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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과 범위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본 EPUB 배포 가능 객체 표준은 EPUB® 출판물에서 배포 가능 객체의

캡슐화, 전송, 통합 방법을 정의한다.

배포 가능 객체는 다른 문맥에서 재사용될 수 있는 EPUB 출판물의 구성

요소이다. 하나의 배포 가능 객체는 완전한 EPUB 콘텐츠 문서(예를 들어 도

서의 장(章)), 그러한 문서의 절(節)(예를 들어 연습문제 또는 홍보용 발췌), 미

디어 자원(예를 들어 비디오 또는 상호작용 기능), 또는 이러한 자원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때 하나의 단위로 배포 목적인 자원의 조합은 출판물 내에서 인

접할 필요는 없다.

본 표준은 이러한 배포 가능 객체를 EPUB 출판물 안에서 식별하고, 전송

하기 위해 추출하고, 통합 대상 EPUB으로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

한다. 그러나 배포 가능 객체의 추출과 통합은 생명주기의 선택가능한 단계임

에 주목해야한다. 즉, 배포 가능 객체는 다음과 같은 예와 같이 사용될 수 있

다. 그 한 예는 패키지된 상태로 만들어져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다. 또는 패

키지된 상태로 만들어져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통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소스에 임베디드된 상태로 있다가 추출될 수 있다.



본 표준은 배포 가능 객체의 본질이나 배포 가능 객체가 어떻게 교환되는

지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생략은 의도적인 것으로 객체를 다루고 공유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다양하고 많은 작업흐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러한 예로 오픈 교과서 환경에서 배포 가능 객체를 교환하거나 배포 가능

객체를 콘텐츠와 학습관리 시스템에 통합하거나 개별 단위로 판매를 위해

EPUB 출판물의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단지

EPUB 출판물 내에 재통합만이 정의되며 EPUB 아닌에 통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사실상 본 프레임워크는 임의의 두 당사자 사이에 배포 가능 객체의 교환

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마크업과 이에 대한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다시 개

발하지 않고 교환 표준에 대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1.2 용어

본 문서에서 사용된 EPUB에 특정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EPUB 표준

을 참조하라.

Ÿ 통합 대상 EPUB (Destination EPUB)

배포 가능 객체가 통합되는 EPUB 출판물.

Ÿ 배포 가능 객체 (Distributable Object)

다른 문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단일 논리 단위로 구성된 개

별 콘텐츠 개체와 연관 자원의 모음.

Ÿ 임베디드 객체 (Embedded Object)

추출 대상 EPUB 또는 통합 대상 EPUB의 패키지 문서의 collection 요

소에 정의된 배포 가능 객체.

Ÿ 패키지된 객체 (Packaged Object)

배포를 위해서 유일한 콘텐츠가 하나의 배포 가능 객체인 EPUB 출판물.

Ÿ 처리 에이전트 (Processing Agent)

배포 가능 객체를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하는데 책임이 있는

시스템이나 사람.

Ÿ 추출 대상 EPUB (Source EPUB)

배포 가능 객체가 추출되는 EPUB 출판물.



1.3 표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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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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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섹션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라는 정보 제공용 상태 레이블이 있는

섹션을 제외하고, 본 표준의 모든 섹션은 규범내용이다. 섹션과 부속서에서 정

보내용 상태 애플리케이션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자식 콘텐츠와 하위 섹션에

서 적용된다.



2. 객체 상태 (Object States)

2.1 소개 (Introduction)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배포 가능 객체는 어느 시점에 존재하든지 '임베디드'와 '패키지된'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있다. 배포 가능 객체가 사용자를 위해 EPUB 출판물에 의도

적으로 통합될 때를 임베디드 상태라고 한다. 이는 배포 가능 객체가 초기 소

스를 위해 생성된 것이거나 또는 대상에 재사용이나 통합되어진 것과 상관없

이 임베디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배포 가능 객체는 통합되어 있는

콘텐츠와 분리할 수 없으며 오로지 패키지 문서에 있는 collection 요소를 추출

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와 자원을 식별한다.

배포 가능 객체의 패키지된 버전을 생성하기 위해서 임베디드 콜렉션에 있

는 정보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추출하고, 새 패키지된 객체를 위한 패키지 문

서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패키지된 객체란 오직 배포 가능 객체만

을 포함하는 EPUB 출판물을 말한다.(주의 본 표준에서는 배포 가능 객체가

패키지된 상태로 직접 만들어지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패키지된 객체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배포 가능 객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존재할 수도 있다. 임베디드 객체와 패키지

된 객체 간에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정보가 직렬화되는 방식이 차이점이

다. 배포 가능 객체가 일관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본 표준은 배포 가능 객체가 패키지된 상태에서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는 것

을 보증할 수 없다. 배포 가능 객체를 구성하는 개체가 유효한 콘텐츠 문서가

아닐 수 있다.(예 공유된 SVG 구성요소, body 마크업으로 유효하지 않은



HTML 조각)

2.2 임베디드 객체 (Embedded Objects)

2.2.1 적합성 (Conformance)

적합한 임베디드 객체는 반드시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Ÿ 2.2.2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에 있는 모든 구조적 요구사항에 반드

시 적합해야 한다.

Ÿ 2.2.3 메타데이터에 정의된 모든 필수 메타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

다.

Ÿ 2.2.4 개별 개체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개별 콘텐츠 개체를 반드시 참조

해야 한다.

2.2.2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 (The distributable-object

Collection)

2.2.2.1 패키지 문서 구조 (Package Document Structure)

패키지 문서의 collection 요소 [Publications301]는 EPUB 렌디션 내에 임베

드된 배포 가능 객체의 존재를 식별하고 그 자원을 열거하고 읽기 순서를 표

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collection 요소에는 그 값이 명기된 하나의 role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유형의 전송을 위해서 본 프레임워크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표준

에 의해 덮어씌워진 경우가 아니라면, 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추출되거나 통

합되는 임의의 collection에 대해 일반적인 식별자 "distributable-object"가 필



수이다.

collection 요소는 최소한의 패키지 문서를 구성하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반드

시 포함해야 한다:

Ÿ 배포 가능 객체를 위한 모든 필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자식 metadata

요소.

