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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

문

표준의 목적

이 표준은 국내 케이블TV 방송에서 8VSB 기반의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및 시스템에 요구 조건과 시스템 구
성, 전송 방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본 표준은 국내 케이블TV 방송 환경
에서 기존 양방향 T-커머스 방송 서비스 환경과 트랜스코더(자막기) 시스템을 활용
하여 본 표준에서 정의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표준은 국내 케이블TV 방송에서 8VSB 기반의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쇼핑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시스템 구성, 전송
데이터 방안, 전송 데이터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한다.
본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개요
-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성
-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화면 구성
-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구성
-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전송 방안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없음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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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provide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Tcommerce service based one-way broadcasting environment. This documen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ransmission and reception for those who try to compose
T-commerce service through 8VSB broadcasting system.

2

Summary

This standard specifies technical information including summary of service, system
configuration, service layout, data format and transmission, which are required for
providing the T-commerce service, based one-way digital cable broadcasting service
through 8VSB system. The details are as follows;

- Summary of Service and System for T-commerce service based 8VSB digital TV
broadcasting
- System configuration for T-commerce service based 8VSB digital TV broadcasting
- Service layout and for T-commerce service based 8VSB digital TV broadcasting
- Constraints of data carriage for T-commerce service based 8VSB digital TV
broadcasting
- Delivery of data carriage for T-commerce service based 8VSB digital TV
broadcasting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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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 has no referenc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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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 케이블TV 방송 환경에서 8VSB 방식으로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관련 기술 규격을 규정한다. 본 규격의 범위는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와 서비
스 제공자(SO)간의 시스템 구성과 전송 데이터의 구성 방식 및 규격을 포함한다.

2

인용 표준

별도의 표준 없음

3

3.1

용어

8VSB 디지털 방송

8VSB(8레벨 잔류 측파대)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송 방식이다. 국내 지상파 디지털
방송 규격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가 아닌 디지털 신호로 전송된다. 8VSB 방송
의 경우 별도의 셋탑박스 없이 TV에서 수신이 가능하며, 단방향 디지털 방송환경을
제공한다.
3.2

T-커머스 서비스

TV 와 커머스(상거래)의 결합 단어로 TV시청 중 리모컨 등 양방향 기술을 사용하
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의미한다.
3.3

트랜스코더

입력된 다양한 디지털 신호를 수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신호로 출력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본 표준에서는 트랜스코더는 A/V 신호 변환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다양
한 비디오/오디오 신호의 상호 변환을 지원한다.
3.3

자막기

입력된 비디오 신호에 자막, 그림 등을 합성하여 출력할 수 있는 장치이다. 자막기
는 비디오 합성을 위하여 3.2 에서 설명한 트랜스코더의 기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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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어

8VSB

8-Level Vestigial Sideband

TMS

T-Commerce Management System

HTTP

Hyper Text Transport Protocol

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HD

High Definition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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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T-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규격

5.1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개요
8VSB 기반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는 기존 케이블TV 방송 환경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8VSB 기반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는 홈쇼핑 상품에 대한 방송 화면을 제공하
며, [그림 5-1]과 같이 전화, 비가청주파수, AR, QR 코드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통한 양방향 연동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5-1) 예시)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5.1.1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제공안 – 홈쇼핑 사업자
8VSB 기반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홈쇼핑 방송 사업자는 데
이터 홈쇼핑 방송을 제공하고, 구매 연동을 위한 다양한 양방향 연계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5.1.2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제공안 – 방송 사업자

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데이터 홈쇼핑 방송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음성 화면
과 부가 정보를 통해 방송 화면을 구성하고 8VSB 채널을 통해 시청자에게 방송 서
비스를 제공한다.
5.2 단방향 방송 환경에서 티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성
5.2.1

시스템 개요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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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코더(자막기)기반 8VSB 데이터 홈쇼핑 시스템은 홈쇼핑 화면 구성을 위한
홈쇼핑 사업자의 운영시스템, 케이블TV 방송망 전송을 위한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T-커머스 관리 시스템(TMS), 마지막으로 생성된 이미지와 방송 영상을 합성을 위
한 트랜스코더(자막기)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5-2) 8VSB 데이터 홈쇼핑 시스템 구성

