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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잦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상자의 수를 이고 운 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이 주목받고 있다. ITS는 긴  상황에 신속하게 처할 수 있어야 하며, 운 자가 필요로 하는 정

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효과 인 서비스를 하여 ITS에서는 각 서비스별로 다른 채 을 할당한다. 그러나 긴  상황에

서 채 을 사용하려 할 때 채 이 사용 이라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지

능형 교통 시스템에 인지 무선(cognitive radio, CR)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스펙트럼 센싱 기법을 제안한다.  

Abstract

Recently,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that provides driver convenience and reduces the number of road 

casualties is in the spotlight. ITS must quickly deal with the emergency situation and provide information which drivers 

need. In ITS, a different channel will be assigned for each service to provide the service efficiently. However, if the 

channel is used at an emergency situation, the service cannot be provided immediately. For overcome this problem, we 

introduce the cognitive radio technology into ITS and propose a new spectrum sensing method in this paper.

      Keywords : ITS, spectrum sensing, cognitive radio, soft-decision 

Ⅰ. 서  론

최근 교통 환경은 차량 증가에 따라 심한 교통 체증

이 발생되고 있으며 교통 안정성 역시 심각한 문제이

다. 한, 차량 증가에 따른 여러 문제 즉, 에 지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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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차량의 비효율 인 이동에 따른 생산성 감소

를 래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은 국가 체를 사회 , 

경제 으로 건 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요한 요인  

하나이며 효율 인 교통 시스템의 구축은 경제성장이나 

국토의 효율  이용, 국가 경쟁력 제고, 사회 서비스 등

에 직 인 향을  수 있다. 따라서 지능형 교통시

스템(intelligent trasportation system, ITS)으로 도로 

 교통 리, 교통정보제공, 교통  화물차량의 운

 등 교통의  분야를 정보 통신 기술, 센서 제어 기

술을 목함으로써 여러 문제에 한 비용 감을 할 

수 있다[1]. 

ITS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세계 각국에

(688)



2012년 8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9 권 TC 편 제 8 호 99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Vol. 49-TC, NO. 8, August 2012

그림 1. 국가별 ITS를 한 주 수 할당 내역

Fig. 1. ITS frequency allocation in each nation.

서는 이를 한 주 수 역을 할당하고 있다. 그림 1

은 각 나라별 ITS를 한 주 수 할당 내역을 보여

다. 국제 기통신연합인 ITU-R(International Telecom

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 sector)에서는 

5.9GHz 역 200MHz를 ITS용 주 수로 권고하고 있

다. 미국에서는 1999년 5.850 ∼ 5.925GHz(75MHz)를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역

으로 할당하 으며, 2004년에는 차량 안   ITS 공공 

서비스용으로 할당하 다. 유럽에서는 5.855 ∼ 5.925G

Hz(70MHz)를 2006년 ITS 역으로 할당하 으며, 5.855 

∼ 5.875GHz(20MHz)는 ITS용, 5.875 ∼ 5.905GHz(30M

Hz)는 차량 안 용, 5.905 ∼ 5.925GHz(20MHz)는 미래 

ITS를 한 비 주 수로 할당하 다. 일본에서는 5.7

7 ∼ 5.85GHz(80MHz)를 ITS를 한 주 수로 할당하

여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5.795 ∼ 5.815GHz는 ITS 서비스용, 

5.835 ∼ 5.855GHz는 사업자용으로 할당하 다[2]. 

한 할당된 주 수 내에서도 서비스별로 채 을 나

고 있다. 만약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채 은 사용 이라고 단이 되고 그 채 은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ITS 서비스를 원활히 사용하기 하여 인지무선

(cognitive radio, CR)의 개념을 도입하고 인지무선시스

템에서 주요 요소인 스펙트럼 센싱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인지무선

과 스펙트럼 센싱에 하여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경

정 방식보다 개선된 연 정 력 스펙트럼 센싱을 제안

한다. Ⅳ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고 V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스펙트럼 센싱

