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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Relay 네트워크에서 일차 사용자의 Outage 제약 

조건 하에서의 이차 사용자의 워 할당 기법  성능 분석

( Power Alloc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Secondary User 

under Primary Outage Constraint in Cognitive Relay Net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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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지 계 네트워크에서의 워 할당 기법에 해서 연구한다. 무선 인지 계 네트워크는 주 수 공유

를 통해서 주 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계기의 사용으로 시스템의 커버리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그러

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 수 공유를 해서 이차 사용자가 일차 사용자 사이와의 채  정보를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고 가

정한다. 그러나 이 채  정보는 시변 특성 는 피드백 지연 등의 이유로 이차 사용자가 불완 한 채  정보를 얻게 된다. 이

러한 불완 한 채  정보로 인하여 결국 이차 사용자는 간섭 제약을 반하게 되고 주 수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일차 사용자의 허용 가능한 outage확률 간섭 제약을 만족하는 이차 사용자의 워 할

당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워 할당 기법은 순시 인 채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차 사용자의 피드백 부담을 덜

어  뿐만 아니라 지연된(outdated) 채  환경에 계없이 간섭 제약을 만족시키는 장 을 가진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power allocation for cognitive relay networks. Cognitive relay networks offer not only 

increasing spectral efficiency by spectrum sharing but also extending the coverage through the use of relays. For spectrum 

sharing, conventional works have assumed that secondary users know perfect channel information between the secondary 

and primary users. However, this channel information may be outdated at the secondary user because of the time-varying 

properties or feedback latency from the primary user. This causes the violation for interference constraint, and the 

secondary user cannot share the spectrum of the primary after all.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opose the power 

allocation scheme for the secondary user under the allowable primary user's outage probability constraint. Since the 

proposed power allocation scheme does not use the instantaneous channel information, the secondary users have lower 

feedback burden. In addition, the proposed scheme is also robust to the outdated channel environment.

      Keywords : Cognitive relay networks, power allocation scheme, outdated channe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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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인지 시스템(cognitive radio system)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선 인지 시스템에

서는 허가된 사용자 (일차 사용자)의 주 수를 일차 사

용자의 성능을 보장하는 범  내에서 비 허가 사용자 

(이차 사용자)가 주 수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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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러한 무선 인지 시스템에서 주 수 공유 

(spectrum sharing)를 해서는 이차 사용자는 일차 사

용자가 허용하는 간섭 제약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일차 

사용자의 역을 공유할 수 있다
[2]
. 따라서 주 수 공유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통신 시스템보다 주 수 사용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한 무선 계 송 방식은 무선 네트워크의 커버리

지 확장  성능 향상을 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계 송 방식을 무선 인지 네트워크에 

용한 무선 인지 계 네트워크 (cognitive relay 

network, CRN)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4]. CRN에서는 주 수 효율성  커버리지 향상으로 

시스템의 체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러한 CRN에서 계기의 사용에 의한 이차 사용자

의 outage 확률이 분석되었다[3]. 한 다수의 계기가 

있는 경우 계기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 기   그 

때의 outage 확률이 분석되었다[4]. 그러나 이러한 연구

들 모두 일차 사용자에게 주는 간섭 제약을 만족시키

기 해서 일차 사용자와 이차 사용자간의 채  링크

에 한 순시 인 채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CRN에서는 이차 사용자가 일차 사용자 사이의 링크

에 해서 완벽한 채  정보를 알기 힘들다[5～6]. 일반

으로 이차 사용자는 이 정보를 일차 사용자로부터의 피

드백
[7]
 는 채  추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8]
. 그러

나 시변 채  는 피드백 지연에 의한 향으로 이차 

사용자는 불완 한 채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그림 1. 무선 인지 계 네트워크 (CRN) 시스템

Fig. 1. Cognitive relay network system.

불완 한 채  정보를 이용해서 주 수를 공유하게 되

면 간섭 제약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차 

사용자는 일차 사용자의 주 수를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CRN에서 일차 사용자의 허용 가능한 outage 확률을 

만족시키면서 주 수를 공유하는 이차 사용자의 워 

할당 기법을 제공한다. 한 제시된 워 할당 기법을 

사용할 때의 이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을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와 모의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기법이 기존

의 기법보다 outage확률 측면에서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보인다.

Ⅱ.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CRN를 가정한다. 그림 1은 이차 사용

자의 CRN의 를 보여 다. 그림 1에서 와 

는 각각 이차 사용자 소스(source)와 목 지

(destination)을 나타낸다. 한, 은 이차 사용자의 

계기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복호 후 달 

(decode and forward) 방식의 반양방향 계기 (half 

duplex relay)를 가정하 다. 따라서 첫 번째 시간 슬롯

에서는 이차 사용자의 소스가 신호를 송하게 되고, 

이 수신한 신호를 두 번째 시간 슬롯에서 이차 사용자

의 계기가 신호를 송하게 된다. 한, 와 

은 각각 일차 사용자의 송신기와 수신기를 나타

낸다. 

