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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른 문서에 따라 업데이트 또는 대체, 폐기 표시될 수 있다.

특히, 3.3.1 구조(Structure)에서 정의된 주석 문서에 대한 미디어 타입 값은

이 표준이 권장되기 전에 변경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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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과 범위

본 섹션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이 표준 (EPUB에서 공개 주석)은 EPUB 출판물에 대한 주석의 생산 그리고

배포, 렌더링에 대한 W3C 공개 주석 표준 프로파일 [OpenAnnotation]을 정의

한다.

1.2 용어

이 문서에서 사용된 EPUB 특정 용어집의 정의에 대해 EPUB 표준을 참조

해라.

주석 문서

JSON-LD 규약 [JSON-LD]을 준수하는 주석의 컬렉션을 포함하는 JSON

문서 [RFC4627].

1.3 표기 규약

본 표준 문서의 원문에 정의된 표기 규약은 웹 출판을 위한 것으로 종이인

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생략한다.



접두어 네임스페이스 설명

oa http://www.w3.org/ns/oa# 공개 주석 ontology

epub http://www.idpf.org/epub/vocab/oa
#

EPUB ontology에서 공개 주석

cnt http://www.w3.org/2011/content# RDF에서 콘텐츠 표현

dc http://purl.org/dc/elements/1.1/ 두블린 코어 요소
dcterms http://purl.org/dc/terms/ 두블린 코어 용어

dctypes http://purl.org/dc/dcmitype/ 두블린 코어 유형 어휘
schema http://schema.org/ Schema.org 어휘

1.4 적합성 표현법

본 표준에서 반드시 ~ 해야 한다. (must), 절대로 ~ 하면 안된다. (must

not), ~ 하는 것이 요구된다. (required), ~ 해야 한다. (shall), ~ 하지 말아야

한다. (shall not), ~ 해야만 한다 (should), ~하지 말아야 한다. (should not), ~

하기를 권한다. (recommended), ~ 할 수 있다. (may), ~ 하는 것은 선택적이

다. (optional)의 키워드의 의미는 [RFC2119]에 근거하여 해석한다.

이 표준의 모든 절은 "본 섹션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정보 제공 상태

표시 확인한 곳을 제외하고 규범적이다. 절에 대한 정보 제공 상태의 적용은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자식 콘텐츠와 부절에 적용한다.

1.5 네임스페이스

본 섹션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다음 네임스페이스는 이 표준에서 사용된다:

EDUPUB을 준수한 출판물은 EPUB3출판물로도 언제나 유효하지만, 본 표

준에서 추가되는 제작 규정으로 인해 그 역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2. 적합성

2.1 콘텐츠 적합성

적합한 주석 문서는 다음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만 한다 (MUST):

Ÿ 3.2.1 포맷에서 정의된 것처럼 직렬화되고, 부록 B에서 JSON-LD 표

현 스키마(프레젠테이션 스키마, presentation schema)에 적합해야만

한다 (MUST).

Ÿ 3.3 콜렉션에서 요구사항에 적합한 정확하게 하나의 콜렉션을 포함해

야만 한다 (MUST).

Ÿ 3.2.2 패키징에서 패키징 요구사항에 적합해야만 한다 (MUST).

Ÿ 문서에서 각 주석:

4.1 메타데이터에서 정의된 필수 메타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MUST).

4.2 몸체에서 정의된 것처럼 본체의 유효한 [HTML5] 프래그먼트

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MUST).

4.2.2 스타일링에서 정의된 것처럼 스타일링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MAY).

4.3 대상에서 정의된 것처럼 대상을 반드시 식별해야만 한다

(MUST).



2.2 리딩 시스템 적합성

EPUB 리딩 시스템은 주석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모든 기존을 만족해야만

한다 (MUST):

Ÿ 이 표준에 적합한 주석 내보내기(export) 매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SHOULD).

Ÿ 이 표준에 적합한 주석 불러오기(import)을 위한 매커니즘을 제공해야

만 한다. 외부 소스에서 제공되는 주석뿐만 아니라 EPUB 출판물내에

임베디드된 주석을 포함한다 (MUST).

이 표준은 어떻게 리딩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주석을 표시하도록 명령하지

(mandate) 않는다.



3. 발행(Publishing)

3.1 소개

이 표준은 EPUB 출판물에서 주석을 표현하기 위해 W3C 공개 주석 데이타

모델 [OpenAnnotation]의 적용을 정의한다.

3.2 조립(Composition)

3.2.1 포맷

주석 문서는 JSON-LD 규격 [JSON-LD]을 준수하는 JSON 문서

[RFC4627]에 직렬화되어야만 한다 (MUST).

문서는 부록 B에서 제공된 스키마에 유효해야만 한다 (MUST).