1. 인지무선

인지무선 기술의 개념은 주변 무선 환경을 인지하고, 

무선 환경에 최 인 통신 변수를 자체 으로 결정해 타 

기기에 간섭을 주지 않고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술

로 정의되고 있다. 그림 2는 인지무선 시스템의 동작흐

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재 CR 기술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EEE등 의 기 별로 CR

의 정의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

에서 CR은 시간, 공간 으로 미사용 주 수를 검출한 

다음, 기존 사용자에 향을 주지 않는 범 에서 송수

신 변수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궁극 으로는 실시간으

로 무선 환경의 인지, 학습, 추론  동작의 결정이 가

능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모든 무선 장치가 자동 으로 

연결되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CR의 모

든 기능은 빈 주 수 역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므

로 스펙트럼 센싱 기술은 CR기술에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단일 스펙트럼 센싱

스펙트럼 센싱은 크게 단일 센싱과 력 센싱으로 나

어진다. 단일 센싱은 단말 하나에서 재 주 수 사

용내역을 센싱하는 방법이고, 력 센싱은 여러 개의 

개별 단말에서 센싱한 결과를 종합하여 센싱하는 방법

이다. 단일 센싱에는 일럿 검출, 에 지 검출, 고유값 

검출, 주기정상성 특성 검출 이 게 4가지가 표 이

다[3].

일럿 검출은 일럿 신호의 수신 SNR (signal-to-

noise ratio)을 최 화하는 정합필터를 사용하여 이루어

지며 짧은 시간 동안만 채  센싱을 수행하여도 아주 

그림 2. 인지무선 시스템의 동작흐름

Fig. 2. Cognitive radio system opera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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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럿 검출 스펙트럼 센싱

Fig. 3. Spectrum sensing with pilot detection.

미약한 선순  사용자의 존재까지 검출할 수 있다. 그

러나 CR 네트워크가 선순  사용자의 일럿 신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만 용 가능하다. 그림 3은 

일럿 검출 기법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고유값 검출은 수신된 신호를 표본화한 후, 구해진 

샘  값들 사이의 상 성을 사용하여 단을 내리는 방

법이다. 즉, 선순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신호의 샘  

값들은 일반 으로 상 성을 지니는 반면, 잡음의 샘  

값들은 상 성을 갖지 않는다는 을 활용한 것이다. 

샘  값들의 상 성은 샘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을 통

하여 표 된다. 만약 계산된 고유값이 미리 정한 임계

값을 넘으면 선순  사용자가 존재한다고 단하고, 그

지 않다면 해당 주 수 역이 비어있다고 단한다. 

고유값 검출은 선순  사용자 신호의 샘  값들이 큰 

상 성을 갖는 경우라면 에 지 검출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는 장 이 있으나, 반 로 상 성이 없는 경우는 

에 지 검출보다도 성능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 공분산 행렬을 구한 후, 고유값을 계산해야 하므

로, 에 지 검출에 비해 복잡도가 크다.

주기정상성 특성 검출은 통신 시스템들에 의하여 생

성되는 신호들이 다 화, 펄스성형, 변조, 코딩 등에 의

해 고유한 주기정상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검출

하는 기법이다. 이것의 블록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잡음은 주기정상성이  없으므로 주기정상성 특성 

검출을 한다면 매우 낮은 SNR을 갖는 선순  사용자의 

신호도 검출할 수 있다. 한 검출된 신호를 송한 시

스템의 종류와 특성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큰 장 을 

갖는다. 그러나 에 지 검출에 비해 훨씬 복잡한 검출

기 회로를 요구하며 검출에 필요한 시간이 상 으로 

그림 4. 주기정상성 특성 검출 스펙트럼 센싱

Fig. 4. Spectrum sensing with cyclostationary feature 

detection.

길다는 것이 단 이다. 싸이클릭 스펙트럼 도 함수

와 싸이클릭 자기상 함수 
는 다음과 같

이 표 된다.

  
∞

∞


     (1)


           (2)

여기서 는 심주 수, 는 수신신호, 는 시간 지연, 

는 싸이클릭 주 수를 의미한다.

