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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지 무선 통신을 위한 새로운 순환 신경망 기반 스펙트럼 센싱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주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검출을 통해 신호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 제안 기법은 센싱하고

자 하는 전체 대역을 고려하여 수신신호를 고속으로 샘플링 후 이 신호의 FFT (fast Fourier transform)를 통해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한다. 이 스펙트럼 신호는 채널 대역폭 단위로 자른 후 순환 신경망에 입력하여 해당 채널이 사용 

중인지 비어있는지 판정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은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기존 

문턱값 기반 기법보다 2 [dB] 이상 우수하며 합성곱 신경망 기법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실제 실내환경에서 

실험도 수행하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문턱값 기반 방식 및 합성곱 신경망 방식보다 4 [dB] 이
상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based spectrum sensing technique for cognitive radio 
communications. The proposed technique determines the existence of primary user’s signal without any prior information 
of the primary users. The method performs high-speed sampling by considering the whole sensing bandwidth and then 
converts the signal into frequency spectrum via fast Fourier transform (FFT). This spectrum signal is cut in sensing channel 
bandwidth and entered into the RNN to determine the channel vacanc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 is 
verifi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roposed one is superior to more than 2 [dB] than the 
existing threshold-based technique and has similar performance to that of the exist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based method. In addition, experiments are carried out in indoor environments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technique performs more than 4 [dB] better than both the conventional threshold-based and the CNN bas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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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주사용자 (Primary user, PU)
에게 할당된 스펙트럼은 항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

며 긴 시간동안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족한 스

펙트럼 문제를 해결하고 스펙트럼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사용자 (Secondary user, SU)가 이렇게 일시적으

로 사용하지 않는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

록 인지 무선 (Cognitive radio) 통신 기술이 제안되었다 

[1]. 인지 무선 통신에서는 SU가 간섭 신호를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PU 신호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며 이를 스펙트럼 센싱이라 한다. 스펙트럼 센

싱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PU 신호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2-3], PU에 대한 정보

가 전혀 없는 경우[3], 다수의 SU가 협력하여 판정하는 

방법[4]이 있다. PU 신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문턱값 기반의 에너지 검출 

기법이다[5-6]. 이 기법은 먼저 잡음의 전력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턱값을 설정한다. 이후 수신 신호의 전

력이 문턱값을 넘으면 PU 신호가 존재한다고, 넘지 않

으면 비어있다고 판단한다. 에너지 검출 방식은 잡음의 

전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수한 성능을 보

이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성능 열화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6-7]. 최근에는 낮은 SNR에서도 PU 신호 존재 유

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기반의 스펙트럼 센싱[8-9]은 기존의 에

너지 검출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이지만, 스펙트럼 관찰 

시간에 따라 존재 유무를 판정한다고 하면 메모리 셀이 

없는 인공 신경망은 분류 문제에 적합하지 않아 주로 순

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기반 스펙

트럼 센싱 기법이 연구되었다[10]. 순환신경망 중에서

도 장기의존성 문제를 해결한 LSTM (long short term 
memory) 셀을 이용한다[10-11].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검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스펙

트럼 센싱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이전에 연구되었

던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반 스펙트럼 센싱 기술[12]을 변형하여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새로운 스펙트럼 센싱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잡음전력의 추정 과정 없이 수신신호의 크기 제곱

을 순환 신경망에 입력하고 순환 신경망이 PU의 신호 존

재 유무를 판단한다. 제안 기법은 한 가지 가정 하에 동작

한다. 즉, PU가 할당할 수 있는 전체 주파수 채널의 수가 

A개라고 하면 실제로 A-1개만 할당 하고 1개의 채널은 비

워둔다는 가정이다. 에너지 검출에 기반하는 스펙트럼 기

법은 제안하는 기법을 포함해서 잡음의 전력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PU들이 하나의 채널을 항상 비

워둔다면 이 채널을 이용하여 잡음의 전력을 정확하게 추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하는 기법은 잡음전력을 추정

