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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U란 무엇인가? 

- 서울대학교 DjVU 포뱃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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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머리말 

대학이나 주요 기관들이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원문 컨텐츠 구축 사업을 추 

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학내 모든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고품질의 원문 DB를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화질의 원문 DB를 보관하고 웹을 통해서 서비스하고자 할 

때 원문 파일사이즈나 원문 vlewlng 속도 등 현재 표준 포뱃들의 한계점이 노출 되 

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원문 컨텐츠 구축 및 서비스 기술인 D]VU 포멧 

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원문 컨텐츠 구축 서비스에 적용하 

게 되었다. PDF 포뱃이 디지털 문서 중심인 반면 D]VU 포뱃은 스캐닝한 원문 이 

미지 중심으로 특히 컬러 원문 이미지 서비스 기술이 우수하다. 이러한 D]VU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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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을 소개하고， 다른 원문 이미지 포뱃과 DJVU 포뱃을 비교하고， 도입배경， 원문 

이미지 구축 시 기본방침 서울대학교에서 실제로 적용한 사례， 그리고 DJVU 기술 

을 처음 적용함으로써 발생된 기술 및 운영상의 문제점 기대효과 향후발전 방향에 

대해 분석하여 전자도서관 컨텐츠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주요기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ll. D]VU란 무엇인가? 

DJVU라는 단어는 불어 “ deja vu' " 에서 온 것으로 “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또 

는 착각 ” 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말로는 “ 데자뷰 ” 로 발음한다. 

DJVU는 웹상에서 통용되는 TIFF, PDF, JPEG과 같이 또 다른 하나의 파일 포뱃이 

기 도 하다. DJVU로 만들어 진 문서 는 확장자가 “ djvu " 또는 “ djv " 로 표시 

된다. DJVU는 원문 이미지 구축 시 원본자료의 그 품질 그대로 유지하고 검색， 배 

포， 압축， 저장할 수 있게 한 압축 기술이다. 이 기술은 1990년대 후반에 미국 

AT&T Lab. 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2000년 초에 미국 시애틀 소재의 리자드텍사 

에서 관련 기술을 인수하였다. 

DJVU 기술이 주는 주요 사상은 “ Scan -to-Web " 으로서， 그 동안 스캐닝을 

통해서 디지털화 되는 일반 문서나 고화질의 사진 등이 그 파일의 크기가 커서 웹 

을 통해서 서비스가 불가능 하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기술언 것이다. 최근에는 고 

품질의 컬러 스캐너와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오프라인상의 자료들에 대한 디지 

털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술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다. 

1. D]VU의 특정 

가.압축방식 

1) 흑백이머지 압축방식 

흑백이미지 압축방식인 TIFF G4와 비교해서 DJVU는 TIFF G4보다 3-5배 정도 

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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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이미지 내에서 텍스트 영역을 분리하여 텍스트의 윤 

곽선을 최대한 보전하여 확대를 할 경우도 선명도를 최대한 유지하게 하며，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글자의 공통적인 패턴을 추출하여 대표가 되는 패턴만을 압축 저장 

하고 나머지 반복되는 패턴은 위치 정보만을 저장하는 기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에 글씨가 많은 흑백 이미지 문서를 압축할 때 매우 효과가 있다. 

2) 컬러이미지 압축방식 

컬러 원문 이미지는 텍스트 부분의 흑백 계층과， 배경 부분의 컬러 계층， 전경 부 

분의 컬러 계층으로 분리하여 각각 가장 좋은 효율을 갖는 압축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의 JFEG 압축 방식보다 5배에서 20배정도까지 압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 

정이다. 또한 원문 이미지가 일반 배경 사진과 같은 이미지는 계층별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이미지를 한 통으로 압축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원문 이미지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상의 효율을 갖는 압축 방식을 적용하 

여 가장 빠르게 전송 및 vlewmg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참조 

CoIor .. 훌.ack .. WhitIe + BIId찌P'OUI'Id + Foreground 

- 원 문 압축 시 이 미지 툴 Black&White. Background.Foreground 3계 층으로 분석 
- 3계층 중에서 혹백 부분은 JB2 압축 기술. 컬러부분은 IW 44( wavelet) 압축 기술 적용 
- 계층별로 최적의 압축률을 적용하여 1/100 - 1/1000 까지 압축율을 실현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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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캐닝한 이머지 문서도 문서의 속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기존의 압축 방식들(흑백인 경우는 TIFF G4, 컬러인 경우는 JPEG이나 JPEG 

