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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인지무선시스템에서 부사용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 다  안테나 기술을 사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다  안테나 시스템에서는 안테나 수가 증가할수록 복잡성이나 시스템 가격 등의 문제가 발

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이용 가능한 안테나의 부분집합을 찾아 일부 안테나만 사용하는 안테나 

선택기법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1n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인지무선 시스템의 상 채

에서의 안테나 선택기법을 제안한다. 수신 안테나보다 송신안테나가 많은 다 안테나 시스템을 고려하여 송신 

안테나를 수신안테나와 같은 수로 선택하여 다. 안테나 선택에서 모든 안테나 조합을 고려하는 것은 비 실 이

다. 따라서 채  상  행렬의 벡터 사  값을 이용한 크기 값을 안테나 선택 기 으로 해 다. 이 알고리즘은 우

선사용자에게 미치는 간섭은 여주면서 부사용자의 통신 성능은 향상시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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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Recent work has been shown that cognitive radio systems with multiple antenna at both transmitter and 

receiver are able to improve performance of secondary users. In such system, the main drawback is the 

increased complexity and raised cost as the number of antennas increase. It is desirable to apply antenna 

selection which select a subset of the available antennas so as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we 

consider antenna selection method for cognitive radio systems in correlated channel from the IEEE 802.11n. For 

a multiple-input multiple-output(MIMO) system with more antennas at transmitter than the receiver, we select the 

same number of transmit antennas as that of receive antennas. The exhaustive search for optimal antenna 

becomes impractical. We present criterion for selecting subset in terms of projection of channel correlation vector 

to increase performance of secondary user with decreasing interference at primary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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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격한 무선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무선 스펙

트럼의 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나 무선 스펙트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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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자원이므로 증가하는 스펙트럼 수요를 충족시

키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인지무선

시스템(Cognitive Radio)이 제안되었다
[1],[2]

. 인지무선시

스템은 우선사용자(Primary User : PU)에게 간섭을 미

치지 않는 역 내에서 부사용자(Secondary User : SU)

에게 주 수 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무선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인지무선 시스

템에서는 우선사용자가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는 우

선권을 가지고 부사용자는 우선사용자에게 간섭을 주

면 안 되므로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사용자는 

throughput이나 QoS를 보장받기가 힘들다. 

부사용자의 throughput을 높이거나 QoS를 보장하

기 한 방법  하나가 송, 수신단에 다  안테나를 

사용하여 역폭이나 송신 력의 증가 없이 채 용

량, 신뢰성 등을 향상시키는 MIMO기술이다. 그러나 

이런 MIMO시스템은 사용되는 안테나 수가 증가할

수록 시스템이 복잡해지며,  잡음 증폭기, 다운컨

버터, A/D 컨버터 등 가격이 상 으로 비싼 RF 장

비들이 송, 수신단에 안테나 계수만큼 사용 돼야 하

므로 시스템가격이 증가한다는 단 이 있다
[3].

 이러

한 단 을 해결하기 해서 주로 안테나 선택 방법

이 사용된다. 

MIMO시스템에서 안테나 선택 방법에 한 연구

는 크게 처리속도 향상
[4],[5]

, 채 용량 향상
[6],[7]

, BER

성능 향상[8], 사용자간 간섭 하[9]로 나  수 있다. 

이 에서 인지무선 시스템에서 가장 요시 되는 

우선사용자 보호성능을 비교하기 해 사용자간 간

섭 하를 목표로 하는 안테나 선택 방법을 본 논문

에서 설명한다. [9]에서는 사용자간 간섭을 이기 

한 안테나 선택 방법으로 chordal distance, 

eigenvalues, 수신단의 SNR등 여러 방식을 사용하

다. 그러나 언 한 방법들은 우선사용자의 precoding 

행렬 정보나 우선 사용자간 채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인지무선 시스템은 실제로 우선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부사용자의 precoding 정보와 부사용

자의 송신단과 우성사용자의 수신단의 채 정보만 

요구되는  signal to leakage plus noise ratio (SLNR)을 

이용한 안테나 선택 방법이 가장 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의 SLNR을 이용한 안테나 선택 방법과 

제안된 안테나 선택 방법의 성능을 비교해 본다.  

