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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jamming 이나 은폐 등으로 인하여 통신 채널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전장환경에서 dynamic spectrum access 

(DSA) 기술을 토대로 보다 안정된 통신을 하는 기술을 알아본

다. DSA 통신의 핵심기술을 설명하고, 미국의 DARPA에서 수

행한 neXt Generation(XG) 프로젝트와 Wireless Network 

after Next(WNaN) 국방통신 프로젝트를 소개한 후에 결론에

서 시사점을 다룬다.   

Ⅰ. 서 론

과거 platform centric warfare 에서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공격하는 정밀 타격 무기가 중요한 수단이

었지만 network centric warfare(NCW) 체계에서는 정보 수

집, 판단, 그리고 정밀 타격무기 등이 통합되어 운용되기 때문

에 3가지 모든 요소가 중요하다[1]. NCW체계에서는 지상은 물

론 공중, 그리고 위성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에서나 가용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network에서 통합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전황을 판단하여 정밀타격을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각 종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network를 통하여 통합

하고, 종합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려면 항상 모든 곳에서의 

connectivity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주를 포

함하여 공중, 지상에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부분의 정보가 영

상정보를 포함하므로 많은 양의 주파수 자원이 필요하고 동시

에 안전한 통신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기술도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

으로 이용하는 하면서 jamming 등 전파간섭이 심한 전장환경

에서 안정된 통신을 위한 DSA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DSA 관련 기술은 1999년 DARPA의 consulting scientist인 

Joseph Mitola III에 의하여 제안된 cognitive radio(CR) 기술

을 토대로 그 동안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현재는 성숙기에 접어

들고 있다[2-21]. 이와 같이 성숙된 DSA기술을 국방통신에 응

용하여 jamming 등의 영향으로 통신이 어려운 전장환경에서 

안정된 통신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NCW가 고도화될수

록 주파수 수요는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DSA 기술개발 및 활용이 더욱더 요

구된다.  

본 고에서는 서론에 이어 제 II장에서 DSA 기반의 국방통신

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제 III장에서는 DSA 기반의 국

방 프로젝트를 소개한 후에 제 I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DSA 기반의 국방통신기술

<그림 1>은 미국 국방통신의 비전을 나타내다. 통신장비가 각 

종 agility(frequency, time, space 및 network) 기능을 구비

하여 seamless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NCW 망으로 통

합하여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지휘관과 병사들이 전장상황을 

이해하고 작전을 함으로써 전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상기의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Department 

of Defense(DoD)에서는 GEMSIS라는 국방 스펙트럼 관리시

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림 2>는 이에 대한 구조이

다[23]. 혼잡한 전장환경에서 안전하고 seamless 통신을 위하

여 각 종 agility 기술(frequency, space, time & network)을 

Dynamic Spectrum Access기반 국방통신기술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림 1. 국방 스펙트럼 비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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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EMSIS 구조[23]

그림 3. 국방통신기기의 발전 과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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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global information grid를 구성하여 NCW 망을 구축

하고, 전장환경에 필요한 대역폭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global 

electromagnetic spectrum information system(GEMSIS)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network 에서 수집한 각 

종 정보를 토대로 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NCW 망을 통

하여 정확한 명령을 전달하여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그림 3>은 무선통신의 발전에 따른 국방통신기기의 발

전 과정을 나타낸다. 종래에는 미리 정해진 주파수 및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고정형 타입의 장비를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SDR(Software-Defined Radio) 장비의 사용으로 부분적으

로 상황에 적응하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미래에는 완전 적

응형 장비가 사용될 전망이다. 완전 적응형 장치는 인지무선

기술을 바탕으로 jamming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channel management를 통하여 bandwidth-on-demand 통

신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통신을 함으로써 NCW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DSA 기반의 통신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림 4>는 DSA기반시스템의 

프로토콜 구조이다. 그림에서 spectrum sensing 관련 내용과 

spectrum sharing, 즉 channel을 관리 및 운용하는 기술이 기

존의 다른 시스템과 크게 다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spectrum 

sensing기술과 channel management & rendezvous 기술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1. Spectrum Sensing

