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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ectrum Sensing Technology is the core technology of the Cognitive Radio (CR) System that is one

of the futur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is is the technology that temporarily allocates the

frequency bandwidth by scanning surrounding wireless environments to keep licensed terminals and search

the unused frequency bandwidth.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efficient Spectrum Sensing Method using the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 The Cosine and DVB-H signal with the 6MHz bandwidth is used

as the Input Signal. And we confirm the Spectrum Sensing result using Modified Periodogram Method,

Welch's Method for compared with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Algorithm.

1. 서 론

도래하고 있는 유비쿼터스시대에 Ad-hoc 기반의소규모 센서 네

트워크에서부터 대규모 네트워크까지다양한 무선망들이 혼재하는 상

황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주파수 자원의 고갈 및 간섭의 영향으로 통

신성능 저하에대한 심각한우려가 되고있다. 따라서모든 국가의주

파수 할당 정책은 최소한의 대역폭을 가지고 이용률을 극대화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다. 제한적주파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신기술개발이지

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스펙트럼 센싱 기술은 스펙트럼 환경을 인지하여 통신 가능한 주

파수를 지능적으로 검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 서비스에 간섭을 주

지 않고 통신하는 지능형무선 통신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단말

기나 기지국 등의 무선기기가 주변 전파환경을 인식,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스펙트럼 환경에 따라 무선 통신에 이용하는 주파수

나방식등을 무선기기 스스로선택해주파수 이용효율을 높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특정 무선통신시스템이 ‘시간’이나 ‘주파수’, ‘공간’을 점

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자원을 여러 무선통신 시스템이 적응

적으로 공유하여 무선통신에 이용할 수있는 주파수자원의부족을 해

결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효과적인 스펙트럼 센싱을 위하여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 적용방법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스펙트럼센싱

기술 중 Modified Periodogram Method와 Welch's Method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스펙트럼 센싱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제안한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의 스펙트럼 센싱 성능을 시뮬레이션

을 통해 확인하며, Modified Periodogram Method와 Welch's Method

와 적용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하였다.

2. 스펙트럼 센싱 기술

가. Modified Periodogram Method

기존 Periodogram Method 는 신호의 검출을 할 경우 중요 요인으

로 작용하는 Window함수가 구형으로 제한된다. 그에 따른 신호 검출

의 난해성으로 인해 Modified Periodogram Method이 고안되었다. 이

방법은

P xx̂( f ) =
|X L(f)|

2

f sLU
(1)

으로, 기존의 수식에 U라는 변수가 첨가된 형태이다.

U=
1
L
∑
L-1

n=0
|ω(n)| 2 (2)

U는 Window함수를 일반화한 값으로 선택하는 Window에 독립

적이다. 구형 Window는 신호에 Window가 곱해졌을 때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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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이 가늘어지므로 신호의 평균 파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Periodogram 함수의 단점을 보상하고자 Window의 평균파

워를 곱한 것이다.

나. Welch's Method

이 기법은 1967년 그의 논문에서 언급되었으며, 역시 PSD를 근간

으로 한다. 시계열에서 신호를 세그먼트 단위로 나누어 각 세그먼트들

을 Modified Periodogram Method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조건이 주어

지지 않을 경우 신호를 8개의 세그먼트로 나누고 각각은 50%씩 중첩

이 되도록 계산한다. 단, 윈도우에 대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본 윈도우

로 Hamming window를 사용한다. [그림 1]은 Periodogram Method

와 Welch's Method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Periodogram과 Welch‘s Method의 비교

3. 스펙트럼 센싱 향상을 위한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 제안

가.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

아날로그 및 이산 신호에 대한 주파수 분석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Fourier Transform이다.

그러나 Fourier Transform은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와 무한 주

기를 가지는 사인파 기저함수의 내적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므로

신호가 정상(Stationary)일 경우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신호

를 쉽게 해석할 수 있으나 신호가 비정상(Non-Stationary)인 경

우 주파수 성분은 전 주파수 대역에 나타나게 되어 Fourier

Transform 을 이용한 시간에 따른 신호 해석은 어렵게 된다. 특히

기계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호는 비정상신호로서, 단순히

주파수성분만 표시하는 Fourier Transform으로서는 결함의 발생

시기 및 그때의 주파수성분 분석을 통한 동특성을 이해하기가 어

렵다. 이 경우에는 결함이 발생하는 순간에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946년 D.Gabor는 신호의 안

정성을 고려하여 대상 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일정한 크기

의 창을 움직이면서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는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STFT는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에 Window함수를 적용한 후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는 것으로

STFT(t,w)=⌠⌡

∞

-∞
x(τ)w(τ-t)e -jwτdτ (3)

로 뜻매김 할 수 있다. 여기서 x(t)는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이

고,w(r-t)는 Window 함수이다.

나. Kaiser Window

STFT는 Welch's Method와 같이 윈도우의 중첩을 통한 신호

및 잡음의 평준화로 신호의 주파수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

요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Window 및 중첩 정도가 정해

져있는 Welch's Method와 달리 STFT는 적용 Window 및 중첩

정도를 변경이 가능하다. 즉, Welch's Method보다 적용에 유연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STFT는 Kaiser Window를 적용하였을 때 주파수 분석 면에서

의 성능이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STFT에서는 Kaiser

Window를 적용하였고, 그 중첩 정도로 성능을 조절하였다.

