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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펙트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인지 (Cognitive 
Radio, CR) 중 기지국이나 접속점과 같은 중앙 제어장치가 없는 분산형 무선 인지 네트워크 
(Distributed Cognitive Radio Network, DCRN)에서는 부 사용자 (Secondary User, SU)들의 하드웨어적 한
계로 인해 주 사용자 (Primary User, PU)들에게 인가된 스펙트럼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SU 들은 협력적 스펙트럼 감지 (Cooperative Spectrum Sensing)를 통하여 지역적인 스펙트

럼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전체 스펙트럼의 정보를 파악한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협력적 스펙트럼 
감지를 위하여 PU 채널 상태의 비율을 사용한 정책 기반 감지 채널 선택 방법인 비율 기반 감지 
정책 (Proportion-based Sensing Policy, PSP)을 제안한다. 각 SU 가 PU 의 채널 사용을 감지하고 PU 채
널들의 idle 상태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지하는 PU 채널 변경 시, 높은 idle 비
율을 갖는 PU 채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감지되는 PU 상태가 idle 일 확률을 높여 효율적인 채널 
감지를 가능하게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기존에 제안된 채널 감지 정책보다 비율 기반의 
채널 감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PU 채널들을 감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서론   

무선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무선 기기들

의 증가로 인한 무선 주파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

고, 그 결과로 스펙트럼 자원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 스펙트

럼 접속 (Dynamic Spectrum Access, DSA)및 무선 인지 
(Cognitive Radio, CR) 기술이 제안되었다. CR 네트워크 
기술은 스펙트럼 사용에 대해 권한이 없는 부 사용자 
(Secondary User, SU)들이 주 사용자 (Primary User, PU)
들에게 사용이 허가된 스펙트럼을 PU 가 사용하지 않
을 때 해당 스펙트럼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
반적으로 CR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라 중
앙집중형 무선 인지 네트워크 (Centralized Cognitive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 연구

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H0301-13-
2003)). 

Radio Network, CCRN)와 분산형 무선 인지 네트워크 
(Distributed Cognitive Radio Network, DCRN)로 분류 될 
수 있다 [1]. 

CCRN 은 CR 네트워크 안에 SU 의 기지국 (Base 
Station, BS)과 같은 중앙 제어 장치가 존재하여 SU 들

이 중앙 제어 장치를 통하여 해당 CR 네트워크내의 
모든 PU 의 채널 사용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

여 다른 SU 들과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DCRN 은 일반적인 애드 혹 네트워크 (Ad-Hoc 
Network)형태로 PU 채널에 대한 사용 정보를 관리하

는 기지국이나 접속점 (Access Point, AP) 없는 네트워

크 환경으로, SU 들이 스스로 채널을 감지하여 PU 의 
채널 사용 여부를 알아내고, PU 가 사용하지 않는 idle 
상태의 채널을 통해 다른 SU 와 애드 혹 방식으로 통
신한다. 하지만 SU 들이 채널을 감지하는 범위 및 감
지 기간, 하드웨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전체 스펙트

- 222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럼 중 일부분의 PU 정보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DCRN 내의 SU 들은 공용 제어 채널 
(Common Control Channel, CCC)과 같이 SU 들에게 인
가된 공용 채널을 사용하여 자신이 감지한 부분적인 
스펙트럼의 정보를 다른 SU 들과 서로 교환하는 방법

으로 전체 채널 정보를 파악하는 협력적 스펙트럼 감
지 (Cooperative Spectrum Sensing) 기능을 수행한다 [2]. 

기존의 Opportunistic Periodic MAC (OP-MAC) 프로토

콜[3], Opportunistic Multichannel MAC (OMC-MAC) 프로

토콜[4]과 Opportunistic MAC (O-MAC) 프로토콜[5]들은 
DCRN 환경에서 협력적 스펙트럼 감지 기법을 사용

하도록 제안된 CR MAC 프로토콜들이다.  
OP-MAC 프로토콜과 OMC-MAC 프로토콜은 하나

의 SU 가 특정 기간 동안 여러 PU 채널들을 감지하

여 그 결과를 다른 SU 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사용한

다. 하지만, 위 CR MAC 프로토콜들의 협력적 스펙트

럼 감지 방법은 O-MAC 프로토콜보다 긴 감지 및 교
환 시간을 필요로 하고, 감지하는 PU 채널들에 대한 
선택 방법이 제안되지 않아 다수의 PU 채널들이 중
복 감지되어 비효율적이다.  

