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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상태

본 문서는 2013년 12월에 피어슨에 의해 초기 회원 제안을 기반으로 IDPF

EPUB 3 WG에 만들어진 초안 표준이다.

전형적인 IDPF 표준과 다르게, 본 프로파일의 개발은 초기 배포와 다소 덜

치명적인 특징 또는 적당하게 자세하고 적당하게 구현할 특징으로 정의된 코

어 특징과 기능으로 긴급(agile, 애자일) 모델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파일의 기능과 특징은 개발 주기의 기간을 초과가 예상되고 실세계 사

용을 기반으로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본 문서는 언제든지 다른 문서에 따라 업데이트 또는 대체, 폐기 표시될 수

있다. 콘텐츠는 WG의 합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본 초안의 공개 이슈

공개 이슈의 목록에 대해 최신 WG 화상 회의를 참고



본 문서는 초안 상태를 벗어날 때, 본 절은 제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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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과 범위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교육에서의 디지털 콘텐츠는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현격하게 향상시킬 가능

성이 있다. 접근성, 맞춤형 학습모드, 인터렉티브 기능들을 통한 학습참여와 체

험형 학습, 즉각적인 평가 및 분석 제공, 소셜 연결성 증대 등을 통해 학습 결

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표준의 EDUPUB 프로파일은 EPUB® 3포멧의 기능인 고유 구조, 시맨틱

및 행동 규정을 교육출판에 적합하도록한 노력의 총체이다.

본 표준은 EPUB3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의 방식에 따라 제작되었다.

• 교육출판에 있어 일반적인 구성요소와 구조에 따른 시맨틱을 추가한

다.

• 인터랙티브와 평가(예, QTI)와 같이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문서

의 서사구조 내에 포함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 접근성 기능을 포함하여, 교육표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개별 콘텐츠 개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공통의 교육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임베드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석 기능을 추가한다.

• 이미지 제작 및 사용 지침을 정의한다.



1.2 용어

본 표준에서 사용한 EPUB 용어 정의는 EPUB 표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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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은 예시들과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라고 표시된 절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지침을 따른다.

[참고사항]으로 표시된 절과 부록의 자식 콘텐츠 및 하위 절도 모두 [참고사

항]에 해당한다.



1.5 EPUB3와의 관계

본 표준은 EPUB3 프로파일과 동일하게, 다음 핵심 표준이 정의하는 기능들

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EPUB 출판물 3.0.1 [Publications301]

EPUB 콘텐츠 문서 3.0.1 [ContentDocs301]

EPUB 공개 컨테이너 포맷 (OCF) 3.0.1 [OCF301]

EPUB 미디어 오버레이 3.0.1 [MediaOverlays301]

본 표준은 명시적으로 덮어씌우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표준에서 정의된

모든 규정들을 계승한다.

EDUPUB을 준수한 출판물은 EPUB3출판물로도 언제나 유효하지만, 본 표준

에서 추가되는 제작 규정으로 인해 그 역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2. 적합성

2.1 콘텐츠 적합성

본 표준을 준수한 EPUB 출판물은 EPUB 출판물[Publications301] 규정을 준

수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하나 이상의 렌디션을 포함한 출판물은 반드시 3.3 다중 렌디션 출판

물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모든 EPUB 콘텐츠 문서는 반드시 4. 콘텐츠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요

구하는 구조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만약 콘텐츠 구조들이 4.4 구조적 시멘틱에서 정의된 시멘틱을 사용

했다면 콘텐츠 구조는 반드시 [EDUStructure] 의 사용 및 제작 규정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목차(Navigation)은 7. 네비게이션에 정의된 형식으로 반드시 지원해

야 한다.

• 메타데이터는 8. 출판물 메타데이터에 정의된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



2.2 리딩시스템 적합성

본 표준을 준수하는 EPUB 리딩 시스템은 EPUB출판물 [Publications301] 규

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음 기준 전부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ESC]와 [ESC-PKG]에서 정의한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모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MultipleRenditions]에서 정의한 다중 렌디션을 포함한 출판물을 지

원해야만 한다.

• [9. 주석]에서 정의한 주석의 렌더링과 들여오기를 지원해야만 한다.

• 만약 IMS LTI를 사용한 교육 환경에 통합된다면 6.2 IMS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LTI) 그리고 결과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NOTE

하나 이상의 렌디션와 주석을 지원에 대한 명세는 권고사항으로 조건

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3. EDUPUB 문서 모델

3.1 리플로우 출판물

본 버전의 EDUPUB 프로파일은 XHTML 기반의 리플로우 EPUB 출판물을

만드는데 있다. 리플로우 렌디션은 일반적으로 고정 레이아웃 렌디션보다 접근

성이 좋기 때문에 폭넓은 학생들이 쉽게 출판물을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프로파일에 정의된 시멘틱은 페이지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주석된

마크업 구조에 적합하고, 페이지 단위로 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파일 하나에

하나의 장이나 절이 담길 수 있는 콘텐츠에 더 적합하다. 네비게이션도 장애인

보조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간편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리플로우 렌디션 출판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3.2 고정 레이아웃 출판물

EDUPUB을 리플로우 EPUB 출판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저작자는

광범위한 청중이 접근 가능하도록 고정 레이아웃 출판물을 제작해서 제공할

수 있다.

본 표준은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접근성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고정 레이아

웃 출판물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텍스트 기반의 XHTML이나 SVG 콘텐츠 문서로 구성(즉, 텍스트

콘텐츠는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음)

•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HTML5] 마크업을 사용(더 이상 적



합한 마크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DIV 요소나 SPAN

요소는 피할 것)

• 텍스트 콘텐츠의 논리적 읽기 순서를 유지함(마크업 내의 텍스트는

읽는 순서대로 텍스트가 나타나야 함)

• 텍스트는 읽는데 방해되는 배경 이미지에 위치할 수 없음(텍스트와

이미지간 대비가 명확해야 함)

이 요구사항은 이 프로파일과 함께 준수해야 하는 최소 요구사항이다.

