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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 유통시스템 

미래기술팀 

  디지털뉴스 유통시스템이란? 

 

디지털∙모바일 환경에 언론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산업  

인프라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여 개별 언론사가 최소의  

비용과 적은 위험부담으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손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 미디어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시스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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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표준 기반 

HTML5와 CSS3, Java Script 등 개발인력과 기술 리퍼런스가 

풍부한 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 다양한 디바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활용 

개별 언론사가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IT 부문 인프라 구입비용과 솔루션 개발 비용을 클라우드 컴

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획기적으로  절감. 유지보수 및 운영,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최소화 

무한 확장이 가능한 모듈화 개발 

유기적으로 모듈화 되어있는 기능을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 기존시스템에 개별 언론사가 HTML5  

등 표준화된 기술을 활용해 기능을 추가 기능을 확장할 수 있

으며, 다양한 API 제공을 통해 외부 활용도를 높임 

 HTML5 

 Cloud Computing 

 Module  & Component 



기대효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며 앱 제작을 위한 각종 솔루션 및 부대비용이 

전혀 발행하지 않음. 

앱 1개 제작 비용 = 0원, 100개 제작 비용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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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크로스 플랫폼 전략 구현 

HTML5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의 해상도, OS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한번의 작업으로 수십 개의 디바이스에 배포 

가능함으로써 콘텐츠 확산 및 독자확보에 유리 

동일한 결과물이 모바일 웹킷 환경의 모든 디바이스에 동작 

2 

손쉬운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과 높은 솔루션 라이선스 비용 없이 기본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어도비 DPS나 우드윙과 유사한 

수준의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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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Unique Selling Point) 발굴 

언론사가 사용하고 있는 NewsML과 연동함으로써 기존의 데

일리 방식 이외의 특화된 상품 패키징이 가능. 기존의 PDF형 

콘텐츠 역시 시스템을 통해 고급 유료 콘텐츠로 재탄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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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대응 

위험 부담 없는 뉴미디어 사업전략  실험 

모든 기능을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함으로 언론사의 시스템 구

축 및 초기 투자비가 전혀 없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인

한 운영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 본격적인 신규 서비스

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롱테일 전략을 활용한 콘텐츠 유료화 

실험이나 신규 서비스 파일럿 테스트 등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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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모바일 앱(App) 제작 

콘텐츠 유료화 및 BM 발굴 



모바일 에디션 플랫폼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크로스 미디어 대응 

HTML5와 CSS3, Java Script 등 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한 번의  조판 작업만으로 다양한  디바이스

와 OS에 제한 없이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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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기반의 손쉬운 조판 

20여 종의 고품질 표준 템플릿과 5종의 라이브러리를 자유롭

게 조합하여 무한대의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 가능.  템플릿에 

기사 콘텐츠를 클릭해 게시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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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기능의 무한확장 

HTML5와 CSS3, Java Script 등 표준화된 기술 기반이기 때

문에 일반적인 웹 개발 기술만으로도 언론사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및 라이브러리를 쉽게 개발해 통합 시스템과 연

계하여 기능확장 형태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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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동영상 변환 시스템, 클라우드 CMS와 연동하여, 동영상 등 다

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손쉽게 활용. 어도비 DPS나 우드

윙 모바일 편집 툴과 유사한 인터랙티브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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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연계 및 유료화 기능 기본 제공 

HTML5를 기반으로 하므로 언론사가 자체 광고를 자유롭게 

게재하는 것은 물론 script 기반의 외부 광고 솔루션을 쉽게 

적용 가능. 판매지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손쉬운 콘텐츠 유료

화 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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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미디어 대응 

템플릿 활용 조판 

크로스 플랫폼 지원 



동영상 변환 솔루션 

동영상 관련 토탈 솔루션 일괄 제공 

다양한 디바이스 대응 서비스를 위한 동영상 변환, 메타 데이

터 추가, 콘텐츠 관리, 플레이어 제작, CDN 등 언론사가 동영

상 관련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솔루션 일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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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광고 