5.2.2

운영 시스템 정의

운영 시스템은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홈쇼핑 사업자가 관리하며,
데이터 홈쇼핑 방송에 필요한 화면 구성 요소의 생성, 구성 정보, 상품 편성 정보 등을
제공한다.
5.2.4 T-커머스 관리 시스템 정의
T-커머스 관리 시스템(TMS)은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DMC에 위치 할 수 있으며, 데이터 홈쇼핑 방송에 필요한 화면 구성 및
상품 편성 정보 등을 전달 받아 데이터 홈쇼핑 이미지 화면을 구성한다.
5.2.4 트랜스코더(자막기) 정의
트랜스코더(자막기)는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를 위한 영상·음성 화면과 T-커
머스 관리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 홈쇼핑 이미지를 합성하여 시청자에게 제공되
는 최종 영상·음성 화면을 생성한다.
5.3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화면 구성

5.3.1 화면 구성 개요
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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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화면은 [그림 3]과 같이 상품 영상과 상품 구매 관련
정보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상품 구매 관련 정보 화면은 상품 영상에 따라 다
르게 제공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도 가능하다.

(그림 5-3)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화면 구성
5.3.2

메인 화면 이미지 정의

서비스 화면 구성은 ‘메인 화면 이미지’를 통하여 상품 영상 구매와 연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메인 화면 이미지 ’ 란 상품 영상과 합성하여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화면을
만들기 위한 화면 이미지를 의미한다. ‘메인 화면 이미지’는 상품 영상을 노출하기
위한 비디오 영역 좌표를 포함하고, 상품과 관련된 구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메인 화면 이미지 ’는 한 상품 편성 안에서 다수의 메인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으
며, 이벤트 정보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는 상품 영상
과 메인 화면 이미지를 통하여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홈쇼핑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홈쇼핑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 상황을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인 화면 이미지를 준비하여 장애 환경에 대
비할 수 있다.

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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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메인 화면 이미지
5.3.3

배너 이미지 정의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에서 현재 방송 중인 상품 정보 외에 관련 상품 정보,
이벤트 정보 등의 노출을 위하여 ‘메인 화면 이미지’의 갱신 혹은 ‘배너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배너 이미지’란 ‘메인 화면 이미지’와는 별개의 조각 이미지로 기
존의 ‘메인 화면 이미지’에 오버레이 되거나 비디오 영역에 오버레이 되어 표시 될
수 있다. 즉, 홈쇼핑 사업자는 한 장의 ‘메인 이미지’를 통해 서비스 화면을 구성하
거나, 별도의 추가적인 ‘배너 이미지’를 통해 ‘메인 이미지’와 ‘배너 이미지’의 조합
으로 서비스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 배너 이미지 ’ 는 여러 장의 ‘ 배너 이미
지’를 그룹화 하여 주기적인 반복 노출이 가능하며, 서비스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배너 이미지’ 개수의 별도 제한은 없어야 한다.

(그림 5-3) 배너 이미지 표시

5.4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구성 정보

5.4.1 구성 정보 개요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홈쇼핑 사업자는 화면 구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품 편성 정보 혹은 이벤트 정보 노출 목적
에 따라 각각 이미지 파일 정보, 표시 좌표 위치, 노출 주기, 상품 주기 정보 등을
기술한 정보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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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이미지 파일의 구성

5.3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를 위한 화면은 제공 방
법에 따라 메인 화면 이미지와 배너 이미지로 구성될 수 있다. 홈쇼핑 사업자는 상
품에 적합한 데이터 홈쇼핑 화면 구성을 위하여 ‘메인 화면 이미지’을 통해서 제공
하던지 혹은 ‘ 메인 화면 이미지 ’와 ‘ 배너 이미지 ’ 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메인 화면 이미지와 그룹화된 배너 이미지들도 각각 개별 파일로 구성된다.
해당 이미지들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방송 사업자의 TMS 시스템에 전달 할 수 있
다. 운영시스템과 TMS의 전송 방안은 4절에서 다룬다. 이미지 파일 이름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5.4.3 서비스 정보 파일의 구성
서비스 정보 파일은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에 사용될 이미지의 파일 이름과
편성 정보, 표시 좌표 정보, 노출 시간, 이미지 그룹 등의 정보를 기록한 파일을
의미한다. 상세한 기록 정보 양식은 [표 1]과 같다. 실제 파일 기록시 구분자는 ‘;’
를 사용한다.
No