Ÿ 스타일 시트, 스크립트, 멀티미디어 자원과 같이 배포 가능 객체를 렌더링

하기 위해 필요한 보충 자원을 식별하는 자식 manifest 콜렉션

[Manifest]. ( [Manifest]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메니페스트 내의

link는 자원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Ÿ 배포 가능 객체를 구성하는 개별 개체를 참조하는 하나 이상의 자식 link

요소.

다음의 예는 추출 가능한 장(章)에 대해 최소의 collection 구조를 보여준다.

<collection role="distributable-object">

<metadata>

<dc:title>Phantom Textbook - Chapter 1</dc:title>

…

</metadata>

<collection role="manifest">

<link href="css/epub.css" media-type="text/stylesheet"/>

<link href="xhtml/chapter01.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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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lection>

<link href="xhtml/chapter01.xhtml"/>



</collection>

collection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ollection 요소를 중첩 할 수 있다(예, 중

첩된 객체).

NOTE

패키지 문서로 collection 요소의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CollectionPkgInfo]을 참조한다.

2.2.2.2 중첩된 객체 (Nested Objects)

배포 가능 객체는 하나 이상의 자식 배포 가능 객체로 구성될 수 있다. 이렇

게 구성된 경우 중첩된 객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첩된 객체는 다른

배포 가능 객체를 중첩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임베디드 객체는 각각의 중첩된 배포 가능 객체에 대

해 하나의 자식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음의 예는 monarchy에 대한 중첩된 배포 가능 객체 간에 공유가 된

sidebar를 보여준다. 주의 sidebar는 장(章)의 XHTML Content Document의

조각이다.

<collection role="distributable-object">

<metadata>

…

</metadata>

<collection role="manifest">

…

</collection>

<collection role="distributable-object">



<metadata>

…

</metadata>

<collection role="manifest">

…

</collection>

<link href="chapter01.xhtml#history-mon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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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

<link href="chapter01.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collection>

임베디드 객체를 위한 manifest 콜렉션은 중첩된 객체 내에 모든 중첩된 자

원을 포함해서 모든 중첩된 객체를 렌더링에 필요한 모든 고유 자원을 반드시

나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중첩된 객체에 대한 manifest 콜렉션은 그

자신과 내부에 중첩된 객체 모두를 렌더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만을 반드시

나열해야 한다.

그 결과로 자원은 부모 메니페스트 또는 중첩된 객체의 하나 이상의 메니

페스트에 나열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배포 가능 객체의 연이은 중첩을 위한 메니페스트를 보여준다.

주의 chapter01.xhtml은 모든 메니페스트에서 나열되며 각각의 중첩된 객체에

대한 필수 조각을 포함한다.

<collection role="distributable-object">

…

<collection role="manifest">

<!-- components needed for the assessment -->



<link href="css/assessment.css"/>

<!-- components needed for the scripted component -->

<link href="css/component.css"/>

<link href="css/component.js"/>

<!-- components needed for the chapter -->

<link href="css/book.css"/>

<link href="img/c01img01.jpg"/>

<link href="img/c01img02.jpg"/>

<link href="img/c01img03.jpg"/>

<link href="audio/c01clip01.jpg"/>

<link href="xhtml/chapter01.xhtml"/>

</collection>

<!-- nested object for a testing component -->

<collection role="distributable-object">

…

<collection role="manifest">

<link href="css/assessment.css"/>

<link href="css/component.css"/>

<link href="css/component.js"/>

<link href="xhtml/chapter01.xhtml"/>

</collection>

<!-- nested object for a scripted component -->



<collection role="distributable-object">

…

<collection role="manifest">

<link href="css/component.css"/>

<link href="css/component.js"/>

<link href="xhtml/chapter01.xhtml"/>

</collection>

<link href="xhtml/chapter01.xhtml#interactive"/>

</collection>

<link href="xhtml/chapter01.xhtml#test01"/>

</collection>

<link href="xhtml/chapter01.xhtml"/>

</collection>

NOTE

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각각의 중첩된 객체가 추출될 수 있도록 최상

위 임베디드 객체 뿐만 아니라 중첩된 객체 내의 자원은 그들의 조상 메

니페스트 내에 나열되어야 한다. 모든 자원을 나열하지 못하면 추출은

더 복잡해진다.

2.2.3 메타데이터 (Metadata)

2.2.3.1 일반 (General)

임베디드 객체는 [Publications301]에 정의된 필수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특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배포 가능 객체는 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추출되거나 통합될 수 있는 모



든 일반적인 배포 가능 객체에 대해서 식별자 "distributable-object"가 있는

dc:type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표준은 본 요구사항을 덮어쓰고 해당 표준에 따르는 식별자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role 속성과 dc:type 요소 값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NOTE

role 속성으로 콜렉션의 본질이 식별될지라도 dc:type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배포 가능 객체를 임베디드 상태에서 패키지된 상태로 변환하는 것

을 간소화시켜준다.

다음의 [DCMES] 요소는 추가적으로 배포 가능 객체를 설명하기 위해 권장

된다:

dc:creator - 배포 가능 객체를 저작한 개인 또는 조직의 이름

dc:description - 배포 가능 객체의 본질 또는 목적에 대한 짧은 설명

문

dc:source - 배포 가능 객체 자체였거나 그 일부였던 원본 EPUB 출

판물

dc:rights - 배포 가능 객체가 재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에서 가능한지(2.5 권리 참조)

dc:date - (전송을 위한) 생성일

만약 임베디드 객체가 미디어 오버레이 [MediaOverlays301]를 포함한다면

대상의 총 재생시간을 식별하는 media:duration 메타데이타 특성이 반드시 포

함되야 한다.

배포 가능 객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메타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EPUB 출판물 유형 [Publications301]에 대한 적합성을 위해 다른 메타데

이터가 도입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추출 가능한 장(章)에 대한 확장된 메타데이터 집합을 보여준

다.



