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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과 범위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이 표준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 패키징과 통합, EPUB Scriptable

Components Packaging and Integration)은 EPUB 출판물에서 동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의 생성과 통합에 대한 방법을 정의한다.

배포를 위해 EPUB 출판물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패키징함으로써, 모든 이익

은 다음과 같이 현실화된다.

Ÿ 새로운 XML 어휘가 필요하지 않다.

Ÿ epubcheck 유효성 검증 도구는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유효성을 확인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필수 자원은 존재되어야 한다.

Ÿ 패키지 문서는 스크립트 구성요소 메타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Ÿ 고정 레이아웃 메타데이터는 필요한 종횡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Ÿ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독립 디버깅이 가능하다. 이것은 스크립트 구성

요소가 스크립트가 지원되는 모든 리딩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구성요소는 스파인 수준 스크립트로 간단한 페이지이다).

공통된 EPUB 패키징을 사용함으로써 EPUB 출판물 내에 있는 스크립트 구

성요소를 통합하고 사용하는 것이 쉽다. 프로세스는 전형적으로 대상 EPUB에

자원과 메타데이터를 복사하는 것 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다른 표준과의 관계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1.2.1 배포 가능 객체(Distributable Objects)와의 관계

이 표준은 EPUB Distributable Object 1.0 표준에서 정의된 객체를 식별하고

패키징하고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부분 집합이다.

1.3 용어집

이 문서에서 사용된 EPUB 특정 용어의 정의에 대해 EPUB 표준을 참고해

라.

이 문서에서 사용된 배포 가능 객체 특정 용어의 정의에 대해

[DistributableObjects]을 참고해라.

Ÿ 기본 문서

기본 문서는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호출하기 위해 참조하는 스크립트 콘텐

츠 문서 통합자이다. 그리고 그것은 [ScriptableComponents]에서 정의된 콘

텐츠 요구사항을 적합하다.

Ÿ 대상 EPUB (또는 대상)

스크립트 구성요소가 사용되기 위해 통합되는 EPUB 출판물

Ÿ 임베디드 구성요소

패키지된 구성요소가 대상 EPUB으로 통합될 때 생성된 스크립트 구성요



소의 collection 요소 정의. 임베디드 구성요소는 3.3 구성요소 임베딩에서

정의된 추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는 임베디드 객체

[DistributableObjects]이다.

Ÿ 패키지된 구성요소

패키지된 구성요소는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위한 배포 가능 패키지이다. 패

키지된 구성요소는 3.2 패키지 구성요소 에서 정의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패키지 객체 [DistributableObjects]이다.

Ÿ 스크립트 구성요소

다른 EPUB 출판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배포된 스크립트 배포 가능 객체.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이 표준과 [ScriptableComponents]에서 모든 콘텐츠

요구사항에 적합하다.

1.4 표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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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생략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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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준의 모든 예제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2. 적합성

2.1 콘텐츠 적합성

적합한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다음 모든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다음 변경으로 패키지 객체 [DistributableObjects]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드

시 만족해야 한다:

• 기본 문서는 반드시 유효한 XHTML 콘텐츠 문서여야 한다. 콘텐츠

조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원은 반드시 3.2.2 파일 구조에서 정의된 것처럼 구성되어야 한다.

• 반드시 3.2.4 메타데이타에서 요약된 메타데이타 차이에 충실해야 한

다.

• 3.2.5 스파인에서 정의된 것처럼 스파인에 기본 문서를 반드시 단지

참조해야 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와 협력하는 EPUB 출판물은 다음 모든 기준을 반드시 만

족해야 한다.

Ÿ 3.3.2 자원 마이그레이션에서 정의된 스크립트 구성요소 자원과 결합

해야만 한다.

Ÿ 3.3.3 스크립트 구성요소 콜렉션에서 요구사항을 적합한

scriptable-component 콜렉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2 리딩시스템 적합성

적합한 리딩 시스템은 다음 모든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Ÿ 2.4.3.6 epubsc:required-params 특성에서 정의된 것처럼 파라미터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3. 패키징과 통합

3.1 배포 가능 객체

다음 절에서 정의되지 않는다면,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DistributableObjects]

에서 정의된 배포 가능 객체를 식별하고 패키징하고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

크를 상속한다.

3.2 패키지 구성요소

3.2.1 소개

본 섹션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공유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사용에서 첫 단계는 일반적인 배포를 위해 패키

지된 객체 [DistributableObjects]처럼 패키징하는 것이다.

이 절은 패키지 객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서술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생

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3.2.2 파일 구조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이용하기 위해 대상 EPUB에 복사가 필요한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모든 자원은 /<EPUB>/components/<ComponentAuthor>/ 디렉토

리에 저장되야만 한다.