항목명

1

편성ID

설명
하나의 상품 편성에 할당, 상품

비고
1 ~ n 까지 증가

에 따라 증가
2

파일명

3

시작시간/

화면 이미지 파일의 표시 시간

종료시간

(상품 편성 정보에 따름)

4

그룹 아이디

화면 이미지 파일 명

반복 표시를 위한 배너 이미지의

YYYYMMDDHHMMSS

G1 ~ Gn 까지 증가

그룹 ID
5

주기

이미지 반복 주기, 0은 계속 지

MS단위

속
6

X,Y 좌표

7

AV X,Y 좌표

8

AV

이미지 표시 X,Y좌표

좌상단 기준 0,0

비디오 영역 표시 X,Y좌표

좌상단 기준 0,0

비디오 영역 가로, 세로 크기

Width,Height

<표 5-1> 서비스 정보 파일 작성 양식
5.4.4

서비스 정보 파일 작성의 예

７

TTAx.xx.xxxx/R1

5.4.2절의 예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3.3.3절의 서비스 예시를 제공한다면, 정
보 파일의 작성은 다음과 같다. 각 배너 이미지는 지정된 주기에 따라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안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그림 5-3) 예시) 정보 파일
5.5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 파일 전송

5.5.1

파일 전송 개요

8VSB 데이터 홈쇼핑 서비스를 위한 ‘이미지 파일’과 ‘서비스 정보 파일’은 홈쇼핑
사업자의 운영시스템에서 방송 사업자의 TMS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서비스 화면을
구성하는 이미지 파일과 서비스 정보 파일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전송될 수
있다. TMS 시스템은 현재 시간과 정보 파일의 시간 정보를 확인하거나 서비스 정
보 파일에 기록된 이미지 파일의 존재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
비할 수 있다.

(그림 5-3) 서비스 파일 전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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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파일 전송 방안

홈쇼핑 사업자의 운영 시스템과 방송 사업자의 TMS 시스템 간의 연동 파일 전송은
HTTP 통신 방식을 사용하거나 네트워크 소켓 방식 중 한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이
루어질 수 있다.
5.5.2.1 HTTP 통신 방식
HTTP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HTTP 요청(POST) 명령을 통해 홈쇼핑 사업자의
운영 시스템에서 방송 사업자의 TMS 시스템으로 파일을 전달한다. 이 때 파일 전
달은 XML 파일 형식을 사용하며 XML 파일은 서비스 정보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포함한다. 파일 전달을 위한 상세 HTTP 명령어 및 XML 정의 내용은 부록 I-1 인
‘ITV DP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따른다.
5.5.2.2 네트워크 소켓 방식
네트워크 소켓 방식은 DNS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숫자로 된 IP주소와 포트 번호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방식으로 홈쇼핑 사업자의 운영 시스템에서 방송 사업자의 TMS
시스템으로 소켓 연결 주소를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한다.
파일 전송은 기본적으로 TCP/IP 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 Big Endian ’
데이터 형식을 사용한다.
파일 전달을 위한 상세 메시지 규격은 부록 I-2 인 ‘ITV 송출 시스템 Data Agent
연동 문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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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문서는 iTV Headend 시스템의 구성 요소중 하나인 Data Caster와 통신하여 iTV
Application에 Update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한다.

Data Caster는 iTV Headend System중 하나의 요소이며, DP로부터 Application에게 전송되어
야 하는 Update성 데이터를 수신 받아 이를 송출 하는 시스템이다.

Data Caster는 DP에서 작

성한 Application 자체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이미 송출되어 STB에서 실행되는
Application에서 필요로 하는 Update Data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본 문서는 이 Data
Caster에 통신을 하여 Data를 전송하기 위한 DP의 System을 개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내용을
기술 한다.

본 문서의 이후에서 사용하는 “DP Update System”은 DP 자체가 개발하여, DP가 개발한
Application에게 Update성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 시스템은 본 문서에 정의
된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Update성 데이터를 Data Caster에게 전달하게 된다.