일반 인 MIMO 시스템에서 송신안테나와 수신안

테나의 수가 같이 증가하게 되면 채 용량은 선형

으로 증가한다. 반면 수신안테나가 고정되고 송신안

테나만 증가할 경우 채 용량은 일정 값에서 더 이

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송신안테나가 고정되고 

수신안테나만 증가한다면 채 용량은 오직 수 으

로 증가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보통 안테나 선택은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수가 같게 선택해 주어야 

채 용량성능에 가장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안테나 선택 알고리즘은 수신안테나의 수만

큼 송신안테나를 선택하여 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무선 MIMO 시스템의 상 된 

채  환경에서 안테나 선택 방법을 고려한다. 우선 

수신된 신호를 직교 시공간 부호를 이용해 부호화 

시킨 후 precoder에서 워 할당과 빔포 을 해 다. 

우선사용자로의 간섭 제한과 부 사용자의 최  송신 

워 제한을 이용하여 워할당을 해주며 빔포 은 

가장 기본 인 고유 빔포 을 해 다. 안테나 선택 

기 으로는 채  상  행렬의 사  벡터 값이 사용

된다. 제안된 안테나 선택 방법은 우선사용자로의 간

섭을 여  뿐만 아니라 부사용자간 통신 성능 

한 향상시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채 모델과 시스템모

델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기존의 안테나 선택 

기법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에 성능을 확인한다. 6장에서 결론을 맺는

다.

Ⅱ. 채   시스템 모델

2.1. 채  모델

본 논문에서는 부사용자가 다 안테나를 사용한

다. 특히 송신기는 수신기보다 더 많은 안테나를 지

원하며   그 에서 수신안테나와 같은 수

만큼 송신안테나를 선택해 다.
∈ . 

부사용자간의 채 은 H 행렬로 나타낸다. 부사용자

와 우선사용자간의 채 은 G 행렬로 나타내며 두 채

 모두 flat-fading 채 이다. 체 인 채 모델은 

그림1과 같다. 한 다운링크를 고려하므로 송신안테

나간의 상 은 매우 높다고 가정하며 수신 안테나간

의 상 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고 가정한다. 상

계를 고려한 MIMO 채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식에서 ∈ ×의 각 요소들은 평균

이 0이며 분산이 1인 가우시안 랜덤변수들이고, 

 은 각각 부사용자, 우선사용자채 의 송신 

상 행렬이다. 이 상 행렬을 구하기 해 Direction-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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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val (DoA)와 angular spread (AS)를 이용해 다음 과

정을 거친다
[10]

.

  우선 송신단에서의 상 행렬 R의 계수들을 계산하

기 해 공간 상 을 계산해 다. 시간 t의 m번째 안

테나에서의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 (2)에서 s(t)는 복소수 신호이며  는 일리 

페이딩 계수이다.    이며 M은 안테나 

계수이다. 로 는 장이며 d는 안테나간 

거리이다. 는 평균 AoA() 에 한 AoA offset이다. 

그러면 각 안테나들 간에 상호 상 계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3)

  과 에서    이므로 식(3)은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4)

  식 (4)를 재정리하기 해서 1차 테일러 수와 확률 

변수의 1차 모멘트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sin  ∙

∞

∞


cos   

                                         (5)

  식 (5)에서 는 Laplacian pdf이다. Laplacian pdf

의 푸리에 변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6)

  최종 인 상 행렬은 에 식(6)과 Uniform Linear 

Arrays (ULA)를 표 한 식(7)의 Shur-Hadamard product

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식(8)과 같다.

       
 ∙∙∙ 

sin  (7)  

                                            

     ≈  ⊙   (8)

그림 1 Cognitive Radio MIMO 채  모델

2.2.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시스템을 고려한다. 

송신되는 데이터는 변조된 뒤 직교 시공간 블록 부

호화 된다. 그 후 precoder에서 워할당과 빔포 을 

한 후 송신될 안테나를 선택하여 다. 부사용자 수

신단에서 수신된 정보는 다음과 같이 Y로 나타낼 수 

있다.

          
     (9)

부사용자 수신단에서 채 정보 H와 precoding 행

렬 F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 후 maximum-likelihood

(ML) 복조를 해 다. 복조된 코드워드 C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rg      (10)

그림 2. 시스템 블록도 

Ⅲ. 기존의 안테나 선택 방법

  이 장에서는 기존 안테나 선택 방법  하나인 

SLNR기반 안테나 선택 방법에 해 설명하겠다. 

