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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HF(Ultra High Frequency) 방송 역에서 면허 사용자인 DTV(Digital Television) 서비스와 

무선인지(cognitive radio, CR) 기술 기반의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 서비스 사용자 상호 간 최  공존  

운용 방안 획득을 하여 간섭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해 SEAMCAT(Spectrum Engineering Advanced 

Monte-Carlo Analysis Tool) 간섭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방송 역에 존재하는 상기 무선통신 상호 간 최  공

존 기  획득을 한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한 간섭분석을 통하여 획득된 주변 통신환경 정보는 수신기 

에서의 정확한 간섭 기  취득 방안인 간섭온도 모델에 용하 다. 이를 통해 DTV와 CR 사용자의 심 주 수 

차이에 따른 CR 사용자 수신기에서의 획득 가능 통신용량 변화를 분석하 다.

Key Words : Cognitive Radio, Coexistence, Interference Temperature, Interference Analysis

ABSTRACT

In this paper, interference analysis is carried out to obtain the operating criterion and coexistence condition 

between digital television devices and cognitive radio-based mobile wimax devices in the UHF (Ultra High 

Frequency) broadcasting frequency bands. To this end, an efficient interfering calculation tool known as 

SEAMCAT (Spectrum Engineering Advanced Monte-Carlo Analysis Tool) is employed to acquire the coexistence 

criterions between heterogeneous radio links operating in the same portion of spectrum. As a result, these 

criterions will be used to achieve interference temperature limit level applied to interference temperature model 

for analyzing the capacity of cognitive radio receivers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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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세계 인 DTV 서비스로의 환 과정에

서 발생하는 UHF 방송 역에서의 여유 무선 자원

(white space)에 해 선진국을 심으로 본 역에

서 기존 방송 서비스와 새로운 통신 분야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1]-[4]. 특히 미국 연방통신 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2008년 11월, 

UHF 방송 역에서 CR 무선기기 운용 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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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상  간섭온도 모델 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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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  간섭온도 모델 기 치

한 공식 인 발표를 하기에 이르 다[5]. 이러한 방

송 주 수 역은 1GHz 이하의 경제  가치가 높

은 주 수로서 량의 정보 송량과 긴 거리의 

 도달 특성으로 인해 2013년, DTV 서비스 도입

을 목 에 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본 역에서 

취득 가능한 유휴 주 수 자원의 사용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 방안이 시 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 의 미래 주 수 운용 방안 획

득을 해 가장 유력한 후보 기술로서  세계 으

로 표 화 단체  각 연구 기 , 기업체 등에서 활

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CR 기술을 이용하여 

White Space 역에서 기존 방송 서비스에 한 품

질 하가 발생되지 않음과 동시에 CR 기술 기반

의 새로운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최  공

존 기 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즉, UHF 방송 

역에서 면허 사용자인 DTV 서비스와 CR 기술 

기반의 모바일 와이맥스 서비스 상호 간의 최  공

존  운용 방안 획득을 하여 간섭분석을 수행하

으며, 방송 역 내 white space에 존재하는 상기 

무선통신 상호 간 최  공존 기  획득을 한 모

의실험을 수행하 다. 한 수신기 에서 정확한 

간섭량 취득  이를 통한 공존 가능 확률의 신뢰

성 획득을 해 CR의 핵심 기술  하나인 간섭온

도 모델을 이용하여 DTV와 CR 사용자와의 심 

주 수 차이에 따른 CR 사용자 수신기의 획득 가

능 통신용량의 변화를 악하 다.

Ⅱ. 본  론

2.1 간섭온도 모델

본 논문은 UHF 방송 역에 존재하는 DTV 면

허 서비스와 CR 기술 기반 비면허 통신 서비스와

의 최  공존 가능성 악을 해 서비스 상호간 

공존을 한 핵심 알고리즘으로 간섭온도 모델 

(interference temperature model)을 이용하 다. 

