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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pid increase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 and smart pad have raised the needs for seamless multimedia services 

during moving at anytime and anywhere. Current 4G mobile devices are equipped with both 4G (LTE) and WLAN (WiFi) interfaces, and 

mobile services operators provide wireless Internet services using 4G network with a wider coverage and WiFi zone. Generally users 

prefer to use the Internet services through WLAN rather than LTE in the coverage of WLAN. However, since WLAN has a long L2 

handover latency, it is difficult to support seamless services during a handover.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efficient handover scheme 

based on flow mobility for WLANs to support a seamless service during handovers by using the overlaid 4G network with a wider 

coverage. Also, we showed the out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on a test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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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동 에도 끊김없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 하고 

있다. 재 4G 모바일 기기들은 4G (LTE)와 WLAN (WiFi)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동 통신사업자들은 커버리지가 넓은 4G망

뿐만 아니라 WiFi zone을 통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으로 사용자들은 WLAN 커버리지내에서는 LTE를 통한 서비스

보다도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이 없는 WLAN을 통한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WLAN은 L2 핸드오버 지연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핸드오

버를 수행하는 동안에 끊김없는 서비스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flow mobility를 기반으로 WLAN 간에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동

안 서비스 반경이 넓은 4G망을 활용하여 끊김없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으며, 테스트베드 구 을 통하여 제안 방안의 우

수성을 검증하 다.

키워드 : 무선랜, 4G, PMIPv6, 로우 이동성, 끊김없는 핸드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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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필요성이 증 하고 있다. 재 4G 모바일 기기들은 4G 

(LTE)와 WLAN (WiFi)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

며, 이동 통신사업자들은 커버리지가 넓은 4G망뿐만 아니라 

WiFi zone을 통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으로 사용자들은 WLAN 커버리지 내에서는 LTE를 

통한 서비스보다도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이 없는 WLAN을 

통한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WLAN은 L2 (Layer 

2) 핸드오버 지연이 매우 크기 때문에 AP (Access Point) 

간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동안에 끊김없는 서비스를 지원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WLAN에서는 핸드오버를 해 매

번 스캐닝, 인증, 재결합과정을 수행해야 하기에 때문에 수 

까지의 긴 L2 핸드오버 지연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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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inding cache before flow handover

PMIPv6

Flow X
Flow Y
LMA

MAG2 routing state

Destination Next hop

Pref2::/64 Interface2

MAG1 routing state

Destination Next hop

Pref1::/64 Interface1

Pref2::/64 Interface1

4G WLAN

MAG1 MAG2

Binding cache

ID Interface Prefix AR

MN1 If1
Pref1::/64
Pref2::/64

MAG1

MN1 If2 Pref2::/64 MAG2

Flow Binding cache

ID FID AR

MN1 Flow X MAG1

MN1 Flow Y MAG1

Fig. 2. Binding cache after flow handover

있다[1]. 

본 논문에서는 4G와 WLAN의 다  인터페이스를 갖는 

모바일 기기를 해 flow mobility를 기반으로 WLAN간에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동안 커버리지가 넓은 4G망을 활용하

여 끊김없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으며, 

테스트베드 구 을 통하여 제안 방안의 우수성을 검증하

다. 단말의 IP mobility를 지원하기 한 방안으로는 네트워

크 기반의 이동성 리기술인 PMIPv6 (Proxy Mobile IPv6)

를 고려하 다.

재 단말의 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flow별로 이동

성을 지원할 수 있는 flow mobility 기술은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를 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호스트 기반의 flow mobility의 경우 이미 표 으

로 제정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기반의 flow mobility 기술의 

경우에는 IETF netext 워킹 그룹에서 표 화를 진행하고 있

다[2-5]. Flow mobility의 장 은 flow 기반의 이동성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특성에 가장 합한 네트워크를 선택해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어, QoS/QoE (Quality of Service/Quality 

of Experience)를 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flow mobility의 표

화 동향과 WLAN 핸드오버에 해서 설명을 하고,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WLAN과 첩된 4G망을 이용한 

flow 기반의 WLAN 핸드오버 방안에 해 설명한다. 4장에

서는 제안방안을 테스트베드로 설계  구 하여 테스트베

드 상에서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로우 이동성

로우 이동성 (flow mobility)를 지원하기 한 multiple 

CoA (Care of Address) 등록, flow binding, traffic selector

의 3가지 항목에 한 표 은 IETF RFC 5648, 6088, 6089

로 제정되어 있다[3-5].