2000과) 같은 경우 스캐닝한 문서나 디지털 사진을 문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전 

체를 픽셀들로 구성된 이미지로 보고 일괄적으로 압축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이 갖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나 책자의 정 

보를 가질 수가 없고 메타 정보 등을 저장할 수도 없는 단순한 순차적인 이미지의 

파일로 표현할 뿐이라는 것이다. DJVU는 JPEG이나 TIFF와 같이 낱장 단위의 파 

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는 책자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DJVU 포뱃 안에 페이지 정보， XML 형태의 메타정보， 목차 정보 등을 삽입하여 문 

서의 형태를 갖고 배포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DjVU 문서의 햄 배포 방식의 특징 

1) 번들방식 

PDF 문서와 같이 모든 페이지를 갖는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여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웹을 통해서 이 방식의 문서를 볼 경우 PDF 문서와 

같이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읽게 하는 것이다. 주로 페이지 수가 적은 문 

서와 적은 용량의 문서를 e-mail이나 FTP로 전송할 때 유용한 방식이다. 

2) 인다이렉트 방식 

DNU 포뱃에서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서의 페이지 수와 상관없이 페이지 단위 

의 스트리밍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이다. 귀중도서와 같은 고문헌들은 500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이 많은데 이러한 자료를 컬러 JPEG이나 PDF로 표현 했을 경우 그 크 

기가 10에t1b 이상 될 수가 있으며 이 정도 크기면 한 파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 

나 검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한 파일의 크기가 페이지 수와 상관없이 

10Mb 이상 되면 다운로드 시간이 길어짐으로 사용자에게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 

DJVU는 문서의 페이지 수와 상관없이 그리고 파일 크기에 상관없이 전체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받은 후 읽는 방식이 아닌 페이지 단위로 필요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읽으면서 동시에 주변의 페이지를 자동으로 다 

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500페이지 이상의 문서를 인터넷을 통 

해서 읽을 경우 첫 페이지를 액세스하나 마지막 페이지를 액세스하나 일정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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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1-3초)를 항상 유지 한다. 

2. DjVU의 장. 단점 

가.장점 

1)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DF는 디지털 문서 전용 포뱃에 장점이 있고， 

DJVU는 스캔된 원문 이미지 전용 포뱃에 특히 이점이 있다. 

2) 고해상도 컬러 원문 이미지의 경우 고품질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압축률이 높 

아 파일 사이즈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원문 저장 장비의 확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페이지 스트리밍이 지원되어 큰 용량의 파일이라도 필요한 페이지만 가져와서 

보여 주기 때문에 1-3초 이내 원문을 볼 수 있어 원문 서비스의 속도를 개선 

할 수 있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4) 사이즈가 큰 파일은 PDF 뷰어에서 열리는데 한계가 있지만 DJVU는 파일 사 
이즈에 관계없이 서비스 할 수 있다. 

5) 원문보기에서 DJVU는 압축을 하여도 파일 크기는 압축이 되고 해상도는 원문 
과 같이 유지하기 때문에 원문을 확대하여 보아도 이미지의 손실 없이 확대/ 

축소를 자유롭게 하여 볼 수 있다. 

냐.단점 

1) 별도의 DJVU 전용 뷰어가 필요하다. PC에 DJVU 전용 뷰어가 설치되어 있 
지 않았을 때 몇 십초 이내에 자동으로 설치되지만 원문 컨텐츠에서 일반적으 

로 많이 사용하는 PDF 뷰어 이외의 또 하나의 뷰어를 사용하게 된다. 

2) PDF 뷰어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DJVU 뷰어가 다소 불편하며，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3) PDF-to-DJVU 변환 유틸리티는 PDF문서를 DJVU로 압축 변환하여 주지만 
PDF 문서내의 목차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옵션 소프트웨어가 필 

요하다. 

4) DJVU 포뱃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00면 단위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과 unlimited package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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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 

파일은 PDF와 같이 원문 파일을 사용자가 수정 편집할 수 없다. 책자 

문제가 없지만 사진이나 슬라이드의 낱장자료는 필요에 따라 편집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낱장 사진자료 적용에 있어 단점이 되기도 

5) DJVU 

자료는 

하여 

하지만 저작권의 보호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ill. 원문 01 머지 포뱃과 D]VU 포뱃 비교 

1. TIFF 포뱃과 DJVU 포뱃 벼교 

1980년에 CCITT 표준화 그룹에서는 소위 Bi-level 이미지(흑백 이미지)를 표현 

1984년에는 G3 표준을 좀더 향상 시킨 압 

팩스 전송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 분야에서 

하기 위한 Group 3 표준 포멧을 정했다. 

