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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직교 시퀀스를 이용한 인지 무선 시스템의 성능

Performance of Cognitive Radio Systems Based on Multiple 
Orthogonal Sequences 

이 경 선․김 윤 현․김 진 영

Kyung Sun Lee․Yoon Hyun Kim․Jin Young Kim

요  약

Ad-hoc 네트워크는 음영지역, 재난지역, 전쟁 시와 같은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등과 같은 무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많은 양의 네트워크 용량

이 필요하게 되지만, 기존의 제한된 주파수 자원에 따른 주파수 부족 상황 및 주파수 자원 정책의 규제에 따라

원활한 주파수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높은 주파수 활용을 제공하는 인지 무선 시스템을 ad-hoc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인지 무선 시스템을

통해 센싱한 1차 사용자의 유휴 대역을 모든 CR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CDMA 방식의 다중 orthogonal sequence를 이용하여, 하나의 주파수 대역

내에서도 여러 명의 CR user가 간섭 없이 효율적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지 무선 시스템에서의 성능 향상을 보여 준다.

Abstract

Ad hoc networks can be used under difficult condi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construct infrastructures, such as 
shadowing areas, disaster areas, war area, and so on. In order to support to considerable and various wireless services, 
more spectrum resources are needed. However,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frequency resource is difficult because of 
spectrum scarcity and the conventional frequency regulation. Ad-hoc networks employing cognitive radio(CR) system 
that guarantee high spectrum utilization provide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network capacity.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all CR user do not fairly use the primary user's idle bandwidth which has been sensed. In this paper,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the spectrum sharing algorithm which uses the multiple orthogonal sequences based 
on th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CDMA). From the proposed algorithm, it is expected that system performance of 
CR based ad-hoc network is improved significantly and it can be applied to the implementation of CR based ad-hoc 
net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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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그 수요

가 증가되면서 무선 통신의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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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

용 근거리 무선기기들은 대부분 비허가 공용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른 용

도로 할당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무선 통신 시

스템을 구현하려는 경우, 수 GHz 내에서 신규 주파

수 할당도 어렵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한

되어 있어서 이종 기기 간의 주파수 간섭이 야기되

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기존에 사

용하는 전파 자원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신의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파 자원의 이

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인지 무선

기술이 Joseph Mitola Ⅲ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인지 무선 기술(Cognitive Radio: CR)은 스펙트럼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DR(Software De-
fined Radio) 기술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여 최적의 신호 포맷, 주파수 대역, 변조 방식, 
출력 등의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무선 기술로 지역

및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유휴 주파수 자원을 능동적

으로 인지하고, 기존의 무선 서비스 사용자에게 간

섭 신호를 미치지 않으며 이를 사용하는 기술을 말

한다. 주 사용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스펙트럼 센싱을 통해 1차 사용자의 존재 유무를 독

립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무선 통신

시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CR 기술이 크게 주목을 받

게 되었는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
nications Committee)가 주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현황 및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 방

법을 연구하여 개방형 주파수 관리 정책을 점진적으

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1]～[4]. 
Ad-hoc 네트워크는 기존의 구축되는 통신 인프라

와 무관하게 이동 노드들 간에 자율적으로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네트워크에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한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Ad-hoc 네트워크는 음영지역, 
재난지역 및 전쟁과 같은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

울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인지 무

선 시스템에서의 기존의 통신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

는 비 면허 무선기기들 간의 임시적이며 즉흥적인

통신 환경 구축에도 유용하다[5],[6]. 주로 주파수 정책

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 받지 못한 비 면허 사용자는

소 출력 무선통신 기기 및 임시적으로 주파수를 할

당 받아 사용하는 기기들로서 이들이 주로 무선 인

지 시스템의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1차 사용자의 유휴 대역, 즉 2차 사용자들

에 의해 센싱된 1차 사용자의 대역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2차 사용자(CR user)가
다수일 경우 모든 CR user가 1차 사용자의 유휴 대

역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DMA(Code Division Mul-

tiple Access) 기반의 다중 직교 시퀀스를 이용한 다

수의 CR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는 1차 사용자의 유

휴 대역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CDMA 기법은 대역 확산 통신 방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하나의 채널 내에서 다수의 사용자

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서, 이를 CR 기반 ad-hoc 네트워크에 적용시킴으로

서, 한정된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7].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본

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 Ⅲ장에서는 시스템의 성능분석을 보이고, Ⅳ
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 모델을 바탕으로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성

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하

겠다.  