2003년, 미국의 FCC에서는 간섭의 정량화  기

 수립을 한 간섭온도 개념을 제안하 다[6]. 이

는 기존의 무선 송신기에서 사 에 지정한 간섭보

호 기  설정의 복잡함  모호함을 벗어나 간섭의 

정량화와 신뢰성 획득을 해 수신기 에서 간

섭량을 재정립하는 개념이다. 식 (1)은 기본 인 간

섭온도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1)

식 (1)에서 는 빈(kelvin) 상수를 의미하며, 

는 해당 간섭원의 역폭, 는 심 주 수 를 

갖는 간섭 력을 나타낸다. 본 간섭온도 모델은 스

펙트럼 센싱 기술의 성능 정도에 따라 이상 인 모

델과 일반 인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7]. 

이상  간섭온도 모델은 스펙트럼 센싱을 통하여 

취득된 면허 사용자 스펙트럼 정보가 주변 간섭  

잡음 성분과 명확히 구분 가능하다는 가정아래 간

섭온도 값을 산출하며, 일반  간섭온도 모델은 면

허 사용자와 간섭  잡음 신호 성분들과의 구분이 

불가능 할 경우 간섭온도 값을 구하는 과정을 수행

하게 된다. 표 1과 표 2는 각각의 간섭온도 모델에 

한 간섭온도 제한치와 CR 사용자 허용가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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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송 력, CR 사용자 수신기에서 취득 가능

한 통신용량에 해 나타내고 있다.

의 표에서  와 는 각각 심 주

수 와 역폭 를 갖는 수신기에서의 간섭온도

와 주 수 정책 기  등에서 요구하는 수신 력 제

한치 기반의 간섭온도 제한치를 나타낸다. 한 

는 CR 사용자의 최소 사용 가능 송신 력이며,  

과 은 사용자간 경로손실을 의미한다. 

2.2 간섭분석 기술 

본 논문에서는 DTV 방송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에 비하여 발생 가능한 유휴 주 수 자원의 효율

인 활용 방안으로 CR 기술 기반 무선통신 시스

템 할당 방안을 고려하 다. 즉, 면허 사용자로서의 

DTV 서비스와 비면허 사용자인 CR 기기와의 최  

공존을 한  달 기 을 마련하고자 

SEAMCAT 간섭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 DTV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간섭분석을 수행

하 다
[8]. 

SEAMCAT은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  수치처리 방식을 이용하여 고려되는  

시나리오 상에 존재하는 통신 서비스 상호 간 공존

을 한 최  송 라미터 기 치 산출을 목 으

로 한다.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은 SEAMCAT 로

그램 환경에서 정의된 확률분포 함수를 사용하여 

해당 시나리오 환경에서의 입력 라미터를 기반으

로 랜덤하게 발생된  달 련 표본들을 산출

한다. 다음으로 획득된 표본들을 이용하여 사용자 

간 간섭 확률  최  송 라미터 취득을 가능

하게 한다. 

간섭분석을 해 용되는 송수신기 경로 상의 

채  모델은 해당 통신 시스템의 주 수 정보와 더

불어 송수신기 안테나 높이  해당 안테나 사이의 

수평 거리, 사용자 정의 채  모델 생성을 한 환

경 변수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 서비스라는 DTV 송수신 경로의 고유한 특성

으로 인해 해당 DTV 송수신 경로에 한 채  모

델로서 ITU-R P.1546을 고려하 다. 한 DTV 수

신기와 CR 기반 모바일 와이맥스, 모바일 와이맥스 

송수신 경로에 해서는 확장 hata 채  모델을 사

용하 다.  

2.2.1 간섭원의 형태

본 논문에서 용한 간섭원의 형태는 피간섭원 

역 안 (in-band)의 잡음인 불요방사 (unwanted 

emission)를 고려하 다.