Flow mobility는 하나의 HoA (Home Address)에 여러 

개의 CoA가 할당 되어 같은 HoA를 가지고 서로 다른 CoA

를 통해서 트래픽을 달해야 한다. 따라서 IETF RFC 5648

에서는 flow mobility를 지원하기 해 기존의 Binding 

Update (BU)를 확장하여 mobility option에 각각의 CoA들

을 구분하기 한 Binding Identification number (BID)를 

추가하 다[3].

Flow mobility는 flow 단 의 이동성을 지원해주기 때문

에 flow에 따라 선택 으로 트래픽을 이동 시킬 수 있다. 이

를 해 flow 단 의 binding이 필요하다. 따라서 Home 

Agent (HA)는 기존의 binding cache 뿐만 아니라 flow 

binding cache를 유지한다. Flow binding cache는 BU를 통

해서 기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며, flow binding 정보

를 달하기 해 기존의 BU의 mobility option에 flow 

binding 정보를 추가하 다[4].

각 항목은 각각의 flow를 구분하기 한 Flow Identification 

(FID)와 우선순 를 나타내는 Flow Identification Priority 

(FID-PRI), 그리고 트래픽 지정자 (traffic selector)로 구성

된다. 트래픽 지정자는 각 flow에 트래픽을 어떤 인터페이스

를 통해 달해주는 지를 지정해주며, LMA (Local Mobility 

Anchor)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flow 단 로 구분해주는 역할

을 한다. 트래픽 지정자는 flow binding cache에 장되며, 

flow binding 정보와 함께 HA로 달된다[5].

네트워크 기반의 flow mobility는 호스트 기반의 flow 

mobility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성 리 기

술을 지원하기 해 확장 구 되었으며, IETF netext 워킹 

그룹에서 표 화를 진행하고 있다. [6]에서는 PMIPv6를 기

반으로 flow mobility를 지원하기 하여 단말에 Logical 

interface (LIF)가 추가하 다. LIF 주 기능은 각기 다른 인

터페이스로부터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트래

픽을 하나의 IP 주소로 합쳐주어 IP 계층에서는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한 이종 망

간의 핸드오버와 멀티호  그리고 flow mobility를 지원하기 

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7]에서는 PBU (Proxy 

Binding Update)와 PBA (Proxy Binding Acknowledgment)

의 확장을 통해서 flow binding 정보를 달하며 한 LMA

와 MAG (Mobile Access Gateway)간에 HNP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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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LAN L2 handover procedure

Network Prefix)를 주고받기 하여 HUR (HNP Upade 

Request), HUA (HNP Update Acknowledge)를 PBU와 

PBA를 확장하여 새롭게 정의 하 다.

그림 1과 그림 2는 flow mobility 핸드오버에 있어 핸드

오버 수행 /후의 binding cache의 변화를 보여 다. LMA

는 binding cache 뿐만 아니라 추가 으로 각 단말이 이용

하는 flow를 구분하기 한 flow binding cache를 리한다. 

한 MAG들은 단말의 인터페이스에 할당되어진 HNP를 

리하여 단말로 달되는 로우의 라우 을 수행한다. 그림 

1에서 단말이 MAG2와 연결이 끊어지거나 단말 혹은 LMA

가 flow 핸드오버를 결정하게 되면, LMA는 핸드오버 상 

flow (flow Y)와 함께 이동 단말의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HNP 정보를 MAG1에게 달한다. MAG1이 flow binding 

cache의 업데이트를 수행한 이후의 binding cache는 그림 2

와 같이 변경되어 flow Y가 MAG1을 통하여 이동 단말에

게 달된다.

