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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술 통신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 인지엔진 플랫폼 연구

Study on Cognitive Engine Platform Based on the Spectrum Sharing 
for the Military Tactical Communications

최 주 평․이 원 철*

Joo-Pyoung Choi․Won-Cheol Lee*

요  약

본 논문은 주파수 공동사용 체계를 기반으로 군 전술 통신망 환경에서 동적 스펙트럼 접속 실현이 가능한 인지엔진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군 전술 무선통신 체계는 동종 및 이종의 군 전술 무선통신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추가
주파수 확보 및 무기체계 무선망 간의 상호공존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추가
주파수 확보 방안으로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책 및 연구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동적 스펙트럼 접속(DSA: Dynamic Spectrum Access)을 위한 군 전술 무선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인 인지엔진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최신 트랜드 흐름을 고려하
여 향후 군 전술 무선통신에서 추가 주파수 확보 및 동적 스펙트럼 접속의 실현, 무기체계 무선망 간 상호공존이 가능한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인지엔진 플랫폼 구조에 대해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cognitive engine platform that enables dynamic spectrum access(DSA) based on a spectrum sharing system 
for the military tactical network environment. The current military tactical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is increasing need to secure 
a supplementary wireless spectrum to ensure that multiple wireless networks for different weapon systems co-exist, so that tactical wire-
less communication between the same or different systems can be operated effectively.

This paper examined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activities engaged by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on wireless spectrum 
sharing to secure more spectrum. It also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of cognitive engine development,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tactical wireless communication for DSA. In addition, based on the investigation performed into the latest trends, we propose a plat-
form structure for a cognitive engine based on a spectrum sharing method where more frequencies can be added for tactical radio com-
munication, so that DSA can be realized, and wireless networks of different weapon systems can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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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용량 무선 트래픽을 요구하는 5G 융복합 무선망으
로의 진화, 군 전술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다양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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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분야의 주파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추가 주파수 획득환경은 점차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총 무선 데이터 트래픽 총계에 따르면, 2015
년 7월 기준으로 국내 총 무선 트래픽 사용량은 163,080 
TB(TeraByte)에 이르며, 2012년 7월부터 매월 평균 93,686 
TB 정도의 트래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1]. 또한, 시스코의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
가 예측에서는 2014년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
가율이 2013년 대비 약 69 %가 증가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매월 2.5 EB(ExaBytes)에 해당하는 모바일
트래픽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2]. 군 주파수 수요 측면
에서도 기존의 음성 및 데이터 전송을 비롯하여 최근에

는 고해상도의영상전송과 금강/백두와 같은감시정찰신
호정보의 증가, 유도무기용 TDL(Tactical Data Link) 트래
픽 용량의 증가, ‘Kill Chain’ 개념 기반의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 Intelligence) 고도화
로 추가 주파수 자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의 군 주파수는 전체 국내 스펙트럼 대역의 25 %

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군 전술 무선통신 장비

(a) 1975년 미국의 주파수 분배도표
(a) United States radio spectrum frequency chart as of 1975

(b) 2011년 미국의 주파수 분배도표
(b) United States radio spectrum frequency chart as of 2011

그림 1. 주파수 수요급증에 따른 이용현황 변화[3]

Fig. 1. Change of usage pattern by the frequency demand[3].

그림 2. 군 주파수 수요량 추이
Fig. 2. Trends of the military frequency demand.
 
의 현대화 계획 및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합동작전의 네
트워크화, 무기체계의 무인, 로봇화로 인해 주파수 수요
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군 주파수 이용 환경 변화 측면에서도 군 작전개념이

장비 간, 전술체계 간상호연동성및 양립성을갖는 NCW 
(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군 주파수 사용연한이 10년
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향후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추가

주파수 확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4]. 이로 인해 추가
국방 주파수 획득 및 안정적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

급히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네트워크 중심 작전 및
무기체계 통신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지능적인 주파

수 획득 및 관리, 무기체계 무선망의 QoS(Quality of Ser-
vice) 유지가 가능한 주파수 운용기술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군 전술 무선통신의 원활한 운용

을 위해 군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해당 무선망의 신뢰

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군 전술

통신을 위한 인지엔진(cognitive engine) 플랫폼을 제안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을 비롯하여 군 전술 통신 및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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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였다. 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군 전술 통