축 권고안 Group 4가 발표 되었다. 

흑백 원문을 스캐닝하여 

G4 표준 압축 방식으로 

이미지화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표현되는 TIFF G4 타입이다. 

있는 포뱃이 바로 

G4 표준이 발표된 이후 1993년에 Joint Bi-level Images Experts Group (JBIG)에 

서는 새로운 흑백이미지 코딩 표준을 JBIG 1 이름으로 발표하였으나 G4 표준만큼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2000년에는 G4 표준보다 약 3-4배 정도의 압축률이 좋 

은 JBIG 2가 발표되 었다. AT&T사는 당시 에 JBIG 2 표준에 

이미지 압축 포멧을 개발 하였는데 이것이 DJVU JB2이다. 

근거하여 흑백 문서 

D]VU ]B2 포뱃은 일반적으로 TIFF G4 이미지 크기보다 약 3-5배 정도의 압축 

률을 갖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거와 같이 300DPI 해상도로 스캐닝 한 210 페 

이지 학위논문 이미지를 TIFF G4 크기와 D]VU 포뱃의 크기를 비교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보통 학위논문의 해상도를 150DPI로 서버스하고 있어 원문이 다소 선 

명하지가 않다. 

- 41 -



도서판보 저1127호 

m홉원화I 210 펴101 ̂ I (300dpí), 

I뼈Vu 

5.03κ합 1.18κ힘 

1 .. t8 M휠 양‘75 월홉 

[그렴 2] 

TIFF G4는 단순히 흑백 이미지를 압축하는 표준 포뱃일 뿐이다. TIFF 포뱃 안 

에 PDF 문서와 같이 목차를 보여주는 책갈피 정보를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 

는 기능， 메타데이터를 이미지 안에 삽입하여 검색 시 활용하는 기능， 원문의 본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텍스트 정보를 원문 이미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 

서 제공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TIFF는 다른 이미지 포뱃과는 다르게 여러 장의 페이지를 하나의 파일에 먼들로 

저장할 수 있는 Multi-TIFF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능들을 위 

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Multi - TIFF 기능과 함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TIFF는 표준 포뱃으로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스플로러와 같은 표준 브 

라우저에서 직접 TIFF 문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TIFF 뷰어를 설치하여 

이용하여야 하는데 TIFF 뷰어 기능도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따라서 그 사용법과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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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PEG 포뱃과 DJVU 포뱃 버교 

컬러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 중에 가장 보편화된 포뱃이 jPEG이다. jPEG은 나 

름대로 압축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컬러 이미지 파일을 표현하고 저장하는데 매 

우 적당한 포뱃으로 인식되고 있다. 

jPEG보다 압축률을 향상시 킨 jPEG 2000 표준안이 2000년에 발표가 되 었다. 

jPEG 압축방식과 다른 Wavele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표준안이다. 

효율성이나 성능， 이미지 품질면에서 jPEG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jPEG 2000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jPEG은 일반적으로 한 장으로 표현되는 사진과 같은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하 

는데 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컬러로 자료를 스캐닝 하여 여러 장을 하나의 책으 

로 묶어서 저장하고 서비스하는 구조에는 잘 맞지 않은 단점이 있다. TIFF 포뱃과 

같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개의 번들로 묶을 수 있는 Multi-TIFF와 같은 방식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DjVU는 컬러 이미지 압축을 위해서 jPEG 2000과 같은 Wavelet 기반의 압축 방 

식인 IW44 방식을 이용한다. 압축률은 jPEG과 비교하여 같은 질을 보장하면서 그 

크기 는 jPEG보다 1/10 - 1/20 정 도로 압축이 될 수 있다. [그림 3] 참조 

DjVU는 jPEG 포멧과 마찬가지로 낱장 단위로 압축 저장할 수 있지만 

Multi-TIFF 방식과 같이 여러 장의 이미지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저장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원본의 이미지가 고해상도의 이미지 인 경우 DjVU로 압축 

된 이머지라고 할지라도 파일 크기가 클 수 가 있다. 그러나 웹에서 일반 브라우저 

에 플러그인 된 DjVU 전용 vlewer를 통해서 보게 될 경우 TIFF나 jPEG과 같이 

전체의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받은 후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점진 