2. 시스템 구성도
아래의 그림은 Data Caster가 위치하는 사업자 내의 송출 시스템의 구성도 이며, 이중 Data
Caster의 역할 및 관련된 시스템들의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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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Data Caster와 관련된 각 시스템의 간략한 기능 설명 이다.
-

CM (Content Manager)
DP가

생성한

Application이

송출되기

위하여

저장되는

공간이다.

CM에

저장된

Application은 Broadcast Manager에 의해 편성 스케줄에 따라 Data Encoder에게 전송
되어 송출 된다.
-

Broadcast Manager
사업자내의 iTV Application의 송출 스케줄처리를 수행한다. Broadcast Manager는 CM
으로부터 Application을 가져와 Data Encoder에게 전달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Data Encoder
Application의 Encoding및 송출 기능을 수행한다. 전송된 Application자체는 Broadcast
Manager로부터 받고, 이 Application에 필요한 Update성 데이터를 Data Caster로부터
받아 Encoding을 수행한다.

-

Data Caster
DP로부터 Application의 동작에 필요한 Update성 데이터를 수신 받아 이를 Data
Encoder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ata Caster는 DP의 Update System으로부터 데
이터를 받으며, 본 문서는 이 데이터를 수신 받기 위한 Interface를 정의 한다. 필요시
DP의 Update System에 Update성 데이타를 DataCaster로 보내도록 신호를 보낸다.

3. 통신 프로토콜 및 XML 정의
DP Update System과 Data Caster는 HTTP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게 된다.

DP Update

System은 Update할 정보의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XML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HTTP를 사용하
여 Data Caster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때 Data Caster는 HTTP Server의 역할을 수행하며, Data
Caster는 HTTP로 수신 받은 XML파일을 분석하여, Update동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DP
Update System에게 전달하게 된다.
ITV H/E 는 필요시 DP Update System에 현재 송출중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Update핳 정
보를 보내도록 요청하게 된다.

3.1. 통신 프로토콜
DP Update System 은 HTTP 요청(POST) 을 사용하여 Data Caster 에 xml 파일을 전달한다.

HTTP Content-Type 은 content-type = multipart/form_data 을 사용한다.

Data Caster 는 전달받은 xml 파일을 처리후 정상적인 경우는 200 번 코드로
응답을 주고 문제가 있어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500 번 코드로 응답을 준다.

１３

TTAx.xx.xxxx/R1

상세에러정보는 xml 형식으로 응답을 줄 수도 있다. (content-type: text/xml)
<error>상세에러정보</error>

// DP Update System 호출 예
POST 호출프로그램 HTTP/1.1
Host: Data Caster 주소
Content-Type: multipart/form_data
Content-Length: 길이
Connection: Keep-Alive

3.2. XML 정의
아래는 DP Update System이 Update할 데이터 내용을 기술하여, Data Caster에게 전달해야 하
는 XML 파일의 DTD 이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ELEMENT DynamicDataControl (SourceID,Password,ObjectUpdateArray,
EventTriggerArray) >
<!ELEMENT SourceID

(#PCDATA)>

<!ELEMENT Password

(#PCDATA)>

<!ELEMENT OCIndex

(#PCDATA)>

// 멀티어플리케이션을 송출 시 여러 개의 OC 를 사용 할 때 몇 번째 OC 에 있는 데이터를
// Update 해야 하는지 여부. 싱글어플리케이션 송출 시에는 0 으로 설정하고
// 멀티어플리케이션 송출 시에는 어플리케이션 별로 값을 지정해 준다.
<!ELEMENT ObjectUpdateArray (ObjectUpdate*)>
<!ELEMENT ObjectUpdate (ObjPath, ObjData)>
<!ELEMENT ObjPath

(#PCDATA)>

<!ELEMENT ObjData

(#PCDATA)>

<!ELEMENT EventTriggerArray (EventTrigger*)>
<!ELEMENT EventTrigger (STEPath, EventID, EventData)>
<!ELEMENT STEPath
<!ELEMENT EventID
<!ELEMENT EventData

