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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지 라디오 기술에서는 통신 대역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일차 시스템이 대역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차 시스템이 
기회 적으로 대역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가적 주파수 할 당 없이 전체 통신 시스템의 수율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인지 
라디오 기술에서는 일차 시스템의 대역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인 대역 센싱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라디오 기술을 사용하는 셀룰러 시스템에서 이종 일차 시스템이 공존하는 환경에서의 협력 대역 센싱에 대해서 다루었
다. 특히 일차 시스템이 다양한 전송 파워 및 센싱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차 시스템의 일부 단말들만 일차 시스템
의 존재를 인지 할 수 있을 경우를 고려한 다중 스테이지 센싱 기반 협력 센싱 기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에 제안된 
OR-rule, AND-rule, MAJORITY-rule 기반 협력 센싱 방안들의 성능을 이종 일차 시스템 환경에서 분석하였다. 시뮬레이
션을 통해 제안 방안이 기존 방안들에 비해 높은 정확도로 일차 시스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cognitive radio technology, the overall capacity of communications systems can be improved without allocating 
additional bands by allowing secondary system to utilize the band when a primary system who has right to use the band does 
not utilize it. Therefore, spectrum sensing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primary system is utmost important in the cognitive 
radio technology. In this work, we consider a novel cooperative spectrum sensing in cognitive cellular systems. Especially, 
we consider the case in which heterogeneous primary systems coexist, i.e., heterogenous transmission power and sensing 
requirement of primary system, such that only portion of users in cognitive cellular systems are able to detect the primary 
system. In this case, we propose new cooperative spectrum sensing with multiple sensing stages to properly detect the 
existence of primary systems in this kind of situations. Moreover, we analyze the performance of conventional cooperative 
spectrum sensing schemes such as OR-rule, AND-rule and MAJORITY-rule under the existence of heterogeneous primary 
systems. Finally, we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through computer based simulations and show 
that the existence of primary systems can be determined accurately by using our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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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 폰 및 태블릿 피시의 광범위한 보급으

로 인해 이동 통신 시스템의 모바일 트래픽 양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1, 2]. 특히 Cisco 사의 Visual 
Networking 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바일 트래픽 

양이 10년 내에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러한 모바일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1]. 당면한 모바일 트래픽 증가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동 통신 시스템의 수

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및 D2D (Device- to-Device))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모바일 이동통신 시스템의 수율 향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용 주파수 확대 없이 수율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 기술등의 

부상으로 인해 무선 통신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이 

사용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거의 고갈되

었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매우 힘들다. 인지 라디오 (Cognitive Radio) 기
술에서는 일차 시스템에 할당된 대역에 대해 일차 시스

템이 사용하지 않을 때 대역사용에 우선권이 없는 이차 

시스템이 기회적으로 (Opportunistic) 사용하게 사용함

으로써 이차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대역 할당 없이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3]. 실제 측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3] 실제 많은 일차 시스템들이 할당받은 대역을 

대부분의 시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지 라디

오 기술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대역 할당 없이 통신 시

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지 라디오 기술에서는 대역에 사용 권한이 없는 이

차 시스템이 우선권을 가지는 일차 시스템의 대역을 기

회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차 시스템의 통신이 이

차 시스템에 의해서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4-9]. 이를 

위해서 이차 시스템이 대역 센싱을 통해서 일차 시스템 

유무(일차 시스템이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일차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만 

대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일차 시스템의 동작을 원치 

않는 간섭으로 부터 보호한다. 따라서 인지 라디오에서 

정확한 대역 센싱은 매우 중요하고,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9]. 특히  통신 채널의 페이딩 

및 노이즈[10]가 대역 센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

해서 다수의 단말이 동시에 대역을 관찰하는 협력 센싱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4, 5]. 협력 센싱에서

는 다수의 단말이 동시에 대역 센싱을 수행하고 (개별 

센싱) 이 센싱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일차 사용자 유무

를 판단한다.
협력 센싱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지만 기

존 연구들에서는 협력 센싱에 참여하는 단말 모두가  

일차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1). 하지만 

실제 인지 라디오 환경에서는 다양한 이종 일차 시스템

이 존재할 수 있고, 이 때 각 일차 시스템들은 다른 센싱 

요구 조건 및 전송 파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전체가 아

닌 일부의 이차 사용자들만 일차 시스템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연구들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4]. 따라서 이종 일차 

시스템을 고려한 협력 센싱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 일차 시스템이 존재하는 인지 라디

오 환경에서 협력 센싱의 성능을 분석하고 협력 센싱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센싱을 조절하는 새로