CR network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는 spectrum 

sensing 기능이다. Primary user(PU)의 신호가 강한 경우에

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PU service area의 경계나 PU의 신호

가 장애물에 의하여 매우 약한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그림 5>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와 잡음의 분포도가 겹치는 경우에 오

경보율(false alarm rate)과 PU의 신호의 검출확률이 매우 중

요하다. 그림에서는 Gaussian 잡음만 존재하는 Rayleigh 분

포와 신호와 잡음이 존재하는 Rician 분포를 예로써 도시하

였다. SNR이 높으면 오경보율을 낮추면서 PU를 쉽게 검출한

다. 그러나 통상 SNR이 매우 낮거나 심지어 잡음의 세기가 더 

큰 환경에서도 이를 검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IEEE802.22working group에서 제정한 wireless regional 

area network(WRAN)의 경우 SNR=-19 dB 환경에서 PU를 

검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ATSC 신호의 특성을 이용하여 

25 dB 이상의 processing gain을 얻어야 안정적인 PU 신호의 

검출이 가능하다. 

그림 4. DSA 기반 통신시스템의 프로토콜 구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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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sensing은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non-

cooperative detection과 cooperative detection으로 구분되

고, non-cooperative detection은 matched filter detection, 

energy detection, 그리고 cyclo-stationary detection 으로 

나뉘어진다.  

이 절에서는 <그림 6>에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한다.

1.1 Matched Filter Detection

PU의 신호형태가 알려진 경우 stationary Gaussian 잡음환경

에서의 최적 필터는 matched filter 이다. 이는 수신 시호의 신

호 대 잡음 비를 최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필터의 장점은 pulse 

shape 등 PU 신호에 대한 사전정보로 빠른 시간에 신호를 검

출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성능이 저하된다. 

대부분의 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한 규격이 open 되어 있으므로 

matched filter를 사용하여 coherent detection을 할 수 있다. 

1.2 Energy Detection

PU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nergy 

detection을 사용한다. 이 경우 수신 신호의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bandpass filter의 출력신호를 제곱한 후에 이를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정해진 threshold와 비교하여 PU 신호의 존

재 유무를 결정한다. 에너지 검파의 단점은 잡음 레벨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PU의 type 을 알 수 없다. 또한 interference 등에 

의해 false alarm이 발생하기도 한다.

1.3 Cyclostationary Feature Detection

Cyclostationary feature detection 은 PU 신호의 특징을 검

출하는 방식이다. 반송파에 실려 전송되는 변조 신호는 mean

이나 autocorrelation 신호가 주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

한 특징을 추출하여 PU 신호를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수신신

호의 correlation 함수를 구하여 이를 FFT 한 수에 스펙트럼을 

관찰함으로써 그 특징을 얻을 수 있다. <그림 7>은 ATSC 신호

의 cyclostationary feature이다. ATSC 신호의 심볼레이트인 

10.76 MHz 의 1/2 주파수에서 cyclostationary 특성이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Spectral correlation function의 장점은 신호의 주기성으로

부터 correlation 특성을 찾기 때문에 correlation 성분이 없는 

wide sense stationary noise 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energy detection 보다 성능이 우수하나 복잡성이 증가한다.

1.4 Cooperative Detection

<그림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PU와 secondary user 

S1과 S2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PU와 S1 사이에 커다란 빌

딩이 있으면 S1은 PU의 존재를 알 수 없지만 S2는 PU의 존재

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secondary user간에 협력을 통

하여 PU의 존재를 모든 secondary user가 알 수 있다. 

Cooperative detection 은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구조로 나

뉘어진다. 중앙 집중형에서는 BS이 BS의 제어를 받는 CR 기기

로부터 수집한 센싱 정보를 토대로 판정을 한 후에 다시 결과를 

CR기기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반면에 분산형에서는 CR 기

기간에 수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각 자 판단하고 이를 토대

로 action을 취한다. CR 기기들 사이에 협력을 통하여 PU를 검

파하여 multipath나 fading 의 영향을 피할 수 있어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림 5. 신호와 잡음의 분포도 예

그림 6. Spectrum Sensing 기법 분류

그림 7. ATSC 신호에 대한 cyclostationary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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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nnel Management 및 Rendezvous 기술

<그림 9>는 channel set 및 set 간의 transition diagram

을 나타낸다. CR 기기가 동작하는 operating channel, 현 동

작채널에 incumbent 가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backup 

channel, backup channel의 후보가 되는 candidate channel, 

PU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protected channel, 그리고 상

기 어느 군에도 속하지 않는 unclassified channel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jamming 등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는 주기적으로 spectrum sensing을 통하여 channel set을 

update하고, 간섭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널을 변경하여야 

한다.