O-MAC 프로토콜은 두 가지의 채널 감지 정책 
(Channel Sensing Policy)들을 사용하여 하나의 SU 가 
하나의 PU 채널을 선택하여 감지하여 협력적 스펙트

럼 감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앞선 OP-MAC 프
로토콜과 OMC-MAC 프로토콜과는 달리 짧은 감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감지되는 PU 채널의 중복 선택

을 최대한 회피하여 비교적 효율적으로 협력적 스펙

트럼 감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감
지하는 PU 채널의 중복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
하였고, 특히 SU 의 수가 PU 채널보다 적은 경우에 
감지되는 PU 채널의 개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존
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O-MAC 프로토

콜의 보고 단계를 통해 교환되는 PU 채널들의 상태

들을 활용하여 각 채널 별 idle 상태와 busy 상태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로 SU 들이 idle 상태 비율

이 높은 PU 채널을 선택하여 감지하는 비율 기반 채
널 감지 정책 기법을 제안한다. 제 2 장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채널 감지 정책들의 기법과 단점들에 대해 설
명하고, 제 3 장에서는 기존 기술의 단점을 극복한 비
율 기반 감지 정책 기법을 제안한다. 제 4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기존 기법 및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평
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기술 

O-MAC 프로토콜은 모든 채널의 시간을 일정한 길
이의 타임슬롯으로 나누는 시간 슬롯화 프로토콜 
(Time-slotted Protocol)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O-MAC 
프로토콜의 CCC 는 타임슬롯은 보고 단계 (Reporting 
Phase)와 협상 단계 (Negotiation Phase)로 나뉜다. 보고 
단계에서는 SU 들이 자신이 감지한 PU 채널의 상태

를 다른 SU 들에게 보고하는 동작을 수행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현재 타임슬롯 (t-th timeslot)의 보고 단계

에서 보고된 idle 상태의 PU 채널들을 다음 타임슬롯 
((t+1)-th timeslot)에서 사용하기 위해 RTS/CTS 패킷으

로 다른 SU 들과 협상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O-MAC 
프로토콜 내의 SU 들은 두 개의 트랜스시버를 사용하

여 데이터 통신과 PU 채널 상태 보고 및 사용할 PU 
채널 협상의 제어 시그널링 (Control Signaling) 동작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OP-MAC 프로토콜이

나 OMC-MAC 프로토콜에 비해 효율적이다. 
O-MAC 프로토콜에서 각 SU 는 매 타임슬롯 시작 

시에 전체 Nch 개의 PU 채널 중에서, 하나의 PU 채널 
i  (1≤ i ≤Nch) 를 선택하여 감지한다. 해당 채널의 
PU 활동이 idle 상태인 경우, 보고 단계에서 CCC 상
으로 비콘 메시지 (beacon message)를 브로드캐스트를 
통하여 다른 SU 들에게 해당 PU 채널의 상태를 알리

고, PU 가 busy 상태인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협력적 스펙트럼 감지 기능을 수행한

다. O-MAC 프로토콜에서 SU 는 임의 감지 정책 
(Random Sensing Policy, RSP)과 협상기반 감지 정책 
(Negotiation-based Sensing Policy, NSP)을 사용하여 PU 
채널 i  를 선택한다.  

RSP 는 모든 SU 들이 매 타임슬롯마다 감지할 PU 
채널 i  를 임의로 선택하는 채널 감지 정책이다. 매
번 임의로 PU 채널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지하는 PU 
채널이 다른 SU 들과 중복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어
느 SU 가 k 번째 타임슬롯에서 유휴한 PU 채널을 감
지하더라도 다음 1+k 번째 타임슬롯에서 busy 상태의 
PU 채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감지가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NSP 의 경우, 각 SU 는 CR 네트워크 시작 시에 

RSP 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의 PU 채널 i  를 선택하

여 감지한다. 협상 단계에서 교환되는 RTS/CTS 패킷

에 자신이 감지한 PU 채널 번호를 포함하여 다른 SU
들에게 알린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만약 자신과 같
은 채널을 감지하는 것을 알아낸 경우에는 감지되지 
않거나, busy 상태여서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PU 채
널들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는 채널 감지 정책

