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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it comes to current growth trend for the printing process in Asia printing

market, offset printing, gravure printing and screen printing are reduced respectively

–4%, –19%, –55%. In judging from the fact, the change in the printing production

system from mass production on small amount to small production on mass amount

is the biggest issue. For this reason, digital printing shows the significant growth.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growth 78% for electro photography way and

67% for ink-jet, it's not enough to catch up with digital printing which is increasing

as time goes by to equip with hardware like as digital press. There'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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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install the BOD(Book on Demand) system which is the advanced and

regular publication edit solution based on web-to-print model in the prepress, and it

has made the BOD system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maximization of efficiency

and produ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step forward from the POD concept, which is

refired to "Print along with the ordered quantities, the ordered appropriate time and

the demanded place", so that it could expand the range of the printing/publishing

environment using the BOD system, the order-made publication based on

automatically operating template. And it tried to make the relation to digital web

press on ink-jet method which is adequate to "mass production on small amount"

with such advanced concept.

This research also aims to use actively BOD solution model to promote the

productivity of labor, and then to produce the printings across all related industries,

which means to manufacture maximally the products on the shortest time at

minimum place through PC equipments.

Keywords: digital printing, web-to-print, BOD solution, publication.

1. 서 론

디지털로 대변되는 21세기 기술의 진보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은 디지털과 접목되고, 평상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디지털을

배제하고서는 더 이상의 의사소통은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인쇄·출판 시장 변화의 키워

드는 가변적 정보를 바탕으로 인쇄물의 제작 과정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지금보다 소

비자 지향적, 아이디어 지향적, 가변적인 특성을 지닌 디지털인쇄가 주가 될 것이다.

디지털 인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출판사들은 과거처럼 한 번에 몇 천 권씩 대량

으로 도서를 제작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재고 및 폐기 처리가 줄어든 장점

과 동시에 내용 수정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프셋 인쇄가 수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만족시킴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1)

또한 최신 디지털 인쇄 기술은 출판의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주는 제 1의 대체 생산 방

식으로서 디지털과 일렉트로닉 미디어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새로운 출판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의 발달로 과거에 모든 산업에 걸쳐 소품종 대량 생산, 대량

배포, 즉 상품의 공급 형태가 생산자 중심이었던 것에 비하여 신기술들의 발명 및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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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공급의 형태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다품종 소량 생산, 소량 배포로

바뀌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서도 디지털 접목과 병행하여 소비자(독자)의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하여 인쇄·출판 분야에서는 맞춤형 주문 생산 인쇄·출판(POD: Print On Demand,

Publishing On Demand)이 나타났다.2∼3)

최근 아시아 인쇄 시장에서 인쇄 공정상의 성장 추세로 분석한 결과 오프셋 인쇄 –

4%, 그라비어 인쇄 –19%, 스크린 인쇄 –55%정도로 각각 감소하였다.4) 이것은 인쇄물

생산 체제가 대량 소품종에서 소량 다품종으로의 변화한 결과로써 이에 따라 디지털 인

쇄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인쇄의 경우 일렉트로 포토그래피 방식은 78%, 잉크젯은 64% 성장함에

따라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성장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디지털 프레스와 같은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안 되며, prepress에서 웹투 프린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진보되고

정형화된 책자 편집 솔루션 BOD(Book On Demand)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더욱

더 디지털인쇄를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에 결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필요한 수량,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에 맞추어 인쇄한다”라

는 POD 컨셉에서 더욱더 진보 및 전문화된 템플릿 기반의 주문형 책자 BOD(Book On

Demand)를 통해 인쇄·출판 환경 영역을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잉크젯 방식 디지

털 윤전기와 연계하여 최적화 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컴퓨터 장비

를 가지고 최소한의 공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것, 즉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인쇄산업 전반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BOD 솔루션 개발 모델을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인쇄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실 험

2-1. BOD 솔루션 설계

디지털 인쇄의 장점은 인쇄의 적시성과 가변데이터를 활용한 인쇄로써 앞으로도 전개

될 디지털 시장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솔루션이다. 디지털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Prepress에서 인쇄용 파일이 필요하며, 특히 템플릿 기반의 BOD 최종 출력(Output)은

등글, 서체, 자간, 장평 등이 반영된 인쇄용 PDF로 표현되어야 한다.

PDF 파일은 컴퓨터 기종, 운영 체제, 프린터의 종류 및 해상도에 제한 없이 어디에서

나 읽고 인쇄할 수 있도록 고안된 파일 포맷으로써 무엇보다 포맷의 특성과 자체 압축

기능으로 인해 원본 문서의 레이아웃 및 스타일 글꼴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Figure 1은 현 디지털 인쇄 공정과 본 연구에서 설계한 BOD 솔루션 패러다임 공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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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aradigm shift of the production process.