한편 통신 중에 jamming 등으로 인하여 채널을 변경하는 경

우에 이의 프로토콜, 즉 rendezvous algorithm 도 매우 중요

하다. 이는 해당 채널을 사용하는 모든 user가 채널을 변경하여

야 함으로 이를 위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Ⅲ. DSA 기반 국방통신 프로젝트 

본 장에서는 DSA 기술을 국방통신에 응용하는 프로젝트로서 

미국의 DARPA에서 추진한 XG(next Generation) project와 

WNaN(Wireless Network after Next)에 대하여 소개한다. 

1. XG Project

1.1 개요

DARPA 의 XG project는 새로운 spectrum access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DARPA 가 이를 추진하게 된 동

기는 NCW 환경에서 각 종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종래의 

static spectrum access 방식으로는 주파수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정보 수집이 어려운데다가 다른 국가로부터 스펙트럼 이

용에 대한 허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static spectrum management 는 

스펙트럼 이용에 대한 융통성이 부족하여 시간과 공간적으로 

동적 이용이 불가능하여 주파수 이용 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

쟁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전파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주파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할당된 많은 스

펙트럼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XG 

project는 cognitive radio 기술을 사용하여 primary user 에

게 허용된 레벨 이하의 간섭 조건에서 주파수를 기회적으로 사

용한다. 이를 opportunistic spectrum access라고 한다. 

1.2 XG Network

XG 네트워크는 <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primary 

network 과 XG network으로 구분된다. Primary network은 

특정 대역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Exclusive Usage Right)을 갖

는 기존의 망, 즉 이동통신망이나 방송망을 의미한다. Primary 

user(PU)는 특정 대역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면허권자를 말한다. 따라서 PU는 primary base station 

의 제어를 받지만 다른 user, 즉 XG user 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XG base station 이나 user와 공존을 위하여 

별도의 추가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

Primary base station은 이동통신망의 base station에 해

당된다. 이 시스템은 XG 망의 이용자와 스펙트럼 공유를 위하

여 별도의 추가 기능이 필요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XG 

그림 8. Cooperative spectrum sensing 예제[24]

그림 9. Channel set 및 transition diagra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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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를 수용할 수도 있다. XG 망은 특정대역에 대한 면허를 갖

지 않은 망으로 기회적 이용방식으로 허용된 대역을 사용한다. 

<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프라구조를 갖는 망의 형태와 

인프라구조 없이 ad-hoc 망의 형태로 동작하는 형태가 있다.

1.3 XG 기능 구조

<그림 11>은 SSC 사가 개발한 XG 의 기능 구조이다. XG 

DSA 시스템은 DSA engine, 스펙트럼 센싱, policy module, 

그리고 송수신을 위한 Radio Part로 구성되어 있다. DSA 엔진

그림 10. XG 네트워크 구조 [24]

그림 11. XG DSA 기능 구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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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XG 시스템의 심장부로 Spectrum Manager, rendezvous 

모듈, 그리고 scheduler 로 이루어진다. 각 XG 기기의 

scheduler가 스펙트럼 센싱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결과를 얻

으면 spectrum manager는 back-up channel, candidate 

channel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rendezvous 파트는 spectrum 

manager가 정해준 back-up list를 토대로 사용할 채널을 선

택하여 사용하여 radio part에 넘겨준다. Spectrum sensing 

part는 scheduler가 상황에 따라 설정한 목적에 맞게 energy 

detection, matched filter detection, 또는 cyclo-stationary 

feature detection 등의 검파 기법을 사용하여 전파환경을 측

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Radio device는 선택된 채널이나 

rendezvous 채널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모듈이다. 