이다. NSP 가 RSP 보다 감지되는 PU 채널의 중복 현
상이 적어 효율적이지만 여전히 단점이 존재한다. 모
두 idle 상태의 PU 채널만 알리기 때문에 어느 PU 채
널이 감지가 되지 않았고 어느 PU 채널이 busy 상태

인지 구분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PU 채널을 선택 
하는 경우에 다른 SU 에 의해 busy 상태임이 확인된 
PU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SU 의 수
가 PU 채널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idle 상태의 
PU 채널이 존재하여도 해당 채널을 선택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3. 비율기반 감지 정책 (PSP, Proportion-based Sensing 

Policy)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채널 감지 정책들의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한 O-MAC 프로토콜 기반의 새로운 
채널 선택 정책인 비율기반 감지 정책 (Proportion-
based Sensing Policy, PSP)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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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PU 채널 i 의 트래픽은 그림 1 의 Markov 
chain ON/OFF 모델 [6]을 바탕으로 설계된다. 즉, 시간 
슬롯화 구조를 갖는 O-MAC 프로토콜의 각 타임슬롯 
내의 PU 트래픽은 ON (busy) 상태이거나 OFF (idle) 
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1) Markov Chain ON/OFF 모델 

그림 2 는 제안하는 PSP 에 대한 구조를 나타낸다. 
PSP 를 사용하는 SU 들은 CR 네트워크 시작 시에 식 
(1)과 같이 자신의 고유한 노드 ID (Inode)와 전체 PU 
채널의 개수 (NC)의 나머지 연산으로 자신이 처음으

로 감지해야 할 PU 채널 (IC)을 구한다. 

  CnodeC NII %=    (1) 

감지할 PU 채널을 선택한 SU 들은 매 타임슬롯 마
다 해당 PU 채널의 감지를 통하여 채널의 상태를 
idle 상태나 busy 상태로 구분한다. 각 SU 는 자신이 
감지한 PU 채널의 상태를 보고 단계에서 다른 SU 들

에게 알린다. 이 때, 기존 O-MAC 프로토콜의 RSP, 
NSP 와는 다르게 감지한 PU 채널의 상태가 busy 상
태여도 그 결과를 다른 SU 들에게 알린다. 이를 통하

여 SU 들은 교환한 PU 채널 감지 결과를 바탕으로 
PU 채널들을 세 가지 상태 (idle, busy, not sensed)로 분
류할 수 있다. 
감지한 PU 채널의 상태를 교환을 마친 후, SU 들은 

상태 정보를 받은 PU 채널들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태에 대한 idle 상태와 busy 상태의 비율을 계산한

다. PU 채널 i 의 상태에 대해 idle 상태로 보고 받은 
횟수가 Ni,idle, busy 상태로 보고 받은 횟수가 Ni,busy 일 
때, 현재 타임슬롯까지 PU 채널 i 에 대해 보고 받은 
횟수는 Ni,total (Ni,idle + Ni,busy)이고, 이에 대해 idle 상태의 
비율 (Pi,idle)과 busy 상태의 비율 (Pi,busy)은 다음 식 (2)
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
,

,
,

totali

statei
statei N

N
P =  },{ busyidlestate Î  (2) 

SU 들은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PU 채널들의 idle 
상태와 busy 상태의 비율 계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한다. 이 결과는 SU 들이 감지하는 PU 채널을 
변경해야 할 때 사용된다. SU 가 감지하는 PU 채널 i
가 일정 기간 동안 busy 상태가 지속되면 (예를 들어, 
VoIP 트래픽의 tolerance delay 의 기간 동안) 현재 PU 
채널의 상태가 ‘not sensed’ 인, 즉, 현재 감지되지 않
는 PU 채널들 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idle 상태 
비율이 가장 높은 PU 채널로 감지할 채널을 변경한

다. 만약 ‘not sensed’인 PU 채널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미 모든 PU 채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감지하

는 PU 채널을 변경하지 않고 해당 PU 채널을 계속 
감지한다. 