신 인지엔진 플랫폼 구조, 가용 후보채널 선정기준을 소
개하였으며, Ⅳ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국내외 동향

2-1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미국은 2008년 TVWS(TV White Space) 서비스 도입을
위한 주파수 개방화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2010년 국가
광대역계획을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총 500 MHz 대역폭
크기의 신규 주파수 확보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5],[6]. 11
월에는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향후 10년간 총 1.5 GHz 대역폭 크기
에 해당하는 추가 신규 주파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보고

서를 발간한 바 있다[7].  
2012년 7월에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인

PCAST(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icence and Te-
chnology)가 오바마 대통령의 ‘무선 광대역 혁명의 추진’ 
의지에 부합하여 주파수 사용의 기본은 독점이 아닌 공

유라는 결론에 도달한 대통령 보고서를 제출하였다[8]. 본
보고서는 기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주파수 공동사용의 도

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2012년 9월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

표 1. PCAST 보고서 주요 내용
Table 1. Main contents of the PCAST report.

구분 주요 내용

목적
경제성장 원동력 제공을 위해 연방 주파수의 주

파수 공동사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주파수

회수/제배
치 문제점

국가광대역계획 달성을 위한 연방 주파수의 회

수 및 재배치는 주파수 이전 기간의 장기화, 천
문학적인 재배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해결방안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DB(Database) 기반 주파
수 관리 및 간섭회피 기술 활용 시 가용 주파수

가 현재의 1,000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
※ DB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 및 관리를 위한 신
규 연방 주파수 접속 시스템인 SAS 설치, 수
신기 관점에서의 간섭관리 방안 등을 제안

nications Commission)에서 3,550∼3,650 MHz 내 100 MHz 
대역폭 크기를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주파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 4월에는 3.5 
GHz 대역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신규 연방규칙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인 CFR Part 96을 발표
하였다[9]. 본 전파규칙에서는 지역별로 사용 중인 연방
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주파수 공동사용 허용조건을 DB
에 보관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 주파
수의 범위 및 서비스 지역, 채널 할당의 핵심역할을 수행
하는 SAS(Spectrum Access System) 구조를 소개하였다. 
SAS는 최상위의 공공 및 연방 사용자 접속계층인 ‘In-
cumbent Access(IA)’를 비롯하여 우선순위접속 사용자에
해당하는 ‘Priority Access(PA)’, 최하위 접속계층 사용자
인 ‘General Authorized Access(GAA)’로 구성된 총 3계층
의 주파수 공동사용 무선접속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SAS 기반의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로서 새로
운 개념의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를 정의
하였다. 

2014년 6월에는 NTIA와 FCC 공동으로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동적 주파수 공동사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Model City’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10],[11]. 본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은 3.5 GHz(3,550∼3,700 MHz)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에서 지자체 중심의 스마트 시티, 산업용 IoT(Internet 
of Things) 네트워크 구축 등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공
공분야 서비스 추진방안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07년에 복수의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여

다양한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WAPECS 
(Wireless Access Polic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

그림 3. SAS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 구조
Fig. 3. Spectrum sharing architecture based on spectrum acce-

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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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s) 전파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유럽 각국의 의견 불일
치로 중단된 바 있다

[12]. 이후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
전 유럽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의 사용범위 조정을 통한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추가 주파수 확보를 목표로 하

는 RSPP(Radio Spectrum Policy Program)을 발표하였다[13]. 
RSPP 프로그램에서는 유럽 각국의 주파수 규제기관들이
유럽 공통의 비면허 대역을 검토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통의 비면허 대역 검토방안을 제안하

였으며, 주파수 공동사용이 가능한 기존 및 신규 이용자
를 위해 인센티브 성격의 공유 이용권(shared right of use) 
도입을 권고하였다. 
최근에는 2.3 GHz 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최

우선 후보 대역으로 고려한 바 있으며, 상용망 간의 주파
수 공동사용 실현을 위한 LSA(Licensed Shared Access) 기
반의 정책 및 표준을 발표하였다[14]～[19]. LSA는 1차 면허
사용자에 대한 전파간섭 보호를 전제로 해당대역에서

LSA 사용 면허를 부여 받은 별도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
용자가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특정 서비스 운용을 가

능하게 하는 DB 기반의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을 의미
한다. 
국내에서는 2012년에 1차 모바일광개토플랜 발표를 시

작으로 2013년 12월에는 2차 모바일광개토플랜 2.0을 통
하여 2020년까지 650 MHz 이상의 대역폭 크기 확보방안
을 제시한바 있다[20],[21]. 이와는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에

그림 4. LSA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 구조
Fig. 4. Spectrum sharing architecture based on spectrum acce-

ss system.

