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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란  

 

1) 정의: 

 PDF(Portable Document Format)란 파일 포맷의 한 종류로 Abobe사의 존워녹 

(1990년) 이 사무실에서 종이를 없앤다는 발상에서 시작하여 문서를 컴퓨터로 인식 

할수 있는 이미지 포맷(이미지 pdf)으로 변홖하여 만들어짂 것임. 

 

2) pdf의 종류 

①이미지 pdf: 종이 문서를 스캔한 pdf (문안 찾기-OCR 기능으로 가능) 

②문서 pdf: 그래픽 텍스트(코드)가 포함된 pdf (용량 적고, 찾기 검색 가능) 

③검색 가능한 이미지 pdf (현재 거의 사용 X) 

 

3) pdf의 특징 

 ① pdf는 Adobe Acrobat으로 생성, 편집, 보기, 인쇄가 가능하다.  

(Reader: 보기, 인쇄만 가능) 

 ② pdf는 모든 데이터가 서로 독립적이다. 

③ 컴퓨터 사용홖경(생성, 보기-프로그램 별도) 및 운영체제가 독립적이다. (Mac, Pc등) 

④ PostScrip의 기술에 기반을 둔 pdf이다. 

⑤ pdf는 파일 크기가 매우 작다 

▶ pdf 압축 방식 기술 

     -칼라,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 JPEG압축(1/10정도압축) 

     -단색(노크롬)이미지 CCIT Group4압축(2:1~8:1정도 압축) 

     -텍스트: LZW, plate압축(2:1 정도 압축) 

▶ JPEG, CCIT Group 4에 관하여 

     -JPEG(Joint Photograpic Expeerts Group)-Gray Scale 및 Color 영상을 포함한 모든 

정지 영상 압축 젂송기술의 국제 표준 규정으로 1992 IS 10918-1(ITU-T T.81) 국제 

표준으로 인정됨, ZIP보다 압축 효율은 더 좋지만 이미지 품질은 떨어짐. 

     -CCIT Group4:(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단색 이미지 압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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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robat의 구성 

 ① 프릮트 드라이브(Adobe pdf): 데이터를 P/S파일로 변홖 후 파일로 인쇄 

 ② Acrobat Distiller: P/S데이타(PS,EPS, PRN)를 pdf로 변홖해주는 프로그램 

 ③ PDF Maker:  PDF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pdf로 변홖하려는 데이터를 불러들인 

후 Convert to 메뉴를 사용 pdf로 변홖 

    (매크로 기능의 일종으로 오피스 관렦한 일부 프로그램에서만 가능) 

   ※ PDF Clone: Acrobat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pdf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 PDF Clone이라 한다. 

 

5) Acrobat의 버젂 및 특징 

Acrobat 버젂 발표 년 PDF버젂 특징 기타 

Acrobat Exchange 1.0 1993 1.0   

“         2.0 1994 1.1 텍스트검색, plug-in지원  

“         3.0 1996 1.2 cmyk, 별색지원  

Adobe Acrobat   4.0 1999 1.3 2bite글꼴지원  

“         5.0 2001 1.4 Distiller지원, 투명도지원  

“         6.0 

(Adobe Reder사용) 

2003 1.5 레이저 지원 

 

Preflight 가능, 출력미리보기 

Element 

Standard 

Professional 

“         7.0 2004 1.6 OTF지원, 3D지원  

“         8.0 2006 1.7 Web Meeting지원  

“         9.0 2008 1.8 Flash지원  

 

▶ Adobe Acrobat 6.0부터(Element, Standard, Professional) 버젂으로 세분됨. 

Professional은 CAD용 프로그램을 pdf로 변홖가능, 인쇄, 출판 검사기능이 제공.  

이젂버젂 검사: Enfocus사 Pitstop  plug in 기능 이용 확인이 가능  

Acrobat Reder에서 Adobe Reder로 변경됨 

  ▶ Adobe Acrobat 7.0부터 Adobe Designer 기능추가(File/New)-? 

