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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TV 화이트 스페이스(TV white space, TVWS)에서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기

반 비인가 사용자의 워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비인가 사용자는 TVWS를 사용할 때, 시간 도메인에서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해 송 워를 조 해야 한다.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혹은 FDM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과 달리 OFDM은 시간 도메인에서 높은 PAPR(peak-to-average power ratio)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비인가 

사용자의 워 할당 기법이 TVWS에 용될 경우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는 OFDM의 높은 PAPR값을 제어하여 순시 으로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워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한, 이를 기반으로 OFDM 기반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을 닫힌 형태(closed form)로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부반송

의 개수를 일수록 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의실험을 통해서,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은 부반송  개수가 작아질수록, 비

인가 사용자의 송신단-수신단 간 채  평균값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ower allocation scheme of the unlicensed user based on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in the TV white space (TVWS). Power constraints in TVWS should be satisfied in the time 

domain. However, because OFDM has high PAPR (peak-to-average power ratio), it is difficult to satisfy power constraints 

of TVWS in the time domain. Furthermore, the conventional power allocation schemes cannot be generally applied to 

unlicensed user in TVWS. Therefore, we propose a power allocation scheme to satisfy power constraints of TVWS by 

reducing PAPR in the time domain. In addition, we analyze the capacity of the unlicensed user based on OFDM in a 

closed form. Based on the capacity analysis, as the number of subcarriers decreases, the capacity can be enhanced. In 

simulation results, we show that the capacity of the unlicensed user increases, as the number of subcarriers decreases and 

the mean of the channel between the transmitter and the receiver of the unlicensed user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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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자원에 한 폭발 인 수요로 인한 스펙트

럼 희귀성 문제(spectrum scarcity problem)를 해결하

기 한 방법으로서 인지 무선(cognitive radio)기술이 

제안되었다
[1～2]
. 이를 통해 비인가 사용자(unlicensed 

user)들은 인가 사용자(licensed user)에게 할당된 주

수 역  빈 공간을 찾아서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 수 재사용은 TV 화이트 스페이스(TV 

white space, TVWS)가 가장 합한 역으로 고려된

다[3]. TVWS는 TV 역  지역 , 시간 으로 사용하

지 않고 비어있는 역을 의미한다.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최근에 TVWS를 비

인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 다[4]. 이를 

통해 무선 자원의 희귀성 문제를 해결하고, TV 역 이

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FCC는 인가 사용자들을 간섭으로부

터 철 히 보호하기 하여 비인가 사용자들의 TVWS

에 한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TVWS

는 워 제약(power constraint) 조건을 통해서 비인가 

사용자들의 송 워를 엄격히 제한한다
[4]
.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혹은 FDM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기반의 비인가 사용자

가 TVWS에 액세스할 때에는 단순히 송 워를 

TVWS의 워 제약값과 동일하게 할당함으로써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기반의 비인가 사용자가 TVWS에 액세스

할 때에는 부반송 의 워를 TVWS의 워 제약값과 

동일하게 할당할 경우 TVWS의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는 TVWS의 송 워 제약은 주 수 도메

인이 아니라 시간 도메인에서 충족되어야 하는데, 

OFDM 기반의 비인가 사용자는 시간 도메인에서 높은 

PAPR(peak-to-average power ratio) 값을 가지기 때문

이다[5].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 수 공유 시스템
[6]
에서 인가 

사용자의 간섭 제약(interference constraint)을 만족시

키는 비인가 사용자의 워 할당 기법도 용될 수 없

다. OFDM 기반의 주 수 공유 시스템에서 비인가 사

용자는 인가 사용자의 간섭 제약을 주 수 도메인에서 

부반송 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워를 할당한다[6～7]. 

그러므로 주 수 공유 시스템의 워 할당 기법을 

TVWS에 용시킬 경우에도 PAPR 문제로 인해 시간 

도메인에서의 TVWS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FDM 기반 비인가 사용자가 

TVWS를 이용할 때, TVWS의 워 제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워 할당 방식에 한 연구가 무하다. 따라

서 OFDM 기반의 비인가 사용자가 시간 도메인에서 

TVWS의 송 워 제약을 만족시켜  수 있는 새로

운 워 할당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FDM 기반 비인가 사용자가 TVWS

의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워 할

당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부반송 의 워 할

당을 통해 시간 도메인에서의 PAPR 값을 제어함으로

써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워 할당 기법을 사용했을 때,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을 닫힌 형태로(closed form) 분

석한다. 용량 분석을 통해 부반송 의 개수를 일수록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Ⅱ. TVWS 특성 및 제약 조건

본 장에서는 TVWS의 일반 인 특성과 비인가 사용

자들이 TVWS를 이용할 때 인가 사용자들을 간섭으로

부터 보호해주기 해서 반드시 수해야 할 제약 조건

들을 정리한다[4].

