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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자동조판시스템은 현재 신문사, 교차로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가의 비용을 요함으

로 자동조판을 이용하기 보다는 편집디자이너가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일일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광고도안인 명함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에서 PDF파
일을 생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컴퓨터조판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한다.

1. 서론

컴퓨터자동조판시스템(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이하 CTS)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문이나

잡지,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의 입력에서부터

지면의 배치(layout), 편집, 인쇄판(machine plate)

작성까지의 공정을 일관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다[1].

이러한 컴퓨터자동조판시스템은 현재 신문사, 교

차로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가의 비용을

요함으로 자동조판을 이용하기 보다는 편집디자이너

가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일일이 작업을 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광고도안인 명함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에서 PDF파일을 생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완전자동화를 구축하기 위한 컴퓨터

조판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현재 명함이나 광고 전단지, 신문이나 잡지, 전화

번호부 책자 등을 제작하는 방법은 편집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편집디자이너가 편집 작업을 거쳐 완성

한다.

주요 이미지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작

업한 후 출판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및

텍스트를 배치하여 인쇄를 하게 된다.

이러한 편집 작업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조판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업무별 전용 조

판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범용 편집소프트웨어에

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전용조판시

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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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QuarkXPress 7.2 InDesign CS3

제조사 Quark 어도비

가격 약 300만원 약 80만원

운영체제 매킨토시, 윈도우

홈페이지 http://www.quark.com http://www.adobe.com

구분 제품 및 모델명

편집용소프트웨어 InDesign CS2

개발툴 MS VisualC++ 2003

SDK
Adobe InDesign CS2 4.0.2

Products SDK

데이터베이스 MySQL 5.0

웹서버 Apache

운영체제 Windows XP

[표 1] 편집용 소프트웨어 비교

신문이나 잡지, 교차로 및 전화번호부는 사진이

나 기사를 전달하는 것 외에 광고를 제작하여 주 수

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는 크게 두 가지

로 분류된다. 하나는 줄 광고이고 다른 하나는 박스

광고 있다.

줄 광고는 라인단위로 들어가는 광고를 말하며,

주요 특징은 광고 앞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늘어난

만큼 광고가 뒤로 밀린다. 즉, 줄과 같이 동작을 하

는 반면, 박스광고는 대부분 그림파일로 구성이 되

는데, 텍스트 위에 올라가는 형태로 텍스트가 밀리

거나 줄어들더라도 이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박스광고는 편집 디자이너가 그래픽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디자인작업을 하는 것으로 광고

비용도 비싸지만, 디자이너에게도 많은 시간이 필요

한 것이 특징이다.

3.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그림광고용 광고도안을 템플릿을

이용하여 자동조판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하고자 한다. 개발 환경은 어도비사의 InDesign

CS2를 이용하여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SDK를 이

용하여 실시간 인터넷과 연동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

청을 받고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이용하여, 인터

넷에서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광고도안을

자동 제작하도록 한다.

[표 2] 개발 환경

3.1 시스템 구성

웹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라 광고

도안을 제작하는 시스템의 구성은 웹페이지를 담당

하는 부분과,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담당하는 애플리

케이션서버, 그리고 조판을 담당하는 플러그인으로

구성된다. 그림 1은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웹서버

와 자바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1] 조판 담당 플러그인

3.2 시스템 처리과정

광고를 자동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사용

되는 디자인 패턴을 분석하여 각 패턴에 맞는 디자

인 템플릿을 제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디자인 템

플릿에 필요한 이미지를 사전에 제작하여, 데이터베

이스에 코드화 하고, 이를 이용하여 처리작업은 사

용자가 직접 템플릿과 이미지를 선택하게 한다. 또

한 필요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며, 자동제작 CTS에

서는 템플릿의 지정된 위치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배

치함으로써 작업이 완성되게 된다. 상세단계는 사전

준비 단계와 처리작업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4. 템플릿 제작을 위한 플러그인 제작

광고도안 템플릿은 인디자인으로 제작을 하며 텍

스트영역에는 각각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작업시 키

워드를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로 변경이 가능하도

록 한다.

키워드는 #키워드#의 형태를 가지며 작업자는 텍

스트영역을 표시하고 그 영역내에 #키워드#를 다음

과 같이 기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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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인자인을 이용하여 텍스트템플릿을 제

작하는 화면이다. master_tel은 대표전화번호를 사용

자가 입력하면, #master_tel#에 적용된 스타일을 그

대로 사용하며 텍스트만 전화번호로 변경(replace)

한다.

[그림 2] 광고도안 템플릿

작업자는 텍스트 템플릿에 필요한 폰트, 색상, 크

기 등 스타일을 #master_tel#에 적용하며, 적용된 스

타일에 내용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로 수정하게 된

다.

그림 3은 이미지 템플릿에 대한 표현으로 이미지

템플릿은 박스선 아래에 “image_name"과 같이 이미

지템플릿명이 표시되는데, 이 부분은 템플릿에서 선

택한 이미지를 이미지템플릿 영역에 배치하는 용도

로 사용된다.

[그림 3] 이미지 영역

이미지 영역의 경우 인디자인(InDesign)에서 제

공하는 장식을 이용하여 표현이 가능한데. 각 이미

지영역에 [이미지명]을 기록함으로, 자동제작 시 이

를 이용하여 해당 이미지를 배치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템플릿은 그림 4와 같다.

#notice_com#은 회사이름, #add_line#은 광고문구,

#com_add#는 회사주소, #add_tel2은 추가번호를 의

미하며, adoc_pic는 배경이미지 템플릿명, 명함1은

명함 템플릿명을 의미한다.

[그림 4] 최종적 작성된 템플릿

각 템플릿 하단부에는 템플릿 이름을 기록하여,

템플릿리스트를 추출하고 각각을 인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인디자인파일에 다수의 광고도안템플릿을

제작하여 지정된 디렉토리에 저장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광도도안을 자동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광고도안 컴퓨터 자동조판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광고 도안제작을 위한 템플릿 제작방법,

데이터베이스 설계방법, 자동작업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의 이용분야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명함

을 제작하는 시스템이나, 광고전단지 제작시스템, 신

문이나 교차로, 전화번호부와 같은 광고시스템에서

광고도안을 자동 제작하는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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