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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RTC 서비스부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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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전에

2. 배경설명

3. 개발및시험과정

4.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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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전에



 

 에디토와 NHN은 WebRTC 기반화상회의서비스 Dooray! Meeting을공동개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현재국내초중고대상온라인화상수업 서비스를공동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디토, NHN 그리고 Dooray! Meeting

시작하기전에



 

 몇대의미디어서버가필요할까?

 얼마나많은네트워크 트래픽이필요할까?

 동시접속 20만이가능함을 어떻게증명할수있을까?

 도대체이런시험을어떻게해야할까???

온라인화상수업요구사항: 20만명동시접속성능

무엇이문제인가?

학생, 교사(20만명) 화상수업서버(???)

시그널링, WebRTC



 

 가상의사용자를 WebRTC 서비스에 추가하여서버의성능및기능을시험하기위한프로그램

WebRTC 서버부하시험기

어떻게시험할것인가?

WebRTC 서버부하시험기 화상수업서버

시그널링, WebRTC

... 10명

"10명화상수업 300개생성"

시험담당자

... 10명

... 10명

10 x 300 = 3000명



 

 WebRTC 서비스의규모와검증에대해고민하시는 분들

 자신만의 WebRTC 서버시험환경을만들고싶으신분들

이런분들께도움이됐으면좋겠어요

발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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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 온라인화상수업개요및시험기준값정의



 

 화상수업서버는 4개의셀로구성

 셀당 5만명지원(5만명 x 4셀 = 20만명)

 각셀은독립적인 WebRTC 시그널링서버및미디어서버로구성

온라인화상수업시스템구조

온라인화상수업개요 (1)

학생, 교사 LMS 화상수업서버

Cell #1

Cell #4

시그널링, WebRTC

LMS: Lecture Management System



학생및교사수업화면

온라인화상수업개요 (2)



 

 기준화상수업

 교사 1 + 학생 30 수업(31명)

 서로보는모드(SFU 방식)

 기준미디어서버

 기준수업이운용되는 미디어서버

 NHN Dooray Cloud 기본서버(VM)

 기준시험단말

 가상참여자생성단말

 i7 8-core 16GB RAM

기준환경정의

시험을위한기준값정의 (1)

기준화상수업 = 교사 1 + 학생 30(서로보는모드)



 

 기준미디어서버 1대로지원가능한최대수업개수

 최대 7개기준화상수업 동시지원희망

 7 x 31명 = 217명동시접속

 셀하나의미디어서버대수

 5만명기준약 250대서버필요예상

 7 x 250대 = 1,750 화상수업

 1,750 x 31명 = 54,250명동시접속

기준파라메터정의

시험을위한기준값정의 (2)

화상수업서버셀(cell)

기준미디어서버 #1

수업 #1 수업 #2 수업 #7...

기준미디어서버 #2

수업 #1 수업 #2 수업 #7...

기준미디어서버 #250

수업 #1 수업 #2 수업 #7...

1,750개화상수업
54,250명



기준시험환경

시험을위한기준값정의 (3)

기준시험단말풀(pool) 화상수업서버셀(cell)

시그널링, WebRTC

기준시험단말 #1

교사 #A1 학생 #A1 학생 #A30...

교사 #B1 학생 #B1 학생 #B30...

...

...

...

기준미디어서버 #1

수업 #1 수업 #2 수업 #7...

기준미디어서버 #2

수업 #1 수업 #2 수업 #7...

기준미디어서버 #250

수업 #1 수업 #2 수업 #7...

기준시험단말 #2

교사 #N1 학생 #N1 학생 #N30...

...

...

...
...



 

 가상의참여자생성

 기준시험단말로최대한많은참여자를생성할수있어야함

 기준미디어서버성능시험

 최대 7개화상수업을 만들수있어야함

 이를기반으로 최소서버스펙결정

 셀성능시험

 최대 1,750개화상수업을 만들수있어야함

 이를기반으로 셀당미디어서버개수결정

해야할일

시험을위한기준값정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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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RTC 부하시험환경제작

: 그리고각종시행착오들 ...



 

 기준시험단말에서 Chrome으로몇개까지화상수업연결을할수있는지시험

 만약 Chrome을여러개띄울수있으면쉽게시험할수있지않을까?

Chrome으로여러개 WebRTC 연결을해보면어떨까?

첫번째시도 (1)



 

 최대 6~7명정도참여가능

 기준수업 1개를만들기위해 5대기준시험단말필요(31 / 7 + 1)

 기준미디어서버 1대시험을위해 35대기준시험단말필요(5 x 7)

 하나의셀시험을위해 8,750대기준시험단말필요(35 x 250)

시험결과 ..

첫번째시도 (2)

7명 x 5대 >= 31명

. . .

31개



 

 Chrome을여러개띄우는게문제였을까?