표 2. 국내 주파수 공동사용 관련 개정법률(안)
Table 2. Proposed amendment for a domestic spectrum sha-

ring.

항목 주요 내용

제2조
제1항에
제4호의5

(정의)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

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3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 할당, 주파수
지정, 주파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

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

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
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
하여 고시한다.

※ (공통사항)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

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

여야 한다.

 

서는 주파수 공동사용 연구반 운영을 통하여 국내 전파

환경에 적합한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및 기술 도입방안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14년 2월에는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정립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전파법일부개정법

률(안)이 발표되었다[22]. 본 개정법률(안)은 주파수 공동사
용의 개념정립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
내 최초로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기

준을정할 수있도록신규법적 근거를 신설한것이다. 현
재는 전파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2-2 군 전술 통신 연구개발 현황

군은 임무 특성상 정보, 전자전 체계, 항공 및 함정 통
신장비, 전술 통신장비, 마이크로웨이브체계, 위성통신체
계, 항법장치, 레이더, 피아 식별기, 음향 탐지기, 수중통
신체계, 다중통신장비, 무선 호출기, 전자파 무기 등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표 3에서알수있듯이, 군에서는다양한통신망이존재

하므로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을 확보, 운용 중에 있으며, 
군 전술 통신망의 경우에는 VHF(Very High Frequency)와
UHF(Ultra High Frequency) 대역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대역은 민간에서도 방송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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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군 주파수 이용현황.
Table 3. Status of military frequency usage.

대역 주파수 범위 용도

HF 2～29 MHz 휴대용 HF 무전기

VHF
30～87.975 MHz 차량, 고정기지국, 항공, 

함정용 무전기

100～163 MHz 전술 통신망, 육해공 공지 통신망
230～290 MHz 전술 통신망, 이동단말

UHF
225～400 MHz 전술 통신망, 다중채널, ECCM
610～960 MHz 전술 통신망 육해공 공지통신망

1,350～1,850 MHz 피아식별 레이더

SHF
7.2～7.7 GHz 고정 마이크로웨이브 전략 통신망

7.2～8.2 GHz 위성망(무궁화 5호 위성)
EHF 4～100 GHz 추적 레이더(표적, 대공 등)

광대

역

3 MHz～8 GHz 탐지 레이더(지상, 함대, 항공기 등)
4～20 GHz 다기능 레이더(탐지, 추적 등)
1～10 GHz 영상 레이더(영상관측 및 획득)

난망, 이동통신 서비스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역으
로 향후 군 주파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군 전술 통신망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적의 재밍(Ja-

mming) 공격을 대비하여 미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ce)에서 개발한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DSSS,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및 주파수 도약(FH, Fre-
quency Hopping) 기능이 탑재된 Link-16 전술 통신망이 운
용되고 있다[23].

Link-16은 고정적인 H/W 플랫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

그림 5. Link-16 전술 통신망 운용체계
Fig. 5. Operating systems of the link-16 tactical network.

으며, non-IP 방식, 사전에 결정된사용자수 및 주파수 도
약패턴의 정의, 고정된 무선자원 할당만 가능하며, JTIDS 
(Joint Tactical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와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 또한, 재밍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개별
부 네트워크(Sub-net) 마다 별도의 주파수 도약 패턴을 가
진다.

Link-16 시스템은 non-IP 방식으로 인해 네트워크 기반
의 NCW 전장환경에서의 적용이 어려우며, 특히 사전에
정의된 고정적 무선자원 할당 방식으로 인해 고용량 데

이터 전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 무기체계

통신망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미국 DA-
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는
XG(neXt Generation) 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스펙트럼
센싱, 정책엔진 등으로 구성된 인지무선(CR, Cognitive 
Radio) 기술 기반의 동적 스펙트럼 접속(DSA, Dynamic 
Spectrum Access)이 가능한 군 전술통신망 개발을 추진하
였다[24]. 2006년에는 첫 번째 실 환경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좀 더 고도화 된 동적 스펙트럼 접속 기술
확보를 위한 WNaN(Wireless Network after Next) 프로그램
으로 변경되었다[25]. WNaN의 요구조건으로는 엄격한 정
책이 부여된 전술환경에서 군 전술 통신망의 적응이 가