불요 방사에 의한 간섭은 간섭원의 송신 스펙트

럼 방사 마스크를 고려할 경우, 피간섭원 수신단의 

동일 채  역에 한 간섭이며, 수신단 필터를 나

이퀴스트 (nyquist) 필터라 가정하 을 경우, 그림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DTV 동일 역 내 간섭량을 

계산하기 해서는 첫째, 간섭원의 불요방사 마스크

를 지정해야 하며, 정해진 해당 방사 마스크로부터

의 간섭량을 계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섭분석 과정을 통하여 피간섭원

인 DTV 수신기 는 CR 수신기에서 취득된 DTV

와 CR 송신기로 부터의 수신신호 력, 간섭원에 

한 허용가능 송 력 제한치 정보를 이용하여 

CR 사용자의 심 주 수 천이에 따른 각각의 간

섭온도 값을 계산하 다. 한 이를 이용한 CR 사

용자 수신기의 사용가능 통신용량 변화 추이를 분

석하 다.

그림 1. 불요방사 시나리오

2.3 간섭분석 취득 정보 기반 간섭온도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간섭분석을 통하여 DTV와 CR 

수신기에서 취득된 주변 통신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CR 사용자 수신기에서의 취득 가능한 통신 용량을 

악하 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간섭분

석 취득 정보 기반 간섭온도 모델링 과정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2의 통신환경 설정  간섭분석 처리단계에

서의 구체 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해당 

피간섭원  간섭원 무선기기 링크에 한 안테나 

높이  송 력, 해당 무선기기의 동작 주 수, 

송신기의 치 등을 단일 고정 값 는 랜덤 확률 

분포 값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주어진 간섭 환경 

시나리오에서 피간섭원 수신기의 특성을 고려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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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라미터 정의

↔
간섭원 송신기와 피간섭원 수신

기 사이의 경로손실

→
피간섭원 수신기 방향으로 향하

는 간섭원 송신기 안테나 이득

→
간섭원 송신기 방향으로 향하는 

피간섭원 수신기 안테나 이득


 피간섭원 송신기 안테나에 공

되는 최  송신 력

→
피간섭원 수신기 방향으로 향하

는 피간섭원 송신기 안테나 이득

↔
피간섭원 송신기와 피간섭원 수

신기 사이의 경로손실

→
피간섭원 송신기 방향으로 향하

는 피간섭원 수신기 안테나 이득

표 3. 수신기 취득 가능 수신 신호 구성 라미터 정의

그림 2. 간섭분석 기반 간섭온도 모델링 과정

섭 확률 산출  서비스 사용자 상호 간 간섭을 미

치지 않는 최 의 송 라미터를 산출하는 과정

을 수행하게 된다. 식 (2)와 식 (3)은 간섭분석 처

리 역에서 DTV 는 CR 수신기에 취득된 각 송

신기로부터의 수신 력을 나타내고 있다[9].

 
→  

↔  →  
 (2)

  →↔→ 

  







(3)

여기서

   →  

↔   → 

식 (2)에서 (desired Received Signal 

Strength)는 DTV 는 CR 수신기에서 취득되는 피

간섭원 송신기로부터의 수신 력을 의미하며, 식 

(3)의(interference Received Signal Strength)

는 와 동일한 각각의 수신기에 입사되는 간섭원

으로 부터의 수신 력을 나타낸다. 식 (3)에서 

 는 간섭원 송신기에 용되는 

방사 마스크를 의미한다. 표 3은 식 (2)와 식 (3)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통신환경 라미터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간섭온도 처리 단계에서는 앞선 통신환경 설정 

 간섭분석 단계에서 취득된 수신 정보  간섭보

호 기 치를 이용하여 간섭온도 값을 계산하게 되

며, 보호 비율  잡음마루에 해당하는 간섭온도 값

을 산출한다. 식 (4)와 식 (5)는 각각 DTV 수신기

에서 3%의 간섭확률  DTV 보호비율에 해당하는 

간섭온도 모델 기반 간섭온도 제한치를 나타내고 

있다.

