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고에서는 차세대 북미/한국 지상파 방송표준인 ATSC 3.0

의 프로토콜 구조를 알아보고, ROUTE/DASH 의 기술에 대하

여 심층 설명하고 개발 동향과 서비스 계획을 알아본다.

Ⅰ. 서 론

국내/외 많은 방송 시스템에서 UHD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었

으며, 국내 방송사들과 가전 제조 업체들은 가장 빠르게 국내/

외 흐름을 타고, 북미 ATSC3.0 표준에 기반한 국내 UHD 송수

신 정합 표준 제정 및 국내 실무반 운영 등을 통해 2017년 2월 

국내 지상파 UHD 본 방송을 목표로 방송 시스템의 새로운 세

계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상파 UHD 송수신 정합의 기

본이 된 북미 ATSC3.0 표준 역시,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현

재 방송 시스템에서 부족한 점,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수집하

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송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지원되

어야 할 요구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정의를 하였다. 요구 사항

은 Physical Layer, Management Layer, 그리고 Application 

Layer 별로 나누어서 정의 되었으며, 본 고에서 집중적으

로 다루고자 하는 ROUTE/DASH 프로토콜 기술의 내용은 

Management Layer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ATSC 북

미 표준 단체에서는 S31이라는 서브 그룹에서 요구사항 정의를 

담당하였으며, 실제 시스템의 Delivery 기술 및 서비스 시그널

링 등 Management Layer에서 필요한 기술을 정의하는 S33 

서브 그룹 및 Ad-hoc 그룹에서는 S31에서 정의한 요구사항 문

서에 기반하여 Management Layer를 설계하고 정의한다.

ATSC 3.0 방송 표준에서 정의한 요구 사항 및 그에 따른 용

어 정의에서 눈 여겨 볼 만한 사항은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방송망 및 브로드밴드망으로 

전송되는 방송 콘텐트들을 사용자가 보기에는 불편함이나 차이

점 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ATSC 3.0 북미 표준에

서 요구 사항으로 기입 되었고, 국내 방송 시스템에서도 역시, 

지상파 국내 UHD 방송 서비스에서도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대

한 요구 사항은 공통적으로 적용 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발 맞추어 ATSC 3.0 방송 표준 및 국내 

UHD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의 프로토콜 스택 구조는 방송망 

및 브로드밴드 망을 모두 아우르는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개념

적인 구성도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SC 3.0 북미 표준 및 국내 

UHD 방송 표준에서는 방송망을 통해서는 MPU를 전송하는 

MMTP라는 전송 프로토콜과 DASH Segment및 NRT 파일들

을 전송하는 ROUTE/DASH 전송 프로토콜 두 가지 방식을 정

의한다. 또한, 브로드밴드망을 통해서는 ROUTE/DASH와 마

찬가지로, DASH[1] segment및 NRT 파일들이 TCP/IP를 통해 

전송된다. 본고에서는 방송망에서 사용되는 ROUTE/DASH 전

송 프로토콜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ATSC3.0의 요

구사항에 부합되어 드러나는 강점 및 이를 바탕으로 실제 방송 

시스템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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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DASH 표준 기술 소개

그림 1. ATSC3.0 방송 표준 프로토콜 스택

JULY·2016 | 25

UHDTV 편집위원 : 권기원(전자부품연구원)



Ⅱ. 본 론

1. ROUTE 정의 및 배경

ROUTE란 Real-Time Object Delivery over Unidirec-

tional Transport의 줄임말이다. ROUTE라는 전송 프로토콜이 

ATSC 3.0 전송 프로토콜로 제안된 배경은 기존의 방송 표준에

서 사용해 오던 M2TS 포맷 대신, 브로드밴드망에서 Adaptive 

Streaming을 위해 사용되는 DASH segment[1]를 방송망에서

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하이브리드 서비스 구현에 보다 높

은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DASH segment[1]

는 ISO BMFF[2] 파일 형식을 따르며, 실시간으로 전송되

는 ROUTE packet들은 브로드밴드망으로 전송되는 DASH 

segment[1]와 같다.

