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사이니지포럼 표준

스마트사이니지포럼 표준(국문표준)
SSF-ST-xxx(20xx)

제정일: 20xx년 xx월 xx일

SSF Standard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배포 신호방식 요구사항
Signalling Requirements for Distributed
Dissemination of Digital Signage Content

i

스마트사이니지포럼 표준

표준초안 검토 위원회 기술표준분과
표준안 심의 위원회

운영위원회

성명

소 속

직위

위원회 및 직위

표준(과제) 제안

현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술표준분과-분과원

표준 초안 작성자

현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술표준분과-분과원

이창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기술표준분과-분과원

장신석 스마트사이니지포럼

선임연구원

-

사무국 담당

표준번호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SSF에 있으며, SSF와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표준 발간 이전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는 본 표준의 ‘부록(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접수된 지식재산권 확약서는 SSF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표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확약서 외의 지식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 스마트사이니지포럼 의장
발행처 :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055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1219호
Tel : 02-529-3001, Fax : 02-529-1913
발행일 : 20xx.xx

ii

스마트사이니지포럼 표준

서

문

1 표준의 목적
이 표준의 목적은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배포함에 있어서 사업
자측의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단말간 직접 통신을 통해서 콘텐츠를 분산 배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표준은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간 직접 통신을 통해서 콘텐츠를 분산 배포하기 위해 필
요한 요구 사항들을 기술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표준은 ITU-T X.609 권고/TTAE.IT-X.609 표준에서 정의한 관리형 피어 투 피어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정의된 콘텐츠 분산 배포 신호방식 요구사항 표준인 ITU-T X.609.6 권
고를 기반으로 관련 구성

요소 간 연동 인터페이스에서의 신호 방식 요구 사항을 기술

한다.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ITU-T X.609.6(2018)

비고

1. 적용범위

-

추가

2. 인용표준

-

추가

3. 용어정의

-

추가

4. 약어

-

추가

5.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 개요

-

추가

본 표준

7.2
Procedures
for
content
6.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distribution services on MP2P
분산 배포 동작
arthictecture

동일(번역)

7.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8.
Protocol
requirements of
분산 배포를 위한 신호 방식 related interfaces for content
요구 사항
distribution service

동일(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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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define the requirements for distributing content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erminals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the provider side in distributing contents to digital signage terminals.

2 Summary
This standard describes the requirements for the distributed distribution of content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digital signage terminals. This standard also
provides services based on the managed peer-to-peer networks defined in the
ITU-T

X.609 Recommendation and describes the signaling

requirements for

reference points between the relevant components.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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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 신호 방식 요구 사항
(Signalling Requirements for Distributed Dissemination of
Digital Signage Content)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배포함에 있어서, 단말간 직접 통
신을 통한 콘텐츠 분산 배포를 위해서 필요한 신호방식 요구사항들을 다루며, ITU-T
X.609 권고안 및 TTAE.IT-X.609 표준을 기반으로 구성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분산 배포하도록 한다.
2 인용 표준
[1] ITU-T X.609, Managed P2P communications: functional architecture, 2012.
[2] ITU-T X.609.6, Managed P2P communications: content distribution signaling
requirements
3 용어 정의
3.1 디지털 사이니지(DS, Digital signage)
정보, 광고, 그리고 다른 메시지들을 특정 시간이나,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그리고 사이니지 서비스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디스플레이나 스피커 등과 같은 전자 장
치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사이니지 콘텐츠와 디스플레이 스케줄과 같은 관련 정보들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3.2 피어(Peer)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드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3.3 피어 투 피어(Peer-to-peer)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나 소
형 단말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를 의미함.
3.4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Peer to Peer Network, P2P Network)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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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단말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네트워크 형태
[출처(3.1~3.4)]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4 약어
DS

