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電磁波學會誌 【電磁波技術】 第26卷 第3號 2015年 5月

37

창조 ICT R&D 동향

주파수 자원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계층적 간섭대응 핵심기술 개발

이원철․신요안․신오순․

김성륜*․정재학**․
김준수***․정찬형****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전파진흥협회

Ⅰ. 요  약

본고에서는 “주파수 자원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계층적
간섭대응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숭실대학교 인지무선통신연구소에 대하여 소개하고, 연구
소에 포함된 각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한다.

Ⅱ. 연구 그룹 소개

숭실대학교인지무선통신연구소(Institute of Cognitive Ratio 
Communication: ICRC, http://icrc.re.kr)는 향후 모든 사물이 네
트워크화 되는 융합 IT 사회, 시공간 제약 없이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이코노미, 하
이퍼 커넥티비티 사회로의 진화에 대응하고자 인지 라디오

(Cognitive Radio)와 같은 주파수 이용 효율화 기술을 비롯하
여 TV 화이트 스페이스(TV White Space: TVWS) 적용 기술
및 국내외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지 라
디오 기술 영역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적 연구소로 거듭 나

기 위해 정진 중에 있다.
본 연구소는 총 4개의 세부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파수 공유 관점에서 1차(primary) 사용자와 2차(secondary) 
사용자의 관계에 따른 주파수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반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림 1] 인지무선통신연구소 연구 전략도

제 1세부 연구팀은 1차 사용자와 2차 사용자 간 공유 및
간섭 관점에서 전파환경 분석 및 간섭대응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제 2세부 연구팀은 1차 사용자 간
공유 및 간섭 관점에서 셀룰러 환경에서의 간섭 제어 및 공

유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제 3세부 연
구팀은 2차사용자 간공유및간섭관점에서비면허 대역에
서의 2차 사용자공유기반기술 개발을목표로 연구가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 4세부 연구팀은 Next-주파수 정책
및 기술 상용화 방안 연구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Ⅲ. 참여 연구실 소개 및 연구 내용

3-1 통신 및 신호처리 연구실(숭실대 이원철)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통신 및 신호처리 연구

실에서는 TVWS에서 DTV와 같은 1차 사용자로의 간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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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위한 위치 기반 데이터베이스(Geo-location Database) 기
술과 센싱(sensing) 기술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과
제에서는 “전파환경 분석 및 간섭대응 기반기술 개발”에 참
여하고 있으며, 특히 전파환경 분석과 DB 정보 산정 및 전
송 최적 파라미터 결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3-2 통신 및 정보처리 연구실(숭실대 신요안)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통신 및 정보처리 연구

실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 Advanced를 비롯하
여 TV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지 라디오 기술, 그리고 위
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를 위한 무선측위 알고
리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인지무선통신연구
소의 일원으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2차 시스템 내에 존재하
는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기술과 압축

센싱(compressive sensing) 기반의 스펙트럼 센싱 기술에 대
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3-3 무선통신연구실(숭실대 신오순)

숭실대학교 무선통신연구실에서는 통신이론 및 통신 신

호처리 기술 연구 및이를 바탕으로한 무선 및이동통신 시

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무선통신연구실은
본 과제의 제 2세부 과제인 “셀룰러 환경에서의 간섭 제어
및 공유 기반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셀룰러 네
트워크환경에서효율적인단말간직접통신(Device-to-Device 
Communications: D2D)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다.

3-4 무선 자원 최적화 연구실(연세대 김성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무선 자원 최적화 연구실은

무선 통신망의 성능과 사용자의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해 유

한한 무선 통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그림 2] TVWS 전파환경 분석을 위한 실내 실험 환경

분석한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산․학계에서 주목 받는 사물
간(Machine-to-Machine : M2M) 통신 환경에서의 무선망 동
작 구조, 자원 할당 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5 무선이동통신 연구실(인하대 정재학)

인하대학교 무선이동통신연구실에서는 안정적이고 고품

질의 고속 이동통신을 위한 물리 계층에서의 무선 통신 기

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4G 이동통신 표준인 3GPP 
LTE 및 LTE-Advanced 응용 기술과 5G 후보 기술 연구에 중
점을 두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 내에서
네트워크 용량 향상을 위한 셀 간 간섭 관리 기술과 massive 
MIMO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6 응용통신공학 연구실(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준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응용통신공학 연구실은 이동통신 시

스템을 위한 무선 자원 기법(Radio Resource Management)과
다양한무선통신기술을연구한다. 본과제에서는 3GPP LTE/ 
LTE-A 시스템의 성능 분석 및 자원관리 기법 연구, 인지 무
선 및 협력 통신 기술 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7 한국전파진흥협회 기술지원부(한국전파진흥협회 정

찬형)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내 전파 산업 진흥이라는 설립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파국제회의 개최 지원과 전파방송 관

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숭실대, 인하대, 연세대, 
산업기술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본 연구과제를 담당

하고 있는 기술지원부(팀장: 정찬형 부장)는 국내외에서 진

[그림 3] Massive MIMO 기술 성능검증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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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는 최신 주파수 관련 기술 정책 조사․분석과 함

께 관련정보를 공동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Ⅳ. 연구 목표 및 계획

인지무선통신연구소 그룹에서는 “주파수 자원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계층적 간섭대응 핵심 기술 개발” 연구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1차 사용자와 2차 사용자의 관계에 따른 주
파수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술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

며, 최종 목표인 사용자 중심 다중모드 무선통신 시스템 개
발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월 연구 그룹 참여 연구원이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연구 교류
와 세부 연구간 기술 연계 방안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그림 4] 매월 연구교류와 연계 방안 연구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진행 중인 인

지무선통신연구소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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