ROUTE는 실시간으로 DASH segment[1]들을 전송하기 위해

서 파일을 전송하는 FLUTE[3] 이라는 전송 프로토콜을 확장한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의 FLUTE[3]에서 정의한 파일 전송 방

식은 ROUTE를 통해 방송망으로 비실시간 파일을 전송하는 경

우, FLUTE[3]에서 정의한 내용을 준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FLUTE[3]과 ROUTE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타입 

및 그에 따른 시그널링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2. ROUTE의 기본 구조

ROUTE session은 각 session별로 유일한 source IP ad-

dress, destination IP address 그리고 destination Port조합

으로 구별되는 전송 session이다. ROUTE session은 하나 이

상의 LCT[4] channel들로 구성되며, 하나의 LCT[4] channel

은 TSI(Transport Session Identifier)에 의해 식별된다.           

<그림 4>는 ROUTE session 및 LCT[4] channel의 기본 구조

에 대한 개념도이다.

3. ROUTE packet 구조

ROUTE packet은 확장된 LCT Header 및 ROUTE Header 

추가 영역을 포함하여 전송된다.

기본적인 LCT 헤더 포맷은 <그림 6>과 같다. ROUTE는 기

본적인 LCT 헤더 포맷의 특정 필드들을 실시간 전송 목적에 맞

게 변형 혹은 제약을 두어서 정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기본적인 LCT 헤더를 확장하여 사용되는 LCT extension 헤더 

필드에서 ROUTE에서 실시간 오브젝트 전송을 프리젠테이션 

할 때에 사용되는 EXT_ROUTE_PRESENTATION_TIME과 

같은 시간 정보를 추가/확장하였다.

• V: LCT Version Number ┌ ‘0001’

• C: Congestion Control Flag ‘00’

• PSI: Protocol Specific Information ‘10’

• S: TSI flag ┌ ‘1’

그림 2. FLUTE을 통한 비실시간 파일 전송 예

그림 3. ROUTE를 통한 실시간 콘텐트 전송 예

그림 4. ROUTE 기본 구조

그림 5. ROUTE packet 구조

26 | 정보와 통신

주제 | UHDTV, IP Hybrid 방송 서비스를 위한 ATSC 3.0의 ROUTE/DASH 표준 기술 소개



• O: TOI flag ┌ ‘01’

• H: Half-word flag ┌ ‘0’

• A: Close Session Flag

• B: Close Object Flag

• HDR_LEN: LCT header length

• CP: Code Point

• CCI:┌not use

ROUTE packet은 LCT 헤더의 확장 부분을 이용하여, EXT_

ROUTE_PRESENTATION_TIME 값을 표시한다. 해당 LCT 

확장 헤더는 HET 값으로 66을 가지며, 64-bit NTP 타임스탬

프 값을 가지며, 이 값은 SCT(Sender Current Time)보다 항

상 큰 값을 가져야 한다. <그림 7>은 12-byte 길이의 EXT_

ROUTE_PRESENTATION_TIME 헤더의 구조이다.

4. UHDTV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ATSC 3.0 방송 표준과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표준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방송 시청자에게 UH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절에서는 ATSC 3.0 방송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

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ROUTE 전송 프로토콜이 

서비스 전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시그널링 방안에 대해

서 세부적으로 알아본다.

방송망으로 전송되는 물리적인 채널의 스트림과 개념적으로 정

의되는 서비스 및 ROUTE session의 관계는 <그림 8>과 같다.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은 하나 이상의 물리 계층 파이프

로 구성이 되며, 하나의 물리 계층 파이프는 하나 이상의 LCT 

Channel로 구성된다. LCT Channel과 ROUTE session의 관

계는 앞서 2절을 참고한다.

<그림 9>는 ATSC 3.0 방송 표준에서 서비스의 분류와 각 서

비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간의 개념적인 구성도를 나타낸다.

ATSC 3.0 표준과 지상파 UHDTV 방송 표준에서는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5개의 타입으로 분류한다.

• Linear Audio/Video Service.

• Linear Audio-Only Service

• App-Based Service.

• ESG Service.

• EAS Service.

