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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발표된 국내 총 무선 데이터 트래픽 총계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총 무선 트래픽 사용량은 223,140 
TB(TeraByte)에 이르며, 2012년 12월부터 매월 평균 124,339 
TB 정도의 트래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
다[1]. 또한, 시스코의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 예
측에 따르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매월 2.1 EB(ExaBytes)에
해당하는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이 2015년
말 예측에서는 2014년 대비 74 % 정도 증가한 매월 3.7 EB 
정도의 모바일 트랙픽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2]

무선망 인프라 진화 측면에서도 매크로 및 스몰셀, IoT 
(Internet of Things)로 이루어진 5G 융복합 무선망으로의 진
화, 군 전술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다양화로 인해 주파수 수
요는 향후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융복합 무선망 및 군 전술 통신 환경의 진화는 실시간 데

이터 전송과 이종망 간 상호 양립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무

선망 운용, 부족한 주파수 자원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 필수
적이다. 미래 무선망 인프라 변화에 따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3]∼[6],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책적 측면에
서는기존의배타적면허체계에서주파수의효율적이용및

[그림 1] CISCO의 모바일 트래픽 증가예측.

사용자의 주파수 이용 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간이면허(light 
licensing) 제도도입이점차확대되고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도 무선기기 주변의 전파환경을 파악하여 정해진 주파수 대

역 내 간섭보호가 필요한 1차 사용자와의 주파수 공존을 추
구하는 스펙트럼 센싱 및 위치정보 기반 DB(geolocation DB)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TVWS(TV White Space) 대역 서비스,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
한 유럽의 LSA(Licensed Shared Access) 및 미국의 SAS(Spec- 
trum Access System)에 대한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7]∼[12].

(a) 미국의 SAS 운영체계

(b) 유럽의 LSA 운영체계

[그림 2] DB 기반의 주파수 공동사용 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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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향후의 미래기술 연구 측면에서는 무선자원 파

라미터의 자동적 재구성을 통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QoS 
(Quality of Service) 확보 및 유연한 무선망 인프라 운용이
가능한 정책언어 기반의 인지엔진(cognitive radio engine) 기
술 연구가 민/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
언어 기반의 인지엔진 기술은 무수히 많은 동종 및 이종 무

선망서비스가융복합적으로운용될수있는미래무선망인

프라 환경에서 주파수 공존 및 QoS 달성이 가능한 전파규
칙을 적응적,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정책기반 인지엔진에 대한

대표적인국제표준및기술개발현황에대해소개하였다. 또
한기존인지엔진구조를기반으로본저자가제안하였던주

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정책엔진 구조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자 한다.

Ⅱ. 인지엔진 연구개발 추진현황

2-1 IEEE P1900.5 정책기반 인지엔진 표준

IEEE DySPAN-SC(Dynamic Spectrum Access Networks Stan- 
dards Committee)는 1900이라는 표준 명칭으로 이루어진 총
6개의 WG(Working Group)에서 동적 스펙트럼접속(Dynamic 
Spectrum Access; DSA) 기술과 관련한 개별 표준 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13].
본 표준의 목적은 DSA 정책의 대내외 확산을 위한 기술

적 필요성 제시, 공통의 운영구조 표준화, 요구사항 개발이
며, 이 중 IEEE P1900.5는 정책기반 무선시스템(Policy based 
DSA Radio Systems; PBDRS)을 위한 인지엔진 구조 및 정책
언어 정의,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였다[15]∼[17].
본고에서소개할 IEEE P1900.5는무선시스템및무선네

트워크 내 DSA 실현 및 기기 간 상호운용성, 특정 사업자에
게국한되지않고. 무선망의공통제어가가능한인지엔진처
리구조 및 구성요소, 이의 운용을 위한 정책언어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고 있다. IEEE P1900.5 표준에서 제안한 인지엔
진주요구성요소는다음의 <표 1>과같으며, PCR(Policy Con- 
formance Reasoner)과 SSRC(System Strategy Reasoning Capa- 
bility)는 DSA 서비스 실현을 위해 기존의 정책기반 운영 시

[그림 3] IEEE DySPAN WG 구성도[14].