에 지 검출 기법은 특정 주 수 역에서 수신된 신

호의 에 지 벨을 측정하여 선순  사용자의 존재 유

무를 단하는 기법이다. 에 지 검출 기법의 블록도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에 지 검출을 사용하는 경우 CR  

네트워크는 수신 에 지가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넘지

못하면 해당 역이 비어있다고 단하며, 반 로 수신

에 지가 임계값을 넘으면 선순  사용자가 존재한다고 

단한다. 에 지 검출은 샘 기와 덧셈기를 사용하여 

쉽게 구 이 가능하며, 선순  사용자를 사  정보 없

이 검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에 지 검출 기법은 

수신 신호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3)

여기서 는 수신된 신호에 잡음만 존재한다는 가정이

고, 은 수신된 신호에 송신신호와 잡음이 함께 포함

된 신호라는 가정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잡음 신호는 

백색 가우스 잡음을 의미한다. 그림 5에서 에 지 검출

기를 통과한 신호의 테스트 샘  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4)

테스트 샘  는 결과 으로 백색 가우스 잡음 신호

의 제곱의 합 형태로 나타나므로 Chi-제곱 분포를 가진

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가정에 따

라 Chi-제곱 분포를 따른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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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 지 검출 스펙트럼 센싱

Fig. 5. Spectrum sensing with energy detection.

여기서 


 와 


 는 각각 의 자유도를 갖는 

Chi-제곱 분포와 비 심 Chi-제곱 분포를 나타낸다. 

는 센싱 시간과 센싱 역의 곱으로 표 되는 상수

이다. 와 같이 가 Chi-제곱분포를 따르는 경우, 탐

지 확률과 오경보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

     


   (7)

∙와 ∙∙는 각각 완 감마함수와 불완  감

마함수를 나타내며, 는 문턱값,  ∙∙는 Marcu

m-Q함수를 나타낸다. Marcum-Q함수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


 





 

    (8)

여기서    ∙은  의 차수를 가지는 변종 베

셀 함수이다. 의 오경보율 식에서 오경보율과 를 

특정 값으로 설정하면 그에 맞는 문턱값 를 얻을 수 

있다. 

에 지 검출은 시스템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어 센

싱 시간이 짧다는 장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긴  상황에서의 빠른 신호처리를 하여 에 지 

검출 방식을 고려한다.

3. 협력 스펙트럼 센싱

단일 스펙트럼 센싱에서 송신 신호가 미약하거나 고

층의 건물 혹은 벽에 가로막  신호의 감쇠가 일어나게 

되면 제 로 된 스펙트럼 센싱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단일 센싱에서 센싱이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하

여 력 스펙트럼 센싱이 연구되고 있다
[4～6]
.

력 스펙트럼 센싱의 신호는 단일 스펙트럼 센싱에

서부터 시작한다. 수신되는 신호는 단일 센싱에서처럼 

식 (3)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력 스펙트럼 

센싱에 참여하는 노드의 개수가 개이고 력 스펙트

그림 6. 력 스펙트럼 센싱

Fig. 6. Cooperative spectrum sensing.

럼 센싱의 융합 규칙이 OR-융합인 경우, 체 인 흐

름은 그림 6과 같고 탐지율 와 오경보율은 다음

과 같이 표 된다[7].

    
      (9)

    
      (10)

여기서 와 는 단일 노드에서의 탐지율과 오경보

율을 나타낸다.

와 같은 경 정 기반의 력 스펙트럼 센싱은 탐지

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짐에 따라 동시에 오경보율도 함

께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단 이 있다. 이에 Ⅲ장에서

는 연 정 기반의 력 스펙트럼 센싱을 제안한다[8].

Ⅲ. 제안하는 연판정 협력 스펙트럼 센싱

단일 스펙트럼 센싱 결과를 사용하여 최종 결정을 하

는 경 정 기반의 력 스펙트럼 센싱과는 달리 연 정 

기반의 력 스펙트럼 센싱은 단일 스펙트럼 센싱에서

의 에 지 정보를 사용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그림 7

은 제안하는 연 정 기반의 력 스펙트럼 센싱의 반

인 흐름을 보여 다.