운 협력 센싱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이종 일차 시스템 환경에서 협

력 센싱의 대표적인 방안들인 OR-rule, AND-rule 및 

MAJORITY-rule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종 일차 시스템

을 고려한 새로운 Improved-OR-rule을 제안한다. III장
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존 협력 센싱 방안과 제

안 방안의 성능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시

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IV장에

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Ⅱ. 이종 일차 시스템 환경에서의 협력 

센싱 성능 분석 및 제안 방안

2.1. 기존 협력 센싱 방안

인지 라디오 기술의 대역 센싱에서는 시변하는 채널 

환경 및 노이즈의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센싱 결과가 

나올 수 있다[6]. 이러한 부정확한 센싱에는 2가지 가능

성이 존재한다. 즉 일차 시스템이 없을 때 일차 시스템

1) 즉 개별 단말들이 일차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센싱 에러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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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False Alarm과 일차 시스템의 

존재를 놓치는 Miss Detec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대역 

센싱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협력 대역 센싱을 사용한다. 
협력 대역 센싱에서는 단일 단말들이 개별적으로 대역 

센싱을 수행하고 각 단일 센싱 결과들을 총합하여 최종 

센싱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노이즈 및 채널의 영향을 줄

이고 센싱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4, 5]. 
협력 대역 센싱에서는 단일 단말들의 최종 센싱 결과 

(일차 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총합하여 결과를 도출하

는 Hard Decision과 단일 단말들의 센싱 값들 (예를 들

어서 측정된 신호 크기) 과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결과

를 도출하는 Soft Decision이 있다. Soft Decision의 경

우 센싱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시그널링 오버헤드

가 단말 수에 비례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rd Decision 기반의 센싱에 초

점을 맞추도록 한다.
Hard Decision 기반 협력 센싱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OR-rule, AND-rule 및 MAJORITY-rule이 있다[4, 5]. 
OR-rule에서는 단말 들 중 하나라도 일차 시스템이 존

재 한다고 알리면 대역에 일차 시스템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OR-rule 에서는 Detection 확률을 극대

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False Alarm이 증가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AND-rule에서는 모든 단말 들이 일차 시

스템의 존재를 알려야지만 일차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OR-rule과 다르게 False Alarm
을 줄일 수 있지만 Detection 확률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MAJORITY-rule에서는 절반 이상의 

단말들이 일차 시스템의 존재를 나타내야만 일차 시스

템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앞서 설명한 두 방식

에 비해 False Alarm과 Detection 확률의 균형을 맞추어 

어느 한 값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림 1을 통해서 각 협력 센싱 방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파란 단말은 일차 시스템이 없다고 

리포팅한 단말이고 녹색 단말은 일차 시스템이 있다고 

리포팅한 단말이다. Case 1에서는 OR-rule만 일차 시스

템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고 Case 2에서는 OR-rule
과 MAJORITY-rule이, Case 3에서는 모든 방식이 일차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림 1. 다양한 센싱 시나리오

Fig. 1 Various Sensing Scenarios

2.2.  이종 일차 시스템을 고려한 협력 대역 센싱 성능

앞서 살펴본 협력 대역 센싱 방식들의 성능 분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

구들은 모든 단말들이 일차 시스템을 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 다양한 일

차 시스템이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다른 전송 파워를 가

진 일차 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고 각 일차 시스템들이 

다른 센싱 requirement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전체 단말들 

중 일부 단말들만 일차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다2). 실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차 시스템의 전송 

파워에 따라서 이차 시스템의 일부 단말들만 일차 시스

템의 No-Talk Zone3)에 위치할 수 있다. 하지만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우 일부의 단말들만 일차 시스템

의 No-Talk Zone 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역을 사용

하면 안 된다[6]. 기존의 협력 센싱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종 일차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분석 결

과와 실제 인지 라디오 환경에서의 결과가 잘 맞지 않

을 것이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종 일차 시스템이 존재하여 일

부의 단말만 일차 시스템의 No-Talk Zone에 들어있는 

환경에서 기존 협력 센싱 방식들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협력 센싱 방안들의 최종 Detection 
Probability (여기서는 각 센싱 방안에 따라 Po

d, Pa
d, Pm

d

로 표시하였다) 와 False Alarm Probability (여기서는 

각 센싱 방안에 따라 Po
f, Pa

f, Pm
f로 표시하였다) 를 구하

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전체 단말의 수가 M이라 가정

하였고 각 단말의 센싱에서 Detection, False Alarm을 

나타낼 확률이 각각  Pd, Pf 라 가정하였다. 또한 각 단말

들의 대역 센싱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

2) 이 경우에는 일차 시스템의 감지 지역에 들어있지 않는 단말들은 여러 번 센싱을 하여도 일차 시스템 존재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3) 인지 라디오 시스템에서는 일차 시스템의 No-Talk Zone에 있는 이차 시스템의 단말들이 일차 시스템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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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종 일차 시스템을 고려하여 전체 단말 중 일차 시

