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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잦은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LTE-R 시스템에서 다양한 속도로 고속 주행하는 열차를 실시간으로 원격제어하는 경우 

열차제어 메시지의 안정된 실시간 송수신은 열차운행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LTE-R 환경에서 실시

간 원격 열차제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열차 속도에 무관한 핸드오버 지연시간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
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구간별 가변속도, 고도 등을 반영한 실측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A3 오프셋 값에 따라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이 불안정한 영역과 안정한 영역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았으며, 최적값은 불안정한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열차 속도에 관련 없이 예

측 가능한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영역에 있는 A3 오프셋 값을 통한 Early 핸드오버 보다는, 
지연이 조금 더 있더라도 안정적 영역에 있는 A3 오프셋 값을 이용한 Late 핸드오버가 안정성을 최우선시 하는 국내 

LTE-R 망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case that the train driving with diverse high-speeds is manipulates by real-time remote control in long-term 
evolution-railway (LTE-R) system with frequent handovers, the real-time safe transmission of train control messages is 
important element. The handover delay time stability method regardless of train speed in order to enhance the real-time 
remote train control stability in LTE-R system is proposed in the paper. Furthermore, the variable speeds and altitudes of 
train collected by real measurements are applied for upgrading simulation accuracy.

The simulation results inform that not only there are stable and unstable ranges to A3 offset values, but the optimal 
offset value for average handover delay is in unstable range. However, the late handover with A3 offset values in stable 
range should be chosen to get the predictable handover delay regardless of train speed rather than the early handover with 
A3 offset values in unstable range, since the key value of high-speed Korea railway system is th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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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7년 KTX (Korea Train eXpress) 강릉선중 만종역 

~ 강릉역구간에 세계 최초로 고속철도급 철도통합무선

통신망인 LTE-R (Long-Term Evolution-Railway) 인프

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상용 운영을 시작하였다. 철도통

합무선통신망은 긴급관제, 철도신호, 열차제어, 건널목

제어와 같은 특수 통신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른 통

신 방식과 차별화되는 특수한 통신 요구사항이 필요하

다[1]. 또한 대규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안정성

과 신뢰성면에서 최우선시 되는 통신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요구사항은 철도산업에서 오

랜 기간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상용 장비만을 사용하

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2]. 
국내 철도통합무선망인 LTE-R 은 무선통신 안정성

을 위해 셀(cell) 고장시에도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인접 셀과 중첩된 셀 범위(coverage) 이중화를 

도입하였고, 이것은 안정성은 높으나 잦은 핸드오버를 

초래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핸드오버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참고 [3-5]에서는 RA (Random Access) 방식 변경에 

의한 핸드오버 성능 향상을 제안하였으며, 참고 [6]에서

는 백홀과 연동한 핸드오버 제어를 통해 핸드오버 성능

향상을 제안하였다. 참고 [7-8]에서는 캐리어집성에 의

한 핸드오버 성능 향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

은 높은 성능향상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기존 3GPP 규
격의 변경을 요구하므로 철도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면이 있다.
참고 [9-10]에서는 RSRP (Reference Signal Received 

Power)와 TTT (Time-To-Trigger) 파라미터를 이용한 

핸드오버 타이밍 제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
러한 핸드오버 타이밍은 열차의 속도에 영향을 받으며 

300km/h 정도 되는 고속환경과 더불어 구간별 가변속

도인 철도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3 오프셋 (Offset) 제
어를 통한 안정적인 핸드오버 지연시간 제어를 위해 실

측기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실제 고속 및 구간별 

가변속도를 반영하여 국내 KTX 강릉선 철도통합무선

통신망인 LTE-R 환경에서 핸드오버 지연시간의 안정

성을 높일 수 있는 핸드오버 제어를 목표로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KTX 강릉

선 만종역 ~ 강릉역구간의 실측환경을 설명하였고, A3 
오프셋 제어를 위한 3GPP 규격 분석 그리고 성능향상

의 대상인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 및 표준편차와 같은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

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실측 데이터를 적

용한 OPNET 시뮬레이션 모델 환경에 대해 설명하였고, 
4장에서는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는 몇 가지 논의사항을 기반으로 결론을 도

출하였다. 