<collection role="distributable-object">

<metadata>

<dc:type>distributable-object</dc:type>

<dc:title>Phantom Textbook - Chapter 1</dc: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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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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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6c30273-7d23-4b8f-90f8-9fab5c1cdadc">urn:isbn:9781234567890</dc:ident

ifier>

<meta property="identifier-type"

refines="#e6c30273-7d23-4b8f-90f8-9fab5c1cdadc">unique-identifier</meta>

<meta property="dcterms:modified">2014-11-11T12:34:56Z</meta>

<dc:creator>Jane Doe</dc:creator>

<dc:description>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phantasm. For sale

separately.</dc:description>

<dc:source>urn:isbn:9780987654321</dc:source>

<dc:date>2014-10-31</dc:date>

<dc:rights>All rights reserved. Not available for use or sale except

by authorized vendors.</dc:right>

…

</metadata>

…

</collection>

2.2.3.2 배포 식별자 (Release Identifier)



dc:identifier 요소와 dcterms:modified 특성은 배포 가능 객체에 대한 배포

식별자[Publications301]를 제공한다.

배포 식별자의 생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베디드 객체는 정확히 하나의

dcterms:modified 특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콜렉션은 unique-identifier 속

성[Publications301]이 없기 때문에 고유 식별자[Publications301]를 포함하는

dc:identifier 요소는 반드시 값이 "unique-identifier"인 identifier-type 특성

[Publications301]을 붙여서 식별되어야 한다.

다음의 예는 고유 식별자가 어떻게 식별되는지 보여준다.

<dc:identifier id="uid">urn:isbn:9780000000001</dc:identifier>

<meta property="identifier-type" refines="#uid">unique-identifier</meta>

배포 가능 객체의 상태 변화만 발생했을 때 dcterms:modified 값이 절대로

갱신되면 안된다.(예, 패키지된 객체로 재패키지 되거나 통합 대상 EPUB로 통

합될 때) 여기저기로 이동될 수 있는 배포 가능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내용

이나 메타데이터를 변경한 경우에만 식별자와 최종 수정 일시를 갱신한다. 예

를 들어:

추출 대상 EPUB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EPUB 출판물에 대한

dcterms:modified 값이 갱신된다. 배포 가능 객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바뀐 경

우에만 해당 콜렉션의 dcterms:modified 값이 갱신된다.

패키지된 객체가 생성되었을때 내용에 실질적인 편집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콜렉션으로 식별된 dcterms:modified 값은 바뀌지 않는다. (주의, 패키지

가 생성된 타임스탬프를 나타내기 위해 dc:date가 사용될 수 있다.)

배포 가능 객체가 통합 대상 EPUB으로 임베드되면 배포 가능 객체

콜렉션의 dcterms:modified 값은 내용에 실질적인 편집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

2.3.3.3 고정 레이아웃 (Fixed Layout)



임베디드 객체는 추출 대상 EPUB의 meta 요소 특성[Publications301]을 사

용하는 고정 레이아웃 메타데이터 표현 집합에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된다. 그

러한 표현은 패키지된 객체로 쉽게 변환되지 않기 때문이다(역(逆)도 또한 같

음). 저작자는 EPUB 콘텐츠 문서의 고정 레이아웃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좀

더 직접적으로 문서에 묶인 스파인 itemref 덮어쓰기[Publications301]를 사용

해야 한다(예, 비교, 추가, 제거, 덮어쓰기의 복잡한 시스템 없이 찾고 변환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패키지된 객체 내의 XHTML 콘텐츠 문서가 전역 meta 표현을

이용하여 고정 레이아웃으로 식별된다면 임베디드 콜렉션 내에 통합이 완료될

때 meta 요소는 결국 손실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XHTML 콘텐츠 문서는 기

본적으로 리플로우하는 통합 대상 EPUB의 본질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특성이 각각의 XHTML 콘텐츠 문서의 스파인

itemref 요소에 정의된다면 특성은 임베디드 상태나 패키지된 상태들 사이에

쉽게 복사되고 문서에 지역적으로 남는다.

2.2.3.4 접근성 (Accessibility)

배포 가능 객체의 접근성 본질은 [schema.org]의 CreativeWork 형식으로부

터 접근성 메타데이터 특성[A11YProperties]을 사용하여 식별된다.

각각의 배포 가능 객체는 accessibilityFeature 특성을 이용하여 적절한 접근

성 기능을 반드시 식별해야 한다. 특성은 반드시 각각 적합한 값으로 반복되어

야 한다.

만약 주어진 렌디션이 접근성 기능을 포함하지 않거나 저작자가 어떤 것이

적용될 지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none" 값을 가지는 단일

accessibilityFeature 선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특성이 적용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해당 특성을 명시되는 것을 권장한

다.



이러한 특성에 사용에 권장되는 용어의 어휘는 W3C Web Schemas Wiki

[A11YProperties]에서 관리된다.

패키지 문서 내에서 이러한 특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Schema.org 통합 안내를 참조한다[SchemaGuide].

2.2.3.5 local-manifest-designator 특성 (The

local-manifest-designator Property)

경고: 이 특성은 본 표준이 권장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의 대상이다. 이

슈 484를 보시오.

설명

local-manifest-designator는 manifest 특성을 허용한다. /// The

local-manifest-designator allows manifest properties [Publications301] that

are restricted to one instance in an EPUB Rendition ? such as "nav" and

"cover-image" ? to be specified for resources in a collection. Authors can

then create these these special resources specifically for collections, without

their use being lost during packaging into a standalone EPUB Publication.

The property MUST be specified on meta elements whose refines

attributes reference the resource the property applies to.

This property SHOULD NOT be used to specify manifest properties that

can be carried directly on an item without restriction (e.g., "scripted" and

"mathml").

허용된 값

출판물 3.0.1의 특성 속성에 허용된 모든 값 [Publications301].

기본 값 없음.



개수

metadata 영역: 0 또는 이상

자원에 부착: 0 또는 이상

확장

collection 내의 출판 자원.

예제

<meta property="local-manifest-designator"

refines="object01/nav.xhtml">nav</meta>

2.2.3.6 출판 유형 적합성 (Publication Type Conformance)

배포 가능 객체는 특정한 EPUB 출판물의 유형 [Publications301]에 적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배포 가능 객체는 각각에 대해 적합한 dc:type 요소

선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2.4 개별 개체 (Discrete Entities)

객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별 콘텐츠 개체로 구성된다. 각각의 개별 콘

텐츠 개체는 임베디드 객체 collection내의 자식 link 요소에서 반드시 식별되

어야 한다.