(#PCDATA)>
(#PCDATA)>
(#PCDATA)>

아래는 이 DTD에 따라 작성된 Sample XML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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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version = "1.0" encoding = "UTF-8" standalone = "yes"?>
<DynamicDataControl>
<SourceID>100</SourceID>
<Password>password_of_ch_100</Password>
<OCIndex>0</OCIndex>
<ObjectUpdateArray>
<ObjectUpdate>
<ObjPath>/image/back.gif</ObjPath>
<ObjData>0064000008FFFFFFFFFFFFFFFF</ObjData>
</ObjectUpdate>
<ObjectUpdate>
<ObjPath>/data/scoreinfo.txt</ObjPath>
<ObjData>0064000008FFFFFFFFFFFFFFFF</ObjData>
</ObjectUpdate>
</ObjectUpdateArray>
<EventTriggerArray>
<EventTrigger>
<STEPath>/event01</STEPath>
<EventID>1</EventID>
<EventData>0064000008FFFFFFFFFFFFFFFF</EventData>
</EventTrigger>
<EventTrigger>
<STEPath>/event01</STEPath>
<EventID>2</EventID>
<EventData>0064000008FFFFFFFFFFFFFFFF</EventData>
</EventTrigger>
<EventTrigger>
<STEPath>/event02</STEPath>
<EventID>3</EventID>
<EventData>0064000008FFFFFFFFFFFFFFFF</EventData>
</EventTrigger>
</EventTriggerArray>
</DynamicDataControl>

4. Update Data 전송 주기에 대한 주의사항
3번의 XML 예에서는 하나의 XML 파일에 여러 개의 파일을 넣어 DataCaster로 보내는데 이 것
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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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Caster는 Data Provider의 Update File을 http session을 통해서 XML 형식으로 전달 받고
있는데, session 하나 마다 Data Encoder로 그 Update Data를 넘기게 된다. 헌데, 이 때 동시에
여러 개의 파일을 여러 개의 XML에 담아 여러 개의 session을 DataCaster와 맺으면 결국 Data
Encoder는 1~2초 사이에 같은 채널에 대해서 여러 번의 Object Update Encoding을 수행해야
한다. Data의 이러한 잦은 Update는 Data Encoder는 물론, 데이터를 받게 되는 STB의 M/W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Update Data의 접속 주기는 최소 2분 이상으로, 한 번 업데이트 할 때 XML에 여러 개
의 파일을 넣어서 보내는 것을 권장한다.

단, XML 파일을 구성할 때 그 XML 파일을 전송할 전송망의 대역폭을 고려하도록 한다. 전송망
의 대역폭에 비해 지나치게 큰 XML 파일이라면, 전송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는 DataCaster
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내야 할 Data가 크다면, 여러 개의 XML로 나누어야 하지만, 그렇게 나눈 XML 파일을
전송할 때는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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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연동

개요

ITV 송출 시스템이 전송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일 중에서 데이터 파일을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기술한다.

1.2. 시스템

구성도

ITV 송출시스템

Data Agent

Data Caster

업데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Data Encoder

Object
Carousel
Update

업데이트
데이터

1.3. Data Source ID
ITV 송출시스템에서 정의한 특정한 문자열로서 Data Caster(이하 DC)와 Data Agent(이하
DA)간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약속된 문자열로 사용된다. 업데이트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ITV 송출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하고 DA 에 Data Source ID 를 알려준다.

1.4. Data Agent
ITV 송출시스템이 송출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시스템으로 ITV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업데이트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정해진 프로토콜로 DC에 데이터 파일
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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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ata Caster
ITV 송출시스템의 일부로 DA 시스템에서 생성한 업데이트 데이터를 수신하고 DataEncoder에 전
달해서 최신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2. 연동 모드
DA와 DM 연동 시 접속 주체 및 데이터 전송 방향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
다.

2.1. Active Mode
DC가 Data Source ID별로 설정된 정보에 따라 DA에 연결하고 변경 데이터를 요청한다. DA는 변
경 데이터 요청을 수신 후 데이터를 생성하고 DC에 변경 데이터를 전달한다.
데이터 제공자는 DC에서 접속 가능한 위치에 동작하고 있는 서버의 소켓 연결주소(DNS의 해석
이 필요하지 않는 숫자로 된 IP주소와 포트번호)를 제공한다.
1개의 Data Source에 대해서 1개 이상의 DA로부터 데이터를 수급할 수 있다. 데이터 수급은 1
개 이상의 DA에 대하여 성공적인 데이터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데이터
를 제공자는 논리적/물리적 에러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DA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Data Agent