능해야 하며, 동적 스펙트럼 접속 방식으로 동작해야 함
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비용 무선센서들과 연동될 수 있
는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야 하며, 개별 노드의 불량 발
생 시 전체 네트워크의 운용 불가 가능성을 상쇄하기 위

한 적응적인 네트워크 계층 형성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

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다채널 이용 및 MIMO(Multi- 
Input Multi-Output) 형태를 수용하며, 링크 outage 동안에
는 데이터 패킷 저장 기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2-1 인지엔진 연구개발 현황

군 전술 통신 환경에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동적 스

펙트럼 접속 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인지엔진(Cognitive 
Engine)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위성 및 항공, 해상
군 무선망들이 상호 간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TDL 
무선링크의 확대로 무선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군 전술통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동적 스펙트럼 접속과 민간 및 군에 대한 정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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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버지니아 공대의 인지엔진 구조
Fig. 6. Cognitive engine architecture proposed by Virginia Tech.
 
격을 준수하여 지역적, 시간적으로 유휴 주파수 확보 및
QoS(Quality of Service) 유지가 가능한 인지엔진 개발이
필수적이다. 
인지엔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개발 기관은 버지니아

공대가 있으며, 그림 6과 같이 크게 'Radio', 'Radio Inter-
face', 'User Interface', 'Cognitive System module'로 구성된
인지엔진 처리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23]. 
군 전술통신망을 고려할 경우, 그림 6의 인지엔진구조

에서 ‘Modeling system’ 내의 ‘Policy model’과 ‘User mo-
del’, 'Security'는 군 전술통신망 환경에서 적용되는 정책
및 사용자, 정보보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Resource monitor’는 군 전술 통신을 위한 무선기기의
주변 전파환경 정보를 제공하며, ‘Evolver’는 WSGA(Wi-
reless System Genetic Algorithms)에서 진행되는 진화 알고
리즘의 생성횟수, 통신변수로 취급될 수 있는 염색체 교
배(crossover) 비율, 돌연변이(mutation) 정도, 적합도(fit-
ness) 요소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ecision ma-
ker’는 ‘WSGA’를 위한 초기 설정 값 및 WSGA 수행을위
한 파라미터 및 목적함수 설정, 가중치 정보를 부여한다. 
‘Knowledge base’는 인지엔진에서 이용되는 공통의 전파
환경 변수 및 정책규정들을 정의하고 있다.

WSGA 모듈은 정책 및 주변 전파환경 변화요소가 반
영되어 군 전술 무선기기의 QoS 만족을 위해 최적 파라
미터 산출을 위한 진화 알고리즘 과정이 수행된다.
버지니아 공대에서 제안한 인지엔진과는 별도로 미국

그림 7. 정책기반 스펙트럼 접속제어 구조
Fig. 7. Policy based spectrum access control architecture.

 
DARAP XG 프로그램에서는 일종의 정책 기반 인지엔진
처리구조를 소개한 바 있다[26]. 본 정책기반 인지엔진 구
성요소는 크게 ‘Policy language’, ‘on-node policy compo-
nents’, ‘off-node policy components’로 이루어진 3가지 영
역으로 분류하였다.
동적 스펙트럼 접속 환경에서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전

파환경에 무선기기가 적응적으로 동작해야 하므로 다양

한 전파환경에 적합한 정책 내용들을 무선기기에 동적으

로 적용 가능해야 한다. 이에 DARPA에서는 정책 변경
시 S/W 코드의 컴파일을 위해 전원의 On/Off 없이 즉시
변경된 정책 내용 적용이 가능한 ‘Policy language’로서
CoRAL(Cognitive Policy Radio Language)을 개발하였다[27]. 
기존 C/C++ 언어를 비롯하여 JAVA의 경우에는 정책 변
경시 새롭게재컴파일을수행해야하며, 이로 인해무선
기기의 On/Off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코드 적용
체계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전파환경에서 정책 변경 시

운용에 있어 실 시간성이 보장될 수 없다. CoRAL의 경우
에는 정책 변경을 위해 단지 변경된 정책의 수정 내용만

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무선기기의 동작 중에도 재 컴파

일 과정 없이 정책변경이 가능하다. 
‘On-node policy components’는 로컬 정책에 대한 관리

및 원격 관리자로 부터의 지시에 응답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며, ‘policy manager’와 함께 전체 정책내용
및 무선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의 우선순

위 설정 및 추론, 유효한 정책으로의 구성 등을 수행하는
‘policy conformance reasoner', 하드웨어 제어 및 데이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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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운용전략 수립과 실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system 
strategy reasoner'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policy Data-
base’와 기존에 승인된 전송정보들을 기반으로 추론의 신
속성을 높이기 위한 ‘policy enforcer’로 구성된다.