그림 1에서  ,  , 는 이차 사용자의 소스와 

계기, 계기와 목 지 간의 순시 채 을 나타내고, 

 , 는 이차 사용자의 소스와 일차 사용자의 수신

기, 이차 사용자의 계기와 일차 사용자의 수신기 간

의 채 을 나타낸다. 이 채 들은 각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  ,  , 인 complex Gaussian 분

포를 가진다. 이 때, 순시 인 채  이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1)

의 식에서 채  이득은 각각 평균이  ,  ,  , 

인 exponential 분포의 랜덤 변수가 된다. 한 본 

논문에서 각 채 은 동일한 독립 분포 (independent 

identical distribution, i.i.d.)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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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에서 이차 사용자는 간섭 제약 내에서 

일차 사용자의 주 수를 공유하게 된다. 반양방향 계

기를 가정하 기 때문에 이차 사용자의 소스와 계기

는 각각 다음과 같은 간섭 제약, 즉 일차 사용자의 허용 

가능한 outage 확률을 만족시켜야 한다. 

 ≤ ≤  , (2)

의 수식에서 는 일차 사용자의 수신 신호  간

섭 잡음 비 (SINR)을 나타내고, 는 목표 SINR 값을 

나타내고, 는 일차 사용자에게 허용 가능한 outage  

확률 값을 나타낸다. 

III. 일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을 만족시키는 

이차 사용자의 파워 할당 기법 및 Outage 확률 

분석

본 장에서는 일차 사용자의 허용 가능한 outage 확률

을 만족시키는 이차 사용자의 소스  계기에서의 

워 할당 기법을 제시하고 그 때의 이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을 분석한다.

1. 일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을 만족시키는 이차 

사용자의 파워 할당 기법 

CRN에서 이차 사용자가 일차 사용자의 허용 가능한 

outage 확률을 만족시키면서 주 수를 공유하기 해서

는 이차 사용자의 소스와 계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제약을 만족시켜야한다.

  


≤ ≤  , (3)

  


≤ ≤  , (4)

의 수식 (3)과 (4)에서 는 일차 사용자 링크의 

채  이득을 나타내고, 는 일차 사용자 송신기의 

송 워 
는 일차 사용자 수신기에서의 잡음의 평균

인 분산 값을 나타낸다. 한 와 은 각각 이차 

사용자 소스와 계기의 송 워를 나타낸다. 

따라서 (3)의 제약을 만족시키기 한 이차 사용자의 

소스의 송 워를 구하기 해서 우선 이차 사용자로

부터의 간섭이 존재할 때의 일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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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일차 사용자의 outage확률 값이 허용 가능한 

값 를 만족시키는 이차 사용자 소스의 송 워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6)

이차 사용자 계기의 송 워 한 와 같은 방

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7)

의 (6)과 (7)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한 이차 사용

자의 워 기법은 일차 사용자의 간섭 제한을 만족시키

면서 각 채 에 한 채  이득 값에 한 평균값인 

과    값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순시 인 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차 사용자의 피드백 

부담을 일 수 있다. 한 순시 인 채  정보를 이용

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 한 채  정보로 인하여 성능이 

열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차 사용자의 채  추정 능

력과 계없이 평균 인 채  정보만 알 수 있으면 일

차 사용자에 한 간섭 제약을 만족하면서 주 수를 공

유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와 같이 제시한 송 워 값을 사용할 때에 CRN

에서의 이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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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N에서 이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 분석    

CRN에서 일반 으로 outage 확률 은 다음과 같

이 표 할 수 있다. 

   ≤ 
    ≤   ≤ 

(8)

의 수식에서  , 는 각각 이차 사용자 계기와 

목 지에서의 수신 SINR을 나타내고, 는 이차 사용

자의 목표 SINR을 나타낸다. 제안한 워를 사용할 때

의 이차 사용자 계기와 목 지에서의 수신 SINR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9)

의 수신 SINR에서 
 , 

 은 각각 이차 사용자 

계기와 목 지에서의 간섭의 평균 인 분산 값을 나타

낸다. 한 주 수 공유 시스템의 특성상 이차 사용자

가 일차 사용자의 주 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차 사용

자 한 일차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차 사용자의 송신기와 이차 사용자 계기와 목 지 

간의 채  이득 값은 각각  ,   가 된다. 