TV 역은 VHF(very high frequency) 역과 

UHF(ultra high frequency) 역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6MHz의 역폭을 가진 83개의 TV 채 로 나뉜

다. 이 에서 TVWS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를 들어, 미국의 도시인 LA나 New York의 경우, 

TVWS 채 의 수는 평균 으로 8개 채 ( 략 50MHZ 

역폭)인 반면, 교외지역의 경우, TVWS 채 의 수는 

략 17개-25개 채 (100-150MHz 역폭)이 된다[8]. 

그러므로 비인가 사용자는 특정 시간과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TVWS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TVWS에서 인가 사용자들은 

간섭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해 FCC

는 인가 사용자의 보호를 해 비인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워 제약 조건을 제시하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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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TVWS의 인  채  역

시 사용하지 않는 TVWS인 경우, 비인가 사용자는 최

 송 워를 100mW까지 출력할 수 있다. 반면, 

TVWS의 인  채 이 인가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 

인 경우에는 인  채 에 미치는 간섭을 억제하기 해

서 비인가 사용자의 최  송 워를 40mW로 제한한

다. 송 워 제약은 시간 도메인에서 순시 으로 보

호받아야 한다.

Ⅱ. TVWS에서 OFDM 기반 비인가 사용자의 

파워 할당 기법 및 용량 분석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설명한 TVWS의 특성  워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OFDM 기반의 비인가 사용자가 

TVWS를 이용할 때의 송 워를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이를 기반으로 TVWS에서 비인가 사

용자의 성취 가능한 용량(achievable capacity)을 분석

한다.

1. 비인가 사용자의 파워 할당 기법

본 논문에서는 한 의 비인가 사용자(송신단-수신

단)가 TVWS에 액세스하는 시스템을 고려한다. TV 데

이터베이스와 비인가 사용자의 자체 센싱 기법을 통해

서 비인가 사용자는 오류 없이 TVWS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한, 비인가 사용자는 역폭이  , 

부반송 의 개수가 인 OFDM으로 통신한다. 역폭

은 한 TVWS 채 에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6MHz보다 

작은 역으로 가정 한다≤ . 

 ≤ ≤  번째 부반송 에 실리는 symbol을 

할 때, -point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후 시간 도메인에서의 신호 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9].

 

 





≤ ≤ (1)

(1)에서 는 크기가 1인 MPSK(m-ary phase-shift 

keying) 변조 방식의 심볼이고, 비인가 사용자의 송신

단은 (1)의 신호에 주기  치 부호를 삽입한 후에 수

신단으로 신호를 송하게 된다. 는 비인가 사용자의 

각 부반송 에 실리는 심볼 당 워를 의미하며 각 부

반송 에 실리는 워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TVWS에서의 워 제약은 

시간 도메인에서 만족되어야 한다. 이는 워 제약을 

라 할 때, (1)의 각 샘 들의 워가 보다 작아

야함을 의미한다. 즉,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2)

(2)에서 은 비인가 사용자의 개의 시간 도메인 

샘 들  워가 가장 큰 샘 의 시간 인덱스를 나타

낸다. 

PAPR 에서 볼 때, (2)의 조건은 시간 도메인 샘

들  PAPR을 결정하는 최  워(peak power)가 

보다 작아야함을 의미한다. 즉,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해서 PAPR 값을 조 해주어야 

하고, 이를 해 주 수 도메인에서 비인가 사용자의 

부반송  워 를 결정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비인가 

사용자의 워는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3)

주 수 도메인에서 비인가 사용자의 각 부반송  

워를 (3)과 같이 할당할 때, PAPR 값은 TVWS의 송 

워 제약 값보다 작아지고, 따라서 TVWS의 송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일반 으로 OFDM의 PAPR 값은 굉장히 큰 값을 가

진다[6]. 그러므로 (3)에서 보는 것처럼 OFDM 기반 비

인가 사용자가 TVWS의 워 제약을 만족시키기 해 

부반송 에 실리는 실제 워는 TVWS에서 허용되는 

최  워 제약값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된다.