 
(그림 2) 비율을 사용한 정책 기반 채널 감지의 구조 

이와 같은 방법으로 PSP 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
는다. 먼저, RSP, NSP 와는 달리 PU 채널이 busy 상태

여도 해당 채널의 정보를 알려서 감지되는 PU 채널

과 감지되지 않은 PU 채널들을 구분이 가능하고, 감
지하는 PU 채널을 재 선택할 때, 중복 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PU 채널들에 대해 현재까지 보고된 
idle 상태와 busy 상태의 비율을 바탕으로 감지할 PU 
채널을 선택하기 때문에 RSP 나 NSP 에 비해 idle 상
태의 PU 채널을 감지할 확률이 증가하여 PU 채널보

다 적은 수의 SU 로도 효율적으로 PU 채널을 감지 
할 수 있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성능 평가 

본 절에서는 제안한 채널 감지 정책과 기존에 제안

되었던 채널 감지 정책들의 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성능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동일한 O-MAC 프로토콜

의 구조에 기존의 RSP 와 NSP 를 적용했을 때와 제안

하는 채널 감지 정책인 PSP 을 적용하였을 때, 보고 
단계에서 SU 들에게 보고된 평균 가용한 PU 채널의 
개수로 채널 감지 정책의 성능을 비교, 평가한다. 각 
채널 감지 정책의 효율적인 비교를 위해 PU 채널이 
NC 개 이고, SU 가 NS 개일 때, NC > NS 인 상황을 고
려한다. 표 1 은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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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나타낸다. 
 

<표 1> 시뮬레이션 매개변수 

시뮬레이션 도구 OPNET 14.5 
PU 채널 개수 (NC) 10 

SU 개수 (NS) 8 

비교되는 감지 정책 RSP, NSP, PSP 

시뮬레이션 시간 3600 초 

 
그림 3 은 채널 감지 정책 별 보고된 idle 상태의 

가용한 PU 채널의 개수를 나타낸다. 실선으로 표시된 
평균 가용한 채널 수는 PU 채널이 10 개인 상황에서 
채널의 PU 사용률에 따른 평균적인 idle 상태의 PU 
채널의 개수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SP
와 NSP 는 하나의 PU 채널을 두 개 이상의 SU 들이 
동시에 감지하는 중복 현상과 idle 상태의 PU 채널이 
존재 하여도 busy 상태의 PU 채널을 감지하는 비효율

적인 채널 감지로 인하여 Average Case 보다 절반 이
하의 PU 채널의 개수 정보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하는 PSP 는 각 PU 채널에 대한 idle 상태의 비
율과 감지되는 PU 채널과 감지되지 않는 PU 채널을 
분리로 다른 SU 들과의 PU 채널의 중복 문제를 방지

한다. 따라서, 비록 Average Case 와 차이가 있지만, 
RSP 와 NSP 에 비해 더 많은 가용한 PU 채널의 정보

를 얻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PU 사용률이 
0.5 일 때, RSP 와 NSP 는 평균 2 개의 가용한 PU 채
널을 찾지만, PSP 는 평균 4 개의 가용한 PU 채널을 
찾을 수 있다. SU 의 개수가 8 개인 본 시뮬레이션 환
경에서, RSP 와 NSP 는 최대 4 개의 SU 들이 통신이 
가능하지만, PSP 는 모든 SU 들이 통신할 수 있다. 따
라서, PSP 를 사용하는 O-MAC 프로토콜이 RSP 나 
NSP 에 비해 O-MAC 프로토콜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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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채널 감지 정책에 따른 보고된 idle 상태의 

PU 채널 개수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DCRN 환경에서 SU 들이 보다 효율

적으로 idle 상태의 PU 채널을 감지하기 위한 채널 
선택 정책인 PSP 를 제안하였다. PSP 는 다른 SU 들이 
보고하는 PU 채널들의 상태를 각 채널들의 idle 상태 
및 busy 상태, ‘not sensed’ 상태로 분류하고, 감지하는 
PU 채널이 busy 상태이면 idle 상태의 비율이 가장 높
은 PU 채널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기존에 제안된 두 가지의 채널 감지 정책보다 월
등히 효율적으로 idle 상태의 PU 채널을 감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차후에는 제안한 채널 감지 정책을 
적용하여 DCRN 환경에서 동작하는 새로운 CR MAC 
프로토콜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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