Ⅱ. 시스템 모델

그림 1은 기존 CR 기반 ad-hoc 네트워크에서의 시

스템 모델을 도식화 한 것이다. 기존 CR 기반 ad-hoc 
네트워크에서는 주파수 대역폭이 N개로 나누어져

있는 1대역폭에 1명의 CR user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간색 선의 그룹은 N개의

주파수 대역마다 CR user들이 1대역에 1명의 사용자

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미 대역

폭을 선점한 그룹이다. 대역폭을 선점하지 못한 CR 
user들은 파란색 선의 그룹인 대기 그룹처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기

존 CR 기반 ad-hoc 네트워크에서는 유휴 주파수 대

역이 센싱되면 선점하는 CR user만 사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이라, 수많은 CR user들이 대기하고 있어 주파

수 활용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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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CR 기반 ad-hoc 네트워크 시스템

Fig. 1. Conventional CR based ad-hoc network system.

 

그림 2. 다중 직교 시퀀스를 이용한 시스템 모델

Fig. 2. Proposed system model with multiple orthogo-
nal sequence.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CDMA
기법을 이용한 CR 기반 ad-hoc 네트워크 성능 향상

을 연구하였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

템 모델이다. 그림 1과는 다르게 그림 2에서는 N개
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을 때, CR user가 1개
대역에 1명의 CR user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CR user가 주파수 대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CDMA 기법의 특징 중 orthogonal sequence를
이용하여, 기존 CR 기반 ad-hoc 네트워크가 갖고 있

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8],[9]. 
CDMA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으로서 대역 확산

통신 방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하나의 채널 내에서

여러 개의 신호가 이루어지며, 각 신호에는 고유한

코드가 부여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동일한

주파수를 동시에 여러 시스템이 사용하게 되더라도

부여된 코드에 따라 신호를 구별해 내는 방식이다. 
CDMA에서 사용하는 확산 방식은 송신 데이터에

임의의 확산 코드를 곱하여 전송함으로써 전송되는

데이터의 대역폭이 크게 증가되어 낮은 전력으로도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그

림 2에서와 같이 다수의 CR 사용자가 하나의 대역

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CR 사용자

가 공평하게 1차 사용자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DMA 기법의 특징인 PN sequence

를 orthogonal하게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에 확산시킨

후 이에 적절 가중치를 두어 원본 신호에 더해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다양한 CR user를 구별하기 위한

센싱 알고리즘에서 확산 코드의 가장 중요한 성직은

각 확산 코드 상호간의 유사성(상호상관 특성)이다. 
다양한 CR 시스템에 사용되기 위한 확산 코드들은

모두 상호간에 직교성(상호상관이 0인 특성)이 있어

야 하며, 직교성이 실현될 경우에만 다양한 CR 기기

들에게 부호들이 할당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확

산 코드에서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

징 중의 하나가 상관 특성이다. 기본적으로 동기, 복
조를 위해서는 자기상관 피크 이외의 사이드러브가

낮은 확산 코드가 요망된다. 특히, 상호간 간섭을 최

소화하기 위한 CR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호

간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호상관이 낮은 코드의

조합이 요구된다[10],[12]. 
그림 3과 4는 송신기와 수신기에서의 블록 다이

어그램을 나타냈다. 그림 3 송신기에서는 N명의 CR 
user에 각각의 spreading code를 orthogonal 하게 확산

하여 채널을 통과하게 한다. 여기서 각각 N명의 CR 
user들에게 고유의 code를 orthogonal하게 할당해 줘

야지만 서로의 신호들이 서로 간섭 없이 신호를 전

송할 수 있다[13]. 그림 4는 수신기에서의 블록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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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시스템 모델의 블록도(송신기)
Fig. 3. Block diagram of proposed system model(transmitter).

그림 4. 제안된 시스템 모델의 블록도(수신기)   
Fig. 4. Block diagram of proposed system model(receiver).  

