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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끊김 없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해 사용자 치  서비스 정보 테이블 리, 사용자 인식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이동성 기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방안에 한 동작  성능을 검증하기 해서 큐잉

시스템 활용 수학  분석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험하 다. 그 결과 제안방안에 의해 사용자의 치 

이동 시 기존 이용하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새로운 단말을 통해 끊김 없이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방

안에 의한 서비스 지연 시간보다 짧은 서비스 지연 시간 내에 새로운 단말을 통해 서비스 이동을 완료하는 

성능을 나타냈다. 

 ■ 중심어 :∣서비스 이동성∣서비스 연속성∣홈네트워크∣

Abstract

In this paper, a service mobility scheme using user's location & service information table 

management and user recognition skill is proposed to support the movement of the multimedia 

service user and provide the seamless multimedia service environment in home network. We 

analyzed the proposed scheme using queueing system and we built test bed for experiment on 

the proposed scheme to verify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As a result, we can show the 

proposed scheme provides a seamless multimedia service through the new client terminal when 

a user move to the new location and shows the performance completing the service mobility 

through the new client terminal within the service delay time which is shorter than the service 

delay time generated in the previous scheme. 

 ■ keyword :∣Service Mobility∣Seamless Service∣Hom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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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홈네트워크 시장은 역 서비스의 확 , 무선 기술

의 홈네트워킹 도입 확 , 네트워킹 디지털 가  시장 

확 , 홈엔터테인먼트·홈오토메이션·홈시큐리티의 요

구, 다양한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 등으로 확   가능성

이 높은 분야이다[1].

이러한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IPTV 서비스의 등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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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측면에서 TPS(Triple Play Service : 단일

망을 통하여 데이터, 음성, 상을 한꺼번에 묶어 동시

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완성하기 한 실 인 방안으

로 부각되고 있다[2][3]. 

한 차세  네트워크의 진화방향을 연구하는 해외 

NGN(Next Generation Network) 표 화 그룹에서 진

행 인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이동성 기술은 모든 차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요

구되어지는 가장 기본 인 요구사항으로서, 홈네트워

크 환경에서도 IPTV 등 서비스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

동성 제공을 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4].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을 한 이동성 기술은 크게 

단말 이동성(Terminal Mobility) 기술과 서비스 이동성

(Service Mobility)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단말 이동성 

기술은 단말이 서로 다른 액세스 네트워크 는 이종망

의 네트워크로 이동할 시에 네트워크 이동 후에도 기존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 한다. 서비

스 이동성 기술은 단말 심이 아닌 사용자 심의 이

동성 기술로서, 서비스 이용 인 사용자가 치를 이

동할 시에 사용자의 개인 식별을 기 로 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단말을 통해서도 기존 통신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을 의미 한다[5].

재 단말 이동성 기술은 MIPv4(Mobile IPv4), 

MIPv6, Proxy MIP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  표 화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동성 기술

은 아직 구체 인 개발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앞으

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을 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4-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의 치 이동 시 끊김 없는 멀티미디어( , IPTV)서비

스를 제공하기 해 사용자와 가장 인 한 단말에서 사

용자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용 이었던 서

비스를 연속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이동성 기술 

제공 방안을 제안  실증시험 하도록 한다. 

2장에서는 서비스 이동성 련 연구에 해 살펴보

고, 3장에서는 제안 방안을 자세히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 방안의 성능 분석  실증시험 결과를 기술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1. IMS기반 서비스 이동성 제공 방안

IMS(IP Multimedia Subsystem)는 장소와 시간의 제

약 없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통합 랫

폼 기술로서, 3G 이동통신 시스템  서비스의 표 을 

담당하고 있는 3GPP 표 화 그룹에서 제안되었다. 이

러한 통합 IMS 랫폼은 사용자 선호 는 명시 인 

사용자 요구에 따라 상이한 터미  간의 서비스 이동을 

해서 사용된다[5]. 즉,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로토콜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치 리 기

능을 활용하여 사용자 는 단말 이동 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이동성을 제공한다[7].