스템의 No-Talk Zone에 들어 있지 않는 단말의 비율이 

α라 가정하였다. 즉 α→0 이 되면 모든 단말들이 일차 

시스템의 No-Talk Zone에 속해있는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
우선 OR-rule에서는 전체 단말들 중 하나의 단말이

라도 일차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알리면 최종적으로 일

차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OR-rule
의 False Alarm 확률 (Po

f,)과 Detection 확률 (Po
d)은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
⋅         (2)

앞의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False Alarm 확률은 기

존의 분석과 달라지지 않지만 Detection 확률이 달라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R-rule에서는 일차 시스템

의 No-Talk-Zone에 속한 단말들이 하나라도 Miss 
Detection을 발생하지 않고 No-Talk Zone에 속하지 않

는 단말들 중 하나라도 False Alarm을 발생하지 않을 경

우에 Detection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2)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AND-rule에서는 모든 단말이 일차 시스템

이 존재한다고 알리는 경우에만 일차 시스템이 존재한

다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AND-rule의 False Alarm 
확률 (Pa

f,)과 Detection 확률 (Pa
d)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
⋅                   (4)

OR-rule에서와 동일하게 False Alarm 확률은 기존의 

분석과 달라지지 않지만 Detection 확률이 달라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AND-rule에서는 일차 시스템의 

No-Talk-Zone에 속한 단말들 모두 Miss Detection을 발

생하지 않고 No-Talk Zone에 속하지 않는 단말들 모두 

False Alarm을 발생한 경우에 Detection이 일어나게 된

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4)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AJORITY-rule에서는 과반수의 단말

이 일차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알리는 경우에만 시스템

이 일차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MAJORITY-rule의 False Alarm 확률 (Pm
f,)과 Detection 

확률 (Pm
d)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  


 










 ⋅⋅ ×

⋅ ⋅⋅ (6)

(6)의 식에서 β1, β2 는 다음을 의미한다.

 max⋅                 (7)  

 min⋅                        (8)  

앞에서와 동일하게 False Alarm 확률은 기존의 분석

과 동일하고 Detection 확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MAJORITY-rule에서는 일차 시스템의 No-Talk- 
Zone에 속한 단말들 중 j-i 명이 일차 시스템을 발견하

고 No-Talk Zone에 속하지 않는 단말들 중 i 명의 단말

이 False Alarm을 발생한 경우에 Detection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6)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2.3. 이종 일차 시스템을 고려한 협력 대역 센싱 방안

본 절에서는 이종 일차 시스템을 고려한 새로운 협력 

대역 센싱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안은  OR-rule
을 기반으로 한다4). 기존의 OR-rule은 단말의 수가 증

가할수록 False Alarm 확률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문

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 방안에서는 다

중 스테이지로 대역 센싱을 수행한다. 즉 특정 단말들

이 개별 대역 센싱을 통해서 일차 시스템을 발견하였을 

때 바로 일차 시스템 존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단말들에게 N-1번 대역 센싱을 더 수행하게 하

4) OR-rule을 사용한 것은 OR-rule이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더 정확한 일차 시스템 탐색 결과를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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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든 센싱에서 일차 시스템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만 

일차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제안 방안을 통해 

False Alarm으로 센싱 결과를 잘 못 도출한 단말도 다음 

센싱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전의 센싱 에러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False Alarm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안 방안의 False Alarm 확

률 (Pp
f,)과 Detection 확률 (Pp

d)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9)


 

⋅
⋅   (10)

기존 방안들과 달리 제안 방안에서는 센싱 스테이지 

수 N을 조절하면서 False Alarm 과 Detection 확률을 조

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최적화 문제를 

만들어서 최적의 스테이지 수 N*을 구할 수 있다. 

 min  
 

  ≥ 


                  (11)

