이어슨 대학과 GCM 에 대한 소개 

Information session about Ryerson and GCM 

워크샵 개괄 

Overview of the workshop 

10:30 – 10:45 

휴식 Break 

10:45 – 12:00 

제 1 세션: 기본  

Session one: The basics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So what is graphic communications anyway? 

o 연계 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산업 탐구  

In this session we will explore the global graphic communications industry, including related industries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전환: 전형적인 워크플로우와 작업 사이클 

Turning ideas into product: Typical workflows and job cycles 

o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완제품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모든 공정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all the various processes that are required to turn someone’s idea into a 
finished product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 

Constructive communication  

o 고객, 디자이너 및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간의 명확하고 건설적인 의사 소통의 중요성과 이를 달성하는 

방법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clear and constructive communication between clients, 
designers, and graphic communication professionals, and how to achie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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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00 

점심식사 Lunch 

13:00 – 14:00 

제 2 세션:  성공의 열쇠 

Session Two: Keys to success  

 작업 계획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job planning 

o 이 세션에서는 수익성, 신뢰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업무를 성공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how to successfully plan a job to ensure profitability, reliability, and quality 

 컬러 매니지먼트란 무엇이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What is colour management and why should you care 

o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소개와 그 중요성에 대한 설명 

In this session colour management will be introduced and its important explained 

 교정을 보여줘 

Show me the proof 

o 컨트랙트 (사인 오프) 교정의 개념을 포함한 전형적인 워크플로우에서 하드 및 소프트 교정의 역할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the role of hard and soft proofing in a typical workflow, including the 
concept of a contract (sign-off) proof 

14:00 – 14:15 

휴식 Break 

 

14:15 – 15:00 

제 3 세션:  모두 하나로 모으기 

Session Three: Putting it all together 

 적합한 생산 및 후가공 공정의 선택  

Choosing the right production and finishing processes 

o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력 방법의 이점과 한계, 그리고 공정을 제품과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th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traditional and digital output methods, and 
the importance of matching the process to the product 

 요약 및 마무리 

Summary and wrap up 

o 오늘의 주제 요약과 워크숍 이론 구성 요소 정리 

In this session we will summarize the topics of the day, and wrap up the theory component of the 
workshop 

 

15:00 – 17:00 

실기 교육 세션  

Hands-On Training Session  

 컬러 매니지먼트를 이용하여 엡손(Epson) 교정기, 로랜드 프레스 및 후지제록스 디지털 컬러 프레스 간의 인쇄물 출력 

컬러를 일치시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한다. 전용 디지털 프런트 엔드 (DFE), 품질 제어 스트립, ICC 프로파일 링 및 분광 

광도계를 사용하여 세 장치 모두에 인쇄 된 동일한 제품을 인쇄, 측정 및 평가한다. 

Attendees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ut theory into practice by using colour management to match the 
colour of printed output between an Epson proofer, a Roland large format press and a Xerox digital colour press. 
Students will use dedicated Digital Front Ends (DFEs), Quality control strips, ICC profiling, and 
spectrophotometers to print, measure, and evaluate the same product printed on all thre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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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슨 대학교 소개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스쿨 

캐나다 토론토 한가운데 위치한 라이어슨 대학교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스쿨은 기술과 경영 능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인쇄산업을 위한 관리자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쇄를 위한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경영인으로 갖춰야 할 매니지먼트 전문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어도비를 비롯해 

애플, 하이델베르그, 에스코, 엡손, 로랜드, 후지제록스 등 인쇄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네트워킹을 통한 후원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4 년의 학사 과정 동안 디자인 및 인쇄 현장과 동일한 실습 과정을 이수함으로 졸업 후 100% 취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대학으로 캐나다는 물론 북미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슈튜트가르트 대학과 중국의 시안 

대학 등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www.ryerson.ca/gcm) 

 

강사 소개 

제이스 리시(Prof. Jason Lisi) 

라이어슨 대학교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학과 학과장 겸 교수 

제이슨 리시(Jason Lisi) 교수는 토론토 캐나다 라이어슨 대학교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학과의 학과장 겸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프리미디어, 포토샵 및 최신 기술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PDF 표준 및 사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제로 여러 저널에 기사, 백서 및 기술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겐트 워크 그룹(gwg.org)의 집행 위원이자 G7 전문가로 국제 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ISO TC130)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 표준위원회 이사회(SMC)의 대표 및 공동 의장이다. 라이어슨 대학에 합류하기 전에는 토론토의 

프리미디어 하우스에서 고급 스캔 작업을 위한 컬러 스캔 및 프리프레스 일에 종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