IMS 랫폼은 SIP 로토콜을 이용한 등록  멀티

미디어 호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CSCF(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기존 이동망의 HLR(Home Location 

Register) 기능에 IP 멀티미디어 사용자의 이동성 리 

 인증을 한 기능이 통합된 HSS(Home Subscriber 

Server)로 구성된다. 이러한 IMS 구조는 VoIP 등 다양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제공

하기 해 다양한 네트워크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

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  하는 기 가 

된다[7]. 

2. 홈네트워크 환경 서비스 이동성 제공 방안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 이동성 기술이 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서비스 이동성 적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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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단말#1을 통해서 최 로 멀티미디어 서비

스를 이용한다. 사용자는 편리에 따라 단말#2 혹은 단

말#3으로 이동한다. 이때 RFID와 같은 사용자 인식 장

치에 의해서 사용자의 이동이 인식되며, 홈게이트웨이

를 기반으로 단말#1에서 사용자가 이용 인 멀티미디

어 서비스의 로 일 정보를 리함으로써 기존 이용

하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단말#2 혹은 단말#3을 통해 

끊김 없이 이용하게 된다[8]. 

즉, 홈게이트웨이는 사용자가 이용 인 서비스의 

로 일 정보를 리하고 사용자가 치를 이동할 시에 

해당 서비스 로 일 정보를 새로운 치의 단말로 

송한다. 서비스 로 일 정보를 획득한 새로운 치의 

단말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버와 새로운 

연결을 설정한다. 이로써 사용자는 새로운 치의 단말

을 통해 기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 속  서비스 이동 제공 차는 

[그림 2]와 같다[8].   

  

  

그림 2. 신규 접속 및 서비스 이동성 제공 절차

III. 서비스 이동성 기술 제안 방안

1. 기존 서비스 이동성 기술의 문제점

2.2에서 설명한 서비스 로 일 정보 공유를 통한 

기존 서비스 이동성 제공 방안은 사용자에게 치 이동 

시 기존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지만, 멀

티미디어 서버와의 재설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ㆍ멀티미디어 서버에서의 사용자 인증 과정 반복

[그림 2]와 같이 기존 방안은 서비스 이동 시 새로운 

치의 단말(단말#2)이 멀티미디어 서버와 새로운 연결

을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이동 시에도 기

속과 같은 사용자 인증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인증과

정 반복은 서비스 지연의 원인이 된다.  

ㆍ서비스 이동 지연시간

서비스 로 일 정보 공유 기법을 사용한 기존 서비

스 이동 방안은 서비스 기 속 과정에서 수행한 모든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된다. 즉, 사용자가 새로운 

단말로 치를 이동 시 기존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지 

못하고 서비스 재 속 과정의 모든 차가 완료되기 

까지의 서비스 단  문제가 발생한다.

   

2. 새로운 서비스 이동성 기술 제안 방안

기존 서비스 이동성 기술의 멀티미디어 서버와의 재 

인증 문제  서비스 이동 지연시간의 문제 을 해결함

으로써 서비스 사용자에게 향상된 끊김 없는 멀티미디

어 서비스 이동성 환경을 제공하기 해서 새로운 서비

스 이동성 제공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즉, 향상된 서

비스 이동성 제공을 해 홈게이웨이를 기반으로 사용

자  서비스 정보 리 기능, 록시 서버 기능  트

래픽 스 칭 기능을 용하여 기존 방안의 문제 을 해

결하도록 한다.    

2.1 서비스 이동성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성

[그림 3]는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동성 기술 용을 한 시스템 구성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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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 이동성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성

사용자의 치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합한 단말

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기 해서 사

용자의 재 치를 인식하는 수단을 [그림 3]와 같이 

RFID와 같은 센서 기술을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RFID Tag의 ID정보를 서비스 사용자의 식별 정보

로 활용하도록 한다.

서비스 이동성 기술이 용된 사용자 이용 단말 구성

은 NIC(Network Interface Card)를 기반으로 한 일반

인 멀티미디어 이어 구성에 서비스 이동성 구

을 한 RFID 인식 장치, 사용자 정보  서비스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에이 트 로그램이 추가된다.

홈게이트웨이 한 서비스 이동성 구 을 해 NIC

를 기반으로 한 IP주소 리를 한 일반 인 구성 이

외에 사용자 정보, 서비스 정보, 사용자가 이용 인 단

말 정보의 리  정보 교환을 담당하고 멀티미디어 

서버에 한 록시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 트 

로그램이 추가된다.