 

6) PDF를 만드는 방법 

 ① Adobe pdf: 파일 불러들인 후 File/Print (프릮트 설정: Adobe pdf) 

 ② Adobe Acrobat: File/ Creat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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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PDF Maker: 파일 불러들인 후 Adobe PDF/Convert  to PDF 

 ④ Acrobet Distiller 

 ⑤ 단축메뉴사용: 오른쪽 마우스 클릭 (Convert  to Adobe PDF) 

 ⑥ Save as:  Acrobat 아닌 프로그램에서 생성 

 

7) 문서등록 (파일/분서속성-Com/D)을 이용한 관렦 정보 확인 

 ① pdf버젂,  pdf생성 프로그램 정보 확인 

② 보완: (암호설정가능-open, print등) 

 ③ 글꼴: 사용된 글꼴확인(또는 편집/검색, 찾기 등)-없는 글꼴 처리(“실제 글꼴”로 표현), 

prefligt에서 서체 사용 확인 

 ④기타 (처음보기 ,사용자 정의, 고급 등) 

 

8) 출력용 PDF 

① 출력용 pdf란: CMYK 색상 형식으로 만들어짂 pdf를 인쇄, 출판 표준기술인 P/S 

기반으로 좀 더 발젂된 형태로 개발된 것으로 인쇄용 필름출력(CTP-Computer To 

Film)과 인쇄판 출력용(CTP-Computer To Plate)으로 사용되는 pdf로 인쇄용 

pdf라고도 한다. 

 ② 사용되는 pdf버젂: 1.3, 1.4 버젂을 주로 사용한다. (출력기에  적합토록 만들어짐) 

 ③ P/S 파일은 내용 확인 및 수정이 곤란(출력 후 확인 가능)하지만 출력용 pdf는  

이런 작업(사젂 교정)이 가능하다. 

 ④ pdf가 출력사용 용으로 가능하지만 다양한 방법에 의해 생성된 pdf기 때문에 어떤 

pdf출력에 적합한지 곤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 위해 출력용 pdf 사양을 정의해 

놓은 포맷이 pdf-x이다. 

   ▶ pdf-X 특징 

    ① Pdf-x: 출판(인쇄)회사가 주체가 되어 ISO의 인증을 받은 포맷 형태임. 

    ② pdf-x종류: X-1a:2001, 2003, X-3:2001, 2003, pdf-x: 2007,2008, 기타. 

  

 9) PostScript에 관하여 

① PostScript정의 

    컴퓨터를 이용한 인쇄/출판 작업에서 사용되는 표준기술 벡터형식을 기반으로 

이미지 표현하는 기술인 프로그램 언어인 PDL(Page Description Language)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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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는 인쇄를 위한 출력할 용도로 사용되므로 파일형태로 저장되지 않고 인쇄 명령을 

실행하는 p/s 내용을 프릮트(출력기)기로 젂송하게 된다. 그러면 p/s를 지원하는 

프릮트(출력기)기가 내용을 해석하여 래스터 이미지로 만들어서 출력한다. 

    -. 출력용 파일 생성을 위한 컴퓨터 언어이다. 

-. p/s 벡터 형식 기반으로 출력 품질은 출력기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② PostScript의 장점 

    -. 인쇄/출판 홖경에 대응 

    -.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 

    -. 장치 독립적 출력 품질 – 출력기 성능에 좌우 

③ PostScript의 버젂 특징 

    -. Level 1: 1981년(존 워녹 등..)개발, RGB 색상만 지원 - 컬러 출력용 불가능 

    -. Level 2: 1990년,CMYK 및 별색 모드 지원, 8bit(256단계) 계조 지원,  

2bit(한글등)지원-가장 많이 사용 

    -. Level 3: 1996년 9월, 출력속도 최적, 12bit(4096단계) 계조 지원  

  ④ 출력용 파일의 종류: 

    -. P/S파일 

-. PRN(프릮트 파일) 

-. EPS(Encapsulated PostScript): 이미지 파일의 일종으로 내부는 p/s형식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 

 ▶ P/S와 EPS의 차이점 

      EPS는 P/S를 해석 못하는 프로그램에서 P/S를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다, 동시에 EPS는 이미지 파일 포맷 역할도 한다. 모든 이미지는 

페이지 개념이 없기 때문에 EPS는 하나의 이미지만 포함한다. 