lim 
  (4)

lim 
  (5 

여기서

-23

3% _

1.38 10 ( / )
DTV reception bandwidth

Interference probability at 3%

Carrier to Interference Ratio at DTV
Noise Floor

DTV

DTV

k Joules kelbin
B
IP

CI
NF

= ×
=

=

=
=

식 (6)은 간섭분석 처리과정을 통하여 DTV 는 

CR 수신기에서 취득된 간섭원의 수신 력 정보를 

피간섭원과 간섭원의 심 주 수 차이에 따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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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섭분석 시나리오 

(b) DTV  CR 사용자 스펙트럼 치

그림 3. 간섭분석 모의실험 시나리오 환경

그림 4. CR 사용자 마스크 설정

성되는 각각의 간섭온도 값으로 변환하는 수식을 

나타내고 있다.

 

  (6)

여기서

    

마지막 단계로 간섭원인 CR 사용자의 심 주

수 이동에 따른 간섭온도 모델 기반의 CR 사용자 

통신용량 획득 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이때 CR 사

용자 취득 가능 통신 용량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im       
(7)

Ⅲ. 모의실험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간섭분석 모의실

험 시나리오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a)에서 DTV 기지국과 수신기까지의 거리

는 한민국 서울을 기 으로 DTV 신호 송 한계 

커버리지를 고려한 25km로 지정하 으며, DTV 

송 한계 커버리지 경계면에 치하고 있는 CR 송

신기와 DTV 수신기와의 거리는 10m, CR 송수신

기 사이의 거리는 141m로 설정하 다. 그림 3(b)는 

6MHz의 역폭을 지니는 고정된 DTV 사용자 스

펙트럼을 기 으로 동일한 역폭을 갖는 CR 사용

자 스펙트럼이 DTV와의 동일 심 주 수 치를 

기 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스펙트럼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표 4는 본 연구의 간섭분석 기반 간섭온도 모델 

기술의 성능분석을 하여 설정된 모의실험 라미

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는 본 모의실험에 용된 CR 기술 기반 

모바일 와이맥스 송신기의 방사 마스크에 해 나

타내고 있다.

그림 4의 마스크 형태는 모의실험의 신뢰성 부여

를 해 FCC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에서 제안하는 DTV 서비스의 

송신 력 방사 마스크를 기 으로 설정하 다
[10][11].

표 5는 간섭분석 모의실험을 통하여 획득 가능한 

CR 사용자 심 주 수 이동에 따른 DTV 수신기

에서의 취득 수신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표 5의 모의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DTV와 

CR 사용자 상호 간 심 주 수 값의 차이가 증가

할수록 DTV 간섭허용 기 을 만족하기 해 요구

되는 CR 수신 력 기 이 차 완화 되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즉, 표 5에서 천이 주 수 값이 

7MHz일 경우, CR 사용자에게는 DTV 수신기에 

한 3% 간섭확률  C/I 비율 기반의 간섭허용 기

을 각각 만족하는 11.03dBm과 23.15dBm의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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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TV 사용자 CR 사용자

시스템종류 ATSC
CR 기반 

Mobile WiMax

심주 수(MHz) 581 가변

송 커버리지(km) 25 1.125

송신 력(dBm)
66.9897

(5kW)

16.0296

(40mW)

역폭(MHz) 6 6

채 모델

∙ DTV Tx. 

↔ DTV Rx.

(ITU-R P.1546, 

실외)

∙ WiMax Tx.  

↔ DTV Rx.

(Hata도심,실외)

∙ WiMax Tx.  

↔ WiMax Rx.

