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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표준의 목적

1

이 표준의 목적은 콘텐츠를 분산 배포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 표준에서 정의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콘텐츠를 분산 배포함으로써 콘텐츠 배포 시
발생하는 사업자 측의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다.
주요 내용 요약

2

이 표준은 콘텐츠 분산 배포를 위한 프로토콜 개요를 설명하고 피어의 동작을 정의한
다. 또한 이 표준은 피어의 동작에 사용될 수 있는 메시지 포맷을 정의한다.
인용 표준과의 비교

3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이 표준은 ITU- T X.609.7, Managed P2P communications: content distribution peer
protocol (2018) 표준에 대응하는 국문 표준이다.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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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andard is to define a communication protocol for content
dissemination. By use of the protocol defined in the standard, digital signage
terminal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and

consequently

the

distributed dissemination based on the protocol can alleviate the burden, which is
incurred by contents dissemination, on service provider.

2

Summary

The standard describes the overview of the protocol and defines behavior of
peers. In addition, the standard defines the message format used for the behavior
of the peers.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 Non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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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 프로토콜
(A protocol for distributed dissemination of
digital signage content)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배포 시 단말간 직접 통신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2

인용 표준

[ 1] ITU- T X.609, Managed P2P communications: functional architecture, 2012.
[ 2] ITU- T X.609.6, Managed P2P communications: Content delivery signalling
requirements, 2018.
[ 3] ITU- T X.609.7, Managed P2P communications: content distribution peer
protocol, 2018.
[ 4] IETF RFC 7159, The JavaScript Object Notation (JSON) Data Interchange
Format
3
3.1

용어 정의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와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로
공항이나 호텔, 병원 같은 공공 장소에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아웃오브홈미디어(OOH) 라고도 한다. 기존 상업
용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에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관리 플랫
폼까지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버전 2.0으로 진화하면서 프로젝터를
통해 건물 외벽에 영상을 투사해 건물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
나 원하는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
3.2 피어 (Peer) - TTA 용어사전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드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3.3 개인 간 통신 (Peer- to- peer)
PC 대 PC, 개인 대 개인처럼 서버의 도움 없이 일대일 통신을 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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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소비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등의 주종 관계나 상하 관계를 벗어나 참여자 모두
가 참여하는 동등한 관계를 말한다.
인터넷에서는 주로 개인들간의 파일 공유 수단으로서 PC와 PC를 상호 공유토록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냅스터와 우리나라의 소리바다와 같이 중앙의 서버가 콘텐츠에 관련된 정리된 목
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간 접속과 공유 기능을 제공하거나 해외의 카자(KaZaA), 라임
와이어(Limewire), 국내의 구루구루처럼 중앙의 서버가 콘텐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개인간 접속과 공유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서버의 분산처리 기능이
P2P 네트워크에 적용되어 먼저 다운 받은 일부 파일이 다시 남에게 공유되는 다 대 다
의 구성 방식 등이 있다. P2P는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과 효율을 개선하면서, 디지털 저
작권 관리(DRM) 에 의한 유료화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3.4 동등 계층 통신망 (Peer to Peer Network, P2P Network)
같은 프로그램 또는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개인용 컴퓨터(PC) 와 워크스
테이션이 상호 대등한 지위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통신망.
망내에 있는 각각의 컴퓨터는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갖는 동등(peer) 으로서, 다른 모든
컴퓨터에 대하여 서버로서 동작하고 동시에 클라이언트로서도 동작한다. 클라이언트/ 서
버 통신망과는 달리 전용의 파일 서버는 필요하지 않으며, 각 장치가 서버로서도 동작하
고 클라이언트로서도 동작하면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사용자 수가 2~ 10의 소규모
구내 정보 통신망(LAN) 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가의 전용 서버를 구입할 필요
는 없으나, 망의 성능은 클라이언트/ 서버형의 LAN에 비해서 떨어진다. 운영 체제로는 미
국 노벨사의 퍼스널 네트웨어(Personal NetWare), 아티소프트사의 랜태스틱(LANtastic)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출처(3.1~ 3.4)]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3.5

소스 피어 (Source peer)

콘텐츠 사업자 등으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해당 콘텐츠의 분산 배포에 있어서 소스
역할을 수행하는 단말 또는 해당 단말에서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 논리적 단말
3.6

클라이언트 피어 (Client peer)

콘텐츠 분산 배포 과정에서 수신자 역할 뿐만 아니라 수신한 콘텐츠에 대한 송신자 역할
도 수행하는 단말 또는 해당 단말에서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 논리적 단말
4