하는 과정은 필요 없지만 이렇게 할당하지 않은 채널의 신

호를 딥러닝에 활용하여 스펙트럼 센싱을 수행한다. 구체

적으로, 제안 기법은 센싱하고자 하는 전체 대역을 고려

하여 고속으로 샘플링하고, 샘플링 한 신호는 그림 1과 같

이 여러 채널의 PU 신호가 관찰될 수 있다. 스펙트럼 센싱

을 위해 이 신호에 대해 FFT (fast Fourier transform)를 수

행한다. 이렇게 수신신호를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하

고 연속적인 수신신호에 대해 구한 스펙트럼을 쌓아서 2
차원 신호로 만든다. 이렇게 만든 2차원 신호는 채널 대역

폭 단위로 쪼개어지고 비워둔 채널 신호를 붙여 최종 신

호, 즉 순환신경망 입력신호를 생성한다. 이렇게 만든 2차
원 행렬 신호를 열벡터 단위로 순차적으로 제안하는 순환

신경망에 입력한다. 순환신경망의 출력은 두 개의 클래스, 
즉, PU 신호 존재유무이다. 따라서 제안 기법은 이진 분류 

순환 신경망으로 볼 수 있다. 제안하는 순환 신경망은 

LSTM (long short term memory) 셀을 이용한다[11]. 제안

하는 기법의 성능은 컴퓨터 모의실험과 실제 실내환경에

서의 필드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필드 실험의 경우 모의

실험에서 학습한 신경망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여 검출 성

능을 검증한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문턱값 기반 기법보다 2 [dB] 이상 우수한 성능을 보

이고 합성곱 신경망 기법과의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반
면 필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문턱

값 기반 기법보다 8 [dB] 이상, 합성곱 신경망 기법보다 3 
[dB] 이상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Fig. 1 Example of received signal’s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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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신 신호 모델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스펙트럼 센싱 시스템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는 RF (radio 
frequency) 하향 변환기,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에 의해 기저대역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며 이 신호를 

이라 한다. 수신 신호는 FFT 크기인  단위로 

읽는데 인접한  개의 신호를 읽을 때 만큼 중첩

하며 샘플을 수집한다. 을 중첩하며 신호를 취하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중첩하여 신호를 취하는 이유는 

전체 신호수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B
는 FFT 신호 블록의 개수이다.  번째 수집 신호 블

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스펙트럼 센싱은 주파수 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는 FFT를 통해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한다. 의 

포인트 FFT 벡터를 라고 정의하며 크기는 ×

이다. 

(2)

스펙트럼 센싱은 스펙트럼의 크기를 이용하여 판단

해야 하므로 개의 FFT 각 원소에 절대값을 취한다. 이 

신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ig. 3 Process of collecting received signal block

(3)

총   개의 신호 블록에 대해 FFT를 수행하고 절대값

을 취해 얻은 {    }를 쌓아서 크기가 

×인 2차원 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를 이라고 정

의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4)

은 광대역 신호의 FFT를 통해 만든 신호이므로 여

러개의 PU 채널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센싱 

채널별로 분리한다. 수신신호 전체 대역폭은  포인트

로 표현되며 센싱채널의 폭은  ( <  ) 포인트라고 하

자. 전체 센싱채널의 개수는 가 되고, ADC의 샘

플링 클럭을  (Hz)라고 할 때 각 센싱채널의 대역폭은 

 (Hz)로 주어진다. 이때 마지막 센싱채널, 즉, 

번째 채널은 PU가 할당하지 않고 항상 비워둔다

고 가정한다. PU 신호 존재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센싱채

널의 전력과 잡음전력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잡음만 존재하는 채널이 존

재하는 것은 스펙트럼 센싱에 매우 유리하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을 센싱채널 별로 선택하

고 잡음채널을 덧붙여 새로운 행렬을 만든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5)