각각의 link 요소는 EPUB 콘텐츠 문서 또는 EPUB 콘텐츠 문서의 요소 조

각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자식 link 요소의 순서는 배포 가능 객체의 기본

선형 독서 순서를 표현한다(예 스파인).



만약 link 요소의 href 속성에 IRI [RFC3987]가 프래그먼트 식별자를 포함한

다면 참조된 요소가 배포 가능 객체의 일부일 때에만 가능하다. link 요소의

href 속성은 EPUB 정규 프래그먼트 식별자 [EPUBCFI]를 절대로 포함해서는

안된다.

본 표준은 개별 개체가 참조할 수 있는 마크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

만 추가적인 고려를 위해 2.3.4 EPUB 콘텐츠 문서를 참조한다.

배포 가능 객체의 저자는 배포 가능 객체를 렌더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이 메니페스트와 자식 link 요소로 식별되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배포 가능 객체에 속하는 모든 연결된 개체도 반드시 식별되어야 한다. (예

[HTML] a 요소).

특정 EPUB 출판물 유형에 대한 적합성은 다른 요구사항을 도입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MathML 마크업과 폴백 이미지와 두 개의 스타일시트를 포함

하는 학습 객체를 위한 배포 가능 객체 선언을 보여준다.

<collection role="distributable-object">

<metadata>

<dc:type>distributable-object</dc:type>

<dc:title>Learning Object 1</dc: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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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6c30273-7d23-4b8f-90f8-9fab5c1cdadc">urn:uuid:5856b480-e1be-11e3-8b

68-0800200c9a66

</dc:identifier>

<meta property="identifier-type"

refines="#e6c30273-7d23-4b8f-90f8-9fab5c1cdadc">unique-identifier</meta>

<dc:creator>Object Author</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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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property="schema:typicalAgeRange">9-11</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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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adata>

<collection role="manifest">

<link href="images/mathml01.gif" media-type="image/gif"/>

<link href="css/epub.css" media-type="text/stylesheet"/>

<link href="css/mathml.css" media-type="text/stylesheet"/>

<link href="fonts/STIXGeneral.woff"

media-type="application/font-woff"/>

…

</collection>

<link href="xhtml/chapter01.xhtml#learningobject01"/>

</collection>

2.2.5 자원 위치 (Resource Location)

배포 가능 객체를 렌더링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원이 EPUB 컨테이너 내

에 어느 곳에 위치할 수 있을지라도 고유한 이름의 디렉토리 내에 모두 저장

하는 것을 권장한다.(예 UUID [RFC 4122]나 dc:identifier 값을 이름으로 사용

한 디렉토리) 이 습관은 배포 가능 객체가 이동되었을 때 이름이 중복되지 않

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프레임워크는 조각을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종종 렌더링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디렉토리에 캡슐화하는 것이 항상 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배포 가능 객체가 완전히 자체 완비임을 보장



할 수 있는 표준은 캡슐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2.3 패키지된 객체 (Packaged Objects)

2.3.1 소개 (Introduction)

본 절은 패키지된 객체(전송을 위해 EPUB 출판물로써 별도로 묶인 배포 가

능 객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개요를 서술한다. 패키지된 객체는 단지 임베디드

객체의 다른 직렬화라는 점에서 요구사항은 대개 비슷하다.

임베디드 객체의 적절한 절(節)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며, EPUB 출판물로써

패키징에 특정되는 요구사항만 자세히 기술한다.

2.3.2 적합성 (Conformance)

적합한 패키지된 객체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Ÿ EPUB 출판물 [Publications301]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러나 문서 조각을 허용하는 것이 다르다(2.3.5 EPUB 콘텐츠 문

서 참조).

Ÿ 2.3.3 메타데이터에 정의된 모든 필수 메타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

다.

2.3.3 메타데이터 (Metadata)

패키지 문서 메타데이터는 2.2.3 메타데이터 절에서 정의된 임베디드 객체에

대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3.4 EPUB 콘텐츠 문서 (EPUB Content Documents)

패키지된 객체 내의 EPUB 콘텐츠 문서는 유효하지 않게 하는 마크업 조각

을 포함할 수 있다. 그 결과로 패키지된 객체는 항상 유효한 EPUB 출판물인

것은 아니다.

저작자는 유효하지 않은 EPUB 콘텐츠 문서 생성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배

포자와 수신자 사이에 협약이 있고 이들 사이에서만 교환하는 조각 전달은 가

능할 수 있다.

2.3.5 임베디드 객체 (Embedded Objects)

패키지된 객체는 해당 객체의 패키지 문서 내에 임베디드 객체를 정의하여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객체는 패키지된 객체가 임베디드 객체로 변환될 때 중첩

된 객체가 된다.

2.4 식별자 (Identifiers)

만약 배포 가능 객체가 통합 대상 EPUB으로 통합된다면 배포 가능 객체와

연관된 패키지 문서 내에서 모든 id 속성 값(예, 메타데이터 요소나 메니페스

트의 item 요소에 붙는 id 속성)은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고유해

야 한다. 예를 들자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UUID [RFC4122] 값을 쓸 수 있

다.

2.5 권리 (Rights)

배포 가능 객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배포 가능 객체를 다른 문맥에서 재사용

할 수 있다는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배포 가능 객체의 상태(임



베디드 상태와 패키지된 상태 모두)와 무관하다.

배포 가능 객체에 포함된 권리 표현 또는 그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연결

된 정보에 기술된 조건에 의해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한 권리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권리도 추측해서는 안된다.

2.6 다중 구성요소 배포 (Multi-Component

Distribution)

본 표준은 하나의 EPUB 컨테이너 내에 하나 이상의 배포 가능 객체를 포함

시키는 방법을 정의하지 않는다. 각각의 컨테이너는 반드시 단 하나의 배포 가

능 객체를 포함해야 한다.

배포를 위해 하나 이상의 배포 가능 객체를 묶을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배포

가능 객체를 zip으로 묶을 수 있다.