그림 7. 제안하는 연 정 력 스펙트럼 센싱

Fig. 7. Proposed soft-decision cooperative spectrum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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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정 기반의 력 스펙트럼 센싱은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진행된다. 우선 각 단일 스펙트럼 센싱에서 에

지 검출 방식을 채택하여 에 지 정보를 장한다. 이 

때 경 정 기반의 력 스펙트럼 센싱은 노드에서 결정

을 내린 후 결과 값인 비트 정보 ‘1’ 는 ‘0’을 융합 센

터로 송을 한다. 반면 연 정 기반의 력 스펙트럼 

센싱의 경우 각 노드에서 결정을 내리기 해 수집하는 

에 지 정보를 융합 센터로 송을 한다. 그리고 융합 

센터에서는 각 노드에서 수집한 에 지 정보를 평균하

여 최종 별을 하게 된다.

연 정 기반의 력 스펙트럼 센싱은 기본 으로 각 

노드에서 에 지 검출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단일 센

싱에서의 테스트 샘 과 테스트 샘 의 확률분포는 각

각 식 (4)와 식 (5)와 같다. 그리고 개의 노드가 있다

고 가정하고 각 노드에서의 테스트 샘 들을 융합 센터

에서 평균을 취한 값은 다음과 같다.

   
 

   (11)

이 때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 개의 확률 분포를 평균

하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지므로 융합 

센터에서의 테스트 샘 은 Chi-제곱 분포를 갖는다. 따

라서 단일 스펙트럼 센싱에서 에 지 검출 방식의 탐지

율과 오경보율을 그 로 사용할 수 있고 융합 센터에서

의 문턱값도 동일하게 용할 수 있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력 스펙트럼 센싱의 성능을 알아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을 설정하고 실험하 다. 우선 

개별 노드의 센싱 시간은 5ms(104개 샘 )로 설정하

고, 센싱 역폭은 1MHz, 단일 센싱의 목표 오경보율

은 10
-3
로 설정하 다. 그리고 평균 SNR은 약 -16dB로 

설정하 다.

그림 8과 9는 각각 단일 노드의 목표 오경보율에 따

른 체 시스템 오경보율과 탐지율을 나타내는 그림이

다. 우선 그림 8에서 체 시스템 오경보율을 10-3으로 

설정하면 그에 따른 단일 노드의 목표 오경보율이 정해

진다. 그 후 그림 9에서 단일 노드의 목표 오경보율에 

맞는 체 시스템 탐지율을 찾는 방식으로 OR-융합 규

칙과 제안 알고리듬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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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개별 노드 오경보율에 따른 체 오경보율 비교

Fig. 8. Global false alarm probability comparison 

according to local false alarm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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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개별 노드 오경보율에 따른 체 탐지율 비교

Fig. 9. Global detection probability comparison according 

to local false alarm probability.

그림 8에서 체 오경보율을 10-3으로 설정하 을 때 

OR-융합 규칙과 제안 알고리듬의 단일 노드 오경보율

은 각각 10-4과 0.1225이다. 이 단일 노드 오경보율에 

응하는 체 탐지율을 그림 9에서 찾아보면 각각 0.157

과 0.898이 된다. 실험 결과로 비추어보아 동일한 체 

오경보율을 가졌을 때, 제안 알고리듬이 OR-융합 규칙

보다 탐지율이 더 높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일 노드에서의 탐지 결과가 아닌 단일 노드의 에 지 

값을 사용하여 기존의 경 정 방식인 OR-융합 규칙의 

높은 오경보율을 개선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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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ITS의 궁극 인 목표는 교통사고를 이고 운 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ITS 서비스가 원활하

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는 인지무선 개념을 

도입하고 인지무선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펙

트럼 센싱 기법에 하여 알아보았다. 한 경 정 방

식보다 성능이 우수한 연 정 력 스펙트럼 센싱 기법

을 제안하고 성능을 분석하 다. 제안한 력 스펙트럼 

센싱 기법은 기존의 경 정 방식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으며, 추후 ITS에 용된다면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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