(3)을 통해서 우리는 OFDM 기반 비인가 사용자의 

워 할당 방식은 TDM 혹은 FDM 기반 비인가 사용

자의 워 할당 방식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TDM 

혹은 FDM 기반의 비인가 사용자의 경우   가 

되도록 송신 워를 할당해 으로써 TVWS의 워 제

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OFDM 기반 비인

가 사용자의 워를   가 되도록 할당할 경우 높

은 PAPR 값 때문에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없다. (3)에서 제안한 워 할당 방식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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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OFDM 기반 주 수 공유 시스템의 

워 할당 기법 역시 용될 수 없다. 일반 으로 OFDM 

기반 주 수 공유 시스템에서 비인가 사용자의 번째 

부반송 의 워 는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6～7].

  


(4)

(4)에서 는 인가 사용자의 간섭 제약(interference 

constraint) 값을 의미한다. 는 번째 부반송 에서 

비인가 사용자의 송신단과 인가 사용자의 수신단 간 채

 이득(channel gain)을 의미한다. 각 부반송 에서의 

인가 사용자와 비안가 사용자 간 링크는 독립 인 랫 

페이딩 (flat fading)을 겪는다고 가정하며, 각 페이딩은 

모두 일리 페이딩 채 (Rayleigh fading channel)로 

모델링 된다. 그러므로, 채  이득 는 평균값이 인 

지수 랜덤 변수(exponential random variable)가 된다. 

이 때, (4)는 인가 사용자의 간섭 제약은 주 수 도메인

에서 각 부반송  별로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해 비

인가 사용자는 각 부반송 에서의 간섭 제약 값과 채  

이득 값을 고려하여 워를 할당해주어야 함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 역시 TVWS에서는 높은 PAPR 값 때문

에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4)에서 제안하는 워 할당 기법을 통해서

만 OFDM 기반 비인가 사용자가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TVWS에 액세스할 수 있다.

2. 비인가 사용자의 파워 할당 기법비인가 사용자의 

용량 분석

(3)에서 제안한 워 할당 기법을 기반으로 비인가 

사용자의 번째 부반송 에서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5)에서 는 (3)에서 제안된 워값이고, 는 수신

단에서 발생하는 부가 백색 가우시안 잡음(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의 력 스펙트럼의 도(power 

spectral density)를 의미한다. 는 번째 부반송 에

서의 비인가 사용자의 송신단과 비인가 사용자의 수신

단 간 채  이득(channel gain)을 나타낸다. (4)에서 설

명한 와 마찬가지로, 각 부반송 에서의 비인가 사용

자의 송신단과 수신단 간 링크는 독립 인 랫 페이딩 

(flat fading)을 겪는다고 가정하며, 각 페이딩은 모두 

일리 페이딩 채 (Rayleigh fading channel)로 모델링 

된다. 그러므로, 채  이득 는 평균값이 인 지수 

랜덤 변수(exponential random variable)가 된다. 이

와 는 서로 독립 인 랜덤 변수로 가정한다. 이 때,  

 는   







로 표 되며, 의 확률 

도 함수를 나타내고, 는 의 평균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인가 사용자의 주기  치 부호는 

채 의 지연 확산 시간보다 길다고 가정한다. 이 때, 심

볼 간 간섭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수 도메인에서 각 

부반송 의 채 은 flat fading으로 표 된다. 그러므로 

번째 부반송 에서의 채  이득 는 한 심볼 길이 

내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신단

에서 주 수 도메인에서 OFDM 수신 신호의 순시 

SNR은 


로 표 된다. 이는 시간 도메인에서의 

OFDM 신호에서 보호 구간 제거 후 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용하여 주 수 도메인으로 변환

시킬 때, maximal ratio combining (MRC) 방식이 용

되기 때문이다.

는    







로 표 되며, 의 확률 

도 함수를 나타내고, 는 의 평균을 의미한다. 

(5)를 계산하면, 최종 으로 비인가 사용자의 번째 

부반송 에서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6)

(6)에서 는 불완  감마 함수(incomplete 

gamma function)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7)

(3)과 (6)에서 알 수 있듯이, 비인가 사용자의 번째 

부반송 에 할당되는 워는 이 작을수록 커지고,  

그에 따른 용량 역시 이 작을수록 커진다.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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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수록 OFDM 심볼의 PAPR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환경에서 PAPR이 작을수록 부반송 에 할

당되는 워는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반송 의 

용량 한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볼 간 간섭(ISI)

과 반송  간 간섭(ICI)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인가 사

용자의 부반송 를 여 으로써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10]에서 설명된 내용과 일

치한다.  

한, 비인가 사용자의 번째 부반송  용량은 와 

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TVWS에서의 워 제약 조

건인 가 클수록, 시간 도메인에서 비인가 사용자 신

호의 최  워값이 작을수록, 비인가 사용자의 송신단

-수신단 간 채 이 좋을수록 비인가 사용자의 번째 

부반송  용량은 증가한다.