3.2.2 식별자

모든 주석 문서에 전역적으로 유일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원에 대한 식별

자는 URIs [RFC3986]이어야만 하고 (MUST) HTTP/S [RFC2616] 또는

UUID URN [RFC4122] 스키마를 준수해야 한다 (SHOULD).

콜렉션과 주석의 식별자는 주석 문서에서 @id 특성의 값처럼 주어진다.

3.2.3 패키징



3.2.3.1 독립 콜렉션

EPUB 출판물에 독립적인 주석을 패키지하는 것은 많은 배포 시나리오에서

중요하다: 출판사는 출판물과 분리하여 주석을 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리딩

시스템은 디바이스 사이에 주석을 동기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모델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석 문서는 독립적인 파일로 교환될 수도 있

다. 만일 포함한 주석이 어떤 로컬 자원을 참조하지 않는다 (MAY).

만약 주석 문서에서 어떤 주석이 로컬 자원을 참조한다면, 문서는 상호교환

하기 위해 자원을 함께 묶어야만 한다 (MUST).

로컬 자원과 함께 주석 문서를 패키징하도록 ZIP 컨테이너가 [ZIP

APPNOTE 6.3.3]에 적합해야만 한다 (MUST).

주석 문서는 ZIP 컨테이너의 루트에 저장되어야만 하고, 파일 이름

"annotations.json"을 가져야만 한다 (MUST).

3.2.3.2 임베디드된 콜렉션

주석 문서와 로컬 자원이 EPUB 출판물에서 분리되는 것은 항상 알맞지는

않다. 예를 들면, 출판사는 기본 문서에서 하나 이상의 콜렉션을 포함하는 것

을 원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석 문서와 모든 로컬 자원은 주석이 렌디션에

서 포함될 수도 있다 (MAY). 만약 주석이 하나 이상의 렌디션에 적용하려면,

주석 문서는 기본 렌디션에 포함되어야 한다 (SHOULD).

주석 문서와 로컬 자원을 임베딩할 때, 이 들은 EPUB 컨테이너 [OCF301]에

ZIP 파일 처럼 포함되면 안된다 (MUST NOT).

대신 주석 문서와 모든 로컬 자원은 패키지 문서 매니페스트(manifest)

[Publications301]에서 목록화 되어지고, 다른 출판물 자원과 같이 EPUB 컨테

이너에 포함되어진다.



3.2.3.3 로컬 자원

주석은 주석 문서 자체에 추가적으로 로컬 자원을 참고할 수 있다 (MAY).

이런 자원은 관계된 IRIs [RFC3987] 사용으로 참고될 수 있고, 주석 문서의

위치에 상대적으로 해결된다.

모든 로컬 자원은 유효한 코어 미디어 타입 [Publications301]이어야만 한다

(MUST).

NOTE

로컬 자원은 3.2.3.1 독립 콜렉션에서 설명된 것처럼 독립 배포 파일을

생성할 때 주석 문서로 압축되어야만 한다.

3.2.3.4 원격 자원

원격 서비스 자원은 주석에서 참고될 수 있다 (MAY). 그러나 리딩 시스템

은 이런 자원을 비참조하고 표현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NOT

REQUIRED).

모든 원격 자원은 유효한 코어 미디어 타입 [Publications301]이어야만 한다

(MUST).

3.3 콜렉션

3.3.1 구조

주석 문서의 루트 오브젝트는 주석 콜렉션을 표현하는 정확하게 하나의 오

브젝트를 포함해야만 한다 (MUST).

주석 콜렉션 오브젝트는 콜렉션에 대해 주석 오브젝트의 배열을 정의하는



"annotations" 특성을 가져야만 한다 (MUST). 주석 배열은 전통적으로 하나

이상의 주석을 포함한다. 그러나 빈 값일 수 있다 (MAY). 각 주석을 정의하는

더 많은 정보에 대해 4. 주석을 참고해라.

주석 콜렉션은 다음 특성을 가져야만 한다 (MUST):

@context - JSON 구조의 의미를 명시하는 매핑 문서.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값을 명시해야만 한다.

@id - 콜렉션에 대한 식별자. 식별자 요구사항에 대해 3.2.2 식별자를 참

고해라.

@type - 오브젝트는 주석의 콜렉션인 것을 전달해라.

"epub:AnnotationCollection" 값을 명시해야만 한다 (MUST).

annotations - 콜렉션에서 주석 세트. 값은 빈 값일 수 있는 (MAY)

JSON 배열이어야만 한다 (MUST).

주석 문서의 포맷은

"application/ld+json;profile=http://www.idpf.org/epub/oa/1.0/" 미디어 타입에

의해 식별되어야만 한다.

이 표준은 EPUB 컨테이너 [OCF301]에서 찾을 수 있는 미디어 타입을 사용

하도록 주석 문서를 허용하는 EPUB 3 코어 미디어 타입 [Publications301]을

확장한다.