은 크기가  ×인 의 부분 행렬이며, 에서 

 부터 까지의 행을 선택해서 만든 행

렬이다.은 맨 마지막 센싱채널에 해당하는 부

분 행렬이며 항상 잡음만 존재하는 채널이다. 결과적으

로, 제안하는 순환 신경망 기반의 스펙트럼 센싱 기법은 

센싱채널과 잡음채널을 결합하여 새롭게 만든 크기가 

 ×인 행렬 를 이용하여 PU 신호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를  ×의 열 벡터 단위

Fig. 2 Overall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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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환 신경망에 입력한다.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는 

기존의 연구 [12]에서는 가 곧바로 합성곱 신경망에 

입력되었다. 

Ⅲ. 스펙트럼 센싱 기법

본 절에서는 를 이용한 기존 문턱값 기반 기법과 

기존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순환 신경망 기반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3.1. 기존의 문턱값 기반 스펙트럼 센싱

기존의 에너지 검출 방식은 먼저 잡음의 전력을 추정

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턱값을 설정한다. 이후 수신신호

의 전력이 설정한 문턱값을 넘으면 신호가 존재하고 넘

지 않으면 신호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번

째 센싱채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6)

여기에서 는 문턱값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7)

는 잡음전력의 추정값이며 PU가 할당하지 않

은 잡음 채널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8)

는 행렬 의 번째 원소를 나타내며, 

수식 (7)에서 는 양의 실수 값으로 SNR (signal to 
noise ratio)의 함수로 결정되는 변수이다. 번째 

채널의 전력 추정값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9)

수식 (6)의 문턱값 기반의 에너지 검출 기법은 잡음의 

전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으면 우수한 성능을 보이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저하가 심각하게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스펙트럼 센싱을 위해

서는 SNR 값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3.2. 합성곱 신경망 기반 스펙트럼 센싱

본 절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합성곱 신경망 기반 

스펙트럼 센싱 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그림 4의 

왼쪽 그림은    일 때 수식 (4)의 R의 한 

예를 흑백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으며 합성곱 신경망 입

력 신호 는 위에서부터 PU 신호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나타낸다. 흰색은 큰 값, 검정색은 0에 가까운 값

을 나타내며 그 사이 값은 회색으로 나타난다. 그림 4에
서의 훈련 샘플의 예시는 SNR이 20 [dB]인 환경으로 

SNR이 높은 상황이라서 센싱 채널 별로 PU 신호 존재 

유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합성곱 신경망 네트워크 

Fig. 4 Neural network of existing CNN based spectrum sens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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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그림 4와 같이 크기  ×인 를 입력으로 

하며 총 3개의 합성곱 계층으로 구성된다. 각 합성곱 계

층에는 배치 정규화 계층, 풀링 계층을 포함하며 마지막 

합성곱 계층에는 풀링 계층을 제외하여 같은 사이즈로 

출력된다. 각 합성곱 계층의 필터 수는 8에서 32까지 2
배씩 증가시키고, 필터 크기 ×과 스트라이드 1은 각 

계층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풀링 계층은 × 맥스 

풀링을 사용하며 스트라이드는 2이고 활성화 함수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를 적용한다. 마지막 합성

곱 계층의 출력은 완전 연결 계층으로 통하며 최종적으

로 분류 계층에서 PU 신호의 존재 유무를 판정한다.

3.3. 제안하는 순환 신경망 기반 스펙트럼 센싱

제안하는 순환 신경망 기반 스펙트럼 센싱 기법에 대

해 설명한다. 그림 5는 제안하는 기법의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5의 왼쪽 구조를 시간에 따라 