 화상수업웹 FE가너무많은리소스를사용하는 건아닐까?

 카메라영상이아니라동영상파일을전송하면 괜찮지않을까?

왜이렇게조금밖에참여시키지못할까?

첫번째시도 (3)



 

 단순 UI

 단일 Chrome 탭사용

 카메라, 마이크대신 WebM 파일을전송

성능시험만을위한단순화된 FE를만들면어떨까?

두번째시도 (1)



시험용웹 FE 화면

두번째시도 (2)



 

 여전히기준수업 1개를만들기위해 5대기준시험단말필요

 시험방법은편해짐 => QA팀이좋아함

시험결과별다른성능개선효과없음 ..

두번째시도 (3)

7명 x 5대 >= 31명

. . .

31개



 

 Chrome이너무많은리소스를사용하는건아닐까?

 Chrome 없이시험할수있는 WebRTC 클라이언트가 있으면많이개선되지않을까?

그러면무슨문제일까?

두번째시도 (4)



 

 Chrome 없이콘솔모드에서 동작

 마이크, 카메라장치대신 WebM 파일사용

 수신된비디오, 오디오패킷을재생하지않음

콘솔기반 WebRTC 테스트클라이언트를만들자!

세번째시도 (1)



 

1) C/C++로최소화된 WebRTC 클라이언트를 만들면어떨까?

 하지만이경우시험결과를신뢰할수없을것임 => 탈락

2) Chromium에서 WebRTC 시험만을 위한기능을빼낼수있을까?

 일정내끝낼수없을것임 => 탈락

3) node.js WebRTC 오픈소스를 활용하면어떨까?

 가장가능성있는방법으로보임 => OK

어떻게개발할것인가?

세번째시도 (2)



 

 'node-webrtc' 선정

 https://github.com/node-webrtc/node-webrtc

 Chromium WebRTC를사용하고있어호환성에문제없을것으로보임

 시그널링기능은기존웹 FE 코드를재활용

어떤 node.js WebRTC 오픈소스를사용할까?

세번째시도 (3)



프로그램구조

세번째시도 (4)

CLI(console)

시그널링모듈(FE)

node-webrtc

시그널링서버

미디어서버

시그널링프로토콜

WebRTC
WebM 파일

콘솔기반 WebRTC 테스트클라이언트



 

 최대 9~11명정도참여가능

 기준화상수업 1개를만들기위해 3대기준시험단말필요

 기준미디어서버 1대시험을위해 21대기준시험단말필요(3 x 7)

 하나의셀시험을위해 5,250대기준시험단말필요(21 x 250)

시험결과약간의개선만있음

세번째시도 (5)

11명 x 3대 >= 31명

. . .

31개



 

 WebRTC에서 WebM 파일을전송하는 경우라도내부적으로 디코딩, 인코딩과정을진행

 고정된품질의 RTP(비디오, 오디오) 패킷을직접보내기위한방법이필요해보임

어떤문제가남아있는걸까?

세번째시도 (6)



 

1) Chromium WebRTC를수정해서 RTP 패킷을바로보내게한다?

 이상적인방법이기는 하지만일정내끝낼수없을것임 => 보류

2) RTP 전송을위한별도프로그램개발?

 몇가지문제가있지만 1) 보다는쉬울듯함 ..

고정된품질로 RTP 패킷을전송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네번째시도 (1)



 

1) DTLS-SRTP key 값을알아야함

 DTLS-SRTP key는 WebRTC 내 ICE 과정이후생성

 이 key 값이있어야 SRTP 전송가능

2) UDP 소스주소(IP, 포트) 중복문제를회피해야함

 WebRTC에서 ICE 이후지정된 IP, 포트로소켓생성

 RTP 전송프로그램이 해당 IP, 포트를사용하는경우 => 바인드(bind) 오류발생

 RTP 전송프로그램이 다른 IP, 포트를사용하는경우 => WebRTC 서버에서 거부처리

3) RTP 콘텐츠필요

 카메라, 마이크를 대신할비디오(VP8), 오디오(Opus) RTP 파일필요

 고정된비트레이트 사용

RTP 전송프로그램개발을위한몇가지문제

네번째시도 (2)



 

 Chromium WebRTC를수정하여생성된 key를파일로기록하도록 수정

 RTP 전송프로그램은 이값을이용하여 RTP 패킷을암호화한 뒤전송

 RTP 암호화는 libSRTP 사용(https://github.com/cisco/libsrtp)

DTLS-SRTP key 값취득방법

네번째시도 (3)



 

 raw socket으로 UDP/IP 패킷을직접구성하여전송

 side effect: raw socket 전송을위해서는 sudo 권한필요

IP, UDP 포트중복문제회피방법

네번째시도 (4)



 