2.2 WLAN 핸드오버

이동 단말의 WLAN에서의 핸드오버 차는 그림 3과 같

다. 단말이 기존에 연결된 AP와 연결이 끊어지고 나면 새로

운 AP와 연결을 하기 해 모든 채 을 돌아가며 Probe 

Request를 보내 주변에 치한 모든 AP를 찾고, 서비스 받

기에 가장 합한 최 의 AP를 선정을 하는데 이를 스캐닝 

과정이라 한다. Probe Request를 보내고 나서 Min Channel 

Time에서부터 Max Channel Time 사이의 시간 값  임의

의 값을 선택하여 Probe Response를 기다린다. 이런 방식의 

스캐닝 차는 매우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AP로부터 

오는 Beacon을 받아 최 의 AP를 찾는 Passive 스캐닝과 

이 에 받은 Probe Request를 기반으로 특정 채 만을 선택

해 스캐닝 하는 Selective 스캐닝 등의 다양한 스캐닝 방법

을 통해 스캐닝 시간을 이기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스캐닝 과정이 완료되면 선택한 AP로 자신의 인증 정보

를 authentication request 통해 보내게 되고, AP는 인증 정

보를 확인한 후 authentication response를 통해서 인증정보

가 유효한지를 알린다. 인증 정보가 유효한 경우에는 AP와

의 인증이 성공 으로 완료되며, 다음 단계인 재결합 과정으

로 진행된다. Reassociation request와 reassociation response

를 통해서 재결합 과정을 성공 으로 수행하면 L2 핸드오버

를 완료한다[8].

WLAN에서 핸드오버 지연을 이기 한 다양한 핸드오

버 방안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9]에서는 시간 소모가 

많은 스캐닝을 핸드오버할 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

오버에 앞서 미리 수행하는 Proactive Scan을 기법을 제안

하 다. 스캐닝을 언제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핸드오

버는 언제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기 해 송률과 신호 세

기를 이용하 다. 그러나 이 기법은 모든 채 을 스캐닝하

기 때문에 스캐닝에 소모되는 시간이 크다.

[10]에서는 무선망을 구성하는 모든 AP들의 시간을 동기

화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비콘을 보내는 SyncScan 기

법을 제안하 다. 노드는 주기 으로 수신되는 비콘들을 통

해 주변 AP들이 사용하는 채 과 신호  잡음비

(Signal-to-Noise Ratio, SNR)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핸드오

버 시의 스캐닝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핸드오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무선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AP들

의 시간을 정 하게 동기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1]에서는 L2 context를 L3 context에 포함시켜 송함

으로써 IEEE 802.11f에서 신속한 인증 과정을 지원하여 핸

드오버의 지연을 이기 한 방안을 제안하 고, [12]에서

는 이동 단말의 방향을 기반으로 인 한 AP들 사이에서 단

말의 다음 속할 AP를 측하고 두 개의 안테나를 이용하

여 신속한 핸드오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다. 

[13]에서는 핸드오버 에 pre-handover 단계를 추가하여 

candidate AP들의 advertisement 메시지를 수집하게 하고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한 새로운 AP가 candidate AP들에 

속하면 스캐닝을 포기함으로써 핸드오버 지연을 이는 방

안을 제안하 다.

하지만 와 같은 방안들은 실제 으로 링크 계층 핸드오

버 시간을 일 수는 있겠지만 링크 계층 핸드오버에 의한 

서비스의 단 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LAN간 핸드오버 시에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첩된 4G 네트워크를 활용한 끊김없는 WLAN 

핸드오버 방안

본 논문에서는 PMIPv6 (Proxy Mobile IPv6) 환경에서 

서비스 반경이 큰 4G망을 활용한 끊김없는 WLAN간 핸드

오버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WLAN에서의 긴 핸드오

버 지연과 4G망의 큰 서비스 반경을 고려하여 WLAN에서

의 핸드오버 동안에 서비스 flow를 4G망으로 잠시 우회시킴

으로써 서비스 지연과 단 을 최소화 한다.