(Hata도심,실외)

송신 안테나

∙ 높이 :      

   346m(해발)

  +103m(지상)

∙ 이득 :7.8dB 

∙ 무지향성

   안테나

∙ 높이 : 30m 

∙ 이득 : 0dB

∙ 무지향성  

   안테나

수신 안테나

∙ 높이 : 10m, 

∙ 이득 : 10dB

∙ 무지향성

   안테나

∙ 높이 : 1.5m

∙ 이득 : 2dB

∙ 무지향성

   안테나

잡음지수(dB) 7

열잡음(dBm/Hz) -174

잡음마루 -99.2 (dBm/6MHz)

보호비율(C/I, dB) 14.9 8.93

최소수신감도(dBm) -84 -80

표 4. 모의실험 라미터 

천이 

주 수

(MHz)

허용가능  

CR 수신 력 

(dBm)
CR 

수신

력

(dBm)

CR 

수신 력의

간섭온도

(Kelvin)

DTV 기

3% 

간섭확률

C/I 

비율

0 -42.05 -30.19 -40.33
1,118.8 

x 10
6

1 -42.01 -29.68 -40.85
992.54 

x 10
6

2 -40.98 -28.5 -41.96
768.69 

x 10
6

3 -39.1 -27.14 -43.35
558.15 

x 10
6

4 -37.04 -24.95 -45.56
335.54 

x 10
6

5 -33.04 -20.57 -50.01
120.43 

x 10
6

6   0.98 13.61 -84.12 46,747

7 11.03 23.15 -93.69 5,161

8 21.97 34.72 -105.2 364.54

9 34 46.16 -116.7 25.75

∙ DTV 수신 력 : -55.6dBm

∙ 3% 간섭확률 비 CR 수신 력 기  : -82dBm  

  (간섭온도 제한치 : 63,448 kelvin)

∙ C/I 비율 비 CR 수신 력 기  : -70dBm 

  (간섭온도 제한치 : 1,071,700 kelvin)

표 5. CR 사용자 심 주 수 이동에 따른 DTV 수신기에
서의 취득 정보

수신 력이 허용된다. 한 부가 으로 각각의 

심 주 수 차이 값에 해당하는 역에서의 간섭온

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3% 간섭확률  C/I 비율 

기반 DTV 간섭허용 기 을 이용한 간섭온도 제한

치는 각각 63,448 kelbin  1,071,700 kelbin이 됨

을 알 수 있다. 

표 6은 간섭분석을 통하여 CR 수신기에서 취득 

된 사용자 간 심 주 수 천이에 따른 허용가능 

CR 수신 력  본 CR 수신기에서 간섭 성분으로 

작용하는 DTV 수신 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6의 실험결과는 CR 사용자가 요구하는 통신

용량을 정확히 분석하기 한 목 으로 CR 수신기

에서 간섭량으로 취 되어지는 DTV 수신 력을 

악하기 해 산출한 결과이다. 즉, DTV 송신기를 

간섭원으로 하고 CR 송신기를 피간섭원으로 고려하

을 경우, CR 수신기 에서는 DTV 송신기로 

부터의 수신 력이 간섭으로 취 되므로 이와 같

은 추가 인 모의실험 수행이 요구되어 진다. 

그림 5와 그림 6의 모의실험 결과는 각각 CR 사

용자의 심 주 수 이동에 따른 DTV 수신기에서

의 간섭확률 비 허용 가능 CR 송신 력  CR 

사용자의 취득 가능 통신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한 그림 7과 그림 8은 표 6의 실험결과를 바

탕으로 CR 수신기 에서의 CR 심 주 수 이

동에 따른 허용가능 DTV 송신 력 비 간섭확률

과 더불어 CR 사용자의 사용가능 통신 용량 변화

량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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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주 수

(MHz)

허용가능  

CR 수신 력 

(dBm)

DTV 

수신

력

(dBm)

DTV 

수신 력의

간섭온도

(Kelvin)