‘off-node policy components’는 정책 관리자 및 분석자
에 의해 이용되는 요소이며, 원격으로 무선기기 내 정책
관리자 모듈 접속을 통하여 해당 무선기기에 대한 정책

및 운용 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 방안을 제공하는 정

책 관리자 콘솔과 정책보급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8월 15일에는 X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A-

RAP 주관의 동적 스펙트럼 접속 시스템에 대한 실 환경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본 실 환경 테스트에서는 총 6개의
실험노드를 구성하였으며, 각 노드는 2차 사용자 기반으
로 운용된다고 설정하였다[28],[29]. 또한, 본 테스트에서 사
용된 동적 스펙트럼 접속 시스템은 SSC(Shared Spectrum 
Company)가 제안한 그림 8의 동적 스펙트럼 접속 시스템
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본 동적 스펙트럼 접속 시스템
은 크게 ‘DSA Engine' 파트를 비롯하여 'Environmental 
Sensing', ‘Policy Module & Enforcer‘, 'Radio' 파트로 구성
되어 있다.

'DSA Engine'은 동적 스펙트럼 접속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가용채널 후보목록을 관리하는 ‘Sp-
ectrum Manager'와 여기서 추출된 가용채널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탐색 및 타 네트워크 무선기기 간 통신을 위한

주파수 선택 협상 과정을 수행한다.
전반적인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적 스펙트

그림 8. 동적 스펙트럼 접속 시작 모드에서의 처리과정도
Fig. 8. Flow of events in dynamic spectrum access cold start 

mode.

그림 9. Metacognitive 엔진 처리과정도
Fig. 9. Flow of events in metacognitive engine.
  

럼 접속 무선기기의 전원이 켜지게 되면, ‘Policy Module 
& Enforcer’가 ‘Policy Validation Agent’에 스펙트럼 접속
정책들을 로드하게 된다. 이어서 ‘Tuner/Detector Schedu-
ler'는 'Environmental Sensing'을 통하여 스펙트럼 센싱 값
들을 수집하게 된다. 다음운용 단계로 ‘Signal Classifier‘는
궁극적으로는 'Non-cooperative' 신호에 해당하는 1차 사용
자 신호와 동적스펙트럼 접속 신호에 해당하는 2차 사용
자 센싱 신호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가용채널에 대한 우
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센싱 값 및 정책정보가 재사

용 되며, 이를 통해서 선택된 가용채널 정보들은 'Rende-
zvous and Frequency Selection modules'로 전달된다. 최종
적으로는 이들 모듈을 통하여 얻은 가용채널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 영역 내에 존재하는 여타 동적 스

펙트럼 접속 기반의 다른 무선기기들과 통신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Metacognitive’ 엔진이라는 개념이 소개된 바

있으며[30],[31], 이는 기존에 소개된 다양한 인지엔진 및 알
고리즘 중 주변 전파환경의 채널상태와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 인지엔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최적의 서비스

를운용할 수있는방안을제시한바 있다. 하지만기존에
연구 중인 개별 인지엔진들의 계산량 및 복잡도 등을 고

려하였을 때, 상용화 측면에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 인지엔진

3-1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 군 전술통신 운용 시나

리오

본 논문은 육상에서의 군 전술 통신망 무선기기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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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군 전술 통신망 운용 시나리오
Fig. 10. Operating scenario of the military tactical commu-

nications.
 
