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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공유 시스템에서 일차 사용자가 양방향 계기를 

사용할 때의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 분석

( On the Capacity for the Secondary User with Primary Full Duplex 

Relay Network in Spectrum Sharing Systems )

김 형 종*, 홍  식***

( Hyungjong Kim and Daesik Hong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주 수 공유 환경에서 일차 사용자가 양방향 계기 (full duplex relay, FDR)를 사용하는 경우의 이차 사용

자의 통신 용량에 해서 분석한 논문이다. 주 수 공유 시스템에서, 이차 사용자가 일차 사용자의 주 수를 공유하기 해서

는 다양한 일차 사용자의 시스템에 맞는 주 수 공유 기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오직 일 일 통신 기

반의 일차 사용자 시스템만을 고려하 다. 일차 사용자가 FDR을 사용할 때는 일차 사용자의 계기와 목 지가 이차 사용자

로부터 동시에 간섭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일 일 통신 기반의 주 수 공유 기법 보다 좀 더 엄격한 간섭 제약이 용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차 사용자가 FDR을 사용하는 주 수 공유 시스템에서 평균  순시 간섭 워 제약 조

건 하에서의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을 분석한다. 한 이러한 시스템에서 간섭 제약을 고려했을 때의 성능 열화를 분석한다. 

모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평균 간섭 워 제약 조건 하에서의 이차 사용자 통신 용량과 일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이 순시 간섭 

워 제약 조건 하에서의 통신용량보다 성능이 좋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pacity for the secondary user with the primary full duplex relay (FDR) network in 

spectrum sharing systems. For sharing the spectrum of the primary user, sharing scheme under the various primary 

network should be investigated. However, the conventional works only consider the point-to-point primary communication 

system. When the FDR node is used for the primary networks, both primary relay and destination suffer the interference 

from the secondary transmitter simultaneously. Thus, the strict interference constraint should be considered to share the 

spectrum of the primary user. Therefore, we investigate the capacity of the secondary user with the primary FDR network 

under the average and peak received-power constraints. In addition, we analyze the performance degradation by the 

selection of the worst interference channels to consider interference constraint in this system. Through the numerical 

results, the capacitie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users under the average received-power is superior to the that under 

the peak received-power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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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인지 (cognitive radio, CR)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CR 시스템은 크

게 허가된 사용자 (일차 사용자)에게 인가된 주 수  

빈 주 수를 비 허가 사용자 (이차 사용자)가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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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주 수 센싱 기법 (spectrum sensing)과
[1～2]
, 일차 

사용자가 사용하는 주 수를 허용 간섭 제약을 만족시

키는 범  내에서 일차 사용자의 주 수를 공유하는 주

수 공유 기법 (spectrum sharing)으로 나뉜다
[3～4]
. 본 

논문에서는 주 수 공유 기법을 고려한다. 

주 수 공유 시스템에서는 일차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 수를 일차 사용자의 성능을 보장해주는 범  

내에서 이차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차 

사용자는 일차 사용자의 간섭 제약 내에서 송 워를 

조 하여 주 수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통

신 시스템보다 주 수 사용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주 수 공유 시스템에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Ghasemi는 간섭 제약 조건 내에서 이차 사용자

의 통신 용량을 분석하 고[3], Musavian 역시 다양한 

간섭 제약 조건들 내에서의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을 

분석하 다[4]. 그리고 Kang은 지연 제한 환경에서 주

수 공유를 한 이차 사용자의 에르고딕 통신 용량 과 

outage 통신 용량이 분석하 다
[5]
. 한, Wang은 이차 

사용자가 다 의 안테나를 가지거나 다수의 일차 사용

자가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안테나와 일차 사용자의 주

수를 선택하는 기법  그 때의 통신 용량이 분석하

다[6～7].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일차 사

용자가 일 일 통신을 하는 경우만 고려하 고 일차 사

용자의 다양한 통신 방식을 고려한 주 수 공유 시스템

을 고민하지 않았다. 

일차 사용자가 양방향 계기(full duplex relay, 

FDR)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이차 사용자가 일차 사용

자의 주 수를 공유하게 되면 일차 사용자는 이차 사용

자로부터 계기(relay)와 목 지(destination)에 동시에 

간섭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차 사용자의 성능을 보호

하기 해서는 기존의 일 일 통신에서의 간섭 제약보

다 엄격한 간섭 제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차 사용자가 FDR을 사용하

는 통신 환경에서 이차 사용자가 주 수를 공유하기 

한 워 할당 기법을 제시하고 그 때의 통신 용량을 분

석한다. 주 수 공유 시스템에서 주로 연구되는 평균 

간섭 워 제약 조건과 순시 간섭 워 제약 조건 하에

서 각각 통신 용량을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를 증

명한다.