기존의 WLAN 핸드오버의 경우 핸드오버 동안 링크의 

단 이 발생하지만 제안한 핸드오버 방안에서는 WLAN과 

단말간의 연결이 끊어짐이 상되면 (MAG에서 link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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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andover procedure of the proposed scheme

WLAN-AP2

WLAN1 WLAN2
4G

4G-BS WLAN-AP1

LMA

MAG1 MAG2 MAG3

Flow1 Flow2

(1)

WLAN-AP2

WLAN1 WLAN2
4G

4G-BS WLAN-AP1

LMA

MAG1 MAG2 MAG3

Flow1

Flow2
Link going down
detected

(2)

WLAN-AP2

WLAN1 WLAN2
4G

4G-BS WLAN-AP1

LMA

MAG1 MAG2 MAG3

Flow1

Flow2

(3)

WLAN-AP2

WLAN1 WLAN2
4G

4G-BS WLAN-AP1

LMA

MAG1 MAG2 MAG3

Flow1

Flow2

Attach

(4)

WLAN-AP2

WLAN1 WLAN2
4G

4G-BS WLAN-AP1

LMA

MAG1 MAG2 MAG3

Flow1 Flow2

(5)

Fig. 4. Hanover operation of the proposed scheme

down이 감지되면) MAG의 flow를 미리 4G망으로 이동시켜 

WLAN간의 L2 핸드오버 동안에 지속 인 서비스가 가능하

게 하며, WLAN L2 핸드오버가 완료되면 다시 4G망을 통

해서 제공되던 flow를 원래의 WLAN로 이동시켜 핸드오버 

차를 완료한다. 이를 하여 PBU와 PBA를 확장하여 

FMQ (Flow Mobility reQuest)와 FMR (Flow Mobility 

Response) 메시지를 새롭게 정의하여 효율 으로 인터페이

스 간에 flow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에서는 첩된 4G망을 이용한 WLAN의 AP간의 

끊김없는 핸드오버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4의 (1)과 같이 

단말은 4G와 WLAN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MAG1과 MAG2에 연결이 되어 있다.

4G망과 WLAN은 서로 첩되어 있고 4G망은 훨씬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며, 단말은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그림 4의 (2)와 같이 단말이 WLAN1과 WLAN2의 커버리

지의 교차 을 지날 때 핸드오버가 발생한다. 기존의 

WLAN 핸드오버의 경우에는 핸드오버 동안 MAG2와의 연

결이 단 되지만 제안한 핸드오버 방안에서는 그림 4의 (2)

와 같이 MAG2에서 link going down을 감지하게 되면, 즉 

WLAN1과의 연결이 끊어짐이 상되면 서비스 flow2를 서

비스 반경이 넓은 4G망으로 미리 이동시킨다.

이 때, MAG2와 연결되어 있는 WLAN-AP1은 단말의 수

신신호세기 (RSS: Received Signal Strength) 값을 측정하

여 정해진 임계값 (threshold) 이하로 내려가면 link going 

down으로 단하고 MAG2에게 link going down triggering

을 통해 단말과의 연결이 곧 끊어짐을 알린다. 임계값은 망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IEEE 802.11 표

에서 정의하고 있는 cell search threshold 값을 임계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14, 15].

MAG2는 HI (Handover Initiate)를 LMA에게 PBU를 통

해서 달하고, LMA는 자신의 flow binding cache를 참조

하여 MAG2의 flow2를 4G망에 속한 MAG1으로 이동시킨

다. 그 결과, 단말이 WLAN1의 역 밖으로 이동해 MAG2

와의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그림 4의 (3)과 같이 MAG1, 즉 

4G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속 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림 4의 (4)와 같이 단말의 WLAN 인터페이스가 MAG3의 

AP에 연결되면 LMA는 4G 망으로 우회 시켜두었던 flow2

를 MAG3로 이동시켜 그림 4의 (5)와 같이 핸드오버를 완

료하여 서비스 지연  단 을 최소화한다.

제안 방안에서의 체 핸드오버 차는 그림 5와 같다. 