외부의 IP 코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멀티미디어 서

버는 기존 구성과 동일하다.

2.2 신규 사용자의 서비스 초기접속 절차

제안된 서비스 이동성 용 환경에서 RFID Tag를 

소지한 사용자가 단말#1을 통해서 최 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선택/이용하는 차는 [그림 4]과 같다.

그림 4. 신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절차

단말#1의 RFID Reader를 통해 사용자가 인식되면, 

단말의 에이 트 로그램은 홈게이트웨이의 에이 트 

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치 등록을 수행하기 해서 

치 등록 메시지를 홈게이트웨이로 송신한다. 

단말#1로부터 사용자 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홈게이트웨이의 에이 트 로그램은 자신이 

리하는 정보 테이블 검색을 통해 사용자 정보, 사용자

가 이용 인 단말  서비스 정보를 획득하고 기존 사

용자인지 신규사용자인지를 별하게 된다. 신규 사용

자의 기 속의 경우는 테이블 검색에 실패하게 되

며, 테이블에 새로운 사용자에 한 엔트리를 생성하여 

사용자 정보, 사용자가 이용 인 단말 정보( 치 정보)

를 등록한다. 

사용자 치 등록 완료 후, 홈게이트웨이의 에이 트 

로그램은 단말#1에게 치 등록 응답 메시지를 송신

한다. 사용자가 기 속인 경우는 기존 이용하던 서

비스가 없으므로 치 등록 응답 메시지의 서비스 정보 

라미터에 NULL값이 입력된다.

치 등록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1은 사용자로

부터 서비스 선택 명령을 받아 신규 서비스 요청을 개

시한다. 

단말#1로부터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홈게이트웨이의 에이 트 로그램은 홈게이트웨이의 

기본 기능인 IP주소 리 기능과 연계하여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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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한 록시 서버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단말

#1로부터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홈게이트웨

이의 에이 트 로그램은 홈게이트웨이의 IP주소 

리 기능을 이용하여 홈네트워크 내부의 사설 IP를 홈게

이트웨이의 공인 IP로 변환하여 멀티미디어 서버에게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달한다.

이로써 멀티미디어 서버는 홈게이트웨이가 서비스를 

요청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에 한 인증과정을 

거친 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반 로 홈게이트웨이가 멀티미디어 서버로부터 서비

스 요청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홈게이트웨이의 에이

트 로그램은 수신한 서비스 요청 응답 메시지를 

장한 후 해당하는 사용자 이용 단말의 사설 IP로 변환

하여 서비스 요청 응답 메시지를 달한다. 이로써 단

말#1은 홈게이트웨이의 에이 트 로그램의 록시 

서버 기능에 의해서 멀티미디어 서버와 서비스 연결 설

정을 완료하게 된다.

단말#1이 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개시

(설정)과정을 완료하게 되면, 서비스 정보 등록 메시지 

교환을 통해 홈게이트웨이 에이 트 로그램의 사용

자 치  서비스 정보 테이블에 사용자에 한 서비

스 정보를 등록한다.

이로써 신규 사용자의 치  서비스 등록이 모두 

완료하게 되며, 단말#1은 멀티미디어 서버로부터 송

된 서비스 트래픽을 홈게이트웨이의 IP주소 변환 과정

을 거쳐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한다.

2.3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서비스 이동성 제공 절차

단말#1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

자가 단말#2로 이동 시 기존 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하

는 서비스 이동성 제공 차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서비스 이동성 제공 절차

단말#2의 RFID Reader를 통해 사용자가 인식되면, 

치 등록 메시지 교환을 통해 홈게이트웨이 정보 테이

블의 사용자에 한 치 정보를 갱신한다.

사용자 치 갱신 완료 후, 홈게이트웨이의 에이 트 

로그램은 단말#2에게 치 등록 응답 메시지를 송신

한다. 치 등록 응답 메시지에는 기존 사용자가 이용

하던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다. 이로써 단말#2의 에이

트 로그램은 치 등록 응답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가 

기존 이용하던 서비스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의 서비

스 재 선택 과정 없이 기존 서비스에 한 요청을 스스

로 개시한다.