Data Caster
연결

데이터
요청

업데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연결 해지

그림 1. Active Mode

2.2. Passive Mode
DA가 특정 Data Source Id에 대하여 DC에 접속하고 변경 데이터를 전달한다. DA가 DC로 데이
터를 Push하는 형태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DA로부터 접속 가능한 위치에서 동작하고 있는 서버의 소켓 연결주소(D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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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필요치 않은 숫자로 된 IP 주소 와 포트번호)를 제공한다.
1개의 데이터 소스에 대하여 1개 이상의 DA로부터 데이터 갱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플랫
폼 사업자는 1개의 데이터 소스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서버를 구축한다

Data Agent

Data Caster
연결

업데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결과 통보
연결 해지

그림 2. Passive Mode

3. Message Protocol
DC와 DA가 소켓 연결 후에 특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이터 전송방식에 대한 규약이다.

3.1. 연결
DC와 DA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상호간의 접속은 TCP/IP 기반의 소켓 통신을 기본으로 한다.

3.2. Byte Order
DC와 DA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형식은 ‘Big Endian’ 입니다.

3.3. 기본

요소

Name

Format

<BYTE>

Description
8-bit signed integer
(-128 to 127)

<CHAR>

2 <BYTE>s

16-bit unicode character

In sequence

(\u0000 to \u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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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LONG>

4 <BYTE>s

32-bit signed integer

In sequence

(-2147483648 to 2147483647)

8 <BYTE>s

8-bit signed integer

In sequence

(-9223372036854775808 to 9223372046854775807)

 <BYTE>
기본적으로 갱신 가능한 자료 값의 전송을 위해 사용될 기본요소이다.
 <CHAR>
문자열의 전송을 위해 사용될 기본요소이다. 2byte Unicode를 사용한다.
 <INT>
기본 요소의 배열형태를 전송할 때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요소이다.
 <LONG>
시간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될 기본요소이다. 현재에 대한 시간정보는 1970년 1월 1일 0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밀리 세컨드(millisecond) 값이다.

4. Work Flow
4.1. Active Mode
4.1.1.

연결 (connect)

Active Mode에서 연결 시작은 DC에서 DA로 TCP/IP 기반의 소켓 접속을 시도한다.

4.1.2.

요청 (request)

연결이 성공되면 DC에서 DA로 데이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데이터 요청 메시지는 Active
Request Message 형식을 따른다.
4.1.2.1.

Active Request Message

DC는 DA에서 업데이트 데이터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한다. Active Request Message는 데이
터 소스와 요청 시간을 포함한다.
Syntax

Format

Description

Active_Request_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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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B

<INT>

Number of message bytes

Size_of_Data_source_id

<INT>

Number of Characters (N)

Data_source_id

N*<CHAR>

Data_Request_Millis

<LONG>

}

NOMB – Active Request Message의 전체 Byte 수
NOMB
=size of Data_Source_Id + sizeOf ([Data_Source_Id]) + sizeOf ([Data_Request_Millis])
=4 + (Number of Character* 2) + (8)

Size_of_Data_source_id – Data_source_id 의 글자 수
Data_source_id – ITV 송출 시스템에서 사전 정의해서 DA에 알려준 고유한 문자열
Data_Request_Mills – DC 기준으로 현재 시간을 나타낸다. 현재 시간은 1970년 1월 1일 0시를
0L로 하여 현재까지의 millisecond 값이다.

4.1.3.

응답 (response)

DA는 DC가 보내준 요청데이터(Data Source ID)를 기준으로 적절한 업데이트 데이터를 생성해서
DC로 전송한다. 응답 데이터는 Active Response Message 형식을 따른다.
4.1.3.1.

