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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와 자바
HTML은 웹 컨텐트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포멧이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
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한 코딩으로 작성이 되기 떄문에 대부분의 컨텐트는 HTML로 표
현되고 있다. 여러 개의 충분한 Tag 들이 제공되어 있어 효과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럭저
럭 쓸만하지만 다양한 텍스트와 비 텍스트 요소들이 혼재해 있는 문서를 표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러한 HTML의 단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PDF는 Adobe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서 포
멧이다. Adobe에서 Acrobat Reader만 다운받아 설치하기만 한다면 브라우저는 PDF 파
일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자바 서블릿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서블릿은
사용자 브라우저에게 보낼 HTML 문서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PDF를 만들
어 내거나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문서는자바와 PDF 파일을 연동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PDF란 무엇인가?
PDF는 어떤 페이지를 표현하는데 객체들을 이용한다.
(역자주 : PDF파일을 구성하는 객체와 PDF를 구성하는 객체들를 감싸는 자바 객체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PDF 페이지 내에 보이는(보이지 않는 것도) 요소들은 모두 객체들로 이루어 져 있다. 이
문서를 구성하는 객체들은 순차적으로 표현되고 마지막에는 파일내의 각 객체들을 오
프셋을 나열하는 상호참조 테이블을 구성한다. PDF의 마지막 부분은 root 객체를 가르
키고 있고 또한 상호 참조 테이블의 시작까지의 offset를 포함한다. PDF는 구조상 XML
과 비슷하게 서로 포함관계를 유지하는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는 페이지 객체로
이루어져 있고 각 페이지 객체는 폰트나 텍스트 스트림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도 이
해가 되지 않는 다면 PDF 파일을 텍스트 에디터로 보기 바란다. (간단히 하기 위해 아무
런 이미지도 포함하지 않는 PDF 파일을 보기 바란다.) 일반 텍스트로 표현된 명령어들을
보게 될 것이다. PDF 언어 스펙은 이러한 명령의 형태를 정의하고 있고 Adobe 사이트(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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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partners.adobe.com/asn/developer/acrosdk/docs.html)에서 이 스펙을 볼 수 있다.
PDF 문서는 텍스트와 바이너리 스트림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보통 LZW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압축한다. PDF를 Ultra Edit 같은 텍스트 에디터로 보면 알아볼 수 없는 문자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PDF 파일에서 정확한 정보들을 뽑아내려면 PDF내의 텍
스트 기반의 명령어들을 검색하여 적합한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PDF 언어의 스펙과 포멧을 완전히 이해해야 할만큼 아주 엄청난 작업이다.
그러나 Adobe 사에서는 PDF 문서를 만드는 다양한 툴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PDF 문
서와 프로그래밍 적으로 연동하는 API와 개발 킷도 제공한다. 자바 API 가 올라와 있는
지 Adobe 사이트를 검색해 보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Adobe에서는 FD
F(Form Documentation Format)을 위한 자바 API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PDF를 위한 API는
개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JNI를 이용하여 C++ API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너
무도 복잡하고 성가신 일이었다.

자바 기반의 PDF API
나는 Etymon Consulting (http://www.etymon.com/)에서 자바 PDF 라이브러리를 발견했
다. 비록 PDF의 풀스펙을 제공하지 않지만 PDF를 검색하고 읽고 수정하고 쓰는 것을 자
바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 모든 자바 라이브러리가 그렇듯 이 것도 팩
키지에 잘 정돈이 되어 있다. 이중 주요 팩키지는 com.etymon.pj.object이다. 여기서 PDF
핵심 객체들을 표현하는 객체들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arrays, boolean, dictionary, name,
null, number, reference, stream, string이고 Wrapping된 객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String
객체는 PjString으로 표현된다.
PDF 파일을 읽을 때 PDF 객체들과 맵핑되는 자바 객체들이 만들어 진다. 이 객체들을 조
작하여 다시 PDF 파일에 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PDF 언어
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약간은 필요한다. 다음의 폰트 객체를 만드는 예를 살펴보자.
PjFontType1 font = new PjFontType1();
font.setBaseFont(new PjName("Helvetica-Bold"));
font.setEncoding(new PjName("PDFDocEncoding"));
int fontId = pdf.registerObject(font);
pdf는 PDF 파일에 대한 객체를 나타낸다.
PDF의 텍스트를 바꾸고 새롭게 커스터마이징된 PDF를 만든다고 생각하자. PjStream 객
체에 접근할 때 텍스트를 담고 있는 바이트배열은 압축되어 있다. 현재 라이브러리는
LZW 알고리즘에 의한 압축을 푸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단지 Flate 알고리즘으로
압축된 것만을 풀수 있어 LZW 알고리즘으로 압축된 텍스트는 뽑아낼 수 없다.
몇가지 단점에서 불구하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롭다. PDF문서에 페이지
프로그래밍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 자바만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이 페이지를
PDF 문서뒤에 붙일 수가 있다. 또한 API들은 문서에서 여러 정보, 예를 들어 페이지수 저
자, 키워드, 타이틀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자바 서블릿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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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정보를 뽑아낸 페이지를 기존의 PDF의 뒤에 추가하여 새로운 PDF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항상 PDF를 최신의 내용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아래
의 소스코드는 pj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PDF에서 정보를 뽑아내고 이것을 콘솔에 출력
하는 예이다.
import com.etymon.pj.*;
import com.etymo n.pj.object.*;
public class GetPDFInfo {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
try {
Pdf pdf = new Pdf(args[0]);
System.out.println("# of pages is " + pdf.getPageCount());
int y = pdf.getMaxObjectNumber();
for (int x=1; x <= y; x++) {
PjObject obj = pdf.getObject(x);
if (obj instanceof PjInfo) {
System.out.println("Author: " + ((PjInfo)
obj).getAuthor());
System.out.println("Creator: " + ((PjInfo)
obj).getCreator());
System.out.println("Subject: " + ((PjInfo)
obj).getSubject());
System.out.println("Keywords: " + ((PjInfo)
obj).getKeywords());
}
}
}
catch (java.io.IOException ex) {
System.out.println(ex);
}
catch (com.etymon.pj.exception.PjException ex) {
System.out.println(ex);
}
}
}
위의 프로그램을 컴파일 하기 전에 pj.jar를 포함하고 있는 pj 라이브러리를
(http://www.etymon.com/pj/index.html) 다운받아야 한다. 또한 클래스 패스에 pj.jar를
추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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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커멘트 라인에서 파라미터로 넘긴 PDF 파일을 읽고 다음의 코드로 PDF
의 내용을 파싱한다.
Pdf pdf = new Pdf(args[0]);
PDF 파일을 파싱한 결과로 PDF를 구성하는 객체를 Wrapping하는 객체들이 생성되고
PjInfo 객체를 검색할 수 있다. 이 객체는 저자, 주제, 키워드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고 적
당한 메소드를 이용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직접
설정하여 PDF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다.
pj 라이브러리내에는 다양한 샘플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javadoc 스타일의
다큐던트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도록 하라.
또한 이 라이브러리는 GNU 라이센스로 되어 있어 무료배포가 가능하다.

결론
HTML의 확장과 진화에도 불구하고 PDF는 정교한 문서를 표현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로써 자바도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pj 라이브러리
가 여기서 소개되었고 어떻게 PDF 객체들이 자바로 모델링 되었고 자바가 어떻게 복잡
한 PDF 문서를 손쉽게 다루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동을 이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은
문서를 외부로 보내기 전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서명이 필요하거나 바로 HTML로 표현하기에 너무 복잡한 양식들의 경우 여기서 알아
본 PDF와 자바의 연동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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