다음 예제는 주석 콜렉션의 기본 구조를 보여준다.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

}



3.3.2 메타데이터

콜렉션 메타데이터는 콜렉션 오브젝트의 추가적인 특성으로 포함될 수 있다

(MAY). 이들 특성의 값은 사용자에게 콜렉션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도록 한다.

콜렉션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때, 주석 작가는 적용가능한 DCMI 메타데이터

용어 [DCMI]에서 다음 특성을 이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된다

(RECOMMENDED).

dc:created

dc:creator

dc:description

dc:language

dcterms:modified

dc:publisher

dc:rights

dc:title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는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메타데이터를 처리하는

리딩 시스템은 선택사항이다 (OPTIONAL). 리딩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어떤

메타데이터가 제공되는지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SHOULD).

메타데이터 특성은 단일 값 또는 값 배열 중에서 받아들인다. 리딩 시스템은

접근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JSON-LD]에서 @value/@language

구조를 사용하는 다른 언어에서 제공되는 다중 값을 사용해야 한다

(SHOULD).

다음 예제는 주석 콜렉션에 대한 전통적인 메타데이터를 보여준다.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dc:title": "Alice in Wonderland Annotations",

"dc:publisher": "Example Organization",

"dc:creator": "Anne O'Tater",

"dcterms:modified": "2014-03-17T12:30:00Z",

"dc:description": "Anne's collection of annotations on Alice in

Wonderland",

"dc:rights": [

{"@value": "Quelques droits en Fran?ais", "@language": "fr"},

{"@value": "Some Rights in English", "@language": "en"}

],

"annotations": [ … ],

}

아래는 학생용 에디션 출처를 포함한 교사용 에디션을 정의한 샘플이다.

<metadata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dc:type>teacher-edition</dc:type>

<dc:source>urn:isbn:9780000000001</dc:source>

…

</metadata>



4. 주석

4.1 메타데이터

4.1.1 일반

각 주석 오브젝트는 다음 자식 특성을 포함해야만 한다 (MUST):

Ÿ @id - 주석의 식별자. 식별자는 URI이고 전역적으로 유일해야만 한다

(MUST).

Ÿ @type - 오브젝트가 주석인 것을 식별한다. "oa:Annotation" 값을 명

시해야만 한다.

Ÿ hasTarget - 주석의 대상. 2.6 대상 식별에서 정의된 출판물 또는 부

분이어야만 한다 (MUST). 주석은 hasTarget의 값이 출판물 배열 또

는 부분일 경우 하나 이상의 대상을 가질 수 있다 (MAY).

주석의 출처는 2.2 주석 출처(Provenance) [OpenAnnotation]에서 열거된 것

처럼 주석 메타데이터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SHOULD). 마찬가지로 동기 부

여는 2.3 동기부여(Motivations) [OpenAnnotation]에서 열거된 것처럼 식별되

어야 한다 (SHOULD).

모든 주석 오브젝트는 [OpenAnnotation]에서 정의된 추가적인 특성을 포함

할 수 있다 (MAY).

모든 특성은 단일 값 또는 값 배열을 허용한다.

다음 예제는 주석에 대해 전통적인 출처와 동기부여 표현을 보여준다.

{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1.json",



"@type": "oa:Annotation",

"motivatedBy": "oa:commenting",

"annotatedBy": {

"@id": "mailto:Anne@example.org",

"@type": "foaf:Person",

"name": "Anne O'Tater"

},

"annotatedAt": "2014-03-20T09:32:30Z",

"hasTarget": { … },

"hasBody": { … }

}

4.1.2 대상 독자(Target Audience)

때때로 주석은 단지 어떤 독자에 목적을 가지는지에 대한 경우이다. 예를 들

면, 교사 가이드는 단지 강사에게 목적을 두는 주석의 세트처럼 표현될 수 있

다.

주석의 의도된 독자을 명시하기 위해, 저작자는 주석에서 audience 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 (MAY). 이들 특성을 추가해서 [schema.org] 독자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의 사용은 이 특성이 권장된다 (RECOMMENDED). 이들 클래스

에서 특성 이름은 "schema:"으로 접두어를 붙여야만 한다 (MUST).

다음 예제는 교사에 의해 사용되는 주석을 보여준다.

{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1.json",

"@type": "oa:Annotation",



"audience" : {

"@type" : "schema:EducationalAudience",

"schema:educationalRole" : "teacher"

}

"hasTarget": { … },

"hasBody": { … }

}

audience 특성은 단일 독자 또는 독자 목록을 식별할 수도 있다.

만약 리딩 시스템은 사용자가 그들의 역할을 지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표

현 독자를 인식한다면, 사용자에 표현되는 주석을 필터링해야만 한다

(MUST). 다른 경우에는, 리딩 시스템은 이 특성을 무시해야만 한다 (MUST).