<표 1> 정책언어 기반 인지엔진 구성요소

구성요소 주요 기능

PMP (Policy 
Management Point)

- 전파규칙 등 관련 정책정보 제공 및 관
리, 신규 정책정보 제공

- 주파수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사업자
등에 해당

SSRC (System 
Strategy Reasoning 

Capability)

- REM(Radio Environment Map) 정보 등을
이용한기회적접속기회확인및 PCR에
전송가능 여부 요청

※ DSA 구현을 위한 신규항목

PCR (Policy 
Conformance 

Reasoner)

- PMP로부터 전달된 기존정책과 SSRC 
요구사항과의 비교, 추론과정 시행, 변
경정책의 적합성 검증, SSRC 요구사항
의 승인 또는 거부 등

※ DSA 구현을 위한 신규 항목

PE (Policy 
Enforcer)

- PCR 또는 SSRC로부터 전달된 검증된
정책정보를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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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및 무선통신 관련 표준에서 제시된바 인지엔진을 위한

신규 구성요소이다.
다음의 [그림 4]는 <표 1>에서 제시한 DSA 무선 시스템

을 위한 정책기반 인지엔진 구성요소 간의 정보전달 인터페

이스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에서 얇은 실선으로 되어있는 ‘Policy Repository’, 

‘Software Control’ 등은 DSA 시스템설계자가적용여부를결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 IEEE P1900.5에서 제시하는 인
지엔진 구조의 핵심 구성요소는 SSRC 및 PE, PCR에 해당
한다. 여기서 SSRC와 PCR은 [그림 4]와 같이 분리된 형태
또는 단일 무선기기 및 시스템 내에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SSRC에서는 별도의 스펙트럼 센싱 또는 DB 기능을 이용

하여생성된 REM(Radio Environment Map) 정보를참조할수 
있으며, PCR에 기회적 통신가능 여부 요청 시 수집된 REM 
정보를 정책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참조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다. 다음의 세부 절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
한 주요 기능 및 입출력 정보의 종류, 인터페이스에 대해 소
개할 예정이다.

[그림 4] IEEE P1900.5 기반 인지엔진 처리 구성도.

2-1-1 정책관리지점(Policy Management Point; PMP)

PMP는 스펙트럼 접속 정책과 같은 상위레벨의 정책정보
를갖고있으며, 표준정책언어로변환하는역할을수행한다. 
부가적으로는 정책 집합의 관리 및 검증, 에러체크, 정책 분
배 및 정책정보 다운로드를 수행한다.

PMP 입력 정보로는 주파수 관리자 및 소유권자에 의해
제공되는사람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되어있는정책정보

이며, 출력정보는 표준 정책언어로 표현된 정책정보 및 집
합에해당한다. PMP는 PCR에직접연결되어있거나, ‘Policy 
Repository’에 해당하는 정책 DB를 경유하여 연결되는 간접
인터페이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2-1-2 정책적합성 추론요소(Policy Conformance Reasoner; PCR)

PCR은 PMP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인터페이스 경로
를 통하여 전달된 정책정보 및 집합에 대한 이용 적합성 여

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SSRC로부터 전달된
기회적전송요청을수신하며, 해당요청에포함된무선자원 
파라미터에 대한 운용정책(active policy) 부합 및 준수 여부
를 결정하게 된다. SSRC의 기회적 전송요청에 대한 PCR로
부터의응답메시지는 SSRC와 PE에전달되게되며, 이를통
해 기회적 전송요청에 대한 최종적인 수용 또는 거부 여부

를 알수 있다. PCR은 무선기기내에 위치하거나, 외부에 존
재하여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

PCR에대한입력정보로는 SSRC로부터의기회적전송요
청 메시지를 비롯하여 PE로부터 기회적 전송 내용에 대한
갱신요청, PMP로부터 전달된 정책정보 및 집합에 해당한다. 
출력정보로는 SSRC의 기회적 전송요청에 대한 응답메시지, 
PE에 대한 기회적 전송정보에 대한 갱신결정 응답 메시지
가 있다.

2-1-3  정책 집행요소(Policy Enforcer; PE)

PE는 PCR로부터 결정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이
며, SSRC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슈화 된 전송 명령을 검증하
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2-1-4 시스템 전략 추론능력(System Strategy Reasoning Capa- 
bility; S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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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C는 무선기기 주변의 전파환경을 인지하며, 이를 통
해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회적 전송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립된 기회적 전송 전략은 해당 무선망
인프라에 적용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PCR에 전달되게 된다. 만약 PCR로 부터 기회적 전송 거부
응답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에는 기존에 수립한 전송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SSRC에는 기계학습 기반의 정책학습 기능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학습기능을 이용해 과거에 PCR로부터 거부되었던
기회적 전송 요청에 대한 내용을 재문의하지 않을 수 있다.

