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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셀룰러 기반 무선 인지망에서 스펙트럼 인지(CR)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사용자의 핸드오버 호의 손실확

률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모바일이 방문할 셀을 Ziv-Lempel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방문

할 셀에 할당된 채널이 부족할 때는 CR기술에 기초한 스펙트럼 홀 자원을 예측하여 모바일 사용자를 지원한다. 스펙트럼 

홀 자원의 크기는 신경망기법으로 예측하며, 예측된 스펙트럼 홀 자원은 핸드오버 호가 초기 발생 호 보다 우선하여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셀룰러 이동 통신망에 CR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모바일 사용자의 핸드오버 호 손실확

률을 줄일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hat reduces mobile user's handover call dropping probability by using cognitive radio 
technology(CR) in cellular - based wireless cognitive radio networks. The proposed method predicts a cell to visit by Ziv-Lempel 
algorithm, and then supports mobile user with prediction of spectrum holes based on CR technology when allocated channels are 
short in the cell. We make neural network predict spectrum hole resources, and make handover calls use the resources before 
initial calls. Simulation results show CR technology has the capability to reduce mobile user handover call dropping probability 
in cellular mobile communication networks.

Key words : CR technology, Ziv-Lempel algorithm, Mobility prediction, Neural net spectrum hole prediction, Handover 
dropping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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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지 라디오(CR; cognitive radio)기술은 채널사용의 허가를 

받지 못한 cu사용자(cognitive user)가 채널사용의 권한을 갖고 

있는 pu사용자(primary user)에게 할당된 스펙트럼 대역을 일시

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로 무선응용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스

펙트럼 부족현상과 고정스펙트럼 할당방식에 의한 스펙트럼 

이용의 비효율성을 해결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cu사
용자가 pu사용자에게 어떠한 간섭도 주지 않고, pu사용자의 스

펙트럼 대역을 이용하며, cu사용자는 pu사용자가 스펙트럼 대

역을 요구할 때는 사용하던 스펙트럼 자원을 비워주고, 사용하

지 않는 다른 pu스펙트럼 대역(spectrum hole 또는 white 
spectrum)으로 스펙트럼 핸드오프(spectrum handoff)하여 데이

터 전송을 마칠 수 있게 하는 동적 스펙트럼 엑세스(DSA; 
dynamic spectrum access)기법이다[1].

CR기술에는 특정시간과 특정장소에서 스펙트럼 홀 자원을 

찾아내어, pu사용자에게 간섭을 주지 않고 cu사용자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펙트럼 인지능력(cognitive capability)과 cu
사용자가 변화하는 스펙트럼 자원과 통신환경에 적응하여 통

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기술의 재설정(reconfigurability)을 

큰 특징으로 한다. 전자에는 스펙트럼센싱, 스펙트럼관리(스펙

트럼분석, 스펙트럼결정), 스펙트럼이동성, 스펙트럼공유가 포

함되며, 후자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변화 없이 라디오주파수, 전
송전력, 변조기법, 통신프로토콜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2],[3].

셀룰러망에서 모바일의 이동으로 인한 핸드오버(handover)
와 관련한 채널할당 방법에는 크게 정적인 방법과 동적인 방법

이 있으며, 정적인 방법에서는 각각의 셀에 고정된 채널수가 할

당되며, 모바일 사용자가 주변 셀로 핸드오버할 때 여유채널이 

없으면 핸드오버 호는 손실(dropping)되고 만다. 그러나 동적인 

방법은 핸드오버하려는 셀에 여유채널이 없을 경우에는 이웃

셀의 여유채널을 이용하여 핸드오버를 성공시킨다[4]. 대부분

의 논문은 원하는 핸드오버 호의 성공률을 보장하기 위해 동적

인 채널할당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동적인 방법은 핸드오

버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주변셀의 통신여건의 탐색, 
정보의 업데이트와 관련된 많은 제어신호의 오버헤드로 인해 

호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여 실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5]. 셀룰