<EPUB>는 EPUB 출판물 자원이 OCF 컨테이너 안에 위치하는 전용 디렉

토리 [OCF301]이다. 이 표준은 이 디렉토리에 대해 특정 이름을 요구하지 않

는다. 그러나 "EPUB" 이름을 추천한다.



<ComponentAuthor>는 dc:creator 메타데이타 특성의 값이여야만 한다.

똑같은 저자에 의해 제공되면서 스크립트 구성요소들 사이에 공유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은 <ComponentAuthor> 하위 디렉토리에 "shared" 이름으로 저

장되어야만 한다.

위 명명규칙은 내부 고정된 경로를 요구하지 않는 통제 방법으로 EPUB 출

판물에서 스크립트 구성요소 통합을 수용하기 위해 권장된다 (4. 통합 참조).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구조 예제는 부록 A.1를 참조해라.

3.2.3 식별자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다른 EPUB 출판물에 통합될 수 있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패키지 문서[Publications301]에서 모든 id 속성 값은 전역적으로 유일

한 것을 강하게 권장한다.

3.2.4 메타데이타

3.2.4.1 식별

2.2.2.1 패키지 문서 구조 [DistributableObjects]에서 정의된 것처럼 일반적인

배포 가능 객체가 아닌 EPUB 렌디션이 스크립트 구성요소라고 나타내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 표준은 dc:type 식별자 "scriptable-component"를 정의한

다. 이 식별자는 반드시 정의되어야만 한다.

다음 예제는 스크립트 구성요소가 어떻게 패키지 문서 메타데이타에 정의되

는지 보여준다.

<pack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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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scriptable-component</dc:type>

…



</metadata>

</package>

NOTE

식별자 "distributable-object"는 스크립트 구성요소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

3.2.4.2 더블린 코어

이 표준은 2.2.3 메타데이타 [DistributableObjects]에 다음 메타데이타 요구

사항을 추가한다.

모든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스크립트 구성요소 저자를 식별하는 적어도 하나

의 dc:creator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문서 순서의) 패키지 문서 메타데이타의 dc:title와 dc:creator 요소의 첫 인

스턴스 값은 디렉토리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절해야만 한다 (예, 파일 이

름 사용 예외 글자 [OCF301]를 포함하지 말것). 이들 값을 사용하여 파일 경

로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4.3 자원 마이그레이션을 참조.

3.2.4.3 스크립트 구성요소 특성

3.2.4.3.1 소개

본 섹션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다음 부절은 저자들이 스크립트 구성요소에 특정되는 정보를 정의하는데 사

용할 수 있는 특성을 정의한다.

단지 epubsc:version 특성은 모든 스크립트 구성요소에 명시되어야만 한다.

다른 특성은 적용될 때만 명시된다.



3.2.4.3.2 epubsc: 접두어 매핑

이 절에 정의된 특성은 "epubsc:" 접두어를 사용하여 패키지 문서의 meta

요소에 표현된다. 그러므로 기본 IRI "http://idpf.org/epub/vocab/sc/#"에 매핑

한다.

epubsc: 접두어는 패키지 문서 메타데이타에서 사용 예약되고 선언될 필요는

없다.

3.2.4.3.3 epubsc:version 특성

정의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버전 번호

허용된 값(들)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 빌드 번호를 표현하는 숫자의 10진수 분리 목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갯수

정확히 하나

예제

<meta property="epubsc:version">1.0.127</meta>



3.2.4.3.4 epubsc:storage-required 특성

정의

스크립트 구성요소가 로컬 스토리지 접근이 필요한지를 지시한다 (예,

localStorage 또는 sessionStorage, 앱 캐시, indexedDB)

허용된 값(들)

"true" 또는 "false". 기본 값은 "false" 이다.

갯수

없거나 하나

예제

<meta property="epubsc:storage-required">true</meta>

3.2.4.3.5 epubsc:network-access-required 특성

정의

스크립트 구성요소가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한지를 지시한다.

허용된 값(들)

"true" 또는 "false". 기본 값은 "false" 이다.



갯수

없거나 하나

예제

<meta property="epubsc:network-access-required">true</meta>

3.2.4.3.6 epubsc:required-params 특성

정의

스크립트 구성요소을 호출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파라미터의 데이터유

형을 정의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호출할 때, 리딩 시스템은 명명된 파라미

터를 적정한 데이터 유형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허용된 값(들)

문자열의 형태: name=type

위치:

name 은 모든 유효한 XML 이름 [XML]이다

type 은 기본 데이타유형 [XSD-DATATYPES]의 이름이다 (예, "string",

"gYearMonth", "decimal", "anyURI")

갯수

없거나 무한



예제

<meta property="epubsc:required-params">startDate=date</meta>

3.2.5 스파인

기본 문서는 반드시 패키지 문서에서 유일한 스파인 엔트리

[Publications301]여야 한다.