적인 이미지 전송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하는 이미지를 지연되는 시 

간 없이 즉시 볼 수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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꿇뿔핍 1.입175 1빠lolÄI (3웰lci마i) 

DJVu 

401 ~훌 45 '"톨3 

풍혔뿔홉풀홈펀.찌찌플확쏠. 픔-때픔펙ζ 따.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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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l 찌 훌훌 멸 훌훌프훌:71 

※ 서울대 고문헌 

918 

AH 프프 
C그 를프 

JPEG 

DjVu 

401 MB l 흘훌t Jt홉 | 
a흘; M8 46KB 

[그림 - 3] 

378.20MB 432KB 

181 ,57MB 207K8 

[그림 - 4] 

[그럼 -4]에서와 같이 고문헌 샘플을 보면 총 918 페이지의 JPEG으로 표현하면 

378Mb가 되나 DJVU로 압축을 하면 181Mb가 된다. 압축된 파일의 크기도 페이지 

수가 918 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180Mb를 넘게 된다. 그러나 웰에서 180Mb나 되 

는 DJVU 문서를 검색하여 보면 전체 180Mb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디스플레이 

하지 않고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적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보여 지기 때문에 지연 되 

는 시간 없이 볼 수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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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3. PDF 포뱃과 D]VU 포뱃 

Publishing 하기 위 한 솔루션으 

텍스트 기반의 문서를 웹을 통해서 

전용 

있는 장점이 

본래 디지털 문서들을 웹을 통해서 

워드나 한글 등으로 작성된 

Acrobat 없을 것이다. PDF는 

PDF 문서를 

E 
} { } } 

듣흔: 。
() '--

PDF 포뱃은 

로 이용되어 왔다. 

배포하기 위해서는 PDF 포뱃만큼 

Reader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있다. 

있기 

이미 

읽을 수 

수만 있게 되어 

그러나， 스캐닝한 

누구나 쉽게 

뿐만 아니라 PDF 문서는 내부 문서를 수정할 수 

때문에 더더욱 문서 배포용으로는 매우 적당한 솔루션이다 

없고 

지 문서를 PDF 포뱃으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데는 그 한계점이 있다. 

스캐닝한 문서는 그 자체가 이미지 포뱃으로 디지털화 된 텍스트 문서보다는 

크기가 몇 배나 클 수밖에 없다. PDF는 기본적으로 압축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스캐닝 된 이미지 문서를 PDF로 담기 위해서는 그 크기 이상의 파일을 

요구하게 된다. 

파일 

854 장 JPEG 

84 MB 145 M B 697 M B 

1 건 펀쩨|크기 

메이지당 명균크기 

[그림 - 5] 

디지털화 한 컬러 원문 이 

보 크기를 비교해 

보니 697Mb이고 

중앙도서관에 

미지를 가지고 PDF 포뱃과 D]VU 포뱃으로 변환하여 그 파일의 

았다. 854페이지나 되는 컬러 원문을 300DPI ]pEG으로 스캔하여 

π
 뼈 

있는 자료를 소장하고 [그림 -5]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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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로 변환한 결과는 145Mb이고， D]VU로 변환한 결과는 84Mb 였다. 일반 디지 

털 문서를 위한 포뱃으로 PDF가 적당하다면 D]VU는 몇 백 페이지가 념는 자료를 

컬러로 스캐닝 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PDF 포뱃 보다 DJVU 포뱃이 효과가 있다. 

도입배경 포뱃의 N. DJVU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999년부터 학위논문 약 7만여 건의 원문을 구축하여 

PDF로 원문을 서비스해 왔으며 2001년부터 3년간 다량의 컨텐츠를 구축하여 2단계 

전자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컨텐츠 구축은 도서관 자료와 캠퍼스 내 전 기 

관에 컨텐츠 구축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컨텐츠 구축 선정 위원회에서 구축 대상을 

선정하였다. 컨텐츠 구축 대상자료는 책자형 자료，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유형이 다양하다. VOD, AOD 등으로 자료의 

전자도서관 관련 소프트왜어의 개발과 고문헌， 슬라이드 및 사진자료를 고해상도의 

컬러이미지로 대량의 컨텐츠 구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원문의 파일 크기가 커지 

게 되고 서비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파일크기가 1야Ilb 

보는데 시간이 많이 

口 PDF 파일의 한계 

그동안 책자형 이미지는 PDF 포뱃으로 원문을 구축하였는데 

이상이면 PDF 파일이 열리지 않으며 10Mb 이하라도 원문을 

소요된다. 