Active Response Message

갱신할 데이터의 이름과 실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의 유효 만료 시간을 포함한다
Syntax

Format

Description

NOMB

<INT>

Number of message bytes

Number_of_Component

<INT>

Active_Response_Message {

For (i=0;i<Number_of_Component;i++){
Size_of_ComponentName

<INT>

ComponentName

N1*<CHAR>

Size_of_ComponentValue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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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Value

N2*<CHAR>

}
Data_Expiration_Millis

<LONG>

}

NOMB – Active Response Message의 전체 Byte 수
NOMB
= Number of Component + sizeOf (Components) + sizeOf ([Data_Expiration_Millis])
= (4 + func (Component[])) + (8)
where…
FUNCTION func (component[]) returns INTEGER
BEGIN
int count = 0;
for each component in components with index of i := component[i]
{
count +=( size of ComponentName+ (sizeOf (component[i].ComponentName)));
// size of ComponentName + sizeOf (N2*<CHAR>) = (4 +(size of (component[i].ComponentName) *
2))
count +=( size of ComponentValue + sizeOf (component[i].ComponentValue)));
//size of ComponentValue + sizeOf (N3*<BYTE>) = (4 + (size of (component[i].ComponentValue))
}
return count;
END;

Number_of_Component – Name과 Value로 이루어져 전달 될 데이터 (component)의 개수
Size_of_ComponentName – 업데이트 할 파일 이름의 글자 수
ComponentName – 업데이트 할 파일 이름. 하나의 Active Request Message에 동일한 파일명이
두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Object Carousel 형식의 데이터 소스에 대하여 적절한 이름은 “ / ” 를 구분자(nameseparator)로 가지는 file의 path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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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test.txt”,

“com/xxx/news/1.dat”,

“stock/data/time.txt”,

“a.b.c.txt”,

“a/b_c.txt”


Stream Event 형식의 데이터 소스에 대하여 적절한 이름은 사전에 협약되어 ITV 송출시
스템에 정의된 평문자열(plain text)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test”, “show_popup”, “disable-alarm”

Size_of_ComponentValue – 업데이트 할 파일의 byte 수
ComponentValue – 업데이트 할 파일의 실제 내용
Data_Expiration_Millis – 현재 응답하는 데이터의 유효성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이 값은 Active
Request Message의 [Data_Request_Millis]에 특정 값을 더한 값으로서, DM은 이 값을 기준으로
다음 요청시간을 정한다.
4.1.4.

연결 해지 (disconnect)

DA로부터 업데이트 데이터 수신이 성공하면 DC에서 소켓 연결을 끊는다.

4.2. Passive Mode
4.2.1.

연결 (connect)

Passive Mode에서 연결은 DA에서 DC로 TCP/IP 기반의 소켓 접속을 시도한다. DC에서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켓의 포트번호는 9020으로 한다.
4.2.2.

요청 (request)

접속이 성공하면 DA에서 DC로 업데이트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 요청 메시지는 Passive
Request Message 형식을 따른다.
4.2.2.1.

Passive Request Message

Passive Request Message는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Component)를 포함한다
Syntax

Format

Description

NOMB

<INT>

Number of message bytes

Size_of_Data_source_id

<INT>

Number of Characters (N1)

Data_source_id

N1*<CHAR>

Number_of_Component

<INT>

Pasive_Request_Message {

For (i=0;i< Number_of_Compon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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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_of_ComponentName

<INT>

ComponentName

N2*<CHAR>

Size_of_ComponentValue

<INT>

ComponentValue

N3*<CHAR>

Number of Characters (N2)

Number of bytes (N3)

}
}

NOMB – Passive Request Message의 전체 Byte 수
NOMB
= size of Data_Source_Id + sizeOf ([Data_Source_Id]) +size of([Number of Component]) + sizeOf (Components)
= 4 + (N1 * 2) + 4 + func (component[]))
where…
FUNCTION func (component[]) returns INTEGER
BEGIN
int count = 0;
for each component in components with index of i := component[i]
{
count +=( size of ComponentName+ (sizeOf (component[i].ComponentName)));
// size of ComponentName + sizeOf (N2*<CHAR>) = (4 +(size of (component[i].ComponentName) *
2))
count +=( size of ComponentValue + sizeOf (component[i].ComponentValue)));
//size of ComponentValue + sizeOf (N3*<BYTE>) = (4 + (size of (component[i].ComponentValue))
}
return count;
END;