SSRC에 대한 입력정보는 외부 센서 및 DB로부터 전달된
REM 정보를 비롯하여, 사용자 ID, 요구 네트워크 정보 및
무선기능, PCR로 부터의 응답 메시지, SSRC가 전송 전략을
수립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 PCR로부터의추가정보가있
다. 출력정보로는 PCR에서 운용정책 정보를 기반으로 검증
및 승인이 확정된 기회적 전송요청 메시지가 해당된다.

2-1-5 인지엔진 구동을 위한 정책언어 요구사항

IEEE P1900.5는 인지엔진에서 사용되는 정책언어가 DSA 
기반의 무선 시스템 운용 정책들이 갖는 복잡한 구조와 해

석이 난해할 수 있는 정책내용을 간단화 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정책언어 표현 방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인 형식 구문론(formal 
syntax) 및 형식 의미론(formal semantics) 형태를 가져야 한
다고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언어 측면에서는 기존의 명령적 언어인 C, C++, 

JAVA와는 틀리게 선언적 언어 형태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
였다. 즉, 선언적 언어는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에 대해 ‘무
엇’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정책언어 구성이 가능하며, 명령
적 언어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순차
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언어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언적 언어 사용 시 입력과 출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 수

행 및 특정 규칙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 기존의 명령적

언어 체계에 비해 DSA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신속한 정책
적합성 판단 수행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정책언어 구조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주요 요구사항으로

는 정책언어가 사람 및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체계

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며, 동일한 정책표현에 대해 타 사용

자 또는 시스템 이용을 위한 승계 기능이 가능해야 함을 명

시하였다. 또한 참과 거짓과 같은 논리적 표현, 시간적 요소
를 고려한 동적인 표현, 사용자 ID, 시간 및 지리적 좌표, 주
파수 등이 표현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언어 지원이 제

공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언어는 복수의 정책들 간의 관계설정 및

그룹화 또는 세부 정책으로 분리, 상위레벨 정책 선택과 같
은 메타정책(meta-polices)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해당 서비
스 영역 내에서 공통으로 참조 가능한 정책 내용의 정형화

및 컴퓨터에서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도메인 온톨
로지’ 개념 기능 탑재를 요구하였다. 온톨로지 기반의 개별
도메인 내에 포함 내용으로는 전송전력 및 대역폭 크기, 변
조방식, 웨이브폼 형태, 동일 및 인접채널 여부, 무선기기의
이동성 여부, 네트워크 형태, 정채권한 및 위임사항, 스펙트
럼 센싱 기준, 보안준수 사항, 사용자 지정 규칙 등 다양한
종류의 전파이용 환경 조건 및 제약조건들을 정의하였다.

DSA 서비스를 위한 더욱 세부적인 정책언어 정의 및 표
현방식, 스펙트럼 소비모델에 대한 표준개발을 위해 제안된
IEEE P1900.5.1. 및 P1900.5.2는 2011년 말에 PAR(Project Au- 
thorization Request) 제출 및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나, 현재
까지 해당 표준이 완료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2-2 버지니아 공대 제안 인지엔진 구조

인지엔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개발 기관으로는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가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크게 ‘Radio’, ‘Co-

[그림 5] 버지니아 공대의 인지엔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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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tive engine-radio Interface’, ‘Cognitive engine-user interface’, 
‘Cognitive System module’로 구성된 인지엔진 처리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18].
[그림 5]의 인지엔진 구조에서 ‘cognitive system module’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resource monitor’는 스펙트럼 센싱
센서 및 DB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무선기기 주변의 전
파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Evolver’는 WSGA(Wireless System 
Genetic Algorithms)에서 진행되는 진화 알고리즘의 생성횟
수, 통신변수로 취급될 수 있는 염색체 교배(crossover) 비율, 
돌연변이(mutation) 정도, 적합도(fitness) 요소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수행한다. ‘Decision maker’는 ‘WSGA’를위한초기설
정 값, 파라미터 및 목적함수 설정, 가중치 정보를 제공한다. 
‘Knowledge base’는 인지엔진에서이용되는공통의전파환경
변수 및 정책규정들을 정의하고있으며, IEEE 1900.5의표준
인지엔진 구조에서의 PMR과 정책 DB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WSGA 모듈에서는 정책 및 주변 전파환경 변화요소가
반영되어 무선기기의 QoS 만족을 위해 요구되는 무선자원
파라미터 산출을 위한 진화 알고리즘 과정이 수행된다.