口 네트워크 트래픽 

파일 사이즈가 큰 PDF 파일， 컬러 이미지로 구축된 슬라이드 및 사진 등은 이용 

자가 많을 경우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 

유지 

이미지가 적정한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서비 

46 

도
 

상
 
는
 

쐐
 짧
 

; 

구
 

저
「
 

유지를 위한 

컬러 이미지로 

口 고해상도 

고해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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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의 보관용 이미지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해
 는 

따
 
하
 

흐
}
「
 

、
다μ
 

구
 

‘
렵
 

어
，
 

것은 

이중으로 

하는 

이미지를 

스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해상도의 서비스용 

컨텐츠 구축에 

용이하여야 한 

口 저장장비 확장비용 및 Back-up 비용 최소화 

위주의 문서와는 달리 이미지 원문 파일은 사이즈가 커서 

저장장비 확장 및 Back-up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텍스트 

서 

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는 D]VU를 분석하여 부분 

기본방침 이미지 구축의 

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v. 원문 

기본방침 1. 원문이마지 구축의 

PDF, ]PEG를 D]VU 포뱃으로 변환하면서 서울대학교는 원문 컨텐츠 구축에 있 

어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 아래 구축을 하고 있다. 

가. 중요자료의 원본 보존 

고문헌 같은 중요자료는 보통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지만， 한번 스캔 

한 자료를 원본상태와 거의 유사한 해상도로 스캔하여 원본 보존을 이미지로 대 

체한다. 

나. 고품질 원문 구축 

한번 구축한 원문의 재구축을 피하기 위하여 원문구축은 현재의 장비나 기술 중 

가장 우수한 품질로 구축한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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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AOD， VOD 등 구축되는 모든 컨텐츠는 고품질로 일차 원본을 구축하고， 
서비스는 압축한 포뱃으로 서비스한다. 따라서 원본 포뱃과 서비스용 포뱃이 달 

라지기도 한다. 

라. 서벼스 포뱃의 유동적 대처 

원본 파일을 고품질로 구축하고 보존하여 서비스 포뱃의 기술이 발전되면 저장된 

원본 파일을 새로운 서비스 포멧으로 변환하여 서비스한다. 예를 들면， 컬러 원 

문 이미지의 경우 현재는 PDF보다 DJVU 포뱃이 우수하여 DJVU 포뱃으로 서버 
스하지만 PDF 포뱃이 DJVU보다 더 우수하거나 새로운 우수한 포뱃으로 업그레 
이드 될 경우 저장된 원본을 가지고 PDF 포뱃이나 새로 개발된 우수한 다른 포 

뱃으로 변환하여 서비스한다. 

2. DjVU 포뱃의 적용대상 

원문 컨텐츠 구축에 있어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 포뱃에 한하여 DJVU로 변환하 

여 서비스 한다. 

가. 캘러 이머지 원문구축자료 

컬러 이미지로 구축하는 원문의(귀중본， 조선근대신문， 창간호 잡지， 의학 및 미 

술 슬라이드 자료， 사진 및 필름자료， 미술작품집) 원본은 모두 JPEG 이미지로 보 

관하고， 서버스 포뱃은 DJVU로 한다. 

l 대상자료 

口 고문헌 

口 조선 큰대 신문 

디 창간호 잡지 

口 탁본 ( Grayscale) 

口 대 학사료 (Grayscale) 

口 슬라이드 자료 

口 사진 및 필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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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미술 작품집 

나. 흑백 이 머 지 원문구축자료 

흑백 이미지로 구축한 컨텐츠 중 파일 사이즈가 큰 다음의 컨텐츠는 DjVU 포뱃 

으로 서비스한다. 

口 PDF 파일로 구축한 자료 중 사이즈가 큰 자료 

3. DJVU 포뱃 적용방법 

가. 원본 보정작업 후 열팔 변환 

사이즈가 커서 이미지 보정 작업에 어 컬러 이미지를 600DPI jPEG로 스캔하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스캔은 원본 대상 크기 에 따라 (600DPl, 400DPl, 300DPI 

보정이 필요한 것은 이미지를 보정한다. 200DPI) jPEG(압축율 10%) 으로 이미지 

DjVU로 

방법이 

이미지 보정이 완료되면 jPEG 자료의 종류별로 

변환 하는 방법 은 구축 시 하나하나 변환하는 

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서울대학교에서는 

일괄 변환한다. DjVU로 

있고， 대량의 데이터를 일괄 

고문헌， 슬라이드， 미술작품집 등 매 

체 구축별로 일괄 변환 하였다. 

