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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펙트럼 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스펙트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지무선통신기술이 제
안되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애드혹  인지무선통신에서 멀티 홉 라우팅은 저 전력으로 먼 거리까지  데
이터 전송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다. 멀티채널을 갖는 멀티홉  라우팅에서 전송채널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는 주 
사용자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널선택이 되어야하며 전송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널 간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채널선택기법이 필요로 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채널 멀티 홉 인지무선네트워크에서에서 채널 간 간섭
을 최소화하며 주 사용자와의 충돌을 줄임으로써 용량을 높일 수 있는 채널 스케줄링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
식은 라우팅경로와 채널선택을 동시에 수행한다. 제안된 채널 할당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용량과 충돌률 
관점에서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o solve the shortage of radio spectrum and utilize spectrum resource more efficiently, cognitive radio technologies 
are proposed, and many studies on cognitive radio have been conducted. Multi-hop routing is one of the important 
technologies to enable the nodes to transmit data further with lower power in ad-hoc cognitive radio networks. In a 
multi-channel cognitive radio networks, each channel should be allocated to minimize interference to primary users. In 
the multi-hop routing, channel allocation should consider the inter-channel interference to maximize network 
throughput. In this paper, we propose multi-channel scheduling scheme which minimizes inter-channel interferences 
and avoids collision with primary users for the multi-hop multi-channel cognitive radio networks. The proposed 
scheduling is designed to determine both of routing path and channel selection. The performance of proposed channel 
allocation scheme is evaluated by the computer simulation in the aspect of capacity and colli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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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로 인해 

한정된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스

펙트럼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스펙트럼 자

원을 할당하는 무선인지라디오(Cognitive Radio, CR) 

기술이 제안되었다[1, 2]. 무선인지라디오 기술은 스펙

트럼 사용이 허용된 주 사용자(Primary User, PU)의 스

펙트럼을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부 사용자(Secondary 

User, SU)들이 주 사용자가 스펙트럼을 사용하지 않을 

때를 센싱하여 주 사용자의 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스펙트럼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에드혹 인지무선네트워크는 기존의 기간 망이 없이

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단말은 참여와 이탈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 상황

에 따라 신속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3]. 에드혹 네트워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말의 

송신전력에 제한이 있고 전송거리가 짧아 멀티홉 전송

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멀티홉 전송을 위해

서는 경로설정과 멀티채널에서의 채널할당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인지무선네트워크에서 부 사용자가 주 사용자의 자

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스펙트럼 할당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한정된 자원을 부 사용자들이 경쟁하여 채널

을 할당 받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CR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자원할

당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4, 5]. 

지금까지 제안된 프로토콜들은 주로 무선채널의 

효율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 사용자의 출

현문제, 링크 간의 간섭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CR네트워크의 특성상 주 사용자의 간섭으로 

부 사용자의 자원할당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링크 간 

간섭은 전송용량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멀티채널을 갖는 에드혹 인지 무선네트워크 역시 인

지무선통신의 특성상 주 사용자에 대한 간섭을 최소

화하도록 경로설정 및 채널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전송용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전송 경

로별로 동시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링크간 간

섭을 고려하여 경로설정 및 채널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사용자의 출현확률 및 링

크간 간섭을 고려하여 라우팅 경로 및 채널할당이 이루

어지도록 멀티채널 할당기법을 설계하였다.

Ⅱ. 주 사용자의 출현확률을 고려한 경로선택

방식

소스 노드에서 목적노드까지 경로 설정에 있어서 기

존에는 용량 측면에서 설정하였다[6, 7]. 하지만 CR네

트워크는 주 사용자의 출현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존재

하고 이에 따라 채널의 사용유무가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 사용자의 출현확률()을 고려한 라우팅 경

로를 결정해야 한다.

Fig. 1 Routing path and the arrival rate of primary users

그림 1은 주 사용자의 출현확률에 따른 지역을 나타

낸 그림이다. 소스 노드에서 목적노드까지 경로는 총 2

개로, 위쪽 경로인 Path1과 아래쪽 경로인 Path2가 있

다. 홉수라는 관점에서 경로를 설정하면 홉수가 적은 

Path2가 선택된다. 하지만  는 과 로 서로 다

른 주 사용자의 출현확률을 갖고 있다. 만약    

인 상황이면 Path2가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 홉수가 

적은 경로일지라도, 주 사용자의 출현에 따라 데이터 

전송의 유무가 판단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 사용자의 출현확률을 고려한 경로설정을 해

야 한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펙트럼 홀을 예측하기 위해 주 

사용자의 트래픽 모델을 포아송 모델로 사용하였다. 포

아송 모델은 평균값 를 가지고 지수적으로 분포하는

데, 이 분포를 이용하여 채널 에서 주 사용자의 패킷이 

시간동안 도착하지 않을 확률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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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 (1)에서 는 해당 경로의 번째 링크의 주 사용

자의 출현 확률을 의미하고 는 번째 링크에서 주 

사용자의 패킷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

한다. 이 식을 이용하여 주 사용자의 패킷과 충돌하지 

않을 확률을 구한다. 