Ⅱ. 시스템 모델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국내 KTX 강릉

선의 LTE-R 기반 철도통합무선망에 대한 시스템 구조

와 성능평가를 위한 실측환경과 핸드오버 안정화 향상

을 위한 주요 성능지수에 대해 설명한다.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는 OPNET 시뮬레이션 모델 환경에 반영되어 성

능평가에 활용되었다.

2.1. 실측 환경

그림 1은 KTX 강릉선 만종역~강릉역구간에 설치된 

LTE-R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LTE-R 기지국 안테나는 

역주변, 개활지, 터널에 따라 종류는 다르지만, 기지국 

Fig. 1 LTE-R Deployment Architecture of KTX Gangneu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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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시를 대비한 이중화 스위칭을 고려해 셀 범위가 겹

치도록 1km 정도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
러한 구조는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면에서는 

유리하나 잦은 핸드오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잦은 핸드오버 환경

에서 핸드오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철도통합

무선망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성능지수로 작용한다. 
KTX 열차와 LTE-R 안테나 사이의 거리는 약 5m 정도

로 파악되었다. 실측은 만종역-강릉역방향에서 그림 1
의 KTX 객차 붉은색 표시 좌석 위치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2는 KTX 열차와 LTE-R 안테나 사이의 거리와 

높이를 보여준다. 객차의 좌석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

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KTX 열차의 높이는 4m로 파악

되었다. LTE-R 안테나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정도

로 파악되었다.

Fig. 2 Distance and Height between Train and LTE-R 
Antenna

그림 3은 KTX 객차 좌석에서 2대의 LTE-R 단말기를 

이용해 실측을 수행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핸드오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속적인 RRC 
(Radio Resource Control) 연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므

로 단말 어플리케이션은 HD (High Definition) 영상통

화를 사용하였고, MCPTT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talk 상태에서만 RRC 연결

을 재설정하여 유지하고, silent 상태에서는 RRC 연결을 
해제하므로 핸드오버 성능측정에 부적합하여 제외하였

다. LTE-R 시스템 파라미터 추출을 위한 DM (Diagnostic 
Monitor) Tool은 국내 Spire Technologies 사의 Netimizer 
장비를 사용하였다. 고도 정보는 u-blox 사의 GPS/GNSS 
장비를 이용해 측정되었다.

Fig. 3 LTE-R Measurement in Guest Room of KTX 
Gangneung Line

그림 4는 실측을 통해 분석된 KTX 열차의 40분간 속

도와 고도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고도정보는 평균 해수

면 높이를 기준으로 한 MSL (Mean Sea Level) Altitude 
정보를 사용하였다. 평균 속도는 175km/h, 최고속도는 

327km/h 이고, 평균고도는 해발 130m, 최고 고도는 해

발 582m로 분석되었다.

Fig. 4 Speed and Altitude of KTX Train

2.2. 핸드오버 지연시간

핸드오버 지연시간은 단말이 소스(source) 기지국에

서 핸드오버를 시작하여 타겟(target) 기지국에 연결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 3GPP LTE 규격에 있는 핸드오버 절차

와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방식이며, 기존에 많은 연구들

이 이러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기존 3GPP LTE 
규격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3GPP LTE 규격에 큰 영

향을 주며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3GPP LTE 규격에 절차 변경없이 이

미 정의되어 있는 핸드오버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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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이는 기존 3GPP LTE 규격에 영향이 없으며, 이
미 통신망 운영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본 논

문에서는 기존 3GPP LTE 규격에 절차 변경없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핸드오버 파라미터인 표 1의 Off 파라미