SLNR을 설명하기 해 다  사용자가 있는 환경을 고

려한다. 먼  i번째 사용자의 수신된 신호 를 다음 식

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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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식 (11)에서 i번째 사용자의 신호 력은 


로 나타낼 수 있고, i번째 사용자에 의해 다른 사용

자 k가 받는 간섭 력은 
로 나타낼 수 있다. 

i번째 사용자가 다른 모든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간

섭을 leakage라 부르며 
≠




으로 나타낸다. 

각 i번째 사용자에서 앞에서 설명한 신호 력이 수

신단에서의 잡음(
)이나 다른 사용자로의 간섭보

다 크게 하기 해 SLNR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11].

        
 


 

≠









    (12)

한 SLNR을 비교하며 설명하기 해 SINR의 

한 식을 나타내겠다.

       
 


  

 ≠









     (13)

식(12)에서 SLNR은 채 이득과 다른 수신단에서

의 간섭에 한 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다  

사용자환경에서는 다른 송신사용자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SLNR을 이용한 안테나 선택 

기법은 각각의 송신기에 독립 으로 실행될 수 있다. 

한 SINR의 식(13)을 보면 우선사용자의 precoding 

정보 와 우선사용자간 채  가 요구되지만 

SLNR은 부사용자의 precoding 정보와 부사용자의 송

신단과 우선사용자의 수신단의 채 정보만 요구된다.

Ⅳ. 제안된 안테나 선택 방법

4.1. 안테나 선택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테나 선택 알고리즘은 채

 상  행렬, 벡터 사 , 크기 유사도를 이용하여 송

신 안테나를 선택하여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가장 

먼  채  상  행렬을 계산하여 다. 

  에서 설명한 로 MIMO 채 은 안테나 상  행렬

에 향을 받기 때문에 식(1)과 같이 정의해 주었다. 

[12]에서는 안테나 그룹을 정하기 해 채  상  행렬

을 기  값으로 설정하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벡

터 사 을 하기 , 채  상  벡터를 얻기 한 과정으

로서 채  상  행렬을 계산하여 주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낸다.

              

    (14)    

         











  ∙∙∙ 


  ∙∙∙ 

∙
∙
∙



∙
∙
∙



∙ ∙
∙ ∙
∙ ∙

∙∙∙ 

  (15)

  는 채  행렬 의 열벡터 이다. 식 (15)에서 

가 크면 i번째 송신 안테나와 j번째 송신 안테나의 상

도가 높다는 뜻이다. 식(14)을 이용해 부사용자간 채  

H와 부사용자 송신단과 우선사용자 수신단간의 채  

G의 상  행렬을 각각 구해 다. 의 상  행렬은 

라 하고 G의 상  행렬은 라고 하 다.

  두 개의 채  상  행렬을 구해  후, 우선사용자로

의 간섭은 최소화 시키고 부사용자의 성능은 유지, 향

상시키기 해 구해진 채  상  행렬의 벡터를 이용

한다.

  간섭 제거 기법에 한 논문들은 주로 빔포  벡터

를 이용한다. 간섭 제거를 한 빔포  벡터는 하나 이

상이 존재하며, 수신단으로 들어온 간섭이  다른 간

섭 벡터의 의해 만들어진 부공간 안에 있으면 모든 간

섭을 제거할 수 있다
[13]

. 

  벡터 사 은 이런 빔포  벡터를 결정하기 해 쓰

이는 방법  하나이다. 수신단에 수신된 신호의 벡터

를 간섭공간으로 사 시켜 차원을 여 으로써 수신

단은 간섭이 최소화 되는 신호를 별할 수 있다. 간섭

공간은 벡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간섭공간을 

형성하는 벡터는 MIMO링크의 상  채  행렬을 고유

치 분해(eigen value decomposition : EVD)하여 얻어진 

고유벡터로 정해 다. 

먼  간섭공간을 만들기 해 g의 상  행렬 

을 식(16)과 같이 고유치 분해를 해 다.

                


         (16)

식 (16)에서 는 의 단  행렬으로 고유벡

터이며 는 각행렬으로 고유값을 나타낸다. 


 는 의 복소 치 행렬을 나타낸다. 간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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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고유벡터의 곱(
 )으로 만들어  후 

의 상  행렬 를 간섭공간 로 사 시켜 다. 

사 된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4]

.

        
⊥ 

        (17)

 식에서  는 k번째 열벡터이다. 에서 

설명한 벡터 사 을 그림 3에 나타냈다. 