펼치면 오른쪽과 같다. 스펙트럼 센싱을 수행하는 순환 

신경망의 입력에도 를 사용하는데 의 열 단위로 입

력된다. 구체적으로, 2차원 행렬 의 크기가  ×

이므로 순환 신경망의 입력은 크기가  ×인 총 B

개의 열벡터이다. 그림 5에 보이고 있듯이 2차원 행렬 

 이 행렬 의 번째 값을 나타낸다고 하

면, LSTM 셀의 첫 번째 입력은   …

  이고 다음 입력은   …
  으로 총 개의 열벡터가 입력된다. 이 

벡터는 LSTM 셀과 전체 연결 계층, 최종적으로 이진 분

류 계층을 통해 PU 신호 존재 유무를 판정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순환 신경망은 64개의 LSTM 셀로 구성

했으며, 맨 마지막 벡터가 입력된 후의 최종 출력이 PU 
채널이 사용 중인지 비어있는지를 나타낸다.

Ⅳ. 컴퓨터 모의실험

4.1. 학습 및 테스트 신호 모델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컴퓨터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수신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는 16 
MHz이고 각 센싱채널의 대역폭은 0.5 MHz이다. PU 신
호도 0.5 MHz의 대역폭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광대역 

샘플링을 통해 한 번에 관찰되는 전체 채널의 수는 32개
이다. 제안하는 스펙트럼 센싱 기법에 사용된 주요 파라

미터 값은 다음과 같다. FFT 포인트 수는 =512이고, 
신호 블록을 취할 때 중첩의 길이는 =256이며, 센싱 

채널의 길이는  = 16, 관찰 신호 블록의 길이 B는 64

로 설정한다.
제안하는 순환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 신호 모

Fig. 5 Neural network of proposed RNN based spectrum sens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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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테스트 신호 모델은 다음과 같다. 학습에 사용되는 

신호 모델은 총 20,000 세트의 광대역 PU 신호이다. 각 

채널에서 PU 신호의 존재 확률은 50%이며 한 세트 신

호로부터 마지막 채널을 제외한 총 31개의 센싱채널, 
   …가 만들어진다. 또한, 학습 신호를 생성

할 때 SNR은 -20 [dB]에서 50 [dB]의 범위에서 무작위

로 선택한다. 이와 같은 범위는 실제 필드 환경을 고려

하여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순환 신경망의 

입력에는 총 20,000 × 31 = 620,000개의 가 학습신호

로 입력된다. 학습은 교차 엔트로피가 최소화되도록 수

행하고 최적화 기법은 SGDM (Stochastic Gradient 
Descent with Momentum)을 사용한다. 학습률은 0.001
이며 미니 배치 크기는 620로 설정한다. 그림 6은 순환 

신경망 학습 시 손실함수의 학습 곡선을 나타낸다. 학습

은 전체 학습 신호를 총 3번 반복 사용하면서 수행하고 

(3 epochs),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약 300번 이내의 갱

신 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펙트럼 센싱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신호 모

델 역시 모의실험을 통해 생성한다. 생성하는 신호의 

SNR은 -20 [dB]부터 6 [dB]의 범위에서 2 [dB] 간격으

로 각각 4,000 세트의 신호를 생성한다. 따라서, 각 SNR 
별로 순환신경망에 입력되는 테스트 신호는 총 4,000 × 
31 = 124,000개이며, 각 채널 별 PU 신호의 존재 확률은 

역시 50%로 생성한다. 
제안하는 스펙트럼 센싱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해 두 가지 오류 지표를 설정한다. 첫 번째로 PU 채널이 

비어있는데 사용 중이라고 판정하는 경우를 놓친 검출 

(miss detection)이라 하고, 두 번째로 PU 채널이 사용 중

인데 비어있다고 판정하는 경우를 검출 오류(false 
detection)라고 한다. 그리고 오류 비율을 각각 MDR 
(miss detection ratio), FDR (false detectio ratio)이라고 

나타낸다. 스펙트럼 센싱 관점에서 PU가 할당받은 주파

수를 사용 중인데 비어있다고 판정하는 경우는 간섭 문

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FDR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 즉, PU 채널이 비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확률인 MDR보다는 FDR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2. 모의실험 결과

