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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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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매체 환경에 
대응할 시스템 요구

세계의 신문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던 세계 유력지들이 독자들 곁으로 바싹 다가서기 위한 변화의 모습

을 보이는 건 이미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제작기술 혁신과 독자 환경의 변화, 특히 신세대

들의 구매력 향상과 영향력의 증대로 시대 변화에 초점을 맞춘 기사와 감각적인 지면이 늘

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기존 ‘종이 매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 기술의 발전은 정

보의 전달 방식이 다양해지고 제작 방식이 간단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존 매체 접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브랜드 미디어’에서 ‘콘텐츠 위주의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

하며 공간, 시간 그리고 한정된 정보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의 등장으로 

독자의 구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제작방식과 인력 배치로는 이런 미디어 

환경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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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현재 운용중인
지면 제작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구시대적이다.

▶ 수 억대의 높은 비용, 잦은 오류 발생 

▶ 구축 기간이 오래 걸림 

▶ 수 억대의 돈을 주고도 1년 넘게 시스템 안정화 작업 

비효율적이다.

▶ 편집자 20명, 조판 오퍼레이터 20명 안팎 총 40명 이상의 인력 

▶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도 높은 비용에 망설임

▶ 인력•비용 낭비에 긴 시간을 들여 지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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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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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판시스템의 
특장점은?

효율적이고 퀄리티 높은 신문제작 

저비용 고효율 제작시스템 단기간에 구축  

통일된 지면 구축, 다양한 형태로 변형가능  

▶ 획기적으로 제작 시간을 단축해 신문의 편집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

▶ 다양한 탬플릿은 빠른 지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지면의 퀄리티 향상

▶ 모든 언론사에 적용되는 범용성 높은 제작시스템으로 구축 시간 단축 

▶ 기존 CTS 시스템 대비 구축비용 최소화 

▶ 탬플릿을 각 면별로 특성에 맞게 미리 준비해 신문의 전체 포맷을 통일

▶ 지면 상황에 따라 손쉽게 응용과 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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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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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판시스템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

고품질 

신문제작 
제작시간 

단축 

비용 

절감    

최소의 

전문인력만으로

고품질 

신문제작

제작과정의 

단순화로

인건비 축소와 

제작비용 절감 

다양한 탬플릿 

활용으로 

조판시간 획기적 

단축



뉴스토마토 CMS 적용 



자동조판 시스템 개념도

기사 작성

News Room
(기사통합관리 시스템)

- 각 면의 지면 배치
- 사진 관리
- 기사 수정

온라인

자동 조판(편집)

Pdf 서비스

인쇄



News Room I 기사관리



News Room I 지면관리

각 지면

기사 
꼭지 번호



News Room I 기사 입력(상단)

제목

부제

본문



News Room I 기사 입력(하단)

사진

면 번호
기사 번호

캡션



News Room I 광고관리



제작 I 템플릿 결정, 기사 매수 확인

원고량

광고



제작 I 템플릿 결정 후 스크립트 실행

템플릿 스크립트 



제작 I 편집, 교열



News Room I 모니터링



템플릿 응용 예

<4·1 포맷> <3·2 포맷> <5단 포맷> <3·2 포맷>



템플릿 응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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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실제 제작 면



뉴스토마토의 자동조판시스템은 
신문 제작에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담당: 정경진 부장, 박민호 팀장

연락처 : 02-2128-3348, 010-4306-3896, 010-9203-3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