이것은 저작자가 교육적인 사용을 위해 판매하거나 배포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적, 국가적 접근성 요구사항으로 대체될 수 없다.

3.3 다중 렌디션 출판물

EDUPUB 출판물은 콘텐츠의 하나 이상의 렌디션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렌디션은 반드시 본 표준에서 정의한 리플로우나 고정 레이아웃을 위

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PUB 컨테이너가 하나 이상의 렌디션을 포함시켰다면, 이 경우 EPUB 컨테

이너는 반드시 [MultipleRendition]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multiple-Rendition

EPUB Publications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포 식별자에

도 metadata.xml 파일은 반드시 dc:type으로 식별자 edupub을 포함해야 한다.

NOTE

저자는 사용자가 자신이 보고 있는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현재 보

고 있는 렌디션에서 다른 렌디션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MultipleRenditions]에 정의된 Rendition Mapping Document를 포함시키



는 것을 권유한다. (예. 고정 레이아웃과 리플로우 렌디션 간에 혹은 구

조 오디오에서 텍스트 렌디션으로 간단하게 전환)

3.4. 교사용 에디션과 가이드

3.4.1 정의

교육 학습 지도에서 교사용 에디션과 가이드는 아주 중요한 교수 자료이다.

두 가지 모두 교사들을 위한 길잡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교사용 에디션

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교사용 가이드는 커리

큘럼에 대한 지도와 지침을 제공한다.(예: 교사용 가이드에는 학생용 에디션은

포함되지 않음)

이 섹션은 교사용 에디션과 가이드의 처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픈 웹 플랫폼 같은 EPUB은 독자의 등급에 따라 특정 콘텐

츠를 숨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용 에

디션과 학생용 에디션은 각각 분리해서 EPUB으로 만들어야 한다.

3.4.2 정의

3.4.2.1 출판물

교사용 에디션은 반드시 [Publications301]에 정의된 dc:type 요소를

"teacher-edition"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래는 EPUB 출판물을 교사용 에디션으로 정의한 샘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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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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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adata>



교사용 가이드는 반드시 dc:type 요소를 "teacher-edition"으로 표시해야 한

다.

아래는 EPUB 출판물을 교사용 가이드로 정의한 샘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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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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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adata>

교사용 가이드와 에디션은 8.1 ㅍ로파일 식별에 정의된 EDUPUB profile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반드시 본 표준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아래는 EPUB Publication을 교사용 가이드와 EDUPUB으로 모두 정의한

샘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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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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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edupub</dc:type>

…

</metadata>



3.4.2.2 학생용 에디션

NOTE

교사용 에디션은 학생용 에디션에 주석이나 설명이 추가된 출판물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학생용 에디션이 무엇인지를 dc:source 요소로 밝혀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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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교사용 가이드는 학생용 에디션과 별도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교사용 가이드에 해당되지 않는다.

3.4.3 콘텐츠

3.4.3.1 구조적 시맨틱

EDUPUB 콘텐츠 모델은 교사용 에디션과 가이드를 위한 구조적 시맨틱 지

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프로파일의 차기 버전에 이런 시맨틱 지침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4.4 구조적 시멘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맨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3.4.3.2 스타일링

교사용 특정 콘텐츠의 스타일을 편집하기 위한 CSS 클래스명은 다음 버전

의 프로파일에서 표준화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3.4.3.3 청중

교사용 에디션은 주석과 정답이 추가된 학생용 에디션과 다른 교수지원항목

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와 교사용 콘

텐츠간에 CSS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는 차이 이상으로 교사용 콘텐츠임을 명

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차별성이 필요하다.

구조적 시멘틱을 이용하면 콘텐츠의 의미를 고도화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

로는 누구를 위한 콘텐츠인지를 표시하기 어렵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사용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용 콘텐츠는 반드시

[ARIA] aria-label 속성을 이용해서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아래는 교사용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는 정답 섹션의 레이블을 aria-lable로

포함한 예이다.

<section epub:type="answers" aria-label="teacher edition content">

…

</section>

이 항목은 지역화를 허용한 aria-label 속성을 위해 특정 언어를 지정하지 않

지만, 명확하게 교사용임을 확인되어야 한다.

NOTE

교사용 가이드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다.



기계가 처리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schema.org] audience 특성을 이용

해 독자를 구체화 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아래는 schema.org의 audience 특성을 사용하여 정답 섹션이 교사만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예이다.

<section id="answers01"

aria-label="teacher edition content"

epub:type="answers">

<meta resource="#answers01"

typeof="schema:WebPageElement"

property="schema:audience"

content="teacher"/>

…

</section>

3.4.3.4 학생용 콘텐츠

접근성을 위해서, 교사용 에디션 안에 포함된 주석 달린 이미지가 학생용 콘

텐츠에는 표시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4. 콘텐츠 구조

4.1 개요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본 섹션은 EDUPUB을 준수하는 EPUB 출판물을 제작하기 위해 주요 콘텐

츠를 구성하는 방법을 지침으로 제공한다. EPUB 표준과 차이점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4.2 구역 나누기

section 요소는 반드시 계층적 구조를 갖는 콘텐츠의 섹션을 묶을 때만 사용

되어야 한다. (예. 목차에 나오는 것과 같이 계층적인 경우) 그러한 콘텐츠는

선형 스파인 아이템[Publications301]에 포함된다; 부차적인 비선형 콘텐츠는

본절의 요구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XHTML 콘텐츠 문서의 루트가 하나의 콘텐츠 구역으로 구성된 경우,

section 감싸기는 생략할 수 있다.(예. body가 구역을 나타내는 경우) 루트의

하부 구역은 반드시 모두 section 태그로 감싸야 한다.