나. 메타데이터와 연계 및 TOC 북마크 생성 
DjVU 변환 시 결여되었던 TOC 북마크 기능은 보완하여 생성하고 이용을 위해 

DjVU로 변환 된 파일들과 별도로 구축된 각종 메타데이터(서지， 파일관리정보， 저 

작권관리정보)와 연계는 구축자료 업로드 시 서로 제어변호로 연동 관계를 맺고 서 

비스한다. 

다. DJVU 적용 해상도 

口 고문헌 

원본대상 크기에 따라 원본을 (600DPI, 400DPI, 300DPI, 200DPI) jPEG으로 스캔하 

여 보관하고， DjVU로 압축하여 서비스한다. 이때 서비스 해상도는 원래의 해상도 

를 유지 하면서 파일 크기 만 압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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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원본을 2400DPI JPEG으로 스캔 하여 600DPI로 다운사이정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DJVU로 서 비 스한다. 

원본 보관용을 600DPI로 다운사이정한 이유는 보관용을 2400DPI로 저장하게 되면 

파일 사이즈가 커지므로 저장장비의 무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 DJVU 서버스 화면 

[그림 -6]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문헌 중 웹에서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플러그인 된 DJVU 전용 Vlewer를 통해서 검색한 결과 샘플 화면이다. 상단에는 

메뉴 툴 바가 있고 좌측에는 목차 정보를 책갈피 형태로 나타나게 하였다. 축소 확 

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원하는 부분을 자세히 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목차 

정보가 없는 탁본과 같은 경우는 [그림 -7]과 같이 Vlewer에서 좌측에 자동으로 셈 

네일 이미지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그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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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 7] 

문제점 적용 시 제가되었던 4. DjVU 포뱃 

표준 기 DJVU의 원문 서비스 포뱃으로 DJVU를 적용하면서 

기능들을 추가로 개발하게 되었다. 못하였던 

국내에서 처음으로 

능에서는 제공하지 

북마크가 생성되지 않아 DJVU 문서 안에 자동으로 목차 정보를 삽입 

있는 유틸리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TOC 파일을 읽어서 

목차를 삽입하는 기능이다. 즉 원문 DB 구축 시 스캔 된 JPEG 파 

보면서 목차 정보를 입력한 후， TOC 파일로 변환하고 DJVU 파일과 연 

DJVU 뷰어에서 목차 정보에 대한 북마크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가. TOC Manager 

TOC 파일의 
7';-1.. 까‘ 
걷 I 

DJVU 문서에 

일을 직접 

결하여 

냐. 서울대학교 DJVU 뷰어 

DJVU 표준 뷰어에는 목차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뷰어 기능 위에 목차 정보를 트라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울대학교 DJVU 뷰 

주
 
ι
 

표
 

개발하였다. 어를 

되
 

기능 다. 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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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DjVU 뷰어를 통해 DjVU 문서를 열람 시에는 보이지 않으나， DjVU 

프린트 시 자동으로 서울대학교 로고 및 출력 일시를 삽입하며 원문에는 손상을 

가하지 않고 출력 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라. 프란트， 저장통제 및 스크란 캡쳐 방지 가능 

프린트/저장 기능을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 프린트 시 페 

범위를 지정하여 출력하는 기능 스크린 캡쳐 방지 기능 등이 있다. 이지의 

마.CMS와 연동 자동 변환기 

서버에서 운영되는 CMS (Content Management Server)와 연동하여 디
 「

로
 
「

E 

一
。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서를 자동으로 DJVU 문서로 변환하고 모니터링 

가능 

보여줄 때는 셈네일 이미지를 기본으로 

바. 닥본을 위한 샘네열 이마지 출력 

목차 정보가 없는 탁본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개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나 불법적인 자료유출의 원천 

적인 차단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사용 

하고 있는 단순한 워터마크에 의해 구현되는 DjVU 문서에 대한 사용 제한기능 차 

원에서 확장된 DjVU 전용 DRM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적용사례 포뱃 D]VU VI. 서물대학교 

1. JPEG(컬러) - to - DJVU 변환 

컬러로 스캐닝 된 대부분의 원문들은(고문헌， 조선 근대 신문， 창간호 잡지， 의학 

슬라이드 자료， 사진 및 필름 자료， 미술 작품집) 원본이 모두 JPEG 이미지로 압축， 

생성되어졌고 이 jPEG 이미지를 DjVU로 다시 압축， 변환하였다. (이미지 상당부 

분 원본을 JPEG 포뱃으로 압축한 것을 다시 DjVU로 압축하였기 때문에 평균 압 

이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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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률은 1/ 3-1/ 4 정 도 압축). 