약어

CS

Completed Section

CP

Complete Point

DS

Downloadi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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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Download Point

IXS

Index Server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MP2P

Managed Peer- to- peer

OMS

Overlay Managment Server

P2P

Peer- to- peer

PAMS

Peer Activity Managment Server

SP

Start Point

UMS

User Management Server

UNIS

Underlying Network Information Server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 프로토콜 개요

5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에
서 표시해야 하는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단말로 배포해야 한다.
현재 많은 수의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 여러 장소에 디지털 사이
니지 단말이 설치될 것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콘텐츠 배포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
히, 서비스 사업자의 여러 비용을 고려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의 수가 증가해도 저비
용으로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준은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로 콘텐츠를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배포가 가
능하도록 단말간의 직접 통신을 가능케 하는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단말간의 직접 통신
을 통한 콘텐츠 배포 절차와 각 절차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및 매개변수 등을 정의한다.
5.1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들은 단말간 직접 통신을 통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를 ( 그림 5- 1) 과 같이 복수의 피어들
로 구성된다.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분산 배포 프로토콜은 피어간의 인터페이스인 R10에
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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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1)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 서비스 구조
5.2

콘텐츠 배포를 위한 콘텐츠 관리 방법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상에서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해서 콘텐츠는 하
나 이상의 조각으로 분할되어 관리 및 전송된다.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파일들로 구성될
때는 각 파일별로 조각이 별도로 관리된다. ( 그림 5- 2) 와 같이 각 파일을 정해진 크기의
조각으로 나눈다. 각 파일 별 관리를 통해서 향후 콘텐츠를 구성하는 파일의 추가/ 삭제/
변경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 그림 5- 2) 콘텐츠 관리 및 버퍼 관리 예시도
5.3

콘텐츠 배포를 위한 단말 내부 버퍼 구성 방법

분할된 조각들을 관리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들은 각 파일별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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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를 구성한다. ( 그림 5- 3) 과 같이 각 파일을 구성하는 조각의 개수만큼 버퍼 공간에 각
파일 별 독립적 저장 공간을 구성한다. 또한, 버퍼는 CS와 DS로 구성된다. CS는 단말이
조각들을 연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고 DS는 조각을 불연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다. 단말은 CS내의 조각들 중 첫 번째 조각의 번호와 총 개수를 다른 단말과 공유
하여 자신의 조각 보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DS내의 조각들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버퍼맵이라는 버퍼 관리 정보를 공유한다. 버퍼맵은 DS의 각 위치에 해
당하는 조각의 보유 여부를 표시하며, DS와 버퍼맵의 상관관계는 ( 그림 5- 4) 와 같다. 그
림 5- 5를 보면 단말이 1번부터 4번 조각까지 연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게 해당 구간이
CS가 되고 5번 조각이 저장될 공간부터 나머지 구간이 DS가 된다. 6번 조각, N- 2번, 그
리고 N번 조각을 보유하고 있기에 버퍼맵의 해당하는 부분이 1로 표신된다.

( 그림 5- 3) 단말 내부 버퍼 구성 예시도

( 그림 5- 4) 내부 버퍼와 버퍼맵간 관계 예시도
5.4

콘텐츠 변경 및 갱신 방법

다양한 이유로 배포 중인 콘텐츠가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배포 중인 콘텐츠를
구성하는 파일들 중 일부 파일 삭제되거나 새로운 파일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 변경된 콘텐츠로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콘텐츠 구성에 대한 정보가
갱신되어 배포된다.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들은 변경된 정보를 수신하여 내부 버퍼를 갱
신하고 변경된 콘텐츠 구성을 반영할 수 있다. ( 그림 5- 5) 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파일 중
에서 한 개 파일이 삭제되고 대신 새로운 파일 한 개가 추가되는 콘텐츠 변경에 따른 버
퍼 갱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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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5) 콘텐츠 변경에 따른 버퍼 갱신 예시도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배포 프로토콜 동작

6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프로비저닝
(Provisioning) 단계는 콘텐츠 분산배포를 준비하는 동작으로서 오버레이 네트워크 생성
까지 해당된다. 단, 프로비저닝 단계는 본 문서에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어링
(Peering) 단계는 단말들이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단말간 메시지와 조각을 주고
받는 동작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Update) 단계는 배포 중인 콘텐츠의 구성
이 변경됨에 따라 최신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한 동작들로 구성된다.
6.1