그림 3. 벡터 사  

본 논문에서는 우선사용자로의 간섭을 최 한 

이면서 부사용자간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앞

에서 설명한 채  상  행렬과 벡터 사 을 이용하

여 안테나를 선택하여 다. 제안하는 안테나 선택 

방법은 부사용자간의 채  상 행렬과 간섭공간

에 사 된 채 상 행렬
⊥의 크기(norm) 유사도를 

선택 기 으로 해 다. 

              


⊥

         (18)

우선 식(8)를 사용하여 부사용자로의 안테나 상  

행렬()과 우선사용자로의 안테나 상  행렬()

을 각각 구해 다. 구해진 두 개의 안테나 상  행렬

을 원래 채 에 곱해 식(1)과 같이 MIMO 상 채

을 만들어 다. MIMO 상 채 과 식(14)를 이용하

여 사용자간 채 상 행렬()과 부사용자의 송신

단과 우선사용자의 수신단 사이의 채 상  행렬

()을 각각 구해 다. 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사 될 간섭공간을 만들어 다. 만들어진 간섭공간

에 를 사 시켜 주고 사 된 벡터 크기와 사 되

기 의 벡터 크기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가 

큰 순서 로 안테나를 선택하여 다. 체 인 안테

나 선택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제안된 안테나 선택 알고리즘

4.2. 력 할당  빔포

  송신상 채 행렬을 사용한 precoder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는  채 을 고유치 분해하여 얻은 고유벡

터이며 최 의 빔 방향이다. 는 주로 워터필링 방

법으로 구해진 력 값이다. 그러나 일반 인 시스템

은 송 력 제한만 있지만 인지무선 시스템에서는 

우선사용자로의 간섭 력 제한도 존재하므로 기존의 

워터필링 방법을 그 로 사용할 경우 최 화 된 결

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제한 조건을 고려

하여 Karush-Kuhn-Tucker (KKT) condition을 이용해 

력 값을 구하면 식(20)과 같이 multi-level 워터필링 

해가 나오게 된다
[14]

. multi-level 워터필링은 빔포  

방향에 따른 우선사용자 수신단의 간섭 력을 고려

하여 water level을 설정해 력 할당을 해주기 때문

에 좀 더 최 화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

 식에서 와 는 각각 송 력 제한과 평균 

간섭 제한 라그랑지안 계수이다. 그림 5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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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DoA

Uniform random 

variable

[0 360]

AS

Uniform random 

variable

[20 40]

Frequency band 2Ghz, 5Ghz

Receive antenna 4

Transmit antenna 4, 8, 12

Selected transmit antenna 4

Modulation QPSK

표 1.시뮬 이션 라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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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GHz 역을 쓸 때 우선사용자가 받는 평균 간섭 
력

같이 제안된 알고리즘의 블록도이다.

그림 5. 제안된 알고리즘의 블록도

Ⅴ. 시뮬 이션

  이 장에서는 안테나 선택을 하지 않는 시스템, 기

존 SLNR을 이용한 안테나 선택기법과 제안한 안테

나 선택기법과의 성능을 비교한다. 우선사용자가 받

는 평균 간섭 력, 부사용자간 채 용량, BER 성능

을 비교한다. 모든 시뮬 이션은 QPSK로 변조한 후 

OSTBC를 이용하여 부호화 하고 수신단에서는 ML 

복조를 해 다. 수신단은 부사용자, 우선사용자 모두 

4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며 부사용자의 송신단은 4, 8, 

12개의 안테나  4개의 안테나를 사용한다. 송신 안

테나 상  행렬을 계산하기 하여 IEEE 802.11n을 

기반으로 하여 DoA는 0도에서 360도까지 AS는 20도

에서 40도까지 균등 분포를 가지며, 사용 주 수 

역은 2GHz, 5GHz를 사용한다. 경로 손실은 자유 공

간 경로 손실로 계산하여 다. 표 1에 이러한 시뮬

이션 라미터를 표시하 다.

5.1. 우선사용자가 받는 평균 간섭 력

그림 6, 7은 간섭 임계값이 -10dB일 때 우선사용

자가 받는 평균 간섭 력을 나타낸다. 그림 6는 

2GHz 역을 사용할 때의 결과이다. 안테나 선택을 

하지 않은 시스템은 10dB에서 로어가 발생하지만 

기존의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은 12dB에서 

로어가 발생하여 2dB가량 성능이 좋다. 기존의 방법

과는 같은 12dB에서 로어가 발생하지만 12dB이하

의 SNR에서는 우선사용자가 받는 평균 간섭 력이 

상 으로 낮으므로 기존 방법보다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은 5GHz 역을 사용할 때의 결과 