러망에서 CR기술을 사용하여 모바일의 핸드오버를 실현하는 

논문으로 [5]가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채널할당에서 우선순위

를 pu사용자의 핸드오버 호 연결에 최고순위로 두고, pu사용자

의 초기 호 연결, cu사용자의 핸드오버 호 연결, cu사용자의 초

기 발생 호 연결순으로 하여, 연결의 성공률을 비교하였고, CR
기술에 의한 자원할당기법을 사용하여 HO(handover)를 지원하

는 과정을 CRHO(cognitive radio handover)라고 명명하였다.
무선 인지망에서 cu사용자의 스펙트럼 핸드오프 호의 손실

률을 줄이기 위해 예측기법을 사용한 연구로는 [6]이 있으며, 
여기서는 pu사용자의 출현을 위너예측(wiener prediction)기법

으로 예측하고, cu사용자가 스펙트럼 핸드오프해야 할 경우에

는 전용채널을 이용하여 cu사용자가 서비스를 마치도록 하였

다. [7]에서는  cu사용자의 호를 실시간 호와 비실시간 호로 구

분하고, 셀룰러망의 전통적인 자원 스케쥴링 기법을 수정하여 

실시간 호의 손실률을 줄였다. 여기서는 cu사용자의 도착을 신

경망기법을 사용하여 예측하였다.
무선 인지망에서 스펙트럼 홀 예측 기법을 처음 제안하여 cu

사용자의 스펙트럼 핸드오프 호의 손실률을 줄이는 방법이 있

다[8]. 여기서는 위너예측이론을 이용하여 pu사용자의 유휴자

원인 스펙트럼 홀 자원을 예측하고, 이 자원 중에 일부를 스펙

트럼 핸드오프 호가 전용(guard scheme)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

여 cu사용자의 스펙트럼 핸드오프 호의 손실률을 줄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 라디오기술을 셀룰러 망구조의 이동 통

신망에 적용하여 모바일의 이동으로 인한 셀 간의 핸드오버 호

의 손실률을 줄인다. 이를 위해 cu사용자 모바일의 셀 이동성을 

Z-L(Ziv-Lempel)알고리듬으로 예측하고, 셀에 할당된 자원이 

부족 할 때는 예측된 스펙트럼 홀 자원을 이용하여 cu사용자의 

셀 간의 핸드오버 호 손실률을 줄인다. 스펙트럼 홀 자원의 크

기는 신경망기법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방법은 인지 라디오기

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셀룰러 이동통신망에서 셀 이동으로 발

생하는 핸드오버 호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2
장에서는 본 논문의 셀룰러 기반 무선인지 이동통신 시스템에

서 모바일의 이동 셀과 CR기술에 의한 pu사용자와 cu사용자의 

자원할당 구조를 나타낸다. 3장에서는 데이터 압축에 사용하는 

Z-L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모바일이 방문할 셀을 예측하는 방법

과 신경망이론을 이용하여 방문할 셀의 스펙트럼 홀 자원을 예

측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CR기술을 이용한 셀룰러망의 핸드오버 호의 손실률을 줄이

는 알고리듬에 대해 기술한다. 5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셀룰러 이동통신망에서 CR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핸드오버 호 손실확률과 초기발생 호의 차단확률

을 비교하여, CR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끊임이 없는(seamless)통
신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였다.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II.  시스템 모델링

cu모바일이 이동하는 셀의 경로를 Ziv-Lempel 알고리듬

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방문할 셀에 할당된 여유채널이 있

을 경우에는 그 채널을 할당하여 cu모바일사용자의  핸드

오버를 지원한다. 그러나 할당된 스펙트럼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CR기술에 의한 방문셀의 스펙트럼 홀 자원을 신

경망기법으로 예측하고, 필요한 자원을 예약하여 cu의 핸

드오버 호를 지원한다.

그림1은 cu모바일이 이동하는 셀과 CR기술에 의한 pu사용

자와 cu사용자의 스펙트럼 공유구조를 나타낸다. 스펙트럼 공

유구조는 일렬구조(overlay)이며, 일렬구조에서는  pu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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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u모바일의 이동성과 CR기술에 의한 셀 스펙트럼의 

       일렬구조.
Fig. 1. CU mobile's mobility and overlay spectrum         
       structure based on CR technology.