Ⅳ. 모의실험

본 장에서는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한 OFDM 기반 비인가 사용자의 워 할당 기법의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해 평가한다. 부반송 의 개수와 

비인가 사용자의 송신단-수신단 간 채 의 평균값에 따

라 제안된 워 할당 기법의 성능을 찰한다. 이 때, 

비인가 사용자의 각 부반송 에서 채 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complex 

Gaussian random variable)로 설정하 다. 이 경우, 채

 이득은 지수 랜덤 변수를 따르게 되고, 각 부반송  

별 채 은 랫 (flat fading)하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한 OFDM 심볼 내에서 채  이득은 변하지 않는다. 그

리고, 각 부반송 에서의 송신 워 비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 SNR)는 20dB로 가정하 다. 그

러므로, 각 부반송 에 할당되는 워가 1일 때 잡음의 

력 스펙트럼의 도는 0.01이 된다. 

그림 1은 TVWS의 워 제약 조건에 따라 비인가 

사용자의 각 부반송 에 할당되는 워값을 나타내는 

그래 이다. 비인가 사용자의 부반송  개수는 64일 때

와 128일 때를 비교하 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3)에서 제안된 방식에 따

라 실제 비인가 사용자의 부반송 에 할당되는 워값

은 TVWS의 워 제약 조건 값보다 작게 된다. 이것은 

TVWS의 워 제약 조건은 시간 도메인에서 만족되어

야 하는 반면, 비인가 사용자의 워는 주 수 도메인

그림 1. TVWS의 워 제약 조건에 따라 비인가 사용자

의 각 부반송 에 할당되는 워값

Fig. 1. Power allocated to subcarrier of the unlicensed 

user as power constraint in TVWS.

에서 각 부반송 에 할당되는 값이기 때문이다. 즉, 

TDM 혹은 FDM 시스템에서 부반송 에 할당되는 

워가 TVWS의 워 제약값과 동일하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PAPR값이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부반송 에 워를 할당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비인가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워는 

TVWS의 워 제약 값보다 작아지게 된다.

한, TVWS 워 제약 조건이 동일한 환경에서, 비

인가 사용자의 부반송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할당되

는 워가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부반

송 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IFFT 후 PAPR값이 증가한

다. 다시 말해서, 부반송 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시간 

도메인에서 최  워의 값이 증가한다. 결과 으로, 비

인가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워가 어들게 된다. 그림 

2는 TVWS의 워 제약 조건에 따른 비인가 사용자의 

한 부반송  당 용량을 나타내는 그래 이다. 비인가 

사용자의 부반송  개수가 각각 64, 128일 때, 그리고 

비인가 사용자의 송신단-수신단 간 채  평균값 가 

각각 1/2, 1, 2일 때 용량의 실험치와 분석치를 비교, 

찰하 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비인가 사용자 용량의 실

험치와 분석치는 정확히 일치한다. 한, 부반송 의 개

수가 커질수록,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은 감소한다. 이는 

부반송 의 개수가 커질수록, 비인가 사용자의 부반송

에 할당되는 워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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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VWS의 워 제약 조건에 따른 비인가 사용

자의 한 부반송  당 용량

Fig. 2. Capacity per subcarrier of the unlicensed user 

as power constraint in TVWS.

부반송 의 개수가 동일할 때, 가 커지면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은 증가한다. 가 증가할수록 비인가 사

용자의 송신단-수신단 간 채  이득이 커지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비인가 사용자의 채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FDM 시스템 기반의 비인가 사용자

가 TVWS를 이용할 때, TVWS 워 제약 조건을 만

족시켜  수 있는 비인가 사용자의 워 할당 기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제안된 워 할당 기법을 사용할 

때, 비인가 사용자의 부반송  별 용량을 분석하 다. 

비인가 사용자는 TVWS 워 제약 조건을 시간 도메

인에서 순시 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해서, 

OFDM 기반 비인가 사용자는 시간 도메인에서 PAPR

값이 TVWS 워 제약 조건을 넘지 않도록 자신의

워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한 

워 할당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OFDM 기반 비인가 사

용자가 TVWS의 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TVWS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다. 

뿐만 아니라, 제안 기법에 의해 할당되는 워는 부

반송 의 개수가 감소할수록 더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로 인해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 역시 부반송 의 개수

를 일수록 향상시킬 수 있다. 한, 비인가 사용자의 

송신단-수신단 간 채  평균값이 증가할수록 비인가 사

용자의 용량 역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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