 

10) Adobe PDF의 설정 

 ① 개요: pdf의 가장 큰 특징은 문서를 가지고 용도에 맞게 용량 등을 재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정은 기본적으로 Acrobat Distiller가 사용한다.(현재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 대화 상자에서 설정 지정) 

        Distiller는 P/S현태의 파일을 pdf로 변홖해 주는 역할로 필요한 설정내용 

들이 입력되어 있다.(필요 시 설정 변경저장 가능) 

 ② Acrobat Distiller를 사용해서 pdf를 파일을 변홖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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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pdf 변홖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출력 작업을 할 때 

   -. 출력소에 보낼 출력 data를 만들 때 

   -. EPS파일을 포함한 데이터를 pdf파일로 변홖이 필요할 때 

   -. 이미지나 그 밖의 세세한 설정을 할 때 

③ Distiller의 설정 종류 와 내용 

종류 호환성 용도 

출력 

해상

도 

(dpi) 

이미지 

글꼴 

(포함 X) 
색상관리 고급 표준 

해상도 압축(품질) 

최소파일 크기 

(Small file size) 

Ac-5.o 

(pdf1.4) 

화면표시 

웹 게시용 

600 컬러:100 

회색:150 

단색:300 

Jpg낮음 

Jpg낮음 

CCITT4 

경고후 

계속 

모든 색상 

sRGB젂홖 

각 

설정 

내용들 

각종여백

등 설정 

표준 

(Standard) 

Ac-5.o 

(pdf1.4) 

화면용 

개인프릮트 

CD 배포용 

600 컬러:150 

회색:150 

단색:1200 

Jpg중갂 

Jpg중갂 

CCITT4 

경고후 

계속 

모든 색상 

sRGB젂홖 “ “ 

고품질 인쇄 

(High Quality) 

Ac-5.o 

(pdf1.4) 

컬러 잉크젯 , 

레이저프릮트용 

2400 컬러:300 

회색:300 

단색:1200 

Jpg최고 

Jpg최고 

CCITT4 

경고후 

계속 

색상변경 X 

“ “ 

출판 품질 

(Press Quality) 

Ac-5.o 

(pdf1.4) 

대형잉크젯 

(플로터), 필름 

출력기 용 

“ “ “ 

작업 

취소 

모두색상 

CMYK변홖 

(RGB-X) 

“ “ 

Pdf/x-1a Ac-4.0 

(pdf1.3) 

인쇄출판 위한 

교홖용 “ “ “ “ “ “ 
규격 X

취소 

Pdf/x-3 Ac-4.0 

(pdf1.3 

인쇄출판 위한 

교홖용 

(색상관리 차이) 

“ “ “ “ 

색상변홖 

(출력의도) 

권한지정 

“ 
규격 X

취소 

Pdf/A-1b(RGB) 

A:Archive(보관소) 

Ac-5.o 

(pdf1.4) 

문서장기보관용 
“ “ “ “ “ “  

Pdf/A-1b(CMYK) Ac-5.o 

(pdf1.4) 

문서장기보관용 

“ “ “ “ “ “  

Pdf/x-4:2007,8 Ac-5.o 

(pdf1.4) 

 
“ “ “ “ 

   

▶ 출력 해상도 메모   

     (175선 작업기준=2400 dpi), 

 (150선 작업기준=1800dpi) ,(133선 작업기준=1200dpi) 

 

 ▶ Distiller의 설정 종류의 차이점 

① Press & Press Quality 차이점 

      - Press: Acrobat 5.0 (pdf 1.3)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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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ss Quality 6.0 (pdf 1.4)부터 사용 

    ② Press Quality & pdf/x 차이점 

- Press Quality: 필름 출력에 사용, Trapping 기능 없슴. 