그림 7은 세 가지 기법의 MDR, FDR 성능을 비교한

다. 이때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테스트 신호는 세 기법 

모두 동일한 신호를 사용한다. 기존기법의 문턱값 은 

수식 (7)에 의해 결정되며 는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 표 1과 같이 SNR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합성곱 신경망 기법과 제안 기법과

의 성능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합성곱 신경망

과 순환신경망은 구조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기

법이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기존 문턱값 기반 

기법은 약 2 [dB] 이상의 성능 열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7 Simulation results (a) MDR (b) FDR
Fig. 6 Learning curve of the proposed RNN-bas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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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 each SNR range

SNR Range 

≤  1.01

 ≥  1.04

≥  1.20

≥  1.83

≥  2.60

Ⅴ. 필드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실제 필드 성능을 검증

하고자 실내 환경에서 필드 실험을 수행한다. 그림 8은 

실험장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실험은 송수신기가 서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선 (non line-of-sight) 환경에서 진행

한다. 송신기와 수신기는 모서리로부터 각각 2 m 떨어

진 위치에 고정한 후 송신기의 전력을 가변하면서 수신

기에서 신호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신호에 기존 및 

제안하는 스펙트럼 센싱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

한다. 

Fig. 8 Sectional view of indoor experiment environment 

Fig. 9 Picture of experiment environment

그림 9는 실험장 사진을 보인다. 성능 검증을 위한 실

험 데이터는 SNR= -14 [dB]에서 8 [dB]까지 2 [dB] 간
격으로 각 55,000개씩 총 660,000개를 수집한다. 여기서 

SNR은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으므로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 추정한 값이다. SNR 8 [dB]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 비교적 쉽게 관측이 가능하다. 이 상황을 기준으로 

송신기의 출력을 2 [dB] 씩 낮춰가며 SNR=-14 [dB]까
지 신호를 수집하였다. 실험 시 반송파 주파수는 비면허 

대역인 2.4 GHz를 사용하였다. 
그림 10은 수집한 실험 데이터에 세 가지 기법을 적

용하여 얻은 성능을 나타낸다. 이때 기존의 합성곱 신경

망 기법 및 제안하는 순환신경망 기법은 3-2와 3-3에서 

모의실험으로 학습한 신경망을 그대로 적용한다. 즉, 실
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신경망 학습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기존 문턱값 기반 기법은 SNR을 추정해야 하므

로 PU 신호가 존재하는 임의의 채널 상태 하나를 알고 

Fig. 10 Experiment results (a) MDR (b) F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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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가정하에 SNR 추정을 수행한다. 그림 10-(a)의 

결과에 따르면 MDR 성능은 제안 기법이 기존 문턱값 

기반 기법보다 약 1 [dB] 정도의 우수하며 기존 합성곱 

신경망 기법과는 유사한 성능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림 

10-(b)의 FDR 성능을 비교하면 제안하는 순환신경망 

기법이 기존 문턱값 기법보다 약 8 [dB] 이상 우수하고 

기존 합성곱 신경망 기법보다도 약 3 [dB] 이상 우수하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지 무선 통신을 위한 새로운 순환 신

경망 기반의 스펙트럼 센싱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기법은 PU가 한 채널은 할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각 센싱 채널별로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을 순환신경망

에 입력하여 PU 신호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 본 논문에

서는 성능 분석을 위해 기존 방식과 제안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한 성능 비교에서는 제안 기

법이 기존 합성곱 신경망 방식과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

었으나 필드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존 합성곱 신경망 기

반의 기법보다도 약 4 [dB] 이상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기법은 SNR, 잡음전력 등 사전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PU가 한 채널을 비워야 하기 때문

에 이에 따른 스펙트럼 손실은 발생한다. 하지만 이전 

연구보다 FDR의 성능이 우수하여, 인지통신에 제안하

는 스펙트럼 센싱이 적용된다면 PU에 미치는 간섭을 줄

이면서도 스펙트럼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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