Ⅱ.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일차 사용자가 FDR를 사용하고 이차 

사용자가 일차 사용자의 주 수를 공유하는 주 수 공

유 시스템을 가정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시스템의 를 보여 다. 그림 1에서 와   

는 각각 이차 사용자의 송신기와 수신기를 나타낸다. 

한,  ,  , 는 각각 일차 사용자의 소스

(source), 목 지(destination), 계기(relay)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복호 후 달 (decode and forward, DF) 

방식의 FDR을 가정하 다. 따라서 는 로부터 

신호를 받으면서 로 신호를 송하게 된다. 

그림 1에서 는 이차 사용자의 송신기에서 수신기 

간의 채 을 나타내고,  , 는 각각 일차 사용자

의 소스와 계기, 계기와 목 지 간의 채 을 나타

낸다. 한  , 는 각각 이차 사용자의 송신기로부

터 일차 사용자의 계기와 목 지 간의 채 을 나타낸

다. 이 채 들은 각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complex Gaussian 분포를 가진다. 이 때, 순시 인 채

 이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1)

여기서 채  이득은 평균이 1인 exponential 분포의 

랜덤 변수가 된다. 한 본 논문에서 각 채 은 동일한 

독립 분포 (independent identical distribution, i.i.d.)를 

그림 1. 일차 사용자가 FDR을 사용하는 경우의 주 수 

공유 시스템

Fig 1. Spectrum sharing system with primary full duplex 

rela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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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가정한다.

한 본 논문에서 일차 사용자의 소스와 계기가 이

차 사용자에게 미치는 간섭은 이차 사용자의 수신기가 

일차 사용자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제 하에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 다[8～9].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차 사용자

는 간섭 제약 내에서 일차 사용자의 주 수를 공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간섭 제약 조건을 고려

한다. 첫 번째 제약 조건은 평균 간섭 워 제약 조건

(average interference power constraint, AIP)으로 다음

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2)

여기서 는 이차 사용자의 송 워를 나타내고, 

는 일차 사용자의 간섭 허용치를 나타내고, (2)에서 

 ∙는 평균 기호를 나타낸다. 앞에서도 언 했듯이 

일차 사용자가 FDR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이차 사용

자가 일차 사용자의 주 수를 공유하게 되면 일차 사용

자의 계기와 목 지에 동시에 간섭을 주게 된다. 따

라서 간섭이 많이 미치는 곳의 간섭 허용치를 만족시켜

야 하기 때문에 간섭을 미치는 두 채  가운데 최 값

을 선택하게 된다. 

두 번째 제약 조건은 순시 간섭 워 제약 조건 

(peak interference power constraint, PIP)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의 두 간섭 제약 조건 내에서의 이차 사용자의 

송 워를 결정하고 이 때의 통신 용량을 유도한다.

III. FDR 을 사용하는 일차 사용자 시스템의 

주파수를 공유하는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

본 장에서는 FDR을 사용하는 일차 사용자 네트워크

의 주 수를 이차 사용자가 공유할 때에 AIP와 PIP 간

섭 제약 조건 내에서의 이차 사용자의 워 할당 기법

과 그 때의 통신 용량을 분석한다. 

1. AIP조건 하에서의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 

AIP 간섭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

량은 다음과 같은 최 화 문제로 표 된다. 

 





     






     

(4)

여기서     이고,   와 

  은 각각 와 의 확률 도 함수 (PDF)를 

나타낸다. 

의 (4)에서 최 의 워 할당을 찾기 해서 라그

랑지안 함수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3]. 









     

      
(5)

KKT (Karush-Kuhn-Tucker) 조건에 따라서 최 의 

워 할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3]
. 




   


       

(6)

따라서 (6)을 만족하는 이차 사용자의 최 의 워 

할당 기법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의 워 할당이 기존의 기법과 다른 을 살펴보면 

채  이득으로 워가 결정되는 부분이다. 은 일

차 사용자에게 간섭을 주는 채  이득  최 값을 나

타낸다. 따라서 일차사용자의 계기와 목 지 에서 

간섭을 많이 미치는 곳을 기 으로 워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7)의 최 의 워 할당에서 는 AIP조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8)

여기서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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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   은 각각  , 의 

 분포 함수 (CDF)를 나타내고,  과   

는 각각 과 의 PDF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 때, 의 PDF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 

  


∞

   








(10)

그러므로 (8)을 만족하는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1)

여기서  




이고 수치 분법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이 때의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2)

의 식을 다시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13)

의 (13)에서 이차 사용자의 유효 신호  간섭 비

(SNR)은 


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증가

할수록 통신 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이

차 사용자의 잡음 분산 워와 라그랑지 승수 

(Lagrange multiplier)로 이루어져 있다. (7)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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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TNR에 따른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

Fig 2. Secondary user's capacity with respect to ITNR.

