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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EPUB은 전자 출판물과 문서의 

유통과 교환 형식으로 국제 전자 출

판 포럼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의 핵심 표준이

다. EPUB은 XHTML, CSS, SVG, 이

미지 등의 자원들을 이용하여 의미

적으로 확장되고 구조화된 웹 콘텐츠를 표현하고 이를 

단일 파일 형식으로 유통하기 위한 콘텐츠 표준을 정의

한다. 이 표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물

리적 단일 형식을 구성하기 위한 OCF(Open Container 

Format) 표준, 둘째는 전자 출판물에 포함된 자원들의 

논리적인 구조와 출판물의 뼈대 정보, 메타데이터 정보 

등을 표현하기 위한 XML 기반으로 정의된 OPF(Open 

Package Format),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출판물 콘텐

츠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 웹 표준인 XHTML, CSS 등에 

대한 프로파일링 정보와 대체 형식 지정 기능(Fallback) 

등을 정의하는 OPS(Open Publication Structure) 표준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이상의 전자출판물을 

정의하는 세 표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Open Container Format 1.0

2.1 OCF 표준의 개요

원래 OCF표준은 다양한 파일 형식에 사용될 수 있

는 보편적 컨테이너로 설계되었다. 이를 EPUB에서 채

용하였으며 전자출판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추상적, 논리적 관계를 포함하여 하나의 물리적인 단위

로 통합하는 데 적용된다.

또한 OCF 표준에 준하여 단일 파일로 통합된 콘텐

츠의 사용자는 콘텐츠의 전송·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콘

텐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용이성 제공이 OCF 표준

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2 OCF 표준의 주요 내용

OCF 표준은 기본적인 디렉터리 구조, 파일의 인식 

정보, OPF 패키지 표준에서 정의한 표준 파일에 대한 

연결 정보 등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DRM 정보, 전자서명 정보, 암복호화 정

보, 패키지를 위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파일명을 규정한다.

전자책(ePub) 2.0 표준
 남 동 선 한글과컴퓨터 전자책기술팀 책임연구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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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식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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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자원들 간의 연관 구성 정보 표현

OCF 표준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림 2]를 제

시하였다. mimetype, container.xml 파일과 META-

INF 디렉터리는 해당 이름으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파일이며, .opf 파일은 OPF 표준에 정의에 따라 

작성되는 패키지 파일로 이름은 달라도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파일이다. 

EPUB 표준으로 사용되는 OCF의 경우 mimetype (확

장자 없음) 파일은 ASCII 문자열 ‘application/epub+zip’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ZIP 파일인지 EPUB 파일

인지를 구분하는 파일의 인식 정보로 사용된다. 

   <?xml version="1.0"?>

   <container version="1.0" xmlns="urn : oasis : names : tc : opendocument :

   xmlns : container">  

   <rootfiles>    

   <rootfile full-path="OEBPS/Expectations.opf"     

   media-type="application/oebps-package+xml" />  

   </rootfiles>

   </container>

위 XML 문서는 container.xml 문서의 예이다. OCF

는 이 파일을 콘텐츠의 진입 지점으로 자원들을 접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위 코드 예에서 rootfile 

요소의 full-path 속성을 통해 .opf(OPF 표준에 정의된 

XML 문서)에 대한 명시적 접근 경로를 제공하고, 이후 

전자출판물을 구성하는 파일들에 대한 논리적인 구성 

정보를 .opf 파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체 형식(동일 내용의 다른 포맷. PDF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할 수 있다.

<rootfile full-path="PDF/My Crazy Life.pdf" media-type="application/pdf" />

그 외 OCF 컨테이너는 W3C 표준 기반의 XML 문서 암

복호화, W3C 표준 기반 XML 전자서명 그리고 DRM 관련 

정보 등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다.

2.2.2 Zip 형식의 물리적 묶음

OCF 컨테이너 파일은 http://www.pkware.com/

business_and_developers/developer/appnote/에 명

시된 ZIP 압축 파일을 지원한다. 그러나 보다 간결한 사

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OCF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ZIP 형식에 대한 제약 조

건은 다음과 같다.

 • 분할 압축 허용하지 않음

 • ZIP 암호 특성 사용 불가

 • Flate 압축 파일 또는 비압축 파일만 포함

 • ZIP 외부 파일 속성/추가 정보 유지 불가

앞서 mimetype 파일은 ZIP 파일과 OCF 컨테이너

를 구별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언급했다. mimetype은 

ZIP 압축 파일일 생성 시 파일 목록 가장 처음에 등록

되어야 하며, 압축되지 않고 등록되어야 한다. 다음은 

mimetype을 이용한 식별 메커니즘이다.

일반 ZIP 파일과 OCF 컨테이너 구별 방법

 •  위 제약 사항을 준수한 EPUB의 경우 ‘38’이라는 

[그림 2] OCF 컨테이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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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Number를 활용 가능하다.

 •  ‘PK’가 ZIP 파일의 가장 처음 시작 부분에 나타난다.

 •  ‘mimetype’은 파일의 시작 지점에서 30바이트 오

프셋 부분에 나타난다.

 •  즉, MIME 형식(‘application/epub+zip’)은 ZIP 파

일의 38바이트 오프셋에 나타난다.

3. Open Package Format 2.0

3.1 OPF 표준의 개요

OPF 패키지 포맷 표준은 OCF 컨테이너 표준에 정의

된 container.xml 파일에 명시된 경로를 참조하여 접근

이 가능하다. OCF 컨테이너가 물리적인 단일 파일 구

성을 위한 표준이라고 하면, OPF는 전자출판물과 관련

된 실제 내용을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와 

논리적 구성 정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출

판물로서 필요한 출판물 메타데이터, 전자출판물의 기

본 뼈대가 되는 논리적 연결 구조 정의, 사용자로 하여

금 특정 콘텐츠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

차정보(NCX) 등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정의한다.