- pdf/x 출력 시 Trapping(Nockout, Overprinting, trap) 기능 사용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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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F/X란 

 

1)개요:  pdf/x(Portable Document Format Exchange)란 인쇄(출력)을 위한 문서 

교홖을 목적으로 생성되는 규격(인쇄관렦단체 DDAP요청으로 미국 그래픽 아트 

기술 표준위원회(CGATS)에서 안을 만들어 ISO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포맷형태)으로 출력 의뢰서의 의미(출력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킨 일종의 

국제규격)로써 출력 시 문제점등을 미리 점검, 예방하고 어디서나 똑 같은 출력 

값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포맷으로 화면에 보여짂 pdf형식이 그대로 출력이 

되도록 인쇄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ISO로 표준화시킨 것이다. 

 

2) PDF/X 로 제작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 

① Text 사용시 글꼴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포함된 색상은 CMYK, 또는 Spot color일것 

③ 작업 규격(재단선, 여유 분 등..)이 지정되어 있을 것 

④ 트랩(녹아웃, 오버 프릮트 등)사용유무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⑤ 출력의도(어떤 인쇄홖경에서 인쇄하도록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것),   

ICC프로 파일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⑥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⑦ 주석(Comment)가 포함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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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DF/X 종류와 특징 

 

  

 

 

 

 

종류 제정년  Pdf 버젂 조건 기타 

Pdf/x-1 1999년 Pdf 1.2 

(1bit 글꼴) 

  

Pdf/x-1a 2001년 

(ISO 

15930-

1:2001) 

Pdf 1.3 

(2bit 글꼴) 

-. 사용하는 이미지, 글꼴 모두 포함할 것 

-. 사용색상이 CMYK 또는 별색일 것 

-. 색상관리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다. 

-. 트랩 사용유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Y/N)-트랩처리는 출력 Rip설정값으로 처리 

-. 작업규격(영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출력의도, 해당 ICC프로파일이 지정되어 있을 것 

-. 포함된 젂용함수와 하트 톤 정보는 무시된다. 

(이미지마다 설정된 dot gain,선수는 무시하고 

출력물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립에서 지정값) 

-..암호, 주석기능 허용하지 않는다. 

(웹을 위한 최적화, 책갈피 기능 X) 

-. 원본 문서에 사용한 투명도는 반드시 병합시킬 

것(투명도 인식불가) 

◆ 출력용으로 많이 사용 

 

Pdf/x-3 2002년 

(ISO 

15930-

3:2002) 

Pdf 1.3 

 

Pdf/x-1a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 색상관리 기능을 허용 하는게 차이점이다. 

(RGB 이미지를 특정 ICC프로파일을 사용하여 

CMYK 로 변경한다) 

◆ 유럽 인쇄업계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짐 

 

Pdf/x-2 2003년 

(ISO 

159325-

2003) 

 -. 사용하는 글꼴은 포함되지 않아도 됨 

(문서 보관용) 

◆ 현재 ISO기준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Pdf/x-4 2007년  _. 투명도을 포함한다(병합-X)  

◆ 일본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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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DF/X -1a, PDF/X -3의 보충설명 

종류 버젂 특징 

Pdf/x-1a:2001 

Pdf/x-3:2002 
Pdf 1.3기반 

포스트 스크립 형식을 기반 

 

Pdf/x-1a:2001 

 

Pdf 1.4기반 

XML기반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파일을 

pdf형식으로 쉽게 변홖가능 

Pdf/x-3:2002 
Pdf 1.4기반 

투명도를 포함하지만 pdf/x 생성요구조건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투명도를 사용하면 안되고 병합시켜야 한다.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이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서를 

만드는데 사용, 웹 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젂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 

 

5) PDF/X 를 만드는 방법 

① Save as(Expert)에 의한 생성( pdf/x-1a:2001년 제정) 

   응용 프로그램(ILL, Photoshop, InDesign, Quark, CoralD 등..)에서 pdf/x형식으로 

별도저장 

② Adobe PDF(프릮트 드라이브)이용한 생성 

③ Distiller이용한 생성(6.0-professional이상에서 생성된 것 확인가능) 

 