단말#2로부터 기존 서비스에 한 요청 메시지를 수

신한 홈게이트웨이의 에이 트 로그램은 사용자가 

단말#1을 통해 서비스를 최 로 요청/이용하는 과정에

서 장했던 멀티미디어 서버로부터 수신한 서비스 요

청 응답 메시지를 단말#2로 송한다. 이로써 단말#2는 

멀티미디어 서버와의 서비스 재설정 과정 없이 신속히 

서비스 요청을 완료할 수 있다.

동시에 홈게이트웨이의 에이 트 로그램은 단말#1

에게 서비스 종료 명령 메시지를 달한다. 

단말#2가 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시 과정을 완료하게 되

면, 단말#2는 멀티미디어 서버로부터 송된 서비스 트

래픽을 홈게이트웨이의 IP주소 변환 과정을 거쳐 수신

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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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성능 분석 및 실증 시험

1. 성능 분석 및 결과

본 에서는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서비

스 이동성 제공을 한 제안방안과 기존방안의 성능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큐잉 시스템 수학  해석을 통해 

두 방안의 서비스 이동 지연시간을 분석하 고, 그 방

법은 [9][10]을 기반으로 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동성 기술이 용된 홈네트워

크 환경에서 사용자 치 변경에 따른 서비스 이동을 

처리하기 해서는 [그림 2][그림 5]와 같이 서비스 이

동성 제공 차에 따른 메시지 처리 과정 동안 지연시

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이동 지연시간은 

서비스 이동성 제공 차에 따른 각 네트워크 노드의 

메시지 처리시간  각 네트워크 노드 사이의 메시지 

송시간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방안  기존

방안의 서비스 이동 지연시간 성능 분석을 해 서비스 

이동성 제공 차에 따른 각 네트워크 노드의 메시지 

처리시간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서비스 이동 지연시간 수식을 도출하기 해서 [표 1]

과 같이 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1. 파라미터 정의

DTotal : 총 지연(처리) 시간

DUT  : 사용자 단말 메시지 처리(지연) 시간

DHG  : 홈게이트웨이 메시지 처리(지연) 시간

DR   : 라우터 메시지 처리(지연) 시간

DMS  : 멀티미디어 서버 메시지 처리(지연) 시간

N    :  HG와 MS사이의 홉 수




   : 노드 X의 평균 서비스 비율




   : 노드 X의 이용률 




   : 노드 X의 평균 서비스 요청 비율







  : 노드 X의 서비스 시간 Second Moment

기존방안의 서비스 이동 총 지연시간은 식 (1)과 같

이 사용자 이용 단말, 홈게이트웨이, 홈게이트웨이와 멀

티미디어 서버 사이의 라우터, 멀티미디어 서버에서 수

행되는 서비스 이동성 제공 차에 따른 메시지 처리 

지연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반면 제안방안은 기존방안과 달리 서비스 이동을 

해 멀티미디어 서버와 재 속 과정 없이 홈게이트웨이

에서 직  서비스 이동을 처리하기 때문에 식 (2)와 같

이 서비스 이동 총 지연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2)

각 네트워크 노드에서 서비스 이동 메시지 처리시간

(지연시간)은 M/G/1 큐잉 모델을 용하여 식 (3)과 같

이 구할 수 있다[9].  

  












   , 












   (3)

[그림 6]은 식 (1)-(3)을 이용하여 제안방안  기존

방안의 서비스 이동 요청 비율 증가에 따른 서비스 이

동 지연시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성능분석을 해 




 , 


 , 

 , 




 , 


  의 라미터 값을 

용하 다[10].

  

그림 6. 서비스 이동성 기술 구현 환경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동성 제공을 한 제안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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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방안과 달리 홈게이트웨이가 서비스 이동 시 멀티

미디어 서버에 한 록시 서버 기능  트래픽 스

칭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림 6]과 같이 기존방안의 서

비스 이동 지연시간 보다 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 기존 방안과 달리 홈게이트웨이와 멀티미디

어 서버 사아의 홉 수(N)가 증가하여도 서비스 이동 지

연 시간은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방안

에 비해 본 논문 제안방안의 성능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실증 시험 및 결과

  

그림 7. 서비스 이동성 기술 구현 환경

[그림 7]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서비스 이동

성 기술 용 방안의 동작 검증  기존방안과의 성능 

시험을 한 테스트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테스트 환

경은 사용자 이용 단말 2 , 홈게이트웨이, RFID 

Reader, RFID Tag, 액세스 라우터, 멀티미디어 서버로 

구성하 다.