적 스펙트럼 접속 운용을 위하여 그림 10의 군 전술 통신
운용 시나리오 환경을 고려한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 인

지엔진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림 10의 시나리오에서 군 전술 통신망 연계 무선기

기는 고정 또는 이동 형태의 차량에 탑재된 스펙트럼 관

리 센터와의 접속을 통하여 동적 스펙트럼 접속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군 전술 통신망 커버리지 영역 내에서의
스펙트럼 센싱은 개별 무선기기를 비롯하여 드론 및 별

도의 센싱 노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된다고 가정하였다. 
각각의 센싱 정보들은 주기적으로 스펙트럼 관리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통합 정책엔진 내 ‘Advanced Geolocation 
DB’의 로컬 REM(Radio Environment Map)에 저장되게

된다.
군 전술 통신망 연계 무선기기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개별 무선기기의 위치좌표 정보를 비롯하여, 사용자 및
기기 ID, 주변 전파환경에대한 센싱 정보 등이전달된다. 
만약 해당 무선기기의 이동으로 인해 사전에 정의된 군

전술 통신망 커버리지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동일 또

는 여타 스펙트럼 관리 센터와의 재 연결 과정을 통하여

신규 가용채널 및 무선자원 할당 과정을 재수행해야 한

다. 다음의 그림 11은본논문에서 제안하는군 전술통신
용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인지엔진 구조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 인지엔진

구조는 통합 정책엔진 내부에 위치하는 학습엔진을 포함

하여 총 4개의 세부엔진과 주파수 공동사용 선택모듈, 진

그림 11. 군 전술 통신망 적용가능 주파수 공동사용 기

반 인지엔진 구조도

Fig. 11. Proposed cognitive engine architecture based on sp-
ectrum sharing in the military tactical network.

 
화형 위치정보 기반 데이터베이스(Advanced Geolocation 
DB) 등으로 구성하였다.
통합 정책엔진은 ‘민간 Policy Repository’와 ‘군 Policy 

Repository’로 구성된 고정적 정책 저장소(Knowledge Re-
pository)로부터 상위레벨의 정책규약, 전파규칙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글로벌 REM, 로컬 REM, 캐쉬 로컬 REM
으로 구성된 진화형 위치정보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는 실제 주변 전파환경에 대한 스펙트럼 센싱 정보 및 해

외 다국적 전투 등 해당 지역 주파수 할당 정보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작전 통신망 구현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전

파환경 정보를 캐쉬 로컬 REM을 통하여 제공받게 된다. 
학습엔진은 주파수 공동사용 선택모듈로부터 제공되

는 공동사용 후보채널 목록 및 진화형 위치정보 기반 데

이터베이스에서 전달된 센싱 및 정책정보를 ‘Case Rea-
soning Repository’에 저장하게 되며, 정책 및 센싱 정보변
경 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
지평가엔진에서 지정된 가용채널 품질 평가기준에 따른

개별 파라미터의 최적 운용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다음의
표 4는 인지평가엔진에서 가용채널 품질 평가를 위해 본
논문에서 고려한 성능 평가항목을 나타내고 있다.
최적화 엔진은 인지평가엔진에서 산출된 가용채널 정

보 및 대역폭 크기, SINR 또는 INR 정보, 간섭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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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지 평가 엔진 성능 평가항목
Table 4. Performance metrics of cognitive evaluation engine.

계층구분 성능 평가항목

단일 무선기기

또는

네트워크 레벨

평가

․2차 사용자(Priority 사용자 또는 순수 군 통
신망 주파수 사용자) 통신용량(throughput)
․SINR(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 
또는 INR(Interference to Noise Ratio)
․주파수 공동사용 고려 통신비용(End user 
기준)
․무선링크 신뢰성(BER, FER 등으로 평가)
․* BER(Bit Error Rate), FER(Frame Error Rate)

․인지 평가 엔진 단계까지의 처리시간

․시․공간, 주파수 간섭확률(%)
․Priority 면허권 유무

등을 기반으로 개별 군 전술 통신망 무선기기의 요구

QoS에 따른 무선자원 재구성 및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요구 QoS 종류는 최소 전력사용, 고용량 영상전달, 
단순 음성 및 텍스트 정보 전달 등이 제시될 수 있으며, 
개별 요구 QoS에 따라 변조레벨 변경, OFDM 기반일 경
우부반송파별 개별전력할당, 유휴채널 존재 시채널결
합(Channel Aggregation 또는 Channel Bonding)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상기 무선자원 최적화를 위하여
유전자 알고리즘과 같은 진화 알고리즘, 게임이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최적화 엔진 내부의 진화 알고리즘에 대한 최적

화 수준 및 반복횟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통합 정책엔진

내부에 위치한 정책 업데이터의 타이머(timer)와 연동되
어 동작하게 된다.  