3. 객체 변환 (Translating Objects)

3.1 소개 (Introduction)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본 절은 배포 가능 객체를 임베디드 상태에서 패키지된 상태로 변환하는데

그리고 그 역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많은 기술(XSLT, 절차적 언어 등)이 변환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를 변환하는 명시적인 방법은 정의되지 않는다. 물론 사람이 수동으로 배포 가

능 객체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환될 배포 가능 객체의 복잡도와 변환될 상태에 따라 변환 처리과정은 자

동과 수동이 섞여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조각의 경우에 기계가 조각

이 들어있는 EPUB 콘텐츠 문서를 EPUB 출판물로 통합할 수 있으나 나중에

사람이 옮겨질 EPUB 콘텐츠 문서와 해당 문서 내의 위치를 결정해야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동으로 수정하면 임베디드 객체정의(예, 경로와 파일명 변화)

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에 배포 가능 객체를 다루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변환 처리과정의 일반적인 이해를 해야한다.

3.2 임배디드 객체에서 패키지된 객체로 (Embedded to

Packaged)



3.2.1 변환 처리과정 (Translation Process)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임베디드 객체에서 패키지된 객체를 생성하는 처리과정은 다음의 일반적인

단계를 포함한다:

Ÿ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에서 새 패키지 문서 생성과 필요한 모든

자원을 복사

Ÿ 단지 조각만이 포함된다면 다른 EPUB 콘텐츠 문서 걸러내기

Ÿ 새 EPUB 네비게이션 문서 생성

이러 단계가 필요한 변형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을지라도 실제 실행시에는 이 단계들이 다른 순서로 진행될 수 있

고 심지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변환 처리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기

술이 있고 다양한 목적을 가진 배포 가능 객체 사용자들이 처리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절에서는 어떻게 콘텐츠가 변환되는 지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피하고 단지 유효한 패키지된 객체를 생성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또한 container.xml 파일과 OCF 컨테이너의 생성 등과 같은 EPUB 출판물

의 패키징에 대한 모든 표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생략한다.

NOTE

본 절의 변환 처리과정은 코어 EPUB 3.0.1 표준만을 자세히 다룬다.

다른 IDPF 표준에서 정의된 기능이 있는 배포 가능 객체에 대해서는 적

절한 변환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작이 필요할 수 있다.

3.2.2 패키지 문서 생성 (Create Package Document)

다음의 목록은 임베디드 객체의 distributable-objct 콜렉션의 요소를 패키지



문서로 변환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의 일반적인 집합을 제공한다.

1. collection 요소의 모든 국제화 속성(dir, xml:lang)을 package 요소로 복

사. 만약 이러한 속성이 추출 대상 EPUB의 package 요소에 명기되었다면

collection에 선언으로 주어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요소에 속성을 복사.

2. 변경하지 않은 metadata 요소를 package 요소에 모든 네임스페이스 선

언이 보존되도록 복사.

3. 만약 예약된 접두어가 아닌 접두어가 collection에 묶였다면(콜렉션 내에

또는 연관된 item/itemref 개체 등에 선언된 경우) 해당 선언을 package 요

소의 prefix 속성에 복사.

4. collection에 대해 고유 식별자로 표시된 dc:identifier 요소의 id를 참조하

는 package 요소에 unique-identifier 속성을 추가 (2.2.3.1 일반 참조).

5. manifest collection 내의 각각의 link 요소에 대해:

a. 해당 요소의 href 속성 값을 사용하여 대응하는 메니페스트 item

요소를 찾아서 새 패키지 문서의 manifest에 item 복사. 다른 경로로

동일한 자원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예, "./foo.xhtml"과

"foo.xhtml") 속성 값의 단순 문자열 비교는 피할 것. 또한 배포 가능

객체의 본질이 항상 예측될 수는 없어서 중요한 정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link 요소를 직접 item 요소로 변환하는 것을 피할 것. - 예,

메니페스트 properties와 fallback 속성 값.

b. 참조된 자원을 Package Object의 디렉토리 구조내의 동일한 위치

에 복사. ( 3.2.3 EPUB 콘텐츠 문서와 3.2.4 자원 재명명 참조)

6. 다음과 같이 collection 요소의 자식 link 요소를 spine itemref 요소로 변

환:

a. 만약 link href 속성 내에 명기된 URL이 프래그먼트 식별자를 포

함한다면:

i. 만약 조각을 포함하는 EPUB 콘텐츠 문서가 이전 link 요소에



있지 않았다면 itemref를 spine에 추가.

ii. 만약 조각이 기존에 있던 EPUB 콘텐츠 문서에 조각이 있었다

면 link 무시.

b. 만약 프래그먼트 식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itemref는 특정된

EPUB 콘텐츠 문서를 위한 메니페스트 개체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7.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스파인 itemref에 대해서 참조된 EPUB

콘텐츠 문서가 선형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속성을 복사. 또한

존재한다면 properties 속성도 복사.

8. 만약 추출 대상 EPUB이 bindings [Publications301]를 이용한다면 배포

가능 객체의 메니페스트 내의 자원 유형에 맞는 mediaType 규칙에 대한

패키지 문서 bindings 요소를 확인하고 새 패키지 문서로 복사.

배포 가능 객체를 통합 대상 EPUB으로 재통합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을 패키지된 객체로 절대로 복사해서는 안된다. 만

약 콜렉션이 중첩된 객체를 포함한다면 각각의 중첩된 배포 가능 객체

collection 요소는 결과 패키지 문서 내의 최상위 수준의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이 된다.(이 요구사항은 직접적인 자식에만 적용된다. 자식 콜렉션 내의

중첩된 객체는 중첩된 상태로 남는다.)

특히 본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다른 표준에서 그리고 코어 EPUB 3 표준

밖에서 정의된 기능을 위해서 변환 처리과정은 앞서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단계를 요구할 수 있다.