(a) possiblity without specialist (b) convenient us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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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rinting possibility as soon as order

Figure 2. The design concept of BOD solution.

인쇄·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POD는 현재 민간 상업용 인쇄(논문, 전단지, 명함, 리플

릿 등)가 대부분이지만, 다양하고 정형화된 책자물 위주의 생산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

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문 전체 페이지 수에 따른 책등 두께의 자동 변경

기능 및 가변 입력 필드의 글자 수에 따른 장평, 자간 자동 조절이 가능한 템플릿 기반

책자 편집 솔루션 BOD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2-2. BOD 서비스 구조

BOD 서비스 구조를 통해 인쇄용 PDF 파일을 생성 후, Figure 3과 같이 잉크젯 방식

윤전 인쇄 시스템과 연계시켰다.

Figure 3과 같이 BOD 서비스를 위해 템플릿 에디터에서 편집된 템플릿을 템플릿 서버

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템플릿은 표지, 표지 이면, 속표지, 목차, 챕터지, 간지, 본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템플릿을 기술하는 표현 방법으로 데이터 직렬화 포맷으로 설계

하였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수 값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또 형식이 프로그래

밍 언어나 플랫폼에 독립적이므로 C,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펄, 파이썬 등 많은

언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람과 기계 모두

읽고 쓰기 쉽게 프로그래밍 언어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객체를 교환하기 용이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5)

서비스 사용자는 등록된 템플릿을 선택 후, 한글 문서로 작성된 본문을 PDF 자동 변

환을 거처 BOD 웹서버로 업로드가 필요하며, 업로드된 한글 문서로부터 문서의 판형

및 여백 정보와 페이지 수, 목차 정보가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BOD 편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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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본문과 결합될 표지, 표지 이면, 속표지 등이 편집되도록 하였다. 편집기에서 사

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XML 파일 형태로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BOD 웹서버인 템플릿

서버 FTP로 전송되며 템플릿 서버에서 MAC OS X 이미지 엔진(Quartz)으로 등록된

템플릿과 결합하여 편집용 이미지 또는 인쇄용 PDF로 렌더링(rendering)된 후, 다시

FTP를 이용하여 웹서버로 업로드 되도록 하였다.

Figure 3. The printing system model thru BOD service structure.

사용자에 의해 입력될 수 있는 데이터는 템플릿에 의해 가변처리 가능하도록 지정된

숫자, 문자열, 날짜, 표, 이미지 등이 있으며 이미지는 웹에서 즉각적으로 편집되어 표출

될 수 있도록 JPG, GIF, PNG, BMP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EPS 등 웹에서 지원하지

않는 포맷인 경우 인쇄용 파일을 웹 편집용 이미지 파일(JPG)로 자동 변화하여 관리되

도록 하였다. 특히 템플릿과 사용자 데이터가 결합되어 생성된 페이지는 서버에서 인쇄

용 PDF로 저장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편집기에서는 72dpi 해상도로 이미지화되어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성된 PDF 문서는 Web to Print Process Server

에 의해 처리되어 디지털 윤전기로 자동 전송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계하였다.

2-3. BOD 편집기 화면 구성

모든 상황은 위지윅(WYSIWYG :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모듈에 의해 실

시간 반영되도록 하였고, 요청이 있을 때 언제나 출력할 수 있는 적시성을 제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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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웹기반의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템플릿과 결합하여 책을 생

성할 수 있도록 웹 편집기 설계 및 실제 적용이 가능한 모델로 하였으며, 또한 화면 구

성은 Figure 4와 같이 설계되었다.

우측 영역 ❸에 입력기 폼을 배치시켜 템플릿에서 가변 처리될 데이터에 대해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아래쪽 영역에는 중앙에 내비게이션 영역 ❺을 두어 현재 작업

단계와 프로세스가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좌우측 ❹, ❻에는 기능 버튼을 배치하여 실시

간 적용을 통한 렌더링이나 단계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우측상단으로부터 중앙

영역 ❷에 책의 각 페이지 템플릿을 표출하였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웹 편집기를

통해 표지, 표지 이면, 속표지 및 본문 등의 페이지들을 편집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입력 내용이 필요할 때, 우측 입력 폼 영역 ❸에 입력 데이터의 타입(텍스트, 표,

이미지, 날짜)에 따라 구현된 입력기가 자동 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10, 16,

25, 32절 등 다양한 책의 판형에 따라 중앙 콘텐츠 영역 ❷에 책의 페이지가 자동 스케

일(scale)되어 표출되도록 가변 크기로 설계하였다. 자동 조판(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은 편집, 조판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BOD 시스템을

통해 출판을 지원하게끔 설계하였다.