각각의 절은 [HTML5] 등급 헤딩 요소나 [ARIA] aria-label 속성 방식으로

헤딩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나 이상의 헤딩을 구역으로 묶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헤딩 요소와 aria-label은 한 section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절이 라벨과 헤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aria-label의 속성의 값은 헤딩과

절대로 같아서는 안된다.(해당 구역에 대한 헤딩에 명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 [ARIA] aria-labelledby 속성을 사용할 것).



section은 section 요소를 중첩해서 하위 섹션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하위 섹션이 추가됐다면 뒤따라 오는 하위 섹션은 첫 번째 하위 절 다음

에 위치해야 한다.(예: 단지 다른 section 요소는 하위 섹션의 마지막 다음에

올 수 있다). 본 요구사항은 또한 모든 [HTML5] 섹션 정의 콘텐츠에서 구역

나누기를 위한 section 요소의 사용에도 적용된다.

<section>

<h1>Section 1</h1>

<p>…/p>

<section>

<h2>Subsection 1</h1>

…

</section>

<section>

<h2>Subsection 2</h1>

…

</section>

</section>

NOTE

콘텐츠가 연속된다면 장애인 보조 기구로 읽을 때 이러한 콘텐츠는 어

느 섹션에 속하는지가 항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section 요소 사이에 콘텐츠를 두지 않도록 하는 제한이

존재한다.



항목 단위의 EPUB 출판물을 위해서는 각각의 항목을 묶기 위해서 section

요소를 대신하여 [HTML5] article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요소를 사용하

려면 반드시 이 섹션의 요구사항 정의를 따라야 하며, 내부 계층 구조를 나타

내는 section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고정 레이아웃은 페이지가 정해지는 특성으로 인해 고정레이아웃 출판물은

본 절의 요구사항에서 제외된다.

4.3 제목과 헤딩

4.3.1 제목이 있는 절

[HTML5] 헤딩 콘텐츠는 반드시 [HTML5] 섹션 정의 콘텐츠(body 요소를

포함)의 헤딩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섹션에 헤딩 요소를 사용할 경우, 문서의 계층 구조에 놓여진 섹션의 중첩에

따라 등급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4.3.10 헤딩과 절 [HTML5]

참조).

예를 들어 최상위 레벨 섹션이 h1 heading이라면 두 번째 레벨 섹션은 h2를

가져야 하고, 이런 식으로 섹션 레벨에 따라 헤딩이 반영되야 한다. 제목이 없

는 섹션이라도 현재 heading 레벨을 결정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4.3.2 제목

이 없는 절 참조)

헤딩이 섹션의 첫번째 요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HTML5] header

요소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섹션이 별도 요소 내에 부제목을 포함하고 있

다면 헤딩과 부제목은 반드시 header로 감싸야 한다.

<header>

<h1>Chapter 1. The Battle</h1>



<p epub:type="subtitle">Once More Unto the Breach</p>

</header>

NOTE

부제목을 위한 추가적인 마크업 패턴은 4.12.1 Subheadings, subtitles,

alternative titles and taglines [HTML5] 를 참고하라.

콘텐츠가 배포를 위해 어떻게 나뉘여 졌는지와 상관 없이 헤딩의 응용은 반

드시 계층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예: 각 파일의 첫 번째 구역은 h1으로 시작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급이 있는 헤딩과 동일한 텍스트를 제공한다면 [ARIA] aria-label 속성은

절대로 section에 포함되서는 안된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사

람들에게 헤딩이 중복되어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3.2 제목이 없는 절

문서 계층 구조 내의 콘텐츠의 섹션에 명시적인 헤딩이 없거나 학습 목표와

같이 중요한 콘텐츠를 묶기 위해 사용된 섹션 나누기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독자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접근 가능한 이름을

제공하기 위해서 [ARIA] aria-label 속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 속성을 추가하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헤딩이

없는 섹션을 탐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제공해 줄 수

있다.

명백하게 등급있는 헤딩이 없더라도, 제목이 없는 섹션은 여전히 문서의 계

층 구조의 일부이며 어떤 하위 섹션에든 문서는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

래 예제처럼 제목이 없는 섹션은 두 번째 섹션 레벨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마크업에 h2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등급 있는 헤딩은 h3이다.



<section epub:type="chapter">

<h1>Chapter 1: Lists</h1>

<section aria-label="Chapter body">

<section epub:type="learning-objectives">

<h3>1.2 Learning Objectives List</h3>

4.3.3 깊은 중첩

문서의 레벨이 6단계 이상일 경우 7번째 이후부터는 h6 요소를 다시 사용한

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콘텐츠의 깊은 중첩은 피해야 한다. 6단계 이후부터는

h6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 기구를 사용할 경우 목차가 평면적으로 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보조 기구 사용자들이 문서 내에서 이동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이 문서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heading 요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예, 이미지 캡션에 사용하는 것).

4.3.4 구조화된 구성요소

섹션 안에 aside, article 그리고 nav 요소를 사용할 경우 이 요소들의 제목

(heading)은 반드시 이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section의 제목보다 한 단계

아래 레벨로 시작해야 한다.(예. 만약 section이 h3 레벨의 제목을 갖고 있다면,

aside 안에 포함된 제목은 h4으로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4.4 구조적 시멘틱

NOTE

이 용어는 EDUPUB 이니셔티브가 지속하는 기간 동안 활동중인 개발

에 포함된다.

이것은 더 많은 용어가 계속해서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어떤 용어는 중요도가 낮아지거나 삭제될 수도 있다.

EDUPUB 프로파일은 구조적인 시멘틱 용어와 콘텐츠 제작 규칙을 포함한

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규칙은 교육 자료의 마크업 표준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용어들의 공식적인 정의,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은

EDUPUB Structural Semantics Vocabulary [EDUStructure]에 정의한다.