3-2 주파수 공동사용 후보채널 평가항목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 군 전술

통신망 인지엔진은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주파수 공동사용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파수 공동사용

DB와 연동될 수 있다. 그림 12는 군 전술 통신망에서 주
파수 공동사용 채널 적용을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군 전술 통신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동사용 후보채널 선

정체계를 나타내고 있다[32]. 

3-2-1 가용 대역폭 및 서비스 지역

그림 12. 주파수 공동사용 후보채널 선정 체계
Fig. 12. Selection of candidate channel for the spectrum shar-

ing.
 
주파수 공동사용 후보채널 선정평가 항목 중 군 전술

통신망 성능향상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

용 대역폭은 10 MHz 할당을 최소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
서 20 MHz 대역폭 할당에 대한 표준규격은 2×2 MIMO 
방식과 64 QAM의 변조기법이 고려된 3GPP release-10 이
상을 참조하였다. 만약 20 MHz 대역폭 크기 할당이 가능
하다면, 현재의 국내 상용 시스템을 기준으로 획득 가능
한 최대 데이터율은 150 Mbps 정도로 산정 가능하다.
서비스 지역 항목은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이 전국망

서비스 수준이 가능할 정도의 채널 할당이 가능할 경우

를 최고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2-2 배타적 이용

본 평가항목은 유럽의 LSA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 체
계에서 준 면허권자인 LSA 면허권자 관점에서의 배타적
이용정도를 가정하였다. 즉, LSA 면허권자에게 할당된

공동사용 채널에 대해 완전한 배타적 이용이 가능할 경

우 최고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배타적 사용 정도는 도
심 네트워크 혼잡지역 및 최대 트래픽 이용 시간대에서

의 공동사용 대역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별도의 세부 기

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

3-2-3 공동사용 계약 및 공동사용 면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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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한

경제성 확보정도에 따라 공동사용 계약기간의 가치를 산

정할 수 있다[33],[34]. 군 통신의 경우에는 안정적이며 중장
기적인 무기체계 통신망 운용 가능 여부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 특히 국내 전파법 개정으로 군 주파수 사용연한
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0년 이상 공동사용 채
널 사용이 가능한 ‘Priority 면허권’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를 최고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0년 이하의 공동사용
계약기간이 체결될 경우, 안정적인 무기체계 통신망 운용
기간 확보가 어려우므로 순차적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

로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3-2-4 주파수 공동사용 채널 변화정도

본 평가항목에서는 1차 사용자의 동적인 특성 변화 정
도와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처리과정의 복잡도, 해당
서비스 지역에 할당 된 주파수 공동사용의 면허 수를 고

려하였다. 즉,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의 최우선권자인 1차
사용자의 운영 유무가 시간 및 지역에 따라 동적으로 빈

표 5. 주파수 공동사용 후보채널 평가항목
Table 5. Assessment items for the spectrum sharing candi-

date channel.

평가항목 공동사용 대역 선정기준

가용 대역폭

및

서비스 지역

․(가용대역폭) 광대역폭 확보가능 여부, 상
하향 각각 100 MHz 이상 확보 시 최고점
부여

※ 무기체계별 TDL 요구용량 고려
․(서비스지역) 공동사용 서비스 가능지역이
제한적인지 여부. 전국망 이용 가능 시 최
고점 부여, 서비스 면적에 따라 배점 가감

배타적 이용

․(배타적 이용가능 정도) 공동사용 주파수

의 100% 배타적 이용 가능 시 최고점 부여
․네트워크 혼잡지역 사용가능 정도, 네트워
크 부하 피크시간 사용가능 정도에 따라

배점 가감

공동사용 계약

및 공동사용

면허권

․(계약기간, 면허권) 10년 이상은 최고점

부여, 5년～10년 및 5년 이하는 차등 부여
※ 면허권은 1차사용자면허가아닌 ‘Priority Li-

cense’에 해당
공동사용 채널

변화 정도

․1차 사용자의 동적특성 변화정도, 주파수
공동사용 면허 수 등

번하게 변화할 경우, ‘Priority 면허권자’는 지속적이며, 안
정적인 통신망 운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 다수의 ‘Priority 면허권자’가 존재할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소수의 가용채널 접속 집중현상이 발생