Flow1은 MAG1을 통해서 단말의 IF1 (4G 인터페이스)으로 

트래픽을 달하며, flow2는 MAG2를 통해서 단말의 IF2 

(WLAN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을 달하고 있다. Flow1은 

HNP1을 사용하고, flow2의 경우에는 HNP2를 사용한다. 그

림 5의 (1) 지 에서 MAG2는 단말의 IF2의 link going 

down을 감지하게 되고 MAG2는 곧 IF2의 연결이 끊어짐을 

알게 된다. 이후 MAG2는 HI를 포함하는 PBU를 통해 

LMA에게 flow2에 한 핸드오버를 시작하도록 한다. PBU

를 받은 LMA는 binding cache를 업데이트 한 후 flow 

binding cache를 참조하여 MAG1으로 flow2를 이동시키기

로 결정을 한다. 이 때 MAG1이 flow2의 HNP (즉, HNP2)

에 한 정보가 없다면 FMQ를 통해서 HNP2를 MAG1에게 

알려 다. MAG1은 자신의 routing table을 업데이트 한 후 

FMR을 통해서 LMA에게로 용이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LMA는 FMR을 받으면 flow2의 트래픽을 MAG1으로 보내 

서비스를 지속 으로 유지한다.

그림 5의 (2) 지 에서 IF2의 L2 핸드오버의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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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3MAG1

CN1 CN2

BS

WLAN 
AP2

LMA

Internet

WLAN
AP1

4G

Fig. 6. Network topology for testbed

Parameters Value

Wireless Access 

Technology

MAG1: LTE (KT)

MAG2, MAG3: IEEE 802.11g

CBR Traffic
Packet interval 1 ms

Packet size 1024 bytes

Table 1. Parameter valu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Fig. 7. MNClient

IF2와 MAG2 간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일정 시간이 자난 

후에 그림 5의 (3)에서 L2 핸드오버가 완료되면 다시 단말

의 IF2가 MAG3에 연결을 요청하게 된다 (Link up). 요청을 

받은 MAG3는 기존의 차와 동일하게 PBU를 LMA에게 

보낸다. LMA는 자신의 BCE를 업데이트 하고, flow2의 

HNP (HNP2)를 PBA를 통해 MAG3에게 알려주면 MAG3

는 HNP2에 한 라우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게 된다. 그 

후에 flow2의 트래픽은 LMA <-> MAG3 <-> IF2를 통해

서 달되어 지며 핸드오버는 완료된다. 

4. 테스트베드를 통한 성능분석

본 장에서는 성능 분석을 해 설계/구 한 테스트베드에 

해 기술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성능을 분석한다.

4.1 테스트베드 설계  구

제안 방안의 성능 분석을 하여 그림 6과 같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갖는 테스트베드를 구성하 고 ATNOG의 

OPEN PMIP [16]을 기반으로 구 되었다. LMA와 MAG는 

PC를 사용하 으며, 운 체제는 Ubuntu 11.04 (Kernel ver. 

2.6.39)를 사용하 다. 한 MN의 경우에는 LIF를 추가하기 

하여 Windows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WLAN AP는 

IEEE 802.11g를 지원하는 Cisco Aironet 1200을 사용하 고, 

LTE는 KT의 실제 상용망을 사용하 다. 성능 분석을 한 

라미터 값은 표 1과 같다.

기존의 OPEN PMIPv6의 경우 WLAN만을 지원하는 문

제 이 있다. 한 사업자가 운 하는 4G망을 직 으로 

수정할 수 없어, 4G 기지국의 MAG를 4G 코어망 외부에 

치시키고 단말과 MAG간에 터 을 형성하여 PMIPv6를 지

원하도록 하 다.

MAG와 단말간의 터  형성을 해 MAG에서는 pcap 

(packet capture) [17]을 통해 LMA에서 오는 패킷을 캡처해 

새로운 IP 헤더를 붙여 송하는 기능을 추가하 다. 단말의 

경우 그림 7과 같이 LIF를 기능을 에뮬 이션하는 MNClient 

로그램을 설계/구 하여 각기 다른 무선 인터페이스부터 

들어오는 패킷을 합치는 기능과 MAG와의 터 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게 하 다. 한 테스트베드 상에서 실제로 설

치된 WLAN AP들의 커버리지가 서로 첩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link going down trigger를 한 에뮬 이터 기능도 