NOTE

교육적 독자에 목적을 두는 주석에 대해, [schema.org]

EducationalAudience 유형이 제시되고, 독자를 식별하기 위해

educationalRole 특성에 대해 EDUPUB 프로파일에서 권장 용어을 사용

4..2 본체

4.2.1 구조

각 주석 오브젝트는 주석의 본체라고 불리는 코멘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MAY). 주석 본체는 주석 오브젝트의 자식 hasBody 특성에서 정의되어 진다.

만약 존재한다면, 이 특성은 다음 특성을 구성하는 오브젝트를 참조해야만 한

다 (MUST):

format - chars 특성에서 본체 내용의 미디어 타입을 식별해라. 이 표준의



현재 버전에 대해, 특성은 "application/xhtml+xml" 값을 가져야만 한다

(MUST).

Ÿ @type - chars 특성에서 콘텐츠 유형의 일반 표준. 이 표준의 현재 버

전에서, 특성은 "dctypes:Text" 값을 가져야만 한다 (MUST). (이 값은

chars 특성에서 포함될 수 있는 [HTML5] 콘텐츠에 제한하지 않는다

것에 주의해라;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이미지의 사용은 프래그먼트에서

유효하다.)

Ÿ chars - 이 절에서 서술된 요구사항에 적합한 XHTML 문서 프래그먼

트

본체의 언어는 값이 [RFC5646]에 적합한 (MUST) 본체 오브젝트의 자식

language 특성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SHOULD). 언어는 보조공학에서 적절한

렌더링을 확신하기 위해 본체 프래그먼트의 루트 요소에 또한 식별되어야 하

는 것을 강하게 권장된다 (RECOMMENDED).

주석 본체는 XML 직렬화를 사용하는 [HTML5] 문서 프래그먼트을 포함해

야만 한다 (MUST). 프래그먼트 루트는 [HTML5] 플로우 콘텐츠 요소이어야

만 하고 (MUST) 본체 프래그먼트은 UTF-8 [Unicode]로 인코딩되어야만 한

다 (MUST).

주석 본체는 [HTML5] script 스크립트 요소의 인스턴스를 포함해서는 안되

고 (MUST NOT) 스크립트를 만나면 리딩 시스템은 본체에 임베디드된 스크

립트를 실행하면 안된다 (MUST NOT).

NOTE

보안 모델이 공개 주석에서 개발된 후에 스크립트에 대한 제한은 이

표준의 미래 버전에서 리뷰될 예정이다.

다음 예제는 주석의 hasBody 특성에서 참조될 예정인 주석 본체를 보여준

다.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Alice in Wonderland</div>",

"language": "en"

}

4.2.2 스타일링

주석 본체는 외부 CSS 스타일 시트에 링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스타

일 정보는 다른 방법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스타일링 정보는 [HTML5] style

속성을 사용이 내포거나 또는 범위 style 요소를 임베딩할 수 있다 (MAY).

인라인 CSS @import 규칙을 통해 참조되는 CSS 스타일시트는 UTF-8 인

코딩 [Unicode]되어야만 한다 (MUST).

CSS 뷰포트로 리딩 시스템은 주석 표현하기 위해 EPUB 3 CSS 프로파일

[ContentDocs301]을 지원할 수 있다 (SHOULD).

다음 예제는 임베디드 스타일으로 본체를 보여준다.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style='font-family:sans-serif;'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Alice in Wonderland</div>",

"language": "en"

}



4.2.3 접근성

저작자는 [schema.org] CreativeWork 유형의 accessibilityFeature 특성을

사용하는 주석 본체의 접근성 질을 식별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된다

(RECOMMENDED) (예, 대체 텍스트는 임베디드된 이미지에 제공되어야 한

다). 비록 단일 특징이 되다면, 특성의 값은 목록이어야만 한다 (MUST).

다음 예제는 본체에 대해 전통적인 접근성 특징을 보여준다.

{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1.json",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language": "en",

"accessibilityFeature": ["alternativeText", "captions"]

}

}

다른 [schema.org] 접근성 특징은 적절하게 서술될 수 있다 (MAY).

이들 특징으로 사용하는 권장 용어의 어휘는 W3C 웹 스키마 위키에서 유지

된다.

4.3 대상

4.3.1 hasTarget 특성



주석의 대상은 주석 오브젝트의 자식 hasTarget 특성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대상은 hasSource의 오브젝트의 EPUB 출판물에서 oa:SpecificResource 또

는 다른 oa:Annotation이어야만 한다 (MUST). EPUB 출판물의 경우, 주석은

2.6.3 선택자에서 서술된 것처럼 프래그먼트를 참조할 수 있다 (MAY).

hasTarget 특성은 단일 대상 또는 대상 집합을 식별할 수 있다 (MAY).

4.3.2 참조 출판물

주석에 의해 참조되는 출판물 또는 작품은 대상 오브젝트의 hasSource 특성

에서 식별되어야만 한다 (MUST). 출판물을 표현하는 오브젝트는

"dctypes:Text" 값으로 @type 특성을 가져야만 한다 (MUST).