Size_of_Data_source_id – Data_source_id 의 글자 수
Data_source_id – ITV 송출 시스템에서 사전 정의해서 DA에 알려준 고유한 문자열
Number_of_Component – Name과 Value로 이루어져 전달 될 데이터 (component)의 개수
Size_of_ComponentName – 업데이트 할 파일 이름의 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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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Name – 업데이트 할 파일 이름. 하나의 Active Request Message에 동일한 파일명이
두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Object Carousel 형식의 데이터 소스에 대하여 적절한 이름은 “ / ” 를 구분자(nameseparator)로 가지는 file의 path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test”,

“test.txt”,

“com/xxx/news/1.dat”,

“stock/data/time.txt”,

“a.b.c.txt”,

“a/b_c.txt”


Stream Event 형식의 데이터 소스에 대하여 적절한 이름은 사전에 협약되어 ITV 송출시
스템에 정의된 평문자열(plain text)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test”, “show_popup”, “disable-alarm”

Size_of_ComponentValue – 업데이트 할 파일의 byte 수
ComponentValue – 업데이트 할 파일의 실제 내용
4.2.3.

응답 (response)

DC는 업데이트 데이터 처리에 대한 결과를 응답정보로 DA에게 전송한다. 응답 데이터는
Passive Response Message형식을 따른다.
4.2.3.1.

Passive Response Message

업데이트 데이터 처리 결과를 전송한다. 갱신 결과를 나타내는 1개의 32-bit 정수를 포함한다.
Passive Response Message는 처리 결과 코드를 포함한다
Syntax

Format

Description

NOMB

<INT>

Number of message bytes

Update_result

<INT>

Result Code

Passive_Response_Message {

}

NOMB – Passive Response Message의 전체 Byte 수
NOMB
= sizeOf ([Update_Result])
= sizeOf (<INT>)
=4

Update_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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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Description

100

성공적으로 ITV 송출시스템에 업데이트 데이터가 전달되었고 최소한의 시간 내
에 송출될 것임

201

Data_source_id가 없습니다.

203

Data source id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204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저장된 서버를 찾을 수 없음

205

설정된 최소 업데이트 시간보다 업데이트 요청 시간이 너무 빠름

3xx

알 수 없는 내부 에러

4.2.4.

연결 해지 (disconnect)

DC부터 업데이트 데이터 처리 결과를 수신하면 DA에서 소켓 연결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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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 본 표준 발간 이전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확약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본 양식을 삭제하지 않
음)

Ⅱ-1.1 지식재산권 확약서(1)
- 발명의 명칭
- 권리자의 성명
- 등록(출원) 번호
- 등록(출원) 연월일
- 실시조건
- 확약서 접수일
해당 사항 없음

Ⅱ-1.2 지식재산권 확약서(2) (스타일 적용-대항목/소항목)
- 발명의 명칭
- 권리자의 성명
- 등록(출원) 번호
- 등록(출원) 연월일
- 실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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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2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 시험인증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각 항목
별로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본 양식을 삭제하지 않음)
Ⅱ-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스타일 적용-대항목/소항목)
해당 사항 없음
(※ 본 표준이 법정강제(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민간임의인증 등의 대상이 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Ⅱ-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해당 사항 없음
(※ 본 표준의 내용에 시험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항목 기재)
(※ 본 표준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표준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험표
준번호와 표준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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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3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 본 표준을 이용함에 있어서 같이 이용 또는 참고해야하는 표준이 있는 경우 작
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본 양식을 삭제하지 않
음)
해당 사항 없음
(※ 표준 열거, 관계 서술, 표준별 역할, 표준별 구조도 등 자유 양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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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참고 문헌
(*표준을 기술하기 위해 참고한 관련 자료에 대해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
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본 양식을 삭제하지 않음)
출처 및 근거 등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표준 또는 문서와
수치, 계산식, 그림 등을 인용한 표준 또는 문서에 대해 기재한다.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참고 문헌의 발간일이 기재된 경우, 해당 표준(문서)의 해당 버전
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표준(권고)의 최신 버
전을 따름
※ 단순한 용어정의, 계산식, 그림 등을 참조하는 경우는 본 항목에 해당 표준(권
고) 등의 정보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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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영문표준에 한해 목차 대항목별 주요 내용 요약 작성하며, 영문표준이 아닌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본 양식을 삭제하지 않음)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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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6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표준의 이력

판수

채택일

제1판

2018.xx.xx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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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담당 위원회

-

PG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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