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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efforts based on data-based deep learning technologies to deal with 

the interference problem between heterogeneous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in unlicensed frequency bands. 

However, existing approaches are commonly based on the use of complex neural network models, which require

high computational power, limiting their efficiency in resource-constrained network interfaces and Internet of 

Things (IoT) devices. In this study, we address the problem of classifying heterogeneous wireless technologies 

including Wi-Fi and ZigBee in unlicensed spectrum bands. We focus on a data-driven approach that employs a 

supervised-learning method that uses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 data to trai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We propose a simple measurement methodology for collecting RSSI training data which 

preserves temporal and spectral properties of the target signal. Real experimental results using an open-source 2.4

GHz wireless development platform Ubertooth show that the proposed sampling method maintains the same 

accuracy with only a 10% level of sampling data for the same neural network architecture.

요  약

최근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비면허 대역의 다양한 통신 신호를 분류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신경망 모델 사용을 기반으로 이뤄진 이러한 접근법은 높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자원 제약적인 무선 인터페이스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장비에서는 사용이 제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면허 대역의 무선 이기종 기술을 인지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 신호의 특징 추출 및 데이터화의 효율화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비면허 대역의 다른 종류

의 무선 통신 기술을 구분하기 위해 수신 신호 강도 측정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을 학습시켜 신호를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구조의 신경망 모델의 경량화를

위한 효율적 신호의 시계열 데이터 정보 수집시 주파수 대역의 특징을 함께 특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Bluetooth 호환의 Ubertooth 장비를 이용한 실측 기반의 실험 결과는 제안된 샘플링 기법이 동일한 신경망에 대해서 10% 수준의

샘플링 데이터 이용만으로도 동일한 정확도를 유지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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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our RF signal strength measurement 

and data collection process.

그림 1. RF 신호 세기 측정 및 데이터 수집, 신경망 훈련의 전체

과정

Ⅰ. 서론

Wi-Fi, Bluetooth, ZigBee 등의 통신 기술은 ISM 

(Industry-Science-Medical) 대역으로 대표되는 비면

허 대역(unlicensed spectrum)을 사용하는 대중화된 

무선 통신 기술이다. 높은 전송 속도, 낮은 전력 소모 등

의 많은 장점으로 인해 일상생활, 산업 및 공공 분야에서

의 해당 통신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활용도가 급격히 증

가해 왔고, 이로 인해 ISM 비면허 대역은 이미 포화상태

에 이르렀다. 환경적 변화와 주변 신호의 간섭에 쉽게 영

향을 받는 특성으로 인해 비면허 대역에 공존하는 이기

종 통신 기술 간의 상호 간섭 문제는 성능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1, 2].

지난 십여 년간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이러한 이기

종 통신 기술간 상호 간섭 문제를 다루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실시간으로 주변

의 이기종 통신 신호 탐지하는 문제가 주목받아 왔다. 이

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간섭 회피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기종 신호 탐지 문제는 무선 물리계

층의 다른 신호 형상 사용, 상호 인지 및 협력적 제어 불

가능 등의 이유로 매우 도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3].

최근, 이기종 무선 기술 공존 문제에 대해 데이터 기반

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3]. 목

표 주파수 대역에서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나, 복잡한 신경망 모델 사용

을 기반으로 이뤄진 이러한 접근법은 높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IoT 장비 등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의 자원 제약적인 통신 장비에서는 사용이 제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을 학습시켜 여러 이기종 신호를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CNN구조의 경량화를 위한 

효율적 신호의 샘플링(sampling) 기법 및 시계열 데이터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실측 기반의 실험 결과는 제안된 

샘플링 기법이 동일한 신경망에 대해서 10% 수준의 샘

플링 데이터 이용만으로도 동일한 정확도를 유지함을 보

여준다.

Ⅱ. 실험 설계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RF 신호(radio frequency 

signal) 수신 세기 측정 기반의 스펙트럼 센싱 및 데이터 

수집 과정의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1) 첫 번째 단계로 

블루투스 기능의 Ubertooth [4]를 이용하여,τ=128us시

간 마다 대상 주파수/채널의 수신 신호 세기(RSSI)를 지

속 측정, (2) 측정된 RSSI의 크기가 임계값 (실험헤서는 

–75dBm이상)이 될 경우 (Triggering 컴포넌트) RSSI 

시계열 데이터 생성 시작, (3) Sampling 컴포넌트에서 

N개의 RSSI값 xi를 수집하여 RSSI Sequence={x1, x2, 

..., xN}을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Wi-Fi beacon, Wi-Fi video 

stream, 802.15.4 ZigBee 3가지 통신 기술에 대해 III

장에서 설명하는 2개의 Sampling 방법을 통해 각각 

43,000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CNN 신경망 모델의 훈

련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2의 2.4GHz 대역에서 

Wi-Fi의 경우는 6번, ZigBee는 18번 채널인 2440MHz을 

사용하여 전송을 수행하고, 모든 전송에 대해 Ubertooth

는 2m거리에서 RSSI를 측정하였다.