대상 출판물의 식별을 도와주는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는 다음 선택적인 특성

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부여된다 (SHOULD):

Ÿ @id - 주석이 추가된 EPUB 출판물의 특정 버전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URI.

Ÿ originURL - EPUB 또는 더 많은 정보(예, "landing page")가 유용한

실제 위치의 URL. URL은 주석이 추가된 EPUB의 특정 버전을 필수적

으로 식별하지 않는다; 만약 식별한다면, @id 특성의 값처럼 똑같은

URL이 될 수 있다.

Ÿ uniqueIdentifier - 대상 EPUB 출판물 [Publications301]의 유일 식별자.

Ÿ dcterms:modified - 대상 EPUB 출판물 [Publications301]의 Release

Identifier 배포 식별자의 부분처럼 대상 EPUB 출판물의 기본 렌디션의

마지막 변경 날짜.

Ÿ dc:identifier - UUID 또는 DOI, ISBN, ISSN처럼 대상 출판물의 다른

식별자. 값은 문자열(다중 식별자 표현)의 배열의 문자열(단일 식별자

표현)이 될 수 있다.

Ÿ 제목, 제작자 이름 등과 같은 출판물 대상에서 임의의 메타데이터를 표



현하는 다른 식별자.

주석 저작자는 대상 오브젝트에서 위 정보의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SHOULD).

모든 특정은 단일 값 또는 값의 배열을 수용한다.

다음 예제는 hasSource 특성에서 대상 EPUB 출판물에 대한 소스 메타데이

터의 세트를 보여준다.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ource": {

" @ i d " :

"http://www.example.org/ebooks/A1B0D67E-2E81-4DF5/v2.epub",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dc:identifier":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isbn:123456789X"

],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4.3.3 특수성(Specificity)

비록 주석은 출판된 작품 또는 프래그먼트을 항상 참조하지만, 범위는 작품



(심지어 인쇄물)의 출판된 버전에 적용하는 EPUB 출판물의 특정 배포에 적용

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주석 저작자는 주석의 의도하는 범위를 외부적으로 정

의하기 위해 대상 오브젝트의 specificityLevel 특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MAY). 이 특성은 다음 값을 가질 수 있다:

Ÿ "release" - 주석은 출판물 배포 식별자에 기반한 EPUB 출판물의 특정

배포에 관계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Ÿ "publication" - 주석은 출판물 유일 식별자에 기반한 EPUB 출판물의

어떤 버전에 관계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Ÿ "work" - 주석은 출판사 그리고 버전에 관계없이 작품에 관계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대상 오브젝트는 specificityLevel 특성을 가지지 않을때, 기본 특수성 수준이

가정될 수 없고 리딩 시스템은 유용한 메타데이터에서 추론할 수 있다. 또는

사용자와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다 (SHOULD).

다음 예제는 어떻게 주석이 작품을 구체하는지 보여준다.

{

"@type": "oa:SpecificResource",

"specificityLevel": "work",

"hasSource": {

" @ i d " :

"http://www.example.org/ebooks/A1B0D67E-2E81-4DF5/v2.epub",

"@type": "dctypes:Text"

}

}

4.3.4 렌디션



컨테이너에서 EPUB 출판물의 다중 렌디션을 다루기 위해, 이 표준은 프래

그먼트 표현의 평가가 시작되는 컨테이너로 특정 패키지 문서

[Publications301]를 선택하는 능력을 추가한다.

패키지 문서의 경로는 유형 epub:RenditionState (hasState 특성의 값)에서

구체화된다. OCF 컨테이너의 루트에 관계된 패키지 문서에 경로를 포함하는

opfPath 특성을 가져야만 한다 (MUST).

만약 epub:RenditionState 오브젝트는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EPUB 정

규 프래그먼트 식별자이 기본 렌디션의 패키지 문서에 시작으로 해결된다.

리딩 시스템은 준수해야 하는 워크플로우는 (SHOULD):

Ÿ 바른 EPUB을 결정해라; 식별자 또는 hasSource에서 메타데이터.

Ÿ 만약 epub:RenditionState 오브젝트이 있다면, 바른 렌디션을 결정해라.

Ÿ 렌디션의 바른 프래그먼트을 결정해라, 만약 CFI 프래그먼트을 제공하

는 oa:FragmentSelector이 있다면 (절 4.3.5.1 참고).

다음 예제는 EPUB CFI 해결하기 위해 소스 EPUB 출판물과 렌디션을 보여

준다.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ource": {

" @ i d " :

"http://www.example.org/ebooks/A1B0D67E-2E81-4DF5/v2.epub",

"@type": "dctypes:Text"

},

"hasState": {

"@type": "epub:RenditionState",

"opfPath": "/opfs/content.opf"



}

}

4.3.5 선택자

4.3.5.1 EPUB CFI 프래그먼트 선택자

EPUB 출판물에서 주석은 자원의 특정 프래그먼트을 참조한다면, 프래그먼

트은 EPUB 정규 프래그먼트 식별자 (EPUB CFI) 스키마 [EPUBCFI]를 사용

하는 것을 식별되어야만 한다 (MUST).

