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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ognitive radio (CR) 기술은 주파수 대역의 사용 현황을 인지하고 빈 주파수 대역을 활용함으로써 주파수 자원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CR 기술의 구현을 위해서는 스펙트럼을 신뢰성 있게 센싱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1차 사용
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다가오는 디지털 방송 시대에서는 digital TV (DTV) 신호대역에 대한 스펙트럼
센싱의 중요성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DTV 신호인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TSC) 신호의 pilot 성분을 이용하여 신호를 검출하는 스펙트럼 센싱 기법들의 성능을 비교・분석한다.
Ⅰ. 서 론

최근 정보통신 서비스의 늘어나는 정보의 양과 사용자의 고속화 요구
로 인하여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해지고 있다.
Cognitive radio (CR) 기술은 주파수 대역의 사용 현황을 인지하고 빈 주
파수 대역을 활용함으로써 주파수 자원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이다. CR 기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에 1차
사용자의 (primary user: PU)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신뢰성 있는 스펙트
럼 센싱이 요구된다 [1].
IEEE 802.22 wireless regional area network는 (WRAN) 지역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TV 방송 대역에서 CR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제안된 표준이다 [2].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됨에 따라 digital TV
(DTV) 신호 대역에 대한 활용도 및 스펙트럼 센싱의 중요성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방송은 8-level vestigial sideband (8-VSB) 변조를
이용한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TSC) 신호를 이용한
다. PU 신호인 ATSC 신호는 특정 주파수에 pilot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PU 신호를 센싱할 수 있다.
최근 [3]에서는 수신된 ATSC 신호를 fast fourier transform한 (FFT)
후의 pilot 성분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PU 신호를 센싱하는 기법과, pilot의
고정된 위치를 이용하여 신호를 센싱하는 기법을 제안하였고, [4]에서는
ATSC 신호의 pilot과 그 주변 신호 성분의 high order statistics의
(HOS) 특성을 이용하여 신호를 센싱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IEEE 802.22 WRAN 시스템을 위해 제안된 [3]과 [4]의 pilot 기반
ATSC 신호 스펙트럼 센싱 기법들의 성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동
일한 신호 및 채널 모형을 적용하여 각 기법의 검파 확률 성능을

그림 1. ATSC 신호의 스펙트럼 형태
(detection probability) 성능을 구하고, 이를 비교・분석한다.
Ⅱ. 시스템 모델

ATSC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에 pilot 신호를 더하고 8-VSB 변조과정을
거쳐 신호를 전송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를 8개의 신호 레벨인 {-7,
-5, -3, -1, 1, 3, 5, 7} 중 하나에 맵핑하여 총 823 개의 8-VSB 심볼을
형성하고, 4개의 심볼로 구성된 (+5, -5, -5, +5) 데이터 세그먼트 동기 신
호를 덧붙인다. 여기에 데이터 필드 동기 신호를 더한 후, dirct current
(DC) 레벨의 pilot 값인 1.25를 모든 심볼에 더하여 데이터 세그먼트를 생
성한다 [5].
그림 1에서는 ATSC 신호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ATSC 신호의 스펙트럼에는 pilot이 일정한 위치에 존재하고, 그 power
spectral density (PSD) 값이 신호의 다른 주파수 성분의 PSD에 비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ilot 기반 ATSC 신호 스펙트럼 센싱 기법들은 이
러한 pilot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수신기 구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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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수신 신호를 down-conversion하고, 저역 통과 필터 및 으로 나타나므로, pilot 주변의 신호 성분들을 이용하여 cumulant를 구하
analog-to-digital converter를 통과시킨다. 이후 FFT하여 신호를 주파수 고, 이를 이용하여 ATSC 신호를 센싱한다.
 에 대한,  차 moment 
 개의 샘플          
및  차 cumulant  은 다음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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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ilot 기반 ATSC 신호 스펙트럼 기법들의 수신기 구조
영역에서 나타낸 후 pilot의 특성을 이용하여 신호를 센싱한다.

    




  


 를 나타내며, FFT 출력의
여기서  는  의 평균으로서   

실수 및 허수 성분을 (1)과 (2)에 적용하여, FFT 출력의 실수 성분에 대한
 차 moment  ,  차 cumulant  를 얻고, FFT 출력의 허수 성분
에 대한 차 moment  ,  차 cumulant  를 얻는다. 본 논문에
본 절에서는 pilot 기반 ATSC 신호 스펙트럼 센싱을 위한 세 가지 기법 서는 [4]에서와 같이       의 HOS를 이용하여 다음 알고리즘에
에 대해 설명한다.
서와 같이 검정 통계량  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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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ilot 기반 ATSC 신호 스펙트럼 센싱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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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법 1 (Pilot Energy Sensing)

Pilot energy sensing 기법에서는 신호 전체의 에너지가 아닌 pilot 성
분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ATSC 신호를 센싱한다 [3]. ATSC 신호가 존재
할 경우 FFT 출력의 최대값은 pilot에 의해 나타나므로, FFT 출력 제곱
의 최대값을 구하고 (검정 통계량) 이를 문턱값과 비교한다. 검정 통계량
이 문턱값보다 큰 경우 ATSC 신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문턱값
보다 작은 경우는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수의 연속적
인 데이터 세그먼트를 수신하여 다수의 FFT 출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FFT 출력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그 최대값을 문턱값과 비교한다.