테스트환경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시스템 구성

구분 CPU Memory OS NIC 

단말   2.13 G 2GB Linux 100 M

HG 2.13 G 2GB Linux 100 M

AR 2.13 G 2GB Linux 100 M

MS 2.13 G 2GB WinXP 100 M

 (HG : 홈게이트웨이, AR : 액세스 라우터, MS : 멀티미디어 서버)

 

[그림 7]과 같은 동일한 시스템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동성 제공을 한 기존방안과 제안방안의 실

증시험을 통해 동작/성능을 검증하도록 한다. 즉, [그림 

2]의 차에 따라 사용자의 서비스 로 일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동을 제공하는 기존방안과 [그림 

4][그림 5]의 차에 따라 록시 서버 기능  트래픽 

스 칭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동을 제공하는 본 논문 

제안방안의 2가지 경우로 홈게이트웨이를 구성하 다. 

한 멀티미디어 이어 기능 외 RFID 인식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식별하고 서비스 이동을 해 홈게이트

웨이와 연동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을 구성하 다.

먼  기존방안의 사용자 서비스 로 일 정보 공유 

기능이 구 된 홈게이트웨이와 RFID 사용자 인식  

홈게이트웨이 연동 기능이 구 된 단말을 [그림 7]의 

환경에 용하여 실험 하 다. 액세스 라우터와 멀티미

디어 서버(VLC 스트리  서버 사용)는 일반 인 구성

과 같다. 한 기존방안의 서비스 이동 지연시간 등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록시 서버 기능  트래픽 스 칭 기능이 구 된 홈게

이트웨이를 [그림 7]의 환경에 용하여 실험 하 다. 

기타 구성은 기존방안 실험과 동일하다.

[표 3]는 [그림 2]와 [그림 4]의 단말#1에서 치 등록 

메시지 처리 후 사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의한 서비스 

요청이 개시되는 시 부터 실제 멀티미디어 서비스 트

래픽을 수신하기 까지의 서비스 지연 시간(Case 1)

과, [그림 2]와 [그림 5]의 단말#2에서 RFID Reader를 

통한 사용자 인식 후 사용자 치 등록이 요청되는 시

부터 실제 멀티미디어 서비스 트래픽을 수신하기 

까지의 서비스 지연 시간(Case 2)을 실증시험을 통해 

비교한 것이다.

표 3. 서비스 지연 시간

구분
서비스 지연 시간

기존방안 제안방안   
초기 접속

(Case 1)
890 ms 907 ms

서비스 이동

(Case 2)
907 ms 330 ms

실증시험 결과 [표 3]과 같이 사용자가 단말#1을 통해 

기 속(Case 1) 시의 서비스 지연 시간은 기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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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안방안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사

용자가 단말#2로 이동에 의한 서비스 이동(Case 2) 시

의 서비스 지연 시간은 기존방안에 비해 제안방안이 우

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용자  서비스 정보 리 기능, 록시 서버 기

능, 트래픽 스 칭 기능에 의한 홈게이트웨이 기반 서

비스 이동 방안의 성능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끊김 없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한 서비스 이동성 기술 용 방안을 제안하

고 있다. 즉, 기존 홈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술에 서비스 이동성 기술을 목하여 사용자

의 치 이동시에도 끊김 없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

을 구 하도록 하 다. 한 기존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동성 기술의 서비스 지연시간 등의 문제  해결을 

해 홈게이트웨이 기반 록시 서버 기능  트래픽 스

칭 기능을 용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 이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 다.

제안방안과 기존방안의 성능비교를 해 큐잉 시스

템 수학  성능분석과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제안방안이 사용자의 치 이동 시 기존 이용하던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새로운 단말을 통해 끊김 없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방안에 의한 서비스 이동 시 발생하

는 서비스 지연 시간보다 짧은 서비스 지연 시간 내에 

새로운 단말을 통해 서비스 이동을 완료하는 성능을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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