 1.4 XG Radio System 

<그림 12>는 XG radio node로 IEEE 802.16-2004 규격의 

OFDM modem part, energy detector module, 광대역 (225 

~ 600 MHz) transceiver module, 그리고 general purpose 

processor (GPP)로 구성되어 있다. 

XG modem은 IEEE 802.16d-2004 무선 규격을 사용하였다. 

OFDM sub-carrier modulation type은 BPSK, QPSK, 16-

QAM, 그리고 64-QAM 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 BPSK는 오직 

beacon 용이고, 채널이 좋은 경우에는 64-QAM 변조방식을, 

그리고 채널이 나쁘면 QPSK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 

한편 spectrum sensing은 주변에 있는 XG node나 기존의 무

선기기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기존의 무선기기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검출을 통하여 판별하고, XG user는 OFDM 

파형의 signature를 검출한다. GPP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뎀, transceiver, 그리고 detector 등을 spectrum policy 

나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통합 관리한다. 그림의 GPS는 시험이

나 지리 정보가 필요한 응용을 위하여 사용된다. 

2. WNaN Project

2.1 WNaN 네트웤 구조

DARPA는 XG프로젝트의 후속과제로 <그림 13>의 WNaN 인

지무선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장치는 전장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장비로서 지휘통제, 보고, 병사간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사

용된다. 그런데 전장환경에서는 이동성(mobility)과 jamming, 

그림 13. WNaN network 구조[27]

그림 12. XG radio syste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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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은폐된 장소에서의 통신 등의 영향으로 채널이 열악하

여 통신장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infrastructure가 없는 ad-

hoc 통신에 의존하는 전장환경에서는 multi-hop 통신이 필수

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채널이 끊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WNaN에서는 disruption tolerant 

network(DTN) 구축을 위한 기능, jamming에 동적으로 대응하

는 DSA, network relay 및 통신을 위한 multiple transceiver, 

그리고 scalable routing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2.2 WNaN 의 channel management 

WNaN은 <그림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채널을 used 

channel, allowed channel, 그리고 possible channel로 분류

한다. Used channel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널이고, allowed 

channel은 spectrum sensing등을 통하여 현재 사용 가능한 

채널의 집합이다. 따라서 used channel은 allowed channel의 

부분 집합이 된다. 또한 Possible set은 특정 지역에서 사용 가

능한 모든 집합이다. 

2.3 WNaN 기능

<그림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SDR 기반의 4 RF channel, 

dual core DSP, GPP, 그리고 다양한 interface 등의 하드웨어

에 인지무선기술을 토대로 한 networking 기술을 접목시켜 병사

들이 최신의 기술을 토대로 항상 통신망을 통하여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휴대 기기이다. 

WNaN 의 주파수 범위는 900 MHz 에서 6 GHz 까지 넓은 

주파수를 커버하여 DSA 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장치

는 MIMO 통신이 가하도록 4개의 독립적인 transceiver를 갖

추고 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센싱하면서 MIMO 를 포함하

여 다양한 형태의 통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DSA 능력과 다

양한 형태의 통신망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MANET 

(Mobile Ad-Hoc Networks)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고에서는 많은 양의 주파수 자원을 필요로 하는 NCW 전장

환경에서 DSA 기술을 통하여 jamming등의 간섭도 회피하면서 

안전하게 통신하는 DAS기술을 설명하였다. 특히 DSA 기술의 

핵심이 되는 spectrum sensing 기술과 channel management, 

그리고 rendezvous 개념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XG 

system과 WNaN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DSA 

기반의 통신기술은 국방뿐만 아니라 PU와 SU가 존재하는 상

업용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주파수

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3.55 GHz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three tier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NPRM(Notice of New Rule-

Making)을 공표하였다. 하나의 대역을 PU가 사용하지 않을 때

에는 priority user 가 사용하고, PU와 priority user가 사용하

지 않는 경우에는 general access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순위가 낮은 user는 우선 순위가 높은 user

에게 harmful interference를 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주파수 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도 튼튼

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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