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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격 인 IT시 로 진입함에 따라 IT기기에 한 활용도

가 격히 높아졌으며, 최근 KT 경제경 연구소가 발표한 

“2010 방송통신시장 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이동 화 가

입자가 올해 보다 약 2.8% 증가해 인구 비 보 률이 101%

에 달할 것으로 망하 다 [1]. 이러한 무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인 주 수 자원은 주 수 정책에 따라서 

국가에서 리하는 자원으로서 통신, 방송 등 국민의 편익을 

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주 수 자원은 국제 기통신연합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기고문에

서 “유한한 천연 자원(Limited natural resource)" 표 한 것

처럼 제한된 자원으로서 보다 효율 인 이용이 시 하다. 연

방 통신 원회 (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수 자원은 특정 시간  특정 주

수 역에 집 되어 주 수 자원의 비효율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이에 따라 제한된 주 수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 J. Mitola에 의하여 주 수 공유기

술인 인지무선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5]. 인지무선 시스템은 

기존의 면허 사용자에게 간섭을 주지 않으면서 비면허 사용

자에 의해 유휴 주 수에 한 사용을 허용한 기술로 인지무

선 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스펙트럼 센싱을 통하여 비면허 사

용자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변화된 상황에 시스템을 

하게 용하도록 하는 지능 인 차세  무선 통신 시스템이

다. 그러나 스펙트럼 센싱은 무선 통신 채 에서 발생하는 페

이딩  음 효과에 의하여 성능의 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스

펙트럼 센싱 성능의 하를 해결할 수 있고 스펙트럼 센싱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력 스펙트럼 센싱이 제안되었다 [6-8]. 

력 스펙트럼 센싱은 개별의 비면허 사용자가 센싱한 주

변의 상황에 한 정보를 제어 채 을 통해 송하여 융합센

터에서 취합한다. 하지만 비면허 사용자의 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제어채 을 통해 융합센터로 송하는 과정에서 과부하

가 발생하고, 융합센터 한 많은 량의 정보를 처리하기 한 

상당한 력 소모  처리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완화하

기 하여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이 제안되었다[9,10].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은 인 한 비면허 사용자간에 

클러스터 구조를 구성하여 클러스터 헤드가 해당 클러스터의 

개별 센싱의 정보를 취합하여 클러스터 헤드를 통해 융합센

터로 클러스터내의 정을 제어 채 을 통해 보내는 방식이

다. 기존의 모든 비면허 사용자가 개별 센싱을 송하는 것과 

달리 클러스터 헤드가 취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단된 정보

만을 융합센터로 송함으로서 기존의 력 센싱에 비하여 

융합센터의 과부하문제  처리속도 등의 개선이 기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실제 무선 환경에 근 하도록 하기

해 모델을 용하여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성능

을 분석하 으며 클러스터 구조를 용한 력  센싱은 기존

의 력 센싱에 비하여 에러발생 확률이 낮아지고 기존의 

력 센싱에 비하여 스펙트럼 센싱 성능이 향상됨을 모의실험

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에 해 설명 한다, 제 Ⅲ장에서는 기존의 

력스펙트럼 센싱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스펙트럼 

센싱 성능에 한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제 Ⅳ장에서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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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

<그림 1> 클러스터 기반의 력센싱에 해 나타낸 시스템 

모델  

기존의 력 센싱이 개별 센싱 결과를 각각 융합센터에 보

냄으로서 발생하는 과부하 문제와 력소모문제  처리속도 

등을 개선하기 해 기존의 력 센싱에 클러스터 구조를 

용하 다.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은 인 한 비면허 사용

자간에 클러스터를 이루어 클러스터 헤드가 클러스터내의 비

면허 사용자의 센 싱결과를 취합하여 클러스터 정(Cluster 

decision)을 내리면 클러스터 헤드가 융합센터로 클러스터 

정을 제어채 을 통하여 송하는 방법이다. 그림 1은 클러스

터 기반의 력 센싱에 해 나타낸 시스템 모델이다. 

본 논문의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은 개의 클러스터

와 각 클러스터에는 개의 비면허 사용자가 존재한다고 가

정하 다. 기존에 모든 비면허 사용자가 융합센터에 신호를 

송했던 것과는 달리 클러스터 헤드만 융합센터에 신호를 

송하고 클러스터 헤드를 제외한 비면허 사용자는 오직 클

러스터 헤드에게 개별 센싱 결과를 송할 수 있다. 이때 클

러스터 헤드는 융합센터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각 클러스터

의 비면허 사용자로 선정한다. 각 클러스터 내부의 비면허 사

용자의 개별 센싱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각 비면허 사용자의 개별 센싱은 에 지 검출법을 용하여 

단한다.

             (1)

클러스터 내부의 각 비면허 사용자의 센싱 결과는 클러스

터 헤드에서 취합이 되고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헤드가 면허 사용자의 존재를 단하게 되는데 클러스터 

정은 기존 력센싱의 최종 정방식을 용하여 각 정방

식에 따라 면허 사용자의 유, 무를 단한다. 클러스터 정

은 융합센터에서 최종 정을 내리기 이 의 간단계정도로 

설명 할 수 있으며 R번째 클러스터 헤드의  클러스터 정은 

다음의 식 (2)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

클러스터 내부의 비면허 사용자의 수는 개 이고 임계값 

()은 정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클러스터 헤드에서 클러스터 

정을 내리게 되면 해당 결과가 제어 채 을 통해 융합센터

로 송되며 이때 융합센터에서 각 클러스터 헤드로부터 수

신한 신호는 다음의 식 (3)과 같다.