Digital Signage

P2P

Peer-to-peer

MP2P

Managed Peer-to-peer

UNIS

Underlying Network Information Server

IXS

Index Server

OMS

Overlay Managment Server

PAMS

Peer Activity Managment Server

UMS

User Management Server

5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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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로 콘텐츠를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배
포가 가능하도록 단말간의 직접 통신을 통한 콘텐츠 분산 배포의 절차와 이를 위한 요구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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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과 같이 복수의 피어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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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 서비스 구조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를 위해서는 ITU-T X.609에 정의된 피어, 오버레이
관리 서버(Overlay management server, OMS), 인덱스 서버(Index server, IXS)간 연동
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연동 구간은 각각 R5, R6, R1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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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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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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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콘텐츠 배포를 위한 단말 내부 버퍼 구성 방법
분할된 조각들을 관리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들은 각 파일별로 배
퍼를 구성한다. 그림 5-2와 같이 각 파일을 구성하는 조각의 개수만큼 버퍼 공간에 각
파일 별 독립적 저장 공간을 구성한다.
5.4 콘텐츠 변경 및 갱신 방법
다양한 이유로 배포되는 콘텐츠가 변경될 수 있다. 즉, 배포되고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
는 파일들 중 하나의 파일 삭제되거나 새로운 파일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콘
텐츠가 변경된 형태로 배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콘텐츠 구성에 대한 정보가 배포되
고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들은 변경된 정보를 수신하여 내부 버퍼를 갱신하고 변경된 콘
텐츠 구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림 5-3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파일 중에서 한 개 파일이
삭제되고 대신 새로운 파일 한 개가 추가되는 콘텐츠 변경에 따른 버퍼 갱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 콘텐츠 변경에 따른 버퍼 갱신 예시도
6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 동작
이 장은 MP2P 기반의 콘텐츠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기술한다. 아
래 그림 2와 같이, 컨텐츠 분산 배포 서비스는 3 개의 주요 단계로 구성된다. (프로비저
닝 단계, 피어링 단계 및 업데이트 단계)

(그림 6-1)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 배포 절차 개요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배포 할 콘텐츠 목록을 업데이트해야하는 경우 원본 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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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버전 번호로 인덱스 파일을 업데이트하며, 새로 참여하는 피어는 IXS 에서 최신
색인 파일을 가져오거나, 다른 피어로부터 최신 색인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
6.1 프로비저닝 단계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MP2P 서비스 제공자 및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 배포 세션을 준
비한다. 컨텐츠 제공자는 OMS와 상호 작용하여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세션 정
보를 IXS에 등록한다.

6.2 피어링 단계
피어링 단계에서 콘텐츠 제공 업체는 소스 피어에 콘텐츠를 전달하며, 소스 피어는 내용
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여 인덱싱하고, 각 피어들은 이 조각 단위로 데이터를 상호 교
환한다.
6.3 업데이트 단계
소스 피어가 배포할 콘텐츠 목록을 업데이트하면 인덱스 파일의 버전이 증가되어 등록된
다. 각 피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피어와의 연동과정에서 최신 인덱스 파일을 교환하려고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각 피어는 서로 다른 버전의 색인 파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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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배포는 계속 진행 되도록 한다. 즉, 콘텐츠의 배포와 변경된 인덱스파일의 배포는 병
행으로 이뤄지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피어가 동일한 인덱스 파일과 동일한 콘텐츠를 보
유토록 한다.
7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분산배포를 위한 신호방식 요구사항
이 절은 MP2P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배포 서비스를 위한 신호방식 요구 사항을 기술
한다.
7.1 피어-OMS간 연동구간(R5)에서의 신호방식 요구사항
이 연동구간 R5에서 피어는 OMS와 상호 작용하여 특정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피어 목록을 가져온다. 콘텐츠 배포 서비스에서 OMS는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참가자를 지정할 수 있다.
소스 피어가 OMS와 상호 연동하영 콘텐츠 배포 세션을 생성에 성공하면, OMS는 오버
레이 네트워크 식별자를 반환한다.
- OMS는 소스 피어가 분배 세션을 생성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OMS는 성공적인 생성시 소스 피어에 오버레이 네트워크 식별자를 제공해야 한다.
- OMS는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만료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며, 만료 타이머가 시
작되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제거해야 한다.
- 소스 피어는 분배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 만기 타이머를 주기적으로 새로 고치는 것을
권고한다.
소스 피어가 이미 지정된 단말들만으로 구성된 콘텐츠 배포 세션을 만들기 위해, 해당
배포 세션의 참가 대상 피어 목록 또는 암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소스 피어는 미리 지정된 피어들로 구성된 세션을 만드는 경우 피어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피어 목록은 일련의 피어 식별자로 구성되며 필요한 모든 정보도 포함한다.
- 소스 피어는 미리 지정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닫힌 세션을 만드는 경우 세션 자격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클라이언트 피어가 콘텐츠 배포 세션을 위해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OMS는 선택
적으로 사용자의 수준/등급에 따라 차별화 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내용의 피어
목록을 제공 할 수 있다.
- OMS는 피어로부터 피어리스트 요청에 응답 할 때, 조각목록을 피어에게 제공 할 수
있다.
OMS서버와 피어가 연동할 때 다양한 응용의 특성에 따라 전송계층프로토콜(Transport
Protocol)을 사용할 수 있다.
6