피어링 단계

이 단계에서 피어들은 메시지를 교환하여 연결을 수립하고 서로 조각이나 인덱스 파일
을 교환한다.
6.1.1
6.1.1.1

소스 피어의 동작
연결 수립

클라이언트 피어로부터의 HELLO 메시지를 수신하면, 소스 피어는 자신의 버퍼맵 정보
가 담긴 HELLO 메시지로 회신할 수 있다. 이때 버퍼맵은 CS로만 이루어져 있다. 만약
소스 피어가 가진 자원의 한계로 연결을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BUSY 메시지로 회신하고
연결을 끊는다.
또한, 소스 피어는 HELLO 메시지의 수신을 기다리지 않고 클라이언트 피어에게
PELLO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어간 연결을 수립할 수도 있다.
6.1.1.2

조각 송신

클라이언트 피어로부터의 GET 메시지를 수신하면, 소스 피어는 요청받은 조각이 담긴
DATA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소스 피어가 DATA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이전 요청
을 취소하는 CANCEL 메시지를 수신하면, 소스 피어는 조각 전송을 취소한다.

6

SSF- ST- 005(2018)

스마트사이니지포럼 표준

6.1.1.3

연결 종료

소스 피어는 클라이언트 피어에게 BYE 메시지는 전송하여 연결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 피어로부터 BYE 메시지를 수신하여 두 피어간의 연결이 종료될 수도
있다.
만약 BYE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은 클라이언트 피어와의 연결이 끊어졌다면, 소스 피
어는 해당 피어로부터 BYE 메시지를 수신했다고 간주하고 나머지 절차를 수행한다.
클라이언트 피어의 동작

6.1.2
6.1.1.1

연결 수립

소스 피어나 클라이언트 피어로부터의 HELLO 메시지를 수신하면, 클라이언트 피어는
자신의 버퍼맵 정보가 담긴 HELLO 메시지로 회신한다. HELLO 메시지를 교환한 후에
피어간에 연결을 수립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피어가 BUSY 메시지를 수신하면, 연결을 종료한다.
PELLO 메시지를 수신한 클라이언트 피어는 HELLO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HELLO 메
시지를 교환한 것처럼 동작한다. 즉, 소스피어로부터 PELLO 메시지를 수신하면, 클라이
언트 피어는 자신의 버퍼맵과 PELLO 메시지에 있는 버퍼맵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조각이 있는지 찾는다.
6.1.1.2

조각 수신

연결이 수립되면, 클라이언트 피어는 함께 연결을 맺고 있는 피어가 자신에게 필요한
조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GET 메시지를 송신하여 해당 조각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결과 클라이언트 피어는 요청한 조각을 포함하고 있는 DATA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
다.
6.1.1.3

조각 송신

클라이언트 피어가 다른 클라이언트 피어로부터 GET 메시지를 수신하면, 해당 클라이
언트 피어는 요청된 조각을 담고있는 DATA 메시지를 응답으로서 송신할 수 있다. 클라
이언트 피어가 DATA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이전 요청을 취소하는 CANCEL 메시지를
수신하면, 클라이언트 피어는 조각 전송을 취소한다.
6.1.1.4

연결 종료

클라이언트 피어는 다른 피어에게 BYE 메시지는 전송하여 연결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피어로부터 BYE 메시지를 수신하여 두 피어간의 연결이 종료될 수도 있다.
만약 BYE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은 피어와의 연결이 끊어졌다면, 클라이언트 피어는
해당 피어로부터 BYE 메시지를 수신했다고 간주하고 나머지 절차를 수행한다.
6.2

업데이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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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피어의 동작

6.2.1
6.2.1.1

인덱스 파일 배포

콘텐츠를 갱신한 후, 소스 피어는 갱신된 인덱스 파일을 IXS로 전송한다. 다만, IXS와의
연동은 본 문서의 범위가 아니다. HELLO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소스 피어는 클라이언
트 피어들에게 인덱스 파일이 갱신되었음을 알릴 수 있다. 갱신된 인덱스 파일을 요청하
는 GET 메시지를 수신하면, 소스 피어는 갱신된 인덱스 파일을 담은 DATA 메시지를 송
신한다.
6.2.1.2

조각 송신

조각 송신 동작은 피어링 단계에서의 조각 송신 동작과 동일하다.
클라이언트 피어의 동작

6.2.2
6.2.2.1

갱신 여부 인식

클라이언트 피어는 다른 클라이언트 피어나 소스 피어로부터 HELLO 메시지나 PELLO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피어가 알고있는 버전보다 메시지의 버전이 최신
이라면, 해당 클라이언트 피어는 콘텐츠가 갱신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6.2.2.2