3.2.6 구성요소 크기와 종횡비

저자는 요구되는 크기 또는 종횡비(예, 사이즈 변경에 도움되기 위해)를 전

달하기를 원한다면, 패키지된 구성요소는 고정 레이아웃 EPUB 출판물처럼 만

들어질 수 있다 (MAY).

고정 레이아웃 뷰포트의 크기는 삽입하는 툴체인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유

용하다.

3.2.7 보조 자원(Ancillary Resources)

패키지된 구성요소는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렌더링을 위해 필요하지 않는 추

가적인 자원을 포함할 수 있다 (예,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구성하기 위한 빌트

인 에디터).

어떤 보조 파일은 출판물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파일은 manifest

[Publications301]에 절대로 포함되면 안된다. 이 자원은 코어 미디어 유형일

필요가 없고 폴백 요구사항 [Publications301]의 대상이 아니다.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자원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자 맞춤 메타데이타를 포함

할 수 있고 package 요소[Publications301]에 정의된 전용 접두어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다:

<meta property="xyz:editor">../editor/editor.htm</meta>

<meta property="xyz:prop1">Value1</meta>

<meta property="xyz:prop2">Value2</meta>

메타데이타는 통합자가 임베디드 자원을 찾고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리딩 시

스템이 자원을 접근하도록 정의되지 않는다.

3.3 구성요소 임베딩

3.3.1 상태 전환

EPUB 출판물에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포 가능 패키지

된 구성요소에서 자원과 메타데이타는 대상 EPUB으로 먼저 통합되어야 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HTML5] iframe에서 호출될 수 있다.

이 표준은 [DistributableObjects]의 3.3 임베디드된 패키지에서 정의된 대상

EPUB으로 패키지된 객체 통합하기 위해서 모델에 영향을 준다. 스크립트 구

성요소에 특정되는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다음 부절에서 자세하게 약간

사소한 변경을 추가한다.

3.3.2 자원 마이그레이션

EPUB 출판물에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된 구성요

소의 자원은 대상 EPUB으로 반드시 불러들여져야 된다.

패키지된 객체에서 자원을 통합하는 프로세스는 3.3.3 자원 마이그레이션

[DistributableObjects]에서 정의된다. 패키지된 구성요소에 대한 프로세스는 단

순히 다음과 같이 단계를 수정한다:

기본 문서는 적어도 하나의 [HTML5] iframe 요소에서 반드시 참조되어야

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가 난독화된 폰트 [OCF301]를 포함하고 있다면, 폰트는

반드시 난독화해제되고 대상 EPUB의 유일 식별자 [Publications301]를 사용하

여 반드시 재난독화되어야 된다. 대상 EPUB의 encryption.xml 파일은 난독화

된 폰트에 대한 엔트리를 포함하기 위해 반드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4.4 난

독화된 자원을 구체화 [OCF301] 참고).

자원 재구성 예제는 부록 A.3 참고해라.

3.3.3 임베디드된 구성요소

패키지된 구성요소를 대상 EPUB으로 이동할 때, 임베디드 구성요소

[DistributableObjects]의 생성은 필수사항이다 .

임베디드 객체를 만들기 위한 단계는 3.3.2 배포 가능 객체 콜렉션

[DistributableObjects]에서 정의된다. 임베디드 구성요소의 제작은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단순하게 수정한다:

임베디드 구성요소 collection은 role 속성 식별자 "scriptable-component"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collection은 패키지된 구성요소에서 다음 메타데이트를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된다:

식별자 (dc:identifier 요소)의 기본 표현식 이를 재정의하는 모든 표현식 포

함;

마지막 변경일자 (dcterms:modified 특성).

NOTE

식별자와 마지막 수정일자는 스크립트 구성요소가 통합 후 사용하기

위해 변경될 때 종종 제거된다 (예, 특정 ebook에 제거). 나중에 재추출



된다면, 추출된 패키지된 구성요소는 원본과 다를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식별자와 변경일자가 필요하다.

scriptable-component 콜렉션의 예제를 부록 A.4에서 참조해라.

3.4 구성요소 추출

권한 허용에 따라 한 EPUB 출판물에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다른

출판물에서 재사용 가능하다.

[DistributableObjects] 표준은 자원을 추출하고 패키지된 구성요소를 재생성

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정의한다. 3.3 구성요소 임베딩에서 정의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임베딩하는 프로세스를 준수할 수 있다.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경우에 대상 EPUB으로 패키지된 구성요소가 통합될

때 식별자와 마지막 수정일자는 제거되기 때문에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재추출

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새로운 값을 생성해야만 한다.



부록 A. 패키징과 통합 예제

본 섹션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다음 부절은 예제 갤러리에 대한 구조와 메타데이타 그리고 통합 후 결과의

전환된 구조와 콜렉션을 보여준다.

