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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하향링크 시스템에서의 셀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
서 생각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발생확률 (False Alarm Probability) 을 일정하게 유지 시키면서 기
존의 셀 탐색 방법에 비하여 계산상의 복잡도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셀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하
고 그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해서 기존 셀 탐색 방법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Ⅰ. 서론
최근에 무선 휴대 멀티미디어와 휴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러한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가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와 TDD 모드를 기반으로 하는 IEEE 802.16e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재 IEEE 802.16e 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WiBro 라는 이름으로 상용화 되고 있다.
셀 탐색 알고리즘은 미리 알고 있는 셀 번호에 따른
특정 시퀀스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셀 번호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다음과 같은 셀
탐색은 통신을 시작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되는 과정으로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연결
설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단말기가 위치하고 있는 셀의
번호를 찾는 것이 요구된다.
IEEE 802.16e OFDMA 시스템을 위한 셀 탐색 알고리즘
몇 개가 존재한다 [2]-[3]. [2]에서는 모든 셀 번호에
대해서 상관관계 값을 계산하는 소모적인 셀 탐색
방법이 제안 되었다. 이러한 셀 탐색 방법은 간단하지만
엄청난 계산상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에서는 상관관계 값 계산시
상관 길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 길이 상관관계
기법이 제안 되었고 어느 정도 계산상의 복잡도를
줄여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셀 탐색 방법이 제안 된다.
에너지 탐색 방법이 제안되어 기존의 셀 탐색 방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높은
계산상의
복잡도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셀 탐색 성능 역시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의실험을 통해서 보였다.

Ⅱ. 시스템 모형
셀 번호에 상응하는 세그먼트 번호는 WiBro 시스템의
규약에 따라서 할당되게 된다 [1]. 셀 번호 i 와 세그먼
트 번호 s 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0 i ∈ I 0 {0 … 31,96,99,102,105,108,111}
⎪
s = ⎨1 i ∈ I1 {32 … 63,97,100,103,106,109,112}
⎪2 i ∈ I {64 … 95,98,101,104,107,110,113}
2
⎩

(1)

셀 탐색 시 사용하는 프리앰블의 부반송파들은 세그먼트
번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할당되게 된다.

P s = {86 + s + 3q | q ∈ {0,… , 283}}

(2)

여기서 86 은 좌측 보호 밴드 부반송파의 개수이다.
모든 프리앰블은 좌, 우측에 보호 밴드로 부반송파
86 개씩을 두고 있으며 DC 부반송파는 변조 되지 않고
적절한 PN 은 버려지게 된다. 위 수식 (2)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프리앰블들은
각기 다른 부반송파 집합을 사용하게 되므로 간섭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

Ⅲ. 동기화 기법 및 셀 탐색 알고리즘
1. 시간 동기 알고리즘
정확한 타이밍 추정을 위하여 Schmidl, Park 그리고
Ven de beek 방법이 사용되었다 [5]-[7]. 먼저 시간 영
역에서 일정한 간격마다 Schmidl 방법을 이용한 초기 시
간 동기 메트릭을 계산한다 [5]. 만약 초기 시간 동기
메트릭 값이 특정 임계치 이상이면 Park 과 Van de beek
이 제안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미세 시간 동기 방법
을 이용하여 보다 더 정확한 타이밍을 추정하게 된다
[6][7].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Schmidl 과 Van de
beek 방법들로부터 발생하는 추정의 불확실성과 Park 방
법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계산상의 복잡도 문제를 동
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
2. 주파수 동기 알고리즘

정확한 타이밍을 얻고 난 이후 Van De Beek 이 제안한
주파수 동기 방법을 이용하여 소수배 주파수 오차를
추정하고 보상해주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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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탐색 과정 시 114 개 프리앰블 전체에 대해서 셀
탐색을 해야 된다는 기존 셀 탐색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상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너지
탐색 방법을 제안하였다.
s 번째 세그먼트의 k 번째 부반송파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수신 신호를 Yks 라고 한다면 에너지 탐색
메트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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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탐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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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셀 탐색 성능, PFA =10-3

(3)

2. 모의 실험 결과 및 분석
여기서 K 는 284 로 특정 프리앰블에 할당된
부반송파의 총 개수이다.
다음과 같은 에너지 탐색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셀
탐색 시 후보가 되는 셀 번호의 개수가 1/ 3 로 줄게 되어
총 38 개의 셀 번호에 대해서만 셀 탐색을 수행하면 된다.
4. 채널 보상 알고리즘 및 셀 탐색 알고리즘
셀 탐색 시 채널 추정 및 보상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으로 인한 성능 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서로 인접한 부반송파들은 거의 흡사한 채
널 환경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차동 벡터
를 셀 탐색 시 사용하여 성능 열화를 보상해 주었다.
수신 신호 Yks 의 차동 벡터는 Rk = Y2sk Y2sk +1* 과 같고 주
파수 영역에서 정규화된 셀 특정 프리앰블 패턴의 j 번째
셀의 k 번째 부반송파 신호를 D j ,k 라고 했을 때 이 신호
의 차동 벡터는 Pk = D j ,2 k D j ,2 k +1 과 같다.
차동 벡터를 이용한 셀 탐색 메트릭은 다음과 같다.

⎧ 2 K /2
⎫
⎨ ∑ Re ( Rk ) Pj , k ⎬
K
⎭
η j = ⎩ kK=/02−1
2
2
∑ {Re ( Rk )}
K k =0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WiBro 시스템의 하향링크를 위한 셀 탐
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셀 탐색 알고리즘
성능 분석을 통하여 제안한 셀 탐색 알고리즘이 계산상
의 복잡도를 줄이면서도 좋은 셀 검출 성능을 나타냄을
보였다.

2

(4)

여기서 j 는 후보가 되는 셀 번호를 나타낸다.
추정된 셀 번호

그림 1 은 오류 발생 확률이 10-3 으로 일정하게 유지
될 때 114 개의 모든 셀 번호에 대해서 셀 탐색을 수행한
것과 에너지 탐색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세그먼트 번호를 추정하고 38 개의 셀 번호에
대해서만 셀 탐색을 수행하였을 때의 셀 탐색 성능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하는
에너지 탐색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한 셀 탐색 성능이
모든 셀 번호에 대해 수행했을 때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셀 탐색 방법이
계산상의 복잡도를 1/ 3 로 줄이면서도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다.

ĵ 는 오류발생확률을 일정하게 유지

시키기 위해서 다음 수식에서와 같이 특정 임계값 γ 과의
비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셀 번호를 추정하게 된다.

ˆj = arg max {η j > γ }

(5)

j∈I s

Ⅳ. 모의실험 결과 및 분석
1. 모의 실험 환경
모의 실험 시 10km/h 의 ITU-R Vehicular A 채널을
사용 하였으며 한 OFDM 심볼 동안은 채널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또 셀 탐색 확률의 성능만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파수 옵셋의 추정 및 보상은
완벽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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