Kaiser Window는 변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윈도우를 표현할 수 있으며 수식적인 정의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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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aiser Window의 매개변수로는 Window의 길이 N과 다음 식

으로 주어지는 shape 변수 β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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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식에서 Stopband Attenuation As는

A s=-20 log 10δ (6)

식 (5)에서 δ값은 윈도우의 주파수응답에서 피크 근사화 오차

(Peak Approximation Error) 즉 Ripple을 의미하며, Window의

모양을 결정하는 β값을 선택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δ값이 작

을수록 β는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Window의 모양은 보다

좁은 형태가 된다. [그림 2]는 β값에 따른 Kaiser Window의 모

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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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β 값에 따른 Kaiser Window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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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Parameter Value

DVB-H

Bandwidth 6 MHz

Signal Power -80 dBm

FFT Size 1024

Signal Point (FFT Size 기준) 389 ~ 634

AWGN X

실선은 β값이 3일 때이고, 점선은 β값이 10일 때의 형태를

나타낸다.

식(4)에서 I 0(x)는 Zeroth-order Modified Bessel Function이

고 수식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I 0(χ)=1+∑
∞

k=1
( (0.5x)

k

k! )
2

(7)

β와 같이 Kaiser Window의 매개 변수인 N은

N≈
A s-7.95

14.36△w/2π
(8)

△w는 Transition Bandwidth이고 Stopband Attenuation As
와 함께 Window의 길이 N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4. 모의실험 및 분석

2장에서 언급한 Modified Periodogram Method, Welch's

Method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3장의 STFT의 성능 검증을 위한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신호로 Digital TV

신호인 DVB-H 신호를 적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해당 신호의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표 1. 입력 신호 파라미터

Table 1. Input Signal Parameter.

[표 1]와 같은 DVB-H 신호로 각 센싱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였

다. 이 때, STFT 방법에는 Kaiser Window를 적용하였으며, Window

의 중첩 정도 를 50%로 적용하였다. 이는 Welch's Method와의 효과

적인 비교를 위하여 중첩 정도를 동일하게 하여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가. Modified Periodogram Method 적용 결과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80

-160

-140

-120

-100

-80

-60

Modified Periodogram Method (dB)

그림 3. Modified Periodogram Method의 스펙트럼 센싱 결과

[그림 3]은 DVB-H 신호에 Modified Periodogram Method를

적용한 결과이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신호구간의 평균 레벨은 -78dBm이고 잡

음구간의 평균 레벨은 -120dBm으로 42dB의 차이를 보이며, 신호

와 잡음이 불규칙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잡음 및 페이딩의

영향을 받는 실 환경에서는 센싱 성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나. Welch's Method 적용 결과

[그림 4]은 DVB-H 신호에 Welch's Method를 적용한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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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elch's Method의 스펙트럼 센싱 결과

주파수 도메인에서 신호구간의 평균 레벨은 -79dBm이고 잡음

구간의 평균 레벨은 -115dBm으로 36dB의 차이를 보인다. 신호구

간과 잡음구간의 레벨 차이는 Modified Periodogram Method보다

적게 나타나지만 신호의 불규칙함이 적어 안정적인 형태를 나타

내므로 잡음 및 페이딩 환경에서의 센싱 성능은 Modified

Periodogram Method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다.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적용 결과

[그림 5]은 DVB-H 신호에 STFT를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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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TFT의 스펙트럼 센싱 결과

주파수 도메인에서 신호구간의 평균 레벨은 -80dBm이고 잡

음구간의 평균 레벨은 -121dBm으로 41dB의 레벨 차를 보이며,

377



이 값은 Welch's Method 보다 크게 나타난다. 또한, 신호 구간과

잡음 구간의 레벨 차가 비슷하게 나타난 Modified Periodogram

Method보다 안정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냄을 확인 가능하며, 윈도

우의 차이만을 둔 채 동일한 중첩 정도를 적용한 Welch's Method

와는 레벨 차뿐만 아니라, 신호 구간에 나타나는 불규칙하게 낮아

지는 부분 또한 보정이 되어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가용한 채널에 효율적인 스펙트럼 센싱 기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Cognitive Radio 기반의 스펙트럼 센싱 모듈을 구현하였다. 임베

디드 기반의 Cognitive Radio 측정 시스템을 구현하여, 특히, DSP

프로세서 기반의 스펙트럼 센싱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알고

리즘들의 구현 결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Modified Periodogram Method의 경우에는

신호가 불규칙한 부분이 발생함을 확인 가능하며, 잡음이나 페이

딩의 영향을 받을 경우 신호의 불규칙성이 심해져 센싱 성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Welch's Mehtod의 경우에는 Modified

Periodogram Method에서 발생했던 신호의 불규칙성이 매우 적어

짐을 확인 가능하나, 신호 구간에서 레벨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

의 보정이 되지 않아, 향후 지능적인 CR 시스템이 구현될 경우 그

부분이 잡음구간으로 검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의 경우에는 Welch's Mehtod에서 보였던 신

호구간의 불규칙한 부분이 보정되어 신호구간과 잡음구간 모두

안정적인 스펙트럼을 보이며, 신호 구간의 레벨과 잡음 구간의 레

벨 차이도 Welch's Mehtod 에 비해 크게 나타나, 비교한 센싱 알

고리즘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여 스펙트럼 센싱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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