갱신된 인덱스 파일 수신

최신 인덱스 파일을 얻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피어는 최신 인덱스 파일을 가진 피어에
게 GET 메시지를 전송한다. 조각을 요청하는 GET 메시지와 다르게 인덱스 파일을 요청
함을 GET 메시지에 표시한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인덱스 파일은 DATA 메시지를 통해
서 수신된다.
6.2.2.3

갱신된 인덱스 파일 송신

최신 인덱스 파일을 가진 클라이언트 피어는 다른 클라이언트 피어로부터 인덱스 파일
을 요청하는 GET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그 경우에 클라이언트 피어는 DATA 메시지
에 최신 인덱스 파일을 담아서 응답한다.
6.2.2.4

조각 송신

조각 송신 동작은 피어링 단계에서의 조각 송신 동작과 동일하다.
7 메시지 및 매개변수
프로토콜 메시지는 확장성을 위해서 JSON 으로 표현된다.
7.1
7.1.1

HELLO 메시지
메시지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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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HELLO",
"proto-version":integer,
"index-version":integer,
"peer-id":string,
"overlay-id":string,
"sp-index":integer,
"cp-length":integer,
"dp-index":integer,
"ds-length":integer,
"buffermap":binary
}
7.1.2
-

7.2
7.2.1

필드 설명

method 필드는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proto- version 필드는 프로토콜의 버전을 나타낸다.
index- version 필드는 인덱스 파일의 버전을 나타낸다.
peer- id 필드는 피어의 구분자를 나타낸다.
overlay- id 필드는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구분자를 나타낸다.
sp- index 필드는 버퍼맵에서 SP의 위치를 나타낸다.
cp- length 필드는 버퍼맵에서 SP부터 시작하는 CS의 길이를 나타낸다.
dp- index 필드는 버퍼맵에서 DP의 위치를 나타낸다.
ds- length 필드는 버퍼맵에서 DS의 길이를 나타낸다.
buffermap 은 바이너리 데이터로서 메시지를 송신하는 피어의 각 조각에

대한 소유 여부를 나타낸다. 조각의 순서와 버퍼맵의 위치가 일치하여
특정 순서의 조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 하는 버퍼맵내 위치가 1로
설정되고 보유하지 않았다면 0으로 설정된다.
PELLO 메시지
메시지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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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PELLO",
"proto-version":integer,
"index-version":integer,
"peer-id":string,
"overlay-id":string,
"sp-index":integer,
"cp-length":integer,
"dp-index":integer,
"ds-length":integer,
"buffermap":binary
}
7.2.2
-

필드 설명

method 필드는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proto- version 필드는 프로토콜의 버전을 나타낸다.
index- version 필드는 인덱스 파일의 버전을 나타낸다.
peer- id 필드는 피어의 구분자를 나타낸다.
overlay- id 필드는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구분자를 나타낸다.
sp- index 필드는 버퍼맵에서 SP의 위치를 나타낸다.
cp- length 필드는 버퍼맵에서 SP부터 시작하는 CS의 길이를 나타낸다.
dp- index 필드는 버퍼맵에서 DP의 위치를 나타낸다.
ds- length 필드는 버퍼맵에서 DS의 길이를 나타낸다.
buffermap 은 바이너리 데이터로서 메시지를 송신하는 피어의 각 조각에

대한 소유 여부를 나타낸다. 조각의 순서와 버퍼맵의 위치가 일치하여
특정 순서의 조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 하는 버퍼맵내 위치가 1로
설정되고 보유하지 않았다면 0으로 설정된다.
REFRESH 메시지

7.3
7.3.1

메시지 포맷

{
"method": "REFRESH",
"piece-index"; integer,
"piece-number": integer
}
7.3.2
-

필드 설명

method 필드는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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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ce- index 필드는 REFRESH 메시지를 보낸 피어가 수신코자 하는
조각의 번호를 나타낸다.