MNClient에 추가하 다. MNclient는 각각의 MAG와의 연

결을 한 IP 주소  포트번호 설정 부분, 인터페이스의 연

결 설정 부분, 단말 정보 입력 부분, 핸드오버를 한 L2 

trigger 에뮬 이터 기능 부분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LMA에서는 flow mobility를 지원하기 하여 binding 

cache를 확장하여 하나의 HoA에 여러 개의 CoA를 가질 수 

있도록 하 고, HNP 정보를 MAG에게 알려주기 한 메시

지인 FMQ와 FMR를 PBU와 PBA를 확장하여 구 하 다.

4.2 성능 분석

성능은 핸드오버 동안의 WLAN과 LTE 인터페이스의 

송률, 패킷 손실, 체 인 UDP 송률을 통해 평가하 다. 

핸드오버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각 인터페이스의 트래픽을 

보면 기존의 WLAN 핸드오버 방안의 경우 L3 핸드오버 지

연  L2 핸드오버 지연이 발생할 때 그림 8의 WLAN 그

래 와 같이 연결이 끊어지는 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기

존의 WLAN 핸드오버 방안에서는 4G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3 간의 서비스의 단   지연이 발생하게 되며, 

체 송률도 그림 8의 체 그래 와 같이 떨어지는 상

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WLAN과 LTE 인터페이스를 이용

하는 제안 방안의 경우 그림 9에서와 같이 WLAN 인터페

이스의 연결이 끊어진 시간 동안 LTE 인터페이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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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acket number received at MN using WLAN and LTE

트래픽을 달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체 

송률도 그림 9의 체 그래 에서와 같이 지속 으로 유지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핸드오버 지연시간 동안의 패킷 손실을 측정하기 해 

CN에서 MN으로 송되는 패킷에 번호를 매겨, MN이 패킷

을 수신했을 때의 패킷 번호를 확인 하 다. 기존의 WLAN 

핸드오버 방안의 경우 LT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서비스의 연결이 지속되지 않아 그림 10과 같이 3 의 

핸드오버 지연시간 동안 패킷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에 반해 WLAN과 LTE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제안 방안의 

경우에는 WLAN 인터페이스만을 이용하는 기존의 방안과 

달리 WLAN과 LTE 인터페이스 모두를 사용하여 그림 11

과 같이 4.5 에서 핸드오버가 발생하더라도 핸드오버가 이

루어지는 동안 지속 으로 LTE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

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패킷의 손실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LAN은 핸드오버 시 스캐닝, 인증, 재결합 과정을 

매번 수행하기 때문에 핸드오버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히 긴 

지연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 방안을 사용할 경우 이

와 같은 긴 L2 핸드오버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 으

로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 있다.

UDP 송률을 살펴보면 WLAN 인터페이스를 만을 이용

한 경우 송률이 핸드오버를 시작하는 6 에서 그림 12와 

같이 격히 떨어진다. 반면에 LTE와 WLAN를 활용한 제

안 방안의 경우 그림 13의 7 에서 핸드오버가 발생하지만 

핸드오버 동안 LTE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송률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WLAN과 같이 긴 L2 핸드오버 지연을 가

지는 시스템을 해 flow mobility를 기반으로 WLAN과 

첩된 4G망을 활용하여 끊김없는 WLAN 핸드오버 방안을 

제안하 다. WLAN간에 핸드오버가 상되면 WLAN을 통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던 flow를 커버리지가 넓은 4G망으

로 flow를 이동을 시켜 WLAN의 L2 핸드오버 동안에도 지

속 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WLAN 핸드오버가 완료되면 

4G로 우회시켰던 flow를 원래의 WLAN으로 다시 이동시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핸드오버 동안 발생하는 서

비스의 지연과 단  그리고 패킷의 손실을 최소화 하 다.

한 제한 방안의 성능 평가를 해 OPEN PMIPv6를 기

반으로 테스트베드를 설계/구 하 으며, 이를 통해 제안 방

안의 우수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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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UDP throughput during handover using W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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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UDP throughput during handover during using 

WLAN and 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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