2-3 DARPA XG 프로그램에서의 인지엔진 구조

버지니아 공대에서 제안한 인지엔진과는 별도로 미국 방

위고등연구계획국(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 
cy; DARPA)의 XG 프로그램에서는 정책기반 인지엔진 처리
구조를소개한바있다[19]. 본정책기반인지엔진구조는크게 
‘Policy language’, ‘on-node policy components’, ‘off-node policy 
components’로 이루어진 3가지 구성요소로 분류되어 있다.

DARPA에서 제안한 정책기반 인지엔진은 정책 변경 시
S/W 코드의 컴파일을 위해 전원의 On/Off 없이 변경된 정책

[그림 6] 정책기반 스펙트럼 접속제어 구조.

내용이 즉시 적용이 가능한 CoRAL(Cognitive Policy Radio 
Language) 프로그래밍 언어를 적용하였다[20]. 기존 C/C++ 언
어를비롯하여 JAVA의경우에는정책변경시새롭게재컴
파일을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정책 변경 시 무선기기의
On/Off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코드 적용 체계는 동
적으로 변화하는 전파환경에서 운용에 있어 실 시간성이 보

장될 수 없다. CoRAL의 경우에는 정책 변경을 위해 단지
변경된 정책의 수정 내용만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무선기
기의동작중에도재컴파일과정없이정책변경이가능하다.

‘On-node policy components’는 로컬 정책에 대한 관리 및
원격 관리자로부터의 지시에 응답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한다. 본구성요소는전체정책및무선기기에서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추론, 유효한 정
책으로의 재구성 등을 수행하는 ‘policy conformance reasoner', 
하드웨어 제어 및 데이터 수집, 운용전략 수립과 실제 데이
터 송수신을 위한 ‘system strategy reasoner'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policy database’와 기존에 승인된 전송정보들을 기
반으로 추론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policy enforcer’로 구
성되어 있다.

‘off-node policy components’는 정책 관리자 및 분석자에
의해이용되는구성요소이며, 원격으로정책관리자모듈접
속을 통하여 해당 무선기기에 대한 정책 및 운용 내용에 대

한 수정가능 방안을 제공하는 정책 관리자 콘솔과 정책보급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라디오기술에대한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 

있는대표적기업인 SSC(Shared Spectrum Company)는 DARPA 
XG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인지엔진 구조를 기반으로 [그림

7]과 같은 DSA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환경 테스트를 진행하
였다[21],[22]. 본 DSA 시스템은크게 ‘DSA Engine’ 파트를비롯
하여 ‘Environmental Sensing’, ‘Policy Module & Enforcer’, ‘Ra- 
dio’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DSA Engine’은 동적 스펙트럼 접속 구현을 위한 가장 핵
심적인 부분이며, 가용채널 후보목록을 관리하는 ‘Spectrum 
Manager’, 추출된 가용채널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탐색 및 타 
무선기기 간 통신을 위한 주파수 선택 과정을 수행한다.
기본적인처리과정은다음과같다. 우선동적스펙트럼접

속 기반의 무선기기 전원이 켜지게 되면, ‘Policy Mod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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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적 스펙트럼접속 시작 모드에서의 처리과정도.

Enforcer’가 ‘Policy Validation Agent’에 스펙트럼 접속 정책
들을 로드한다. 다음으로 ‘Tuner/Detector Scheduler’는 ‘Envi- 
ronmental Sensing’을 통하여 스펙트럼 센싱 정보를 획득하
게 된다. ‘Signal Classifier’는 1차 사용자 신호와 동적 스펙트
럼 접속 신호에 해당하는 2차 사용자 센싱 신호를 결정하게
되며, 가용 채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선
택된가용채널정보들은 ‘Rendezvous and Frequency Selection 
modules’로 전달되며, 최종적으로는 확보한 가용채널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 영역 내에 존재하는 DSA 기반
여타 무선기기들과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Ⅲ. 인지엔진 구조 적용방안

[그림 8]은 IEEE P1900.5에서 제안한 일반적인 MAC 계
층 내에 인지엔진 구성요소가 매핑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MLME(MAC Layer Management Entity)는 인지엔진이 해

[그림 8] MAC 계층 내 인지엔진 기능 매핑구조.