각 주석은 EPUB CFI(hasSelector 특성의 값)을 서술하는

oa:FragmentSelector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MAY). 선택자의 유형은

@type 특성에서 정의된다. "oa:FragmentSelector" 값을 구체해야만 한다

(MUST).

oa:FragmentSelector 오브젝트의 value 값에서 EPUB CFI은 초기 해시(#)을

제외한 유일하게 프래그먼트 식별자 자원 IRI [RFC3987]을 포함하면 안된다

(MUST NO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ource": {

" @ i d " :

"http://www.example.org/ebooks/A1B0D67E-2E81-4DF5/v2.epub",

"@type": "dctypes:Text"

},

"hasState": {

"@type": "epub:RenditionState",



"opfPath": "/opfs/content.opf"

},

"hasSelector": {

"@type": "oa:FragmentSelector",

"value": "epubcfi(/6/4[chap01ref]!/4[body01]/10[para05]/3:10)"

}

}

4.3.5.2 다른 선택자

오픈 주석 프레임워크는 대상 앵커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화되기

위해 다중 선택자를 허용한다. EPUB 표준에서 오픈 주석의 현재 버전은 어떻

게 다중 생성 [OpenAnnotation] 을 사용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현

재 EPUB 컨테이너에서 HTML 또는 이미지 파일처럼 포함한 자원 안에서 파

일을 선택하기 위해 허용된 선택자가 없다면, 이 표준의 미래 버전은 어떻게

선택자를 정의하는지에 구체할 수 있다.

4.3.6 스타일링

때때로 대상 부분에 대해 스타일 정보를 캡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하이라이트 색은 주석자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는 출판물의 스타일링

은 대상 영역의 기본 렌더링을 보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추가적

인 스타일은 대상에서 styleClass 특성과 oa:CssStyle 오브젝트에서 스타일시

트를 포함한 자체 주석에서 styledBy 특성으로 추가될 수 있다 (MAY).

styleClass 특성은 스타일시트에 정의된 CSS 클래스 이름을 가져야만 한다

(MUST). 스타일시트는 본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임베디드된다. 그리고

"oa:CssStyle" 값으로 @type 특성 그리고 "text/css" 값으로 format 특성을 가

져야만 한다 (MUST). 스타일시트 콘텐츠는 오브젝트의 chars 특성 값처럼 포



함된다.

다음 예제는 빨간 경계가 주석의 대상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1.json",

"@type": "oa:Annotation",

"motivatedBy": "oa:commenting",

"styledBy": {

"@type": "oa:CssStyle",

"format": "text/css",

"chars": ".red { border: 1px solid red; }"

},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elector": {

"@type": "oa:FragmentSelector",

"value": "epubcfi(/6/4[chap01ref]!/4[body01]/10[para05]/3:10)"

},

"hasSource": {

" @ i d " :

"http://www.example.org/ebooks/A1B0D67E-2E81-4DF5/v2.epub",

"@type": "dctypes:Text"

},

"styleClass": "red"

},



"hasBody": { … }

}

4.3.7 주석달기

출판물에 주석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다른 주석을

추가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 사이 또는 독서 그룹의 멤버 사이와

같이 연결된 대화를 허용한다. 주석의 대상은 다른 주석이다 (MAY). 이 경우,

hasTarget 특성의 값은 주석된 주석의 @id에서 URI이어야만 한다 (MUST).

주석다는 것의 동기부여(motivation)는 "oa:replying"이어야 한다 (SHOULD).

다음 예제는 대상으로 다른 주석 (1.json)으로 하는 주석 (2.json)을 보여준

다.

{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2.json",

"@type": "oa:Annotation",

"motivatedBy" : "oa:replying",

"hasTarget": "http://example.org/epub/annotation/1.json",

"hasBody": { … }

}



부록 A. 예제

본 섹션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모든 예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똑같은 가정의 출판물을 사용하고 단

일 주석으로 콜렉션 구조로 주어진다.