A.1 패키지된 구성요소

독립 EPUB 출판물처럼 패키지될 때 다음 부절은 갤러리의 구조와 메타데이

타를 보여준다 (즉 통합과 사용에 앞서).

A.1.1 컨테이너 파일 구조

패키지된 구성요소가 존재할 때 갤러리 자원은 다음과 같이 /Gallery 디렉

토리에 모든 핵심 자원과 /shared 디렉토리에 모든 공유 구성요소와 함께 구

성된다.

content.opf 파일은 콘텐츠 루트에 저장되고 임베디드 객체으로 복사되지 않

고 콘텐츠가 통합될 때 경로 변경을 최소하기 위해서 주의해라 (대상 EPUB의

패키지 문서가 유사하게 위치한다는 것을 가정). EPUB 내비게이션 문서

(nav.xhtml)는 복사되지 않는 것처럼 구성요소 디렉토리 밖에 유사하게 위치한

다.

/META-INF

/META-INF/container.xml

/mimetype



/EPUB/content.opf

/EPUB/nav.xhtml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gallery.xhtml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css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css/common.sample.css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css/gallery.css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images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images/image-1.png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images/image-2.png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images/image-3.png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images/image-4.png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images/image-5.png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images/image-6.png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js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js/common.js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js/gallery.js

/EPUB/components/DynamicInc/Gallery/js/mootools-drag-touch.js

/EPUB/components/DynamicInc/shared/js/external

/EPUB/components/DynamicInc/shared/js/external/captionator-min.js

/EPUB/components/DynamicInc/shared/js/external/mootools-core-1.4.5-full-

nocompat-yc.js

/EPUB/components/DynamicInc/shared/js/external/mootools-more-1.4.0.1-y

c.js



A.1.2 구성요소 메타데이타

갤러리에 대한 패키지 문서 메타데이타는 다음 모든 특성을 포함한다 (식별

자와 같은 비필수 메타데이타는 생략).

<package …>

<metadata>

<dc:type>scriptable-component</dc:type>

<dc:title>Gallery</dc:title>

<dc:creator>DynamicInc</dc:creator>

<dc:language>en</dc:language>

…

<meta property="epubsc:version">1.0</meta>

<meta property="epubsc:storage-required">true</meta>

<meta property="epubsc:network-access-required">true</meta>

<meta property="epubsc:required-params">true</meta>

<meta property="rendition:viewport">width=1200, height=900</meta>

<meta property="schema:accessibilityFeature">alternativeText</meta>

<meta property="schema:accessibilityFeature">longDescription</meta>

<meta property="schema:accessibilityAPI">ARIA</meta>

<meta property="schema:accessibilityControl">fullKeyboardControl</meta>

<meta property="schema:accessibilityControl">fullMouseControl</meta>

<meta property="schema:accessibilityControl">fullTouchControl</meta>



</metadata>

…

</package>

A.2 임베디드된 구성요소

다음 부절은 갤러리가 독립적인 EPUB 출판물처럼 패키지된 후 자원과 메타

데이터를 보여준다.

A.2.1 통합된 자원

구성요소 디렉토리에서 모든 자원 (A.1.1 참조)은 대상 EPUB에 직접적으로

복사될 수 있다. 이 디렉토리가 아닌 2개 파일은 이동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

라.

이 자원은 대상 EPUB의 manifest에 나열된다 (전부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manifest>

…

<item id="04c312de-da60-462d-9df5-903b47851d80"

href="components/DynamicInc/Gallery/gallery.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item id="04c312de-da60-462d-9df5-903b47851d81"

href="components/DynamicInc/Gallery/css/common.sample.css"

media-type="text/css"/>



<item id="04c312de-da60-462d-9df5-903b47851d82"

href="components/DynamicInc/Gallery/css/gallery.css"

media-type="text/css"/>

…

</manifest>

A.2.2 통합된 콜렉션

다음 예제는 대상 EPUB의 갤러리로 통합될 때 생성되는

scriptable-component collection 를 보여준다 (모든 메타데이타와 자원 링크가

재생성되지 않는다).

패키지 manifest와 collection manifest는 모든 자원을 나열해야하는 것을 명

심해라.

<collection role="scriptable-component">

<metadata>

<dc:type>scriptable-component</dc:type>

<dc:title>Gallery</dc:title>

<dc:creator>DynamicInc</dc:creator>

<dc:language>en</dc:language>

<meta property="epubsc:version">1.0.1</meta>

…

</metadata>

<collection role="manifest">

<link href="components/DynamicInc/Gallery/gallery.xhtml"/>



<link href="components/DynamicInc/Gallery/css/

common.sample.css"/>

<link href="components/DynamicInc/Gallery/css/

gallery.css"/>

…

<link href="components/DynamicInc/shared/js/external/

captionator-min.js"/>

…

</collection>

<link href="components/DynamicInc/Gallery/gallery.xhtml"/>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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