출판업자들은 [EDUStructure]에 정의된 마크업과 용어를 사용해서 모든 출

판물 구조를 나타내도록 강하게 권장한다. 사용자 정의 용어를 사용하듯이

[StructureVocab]에 있는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아래에 카테고리별로 사용 가능한 용어의 목록을 정리했다. 용어를 클릭하면

정의를 볼 수 있도록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 용어들을 카테고리로 묶었지만,

반드시 카테고리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 Sectioning:

w 프런트 매터 (Front Matter): frontmatter, abstract,

acknowledgments, copyright-page, dedication, foreword,

halftitlepage, introduction, preface, seriespage, titlepage

w 바디매터 (Body Matter): bodymatter, chapter, part, qna, volume

w 백매터 (Back Matter): backmatter, afterword, appendix,

colophon, conclusion, epigraph

• 참고목록 (Bibliographies): bibliography, biblioentry, biblioref



• 용어집 (Glossaries): glossary, glossdef, glossterm, glossref

상기 용어의 정의와 콘텐츠 구조 요구사항을 EPUB 사전과 용어사전

[DICT] 참조하십시오.

• 색인(Indexes): index, index-editor-note, index-entry,

index-entry-list, index-group, index-headnotes, index-legend,

index-locator, index-locator-list, index-locator-range, index-term,

index-term-categories, index-term-category, index-xref-preferred,

index-xref-related.

상기 용어의 정의와 콘텐츠 구조요구사항을 EPUB 인덱스[ IDX] 참조

하십시오.

• 기타자료 (Asides): case-study, help, notice, pullquote

• 학습 목표들 (Learning Objectives): learning-objective,

learning-objectives, learning-outcome, learning-outcomes,

learning-resource, learning-resources, learning-standard,

learning-standards

• 시험 (Testing): answer, answers, assessment, assessments,

feedback, fill-in-the-blank-problem, general-problem, match-problem,

multiple-choice-problem, practice, practices, question,

true-false-problem

• Notes: footnote, footnotes, noteref, rearnote, rearnotes

• 링크 (Linking): referrer

• 제목과 헤딩 (Titles and Headings): label, ordinal, subtitle, title

• 페이지 나누기 (Pagination): pagebreak

• 키워드 (Keywords): keyword, keywords

• 참여자 (Credits): credit, credits

• 네비게이션 (Navigation): landmarks, loa, loi, lot, lov, page-list,

toc, toc-brief



4.5 풍부한 시멘틱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RDFa Lite [RDFaLite]를 사용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본 표준 문서는 RDFa Lite 구문을 사용해 콘텐츠를 향상시켰다.

4.6 쪽번호 매기기

리플로우 렌디션에 대응되는 명백히 페이지가 나뉘는 판형(예 종이책)이 있

다면 페이지 나누기 표시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를 포함하면 학생

들은 페이지가 정해져 있는 출판물과 함께 볼 수 있어 학급에서 프린트 된 교

재와 디지털 교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페이지 나누기 표시를 넣는 경우 dc:source 와 source-of 특성

[Publications301]을 이용하여 페이지가 나뉜 판형을 반드시 식별해야 한다. 페

이지 나뉘기가 콘테이너 내의 다른 렌디션으로부터 유도된 것이라면 페이지가

나뉜 판형이 EPUB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다.

페이지 브레이크를 포함하는 경우, EPUB 내비게이션 문서는 page-list nav

[ContentDocs301]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7.4 페이지 목록

을 참조.



4.7 이미지

5.1 코어 미디어 유형 [Publications301]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형식

이라도 EPUB 출판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을 추천한다.

• sRGB [sRGB] 색상 스페이스를 사용할 것.

• 아래의 이미지는 [PNG] 나 [SVG] 포멧을 사용할 것

• 라인 아트/벡터 이미지

• 수학 공식과 테이블에 이미지 폴백

• 텍스트를 포함한 비트맵 이미지

• 사진이나 다른 비트맵 이미지는 80% 품질의 [JPEG] 포멧을 사용

• 블록 레벨 아트를 위해서는 장축이 2000 픽셀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스크립트 구성요소

EDUPUB 준수 출판물은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 [ESC]를 포함할 수 있

다. 그리고 반드시 [ESC-PKG]에 정의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



6. 평가, 결과 및 분석

6.1 IMS Caliper, QTI, LTI와 연동하기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EPUB3 내 콘텐츠 내에 IMS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LTI™),

IMS Caliper Analytics™ and IMS Question &Test Interoperability™ (QTI

™)를 적용한 모범 사례는 [IMSGuide]에서 참고할 수 있다.

NOTE

EDUPUB과 평가, 결과 및 분석 서비스와 연동에 대한 권고 및 모범

사례는 후속 버전에서 통합할 예정이다.

6.2 IMS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LTI) 과 결

과

NOTE

본 절은 현재 IMS Global에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일부 표준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인용이 없는 요구사항은 괄호로 구분을 하고, 이후 버전에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6.2.1 콘텐츠 적합성

만약 EPUB 출판물이 LTI와 결과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면 이 출판물은 반드시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만약 이 출판물이 LTI링크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면, 이 링크는 반

드시 EDUPUB Content LTI Links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야 한

다.(MUST)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공개 API가 IMS

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 만약 출판물이 결과 리포트가 필요하다면, 이 출판물은 반드시

EDUPUB 결과 리포팅 요구사항에 부합되야 한다.(MUST)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공개 API가 IMS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6.2.2 리딩 시스템 적합성

만약 EPUB 리딩 시스템이 LTI와 결과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리딩 시스템은 반드시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반드시 [LTI12] or [LTI2] Tool Provider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반드시 결과 관리 2.0 서비스 (Line Item and Result) [LTIO2]의 클

라이언트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반드시 결과 관리 2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결과 리포트를 사용하는

EDUPUB 콘텐츠를 지원해야 한다.[표준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하

는 공개 API가 IMS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 사용자 파라메터 링크 레벨을 지원하는 [LTI12] or [LTI2] 툴 고객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지원은 툴 공급자가 지원하는 범

위 내에서 툴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지원을 포함한다.