터 값을 조절하여 속도에 무관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

정된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잦은 핸

드오버가 발생하는 LTE-R 시스템에서 다양한 속도로 

고속 주행하는 열차를 실시간으로 원격제어하는 경우 

열차제어 메시지의 안정된 실시간 송수신은 열차운행

에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 [11]에 정의된 표 1은 핸드오버를 위한 A3 이벤

트(event)의 Entering condition과 Leaving condition을 

보여주고 있다. Entering condition이 만족하면 단말이 기

지국으로 A3 이벤트를 전송하며, Leaving 조건이 만족

하면 A3 이벤트 전송을 중지한다. A3 이벤트는 단말에

서 서빙 셀과 타겟 셀의 상대적 신호세기를 비교하여 표 

1의 조건에 맞는 경우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이

벤트로 기지국이 이를 수신하면 핸드오버를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오프셋 값을 작게 설정하면 Early 핸드

오버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큰 값을 설정하면 Late 핸드

오버를 발생시킬 수 있다. 표 1에서 Off 값은 망운영자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는 참고 [11]에 정의된 ReportConfigEUTRA 

Information Element 의 A3 이벤트 파라미터를 설명하

고 있다. a3-Offset 파라미터가 핸드오버 이벤트를 단말

이 기지국으로 전송할 때 이용되었다. a3-Offset 은 표1
의 Off와 동일하며, 실제값은 a3-Offset * 0.5dB 값을 갖

는다. 이것은 Off 값이 실제로 –15 ~ +15dB 값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 Event A3 Condition for Handover

Inequality A3-1(Entering condition)
  

Inequality A3-2(Leaving condition)
   

Mn : RSRP(or RSRQ) value of the neighbouring cell
Ofn : frequency specific offset value of the frequency of the 
neighbour cell
Ocn : cell specific offset value of the neighbour cell
Hys : hysteresis parameter value
Mp : RSRP(or RSRQ) value of the primary cell (PCell)
Ofp : frequency specific offset value of the primary
frequency
Ocp : cell specific offset value of the PCell
Off : offset parameter value for event A3 

Fig. 5 Event A3 in ReportConfigEUTRA Information 
Element

식 (1)은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Average Handover 
Delay)을 나타낸다. D(t)는 time slot t에서 핸드오버 지

연시간을 나타내고, 전체 n 번 발생하였을 경우 식 (1)과 

같이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1)

식 (2)는 핸드오버 지연시간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을 나타낸다. 이것을 통해 핸드오버 지연시

간들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분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

으며, 핸드오버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본 논문에서 핸

드오버 지연시간의 안정성 분석에 사용되었다. 

 





  






(2)

Ⅲ.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2장의 시스템 모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시뮬레이터는 Riverbed Technology 
사의 OPNET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다. 

3.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표 2는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있다. OPNET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의 LTE 패키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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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파라미터에 참고 [1]과 실측된 파라미터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system bandwidth per carrier, number 
of physical resource block (PRB), hysteresis (RSRP, 
RSRQ)는 실측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으며, carrier 
frequency, eNodeB/UE Tx power, MIMO는 참고 [1]의 

파라미터를 인용하였다. 나머지 파라미터는 OPNET 시
뮬레이터의 LTE 패키지 기본 설정 파라미터를 사용하

였다. 

3.2. 시뮬레이션 모델 환경구성

3D 구형 지구의 환경에서 실측된 KTX 열차의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지국의 위치와 기지국간 거리를 

OPNET 시뮬레이터의 경위도 좌표계에 적용하기 위해, 
네비게이션(Navigation)에서 사용하는 식 (3)과 같은 

Haversine 공식을 사용하였다. Harversine 공식은 3D 구
형의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 두 지점간 거리를 구하기 위

해 주로 사용된다 [12-14].
식 (3)의 Harversine 공식은 출발점 경위도 좌표지점 

 과 도착점 경위도 좌표지점    사이의 거

리 D를 나타내고 있다.

arcsin







sin


 

coscossin



 






(3)

과 는 출발점 1과 도착점 2의 경도를 나타낸다. 