Fig. 2. IEEE 802.11 (Wi-Fi) and IEEE 802.15.4 WPAN 

(ZigBee) frequency in 2.4GHz unlicensed band.

그림 2. 2.4GHz 비면허 대역에서의 Wi-Fi, ZigBee 채널

기존의 일반적 접근법 [3]의 경우, 그림 1의 (3)의 시

계열 데이터 생성을 위한 RSSI 측정은 고정된 단일 주파

수를 이용하였다. 그림 3은 이러한 고정 주파수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 Wi-Fi beacon, Wi-Fi video streaming, 

ZigBee에 대해 RSSI Sequence(시계열 데이터)를 도식

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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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서 세 목표 신호별로 다른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블루투스 수신 모듈로 간단한 RF 신호 세기

(RSSI)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면 여러 이

기종 신호 구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장

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훈련시킬 딥러닝 모델

과 효율적인 데이터 특성 추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Fig. 3. RSSI patterns of three different cases: Wi-Fi 

beacon, Wi-Fi video streaming, and 802.15.4 

ZigBee.

그림 3. Wi-Fi beacon, Wi-Fi video steaming, ZigBee의 

3개 RF신호에 대한 RSSI 패턴

Ⅲ. 딥러닝 모델 및 Zig-Zig 샘플링 기반 데이터 

특성 추출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이기종 무선 신호 분류를 위한 신경망 모델 

훈련을 위한 효율적 데이터 특성 선택(feature extraction/ 

selection) 방법을 다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을 

비롯한 기존의 많은 연구는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를 합

성곱 신경망(CNN), 순환 신경망(RNN)등의 학습에 활용

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 

고정된 주파수(예로, 그림 2에서 f1로 고정)에서 RSSI 수

집을 하였기 때문에, 사용된 특성(feature)에는 그림 3에

서 보이듯이 해당 신호의 주파수 대역/스펙트럼 특성

(spectral signature)는 제거되고 시간 축 정보(temporal 

signature)만 포함된다.

이에, 그림 4와 같은 동일한 무선 신호 분류를 위한 이

기종 신호들의 주파수 점유 특성을 고려한 RSSI 수집 방

법(Sampling method)과 이를 통한 데이터 feature를 

이용한 데이터 생성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고정된 주파

수를 이용하는 대신, 두 개의 주파수 f1, f2(그림 2 참조)

를 Zig-Zag 방식으로 번갈아가면서 RSSI 값을 N개 측

정하여 데이터를 형성한다. 즉, 크기 N의 한 데이터 중 

홀수 번호 feature는 N/2개는 f1에서 측정된 RSSI값이

고, 짝수 번호 feature는 N/2개는 f2에서 측정되게 된

다. 두 주파수간 차이로 |f1-f2|=5MHz를 이용하는 경우, 

20∼40MHz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Wi-Fi는 그림4에서 

보듯 f1, f2 두 주파수 모두에서 유사한 RSSI값이 추출된

다. 반면,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ZigBee는 대역폭이 

2MHz로 좁기 때문에 f1, f2 중 하나의 주파수에서만 높은 

RSSI값이 추출된다. Wi-Fi Beacon과 Wi-Fi Streaming

은 전송 시간 및 전송 빈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수

집된 RSSI sequence에 반영된다. 그림 5는(f1, f2)= 

{2440, 2445}MHz를 이용한 측정(그외는 그림 3 측정과

정과 동일 조건)한 결과이다.

Fig. 4. Zig-Zag sampling method alternating between 

two frequencies f1 and f2.

그림 4. 지그재그 RSSI 수집 방식: 두 개의 주파수를 차례로 

번갈아 이용하며 N개의 RSSI를 수집

Fig. 5. RSSI patterns with Zig-Zag sampling.