3.2.3 EPUB 콘텐츠 문서 걸러내기 (Filter EPUB Content

Documents)

배포 가능 객체는 EPUB 콘텐츠 문서 내의 하나 이상의 마크업 조각을 참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에이전트가 패키지된 객체를 생성할 때 모든 배포 가

능하지 않은 마크업을 제거하도록 문서를 반드시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문서가 걸러낼 지와 어떤 콘텐츠를 보존할 지를 결정하는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두 목록 생성: 하나는 유지를 할 완전한 EPUB 콘텐츠 문서의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조각을 담고 있는 문서의 목록이다. 조각 목록은 각각의 개체

(예 해시 테이블)에 대해 보존될 식별자 목록 또는 유지가 필요한 별도의

분리된 목록을 허용해야 한다.

2.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 내의 각각 자식 link 요소를 조사:

a. 만약 참조된 EPUB 콘텐츠 문서가 조각 식별자를 포함하고 이전에

있지 않았다면 걸러낼 목록에 추가한다. 해당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식별

자를 조각 목록에 첨부한다.

b. 만약 참조된 EPUB 콘텐츠 문서가 조각 식별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면 문서를 보관하는 완전한 문서 목록에 추가한다.

3. 2 단계 에서 생성된 EPUB 콘텐츠 문서의 목록에 걸쳐 걸러내기와 각각

에서 모든 배포 가능하지 않은 마크업을 제거하는 것을 반복해서 참조된

조각만을 남긴다. (걸러내기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생성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2.3.4 EPUB 콘텐츠 문서를 참조)

NOTE

만약 2 단계 후에 양쪽 리스트에 어떤 EPUB 콘텐츠 문서라도 남는다

면 콜렉션은 유효하지 않다. 처리 에이전트는 전체 EPUB 콘텐츠 문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각을 무시함으로써 계속할 수 있으나 유효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한다.

NOTE

자동화된 처리과정에 의지하기 보다 저자는 부분적으로 관계있는 콘텐

츠만으로 구성된 배포 가능 객체의 특정 버전을 준비하는 편이 좋다. 이

는 특히 배포 가능 객체가 사용자에게 보내지는 경우가 그렇다. 색인, 참

고문헌, 노트, 권말 부속물과 같이 조각 걸러내기를 통해서 최적의 렌더



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가 된다.

3.2.4 자원 재명명 (Resource Renaming)

자원은 임베디드 객체로부터 패키지된 객체로 이동할 때 재명명될 수 있다.

본 표준은 [OCF301]의 정의에 따라 파일 이름이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는 점

만 빼면 자원의 재명명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도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처리 에이전트가 파일을 재명명한다면 처리 에이전트가 모든 자원대해

원래 이름으로의 모든 참조가 갱신되는 것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XHTML

콘텐츠 문서내의 모든 href와 src 속성, 모든 연결된 CSS과 @import 규칙 등).

3.2.5 EPUB 네비게이션 문서 (EPUB Navigation Document)

처리 에이전트가 반드시 생성해야 하는 EPUB 네비게이션 문서를 패키지된

객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처리 에이전트는 이 파일을 생성하는 임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의

제안은 단지 안내로써 제공된다:

1. 만약 패키지된 객체의 목적이 직접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이라면(예 별도

판매를 위한 도서의 장) 전체 목차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라. 이러한 경우

에 필수인 toc nav[ContentDocs301]는 배포 가능 객체에 속하는 모든

EPUB 콘텐츠 문서를 순회하고 모든 구조화된 제목에 link를 추가하여 생

성될 수 있다.

2. 만약 단지 변환만을 목적으로 패키지된 객체를 생성한다면 처리 에이전

트는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 spine 내의 EPUB 콘텐츠 문서 각각에 대해 일반 link를 추가하여 필

수인 toc nav를 생성하고 배포 가능 객체를 구현하는 저자가 출판물에

필요한 구조를 더하도록 남겨두기.



b. 각각의 EPUB Content document를 조사하여 구조화된 네비게이션을

생성하고 추후 통합을 목적으로 모든 구조적 머릿말에 link를 붙이기.

EPUB 네비게이션 문서내의 다른 구성요소를 어떻게 다룰지는 처리 에이전

트의 재량이다(예 배포 가능 객체에 특정되는 랜드마크, 페이지 목록, 표 목차,

그림 목차 추출).

본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표준은 어떻게 EPUB 네비게이션 문서를 생성할

지에 대한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3.3 패키지된 객체에서 임베디드 객체로 (Packaged to

Embedded)

3.3.1 변환 처리과정 (Translation Process)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패키지된 객체로부터 임베디드 객체를 생성하는 처리과정은 사실상 임베디

드 객체에서 패키지된 객체로 변환에 필요한 단계의 역이다:

패키지 문서로부터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을 재생성

통합 대상 EPUB으로 모든 자원 복사

모든 조각 통합

통합 대상 EPUB 내의 네비게이션 문서 갱신

기존의 EPUB 출판물으로 콘텐츠를 통합하는 처리과정은 간단하지 않기 때

문에 이 처리과정 중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수동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다. EPUB 네비게이션 문서는 단순히 패키징을 하기 보다는 더 정밀하게 갱신

되어야 하며, 조각은 정확한 대상 문서로의 통합되어야 하며, 콜렉션 link는 새

조각 위치를 반영하여 갱신되어야 하며, 스파인은 재배열되어야 하는 등이 있

다.



이전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 처리과정과 비슷하게 다음 관(款)은 반드시 발생

해야 하는 변환 단계의 차례대로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주요한

단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려는 의도이다.

NOTE

본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변환 process는 단지 코어 EPUB 3.0.1 표

준만을 다룬다. 다른 IDPF 표준에 정의된 기능을 채용한 배포 가능 객체

는 적절한 변환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3.3.2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 생성 (Create the

distributable-object Collection)

다음의 목록은 통합 대상 EPUB 내에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을 생성하

기 위해 필요한 단계의 일반적인 집합을 나타낸다:

1. 통합 대상 EPUB 내에 새 collection 요소 생성 및 해당 요소에 값이

"distributable-object"인 role 속성 배정. (만약 배포 가능 객체의 메타데이

터가 다른 어떤 dc:type 값을 갖는다면 배포 가능 객체 적합에 대한 출판

물 형식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추가적인 role이 요구된다.)

2. package 요소의 모든 국제화 속성(dir, xml:lang)을 collection 요소로 복

사.