• 결과 관리 2.0 서비스 (Line Item and LIS Result) [LTIO2]를 위한

서비스 공급자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 만약 리딩 시스템이 [LTI12] 툴 고객을 위한 인증을 받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관계된 툴과 함께 적절한 파라메터를 실행시킬 수 있는

EPUB 콘텐츠 내에 포함된 LTI 링크를 지원해야 한다. [표준적인 방

법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공개 API가 IMS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 만약 리딩시스템이 [LTI12] 툴 고객을 위한 인증을 받았다면,

[LTI12]을 사용하는 리딩 시스템이 Tools을 위해 요구하는

&Secrets&와 &Keys&의 관리자 권한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 만약 리딩 시스템이 [LTI12] or [LTI2] Tool Consumer의 인증을 받

았다면, 리딩 시스템이 실행한 엔티티에 다시 보고하기 위해 툴로부

터 수신한 LTI 결과 데이터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 (즉,

enable the outcomes to be reported back along the chained set of

tools).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공개 API가 IMS에 의

해 개발되고 있다.]

• 만약 오프라인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로컬 저

장과 Rich 결과의 지연 업데이트(delayed reporting)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콘텐츠의 조작이 투명해야 한다.



7. 네비게이션

7.1 목차

출판물의 헤딩 계층 구조를 모두 포함한 전체 목차는 모든 독자들을 위해

중요하다. 이것은 학습자가 필요한 섹션은 어디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

록 해준다.

그래서 toc nav [ContentDocs301]는 필수이며, 반드시 모든 계층 구조의 링

크를 포함해야 한다.

7.2 요약 목차

간단한 목차는 간략하고( 혹은) 특화된 버전의 목차이다. 예를 들어, 문서 계

층 구조의 하위 레벨에서는 각 섹션의 헤딩에 포함된 명료하고 설명 가능한

텍스트를 제거할 수 있다.

간단한 목차는 epub:type 속성에 "toc-brief"를 값으로 해서 정의되어야 한

다.

아래 예는 챕터 정리 항목의 toc-brief nav를 보여준다.

<nav epub:type="toc-brief" id="toc-brief">

<h1>Brief Table of contents</h1>

<ol>



<li>

<p><a href="chap1.xhtml">Chapter 1 ‒ Introduction</a></p>

<p>A brief history of the evolution of scientific thinking.</p>

</li>

<li>

<p><a href="chap2.xhtml">Chapter 2 ‒ The Greeks</a></p>

<p>Archimedes, Aristotle, Euclid and Pythagoras</p>

</li>

</ol>

</nav>

간단한 목차의 본질은 단순 링크의 목록보다 유동적인 구조여서, 일반적으로

EPUB 네비게이션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서 안의 nav 요소처럼 2.2.4.1

nav 요소: 제약사항 [ContentDocs301]의 정의를 따라야 한다. 만약 간단한 목

차가 EPUB 네비게이션 문서에 포함된다면 이 요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

다.

NOTE

만약 저자가 스파인 [Publications301] 안의 toc nav [ContentDocs301]

버전을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toc nav와 함께 숨김 속성(hidden 속성)

[ContentDocs301]를 사용하는 것은 구조를 복사하는 것을 피할 것을 권

한다.



7.3 콘텐츠 목록

EPUB 출판물이 삽화, 테이블,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들 목록은 모든 독자가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EPUB 네비게이션 문

서에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

nav에 모든 삽화 목록은 "loi"로, 테이블 리스트는 "lot" 로, 오디오와 비디오

는 "loa" 와 "lov"로 각각 정의되야 한다.[StructureVocab].

7.4 페이지 목록

EPUB 출판물에 페이지 브레이크 표시가 있다면 EPUB 네비게이션 문서에

반드시 page-list nav [ContentDocs301] 가 포함되야 한다.

마찬가지로 EPUB 출판물이 고정 레이아웃을 이용해 페이지를 갖는다면 인

쇄 출판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page-list nav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



8. 출판용 메타데이터

8.1 프로파일 식별

본 표준에 적합한 EPUB 출판물은 반드시 렌디션 각각의 패키지 메타데이터

에 dc:type 요소 [Publications301] 에 "edupub" 값으로 정의되야 한다.

다음 예제는 EDUPUB에 적합한 것으로 식별되는 EPUB 출판물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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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edupub</dc:type>

…

</metadata>

8.2 교육용 메타데이터

8.2.1 교육용 특성

교육 메타데이터는 교육용 설정을 위한 콘텐츠의 적절함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schema.org] CreativeWork 타입은 저자가 콘텐츠의 본질 및 적절함을 확

인하기 위해 EPUB 패키지 문서에 설정할 수 있는 교육 메타데이터 특성을 포

함한다. 또한 [schema.org] EducationalAudience 타입은 대상 독자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학교, 상급 교육기관, 전문가/기술자/기업 사용자과 같은 대상 독자에 따라

하기의 절에 있는 사용 권고를 제안한다.

NOTE

이 사용자를 어떻게 선언하는지는 audience/audienceType 특성을 참조

한다.

교육용 특성이 메타데이터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용 특성의 기본

값을 가정할 수 있다. 기본 값은 섹션의 값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표시된다.

NOTE

schema.org와 IMS 메타데이터 특성 간의 매핑 정보는 Appendix E.1.

에서 제공한다.

특성의 값을 지정할 때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리딩 시스템이나

다른 처리 프로그램이 특수한 처리를 위해 이런 특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정규화를 해야 한다.

8.2.2 audience/audienceType

권장 값

corporate, higher-ed, professional, schools

기본 값 없음.

갯수

없거나 다수



사용

본 절에서 정의된 [schema.org] 교육용 메타데이터 특성을 표현할 때,

이 특성이 설정되는 것을 강하게 권장된다.