꿇훌 
ll맴핸형1. 
철쯤錫警 

I1 !ü 유휠 

R필 'D7 빼 | æUKB 
첼간호칩I1 I 824 

DiVU 213KB 

HG 1.115 KB 2.008 .. 
귀훌본도써 | 1.228 

DiVU 2D1KB 

-J톰원 포맺으토 압축물 것흩 다씨 DiVU토 입촉하얘 훨권 입혹를은 1/3 - 1/4철도 쇼요톨 

[그림 - 8] 

[그림 -8]에서 창간호 잡지를 보면 총 824페이지 되는 고화질의 원본을 JPEG으로 

스캔하여 보니 총 277Mb 였고， DjVU로 압축을 하여보니 176Mb가 된다. 또한 귀 

중본 도서를 보면 총 1,228 페이지의 ]PEG으로 표현하면 2,008 Mb가 되나 D]VU 

로 압축을 하면 248 Mb가 된다. 웹에서 248 Mb나 되는 DJVU 문서를 검색하여 

보면 전체 248 Mb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viewing 하지 않고 필요한 페이지만 선 

택적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큰 용량의 컬러 이미지를 지연되는 시 

간 없이 볼 수 있게 된다. 

컨텐츠 구축 초기에는 대부분이 D]VU가 소개되기 이전에 컬러로 스캐닝한 원 

문들로 고해상도로 원본을 스캐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부분 웹 서바스를 

위해서 DPI를 다운사이징한 상태였다. D]VU는 그 이후에 적용됨으로써 이미 다 

운사이징 된 jPEG 이미지를 다시 DjVU로 압축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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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조금 더 고품질의 원문 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반면에 귀중본 도서는 JPEG(10% )만 압축하여 스캔 후 DJVU로 변환하여 보니 평 

균 1/ 10 - 1/20까지 압축되어 고품질의 원문 이미지를 지연되는 시간 없이 볼 수 

있게 되었다. 

2. JPEG(흑백 ) - to - DJVU 변환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탁본을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JPEG으로 보관 및 서비 

스를 해왔으며 이번에 DJVU로 압축 적용하였다. 원문을 저해상도의 일반 카메라 

로 찍은 것을 JPEG 이미지(흑백 그레이 스케일 컬러)로 서비스 하고 있다. DJVU 

로 압축 적용을 하여보니 원문의 JPEG 이미지 해상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압축 

효율은 그리 높지는 않았다. (JPEG 보다 약 1/ 1.5 정도 압축) [그림 -9] 참조 

처음부터 해상도가 좋은 장비로 이미지 작업을 하여 JPEG으로 서비스를 하였다 

면 고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압축 효율도 높아 DJVU 변환 시 좋은 압축 효과를 얻 

을 수 있었을 것이다. 

풀훨 

轉雖협룹 

JPEG I 빼 

[ 571 I 15 19 DÏl.e I 96DP 11 

280 IB u피 IB 

I그림 -9] 

또 탁본은 다른 원문과 달리 목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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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본의 원문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D]VU 뷰어 안에 자동으로 썽 

네일 이미지를 자동 추출하여 좌측에 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D]VU 전용 뷰어에 탁본 이미지를 보기 위한 고유 기능이(원문 서비스 시 

디폴트로 좌측에 씹네일 이미지가 보여짐) 추가되어 개발 되었다. 

3. PDF(흑백) - to - DJVU 변환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귀중본 중 일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 보관 

되어 왔던 것을 스캐닝하여 흑백 PDF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PDF 포뱃으로 저장 

된 귀중본은 모두 저해상도의 흑백 이미지로 되어 있었고 D]VU 포뱃이 적용되기 

이전에 PDF 문서 형태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대부분 한 개 

파일의 크기가 평균 50Mb 가 넘었고 페이지 수도 200페이지 이상 되는 것이 대부 

분이었고 파일의 크기가 200Mb가 되는 것도 있었으며 페이지 수가 600 페이지가 

넘는 귀중본도 많이 있었다. 한 볼륨의 크기가 커서 대부분 임의로 파일을 나누었 

음에도 불구하고 서비 스는 사실 제대로 되지 못했다. 