               (3)

는 무선 채 을 나타내고, 는 각 클러스터헤드에서 

내린 클러스터 정 결과, 는 독립 인 부가 인 백색 가

우시안 잡음 (AWGN :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으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이다. 융합센터는 각 클러스터 헤드

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에 지 검출법을 용하여 Binary 

decision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는 융합센터에서 R번째 클러스터의 헤드로 부터 수신한 

각 클러스터 정의 에 지 값이고, 임계값( )은 제어채 의 

False alarm rate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값이다. 각 제어채 을 

통과한 클러스터 정의 값을 검출한 뒤 융합센터는 이를 모

두 취합하여 최종 정을 내리게 되고 다음의 식 (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5)

융합센터에서는 최종 정 결과값 이면 면

허 사용자가 존재한다고 단, 비 면허 사용자는 해당 스펙트

럼을 사용할 수 없고, 이면 면허 사용자가 사

용하지 않는 유휴 주 수라고 단하며 비 면허 사용자가 해

당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Ⅲ. 실험 결과

이번 장에서는 기존의 력 센싱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비교하 다. 모의실험을 

하여 면허사용자의 신호는 실험에서 면허 사용자는 이진 

상 천이 변조 (BPSK : binary phase shift keying)된 신호를 

사용하 고 면허 사용자와 비면허 사용자간의 채 , 제어채  

모두 일반 인 무선 채 로 가정하 다. 한 지역  상황과 

채 의 상태를 반 하기 해 Okumura-Hata 채 모델을 

용하여 두 시스템모델의 스펙트럼 센싱의 성능을 분석하 다. 

실험을 해 용된 라미터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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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력)

<표 1> 모의실험을 해 용된 라미터

의 표 1에서 는 송주 수, 는 기지국 안테나 높

이, 는 수신기 안테나 높이,  기지국과(면허 사용자) 수

신기(비면허 사용자)와 거리  비면허 사용자와 융합센터와

의 거리이다.

기존의 력 센싱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검출 확

률에 한 비교를 의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다. AND방식

과 Majority방식의 경우는 기존의 력 센싱보다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이 검출 확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OR방식의 경우는 기존의 방식보다 클러스터 기

반의 력 센싱의 SNR이 낮을 경우 검출확률이 한 차이

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OR 방식은 False 

alarm 확률이 높은데 클러스터 기반의 검출에서는 이러한 

False alarm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검출확률이 낮

아지면서 기존에 비해 보다 신뢰성 있는 검출을 도출하게 된

다. 

OR방식의 기존 력 센싱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False alarm 확률을 비교하는 모의 실험결과는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3의 결과는 기존의 력 센싱에서 

false alarm 확률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false alarm 

확률을 비교한 것으로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이 기존에 

비하여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기존의 력센싱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센싱의 

SNR에 따른 검출 확률 비교  

<그림 3> 기존의 력센싱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False alarm 검출 확률 비교

다음의 그림 4는 기존의 력 센싱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miss detection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 결과 이다. 

그림 4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력 센싱보다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Miss detection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펙트럼 센싱에서 에러로 나타낼 수 있는 척도인 

Fasle alarm과 Miss detection성능이 기존의 력 센싱에 비

하여 향상되어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센싱 성능이 기

존보다 우수한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그림 4> 기존의 력센싱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센싱의 

False alarm 검출 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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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ajority 방식을 용했을 때 기존의 력센싱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센싱 스펙트럼 센싱 성능비교 

의 그림 5는 Majority 정방식을 기존의 력 센싱과 클

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을 각각 비교하여 False alarm 확률

에 따른 검출 확률을 나타내는 수신기 동작특성(ROC :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을 통해 스펙트럼 센싱 성

능을 비교한다. 수신기 동작특성을 통해서 나타낸 Majority 

방식을 용하 을 때 기존의 력 센싱과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스펙트럼 성능 비교는 False alarm rate가 50%

일 때까지는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성능이 우수한 것

을 알 수 있다. False alarm rate가 50% 넘었을 때 기존의 

력 센싱의 스펙트럼 센싱이 높게 나오지만 보통 인지 무선

시스템에서 False alarm rate를 략 10%를 기 으로 스펙트

럼 센싱의 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false alarm rate가 50%가 

넘었을 때 스펙트럼 센싱의 성능은 고려하지 않아도 무 하

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력 센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과

부하  력소모, 센싱 정보의 처리 시간 등의 문제를 완화

시키기 해 기존 력 센싱 시스템에 클러스터 구조를 용

시킨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 다. 

한 보다 실제에 가까운 실험을 하여 Okumura-Hata 채

모델을 용하 고 기존에 논문에서 제어채 을 Perfect 채

로 가정한 것과 달리 일반 무선채 로 가정하여 실험하

다. 본 논문에서 실험한 모의실험 결과를 통하여 클러스터 기

반의 력 센싱은 기존의 력 센싱에 비하여 에러발생확률

은 낮아지고 가장 효과 인 정방식으로 제안한 Majority 

방식에서 검출확률이 기존보다 높아졌음을 확인하 다. 해당 

실험결과를 통하여 클러스터 기반의 력 센싱의 스펙트럼 

센싱 성능이 기존의 력 센싱보다 향상되었고 에러 발생확

률이 낮아짐에 따라 검출의 신뢰성은 높아졌다고 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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