(in radians)
과 는 출발점 1과 도착점 2의 위도를 나타낸다. 

(in radians),
는 3D 구면인 지구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사이의 거

리를 나타낸다. (in km)
은 3D 구면인 지구의 반지름을 나타낸다. (= 6,371km)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그림 6은 OPNET에 구현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실측된 KTX 강릉선 열차의 가변 속도 및 가

변 고도 정보를 포함한 GPS 정보를 바탕으로 열차가 지

나가는 경로가 구성되었으며, 또한 2장의 시스템 모델

과 식 (3)의 Haversine 공식에 의해 고도가 서로 상이한 

총 101개의 기지국이 배치되었다. OPNET이 제공하는 

EPC 모델이 한대당 최대 8개의 기지국만을 지원하여 

총 13개의 EPC가 배치되었다. 라우터 또한 최대 4개의 

광링크만을 지원하여 총 7개의 라우터가 사용되었다. 
KTX 강릉선 열차는 만종역에서 강릉역 방향으로 운행

되는 것을 가정하였고, 실측된 결과에 따라 기지국은 철

로변 좌측에 배치되었다. 기지국과 열차에 LTE-R 관련 

파라미터는 실측에서 Netimizer tool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구축하였다.

Fig. 6 Simulation Model in OPNET

Attributes Values
system bandwidth per carrier 10 MHz

subcarrier space 15 KHz
number of physical resource block 

(PRB) 50

carrier frequency 
band 28 frequency

DL = 773 ~ 783 MHz, 
UL = 718 ~ 728 MHz

eNodeB TX power 46 dBm
UE TX power 23 dBm

Attributes Values
inter-site distance (ISD) of 

eNodeBs 1 km

distance between eNodeB and UE 5 m

antenna Omni 
(gain = 14 dBi, height = 5 m)

MIMO 
2Tx2Rx 

(spatial multiplexing 2 
codewords 2 layers)

hysteresis (RSRP, RSRQ) 1 dB

path loss and shadow fading vehicular environment 
(ITU-R M.1225)

UE mobility speed variable
(0 ~ 327 km/h)

train altitude variable
(7 ~ 582 m)

application voice over IP (VoIP) 
(PCM Quality)

MAC scheduler link adaptation and channel 
dependent scheduling

simulation time 2,39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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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평가

잦은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LTE-R 시스템에서 다양한 

속도로 고속 주행하는 열차를 실시간으로 원격제어하는 

경우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핸드오버 지연시간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시간 원격 열차 제어 설계시 예측 불가능

하고 불안한 통신 지연은 열차제어 설계의 복잡도를 증

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차 속도

에 관계없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성능평가를 하였다.
그림 7은 전체 경로에 대해 하나의 오프셋(Offset) 값

을 고정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오프셋 값 변화에 따른 평

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RSRP는 단말

에 수신되는 LTE-R Reference Signal의 전력을 나타내

며 RRC idle 모드와 RRC connected 모드 모두에서 측정 

가능하여 셀 재선택과 핸드오버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RSRQ (Reference Signal Received Quality)는 단말에 수

신되는 트래픽을 포함한 모든 신호에 대한 Reference 
Signal의 전력과 트래픽 전력의 합에 대한 비율을 나타

낸다. 따라서 트래픽에 있는 간섭 신호와 열잡음의 전력

도 포함되어 간섭의 영향을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다. 
RRC connected 모드에서만 측정 가능하여 핸드오버시

에만 사용 가능하다. 핸드오버에 RSRP를 사용할지, 
RSRQ를 사용할지는 망운용자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Fig. 7 Average Handover Delay over Offset Values

RSRP 기반 제어시 오프셋 = -7에서 가장 작은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 오프셋 = –15 ~ 3 구간은 평

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현상

을 나타내며, 우측 오프셋 = 4 ~ 15 구간은 다소 일정한 

안정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에 대한 최적값이 불안정한 영

역에 존재하며, 열차의 속도에 종속적인 최적값의 특징

을 감안했을 때, 운행구간별로 상이한 열차의 속도에 따

라 핸드오버 타이밍(timing)을 못 맞추었을 경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Early 핸드오버를 통해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정된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이 필요한 철도와 같은 환경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측 안정영역의 오프셋을 선