이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 값을 구하기 해서 (8)

에서 우선 이차 사용자 소스와 계기 링크의 outage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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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와 같은 과정으로 이차 사용자 계와 목 지 링크

의 outage 확률 한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 (11)

따라서 제시한 워 기법을 사용했을 때의 CRN에서

그림 2. 이차 사용자 계기와 목 지에서의 잡음 분산

에 한 이차 사용자 체 outage 확률

Fig 2. Total outage probability of the secondary users 

with respect to noise variance at the secondary 

relay and destination.

의 이차 사용자의 체 outage 확률은 다음과 같다. 

       


 














(12)

의 유도된 이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각 채  이득의 평균값들과 일차 사용자의 송

워와 수신 잡음 분산 등으로 이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한, 의 수식에서 간섭 제한  일차 사용자의 의

한 향을 알아보기 해서 이차 사용자의 각 채  이

득을 1로 고정하 을 때, 이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 

값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13)

의 수식 (13)에서 분자를 고려할 때 이차 사용자의 

신호  잡음비 (SNR)가 커질수록 outage확률이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과 (7)에서 알 수 있듯이 이차 

사용자의 송 워는 일차 사용자의 송 워가 커질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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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이차 사용자가 송 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러나 (13)의 분모에서는 일차 사용자의 송 워가 증

가할수록 이차 사용자의 계기와 목 지에서 받는 간

섭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차 사용자의 outage확률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차 사용자의 

송 워는 이차 사용자의 송 워의 증가량과 간섭

량 모두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모 의 실 험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워 할당 기법과 

기존 CRN기반의 기법들을 비교함으로써 제시한 기법

의 우수성을 실험 으로 비교 찰한다.

그림 2는 이차 사용자의 계기와 목 지에서의 잡

음 분산 값에 따른 이차 사용자의 outage확률 값을 나

타낸 그래 이다. 그림 2에서 제시된 기존 기법은[3～4] 

에서 제시된 기법을 나타낸다. 기존의 기법과 동등한 

비교를 해서 기존 기법의 간섭 허용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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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에서    ,    ,    ,    , 

   ,      ,     

로 설정하 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한 기법

이 낮은 SNR 지역에서는 성능이 약간 열화 되지만 

SNR 값이 커질수록 기존의 기법과 성능이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법과 비교해 볼 

때, 제시된 기법은 순시 인 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순시 인 채  정보를 얻기 한 피드백 

부담이 기존의 기법 보다 다. 따라서 채  피드백에 

의한 향을 고려했을 때 제시한 기법이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2로부터 논문에서 분석한 

outage확률이 실험과 일치함을 확인하 다. 

그림 3은 지연된 채  정도에 따른 일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을 실험 으로 나타낸 그래 이다. 일반

으로 지연된 채 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5]
. 

  

    ∈ (15)

의 식 (15)에서 는 지연된 채 , 는 complex 가우

그림 3. 지연된 채  정도에 따른 일차 사용자의 outage 

확률

Fig. 3. Outage probability of the primary user with 

respect to correlation coefficient.

시안 분포를 가지는 랜덤 변수이고, 는 평균 으로 지

연된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기법은 순시 인 채

 정보를 완벽하게 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 

사용자 간의 채  정보가 불완 한 경우 주 수 공유를 

한 간섭 제약을 만족시키기 힘들다. 따라서 간섭 제

약을 반하게 되고 일차 사용자에게 허용 범  이상의 

간섭을 주게 된다. 이 경우 이차 사용자는 일차 사용자

의 주 수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안한 기법

은 순시 인 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

연된 채  환경에 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제시한 워 송 기법은 지연된 채  환경에서도 

주 수 공유를 한 간섭 제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RN에서 일차 사용자의 허용 가능한 

outage 확률을 만족시키는 이차 사용자의 워 할당 기

법을 제시하 다. 제시한 워 할당 기법은 CRN에서 

주 수 공유를 해서 간섭 제약을 만족시키기 해서 

일차 사용자와 이차 사용자 간의 순시 인 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기법과 거의 동일한 

outage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이차 사용자의 피드백 

부담을 일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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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9 권 TC 편 제 8 호 51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Vol. 49-TC, NO. 8, August 2012

 자 소 개

김 형 종(정회원)

2006년 연세 학교 기 자

       공학부 학사 졸업.

2008년 연세 학교 기 자

       공학부 석사 졸업.

2009년～연세 학교 기 자

       공학부 박사과정 

<주 심분야 : 무선통신, MIMO, 인지 무선 시스

템>

홍  식(평생회원)-교신 자

1990년 Purdue University

       Electrical Engineering

       박사 졸업 

1991년～ 재 연세 학교 기

자공학과 교수 

<주 심분야 : 디지털통신, 통신신호처리, 5G시

스템, cognitive radio 시스템>

한 순시 인 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된 채  환경에 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

된 채  환경에서도 간섭 제약을 만족시키면서 일차 사

용자의 주 수를 공유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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