3. 만약 존재한다면 통합 대상 EPUB의 package 요소에 대한 모든 prefix

속성 선언 추가.

4. 패키지된 객체의 metadata 절을 필수인 collection의 첫 번째 자식 요소

로 복사.

5. 새 manifest 콜렉션 생성하고 패키지된 객체의 메니페스트 item 요소를

자식 link 요소로 변환.

6. 만약 패키지된 객체가 어떤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을 포함한다면 각

각을 manifest 콜렉션 뒤에 복사.



7. 패키지된 객체내의 스파인 itemref 각각을 자식 link 요소로 변환한다.

이때 link 요소의 href 속성 생성시 idref 속성 내의 ID 참조를 자원의 위치

로 교체.

3.3.3 자원 이주 (Migrate Resources)

다음의 목록은 패키지된 객체의 자원을 통합 대상 EPUB으로 합병시 필요한

단계의 일반적인 집합을 제공한다:

1. 모든 패키지된 객체의 메니페스트 item 요소를 통합 대상 EPUB의

manifest로 복사. 단, EPUB 네비게이션 문서에 대한 개체는 제외.

2. 패키지된 객체의 manifest 내에 나열된 모든 자원을 통합 대상 EPUB의

동일한 위치로 복사. 역시, EPUB 네비게이션 문서는 제외. 만약 특정 위치

에 이미 동일한 이름을 갖는 자원이 존재하면 처리 에이전트가 새 이름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모든 참조를 수정할 책임이 있다.

3. 패키지된 객체 내의 스파인 itemref 각각을 통합 대상 EPUB의 spine으

로 복사한다. 이때 각각의 itemref가 나열된 순서를 유지한다. (이 개체의

위치는 전형적으로 올바른 읽기 순서를 반영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수정되

어야 한다.)

NOTE

주의 패키지 문서는 통합 대상 EPUB으로 절대 복사해서는 안된다. 새

패키지 문서는 임베디드 상태에서 패키지된 상태로 변환되는 동안 콜렉

션 정보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3.3.4 콘텐츠 조각 넣기 (Incorporate Content Fragments)

패키지된 객체로부터 모든 EPUB 콘텐츠 문서가 통합 대상 EPUB으로 복사

되더라도 일부는 기존 문맥으로 통합되어지는 조각을 포함할 수 있다.



본 표준은 어떻게 조각이 통합되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저자가 위치를 선

택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람이 수동으로 조각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를 해야 할 수 있다.

어떤 시나리오건 만약 조각이 다른 EPUB 콘텐츠 문서로 이동한다면 처리

에이전트는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 내의 모든 참조를 새 위치로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자식 link 요소 집합 역시 조각에 대한 참조를 추가하도록 갱

신되어야 한다.

3.3.5 EPUB 네비게이션 문서 (EPUB Navigation Document)

패키지된 객체로부터 EPUB 네비게이션 문서는 절대 통합 대상 EPUB에 복

사해서는 안된다.

본 표준은 추가된 콘텐츠를 반영하기 위해 통합 대상 EPUB의 네비게이션

문서를 어떻게 갱신되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문서는 자동으로 재생성되거나

사람이 수동으로 갱신해야 한다.

3.3.6 미디어 오버레이 (Media Overlays)

만약 패키지된 객체가 미디어 오버레이 [MediaOverlays301]를 포함한다면

미디어 오버레이 문서를 통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패키지된 객체의

media:duration 메타데이터 값을 통합 대상 EPUB의 총 재생시간에 더해야

한다.

만약 패키지된 객체에 콘텐츠 조각이 있으면 각 조각의 재생시간을 통합되

어질 EPUB 콘텐츠 문서의 총합에 더해야 한다.

3.3.7 렌더링 되지 않는 자원 (Non-Rendering Resources)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주어진 렌디션의 어떤 것을 렌더링시 사용할 의도가 없는 EPUB 컨테이너내

의 자원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원이 전형적으로 나열되지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자원이 패키지된 객체에 묶여질 수 있을 지라도 자원의 변환

은 수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3.4 암호화와 난독화 (Encryption and Obfuscation)

본 절에 정의된 변환 처리과정은 배포 가능 객체내의 리소스가 암호화 또는

난독화되어 있지 않거나 변환 처리과정을 전후해서 복호화 또는 난독화 풀이

했다고 가정한다.

매번 배포 가능 객체 상태를 바꿀 때마다 자원을 재암호화 또는 재난독화를

해야만 하는 것은 본 프레임워크의 범위 밖이다. 처리 에이전트는 이러한 정보

를 결정하기 위해 META-INF/encryption.xml 파일을 조사하지만 그것은 단지

배포 가능 객체가 현재 암호화되거나 난독화되어 있는 것을 밝혀줄 뿐이고 항

상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원이 암호화 또는 난독화되어 제공 및 배포되어져야 한다면 배포 가

능 객체의 저자가 어느 자원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사용 권리 참조)

3.5 EPUB 정규 프래그먼트 식별자 (EPUB Canonical

Fragment Identifiers)

개별 개체를 정의하는데 정규 프래그먼트 식별자 [EPUBCFI]를 허용하지 않

을지라도(2.2.4 개별 개체 참조) 임베디드 객체에 포함된 자원 내에 등장할 수



있다. 상태 변환 때 이러한 식별자는 참조된 EPUB 콘텐츠 문서의 스파인 위

치가 종종 바뀌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안이 없지 않다면 [EPUBCFI]를 피할 것을 권장한다. 처리 에이

전트는 이러한 식별자가 존재할 수 있고 갱신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Package Document Collection
1 <package version="3.0"   

xmlns="http://www.idpf.org/2007/opf" 
unique-identifier="c5bba4b9-3d3c-4da
4-bafd-8e185f7b35b2">

<collection 
role="distributable-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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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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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c:type>distributable-object</dc:type
>

<dc:type>distributable-object</dc:ty
pe>

4 <dc:identifier 
id="c5bba4b9-3d3c-4da4-bafd-8e185f7
b35b2">urn:uuid:a46825d1-e796-4cc3-
a633-5160f529a1e0</dc:identifier>

<dc:identifier 
id="c5bba4b9-3d3c-4da4-bafd-8e18
5f7b35b2">urn:uuid:a46825d1-e796-
4cc3-a633-5160f529a1e0</dc:identi
fier>