당 무선기기 외부에서 운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관련 정책
및 요청, 응답 메시지가 MAC 계층에 전달되는 인터페이스
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Metacognitive’ 엔진이라는 개념이 소개된 바

있으며[23],[24], 이는 기존에 소개된 다양한 인지엔진 및 알고
리즘 중 주변 전파환경의 채널상태와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

인지엔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지엔진 구조 형
태는 IEEE P1900.5에서도 제시한 된바 있다. 하지만 각각의
인지엔진들에 대한 계산량 및 복잡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용화 측면에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그림 10]은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에 게재

된 바 있으며, 본 저자가 제안하는 군 통신망 환경에서의 주
파수 공동사용 기반 인지엔진 구조도를 나타내고 있다.[25]

[그림 10]의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 인지엔진 구조는 통합
정책엔진 내부에 위치하는 학습엔진을 포함하여 인지평가

[그림 9] Metacognitive 엔진 처리과정도.

[그림 10] 군 통신망 적용이 가능한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 인
지엔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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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최적화 엔진으로 구성된 총 3개의 세부엔진과 주파수
공동사용선택모듈, 위치정보기반진화형데이터베이스(Ad- 
vanced Geolocation DB) 등으로 구성하였다.
통합 정책엔진은 ‘민간 Policy Repository’와 ‘군 Policy Re- 

pository’로 구성된 정책 저장소(Knowledge Repository)로부터 
상위 레벨의 정책규약, 전파규칙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글
로벌 REM, 로컬 REM, 캐쉬 로컬 REM으로 구성된 위치정
보 기반 진화형 DB는 실제 주변 전파환경에 대한 스펙트럼
센싱정보와군 통신망 구현을 위해 제공될 수있는주변전

파환경 정보를 캐쉬 로컬 REM을 통하여 제공받게 된다.
학습엔진은 주파수 공동사용 선택모듈에서 제공되는 공

동사용 후보채널 목록 및 위치정보 기반 진화형 DB로부터
전달된 센싱 및 정책정보를 ‘Case Reasoning Repository’에 저
장하게 되며, 정책 및 센싱 정보 변경 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지평가 엔진에서 지정한 가
용채널 품질 평가기준에 따른 개별 파라미터의 최적 운용범

위를 설정하게 된다.
최적화 엔진은 인지평가 엔진에서 산출된 가용채널 정보

및 대역폭 크기, SINR(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 
또는 INR(Interference to Noise Ratio) 정보, 간섭확률 정보 등
을 기반으로개별 무선기기의요구 QoS에따른 무선자원재
구성 및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요구 QoS 종류는 최
소전력사용, 고용량영상전달, 단순음성및텍스트정보전
달 등이 제시될 수 있으며, 개별 요구 QoS에 따라 변조방식
변경, 유휴채널 존재 시 채널결합(Channel Aggregation 또는
Channel Bonding)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무선자
원 재구성 및 최적화를 위해서는 유전자 알고리즘과 같은

진화 알고리즘, 게임이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Ⅳ. 결  론

본 고에서는 DSA 기반의 지능적인 무선망 구현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정책언어 기반의 인지엔진

표준 및 연구개발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IEEE DySPAN에서는 P1900.5를 중심으로 정책언어의 정

의 및 필요성, 인지엔진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
으며, 미국 DARPA에서는 DSA를 위한 인지엔진 구조 및 처

리 과정, 프로토 타입 개발을 통한 실 환경 테스트를 시행한
바있다. 본고에서는 P1900.5와 DARPA 제안인지엔진구조 
소개와 더불어 MAC 계층에서의 인지엔진 적용방안 및 본
저자가 제안한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인지엔진 구조에 대

해서도 소개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정책기반 인지엔진에 대한 주요 선진

연구그룹의 연구개발 내용을 실제 상용 무선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데이터 처리 계산량 및 복잡성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방안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지엔진 기술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지엔진 구동 프로그래밍 언어인 정책언어에 대한

표현 및 개발 범위를 특정 무선망 또는 서비스 종류로 한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파수 공유 기반의 특정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한 전

파규칙 등의 정책을 기반으로 DSA 기술 탑재 및 지능화된
무선자원 관리 기능 적용을 통한 점차적인 인지엔진의 정책

적, 기술적 효용성을 검증하는 단계적 연구개발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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