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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광대역 고속 데이터 통신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대역 확보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LTE 
시스템을 위해 할당되지 않았던 주파수 자원에 대해 인지무

선(Cognitive Radio: CR) 기술 및 사전 정보 데이터베이스(da- 
taBase: DB) 활용을통해 LTE 통신시스템의추가 대역을 확
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
하여 5G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Ⅰ. R&D 개요 및 필요성

LTE 시스템은최대 100 MHz 대역이 확보되는 경우, 주파
수 결합(Carrier Aggregation: CA) 기술을 적용하여 1 Gbps 급
전송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다양한 형태와 기능
을 갖는 단말의 등장과 모바일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능력

의 발전으로 인해 생활밀착형의 진보된 서비스들이 제공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대역 고속 통신기술의 개발 및 필요
한 주파수 자원의 확보에 대한 요구도 함께 급속히 증가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역은 각국의 주파수
배분 상황에 따라 다르나 매우 제한적이며,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확보 및 그를 통한 시스템의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에 구축된 LTE 시스템의 이동통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서, 사용 빈도가 낮은 대역에서 주파수 공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저비용 광대역 시스템으로의 효율적

인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CR 기반 LTE 시스

템, 또는 “CR-LTE”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서는 시스템 동작 시나리오, 스펙트럼 센싱 알고리듬, 스펙
트럼 센싱 하드웨어, 다중대역 트랜시버 아키텍쳐 연구가
필요하다.

Ⅱ. R&D 주요 내용 및 결과물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스펙트럼 센싱 RF 기술, CR 엔진
설계 기술, 시스템 운용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스펙트럼 센
싱 RF 기술의 경우, 스펙트럼 센싱 하드웨어의 프로토 타입
을 구현하고, CR-LTE 시스템의 요구 성능 분석을 통해 핵
심 요소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작된 스펙트럼
센싱 수신기의 프로토 타입은 [그림 1]과 같다. 방송유휴대
역(TV white space: TVWS, 470∼698 MHz)에서 특정 채널의
주 사용자(Primary User; PU) 신호 유무를 검출하기 위하여
센싱 감도가 우수한 2단 헤테로다인 수신기 형태로 설계되

[그림 1] 스펙트럼 센싱 RF 수신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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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R-LTE 시스템 개념도

었다. 특히, 제안된 tunable filter는 TVWS 대역을 협대역(∼
20 MHz)으로 스캔하는 기능을 하여 센싱 감도를 더욱 개선
시키는 역할을 한다. 넓은 입력범위에서 스펙트럼 센싱이
가능하도록 이득 스위칭이 가능한 switch-LNA 모듈을 개발
하였다.
또한, 기존 legacy LTE 및 CR-LTE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송수신 아키텍쳐를 제안하고, 이 아키텍쳐
의 핵심 요소 부품인 이중 대역 통과 필터를 개발하였다.

CR 엔진 설계 기술의 경우, CR-LTE를 위한 센싱 방식 및
운용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며, 다수의 분산
안테나를 활용하는 협력적 센싱 방안, 센싱 주기 통합 알고
리듬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게 한다. 
특히 협력적 센싱 환경에서 PU 트래픽의 변화를 고려한 센
싱 성능 및 수율의 통합 성능 연구를 진행하여, 센싱 정보
교환을 위해 요구되는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방식을 제안

하였다. 시스템 운용 기술의 경우, CR-LTE의 동작 시나리오
를 정의하고, 시스템 운용 알고리듬을 제시하며, 개발된 CR 
엔진과 스펙트럼 센싱 수신기의 통합 활용 시 얻어지는 예

상 수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였다. 점차적으로 활용
이 증대되고 있는 소출력 무선 장치가 동일 대역에 존재하

게 될 때의 센싱 성능및 수율 성능변화에 대해서도 검증하

였다. 소출력 PU들이 다수 존재할 때, 이를 고려한 협력적
센싱에서는 최적의 문턱 값이 존재하며, 이를 이론적으로

유도하고,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물은 
CR을 활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을 위해 적용될 수 있으며, 
결과물을 얻는 과정에서 축적된 관련 기술 및 양성된 인력

은 차세대 통신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R&D 시장동향 및 전망

세계 각국에서 CR 관련 연구는 주로 TVWS를 Wi-Fi 및
기타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의 경우, FCC의 제도 개선 일정과 표준화 일정에 따라 기술
개발을 수행 중이며, 유럽은 CR 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파
급효과와 기존 무선망의 망 운용 최적화 등 전체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Ofcom은 2014년 7월에 런던
극장에서 무선 마이크로폰과 white space기기 간의 주파수
공유 필드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 MIC, 
NICT를 중심으로 cognitive wireless cloud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고, 2014년 3월 국립정보통신연구소에서는 TVWS와
LTE 대역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개발하였다. 중
국은 Huawei의 주도하에 TD-LTE 시스템을 TVWS에 적용하
는 방안을연구 진행중이다. TVWS를 활용하는 CR 기반 시
스템은 IEEE 802.22 WRAN, IEEE 802.15.4 WPAN-WS, IEEE 
802.11af 등 다수의 표준에서도 정의되어 활용도가 증가할
예정이며, 또한 비면허 대역에서 LTE를 사용하기 위한 기
술인 LTE-Unlicensed(LTE-U)에 다수의 회사가 관심을 보이
고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3GPP를 중심으로 AT&T, 
Qualcomm, Huawei 등의총 176개연구업체가참여하여 LTE
와 WiFi 공존에 대한 기술적 문제와 정책 문제를 연계한 연
구가 진행 중이다.

CR 기술은 그 기술 자체로 시장을 형성하기보다는 기존
에 존재하는 TV, PC, 휴대폰 등에 CR 기술이 적용되어, 고
품질 데이터 전송, 근거리/지역 네트워크 등에 이용될 것으
로 전망된다. 따라서 CR이 사용될 기기 및 서비스의 전체
시장을 전망하여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ABI Research社의 자료에 의하면 CR 시장 성장은 연간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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