있듯이 이차 사용자의 워 할당 값은 가 작을수록 

증가한다. 이것은 기존의 water-filling기법에서 의 값

이 작아질수록 water-level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워를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11)을 최 로 만족하는 조건 내에서 의 값을 조

함에 따라서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PIP조건 하에서의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    

AIP조건이 일차 사용자의 성능이 평균 SNR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합한 것과 달리 PIP조건은 일차 사

용자의 성능이 순시 인 SNR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를 들어 미디어 스트리  서비스의 경우에 더 합하

다 [3]. PIP조건 하에서 항상 간섭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

는 이차 사용자의 송 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4)

따라서 이 경우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은 다음과 

같다.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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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로 간섭 허용치  잡음비 (ITNR)이

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차 사용자가 FDR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차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통신 용량을 

가진다 
[3]
. 

 
 

 
 (16)

(15)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통신 용량의 차이는 다음

과 같다. 


    

 


 
 (17)

(17)은 일차 사용자가 FDR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차 

사용자가 주 수를 공유하기 해서는 일차 사용자의 

계기와 목 지 가운데 간섭을 많이 주는 곳의 간섭 

제약을 만족시키기 한 워를 할당함으로써 생긴다. 

이러한 채  선택에 의한 성능 열화는 →∞이면 

→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모 의 실 험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에 따른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주 수 공유 

환경에서의 이차 사용자의 성능을 분석한다. 

그림 2는 각각 AIP와 PIP조건 하에서의 ITNR에 따

른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을 나타낸 그래 이다. 그

림 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AIP 조건 하에서의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이 PIP 조건 하에서의 이차 사용자

의 통신 용량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IP 조건 

내에서는 순시 으로 항상 간섭 허용치를 만족시켜야 

하는 반면 AIP 조건 하에서는 일차 사용자간의 채 과 

이차 사용자의 채 을 고려하여 최 의 워를 할당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성능 차이도 의 값이 커질

수록 어들다가 성능이 거의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 이유는 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일차 사용자에

게 허용되는 간섭의 양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이차 사용자는 채  값에 상 없이 간섭 허용치에 비례

해서 워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그림 2

로부터 실험결과와 분석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에 따른 일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 이차 

사용자의 간섭에 의해 
이 커질수록 일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Fig. 3. Primary user's capacity with respect to 
 . 

The primary user's capacity decreases as 


  increases by the interference from the 

secondary user.

그림 3은 AIP와 PIP 조건 하에서의 일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일차 사용자가 DF 방식의 

FDR을 사용할 때에 일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8)

여기서  , 은 각각 일차 사용자의 송신기와 계

기의 송 워이고, 
 , 

 은 각각 일차 사용자의 

계기와 목 지에서의 잡음의 평균 인 분산 값을 나타

낸다. 한 FDR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에코는 완벽하

게 제거할 수 있다고 가정하 다[11].

그림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 값이 증가할

수록 이차 사용자로부터의 간섭의 증가로 인하여 일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PIP가 좀 더 엄격한 간섭제약조건임에도 불구하

고 AIP를 용했을 때의 일차 사용자의 통신용량이 

PIP를 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랜덤화된 간섭 양이 고정된 간섭 양보다 페이딩 

환경에서 일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을 더 증가시킨다는 

간섭 다이버시티(interference diversity) 상이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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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서 일차 사용자가 양방향 중계기를 사용할 때의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 분석 김형종 외

이다
[12]
. 따라서 AIP 조건이 PIP조건과 비교했을 때, 비

록 채  정보를 더 필요로 하지만, 일차 사용자나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 측면에서 더 이득이라는 것을 그림 

2와 그림 3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차 사용자가 FDR을 사용하는 주

수 공유 시스템에서 AIP와 PIP 간섭 제약 조건 하에서

의 이차 사용자의 송 워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이

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을 유도하 다. 

일차 사용자가 FDR을 사용하는 경우 일차 사용자는 

이차 사용자로부터 일차 사용자의 계기와 목 지에 

동시에 간섭을 받게 된다. 따라서 주 수 공유를 한 

간섭 제약이 더 엄격해지며 이러한 간섭 제약 조건 하

에서 이차 사용자가 주 수 공유를 하기 한 워할당 

기법을 유도하 다. 한, 분석된 결과와 모의 실험을 

바탕으로 AIP의 경우가 PIP 제약 조건의 경우보다 일

차 사용자나 이차 사용자의 통신 용량 측면에서 성능이 

좋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차 사용자의 성능이나 일차 사용자

의 성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AIP 제약 조건이 더 

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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