ROUTE로 전송되는 Linear TV/Radio 서비스는 실시간으

로 비디오/오디오/자막 컴포넌트들을 DASH segment로 전송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 개념 모델에서도 Linear 서비스

그림 6. 기본 LCT 헤더

그림 8. Entity Relationships and addressing Architecture

그림 9. 서비스 개념 모델

그림 7. EXT_ROUTE_PRESENTATION_TIME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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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Time 컴포넌트와의 관계를 보면, Time과 관련된 정보가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App-Based 서비

스 혹은 데이터 서비스는 Time과 관련된 값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각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이터들

이 반드시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pp-Based 서비스는 시청자가 해당 서비스를 선택했을 경우, 

방송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어 시청자에게 어떠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Data 서비스는 ESG 

혹은 재난과 관련된 Rich media resource와 같은 데이터를 전

송하는 서비스임을 의미한다. 위에서 분류한 5가지 서비스 카

테고리는 LLS 시그널링 중의 하나인 SLT(Service List Table)

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값에 따라 수신기에서는 시청자에게 채

널 맵을 통해 서비스 획득 가능 여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

UHDTV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는 UHD Video 컴포넌트, 

audio 컴포넌트 그리고, 자막 컴포넌트를 방송망과 브로드밴드

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전송되는 컴포넌트간

의 동기화는 보장되어야 한다. 방송망에서 ROUTE 전송 프로

토콜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브로드밴드망에서 전송하는 DASH 

segment와 동일한 형태의 DASH segment를 전송하기 때문

에, 송신기 및 수신기에서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시스템 구성 시 

ROUTE 전송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ROUTE 서비스 획득을 위한 서비스 시그널링

앞 절에서 ROUTE 전송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되는 ROUTE 

packet의 구조와 서비스의 분류 및 서비스 개념 모델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하이브리드 UHDTV 방송을 위해 방송망 그리고/

또는 브로드밴드망으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전송하

는 경우, 방송사는 시청자가 방송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그널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시그널링은 사용자가 시청하려고 하는 때에 필요로 하는 서

비스 획득에 필요한 정보이다. ATSC3.0 북미 표준과 국내 

UHDTV 방송표준에서 정의한 서비스 시그널링은 서비스 컴포

넌트들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이러한 구조를 만족시키

기 위해 서비스 시그널링은 두 단계의 구조를 가진다. LLS(Low 

Level Signaling)중의 하나인 SLT에서는 방송사에서 제공하

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리스트를 나타내며, 각각의 서비

스는 SLS(Service Layer Signaling) 데이터들이 전송되고 있

는 ROUTE session의 정보를 알려준다. 이와 같이 SLT에 기입

된 서비스의 SLS 정보를 Bootstrapping 정보라 일컬으며, 수

신기에서는 시청자가 서비스 획득을 요구했을 때 SLS가 전송되

는 ROUTE session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획득함으로써, 서

비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전송 경로 및 Property 정보들을 

획득하여 최종적으로 화면에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다.

ROUTE 서비스는USBD/USD, S-TSID, MPD와 같은 시

그널링을 통해 시청자가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USBD/USD는 해당 서비스가 어떠한 property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와 SLT에 기술된 Service가 가지고 있는 식별

정보인 @serviceId를 필수 속성값으로 갖는다. 또한 ROUTE 

service의 다른 SLS를 reference하는 @fullMPDUri와 @

sTSIDUri를 갖는다. USBD/USD에서 가리키는 fullMPD는 

ROUTE 서비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의 property에 대한 정보

를 기술하고, 각 컴포넌트의 식별 정보를 가진다. S-TSID는 서

비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전송 경로를 알려주는 시그널링

이다. 방송망을 통해 컴포넌트들을 전송하는 경우, ROUTE 서

비스의 S-TSID는 전송 객체들의 실시간/비실시간 전송 여부에 

관계 없이 전송되는 ROUTE SLS이다.

MPD는 ROUTE 방송망과 브로드밴드망으로 전송되는 모든 

DASH segment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USBD/USD에서 참

조하는 MPD의 속성값이 이름이 @fullMPDUri인 이유는 이와 

같이 방송망/브로드밴드망의 모든 DASH segment에 대한 정

보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ATSC3.0 북미 방송 표준과 UHDTV 

국내 방송 표준에서 사용하는 MPD는 @type 속성값을 ‘dy-

namic’값만 가지는 것으로 제한한다.