URI으로 출판물에 코멘트 주석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urn:uuid:E7E3799F-3CD5-4F69-87C6-5478B22873D6",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ource": {

" @ i d " :

"http://www.example.org/ebooks/A1B0D67E-2E81-4DF5/v2.epub",

"@type": "dctypes:Text"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Alice in Wonderland</div>",

"language": "en"

},

"motivatedBy": "oa:commenting"

}

]

}

URI을 식별하지 않고 출판물에 코멘트 주석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urn:uuid:E7E3799F-3CD5-4F69-87C6-5478B22873D6",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Alice in Wonderland</div>",

"language": "en"

},

"motivatedBy": "oa:commenting"

}

]

}

콜렉션 메타데이터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dc:title": "Alice in Wonderland Annotations",



"dc:publisher": "Example Organization",

"dc:creator": "Anne O'Tater",

"dcterms:modified": "2014-03-17T12:30:00Z",

"dc:description": "Anne's collection of annotations on Alice in

Wonderland",

"dc:rights": [

{

"@value": "Quelques droits en Fran?ais",

"@language": "fr"

},

{

"@value": "Some Rights in English",

"@language": "en"

}

],

"annotations": [

{

"@id": "urn:uuid:E7E3799F-3CD5-4F69-87C6-5478B22873D6",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Alice in Wonderland</div>",

"language": "en"

},

"motivatedBy": "oa:commenting"

}

]

}

주석 출처(Provenance)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urn:uuid:E7E3799F-3CD5-4F69-87C6-5478B22873D6",

"@type": "oa:Annotation",

"annotatedBy": {

"@id": "mailto:Anne@example.org",

"@type": "foaf:Person",

"name": "Anne O'Tater"

},

"annotatedAt": "2014-03-20T10:40:08Z",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Alice in Wonderland</div>",



"language": "en"

},

"motivatedBy": "oa:commenting"

}

]

}

Zip에 보조적인 자원에 주석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urn:uuid:E7E3799F-3CD5-4F69-87C6-5478B22873D6",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Alice in Wonderland! <img

src='/imgs/heart.jpg'/></div>"

},

"motivatedBy": "oa:commenting"

}

]

}

읽는 위치에 북마킹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1.json",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elector": {

"@type": "oa:FragmentSelector",

"value": "epubcfi(/6/4[chap01ref]!/4[body01]/10[para05]/3:10)"

},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motivatedBy": "oa:bookmarking"

}

]

}

텍스트 선택 하이라이팅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1.json",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elector": {

"@type": "oa:FragmentSelector",

"value": "epubcfi(/6/4[chap01ref]!/4[body01]/10[para05]/3:10)"

},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motivatedBy": "oa:highlighting"

}

]

}

텍스트 선택에서 코멘트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1.json",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elector": {

"@type": "oa:FragmentSelector",

"value": "epubcfi(/6/4[chap01ref]!/4[body01]/10[para05]/3:10)"

},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this part of the text</div>",

"language": "en"

},

"motivatedBy": "oa:commenting"

}

]

}

렌디션 구체화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1.json",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elector": {

"@type": "oa:FragmentSelector",



"value": "epubcfi(/6/4[chap01ref]!/4[body01]/10[para05]/3:10)"

},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hasState": {

"@type": "epub:RenditionState",

"opfPath": "/opfs/content.opf"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this part of the text</div>",

"language": "en"

},

"motivatedBy": "oa:commenting"

}



]

}

다중 대상에 주석달기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urn:uuid:E7E3799F-3CD5-4F69-87C6-5478B22873D6",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elector": {

"@type": "oa:FragmentSelector",

"value": "epubcfi(/6/4[chap01ref]!/4[body01]/10[para05]/3:10)"

},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elector": {

"@type": "oa:FragmentSelector",

"value": "epubcfi(/8/2[chap02ref]!/4[body02]/12[para06]/10:20)"

},

"hasSource": {

" @ i d " :

"http://www.example.org/ebooks/A1B0D67E-2E81-4DF5/v2.epub",

"@type": "dctypes:Text"

}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the Cheshire Cat in these

two sections</div>",

"language": "en"

},



"motivatedBy": "oa:commenting"

}

]

}

선택 스타일링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urn:uuid:E7E3799F-3CD5-4F69-87C6-5478B22873D6",

"@type": "oa:Annotation",

"styledBy": {

"@type": "oa:CssStyle",

"format": "text/css",

"chars": ".red { border: 1px solid red; }"

},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elector": {

"@type": "oa:FragmentSelector",

"value": "epubcfi(/6/4[chap01ref]!/4[body01]/10[para05]/3:10)"



},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styleClass": "red"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this part of the text</div>",

"language": "en"

},

"motivatedBy": "oa:commenting"

}

]

}

코멘트 스타일링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urn:uuid:E7E3799F-3CD5-4F69-87C6-5478B22873D6",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elector": {

"@type": "oa:FragmentSelector",

"value": "epubcfi(/6/4[chap01ref]!/4[body01]/10[para05]/3:10)"

},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style='font-family:sans-serif;color:red;'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Alice in

Wonderland</div>",

"language": "en"

},

"motivatedBy": "oa:commenting"

}

]

}

태깅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urn:uuid:E7E3799F-3CD5-4F69-87C6-5478B22873D6",

"@type": "oa:Annotation",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span

xmlns='http://www.w3.org/1999/xhtml'>fantasy</span>"

},

"motivatedBy": "oa:tagging"