점유하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은 cu사용자에게는 M개의 부 

대역(subband)으로 구성되어, pu사용자의 하나의 주파수 대역

을 M개의 cu사용자 호가 pu사용자에 간섭을 주지 않고 기회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III. cu모바일의 이동성 예측과 스펙트럼 홀의 예측

cu모바일의 이동성 예측은 Ziv-Lempel 알고리듬을 이용한

다[10]. 이 알고리듬은 입력 문자열(input string)을 부 문자열

(substrings)로 파싱(parsing)한 다음, 루트(root)로부터 잎(leafs)
에 이르는 트리(trie)를 구성한 후, 주어진 구(phrase)다음에 올 

단어(context)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cu모바일이 이동할 셀을 예측하고, 이동할 셀의 스펙트럼 홀의 

크기는 신경망 예측기를 이용한다.

3-1  Ziv-Lempel 알고리즘

부호기는 입력 문자열 를 개의 부 문자열 

로 파싱한다. 그림2에 나타낸다. 
입력 문자열   은 부 문자열 

  로 파싱한다.

파싱된 부 문자열을 이용하여 트리를 구성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는 로 시작하는 서브 스트링의 개수이다. 루트

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잎에 도달한 서브 스트링

의 확률은 각각  

로 동일하다.

그림 2.  Ziv-Lempel 부호기.
Fig. 2. Ziv-Lempel Encoder.

그림 3. Tree 구조.
Fig. 3. Tree structure.

3-2  이동성 예측

모바일의 이동성 예측은 근본적으로 텍스트 압축기법에 사

용되는 부분매칭기법(partial matching)[9]와 유사한다. 모바일

이 이전에 방문한 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셀 방문 예측기는 

트리의 확률정보를 이용하여 방문할 다음 셀의 확률을 추정한

다.
Ziv-Lempel encoder의 입력 스트링은 cu모바일이 방문한 셀

들을 나타내며, 파싱에 의한 부 스트링에 의해 구성된 이동성 

트리(mobility trie)를 이용하여 cu모바일이 다음에 방문할 셀을 

예측한다. cu모바일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셀이 ′′일 때 다

음에 방문할 셀의 확률을 구하여 예측한다.′′′′′′′′  셀을 

방문할 확률이  이다.

                                                  (1)

                                                    (2)

                                                    (3)

                                                   (4)

여기서,  은 가중치이다. 은 각각 

이동성트리의 0-order, 1-order, 2-order에 의해  셀

을 방문할 확률을 나타낸다. 여기서, 0-order는 서브 스트링으로 

파싱하기 전 루트에서 결정된 입력 스트링(모바일의 셀 경로) 
각각에 의해(base 0) 셀 ′′ (′′  의 ′′ ) 다음에 방문할 셀을 추

정하며(확률값), 1-order는 encoder의 부 스트링 모두에 대해, 마
지막으로 방문한 셀 스트링(′′ )의 마지막 셀 하나(′′ )(base 
1)에 기초하여 방문할 셀을 추정하며, 2-order는 encoder의 부 

스트링 모두를 참조하여, 마지막으로 방문한 셀 스트링(′′ )
의 마지막 두 개의 셀(′′ )(base 2)에 기초하여 방문할 셀을 추

정한다. 그림 3의 트리에 의한 각각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얻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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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3  신경망을 이용한 스펙트럼 홀 자원의 예측

cu모바일을 지원하기 위한 셀에 할당된 스펙트럼 자원이 부

족할 때는 CR기술로 센싱한 스펙트럼 홀 자원으로 cu모바일 

호를 지원한다. 이때 cu모바일에 할당해 줄 수 있는 스펙트럼 

홀 자원의 크기는 셀에서 이전에 센싱한 스펙트럼 홀 자원의 프

로화일(profiles)로 신경망을 학습하여 특정시점에서의 스펙트

럼 홀 자원의 크기를 예측하고, 필요한 양을 예약하여 cu모바일

의 핸드오버 호에 우선 할당함으로써 호가 손실되는 경우를 줄

인다. 
본 논문에서는 cu사용자의 모바일이 방문할 셀의 스펙트럼 

홀 자원의 크기를 신경망기법으로 예측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 기법을 이용하여 cu모바일의 핸드오버호의 손실확률을 줄