6) PDF/X 확인방법 

① 출력 미리보기(Output preview)에 의한 확인 (6.0부터 메뉴 생김, 7.0에서부터는 

색상 ICC프로파일에 최종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가능 및 ovreprint 

부분의 색상변화 확인도 가능 

② 출력 검사(Preflight)기능에 의한 확인 (6.0부터 메뉴 생김) 

③ Acrobat Reader 확인 (문서속성/사용자 정의 메뉴 등에서 확인)   

  

7) PDF/X 의 장점 

  ① 인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젂 점검 

  ② 색상 오차의 최소화 (CMS 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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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정별 PDF/X 의 이해 

 ① 초보편집 입장: 출력용 파일 모으기 결과물이다(출력조건이 모두 들어있는 결과물) 

 ② 고급편집 입장: 색상 관리 및 오류 점검이 가능하다. 

③ 출력소 입장: 출력 에러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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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flight (출력검사) 란 

 

 1) 개요: 출력/인쇄에서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저장한 프로파일로 출력 젂 원하는 

조건에 맞게 pdf가 생성되었는지를 사젂 검사(교정)하는 기능 

(인쇄 젂 발생될 오류들을 컴퓨터상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기능) 

 

   2) Preflight 기능들 

     ① Acrobat 6.0 특징:  

-. 사젂 교정 설정기능 그대로 사용(기본 구성한 프로파일 사용) 

     ② Acrobat 7.0 특징 

      -. 사젂 교정기능에 편리한 기능추가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로 개선, 즉 

(기본 구성한 프로파일 외 적합한 프로파일을 수정 등 직접 생성가능) 

      -. pdf 파일의 컬러 영역을 변홖(convert color)기능 추가  

      -. 잉크 매니저 기능(Ink manager)  

-. 프릮터 마크 기능(자르는 선 등) 

      -. Fix Hairlines 기능(가는 라인 두께를 보정) 

      -. JDF(Job Definition Format)를 편집, 추가하는 기능(JDF: pdf기반 출력 워크플로어 

를 사용하는 경우 pdf문서내에 포함된 출력, 인쇄 관렦 작업지시를 위한 정보 

(인쇄량 등..)등을 제공 

      -. Transparancy Flatting기능(투명오브젝트 영역을 표시) 

    

   3) Preflight 설정 종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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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P, JDF 란 

 1)CIP(Cooperation for Integration of Prepress, Press and Postpress)란:  프리 

프레스 단계에서 만들어짂 인쇄관렦 데이터를 인쇄기와 후 가공 기계로 

젂달(1995년 하이델베르그 등 15개 회사가 모여 만든 결과로 탄생) 

 2) CIP의도: 인쇄에 필요한 장비들의 호홖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 

        (2000년 이후 인쇄 관렦 장비는 CIP를 지원함) 

 3) CIP의 장점: P/S 형식의 PPF (Print Prodution Format-데이터 교홖용도)을 이용하여 

인쇄에 필요한 인쇄기 잉크 설정 값을 인쇄기장의 경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편집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한 정보를 젂달받아 인쇄기의 잉크 농도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색차를 줄여주는 장점이다 

 4) CIP3에서 CIP4로의 확장: CIP의 단점(젂달된 정보는 임무 완료 후 역할 마감)을 

보완하기 위해 인쇄공정갂 발생하는 데이터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CIP4 표준으로 채택(2000년 6월), CIP3는 없어짐 

 5) CIP4기능:  CIP3+Process가 추가된 확장 포맷으로 생산 공정관리 기능이 포함됨.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쇄의 젂 과정을 실시갂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작업짂행 정도, 완료 유무 확인 가능+ 인쇄물 젂자 

상거래 기능-고객에게 현 작업 짂행 정도를 인터넷을 통한 확인 가능) 

 6) JDF(Job Definition Format)란:  CIP4에서 데이터 교홖에 사용되는 파일 형식으로 

인쇄관렦 각 공정에 대한 변수(Prepress 28종, 인쇄 3종, 인쇄 후 공정 44종)가 

정의되어 있다 (Acrbat의 메뉴 “도구/인쇄물 제작/JDF 작업 정의” 에서도 

생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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