   

                    (2)

주 사용자의 출현 확률에 따라 링크를 분류한다. 

  ≤인 경우에는 안전링크로 분류하고 주 사용

자의 출현확률이 낮아서 간섭을 고려하지 않고 전송

이 가능한 링크를 의미한다.   ≤ 인 경우에는 

위험링크로 분류하고 주 사용자의 출현확률이 매우 

높아 가능한 전송에서 제외하는 링크를 의미한다. 따

라서 위와 같이 분류한 링크를 고려하여 채널할당을 

결정한다.  

Ⅲ. 링크간 간섭

3.1. 싱글채널에서의 링크 간섭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인접한 링크 간에 서로 간섭

이 발생하고, 따라서 인접한 링크 간에 동시 전송은 불

가능하다[8].

Fig. 2  link interference in single channel

그림 2은 단일채널인 환경에서 소스 노드와 목적노

드간의 전송을 나타낸다. 점선은 링크 간에 간섭을 나

타낸 것으로, 점선으로 이어진 링크는 동시에 전송이 

불가능하다. 모든 링크는 총 C의 용량을 갖는다고 가정

하고 동시에 전송이 가능한 그룹의 개수를 파악한다. 

따라서 그림 3의 동시 전송가능 그룹은 { }, {}, 

{} 로 총 3개의 그룹을 갖는다. 이를 비간섭 그룹이

라하며 각 그룹내의 링크들은 서로 간섭이 없어 동시 

전송이 가능하나 서로 다른 비간섭 그룹에 속한 링크들

은 서로 간섭을 일으켜 동시에 전송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전체 그룹의 개수를  라고 한다면, 용량 그룹의 

개수와 반비례관계를  갖는다.

3.2. 멀티채널에서의 링크 간섭 

단일채널과 다르게 멀티채널 환경에서는 여러 개의 

링크가 존재하므로 서로 다른 링크를 사용하면 간섭을 

회피하여 동시 전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멀티채널의 환

경에서는 선택될 수 있는 링크의 경우의 수가 다양할 

수 있다. 

Fig. 3 link interference in multi-channel

그림 3는 멀티채널의 환경에서 링크간의 간섭을 나

타낸 그림이다. 링크 아래의 표는 사용 가능한 링크를 

의미한다. 총 가능한 링크의 조합을  라 하고 링크

의 사용가능한 채널의 수를  라고 한다면  는 다

음과 같다.

 




                               (4) 

식(4)에서 는 경로의 홉 수를 나타낸다. 식 (4)에

서 구한 개의 전송 조합 중 1개를 전송할 링크로 선

택해야 한다. 단일채널환경과 달리 멀티채널의 환경에

서는 여러 개의 링크가 사용가능하므로 전송 용량을 최

대화 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송 용량 C

를 최대화 하는 조합을 선택한다.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간섭을 일으키는 채널을 선

택하지 않고, 동시에 전송이 가능한 채널의 조합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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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다. 

그림 3에서는 {}, {} 로 그룹의 개수는 2

개이다. 따라서 그림3에서의 싱글채널일 때 보다 용량

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애드혹 CR 네트워

크 환경에서는 주 사용자 출현 확률이라는 중요한 변수

가 존재한다. 링크의 간섭과 링크의 주 사용자 출현확

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송할 링크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주 사용자의 출현과 링크간의 간섭을 최소화 하

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Ⅳ. 링크간섭을 고려한 채널 선택 

앞의 알고리즘에서는 링크를 주 사용자의 확률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CR 네트워크의 특

성 상 주 사용자의 간섭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그

림 2에서 분류한 링크에 따라 안전링크와 위험링크

로 나누어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즉, 주 사용자의 

출현확률이 높아 충돌확률이 기준이상으로 발생할 

링크와 그렇지 않은 안전한 링크로 분류한다. 인지무

선통신에서 반드시 주 사용자와의 충돌률을 기준이

하로 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링크를 최대한 회

피할 수 있도록 노드 및 채널 선택 알고리즘을 설계

해야 한다. 