3.2 OPF 주요 내용

OPF 표준은 OCF 컨테이너 내에 .opf 확장자로 포함

되는 XML 문서에 대한 정의와 DAISY 컨소시엄(daisy.

org/z3986)의 디지털 토킹 북(Digital Talking Book)

표준에 포함된 목차 기술 언어(NCX)에 대한 적용 방법, 

전자출판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기술 방법을 정의한다. 

3.2.1 주요 XML 요소

다음은 OPF 패키지 문서를 구성하는 주요 XML 요

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는 기본적인 구조로 구성된 OPF 패키지 XML 

문서의 예이다.

<?xml version="1.0"?>

< package x mlns = "h t tp :  / / w w w.idp f.or g / 2 0 0 7/ op f " unique -

identifier="bookid" versio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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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 title>Sample EPUB</dc : title>

<dc : publisher>Adobe Systems Incorporated</dc : publisher>

...

</metadata>

<manifest>

 < item id ="ncx" href ="toc.ncx" media-t ype ="application/

x-dtbncx+xml"/>

...

<item id="css" href="template.css" media-type="text/css"/>

</manifest>

<spine toc="ncx">

<itemref idref="title"/>

<itemref idref="introduction"/>

<itemref idref="tools-for-building-epub-documents"/>

<itemref idref="useful-links"/>

</spine>

</package>

3.2.2 목차 정보 (NCX)

NCX는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ANSI/NISO 

Z39.86) 표준의 일부로 전자출판물에 접근하는 사용

자나 뷰어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콘텐츠를 전체 해

석(Parsing)하지 않고 주요한 구조를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즉, 장·절 등의 제

요소
(XML element)

설명

•metadata Dublin Core 메타데이터, 사용자 메타데이터 meta 요소

•manifest 모든 파일 목록 item 요소, id와 경로 정보 포함

•spine 
item을 참조하여 전자출판물의 뼈대를 구성, itemref 요소

목차(NCX) 정보에 대한 참조, toc 속성

•guide, toc 서문, 용어집 등 추가 정보에 대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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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PUB 파일 구분 – 오프셋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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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이와 연관된 콘텐츠 내부의 위치 정보가 연관 정

보, 해당 출판물의 계층 정보가 제공되어 사용자는 해

당 위치로 바로 이동, 구조 확인 등이 가능하다.

NCX 파일은 OPF 패키지에서 item 요소에 포함되어

야 하고, spine의 toc 속성에 의해 참조된다. [그림 4]는 

NCX XML 문서의 스키마를 나타낸다.

3.2.3 OPF 패키지 문서를 통한 전자출판물 처리 절차

일반 종이 출판물을 디지털화하여 전자출판물로 변

환하는 것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책에 대한 검색이 용이

하고, 암호화를 통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고, 디지털화

된 내용을 재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

한 디지털화를 통해 전자출판 콘텐츠라는 관점에서 얻

을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정제되어 

포함된 부분이 OPS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EPUB 

표준을 지원하는 다양한 뷰어, 저작도구가 존재한다. 지

금까지 설명된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러한 애플리케이

션이 EPUB 형식에 대한 해석의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EPUB을 해석하는 첫 번째 단계는 OCF 표준의 ZIP 파

일을 확인하고, container.xml 추출과 분석을 통해 OPF 

패키지 문서로 접근하고, 문서의 뼈대가 되는 spine 요소 

하위의 itemref 요소들을 통해 기본적으로 구성된 전자

출판물의 콘텐츠에 접근하게 된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주로 목차 정보(NCX)를 활용하여 

해당 전자출판물의 콘텐츠에 접근하여 활용하게 된다.  

[그림 5]는 이러한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4. Open Publication Structure 2.0

OPS 표준은 EPUB 기반의 전자출판물의 실제 내용

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이다. 사실상 OPS는 기존 웹 표

준의 프로파일로 구성된다. 콘텐츠 표준을 기존의 웹 표

[그림 5] EPUB 전자출판물 해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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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CX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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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DTB(Digital Talking Book) 의 부분 표준으로 선

택한 이유는 전자출판물 뷰어 개발 용이, 콘텐츠 개발 

용이, 기존 레거시 콘텐츠 수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

겠다. OPS 표준에는 다음 표와 같이 핵심 미디어 형식

(Core Media Type), 핵심 콘텐츠 문서(Core Content 

Document)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핵심 콘텐츠 

문서는 XHTML이며, 이 경우 CSS 2.0 표준안과 함께 

문서를 구성한다. XHTML 문서는 W3C XHTML 요소 

중 일부 (80여개 모듈)만을 지원한다. 또한 핵심 미디어 

타입으로 범용적인 이미지 형식과 벡터 기반의 2D 이

미지 표준인 SVG를 지원한다.

5. 맺음말

이상 전자출판 표준인 EPUB을 구성하고 있는 표준 

OCF, OPF, OPS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EPUB은 

기존 레거시 콘텐츠를 수용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장점을 갖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EPUB 2.0은 현

재 국내 전자책 유통, 저작, 보관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콘

텐츠 소비자, 저작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EPUB 표준

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특히 향후 1년 정도는 EPUB 2.0

과 2011년 말 새로 발표된 EPUB 3.0이 혼용되거나 EPUB 

3.0의 장점이나 콘텐츠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하이브리드 

형식의 EPUB 파일이 활용될 것이라 예상되며, 전자책뿐

만 아니라 신문·잡지·만화·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

에 활용될 것이라 생각되는 표준이다.  

[그림 6] 지원되는 핵심 미디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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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핵심 콘텐츠 문서 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