어그램이다. 송신기에서 전송한 모든 CR user의
orthogonal sequence의 정보를 수신단 측에서 모두 보

유하고 있고, 송신된 신호들은 수신단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CR user의 spreading code 정보들을 다시

correlation 취해 주어서 각각의 CR user 신호들을 구

별해 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R 기반 ad-hoc 네
트워크 내의 CR 사용자들의 센싱 정보를 취합해서

1차 사용자의 유휴 대역을 최종 판단하는 fusion 
center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 fusion center
는 CR 기반 ad-hoc 네트워크 내의 모든 CR 사용자의

확산 코드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모든 CR 
사용자는 이 fusion center를 거쳐 1차 사용자의 유휴

대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14],[15].

Ⅲ.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는 송신기의 변조 기법은 M-ary 펄스

위치 변조를 사용하였다.  -ary 펄스 위치 변조 신

호의 형식에서 각 입력 심볼은 슬롯 구간이 인   
슬롯 위치 중에 하나로 변조된다. 각 슬롯은   칩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는 부호 분할 다중 접

속 신호에서 처리 이득 또는 확산 인자이다. 번째
사용자의 직교 부호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1)

 
여기서 

는 주기가 인 주기적인 시퀀스이고, 
 는 칩 구간이다. 그리고   ･ 은  구

간을 갖는 진폭이 1인 구형파 펄스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or    
   (2)

 
번째사용자에 대한 신호의 출력은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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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기서 

는   슬롯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는 펄스 위치 변조 심볼의 구간이다. 식 (3)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는 채널의 임펄스 응답이고, 는 번째

사용자와 관련된 지연이고, 는 백색 잡음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비트 오류 확률에 대한 상

한값이 칩 동기 시스템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칩 동기 시스템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지

연   ≤ ≤은 의 정수배로 가정하였다. 
수신기에서 수신 받은 신호는 조건부 Poisson 불

규칙 변수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용자를 원하는 사용자라고 가정하

면, 번째 슬롯에서 수신 신호 출력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5)
 

여기서 와 
 및 는 각각 원하는 사용자(첫 번

째 사용자)에 의한 Poisson 계수 성분, 번째 사용자

의 신호, 그리고 잡음을 나타낸다. 또한, 의 평균

은 식 (6)과 같다.
 
    (6)
 

여기서 는 배경 잡음에 의한 신호 감쇄 factor이다. 
번째 사용자의 첫 번째 비트에 의한 

의 평균은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여기서   

이고, 는 Kronecker 델타 함수이며, 




는 첫 번째 사용자와 번째 사용자의 상호상관

이다. 가장 최악의 상호상관 경우를 가정하면(즉, 




  인 경우),   간섭 사용자에 의한 평균

신호 감쇄 factor는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여기서 는 첫 번째 사용자를 번 간섭을 일으킨

간섭 사용자의 수를 나타내며, 이는 식 (9)의 이항 분

포를 따른다.
 

Pr    
 




 



(9)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의 단일 에러 확률은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올바른 슬롯을 판정할 확률을 나타낸

다. 슬롯 결정 규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 에 대

해서   이면 심볼 를 선택하고, 만약 와  
사이의 계수가 같으면 대응되는 두 심볼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데이터 심볼이 동일 확률로 발

생한다고 가정하면, 부호화되지 않은 경우 올바른

슬롯을 선택할 확률은 식 (11)과 같이 하한값이 결정

된다.
 

 ≥
  

 Pr         
      ･Pr  
 Pr           

 




 



⋯ 
 



･Pr  
      (11)

 

Ⅳ. 모의 실험 

본 논문에서는 표 1과 같은 실험 파라미터를 이용

하여 실험하였다. 먼저 CR 사용자 및 fusion center
를 통해 센싱한 1차 사용자의 유휴 대역폭을 100 

표 1. 모의 실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s Value
1차 사용자의 유휴 대역폭 100 MHz
각 CR기기의 사용 대역 2 MHz

CR 기기수 50～500
변조 기법 M-ary 펄스 위치 변조

채널 모델 AWGN / Rayleigh
센싱 기법 Energy detection

False alarm rate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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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채널에 따른 오 경보 확률

Fig. 5. False alarm rate with channel model.