그래 로 2GHz 역과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지만 

안테나 선택이 없는 시스템은 18dB, 기존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은 20dB에서 로어가 생겨 보다 높

은 SNR에서 로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양 역에서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안테나 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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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5GHz 역을 쓸 때 부사용자의 채 용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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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GHz 역을 쓸 때 부사용자의 채 용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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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GHz 역을 쓸 때 우선사용자가 받는 평균 간섭 
력 

5.2. 부사용자의 채 용량 성능

  그림 8, 9는 부사용자간의 채 용량 성능을 나타낸

다. 그림8은 2GHz 역을 사용할 때의 결과 그래 로 

낮은 SNR에서는 기존의 안테나 선택 방법의 성능이 

제안된 방법보다 다소 좋지만 10dB이상의 SNR에서

는 제안된 방법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

다. 안테나 선택을 하지 않은 시스템보다는 최  

2bps/Hz이상 더 좋으며, 기존의 안테나 선택방법 보

다는 0.4bps/Hz가 더 좋다. 그림 9는 5GHz 역을 사

용할 때의 결과 그래 로 2GHz 역의 결과와 비슷

한 양상을 가지지만 좀 더 높은 SNR에서 우선사용

자 간섭 로어(그림 7)가 발생하여 체 인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안테나 선택을 하지 않은 

시스템 보다 최  4.5bps/Hz가 더 좋으며, 기존의 방

법보다는 0.7bps/Hz가 더 좋다. 채 용량 성능 한 

선택할 수 있는 안테나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

아진다.

5.3. 부사용자의 SER 성능

그림 10, 11은 부사용자간의 SER 성능을 나타낸다. 

SER 성능은 채 용량성능과 비슷한 양상을 가진다. 

2GHz 역에서는 SNR이 8dB 부터 성능 열화를 보이

면서 16dB에서 에러 로어가 발생해 SER이 10
-5
에

도 미치지 못 한다. 그러나 5GHz 역에서는 10dB보

다 높은 SNR에서 우선사용자 간섭 로어가 생기므

로 성능 열화가 발생하지 않고 16dB에서 에러 로

어가 발생한다. 따라서 5GHz 역에서의 부사용자의 

SER은 10
-6
근처까지 떨어져 2GHz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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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GHz 역을 쓸 때 부사용자의 SER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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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5GHz 역을 쓸 때 부사용자의 SER 성능

SER 성능 역시 선택 될 수 있는 송신 안테나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며 10dB이상의 SNR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Ⅵ. 결  론

인지무선 시스템의 1차  목 은 우선사용자를 보

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사용자를 보호하다 보면 

부사용자간의 통신 성능을 보장받기 힘들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사용자 보호와 통신성능향상, 이 두 

가지 목 을 동시에 이루기 해 안테나 선택 알고

리즘을 제안했다. 부호화는 OSTBC를 사용하 으며 

채  상  행렬의 고유치 분해를 이용하여 빔포 과 

사 을 한 간섭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만들어진 간

섭공간으로 부사용자간 채  상  행렬을 사 시켜 

크기값을 비교하여 안테나 선택을 해주었다.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기존의 방법보다 우선사용자가 받

은 간섭 력, 부사용자간 채 용량, SER성능, 세 가

지측면에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우선사

용자의 보호가 1차  목 인 인지무선 시스템에서 

우선사용자를 보호하면서 통신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안테나 선택 알고리즘으

로 시스템의 복잡성이나 가격의 증가 없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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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공학과 석사

2009년 3월～ 재 인하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과정

< 심분야> 이동통신, 무선인

지기술

정 원 식 (Won-sik Jung) 회원

2010년 2월 인하 학교 자

  공학과 졸업

2012년 2월  하 학교 정보

  통신공학과 석사

< 심분야> 인지무선, 무선자

원할당

김 재 명 (Jae-moung Kim) 종신회원

1974년 2월  양 학교 자

  공학과 졸업

1981년 8월  국남가주 학교

기공학과 석사

1987년 8월  세 학교 자   

공학과 박사

1974년 3월～1979년 6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통신기술 연구소 근무

1982년 9월～2003년 3월 한국 자통신연구원 성  

   통신연구단장/무선방송연구소 소장역임

2003년 4월～ 재 인하 학교 학원 교수, 통신   

  성 우주산업연구회 회장 외 기술 자문으로 

다  수 활동 

< 심분야> 차세  무선 이동 통신  인지무선, 

U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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