택하는 Late 핸드오버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TX 와 같은 고속열차환경을 고려했을 때, LTE-R을 이

용해 실시간 열차제어 메시지를 송수신해야 하는 열차

제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핸드오버 지연에 따른 

열차제어 메시지 수신 지연은 아주 먼 거리를 제어없이 

지나치게 되므로 열차제어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

가 될 수 있다. 또한, 열차제어 어플레케이션 설계시 예

측 가능한 제어 메시지 지연은 열차제어 안정성측면에

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RSRQ 기반 제어시에는 오프셋 = -14에서 가장 작은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보였으며, 나머지 특징은 

RSRP 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그림 8은 전체 경로에 대해 하나의 오프셋 값을 고정

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오프셋 값 변화에 따른 평균 핸드

오버 지연시간의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그림 7과 동일

하게 좌측은 불안정한 핸드오버 지연시간의 표준편차

를 나타내고, 우측은 안정적인 핸드오버 지연시간의 표

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RSRQ (Reference Signal 
Received Quality) 기반 제어시 Offset = -14에서 가장 작

은 표준편차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림 7과 동일하

게 이 값이 오프셋 = -15 ~ 3 구간의 불안정한 영역에 존

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정된 핸드오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의 표준편차도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안정된 핸드오버가 중요한 철도환경에

서는 그림 7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오프셋 = 4 ~ 
15 구간 안정된 영역의 오프셋 값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SRP 기반 제어시에는 오프셋 = -11에서 가장 작은 

핸드오버 지연시간 표준편차를 보였으며, 나머지 특징

은 RSRQ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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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andard Deviation on Handover Delay over Offset 
Values

그림 9는 오프셋 제어의 형태에 따른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에 대한 전체 통계치를 보여준다. no_offset 
control은 오프셋 제어를 하지 않는 오프셋 = 0를 의미한

다. optimal control 은 그림 7, 8의 좌측에 있는 최적의 

offset을 선택한 경우를 말하며, stable control은 그림 7, 
8의 우측에 있는 안정된 영역의 offset을 선택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각 제어는 RSRP 기반 제어와 RSRQ 기반 제

어로 구분될 수 있다. 
optimal control 에서는 no_offset control에 비해 8.4% 

정도의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

며, stable control에서는 4.4%정도의 평균 핸드오버 지연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RSRP 기반 제어와 RSRQ 기반 

제어사이에는 큰 차이없이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Fig. 9 Average Handover Delay by Offset Control

Ⅴ. 결  론

잦은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LTE-R 시스템에서 다양한 

속도로 고속 주행하는 열차를 실시간으로 원격제어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통신 지연은 열차제어 설

계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핸드오버 지연시간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통합무선망인 LTE-R 망에서 국내 

고속철도인 KTX 강릉선을 대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

정적인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다. 또한, 좀 더 현실적인 성능 시뮬레이션을 위해 

KTX 강릉선의 만종역~강릉역구간을 실측하여 얻은 데

이터를 바탕으로 OPNET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KTX 강릉선은 핸드오버에 A3 이벤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A3 오프셋 값은 핸드오버 

타이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OPNET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핸드오버 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A3 오프셋 값에 따

라 평균 핸드오버 지연시간이 불안정한 영역과 안정한 영

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Early 핸드오버에 해당

하는 최적값은 불안정한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알아

내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국내 철도통합무선망인 

LTE-R 망에서 안정적인 핸드오버를 위해서는 불안정한 

영역에 있는 A3 오프셋 값을 통한 Early 핸드오버 보다

는, 안정적 영역에 있는 A3 오프셋을 이용한 Late 핸드오

버가 안정성을 최우선시 하는 국내 철도통합무선망인 

LTE-R 망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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