그림 5. Zig-Zag 샘플링 사용 시의 변화된 RSSI 패턴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N개의 RSSI를 수집하여 데이터

를 생성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그림 6에 도식한 두 가지 

다른 CNN 구조의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였다. 입력층

(input layer)의 크기를 N=100, 50, 20, 10 형태로 

100에서 10까지 감소시키며 4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

고, 다음 장에서 각 모델별로 Zig-Zag샘플링으로 수집

하여 주파수 특성을 반영한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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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CNN architecture: (a) simple CNN, (b) ResNet [5].

그림 6. 합성곱 신경망 구조: (a) 기본 CNN, (b) ResNet [5]

Ⅳ.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한 Zig-Zag 샘플링 기법을 통한 데

이터 수집 방식으로 그림 6의 두 CNN구조를 이용하였

을 경우에 RSSI Sequence 크기 N, 즉 입력층 크기에 

따른 이기종 신호 구분의 정확도를 평가했다. 정확도는 

3개의 다른 전송을 정확히 분류한 비율을 나타낸다. 총 

43,000개의 데이터를 k-fold 교차검증(k-fold cross 

validation)으로 k=5에 대해 평균을 구하였다.

Fig. 7. Classification accuracy using ResNet [5] with Zig- 

Zag sampling for data sizes N=100, 50, 20, 10.

그림 7. Zig-Zag 샘플링의 데이터 길이 N=100, 50, 20, 10에 

대한 ResNet [5]의 분류 정확도

그림 7, 8은 각각 두 CNN 구조에 대해 단일 주파수 

샘플링(2440MHz), Zig-Zag 샘플링을 이용할 경우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Zig-Zag 샘플링은 두 종류의 주파

수 차이값 3MHz (2440-2443MHz), 5MHz (2440-2445 

MHz)을 이용해 비교하였다.

Fig. 8. Classification accuracy using simple CNN with Zig- 

Zag sampling for data sizes N=100, 50, 20, 10.

그림 8. Zig-Zag 샘플링의 데이터 길이 N=100, 50, 20, 10에 

대한 기본 CNN의 분류 정확도 

그림 7 ResNet[5]의 경우 N=100을 이용할 경우 세 

방법이 각각 97.7%, 98.9%, 97.2%의 높은 정확도로 신

호를 구분했다. 그림 8의 simple CNN의 경우도 93%, 

98.3%, 96.6%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샘플 크기를 N=20

으로 줄여도 두 CNN 모델의 정확도에 큰 변화가 없이 

높은 정확도로 신호를 분류하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림 3, 5를 볼 수 있는 ZigBee, Wi-Fi Beacon 

신호별 전송 시간의 차이에 따라 시간적 특성이 20개의 

RSSI값에 내제(embedding)됨으로, 정확한 구분이 가능

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연구인 [3]의 경우는 입력계층 

크기를 210개로 고정해서 사용하는데, 210개는 매우 보

수적인 값으로 판단된다.

한편, N의 크기를 10으로 줄이게 되면 동일한 CNN구

조에 대해 단일 주파수 샘플링 기법의 정확도는 84.9% 

(ResNet), 69.2%(simple CNN)로 급격히 저하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Zig-Zag Sampling을 사

용한 데이터의 경우는 평균 94.6%(ResNet), 90.1% 

(simple CNN)로 높은 정확도를 유지했다. Shortcut 

(skip) connection을 사용하지 않은 플레인(plain) 구

조의 simple CNN에 비해 ResNet의 정확도가 높게 나

타냈다.

이는 간단한 Zig-Zag샘플링으로 데이터 특징 추출시 

신호의 주파수의 특성까지 고려되었음을 나타내고, 이러

한 데이터의 처리 효율화는 정확도를 유지하며 신경망

의 경량화를 도모함을 함축하고 있다. 실제, 위의 접근

으로 N=100사용할 경우 대비, N=50, 20, 10의 사용 

시, 모델 사용 연산 시간이 각각 80.7%, 57.8%, 50.6% 

정도 필요한 것으로 모델 경량화에 큰 효과가 있음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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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시간 및 주파수 대역의 무선 신호를 특

성을 데이터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간단한 데이터 수집 

및 추출 방법을 제안했다. 성능 평가 결과는 데이터의 선

택의 효율화를 통해 정확도는 유지하며 CNN 구조의 경

량화가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딥러닝 분류 기능 등

을 연산 기능이 제약적인 사물인터넷 장비 등에 on- 

device형태로 적용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연구를 통해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되고 복잡도가 높지 

않은 RNN(Recurrent Neural Network), LSTM(Long 

Short-Term Memory) 모델을 이용한 이기종 신호 분

류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또한, 제안하는 Zig-Zag 샘플

링 기법의 주파수 선택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성능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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