링크간섭과 주사용자의 출현확률을 고려한 채널선

택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경우는 

모든 경로에서 위험링크가 존재하지 않고 안전링크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주사용자와의 충돌을 걱

정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에 링

크간의 간섭만을 고려하여 노드 및 채널선택이 이루어

진다. 채널선택의 기준은 앞의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비간섭 그룹의 개수 가 가장 작은 경로와 채널을 

선택하도록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가 작을수록 보

다 높은 용량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위험링크가 경로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다. 이때는 경로내에 위험링크의 개수가 가장 작은 

채널 조합을 선택하도록 경로를 설정한다. 인지무선네

트워크에서 주 사용자에 대한 간섭 억제는 가장 중요한 

성능 요구사항 이므로 위험링크의 수를 최소화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만약 최소 위험링크의 수가 동일한 채널

조합이 여럿 존재한다면 첫 번째 경우의 기준과 마찬가

지로 이동 조합들 중 가장 작은 비간선 그룹을 갖는 채

널조합을 최종 채널로 선택하게 된다.

Fig. 4 Routing path including danger link

그림 4는 위험링크를 포함하는 멀티홉 전송을 나타

낸 예시이다. 그림4에서 전체 채널 조합의 개수는 24개

이다. 위험링크는 주 사용자의 출현확률이 매우 높아 

가능한 선택되지 않아야 할 링크이다. 따라서 24개의 

조합 중 위험링크가 가장 적게 포함된 경우는 8개의 조

합으로 위험링크를 각각 1개씩 포함한다. 이 8개의 조

합은 동일한 위험링크를 포함하므로 이중 비간섭 그룹

의 개수가 가장 작은 경우를 선택하면 {   }

의 조합을 갖는 1개의 채널조합이 선택된다.

Ⅴ. 시뮬레이션

제안한 채널 선택방식에 대해 성능분석을 위해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주요 파라미

터는 표  1과 같다.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s Value

Number of Hop 3, 5, 7, 9, 11

Number of PU channels 2, 3, 4, 5

 (per ) 0.001, 0.005, 0.01

Simulation time (s) 20000

그림 5과 6은 홉 수에 따른 용량과 주 사용자와의 충

돌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용량과 관련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홉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용량

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홉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간섭이 증가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그룹의 수가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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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채널관점에서 보면 

채널수 이 증가함에 따라 용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채널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송 가능한 링크의 조합

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더 높은 용

량을 선택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식과 채널을 랜덤으로 선택하는 기존의 

방식을 비교하면, 제안한 스케줄링 방식이 기존의 방

식에 비해 약 35%정도의 용량 향상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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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roughput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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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자와의 충돌률과 관련된 그래프를 살펴보

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채널간간섭을 고려

하지 않는 기존의 랜덤방식보다 주 사용자와의 충돌

률이 낮아 효율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경

우에 있어서 충돌률이 0.03이하고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홉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돌률이 증가하는 것

은 홉 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널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 사용자와의 충돌하는 확률이 늘어나

기 때문이다. 

그림 7과 8은 채널수에 따른 용량과 주 사용자와의 

충돌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파라미터 

는 홉 수를 의미하고, 가 5와 9인 경우를 나타내었

다. 용량과 관련된 그래프를 보면, 채널이 증가함에 따

라서 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채널

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송 가능한 채널 조합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고 용량이 높은 채널을 고를 수 있는 확률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채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안하는 방식과 랜덤 방식의 용량의 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채

널수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증가한다. 이는 채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널 조합의 경우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효율이 높은 조합을 찾아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이다. 주 사용자와의 충돌률과 관련된 그래프를 보면, 

채널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 사용자와의 충돌률이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널수의 증가는 사용하는 

채널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만큼 주 사용자

와의 충돌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채널수가 증가

함에 따라 충돌률이 증가하게 된다. 제안된 방식은 채

널의 변화에 따른 충돌률 증가가 완만하게 나타나며 모

든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0.03이하의 충돌률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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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roughput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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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방식과 랜덤방식을 비교하면, 제안방식의 

충돌률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식

은 주 사용자의 출현율이 높은 채널을 위험링크로 분류

하고 가능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 사용자와의 충돌

률을 낮출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채널 환경에서 주 사용자의 출현

확률과 채널간의 간섭을 고려한 스케줄링방식을 제안

하였다. 주 사용자의 출현확률을 고려하여 주 사용자와

의 충돌확률을 낮추고, 링크 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채

널 조합을 선택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용량을 최대화 하

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방식보다 용량이 높고, 주 사용자와의 충돌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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