DTV 기

3% 

간섭확률

C/I 

비율

0 -21.4 -9.4 -60.6
10.513 

x 106

1 -21 -9 -60.92
9.766 

x 10
6

2 -19.91 -7.91 -62.09
7.46 

x 10
6

3 -18.29 -6.29 -63.71
5.137 

x 106

4 -16.19 -4.19 -65.81
3.167 

x 10
6

5 -11.77 0.23 -70.23
1.144 

x 10
6

6   22.49 34.49 -104.4 429.2886

7 31.82 43.82 -113.8 50.0898

8 43.54 55.54 -125.5 3.3709

9 54.95 66.95 -136.9 0.2436

∙ CR 수신 력 : -75.66dBm

∙ 3% 간섭확률 비 CR 수신 력 기  : -82dBm

  (표 6과 동일, 간섭온도 제한치 : 63,448 kelvin)

∙ C/I 비율 비 CR 수신 력 기  : -70dBm 

  (표 6과 동일, 간섭온도 제한치 : 1,071,700 kelvin)

표 6. CR 사용자 심 주 수 이동에 따른 CR 수신기에서
의 취득 정보

그림 5. CR 심 주 수 이동에 따른 허용가능 CR 송신 
력 비 간섭확률

 

그림 6. CR 심 주 수 이동에 따른 CR 사용자 사용가능 
통신용량 변화량

그림 7. CR 심 주 수 이동에 따른 허용가능 DTV 송신 
력 비 간섭확률

그림 5와 그림 6의 모의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CR 심 주 수 이동 범 가 CR 스펙트럼이 

인 역에 치하는 시 인 6MHz 값에 근 할수

록 허용 가능 CR 송신 력  통신용량이 증가하

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그림 6의 모의실험 결과

에서 천이 주 수 값의 차이가 6MHz 이하인 역

에서의 음의 통신용량 값은 허용 가능한 CR 송

력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간섭온도 

모델의 고유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7과 그림 8의 실험 결과는 앞선 그림 5와 

그림 6의 모의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DTV와 CR 사

용자 상호 간 심 주 수 이격 값이 증가할수록 

허용가능 DTV 송신 력 증가  간섭확률의 하, 

CR 사용자의 사용가능 통신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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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R 심 주 수 이동에 따른 CR 사용자 사용가능 
통신용량 변화량

악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HF 방송 역 내 white space  

에서 간섭온도 모델을 이용한 CR 기반 모바일 와

이맥스와 DTV 사용자와의 최  공존 가능성을 확

인하기 하여 모의실험을 통한 CR 사용자의 성능

분석을 수행하 다. 즉, 제안된 DTV  CR 수신기

에 취득되는 통신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간섭분석 취득 정보 기반 간섭온도 모

델을 수행할 경우, DTV 면허 사용자에게 간섭의 

향을 주지 않음과 동시에 CR 비면허 사용자가 

요구하는 송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최 화 된 맞

춤형 송 변수임을 본 논문의 모의실험 결과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으로는 DTV와 CR 사용자의 심 주 수 

이격 값이 6MHz 이하일 경우에는 DTV와 CR 스

펙트럼이 동일 채 에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

해 그림 5와 그림 7의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용 가능한 CR  DTV 송 력이 본 주

수 역에서 상 으로 음을 알 수 있다. 한 

DTV와 CR 사용자의 심 주 수 이격 값이 

6MHz 이상일 경우에는 CR 스펙트럼이 DTV 스펙

트럼의 인  채 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심 주 수 이격 값이 6MHz 이하일 경우에 비해 

허용 가능 CR  DTV 송 력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심 주 수 이격 값이 6MHz에 근

 는 이상일 경우, 해당 주 수 차이 값의 증가

로 인한 허용 가능 CR  DTV 송 력 증가와 

간섭확률의 감소를 발생시키므로 그림 6과 그림 8

의 모의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CR 사용

자가 이용 가능한 통신용량 증가의 원인이 됨을 

악 할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DTV 인  

역에 존재하는 CR 사용자에 해 스펙트럼 성형 

는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시스템 기반 부반송  채  본딩

(Channel Bonding) 과정을 통하여 각 통신 서비스 

사용자 상호 간 간섭을 미치지 않음과 동시에 CR 

사용자가 획득 가능한 통신용량 증  방안에 해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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