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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민, 이환욱, 송황준 (포스텍) / FIF Te stb e d WG

모바일 기기의 사용량 증가 및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모바일 비디오 트래픽의 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 MPEG은 MPEG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DASH) 라는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였다 [1]. MPEG-DASH
는 HTTP 상에서 비디오 세그먼트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각종 정보(제공 가능한 세그먼트의 Bitrate,
URL, 자막 정보 등)의 표준화 된 형식(Format)을 제공한다. 서버는 표준화 된 스트리밍 정보를 DASH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DASH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대역폭 또는 로컬 자
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세그먼트를 서버에 요청하여 스트리밍을 수행한다. 이러한 Client-Pull 패러
다임의 스트리밍은 Server-Push 패러다임의 스트리밍 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끊김 없는 스트리밍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DN 인프라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MPEG-DASH는 현재 YouTube, Netflix와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제어 방식은 서버와 네트워크 측면에서 최적의 운영을 기
대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서버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요청에만 응답할 뿐 클라이
언트의 제어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없고,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측정한 네트워크 상태 정보만을 사용
할 뿐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정보는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
근 MPEG에서는 Server and Network Assisted DASH(SAND)라는 표준화 기술을 발표하였다 [2, 3].
MPEG-SAND는 DASH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협력(Coordination)을 통한 스트리밍 성능의 향상
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제공한다. 즉, MPEG-SAND에서는 클라
이언트의 피드백(Feedback)을 기반으로 서버 및 네트워크에서의 지능형 캐싱(Intelligent caching)과
전송 최적화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서버 및 네트워크의 다양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함
으로써 기존 보다 향상된 비디오 세그먼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아래의 그림 1은 MPEG-SAND의 참
조 구조(Reference architecture)를 보여준다.

그림 1. MPEG-SAND 참조 구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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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MPEG-SAND는 DASH 클라이언트, Regular Network Elements(RNE), DASH-aware
Network Elements(DANE), 그리고 Metrics Server로 이루어진다. RNE는 기존의 라우터, WiFi AP
등과 같은 네트워크 요소로써 DASH의 스트리밍 정보나 비디오 세그먼트를 인식하지 못한다. 반면에
DANE은 RNE와 달리 DASH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네트워크 요소이다. Metric 서버
역시 DASH 정보를 인식할 수 있고, DASH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양한 metric들을 수집한다.
Parameters Enhancing Delivery(PED) 메시지는 DANE 간 통신을 위한 메시지이며, Parameters
Enhancing Reception(PER) 메시지는 DANE으로부터 DASH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위해 필요한 메
시지이다. 또한 Status 메시지와 Metric 메시지는 각각 DASH 클라이언트로부터 DANE 및 Metric 서
버 간 통신에 사용한다. DASH 클라이언트는 Status 메시지와 Metric 메시지를 사용하여 요청 세그먼
트의 품질 정보나 앞으로 수신할 가능성이 높은 세그먼트의 정보 등을 DANE에게 알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버나 Proxy에서는 지능형 캐싱이나 실시간 미디어 처리(Real-time media processing)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DANE은 PER 메시지를 통해 현재 캐싱된 세그먼트의 정보, 세그먼트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 네트워크의 Throughput/QoS와 같은 정보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DASH 클라이언트는 보다 지능적인 세그먼트 선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MPEG-SAND에서 제시하는 개념과 유사하게 DASH 클라이언트와 미디어 서버 사이에서 SDN
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었다. Bentaleb et al. [4] 이 제안하는 SDNHAS는 SDN/NFV 기반
의 스트리밍 시스템으로써 강화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들의 QoE를 최대화하는
세그먼트의 bitrate를 선택한다. Kleinrouweler et al. [5] 은 SDN 기반으로 DASH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
서 세그먼트의 bitrate를 선택하고, 선택된 bitrate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전송함으로써 네
트워크의 트래픽을 동적으로 제어한다. Bhat et al. [6] 이 제안하는 SABR은 SDN의 장점을 활용한
네트워크 보조방식의 스트리밍 시스템이다. SABR은 링크 당 이용 가능한 대역폭 정보와 네트워크 캐
시 컨텐츠 정보를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여 QoE를 향상시킨다. 앞서 언급한 연구와 같이 앞
으로도 서버와 네트워크 간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 스트리밍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DN/NFV 기술의 적용을 통해 실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실용
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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