예제

<meta property="schema:audience"

id="aud01">schema:audience</meta>

<meta property="schema:audienceType"

refines="#aud01">schools</meta>

<meta property="schema:educationalRole"

refines="#aud01">student</meta>

8.2.3 audience/educationalRole

권장 값

D.1.1 educationalRole 참조

기본 값: Student

갯수

없거나 하나

사용

Professional/Technical/Corporate: Strongly RECOMMENDED

Schools: Strongly RECOMMENDED

Higher Education: Strongly RECOMMENDED

예제

<meta property="schema:audience"

id="aud01">schema:audience</meta>



<meta property="schema:educationalRole"

refines="#aud01">teacher</meta>

<meta property="schema:audienceType"

refines="#aud01">higher-ed</meta>

8.2.4 educationalAlignment

권장 값

"schema:educationalAlignment" ([SchemaGuide] 참고.)

기본 값 없음.

갯수

하나 이상

사용

Professional/Technical/Corporate: OPTIONAL

Schools: RECOMMENDED

Higher Education: RECOMMENDED

예제

<meta id="ea02"

property="schema:educationalAlignment">schema:educationalAlignment<

/meta>

<meta refines="#ea02"

property="schema:alignmentType">teaches</meta>

<meta refines="#ea02" property="schema:targetName">

Calculate probabilities using the Addition Rules and

Multiplication Rules.



</meta>

<meta refines="#ea02" property="schema:targetUrl">

http://example.com/competency502041

</meta>

8.2.5 educationalUse

권장 값

D.1.3 educationalUse 참조

기본 값 없음.

갯수

정확히 하나

사용

Professional/Technical/Corporate: OPTIONAL

Schools: Strongly RECOMMENDED

Higher Education: Strongly RECOMMENDED

예제

<meta property="schema:educationalUse">demonstration</meta>

8.2.6 interactivityType

권장 값

D.1.5 interactivityType 참조

기본 값: Activity

갯수



없거나 하나

사용

Professional/Technical/Corporate: RECOMMENDED

Schools: Strongly RECOMMENDED

Higher Education: Strongly RECOMMENDED

예제

<meta property="schema:interactivityType">mixed</meta>

8.2.7 isBasedOnUrl

권장 값

URL

기본 값 없음.

갯수

없거나 다수

사용

Professional/Technical/Corporate: RECOMMENDED

Schools: RECOMMENDED

Higher Education: RECOMMENDED

예제

< m e t a

property="schema:isBasedOnUrl">http://www.example.com/book</meta

>



8.2.8 learningResourceType

권장 값

D.1.6 learningResourceType 참조

기본 값 없음

갯수

정확히 하나

사용

Professional/Technical/Corporate: OPTIONAL

Schools: Strongly RECOMMENDED

Higher Education: Strongly RECOMMENDED

예제

<meta property="schema:learningResourceType">activity</meta>

8.2.9 timeRequired

권장 값

[ISO8601] 기간을 표현하는 문자열

기본 값 없음

갯수

없거나 하나

사용

Professional/Technical/Corporate: OPTIONAL

Schools: OPTIONAL

Higher Education: OPTIONAL



예제

<meta property="schema:timeRequired">P90M</meta>

8.2.10 typicalAgeRange

권장 값

D.1.4 typicalAgeRange 참조

기본 값 없음

갯수

없거나 다수

사용

Professional/Technical/Corporate: OPTIONAL

Schools: Strongly RECOMMENDED

Higher Education: RECOMMENDED

예제

<meta property="schema:typicalAgeRange">16-18</meta>

8.3 접근성 메타데이터

EPUB 출판물이 학습자의 요구와 성향에 따라 학습자들이 학습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가는 주어진 콘텐츠의 렌디션에 좌우되기 때문에 접근성을 식

별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schema.org] CreativeWork 타입은 접근성 메타데이터 특성



[A11YProperties]을 포함한다. 저자는 EPUB 출판물의 주어진 렌디션의 접근

성 품질을 식별하기 위해 EPUB 패키지 문서에 접근성 메타데이터 특성을 설

정할 수 있다.

저자는 적용된 모든 접근성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accessibilityFeature

특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접근성 기능은 각 기능마다 반복해서 특성으로

나타낸다. 접근성 기능 특성에 사용될 권장 값들의 목록은 W3C Web

Schemas wiki [A11YProperties]에서 관리한다.

최소한, 모든 EDUPUB에 적합한 EPUB 출판물은 반드시 7.1 목차에서 요

구사항을 설명한 전체 목차 같이 "tableOfContents"를 지정해야 한다. 가능

하다면 다른 특성들도 상세히 표시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하지만

지정할 수 있는 값이 항상 적어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none&값을 포함하

는 것은 유효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schema.org 메타데이터 통합 가이드 [SchemaGuide]에서 어

떻게 패키지 문서에 이러한 특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ONIX 레코드의 사용을 요구하는 배포 맥락에서, Code List 196

[ONIXCodes]에 정의된 접근가능성 특성은 반드시 적절하게 지정되야 한다.

NOTE

ONIX에서 schema.org 프레임워크으로 매핑 표은 a11ymetadata.org 사

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주석

리딩 시스템은 EPUB 표준 [OpenAnnotation]의 공개 주석 규정을 준수하는

주석 수집과 렌더링을 지원해야만 한다.

주석 추출과 동기화 지원은 선택사항이다.



10. 교육용 배포 가능 객체

10.1 개요

본 절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교육적인 맥락에서, 완전한 출판물 뿐 아니라 출판물의 구성물(components)

과 출판물에 포함되어 있지만 함께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객체는 개별적으로

배포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 EPUB 출판물과 분리할 수 있는 문서의 일부 섹

션(예를 들어 연습문제나 학습 목표 같은), 미디어 자원(비디오나 상호작용 기

능), 이런 자원들이 결합된 내용은 처럼 &배포 가능 객체&는 완전한 EPUB

콘텐츠 문서(예를 들어 한 챕터 처럼)여야 한다.