(11)의 최적화 문제에서는 일차 시스템 Detection 확
률을 미리 정해진 Threshold인 Pd

thr 이상이 되게 하면서 

False Alarm 확률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p
f 

(N) 는 센싱 스테이지수 N에 대해서 감소 함수이고 Pp
d 

(N) 또한 N에 대한  감소 함수이므로 binary search등을 

이용하여 (11)을 만족하는 최적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성능분석

3.1. 시뮬레이션 환경

본 연구에서는 II장에서 제안된  다양한 협력 센싱 방

안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 분석에서 사용된 시뮬레

이션 파라미터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

Parameter Value
Pf 30 %
Pd 80 %
M 6 ~ 60
α 50 %

Pd
thr 0.9, 0.99, 0.999

3.2. 시뮬레이션 결과

우선 그림 2에서는 센싱 스테이지에 따른 False 
Alarm 확률과 Detection 확률을 구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False Alarm 과 Detection 확률 모두 N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센

싱 스테이지 수를 증가시키면 False Alarm을 줄일 수 있

지만 동시에 Detection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됨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2. 센싱 스테이지 수에 따른 제안 방안의 센싱 정확도

Fig. 2 Sensing Accuracy According to Sensing Stage 
Number (N)

다음으로 그림 3에서는 최적화 문제 (11)을 이용해서 

구해지는 최적 센싱 스테이지의 수를 계산하였다. 만약 

센싱 성능이 좋아지더라도 N이 증가하면 시스템 수율

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5) 최적 N값의 분석이 필요하

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말의 수가 증가할수

록 최적 센싱 스테이지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말 수가 증가하면 일차 시스템을 더 쉽게 발견

할 수 있게 되므로 False Alarm을 줄이기 위해서 센싱 

스테이지 수를 늘리기 때문이다. 또한 Pd
thr 가 증가하면

5) 인지 라디오에서는 정확한 센싱을 위해서 센싱 period시에 데이터 전송을 하지 않는다(Quiet Period). 따라서 긴 시간 센싱을 하면 

수율 감소가 발생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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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센싱 스테이지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목표 Detection 확률 때문에 센싱 스테이지 

수의 증가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3. 이차 시스템의 단말 수에 따른 최적 센싱 스테이지 수

Fig. 3 Number of optimal sensing stage according to 
number of secondary users

이종 일차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협력 대역 

센싱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Pd
thr = 0.9일 때 이차 

시스템의 단말 수에 따른 Detection 확률과 False Alarm 
확률을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냈다. 본 성능 분석에서

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값과 분석을 통해서 얻

어진 값을 모두 표기하였다.

그림 4. Pd
thr = 0.9일 때 이차 시스템의 단말 수에 따른 Detection 

확률

Fig. 4 Probability of detection according to number of 
secondary users when Pd

thr = 0.9

우선 그림 4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과 실제 시뮬레이션 값이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분석이 정확함을 검증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된 4가지 협력 대역 

센싱 방안 중 OR-rule 방식이 제일 높은 Detection 확률

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OR-rule은 너무 높은 False Alarm 확률을 가지

게 되므로 전체적인 이차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

다. 또한 AND-rule 방식도 매우 낮은 False Alarm 확률

을 보이지만 Detection 확률이 거의 0이 근접함을 볼 

수 있다.

그림 5. Pd
thr = 0.9일 때 이차 시스템의 단말 수에 따른 False 

Alarm 확률

Fig. 5 Probability of false alarm according to number of 
secondary users when Pd

thr = 0.9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Majority 방식과 

제안 방안이 실제 이차 시스템에 적합한 Detection 확률 

및 False Alarm 확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제안 방안의 경우 Detection 확률이 Pd

thr 의 값 (0.9) 
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안 방안에서 (11)
을 이용하여 센싱 스테이지의 수를 Pd

thr 에 맞추어 조절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안 방안이 MAJORITY-rule 방
식에 비해서 낮은 False alarm 확률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제안 방안의 성능이 제일 좋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안 방안의 경우 OR-rule에 

기반을 두었지만 OR-rule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Pd

thr 값 변화에 따른 대역 센싱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Pd
thr = 0.999일 때 이차 시스템의 단말 

수에 따른 Detection 확률과 False Alarm 확률을 그림  

6과 그림 7에 나타냈다. 앞의 그림 4와 그림 5의 결과

와 거의 동일하지만 제안 방안의 경우 더 높은 False 
Alarm 확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시뮬레이션 보다 더 높은 Pd
thr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

안 방안의 센싱 스테이지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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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ITY- rule의 경우 제안 방안에 비해서 낮은 

False Alarm 확률을 보이지만 Detection 확률이 Pd
thr 보

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안 방안의 사용을 

통해서 시스템 환경에 적응적으로 원하는 대역 센싱 

정확도를 달성하면서 False Alarm 확률을 최소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Pd
thr = 0.999일 때 이차 시스템의 단말 수에 따른 