손쉬운 동영상 광고 운용 

동영상 위에 올려지는 배너 광고, 동영상 재생 전에 플레이 되

는 프리롤 광고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향후 외부 동영상 전용 

광고 솔루션과 연계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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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동영상 관련 통계 정보 

동영상 관련 트래픽, 이용자수, 콘텐츠 인기순위, 이용 디바이스, 

이용 OS, 드롭오프 레이트(PC 환경) 등 각종 통계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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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동영상 플레이어 

언론사 사이트의 Look & Feel 에 맞게 플레이어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플레이어 편집기능 제공. 고품질 기

본 템플릿 및 스타일 제공을 통해 손쉽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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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관련 특화 기능 

손쉬운 썸네일 추출, 동영상 광고 스케줄링, 대량 동영상 업로

드, 외부 취재기자가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업로드 등 동영

상 관련 서비스를 위한 추가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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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커스터마이징 

이용 및 광고 통계 



판매지원 시스템 

유료화 관련 토탈 솔루션 일괄 제공 

회원관리,주문, 조회, 판매, 장바구니, 통계, 분석 등 콘텐츠  

판매 및 유통에 필요한 기능 일체를 제공. 단, PG사는 언론사 

개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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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활용 

유료화 관련 기능 일체를 모듈화 개발하여 API 형태로 제공. 

개별 언론사는 유료화 관련 기능 개발 없이 재단이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여 손쉽게 유료화 기능을 개별 사이트에 적용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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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검색엔진 내장  

효과적인 콘텐츠 검색을 위해 전문 검색엔진을 탑재하여 판매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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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이트 내에서 바로 유료화 구현 

기존 대행사가 제공하는 리디렉션 방식이 아닌,  재단이 제공

하는 API를 활용 이용자는 언론사 ID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내역 등은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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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한 방식의  통계 제공 

콘텐츠 판매 및 유통 관련한 일반적인 통계는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및 시스템 이용 현황 등을 비주얼 한 방식으로 제

공.  콘텐츠 유통에 대한 정보를 언론사가 손쉽게 파악하여 향

후 콘텐츠 전략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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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판매 지원 사이트 

콘텐츠 판매 및 이용 통계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를 통한 기능 연계 



PDF 스크랩 & 표준 애플리케이션  

드래그 & 드롭 방식의 PDF 지면 가공 

웹에서 동작하는 솔루션을 통해 일별 면 단위로 생산되는 

PDF를 기사별 PDF로 손쉽게 분할하여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서비스에 자유롭게 활용 

1 

© KPF 2011  

PDF 기사 스크랩 PDF 기사와 NewsML 기사 자동 매칭 

NewsML  형태로 수집된 기사의 면종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좀더 쉽게 PDF 기사 분할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PDF상의 기

사내용과 NewsML 기사내용을 자동 비교 매칭하여 작업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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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pass 기능을 통한 무인 가공 

가공인력이 없는 언론사의 경우 PDF 기사 분할 없이 면별 서

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 기능 제공. 단, 단순 PDF 

지면 보기 등으로 기능이 현격히 축소되므로 향후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인력을 활용한 가공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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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기반  표준 앱 기본 제공 

일간지형, 잡지형, 매체형(매체별로 일간지 및 발행잡지를 동

시에 서비스하는 방식) 등 3가지 형태로 iOS, Android Tablet 

용 네이티브앱으로 완성본을 제공. 언론사가 PDF 콘텐츠를 

활용해 손쉽게 Appstore를 통한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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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와 NewsML 매칭 

PDF 전용 서비스 표준화 앱 



시스템 활용 예시 

부산일보 - PDF 스크렙 솔루션을 활용 

아이패드용 신문보기 서비스 개시. 텍스토어 등 외부 콘텐츠 

마켓에 시스템을 활용한 PDF 기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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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시티라이프 – 잡지형 PDF 솔루션 활용 

기존에 지면으로만 서비스되던 우수 콘텐츠를 최소의 비용으

로 모바일 앱 형태로 배포. 독자확보 및 콘텐츠 확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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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 모바일 에디션 플랫폼 활용 

인터넷에서만 배포되든 매일경제의 연예 콘텐츠만을 모아 별

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 특화된 콘텐츠의 효과

적인 활용과 배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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