뿔홈 

體靈폼를 

구 분 

빼f 112 삐B I 18톰 ICB 
1건용람 820 

뽑1- 뻐 
11댐 ICB 

113 1CB 
현빼용량 61.315 

DNu 7.33 GB • 12톰뼈 

[그림 1이 

띠
 ω 



도서판보 제 127호 

[그림 -10]에서와 같이 PDF- to- DJVU 변환 유틸리티에 의하여 모두 압축， 변환 

적용하였다. 원문이 상당 부분 저해상도의 흑백 이미지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 

에 DJVU로 압축되었을 때는 평균 약 1/ 1.5 ~ 1/2 정도 압축이 될 정도였다. 

PDF- to- DJVU 변환 유틸리티는 PDF 문서 내의 목차정보를 추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PDF 내의 순수 원문 이미지만을 DJVU로 변환하였고， 변환된 DJVU 문서 

를 보고 목차 정보를 재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DJVU는 언어의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PDF 문서를 DJVU로 변환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다. [그림 11] 참조 

그 동안 페이지 수도 많고 파일 크기가 커서 웹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하였던 휴 

백 귀중본의 PDF 문서를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었다. 

Dorrde 
Das Crste 8uch 
Das Auder Buch 
Das Dritte Buch 
Das Vlerdte Buch 
Das Funsste Buch 
Das Cechste Buch 

[그림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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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 기대효과 

컬러 원문 이미지와 흑백 원문 이미지를 DJVU 포뱃으로 적용하여 고품질의 해 

상도로 원문을 서비스 하고보니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원문보기에 

서 파일 사이즈에 관계없이 페이지 스트리밍 기법을 통해 원문을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었고，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가 원문을 이용하더라도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최 

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량의 원문 컨텐츠를 구축하면서 원문 저 

장장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고 고품질의 원시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DJVU보다 월등한 성능의 다른 이미지 포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VI. 맺음말 

일부 국내 도서관에서는 1990년 중반부터 원문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구축한 원문 이미지 포뱃은 주로 TIFF였으나 익스플로러와 같은 표준 

브라우저에서 직접 TIFF 문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따라서 그 사용법과 서로 호환이 안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후 PDF가 보편화 되면서 PDF 포뱃으로 원문 컨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지만 문서 중심의 PDF로는 고품질로 다양한 유형의 원문 컨텐츠를 서비스하기에 

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컬러 

이미지 서비스 포멧을 DJVU로 적용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컬러 원문 이미지 

서비스에 적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도 있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DJVU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은 원문 보관을 

위해서 해상도가 높은 버전과， 서비스를 위한 낮은 해상도 버전 따로 이원화하여 

저장하였던 것을 DJVU로 적용하다 보니 DJVU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부 

분이 있었고 원문 컬러 이미지를 고품질 해상도로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사업 초기이후부터 구축하는 원문들은 처음부터 고품질의 원문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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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생성 하여 보관 및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 

이 미 발표된 Acrobat Reader 6.0과 앞으로 발표될 Acrobat Reader 7.0 에 서 는 

어떤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큰 사이즈의 원문 파일 

들이 PDF에서 열리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컬러 원문 이미지의 고품질 서비스는 당분간 DJVU가 우수하여 이 포뱃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좀더 사용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DJVU 전용 DRM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대학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구 

축한 컨텐츠에 대한 불법적인 자료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JVU 전용 DRM은 DJVU 문서에 암호키를 삽입하여 엔코딩하고 기존의 DJVU 

뷰어에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으며 DJVU 문서의 복사， 다운로드， 텍스트 추출， 

인쇄통제 등 간단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디스켓，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해 DJVU 문서가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유통되었을 경우에는 

DJVU 문서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DJVU 문서가 뷰어에서 열리지 않 

도록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책상 특정 컨텐츠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사용자 그룹 

지정， 인쇄회수 지정， 저장회수 제한 등 컨텐츠의 사용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이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DJVU 포멧 적용 시 원본 파일과 서비스 파일 포멧을 따로 하여 원본 파일 

을 보관하는 것이 기술발전에 적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원본 파일과 서버스 파일 

을 별도로 보관할 경우 더 좋은 이미지 포뱃이나 기술이 출시된다면 해당 기술을 

원본 파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서비스 파일 포뱃으로 변환， 생성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 다른 우수한 포뱃이 나온다면 원본에 파일포뱃을 적용하여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에서 DJVU 기술 적용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바탕 

으로 현재 전자도서관을 구상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많은 대학도서관과 주요 

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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