이 절은 이 표준을 준수하면서 교육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배포 가능 객체

표준 문서에서 제공된다.

10.2 식별

10.2.1 배포 가능 객체의 종류

본 표준은 교육용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배포 가능한 개체의 특정 유형을

정의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교육용 콘텐츠 배포를 위해 [DistributableObjects]의

distributable-object이 정의되는 것을 권장한다.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ESC]처럼 보다 구체적인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배포 개체는 각각의 규격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0.2.2 EDUPUB 적합성

단순화 하기 위해 (재)사용되고 융합한 EDUPUB 워크플로우, 유통채널과

EPUB 출판물, 이 프로파일을 만족하는 콘텐츠의 배포 가능한 개체는 적합성

에 따라 식별할 수 있다. 아래 메타데이터는 반드시 적합성을 표시하기 위해

표현되야 한다.

• 8. 출판물 메타데이터에서 정의된 모든 요구사항과

• "edupub" 식별자가 있는 추가적인 dc:type 요소 [Publications301]가

추가되야한다.

패키지된 객체 [DistributableObjects]의 경우, 이 메타데이터는 패키지 메타

데이터[Publications301]로 표현된다. 임베디드 객체[DistributableObjects]는 메

타데이터가 콜렉션 메타데이터 [Publications301]로 표현된다.

10.3 임베디드 객체

배포 가능한 객체는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소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렌디션에 사용되는 모든 배포 가능 객체가 EDUPUB 프로파일에 부합하도록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저자가 EPUB 출판물 안의 배포 가능 객체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면,

배포 가능 객체가 프로파일에 부합하도록 식별된느 것을 권장한다.

본 프로파일을 준수한 EPUB 출판물은 이 명세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렌디

션 결과를 제공하는 어떤 타입의 배포 가능 객체도 포함할 수 있다.



부록 A. 샘플 CSS

본 부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샘플 CSS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dpf.org/epub/profiles/edu/res/sample.css

이 샘플 CSS 파일은 비규범적인 목적으로만 제공된다. 저자는 다른 CSS 클

래스명이나 스타일을 사용해도 된다.

NOTE

이 CSS 프로파일은 프로파일 개발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부록 B. 검증

본 부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NOTE

검증 서비스는 후속 보전에서도 본 부록을 참고할 예정이다.

부록 C. 예제 문서

본 부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마크업 패턴의 비규범적인 리뷰를 위해 이 명세서가 정의된다. 이 프로파일

을 준수한 EPUB 출판물은 EDUPUB samples repository에서 제공된다.

이 문서들은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다.



부록 D. 교육적인 의미에서의 메타데이터 속성들

D.1 권장 용어

주의

다음 섹션은 schema.org의 교육메타데이터 속성과 함께 사용을 위한

권장 용어를 제공한다. 단, 용어 공식발표 이후 본 표준의 후속 버전에는

삭제될 예정이다.

D.1.1 educationalRole

• Administrator (관리자)

• Mentor (멘토)

• Parent (학부모)

• Peer Tutor (동료 교사)

• Specialist (전문가)

• Student (학습자)

• Teacher (교사)

• Team (팀)

• Principal (교장)

IMS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값

• teacher/uploader (교사/업로더)



• curriculum admin (교과 과정 관리자)

• school admin (학교 관리자)

D.1.2 alignmentType

• assesses (평가)

• teaches (가르침)

• requires (필요)

• textComplexity

• readingLevel

• educationalSubject

• educationLevel

D.1.3 educationalUse

• Activity (활동)

• Analogies (유추)

• Assessment (평가)

• Auditory (청각)

• 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

• Classifying (분급)



• Comparing (비교)

• Cooperative Learning (협동 학습)

• Creative Response (창조적인 답변)

• Demonstration (데모)

• Differentiation (차별화)

• Discovery Learning (발견 학습)

• Discussion/Debate (토론/논쟁)

• Drill &Practice (드릴 및 연습)

• Experiential (체험)

• Field Trip (견학)

• Game (게임)

• Generating hypotheses (생성 가설)

• Guided questions (가이드가 있는 질문들)

• Hands-on (직접 체험)

• Homework (과제)

• Identify similarities &differences (유사점과 차이점 식별)

• Inquiry (문의)

• Interactive (대화형 / 인터렉티브)

• Interview/Survey (인터뷰 / 설문)

• Interviews (인터뷰)

• Introduction (소개)

• Journaling (일지)



• Kinesthetic (운동감각형)

• Laboratory (실험실)

• Lecture (강의)

• Metaphors (은유)

• Model &Simulation (모델 및 시뮬레이션)

• Musical (뮤지컬)

• Nonlinguistic (비언어형)

• Note taking (필기하기)

• Peer Coaching (또래 간 코칭)

• Peer Response (또래 간 응답)

• Play (놀이)

•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하기)

• Problem-based (문제 기반형)

• Project (프로젝트)

• Questioning (질문하기)

• Reading (읽기)

• Reciprocal teaching (상호 교육)

• Reflection (반영)

• Reinforcement (강화)

• Research (리서치)

• Review (복습)



• Role Playing (역할극 하기)

• Service learning (서비스 학습하기)

• Simulations (시뮬레이션)

• Summarizing (요약하기)

• Technology (기술)

• Testing hypotheses (테스트 가설)

• Thematic instruction (주제별 지도)

• Visual/Spatial (시각/공간형)

• Word association (단어 조합)

• Writing (쓰기)

D.1.4 typicalAgeRange

• 0-2

• 2-5

• 5-8

• 8-10

• 10-12

• 12-14

• 14-16

• 16-18

• 18+



D.1.5 interactivityType

• Active (활동형)

• Expositive (설명형)

• Mixed (혼합형)

D.1.6 learningResourceType

• Activity (활동)

• Assessment (평가)

• Audio (오디오)