Figure 4. The screen layout of web editor.

따라서 BOD 서비스는 가변 데이터에 대한 자동 조판이 될 수 있게 하였으며, 전문

편집인의 편집 경험을 기반으로 일반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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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이 템플릿을 기준으로 디자인하여 설정된 서체, 크기, 자간, 장평을 기준으로 가변

데이터에 따라 공백에 대한 반각 처리 등 세밀한 기능과 함께 가능한 전문 편집인이 설

정하여둔 템플릿 디자인에 가깝게 자간, 장평, 서체, 크기를 변경하며 자동 조판되도록

설계하였다.

2-4. 책등 생성 및 세로쓰기 조판

표지 생성 시 본문 페이지 수에 따라 책등 두께가 가변적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표지

및 표지 이면의 크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책등에 들어갈 가변 데이터의 크기가 수평

축으로 가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배경 이미지 처리 부분은 책등 두께가 가변이므로 책

등을 포함한 표지 배경 이미지의 넓이 또한 가변적이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Figure 5와 같이 4가지 배경 이미지 배치를 지원함으로써 작업 시 다양한 판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Figure 5와 같이 표지 배경 이미지가 하나인 경우 배경 이미지 전체 넓이를 확장하여

야 하고, 배경 이미지가 두 개인 경우 표지 뒷면과 표지 책등, 앞면 혹은 표지 뒷면, 책

등과 표지 앞면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책등을 포함한 이미지만 가로로 확장되어야 한

다. 배경 이미지가 3개인 경우 표지 뒷면, 책등, 앞면으로 분할, 책등의 배경에 해당하는

이미지만 확장되도록 하였다.

Figure 5. The Background image division for the variable processing of backbones.

책등 가변 데이터 처리 부분은 책등이 가변적으로 변경될 때 표지 뒷면에 고정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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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며 표지 앞면의 오브젝트(object)는 책등의 두께만큼 좌측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하지만 책등의 경우 가로쓰기뿐만 아니라 세로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변 데이터에

따른 수직축의 가변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 경우 단순한 수평축과 수직축에 따른

선형적 비율 축소로는 책등의 두께별 자동 조판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다소 조잡하거나

전문 편집인의 편집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책등 두께

에 반응하여 가변적으로 적용되는 반응형 조판 룰 기준이 정립되도록 하였다.

Table 1. The Font Matrics based on the Reactive Typeset Rules

The W idth

of Backbones
M ain T itle Sub-T itle Publisher

6mm 10pt 8pt 7.5pt

7mm 11pt 9pt 9pt

8mm 12pt 10pt 10pt

10mm 16pt 12pt 12pt

12mm 19pt 16pt 16pt

16mm 24pt 19pt 19pt

20mm 28pt 24pt 24pt

Table 1과 같이 책등 두께 분기점을 지정하여 가변 요소별 다른 조판 기준 서체, 크

기 기준을 적용하였다. 반응형 조판 룰 기준 서체 매트릭(matric)에 의해 책등 넓이가

6mm 이상 되도록 하였으며, 7mm 미만의 경우 책등에 위치한 가변 데이터 주제목은

10pt를 시작으로 하여 자동 조판이 되도록 하였고, 소제목은 8pt를 기준 서체와 출판사

이름은 7.5pt부터 자동 조판 처리되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설계 환경

개발된 템플릿 테스트 환경으로 웹서버는 RedHat Enterprise Linux 5.0에서 Apache

웹서버를 사용하였고, Windows Server 2008에서는 Tomcat 7.0 서버를 이용하였으며,

FTP 서버는 IIS 서버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MSSql 및 MySql을 사용하였고,

Apache Spring 2.0 프레임 워크 기반에서 Java와 Jsp로 개발되었고, 언어 설정은

UTF-8을 사용하였다.

3-2. BOD 서비스 구축

구축된 BOD 서비스 템플릿 모듈의 표지 및 본문은 Figure 6, 7과 같다. Figure 6과



한국인쇄학회 제31권 제1호 2013년.

- 60 -

같이 여러 개의 템플릿 중 해당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여 표지를 작성할 수 있으며,

Figure 7에서 보듯이 본문 작성도 템플릿을 활용, 최종적으로 펼침면 PDF 파일이 생성

됨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실사이즈의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용 PDF 파일로 변환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6. The Cover template construction applied the variable data.