}

]

}

의도 독자(Intended Audience(s)) 명시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urn:uuid:B81AF8C4-B04A-4D3D-B1D3-23F7C02E56BB",

"@type": "oa:Annotation",

"motivatedBy": "oa:commenting",

"audience" : [

{

"@type" : "schema:EducationalAudience",

"schema:educationalRole" : "teacher"

},

{

"@type" : "schema:Audience",

"schema:audienceType" : "scientist"

}

],

"hasTarget": {

"@type": "oa:SpecificResource",

"hasSource": {

"@type": "dctypes:Text",

"uniqueIdentifier": "isbn:123456789x",

"originURL": "http://www.example.com/publisher/book/",

" d c : i d e n t i f i e r " :

"urn:uuid:A1B0D67E-2E81-4DF5-9E67-A64CBE366809",

"dcterms:modified": "2011-01-01T12:00:00Z"

}



},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div xml:lang='e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love Alice in Wonderland</div>",

"language": "en"

}

}

]

}

주석 응답

{

"@context": "http://www.idpf.org/epub/oa/1.0/context.json",

"@id": "http://example.org/epub/annotations.json",

"@type": "epub:AnnotationCollection",

"annotations": [

{

"@id": "urn:uuid:B81AF8C4-B04A-4D3D-B1D3-23F7C02E56BB",

"@type": "oa:Annotation",

"motivatedBy": "oa:replying",

"hasTarget": "urn:uuid:E7E3799F-3CD5-4F69-87C6-5478B22873D6",

"hasBody": {

"@type": "dctypes:Text",



"format": "application/xhtml+xml",

"chars": "<span xmlns='http://www.w3.org/1999/xhtml'>I

agree!</span>"

}

}

]

}



부록 B. JSON-LD 표현 스키마

주석 문서에 대해 JSON-LD 표현 스키마는

http://www.idpf.org/epub/oa/schema/oa-epub-schema.json에서 유효하다.

스키마를 사용하는 밸리데이션은 [JSONSchema]을 지원하는 프로세서를 요

구한다.



{
"@context": [

"http://www.w3.org/ns/oa-context-20130208.json",
{
"epub": "http://www.idpf.org/epub/vocab/oa/#",
"schema": "http://schema.org/",
"annotations": {"@id": "epub:annotations", "@type": "@id",

"@container": "@list"},
"language": "dc:language",
"opfPath": "epub:opfPath",
"specificityLevel": "epub:specificityLevel",
"originURL": "epub:originURL",
"uniqueIdentifier": "epub:uniqueIdentifier",
"accessibilityFeature": "schema:accessibilityFeature",
"accessibilityHazard": "schema:accessibilityHazard",
"accessibilityAPI": "schema:accessibilityAPI",
"accessibilityControl": "schema:accessibilityControl",
"audience": "schema:audience",
"audienceType": "schema:audienceType"

}
]

}

부록 C. 기본 내용 설명



부록 D. 공개 주석 비교

본 부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부록은 공개 주석의 프로파일은 부모 표준 [OpenAnnotation]에 비교하는 것

을 소개하는 제한과 특수성을 요약한다.

공개 주석은 직렬화에 대한 제한하지 않는다; 공개 주석이 권장하는 프로파

일은 직렬화 포맷으로 JSON-LD의 사용을 요구한다.

공개 주석은 주석 본체에서 제한하지 않는다; 이 프로파일은 XML 직렬화를

사용하는 HTML5 플로우 요소 프래그먼트인 주석 본체를 요구한다.

공개 주석은 주석 콜렉션을 구체하는 형식주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 프로

파일은 콜렉션 생성 뿐만 아니라 권장 콜렉션 레벨 메타데이터를 정의한다.

이 프로파일은 하나 이상의 자원을 구성하는 주석을 전송하기 위해 간단한

zip 기반 아카이브 포맷을 정의한다. 공개 주석은 간단한 생성을 정의하지 않

는다.

공개 주석에서, 대상 자원은 전통적으로 URI을 시용하여 식별된다. EPUB은

이동성 문서 포맷인 것과 EPUB 출판물은 식별자로 내부적으로 URI을 필수적

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이 프로파일은 (발간(release) 그리고 출판물, 작

품) 특수성의 다량한 수준을 지원하는 대상 출판물을 식별하기 위해 다중 측

면 접근을 사용한다.

이 프로파일은 EPUB 출판물으로 프래그먼트을 참조하기 위해 EPUB CFI

사용을 명령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OpenAnnotation]의 미래 버전은 zip 아카

이브에서 자원에 선행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정의한다, 이 제한은 이 표준에서

제거될 수도 있다.)

이 프로파일은 이 프로파일에 유사한 주석의 읽기와 쓰기는 유사한 JSON

리더 또는 쓰기을 단순하게 요구하는 비-RDF 콘텍스트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syntactic restrictions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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