인다. 그 구조는 그림4에 나타낸다. 인지 라디오망에서 신경망 

예측기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cu사용자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pu사용자의 재출현을 예측하는 경우가 있다[7]. 
셀에서 특정 시점에 관측되는 스펙트럼 홀의 크기를 예측하

기 위해서는 신경망의 학습단계와 예측단계가 필요하다. 학습

단계에서는  시점까지 관측된 스펙트럼 홀 자원인  

    이 입력되고, 출력층의 목표값 는 그 다음 

시점에  관측 스펙트럼 홀의 크기 으로 입력하여 신경망 

출력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신경망

을 학습시킨다. ≤ ≤≤ ≤ 와 는 각각 입력

층과  은닉층, 은닉층과  출력층의 웨이트(weight)값들이고  학

습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스펙트럼 홀의 예측단

계에서는    ≤ ≤   시점까지 관측된 스펙트럼 홀 자원인  

     를 입력하여 그 다음 시점 에서 예측된 

스펙트럼 홀 자원의 크기  을 얻는다.

 

그림 4. 스펙트럼 홀 예측을 위한 신경망 구조.
Fig. 4. Neural networks for spectrum holes prediction.

IV. 셀룰러망에서 CR기술을 이용한  핸드오버 호의

    손실률 개선 알고리듬 

제안한 방법은 cu모바일 호가 방문할 셀을 Z-L 알고리듬으

로 예측하고, 방문이 예측된 셀에서 발생하는 핸드오버 호와 처

음 시작하는 초기 발생 호를 셀룰러시스템에서 할당한 자원으

로 호를 서비스한다. 그러나 할당된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CR기술에 의한 스펙트럼 홀 자원을 이용한다. 스펙트럼 홀 자

원의 크기는 그 셀에서 이전에 관측되었던 스펙트럼 홀 자원을 

기초로 신경망기법으로 예측하여 cu모바일의 핸드오버 호에 

우선 할당하여 핸드오버호의 손실률을 줄인다. 이것은 초기 발

생 호 보다는 이미 서비스 중인 핸드오프 호의 품질보장이 우선

이기 때문이다. 그림 5는 CR기술을 기초로 한 셀룰러 기반 무

선인지 시스템에서 주파수 자원의 관계를 보여준다. ▨는 기지

국이 사용 중인 채널을 나타낸다. □는 cu호가 사용 할 수 있는 

pu호의 스펙트럼 홀(화이트 스펙트럼)채널을 나타내며, pu호는 

상대적으로 cu호에 비해 광대역 서비스 호이다. 즉, 하나의 pu
호가 일시적으로 비워둔 채널을 다수의 cu호가 사용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그림 6은 제안한 알고리듬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cu모바일 

호는 새로 발생한 초기 호와 모바일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핸드

오버 호로 구분하고, 셀에 할당된 고정스펙트럼 자원이 부족할 

때는 CR기술의 스펙트럼 홀 자원을 이용하며, 이때 핸드오버  

호에 우선하여 스펙트럼 홀 자원을 할당해준다.

그림 5. 셀룰러 시스템에서 인지라디오 스펙트럼 구조.
Fig. 5. Cognitive radio structure in cellular radio system.