5 <meta property="identifier-type"  
refines="#c5bba4b9-3d3c-4da4-bafd-8
e185f7b35b2">unique-identifier</meta>

<meta property="identifier-type" 
refines="#c5bba4b9-3d3c-4da4-bafd
-8e185f7b35b2">unique-identifier</
meta>

6 <meta   
property="dcterms:modified">2014-11-10
T19:30:22Z</meta>

<meta 
property="dcterms:modified">2014-11-
10T19:30:22Z</meta>

7 <!-- all metadata is identical, so 
additional elements have   been omitted 
for brevity -->

8 </metadata> </metadata>
9 <manifest> <collection role="manifest">

10 <item <!-- omitted -->

부록 A. 예제

본 부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A.1 나란히 비교 (Side-by-Side Comparison)

본 절은 동일한 배포 가능 객체에 대한 distributable-object 콜렉션(임베디드

상태)과 패키지 문서(패키지된 상태)의 나란히 비교를 제공한다. 각각에 대한

마크업을 별도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 관(款)을 참조.



id="e89d1b63-7ba8-4089-bd36-71a5a7e
39c90" href="nav.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properties="nav"/>

11 <item 
id="b82e04c7-cdf2-42ad-b363-c5dda9e
68103" href="xhtml/chapter01.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properties="scripted"/>

<link href="xhtml/chapter01.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12 <item 
id="e911ca8f-674e-4033-aaba-51fc723
32cbc" href="xhtml/notes.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link href="xhtml/notes.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13 <item 
id="ca0d932e-bfca-4ab6-9985-bfe1227
db33a" href="xhtml/biblio.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link href="xhtml/biblio.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14 <item 
id="eaae0272-3277-446e-a93d-b74ac43
e539c" href="css/epub.css" 
media-type="text/css"/>

<link href="css/epub.css"   
media-type="text/css"/>

15 </manifest> </collection>
16 <spine> <!-- the spine is inferred -->
17 <itemref 

idref="b82e04c7-cdf2-42ad-b363-c5dd
a9e68103"/>

<link href="xhtml/chapter01.xhtml"/>

18 <itemref 
idref="e911ca8f-674e-4033-aaba-51fc
72332cbc"/>

<link href="xhtml/notes.xhtml#c01"/>

19 <itemref 
idref="ca0d932e-bfca-4ab6-9985-bfe1
227ldb33a"/>

<link 
href="xhtml/biblio.xhtml#b001"/>

20 <!-- repeat for fragments is not listed 
in the package   document spine -->

<link 
href="xhtml/biblio.xhtml#b023"/>

21 <link 
href="xhtml/biblio.xhtml#b029"/>

22 </spine>
23 </package> </collection>

A.2 패키지 문서 (Package Document)

<package version="3.0" xmlns="http://www.idpf.org/2007/opf"

unique-identifier="c5bba4b9-3d3c-4da4-bafd-8e185f7b35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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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distributable-object</dc: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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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5bba4b9-3d3c-4da4-bafd-8e185f7b35b2">1</dc:identifier>

<meta property="identifier-type"

refines="#c5bba4b9-3d3c-4da4-bafd-8e185f7b35b2">unique-identifier</meta>

<meta property="dcterms:modified">2014-11-10T19:30:22Z</meta>

<dc:title>Phantom Textbook - Chapter 1</dc: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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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Jane Doe</dc:creator>

<dc:description>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phantasms. For sale

separately.</dc:description>

<dc:source>urn:isbn:9780987654321</dc:source>

<dc:date>2014-10-31</dc:date>

<dc:rights>All rights reserved. Not available for use or sale except

by authorized vendors.</dc:right>

</metadata>

<manifest>

<item id="e89d1b63-7ba8-4089-bd36-71a5a7e39c90" href="nav.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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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d="b82e04c7-cdf2-42ad-b363-c5dda9e68103"

href="xhtml/chapter01.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properties="scripted"/>

<item id="e911ca8f-674e-4033-aaba-51fc72332cbc"

href="xhtml/notes.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item id="ca0d932e-bfca-4ab6-9985-bfe1227db33a"

href="xhtml/biblio.xhtml" media-type="application/xhtml+xml"/>

<item id="eaae0272-3277-446e-a93d-b74ac43e539c"

href="css/epub.css" media-type="text/css"/>

</manifest>

<spine>

<itemref idref="b82e04c7-cdf2-42ad-b363-c5dda9e68103"/>

<itemref idref="e911ca8f-674e-4033-aaba-51fc72332cbc"/>

<itemref idref="ca0d932e-bfca-4ab6-9985-bfe1227ldb33a"/>

<!-- repeated fragments are not listed in the package document

spine -->

</spine>

</package>

A.3 콜렉션 (Collection)

<collection role="distributable-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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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distributable-object</dc: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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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5bba4b9-3d3c-4da4-bafd-8e185f7b35b2">urn:uuid:a46825d1-e796-4cc3-a6

33-5160f529a1e0</dc:identifier>

<meta property="identifier-type"

refines="#c5bba4b9-3d3c-4da4-bafd-8e185f7b35b2">unique-identifier</meta>



<meta property="dcterms:modified">2014-11-10T19:30:22Z</meta>

<dc:title>Phantom Textbook - Chapter 1</dc: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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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Jane Doe</dc:creator>

<dc:description>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phantasms. For sale

separately.</dc:description>

<dc:source>urn:isbn:9780987654321</dc:source>

<dc:date>2014-10-31</dc:date>

<dc:rights>All rights reserved. Not available for use or sale except

by authorized vendors.</dc:right> </metadata>

<collection role="manifest">

<link href="xhtml/chapter01.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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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href="xhtml/notes.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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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href="xhtml/biblio.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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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href="css/epub.css" media-type="text/css"/>

</collection>

<link href="xhtml/chapter01.xhtml"/>

<link href="xhtml/notes.xhtml#c01"/>

<link href="xhtml/biblio.xhtml#b001"/>

<link href="xhtml/biblio.xhtml#b023"/>

<link href="xhtml/biblio.xhtml#b029"/>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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