(1) Let P real = P imag = 0.5
(2) for n = 3 to 6
if cnreal < g m2real

Pilot location sensing 기법에서는 ATSC 신호에서 pilot의 위치가 고정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신호를 센싱한다 [3]. 구체적으로는 두 개 이
상의 연속적인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한 FFT 출력을 구하고, FFT 출력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위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ATSC 신호의 파일럿 위치
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FFT 출력의 최대값이 동일한 위치에서 나타나겠
지만,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값의 위치가 랜덤하게 나타나
는 것을 이용한 방법이다.  개의 연속적인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한 검정
통계량 D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첫 번째  /2개 신호의 FFT 출력 평균의 최대값의 샘플 인덱스

: 나머지 /2개 신호의 FFT 출력 평균의 최대값의 샘플 인덱스
D = ｜ -  ｜
이 경우 D가 문턱값 보다 작으면 ATSC 신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D
가 문턱값보다 크면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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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법 3 (Pilot Sensing Using High Order Statistics)

HOS를 이용하여 ATSC 신호를 센싱하는 기법은 평균이 0인 가우시안
확률 변수의 경우 2차 이상의 cumulant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FFT 출력으로부터 3차 이상의 cumulant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ATSC 신호를 센싱한다 [4]. 구체적으로는 신호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만 (AWGN) 존재함) 2차 이상의
cumulant가 0에 가까워지며, 그 차수가 높아질수록 그 경향이 더 뚜렷하
게 나타난다. 그러나 신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cumulant 가 0이 아닌 값

n/2

, then P real = P real - d

elseif cnreal ³ g m2real

n/2

, then P real = P real + d

end
if cnimag < g m2imag

n/2

, then P imag = P imag - d

elseif cnimag ³ g m2imag

3.2 기법 2 (Pilot Location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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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 then P imag = P imag + d

end
end
(3) P sig = a P real + b P imag

여기서 는 step 파라미터로서 본 논문에서는 [4]에서와 같이 0.125로 설
정하였고, 는 오경보 확률을 결정짓는 파라미터로서 오경보 확률 0.01에
대해서 는 1.05의 값을 가진다. 또한  와  는 weight 파라미터로서 각
각 0.9와 0.1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검정 통계량  를 0.5와 비교하
여  ≥  인 경우 ATSC 신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인 경우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sig

sig

sig

Ⅳ. 성능 분석

3장에서 소개한 세 가지 스펙트럼 센싱 기법들의 검파 확률 성능을 비
교하기 위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은 baseband에서 수행하
였고, 데이터는 8-VSB 방식으로 변조하였으며, 연속하는 두 데이터 세그
먼트를 이용하였고, 오경보 확률은 0.01로 설정하였으며, FFT 크기는
1024로 설정하였고, AWGN 채널 환경을 고려하였다.
그림 3은 신호 대 잡음비에 (signal to noise ratio: SNR) 따른 pilot 기
반 ATSC 신호 스펙트럼 센싱 기법들의 검파 확률 성능을 나타낸다. 여기
서 SNR은 ATSC 신호 샘플의 분산  를 잡음의 분산인  로 나눈
  로 정의된다. 그림으로부터 파일럿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법 1이 가
장 좋은 검파 확률 성능을 보이며, 기법 3의 검파 확률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ATSC 신호의 스펙트럼이 pilot 성분에서 최대값을 가지기 때문
에, FFT 이후 샘플 당 SNR이 (SNR per sample) 가장 높은 pilot 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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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이용하는 기법 1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 기법 2는 pilot 성분의
위치 정보를 (FFT 출력의 샘플 인덱스) 이용하였으나, FFT 출력 크기의
최대값 지점을 pilot의 위치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잡음에 의한 pilot 위치
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법 1과 기법 2는 pilot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였으나, 기법 3에서는 pilot 및 그 주위의 신호들로부터
통계량을 얻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검파 확률 성능을 보인
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pilot 기반 ATSC 신호 스펙트럼 센싱 기법들을 소개하
고 그 검파 확률 성능을 비교하였다. Pilot energy sensing 기법의 검파
확률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HOS 기반 센싱 기법이 가장 낮은 검파
확률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pilot의 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pilot 및 그 주위의 신호 성분들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보다 스펙트럼 센싱
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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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TSC 신호 스펙트럼 센싱 기법들의 검파 확률 성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