S-TSID는 DASH segment가 전송되는 ROUTE session과 

LCT channel의 정보를 기술하는 SLS이다. 따라서, full MPD

에서 기술하고 있는 DASH segment중, ROUTE 방송망을 통

해 전송되는 DASH segment와 매핑되는 정보들이 S-TSID에

서 기술되어야 한다. S-TSID는 ROUTE에서 사용되는 EFDT

를 embedded 형식 또는 reference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ROUTE가 실시간 오브젝트 전송을 위해 확장된 것처럼, EFDT 

역시 기존의 FLUTE에서 사용되던 FDT를 확장하여 수신기에

서 생성 가능하도록 FileTemplate을 정의/확장하고 있다. <그

그림 10. ROUTE TOI-DASH segment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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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0>에서는 S-TSID에 embedded된 EFDT와 MPD에서 시

그널링하는 ROUTE 서비스의 DASH segment 매핑 관계를 보

여준다.

6. ROUTE/DASH의 서비스의 실시 예

본 절에서는 ROUTE/DASH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SLT/SLS 구성이 어떻게 기술되는지 몇 가지 예제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한다.

가. 방송망으로 전송되는 Linear 서비스 획득

<그림 11>과 같이 방송망으로 전송되는 하나의 물리채널에

서 ROUTE 전송 프로토콜로 Linea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LT는 Dedicated IP/Port를 통해 전송되며, 해당 브로드캐스

트 스트림으로 전송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아래 그림은 SLT의 한 예이다. 서비스 카테고리는 Linear TV 

서비스임을 알려주며, broadcast로 전송되는 SLS의 정보 (SLS 

bootstrapping) 또한 기술되어 있다.

<그림 12> SLT에서 알려주는 SLS bootstrapping 정보

는 서비스의 SLS가 전송되는 ROUTE session의 정보이며, 

ATSC3.0 북미 표준은 ROUTE session의 특정 LCT channel 

(TSI =0를 가지는 LCT channel)로 SLS가 전송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 ESG 서비스 획득 및 운용

서비스 가이드 정보는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서 시청자가 미리 정보를 제공 받고,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프

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방송

사에서는 서비스 가이드를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

며, 국내 UHDTV 방송 표준에서는 서비스 가이드에서 Preview

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미리 보기 또는 다시 보기 서비스를 즐

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가이드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망 혹은 브로드밴드망으로 ESG 데

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ESG 데이터는 OMA[5]에서 정의하

는 metadata fragment들로 구성되며, 각 fragment는 XML 

형태의 파일로 구성되어 압축되어 전송된다. 서비스 가이드 파

일들은 비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파일로 구성되며, 서비스 개념 

모델에서 데이터 서비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SLT의 service 

category가 ESG 서비스로 정의된 서비스는 방송망으로 전송되

는 경우 ROUTE 전송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되며, 비실시간으

로 전송되기 때문에 기존의 FLUTE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 송/

수신한다. 수신기에 비실시간으로 전송된 파일들은 수신기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면에 보여진다.

<그림 14>는 ROUTE 전송 프로토콜을 통해 OMA에서 정의한 

Service Guide 데이터(SGDD, SGDU)들이 전송되는 예이다.

ESG 서비스는 비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므

로, 실제 전송 규약은 FLUTE[3] 전송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른

다. 단, Linear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ESG 서비스로 분류된 서

비스는 SLT의 서비스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ESG가 브

로드캐스트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ROUTE 전송 프로토콜을 따

르는 ROUTE session의 SLS Bootstrapping 정보가 기입된다. 

<그림 15>는 ESG 서비스를 위한 SLT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1. 방송망으로 전송되는 Linear Service 구조

그림 12. SLT 예

 그림 13. SL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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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서비스의 경우, Linear 서비스에서 DASH segment의 

property 및 representation id를 기술하는 MPD는 사용되지 

않는다. ESG 서비스의 SLS는 USBD/USD와 S-TSID로 구성

되며, USBD/USD에서는 @sTSIDUri 값으로 S-TSID URI값

을 참조하도록 한다. <그림 16>은 ESG 서비스의 SLS를 구성한 

예이다.