SSF-ST-xxxx(2018)

스마트사이니지포럼 표준

- OMS는 TCP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7.2 피어-IXS간 연동구간(R6)에서의 신호방식 요구사항
이 연동구간 R6에서 피어는 IXS와 상호 작용하여 특정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
할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인덱스 파일을 만들고 수정한다.
- 소스 피어는 배포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색인 파일을 IXS에 등록해야하며 인덱스 파일
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덱스 파일의 버전;



소스 피어에 의해 서명 된 디지털 서명;



디렉토리의 구조;



각 파일의 조각 범위;



오버레이 네트워크 식별자;



OMS 주소



모든 조각의 해시 값.

- IXS는 색인 파일의 성공적인 등록 시 새로운 배표 세션 ID를 제공해야 한다.
- 소스 피어는 파일이 의해 수정 될 때마다 인덱스 파일의 버전을 증가시켜야합니다.
- 소스 피어는 콘텐츠 목록이 변경될 때 마다 IXS에 등록된 인덱스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소스 피어는 인덱스 파일의 악의적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인덱스 파일에 서명을 포
함해야 한다.
- IXS는 각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 할 콘텐츠의 정보가 포함된 인덱스 파일의
버전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 IXS는 소스 피어가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 될 내용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 IXS는 기존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콘텐츠 목록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한다.
- IXS는 최신 색인 파일을 피어에게 제공해야 한다.
IXS서버와 피어가 연동할 때 다양한 응용의 특성에 따라 전송계층프로토콜(Transport
Protocol)을 사용할 수 있다.
- IXS는 TCP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7.3 피어-피어간 연동구간(R10)에서의 신호방식 요구사항
이 연동구간 R10에서 피어는 서로 상호 작용하여 조각화된 콘텐츠를 공유한다. 또한 각
피어는 협상 단계에서 색인 파일을 교환할 수 있다.
- 소스 피어는 업데이트된 인덱스 파일을 오버레이 네트워크 내의 다른 피어에 전파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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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는 buffermap 협상 중에 해당 피어가 동일한 버전의 인덱스 파일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 피어는 상대 피어에 비해 인덱스 파일의 버전이 낮으면, 상대 피어에게 최신 색인 파
일을 요청해야 한다.
- 피어는 요청하는 동료에게 최신 색인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 피어는 buffermap 재계산 전에 다른 피어로부터 받은 인덱스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해
야 한다.
- 지정된 시간 내에 다른 피어로부터 색인 파일을 가져 오지 못하면 피어는 IXS로부터
최신 인덱스 파일을 가져와야 한다.
- 피어는 상대 피어와 피어 목록을 교환 할 것을 권장한다.
피어간 연동할 때 다양한 응용의 특성에 따라 전송계층프로토콜(Transport Protocol)을
사용할 수 있다.
- 피어는 TCP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 피어는 웹브라우저상에서 동작하는 피어가 접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WebRTC를 지원할 수 있다.
7.4 피어-UMS간 연동구간(R13)에서의 신호방식 요구사항
이 참조 점 R13에서 피어는 UMS와 상호 작용하여 최초 구동시 자신의 콘텐츠 배포 세
션 정보를 가져오며, 소스 피어는 이를 위해 배포 세션의 피어 목록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 소스 피어는 콘텐츠 배포 세션 등록시 배포 채널의 피어 목록을 지정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 소스 피어는 인덱스 파일을 등록할 때 IXS가 발행 한 콘텐츠 배포 세션의 식별자를 제
공해야 한다.
- 피어는 최초 구동시 UMS로부터 배포 세션 목록을 가져와야 한다.
- UMS는 요청 피어에 대한 배포 채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UMS서버와 피어가 연동할 때 다양한 응용의 특성에 따라 전송계층프로토콜(Transport
Protocol)을 사용할 수 있다.
- UMS는 TCP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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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S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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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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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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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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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