될수 있으며, 이로인해채널품질및 전체네트워크품질
이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5는 주파수 공동사용 후보채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종류 및 공동사용 선정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3-3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 인지엔진 플랫폼의 특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인지엔진

플랫폼은 기존 버지니아 공대 및 DARPA에서 제안된 인
지엔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과도한 계산량 및 처리 복잡

도, 스펙트럼 센싱 기술만을 이용한 주파수 공존 결과의
신뢰성 미흡, 추가 주파수 활용의 부족함을 보완한 새로
운 개념의 플랫폼 구조이다. 본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인지엔진 플랫폼 구조는 전술환경에서 존재 가능한 다양

한 센싱 기기의 통합적 연계를 통하여 주변 전파환경 정

보의 정확성 향상을 추구하였다. 또한, 기존 인지엔진에
는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주파수 공동사용 체계 및 민군

주파수 정책 DB와의 통합연계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민
군 주파수 공유체계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
술환경 운용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확한 REM 형성이 가
능하며, 주파수 공동사용 관리 DB와의 연동을 통하여 전
술환경에서의 추가 유휴 주파수 확보가 가능한 구조를

제안하였다. 특히 다국적 군으로 구성된 연합작전 수행환
경을 고려할 경우, 글로벌 REM 탑재로 인해 해당 작전지
역에서 운용 가능한 추가 주파수 확보 및 다국적 무기체

계 무선망간 상호 호환성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주파수 공동사용 관리 DB에서 제공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국내의경우, 추가 정책고려사항논의및 요소기
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TVWS(TV White 
Space), 용도자유대역(free band)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인지엔진 플랫폼에서의 정책

업데이터의 경우에는 과거 로컬 주파수 정책 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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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기적 갱신을 통한 최신의 주파수 정책 적용이 가능

하므로 무기체계 무선망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 업데이터 내 ‘Timer’를 통하여 최적화 엔
진 내에 탑재된 진화 알고리즘의 계산주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계산량으로 인한 무선기기의 동작지연

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지평가엔진 도입을 통하여 동종 및 이종망 간

더욱 신뢰성 있는 주파수 공유 및 공존 기준 확보가 가능

하며, 학습엔진을 통하여 작전환경에서의 고정적 무선 인
프라가 붕괴될 경우에도 ‘Case-Reasoning Repository’에 저
장된 과거 주파수 정책 추론 정보를 활용하여 일정 수준

의 주파수 공존 및 공유체계 확보와 더불어 주파수 공동

사용 면허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추가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군 작전 환경은 개별 군 전술 통신망들이 상호 연계되

어 운용되는 NCOE(Network Centric Operational Envi-
ronment)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군 전술 통신망
의 현대화 계획,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합동작전의 네트
워크화, 무기체계의 무인/로봇화로 인해 향후 군 주파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
존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만으로는 고용량 데이터 전

송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군 작전환경의 변화를 고

려할 때, 추가 군 주파수의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향후 군주파수의추가 확보를 위한 연계방

안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인지엔진 플랫폼 구조를

제안하였다. 주파수 공동사용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의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

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함과 동시에 신규 주파수 발굴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도
입시, 가용주파수자원을경제적으로빠른시간 내에확
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천문학적인 주파수
확보 비용 소모가 필요 없으므로 저비용의 군 주파수 활

용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은 주파수 공동사용 후보채널 선택방안을 통하

여 군 전술 통신 무선기기의 고품질 가용채널 확보와 함

께 개별 무선기기 간 상호공존 및 무선자원 최적화를 통

하여 요구 QoS 확보가 가능한 인지엔진 플랫폼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미국의 XG 및 WNaN 프로그램
연구개발 추진내용, 다양한 인지엔진 관련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최신 트랜드를 고려한 인지엔
진 플랫폼 구조와 운용체계를 제안하였다. 향후 인지엔진
플랫폼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무선기기의 이동성으로

인한 ‘Doppler Spread’ 영향, 작전환경의 지형특성 및 댁내
외 환경에 따른 ‘Delay Spread’ 및 'Multipath' 영향 등 통신
망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분석

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향후 통합 정책
엔진 내로컬및 캐쉬로컬 REM 저장 정보로 활용가능하
며, 학습엔진을통하여더욱 최적화된군 전술 통신망구
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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