• Broadcast (방송)

• Calculator (계산기)

• Discussion (토론)

• E-Mail (이메일)

• Field Trip (견학)

• Hands-on (직접 체험)

• In-Person/Speaker (직접 대화/스피커)

• Kinesthetic (운동감각형)

• Lab Material (Printed Activities, Instruments, Samples...) (실험실

자료 (종이 활동지, 악기, 샘플))

• Lesson Plan (수업 계획)



• Manipulative (조작)

• MBL (Microcomputer Based)

• Model (모델)

• On-Line (온라인)

• Podcast (팟캐스트)

•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 Printed (종이형)

• Quiz (퀴즈)

• Robotics (로봇형)

• Still Image (정지 영상)

• Test (테스트)

• Video (비디오)

• Wiki (위키)

• Worksheet (연습 문제지)



schema.org 용어 IMS 용어
GUID [식별자]

targetURL 자원 URL
name Title [제목]
description Description  [설명]
keywords Keywords [주제]
typicalAgeRang
e From Grade
typicalAgeRang
e To Grade
productID ISBN [식별자]
learningResour
ceType Type [유형]
educationalAudi
ence UseType
educationalUse UseType (반복)
Thumbnail Thumbnail
educationalAlig
nment 교과 과정 표준에 매핑
AlignmentObjec
t

교과 과정 표준에 매핑 
(반복)

AlignmentType
educationalRol
e
timeRequired
interactivityTyp
e
useRightsURL
isBasedOnURL

부록 E. 교육용 메타데이터 매핑

본 부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E.1 IMS/Schema.org mapping

아래 표는 [IMSGuide]의 부록 E에서 제시된 교육 메타데이터와 schema.org

[schema.org]의 교육용 메타데이터 용어를 매핑한 것이다.



부록 F. 감사의 글과 기여자

EPUB은 출판사 그리고 판매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관 표준에 대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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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ohane, Susann (IBM)

• Kerscher, George (DAISY &ID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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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nson Hirschman, Yonah (Pearson)

• Mathis, Rock (Pearson)

• MURATA, Makoto (JEPA)

• Prabhu, John (SPi Global)

• Pritchett, James (Learning Ally)

• Schroeter, Ben (CourseSmart)

• Siegman, Tzviya (Wiley)

• Stroup, David (Pearson)

• Tamura, Yasu (Sophia Univ.)

• Watanabe, Ryuichi (Sony)

• Weck, Daniel (Re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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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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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Ben



• Metcalfe, David

한국어 편집자

• 총괄 : 임순범(숙명여대)

• 번역 및 편집: 박웅영(토네이도미디어그룹/심야책방)

• 검수 : 김성중(교보문고), 은종민(모두의지혜), 인용인(UHI)

참고자료

규범적 참고자료

[A11YProperties] Schema.org 접근성 메타데이터 특성.

[ARIA] 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 (WAI-ARIA) 1.0, J.

Craig, et al.

[ContentDocs301] EPUB Content Documents 3.0.1

[CSS21] Cascading Style Sheets Level 2 Revision 1 (CSS 2.1)

Specification. Bert Bos, et al. 7 June 2011.

[DCMES] Dublin Core Metadata Element Set, Version 1.1.

[DICT] EPUB Dictionaries and Glossaries 1.0.

[DistributableObjects] EPUB Distributable Objects.

[EDUStructure] EDUPUB Structural Semantics.

[EPUBCFI] EPUB Canonical Fragment Identifier (epubcfi)

Specification.



[ESC] EPUB Scriptable Components.

[ESC-PKG] EPUB Scriptable Components Packaging and Integratio

n.

[HTML5] HTML5: A vocabulary and associated APIs for HTML and

XHTML.

[IDX] EPUB Indexes 1.0.

[ISO8601] ISO 8601:2004 Data elements and interchange formats --

Information interchange -- Representation of dates and times.

[JPEG] JPEG Standard (JPEG ISO/IEC 10918-1 ITU-T

Recommendation T.81) .

[LTI12]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LTI) Implementation

Guide v1.2. Final Specification. S.Vickers, IMS Global Consortium Inc.

January 2015.

[LTI2]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LTI) Implementation Guide

v2.0. Final Specification. Vickers, IMS Global Consortium Inc. January

2014.

[LTIO2]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Outcomes Management v.2.0.

Public Draft. S.Vickers, IMS Global Consortium Inc. December 2014.

[Manifest] EPUB Manifest Role.

[MediaOverlays301] EPUB Media Overlays 3.0.1.

[MultipleRenditions] EPUB Multiple-Rendition Publications.

[OCF301] Open Container Format 3.0.1.

[ONIXCodes] Onix Code Lists. EDItEUR.

[OpenAnnotation] Open Annotation in EPUB.

[PNG] Portable Network Graphics (PNG) Specification (Second



Edition) . David Duce. 10 November 2003.

[Publications301] EPUB Publications 3.0.1.

[RDFaLite] RDFa Lite 1.1. Manu Sporny. 07 June 2012.

[RFC2119] Key words for use in RFCs to Indicate Requirement

Levels (RFC 2119) . March 1997.

[RFC3987] Internationalized Resource Identifiers (IRIs) (RFC 3987).

M Duerst, et al. January 2005.

[schema.org] schema.org.

[sRGB] IEC 61966-2-1:1999 Multimedia systems and equipment.

Colour measurement and management. Colour management. Default

RGB colour space. sRGB

[StructureVocab] EPUB 3 Structural Semantics Vocabulary .

[SVG] Scalable Vector Graphics (SVG) 1.1 (Second Edition) . Erik

Dahlström, et al. 09 June 2011.

정보 제공 참고자료

[IMSGuide] Using IMS Caliper Analytics™, Question and Test

Interoperability™ and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with EPUB3

™: EDUPUB Best Practices

[SchemaGuide] Schema.org Metadata Integration Guide for EPUB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