다. EAS 서비스 획득 및 운용

북미 ATSC3.0 표준에서는 Advanced Emergency Alert

을 위해 AWARN, AEA-FG(Advanced Emergency Alert-

Focusing Group)과 같은 working group을 운영하여, 

ATSC3.0 방송 시스템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alert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Advanced Emergency Alert이라 

함은 단순히 화면상에 텍스트 보이는 재난 경보 외에 이미지, 동

영상과 같은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가 눈에 보이는 메시지 

혹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alert message를 전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EAS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북미/국내 방

송 표준에서는 관련된 rich media 파일들을 비실시간으로 전송

하는 EAS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EAS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파일들은 방송망 또는 브로드

밴드망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방송망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ROUTE 전송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 가능하다.

7. ROUTE/DASH의 서비스의 Overall Flow

ROUTE/DASH 서비스는 북미 ATSC 3.0 방송 표준 및 국

내 UHDTV 방송 표준에서 정의한 규격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Flow를 통해 송/수신된다.

그림 14. ESG Service 전송 예

그림 15. SLT 예

그림 16. SLS 예

그림 17. 송신기 Flow

그림 18. 수신기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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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국내/외 많은 업체들은 UHDTV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본 

방송 실현을 위해 ATSC3.0 북미 표준과 국내 UHDTV 방송 표

준에 설계된 기술에 따라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UHDTV 서비스 본 방송 실현에 앞서, 방송사

와 많은 장비업체들은 ROUTE 기술 구현 및 전시/시연을 통해 

ROUTE 기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이미 입증해낸바 있다.

ROUTE/DASH 개발을 통해 세계최초로 Live 4K UHD TV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며, ROUTE/DASH 전

송을 통한 Advanced Emergency Alert 역시, NAB와 같은 

국제 전시회에서 UHDTV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Advanced ESG시연을 통해 UHDTV 서비스는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다는 점도 UHDTV의 매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AWARN이나 Advanced ESG와 같이 부가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ROUTE/DASH의 

MDE 모드를 구현하여, 방송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 변

경 시간을 줄이고, 안정성 또한 높일 수 있었다.

북미, 한국의 방송사 및 방송장비업체들은 ROUTE/DASH기

술을 개발하면서, ATSC3.0 북미 표준과 국내 UHDTV 방송 표

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UHDTV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의 실현을 눈 앞에 두고 있다. ROUTE 전송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UHDTV방송의 신세계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ISO/IEC: ISO/IEC 23009-1:2014, “Information tech-

nology —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DASH) — Part 1: 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 and 

segment forma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nd Edition, 5/15/2014. 

[2] ISO/IEC: ISO/IEC 14496-12 Fourth edition 2012-

07-15 Corrected version 2012-09-15, “Information 

technology — Coding of audio-visual objects — Part 

12: ISO base media file format.”

[3] IETF: RFC 6726, “FLUTE - File Delivery over Uni-

directional Transport,”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Reston, VA, November, 2012. http://tools.

ietf.org/html/rfc6726

[4] IETF: RFC 5651, “Layered Coding Transport (LCT) 

Building Block,”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Reston, VA, October, 2009. http://tools.ietf.org/

html/rfc5651

[5] OMA: “Service Guide for Mobile Broadcast Services,” 

Version 1.0.1, document OMA-TS-BCAST_Service_

Guide-V1_0_1-20130109-A, Open Mobile Alliance, 

09 January 2013.

약   력

1998년 이화 여자 대학교 컴퓨터학과 학사

2002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석사

2004년 LG전자 입사

주관심분야:  브로드캐스팅, 멀티미디어방송, 방송 

시그널링, 데이타베이스, XML

곽�민�성

JULY·2016 | 31

주제 | UHDTV, IP Hybrid 방송 서비스를 위한 ATSC 3.0의 ROUTE/DASH 표준 기술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