 타임스탬프를 추가한 WebM 파일을만들어 WebRTC로전송

 WebRTC 미디어서버에서복호화된비디오, 오디오 RTP 패킷을파일로저장

 타임스탬프는 RTP 전송프로그램의 정상동작여부를확인하기 위해필요

RTP 콘텐츠제작

네번째시도 (5)

+

overlay WebRTC 전송 WebRTC

미디어서버 RTP 파일

decrypt
+

save

mp4 file

WebM file



전체프로그램구성

네번째시도 (6)

CLI(console)

시그널링모듈(FE)

node-webrtc

시그널링서버

미디어서버

시그널링프로토콜

WebRTC(wo/ SRTP Tx)

RTP Sender
SRTP Tx

RTP 파일

key 파일

콘솔기반 WebRTC 테스트클라이언트



 

 약 20명정도참여가능

 기준화상수업 1개를만들기위해 2대기준시험단말필요

 기준미디어서버 1대시험을위해 14대기준시험단말필요(2 x 7)

 하나의셀시험을위해 3,500대기준시험단말필요(14 x 250)

아직도아쉬운시험결과 ..

네번째시도 (7)

20명 x 2대 >= 31명

. . .

31개



 

 WebRTC는렌더링을 하지않더라도 디코딩은수행

 디코딩도하지않도록 WebRTC 수정필요

아직어떤문제가남아있을까?

네번째시도 (8)



 

 Chromium WebRTC에서수신된비디오, 오디오 RTP 패킷을버리도록수정

 WebRTC 연결이끊어지지않도록주의필요

WebRTC에서비디오, 오디오디코딩을하지않도록수정하자!

다섯번째시도 (1)



 

 기준화상수업 4개생성가능(CPU 70% 사용)

 기준미디어서버 1대시험을위해 2대시험단말필요

 하나의셀시험을위해 500대시험단말필요(2 x 250)

이제야어느정도결과가 ..

다섯번째시도 (2)

기준수업 4개

. . .

31개

. . .

31개

. . .

31개

. . .

31개

총 124개 Chrome 화면연결
효과



기준화상수업화면

다섯번째시도 (3)



 

 기준시험단말두대(에디토사내) -> 기준미디어서버(NHN Cloud)

 기준미디어서버스펙확정

 그런데 5만동시접속시험은어떻게해야할까?

기준미디어서버 1대로 7개기준화상수업지원가능확인

기준미디어서버성능시험

...

기준시험단말 #1

... ... ...

기준화상수업 x 4

기준시험단말 #2

... ... ...

기준화상수업 x 3

기준미디어서버

WebRTC

기준화상수업 7개 = 217명



 

 3개셀을이용하여 1개셀시험

 3개셀미디어서버 750대 + 추가투입 125대

 총 875대 VM을시험단말로활용

 1,750개화상수업생성(875 x 2), 최대 54,250명입장목표(1,750 x 31)

 원격시험기능필요

 WebRTC 테스트클라이언트에 원격제어기능추가

 875개미디어서버에설치후원격에서일괄제어

어떻게시험할것인가?

5만동시접속시험 (1)



시험환경구성

5만동시접속시험 (2)

Cell #2

Cell #3

Cell #4

...

x 250 x 2

...

x 250 x 2

...

x 250 x 2

추가투입 VM

...

x 125 x 2

원격제어콘솔

미디어서버 875대 x 2 = 1,750 화상수업(54,250명)

Cell #1

시그널링, WebRTC수업생성, 참여,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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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상용서비스를 이용하면어땠을까?

 RTP 전송은 WebRTC에서처리하도록 해야하지않았을까?

 부하모니터링 기능을좀더강화해야하지않았을까?

만약충분한시간이있었다면어떤선택을했을까?

작업내용리뷰 (1)



 

 testRTC(https://testrtc.com/) 등

상용서비스를이용했으면어땠을까?

작업내용리뷰 (2)



 

 WebRTC 기능추가 vs. RTP 전송프로그램개발

RTP 전송은 WebRTC에서처리하도록해야하지않았을까?

작업내용리뷰 (3)

CLI(console)

시그널링모듈(FE)

node-webrtc

시그널링서버

미디어서버

시그널링프로토콜

WebRTC(wo/ SRTP Tx)

RTP Sender
SRTP Tx

RTP 파일

key 파일



 

 chrome://webrtc-internals 정보활용

부하모니터링기능을좀더강화해야하지않았을까?

작업내용리뷰 (4)



 

 아래환경에서 빌드확인

 Ubuntu 20.04.1 LTS

 gcc v9.3.0(Ubuntu 9.3.0-17ubuntu1~20.04)

 cmake v3.16.3

 git v2.25.1

 node v10.19.0

 ninja v1.10.0

 빌드절차는아래 URL 참조

 https://github.com/node-webrtc/node-webrtc/blob/develop/docs/build-from-source.md

node-webrtc 빌드환경(WebRTC 포함)

개발환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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