Detection 확률

Fig. 6 Probability of detection according to number of 
secondary users when Pd

thr = 0.999 

그림 7. Pd
thr = 0.999일 때 이차 시스템의 단말 수에 따른 

False Alarm 확률

Fig. 7 Probability of false alarm according to number of 
secondary users when Pd

thr = 0.999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지 라디오 시스템에서 협력 대역 센

싱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전체 단말들 중 

일부 단말들만 일차 시스템을 찾을 수 있는 이종 일차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협력 대역 센싱 방안들

의 성능을 분석하였고, 또한 목표 Detection 확률에 따

라서 센싱 스테이지 수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OR-rule
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협력 대역 센싱 방안을 제안하였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종 일차 시스템 환경에서 

협력 대역 센싱 방안들의 성능을 확인하였고, 제안 방

안의 사용을 통해 대역 센싱의 목표 Detection 확률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False Alarm 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말들의 센싱 성능이 

동일한 환경을 고려하였으나 추후에는 각 단말들의 센

싱 성능이 다른 환경을 고려한 최적 대역 센싱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wine management model with 
animal-metric for livestock welfare, Project No.PJ 
0105412015)"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REFERENCES

[ 1 ] Cisco,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2013-2018," Feb. 2014.

[ 2 ] W. Lee, and K-Y. Sung, "Adaptive Interference Estimation 
For Cellular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Using 
Directional Transmiss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System-Level Simulation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8, no. 9, pp. 2117-2123, Sep. 2014.

[ 3 ] D. Cabric, A. Tkachenko, and R. W. Brodersen, 
"Experimental study of spectrum sensing based on energy 
detection and network cooperation," ACM 1st Intl. Workshop 
on Technology and Policy for Accessing Spectrum (TAPAS), 
p.12-es, Aug. 2006.

[ 4 ] W. Lee, and D.H. Cho, "Enhanced spectrum sensing scheme 
in cognitive radio systems with MIMO antennae," IEEE, 
Trans. Veh Tech. vol.60, no.3, pp.1072-1085, Mar. 2011.



이종 일차 시스템을 고려한 인지 라디오 기술에서의 협력 대역 센싱 방안

1553

[ 5 ] E. Peh, Y.-C. Liang, Y.L. Guan, and Y. Zeng, "Optimization 
of cooperative sensing in cognitive radio networks: a 
sensing-throughput tradeoff view," IEEE Trans. Wireless 
Comm., vol.58, no.9, pp.5294-5299, Nov. 2009.

[ 6 ] A. Sahai, N. Hoven, S. M. Mishra, and R. Tandra, 
"Fundamental tradeoffs in robust spectrum sensing for 
opportunistic frequency reuse," Tech. Rep., 2006.

[ 7 ] S. Chunhua, Z. Wei, and K.B. Letaief, "Cooperative 
spectrum sensing for cognitive radios under bandwidth 
constraints,"IEEE WCNC 2007, pp.1-5, Mar. 2007.

[ 8 ] B. Kang, “Performance Comparison of Spectrum Sensing 

according to Structure of Sensing Receiver,”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3, no. 9, pp. 1891-1897, Sep. 2009.

[ 9 ] J. Seo, C. Yang, H. Park, and J. Jung, “An Active 
Interference Management Scheme for Cognitive Radio 
System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38, no. 10, pp. 843-850. 
Oct.  2013. 

[10] A. Goldsmith, "Wireless commun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이웅섭(Woongsup Lee)

2006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학사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박사
현재   경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인지 라디오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정방철(Bang Chul Jung)

2002년 2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사
2004년 8월 KAIST 전자전산학과 석사
2008년 2월 KAIST 전자전산학과 박사
2008년 3월∼2009년 8월 KAIST IT 융합연구소 팀장
2009년 9월∼2010년 2월 KAIST IT 융합연구소 연구교수
2010년 3월∼2014년 2월 경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2014년 3월∼현재 경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이동통신, 신호처리, 협력 및 중계통신, Cognitive Radios, Compressed Sensing,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태원(Tae Won Ban)

1998년 2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2000년 2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2010년 2월 KAIST 전기및전자공학 박사
 2009년 6월∼2010년 10월  KT 연구 엔지니어
2011년 2월∼2012년 8월 KT Project Manager
2012년 9월∼현재 경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차세대 이동통신, 무선 자원 관리, Cognitive Radios, Relay Systems, OFDM/M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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