 
MHz로 설정하였고, 하나의 CR 사용자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대역을 2 MHz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려

한 CR 기반 ad-hoc 네트워크 내의 CR 사용자 수는

50명부터 500명까지 설정하였고, 채널 모델로는 AW-
GN과 Rayleigh로 가정하였다. 센싱 기법은 energy 
detection을 설정하였고, false alarm rate를 5 %로 설

정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5는 multipath 채널과 AWGN 채널일 경우의

각각에 대한 FA 확률을 보여준다. 제안된 시스템은

그림 5의 threshold를 바탕으로 주 사용자의 신호를

검출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림 5에서 보이듯이, 
AWGN에 비해 채널 상태가 좋지 않은 multipath 채
널의 FA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조

건, 즉 같은 SNR에서는 multipath 채널이 AWGN 채
널에 비해 신호 검출 성능이낮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림 6과 7은 각각 AWGN과 Rayleigh 채널에서의

제안된 시스템의 신호 검출 성능을 보여준다. CR 사
용자가 많아질수록 신호 검출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음 결과에서 보여지는 주파수

사용율의 비 선형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8은 기존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

템 간의 주파수 사용률 그래프를 보여준다. CR 사용

자가 센싱한 1차 사용자의 유휴 주파수 대역이 100 
MHz이고, CR 기반 ad-hoc 네트워크 내의 각 CR 사

그림 6. CR 사용자 수에 따른 검출 확률(AWGN 채널)
Fig. 6. Detection probability with number of CR user 

(AWGN channel).
 

그림 7. CR 사용자 수에 따른 검출 확률(Rayleigh 채널)
Fig. 7. Detection probability with number of CR user 

(Rayleigh channel).
 

용자가 각각 2MHz 씩 사용한다고 하면, 총 50명의

CR 사용자에게만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CR 사용자가 50명보다 많다면, 앞서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대기 그룹에 속하며, 대역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CR 사용자의 대역 사용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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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차 사용자의 유휴 대역 사용률(AWGN 채널)
Fig. 8. Rate of BW of primary user's idle BW(AW -

GN channel).
 

그림 9. 1차 사용자의 유휴 대역 사용률(Rayleigh 채널)
Fig. 9. Rate of BW of primary user's idle BW(Ray-

leigh channel).

 
길 기다려야 한다. 기존 CR 기반 ad-hoc 네트워크에

서는 센싱한 유휴 대역보다 많은 CR 사용자가 존재

할 경우, 그림 8 그래프의 동그라미 마크와 같이 주

파수 사용률은 ‘1’로 고정이 된다. 이러한 고정된 주

파수 사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기법에 따른 주파수 사용률을 그림 8 그래프의

세모 마크 그래프로 나타난다. CR 사용자가 증가할

수록 주파수 사용률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주파수 사용률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여야 하지만, 실제 모의실험 결과 CR 사용자

가 증가할수록 주파수 사용률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그림 6과 7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대역을 공유하는 CR 사용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에 따라 다른 CR 사용자에게 간섭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센싱 시 오 검출할 확

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9는 다중 경로 페이딩이 존재하는 Rayleigh 

채널에서의 주파수 사용률 그래프를 보여준다. AW-
GN 채널과는 다르게 페이딩이 심한 채널이 존재할

경우 대역 센싱 시 오 검출 확률이 증가하여 해당 대

역 사용이 어렵게 되어 그림 8의 결과보다는 낮은

주파수 사용률을 보여 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지 무선 통신 시스템 기반의

ad-hoc 네트워크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법을 제

안하고, 실험 결과를 통해 이를 증명하였다. 기존 인

지 무선 통신 ad-hoc 네트워크에서는 1차 사용자의

대역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CR user가 다수일 경우 모든 CR user가 1차 사용자

의 유휴 대역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

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DMA 기반의 다

중 직교 시퀀스를 이용한 다수의 CR 사용자가 한정

되어 있는 1차 사용자의 유휴 대역을 공평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고, 실험 결과를

통해 인지 무선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한정된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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