그림 6. 제안한 알고리듬의 흐름도.
Fig. 6. The flow chart  for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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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뮬레이션

성능 평가는 셀룰러 기반 무선인지 시스템에서 CR기술을 사

용하는 제안된 방법과 CR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할당된 자원으

로 만으로 호를 서비스하는 경우, 핸드오버 호의 손실확률과 초

기 발생 호의 차단확률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 cu모바일이 방문

할 셀은 Z-L.알고리듬으로 예측된 것으로 가정한다. 셀에서 발

생하는 호 트래픽 분포는 포아송 호 도착과 지수분포의 호 지속

시간을 갖고, 인지 라디오 스펙트럼 구조는 일렬구조(overlay)
를 갖는 것으로 한다. CR시스템의 일렬구조에서 pu의 주채널

과 cu의 부채널은  ,으로 하고, pu호의 트래

픽 특성은   개초,   초로 하여 스펙트럼 홀

의 크기를 예측한다. 셀룰러 시스템의 cu모바일에서 발생하는 

핸드오버 호 발생은 초기 발생 호의 50%이고, 초기 발생 호 

 ∼ 개/초 와  초 일 때 호의 차단율과 

손실률을 비교한다. 호가 요구하는 채널의 크기는 모두  
이다.

CR기술에 의한 성능향상을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셀룰러 시

스템에 할당된 채널은 모두 점유된 것으로 한다.
그림 7은 cu모바일이 방문한 셀에서 pu사용자가 점유한 채

널의 상태와 스펙트럼 홀을 나타낸다.

그림 7. CR 시스템에서 채널의 점유상태와 스펙트럼 흘.
Fig. 7. Channel occupation and spectrum holes in         
       cognitive radio system.

그림 8. CR시스템에서 스펙트럼 홀의 크기와 예측의 비교.
Fig. 8. Comparison of prediction of spectrum holes in      
       cognitive radio system.

그림 9. 초기 발생 호의 차단확률 비교.
Fig. 9. Comparison of initial call blocking probability.

그림 10. 핸드오버 호의 손실확률 비교.
Fig. 10. Comparison of handover call dropping probability.

그림 8은 스펙트럼 홀의 크기와 CR기술에 기초한 신경망 예

측기법으로 얻은 스펙트럼 홀 크기의 예측값을 나타낸다. 신경

망 예측기에서 입력 노드수는 20개, 은닉 노드수는 10개 이다. 
예측결과 평균예측에러는 약 0.033개이다.

그림9 와 그림10은 cu모바일이 방문한 셀에 이미 할당된 셀

룰러 시스템의 채널은 모두 점유된 상태를 가정하고, CR기술

에 의한 호의 차단확률과 핸드오버 호 손실확률을 나타낸 것이

다. CR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호의 차단확률과 손실

확률은 모두 1 이다. CR기술을 기초로 한 스펙트럼 홀 자원을 

예측하여 모바일 사용자의 셀 핸드오버 호에 우선 할당하고, 나
머지 스펙트럼 홀 자원으로 초기 발생 호를 서비스 한다. 초기 

발생 호의 도착율의 증가에 따라 호의 차단확률과 손실확률은 

증가하며, 초기 호 평균 차단확률은 약 0.51이고, 핸드오버 호 

평균 손실확률은 약 0.10이다. CR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동통

신기술의 QoS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셀룰러 기반 무선인지 통신망에 스펙트럼 인

지기술을 사용하여 cu모바일의 셀 이동성으로 발생하는 핸드

오버 호의 손실률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보였

다. 모바일의 셀 이동 예측은 Z-L 알고리듬을 이용하고, CR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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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스펙트럼 센싱을 통한 이동 셀의 스펙트럼 홀의 크기는 이

전에 셀에 나타난 스펙트럼 홀의 크기를 기초로 신경망 예측기

를 사용하여 예측하고, 핸드오버 호가 요구하는 채널의 양을 우

선 예약하여 지원함으로써 호의 손실률을 줄였다. 지금까지 핸

드오버 호의 손실률을 줄이려는 무수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

지만, 성능이 우수할수록 알고리듬이 복잡하고 처리해야 할 오

버로드가 커서 실제 필드에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CR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간단

하게 핸드오버 호를 처리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연구는 이동

하려는 셀에 pu의 화이트 스펙트럼 홀이 부족할 경우에는 간섭

을 고려한 인접 셀의 스펙트럼 홀 자원을 빌려오는 방법과 방문 

셀 예측의 불확실성과 스펙트럼 홀의 예약량의 관계를 고려한 

채널할당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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