템플릿들은 상업 인쇄에서 POD로 명명되는 컨셉보다 더욱더 발전하여 BOD, 즉 책자

작업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템플릿을 제작 후, DOD(drop on demand) 방

식의 잉크젯 디지털 윤전 인쇄기로 바로 전송하여 인쇄가 되었다. 모든 템플릿의 기본

베이스는 인쇄 적성에 부합하고 실제 인쇄물을 생산하였을 때, 해상도 및 품질에 문제점

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7. The text page template construction applied the variab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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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OD 편집기 화면 구축 확인

구축된 환경은 WYSIWYG 모듈에 의해 오른쪽 입력 폼 영역(input form area)에 사전

구성된 책제목, 발행 기관, 본문 페이지 수, 출판사 등을 입력하면 Figure 8에서 나타나듯

이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였고, 왼편 콘텐츠 영역(content area)에 디스플레이 되었

다. 만약 틀린 글자가 있더라도 재입력해서 적용하면, 자동으로 콘텐츠 영역에 데이터가

링크되어 자동으로 조판되었다.

Figure 8. The content area producing of the front cover using the input form area.

Figure 9. The content area producing of the back cover using the input form area.

Figure 9에서는 표지 이면도 동일하게 입력 폼 영역과 연동되어 제목, 발행 기관, 출

판사 등이 콘텐츠 영역에 표현되었고, 판권에 생성된 제목은 표지 앞면 제목과 동일하며

속표지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발행도 표지와 판권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BOD에서는 한 번의 입력으로 반복되는 문구는 자동 생성됨을 알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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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편집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교정 소요를 없앨 수 있으므로 양

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4. 본문 페이지 수에 따른 책등 세로쓰기 구현

Figure 10, 11은 책등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 종이 종류별(code) 본문 페이지 수에 따

른 두께 적용, 등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종이 지질 및 본문 페이지 수에 따라

자동으로 등글 크기 및 장평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글자 수에 따른 글자 크기 및 박스 넓이는 Table 2와 같다.

제목 글자 수에 따른 글자 크기, 박스 넓이를 자동으로 사전 템플릿에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값들은 Figure 10과 같이 글자 수가 9개이므로, 글자 크기는 43pt이

며 박스 너비는 13.5cm임을 확인하였고 최소 자간은 –5, 최소 장평도 50으로 설정되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2단 제목의 경우 우측 입력 폼 영역에서 2단으로 입력할

때, 결과 값이 콘텐츠 영역에 2단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0. Automatic change of the backbones' thickness relied on the volume of

text pages(per 500 pages).

Figure 11. Automatic change of the backbones' thickness relied on the volume of

text pages(per 1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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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와 같이 책등 두께가 가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표지 및 표지 이면의 크기

가 가변적으로 반영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설계한 네 가지 배경 이미지의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편집 전문가의 다양한 표지 디자인이 템플릿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The Change of Letter Size and Box Size based on the number of Letters

The Number of Letters Letter Size Box Size

4 49pt 10.5cm

5 46pt 11.0cm

6 46pt 12.0cm

8 44pt 13.0cm

9 43pt 13.5cm

10 40pt 14.0cm

(a) one image (b) two images(back side and back of

a book, front side)

(c) two images(back side, back of a

book and front side) 
(d) three images

Figure 12. The Sample image for Background image division for the variable

processing of backb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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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쇄물 생산(책자)에 적용 가능한 템플릿 기반의 책자 편집 솔루션

‘BOD’를 개발하여 디지털 윤전 인쇄기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OD 솔루션은 위지윅 방식으로 웹 상에서 작업된 인쇄 작업물에 대해 인쇄 요구

가 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연계하여 다양한 템플릿을 통한 책자 제작

솔루션으로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실시간 사용 가능하였고, 접근성과 사용의 편리

성, 이미지 고품질을 얻을 수 있었다.

(2) BOD 구조는 인쇄를 하기 위해 정확한 PDF 파일을 템플릿을 통해 생성함으로써

편집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책을 제작할 수 있었고, 실제 인쇄

하였을 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BOD 편집기는 입력에 따른 출력 값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

지, 표지이면, 속표지, 판권 등이 한 번의 입력으로 동시에 생성됨을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편집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4) 본문 전체 페이지 수에 따라 이미지가 포함된 표지 템플릿 책등 두께의 자동 변경

기능 및 가변 입력 필드의 글자 수에 따른 장평, 자간 자동 조절 기능이 가능하였다.

BOD 솔루션 설계 후, 테스트 결과 출력이 PDF로 생성되었고, 디지털 윤전기로 리핑

(ripping) 결과 인쇄물이 위지윅에 따라 출력됨을 국내 인쇄 환경에서 확인하였으므로

따라서 인쇄 환경 변화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터 및 OSMU(One Source Multi Use)와

연계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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