-

piece- number 필드는 REFRESH 메시지의 응답으로서 BUFFERMAP
메시지에 표현될 조각의 개수를 나타낸다. piece- index 필드에 설정된
번호에 해당하는 조각부터 모든 조각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을 때는 0으로
설정한다.
BUFFERMAP 메시지

7.4
7.4.1

메시지 포맷

{
"method": "BUFFERMAP",
"piece-index": integer,
"cp-length": integer,
"dp-index": integer,
"ds-length": integer,
"buffermap": binary
}
7.4.2
-

7.5
7.5.1

필드 설명

method 필드는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piece- index 필드는 REFRESH 메시지의 piece- index 필드의 값으로

설정된다.

cp- length 필드는 버퍼맵에서 SP부터 시작하는 CS의 길이를 나타낸다.
dp- index 필드는 버퍼맵에서 DP의 위치를 나타낸다.
ds- length 필드는 버퍼맵에서 DS의 길이를 나타낸다.
buffermap 은 바이너리 데이터로서 메시지를 송신하는 피어의 각 조각에

대한 소유 여부를 나타낸다. 조각의 순서와 버퍼맵의 위치가 일치하여
특정 순서의 조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 하는 버퍼맵내 위치가 1로
설정되고 보유하지 않았다면 0으로 설정된다.
GET 메시지
메시지 포맷

{
"method":"GET",
"piece-index":integer,
"offset":integer
}
7.5.2

필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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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필드는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piece- index 필드는 전송을 요청하는 조각의 번호를 나타낸다.
offset 필드는 조각을 추가로 나누어 전송할지 여부를 나타낸다. 0은

하나의 조각의 전송을 요청하는 것이며, offset 필드를 설정하여 해당
값부터 조각의 끝까지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다.

인덱스 파일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piece- index 필드를 0으로 설정하고 offset 필드를
포함하지 않은 GET 메시지를 전송한다.
BUSY 메시지

7.6
7.6.1

메시지 포맷

{
"method":"BUSY",
"reason":string,
"index-file":binary,
}
7.6.2
-

7.7
7.7.1

필드 설명

method 필드는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reason 필드는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를 나타낸다.
index- file 필드는 바이너리 데이터로서 BUSY 메시지를 전송하는 피어가

보유한 인덱스 파일을 싣는다. index- file 필드는 BUSY 메시지를 전송하는
피어의 인덱스 파일 버전보다 BUSY 메시지를 수신할 대상 피어의 인덱스
파일 버전이 낮은 경우 설정된다.
DATA 메시지
메시지 포맷

{
"method":"DATA",
"piece-index":integer,
"offset":integer,
"data-size":integer,
"hash":string,
"signature":string,
"encrypted-hash":string,
"data":binary
}
7.7.2

필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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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필드는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offset 필드는 조각의 일부를 전송할 경우에 조각 내부에서의 시작위치를

나타낸다.

data- size 필드는 조각의 크기를 나타낸다.
timestamp 필드는 조각의 생성 시간을 나타내며, NTP 타임스탬프

포맷으로 표현된다.

hash 필드는 조각의 SHA- 1 해쉬 값을 나타낸다.
signature 필드는 소스 피어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서명된 해쉬 값을

나타낸다.

encrypted- hash 필드는 소스 피어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암호화된 해쉬
값을 나타낸다.
data 필드는 바이너리 데이터로서 DATA 메시지를 통해서 전송되는
조각이다.

인덱스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piece- index 필드를 0으로 설정하고 data- size 필
드는 인덱스 파일의 크기로 설정된다. data 필드에는 인덱스 파일이 바이너리 데이터로
서 포함된다.
CANCEL 메시지

7.8
7.8.1

메시지 포맷

{
"method": "CANCEL",
"piece-index": integer,
"offset": integer
}
7.8.2
-

7.9
7.9.1

필드 설명

method 필드는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piece- index 필드는 전송이 취소될 조각의 번호를 나타낸다.
offset 필드는 조각의 일부가 전송 취소될 경우, 해당 조각 내부의 부분을

나타낸다.
BYE 메시지

메시지 포맷

{
"method": "BYE"
}
7.9.2

필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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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필드는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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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1
(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Ⅰ- 1.1 지식재산권 확약서
- 발명의 명칭 : 해당 사항 없음
- 권리자의 성명 : 해당 사항 없음
- 등록( 출원) 번호 : 해당 사항 없음
- 등록( 출원) 연월일 : 해당 사항 없음
- 실시조건 : 해당 사항 없음
- 확약서 접수일 :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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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2
(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Ⅰ- 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해당 사항 없음.

Ⅰ- 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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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3
(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 1] SSF- ST.004(2018)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배포 신호방식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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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4
(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참고 문헌

[ 1] BSON – Binary JSON specification Version 1.1 (2013), http:/ / bsonspec.org

※ 상기 기재된 참고 문헌의 발간일이 기재된 경우, 해당 표준(문서)의 해당 버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표준(권고)의 최신 버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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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5
(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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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6
(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표준의 이력

판수

채택일

표준번호

내용

담당 위원회

제1 판

2018.12.03.

제정
SSF- ST- 005(2018)

-

기술표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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