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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Restless Multi-armed Bandit을  

이용한 인지 무선 시스템에서의  

부 사용자 채널 할당 알고리즘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 

이 혁 

 

본 논문에서는, 최근 주파수 대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인지 무선 (Cognitive Radio) 시스템에서, 부 

사용자들에게 비어 있는 채널을 선택하여 할당시켜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문제는 기계 학습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이론인 Multi-armed 

Bandit (MAB) 문제를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MAB는 여러 개의 

레버를 가진 슬롯머신이라는 뜻으로, 여러 개의 레버 중 보상(reward)

를 얻을 확률이 가장 높은 레버를 경험적으로 찾아나가면서 얻어진 

총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보통의 인지 무선 시스템의 채널 특성은 상태가 2개인 Markov 

chain으로 잘 모델링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가정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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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기존의 알고리즘들과 성능을 비교한

다. 

 

주요어 :  인지 무선 시스템, Multi-armed Bandit, 

 

학 번 :  201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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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무선 

통신 단말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무선 주파수 자원의 

가치가 점점 폭등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이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높은 전송률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등장으로 인해 주파수 자원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미 무선 통신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들은 

포화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이러한 주파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들의 

주파수 자원 할당 기관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순한 주파수 

자원 할당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의 주파수 할당 방식은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 각 대역 별로 고정된 사용자들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각 사용자들이 항상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파수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실제로 FC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주파수자원의 이용 

효율은 겨우 3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1]. 따라서 시간에 따라 

주파수 자원을 유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1999년 J.Mitola가 제안한 인지 

무선(Cognitive Radio) 시스템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2]. 

인지 무선 시스템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채널을 선정하여 주파수 대역을 옮겨가며 통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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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말한다. 원래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용자를 주 사용자,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부 사용자라고 지칭한다. 인지 무선 시스템은 해당 대역이 현재 

점유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스펙트럼 센싱(spectrum sensing) 

기술과 해당 채널을 관측하여 채널의 여러 가지 환경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을 지속적으로 추정해나가는 학습 알고리즘(Learning 

Algorithm)이 합쳐진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센싱이 완벽할 때를 가정하여, 사전 정보 없이 센싱의 

결과를 통해 채널의 성능을 추정하고 여러 명의 부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비어 있는 채널을 할당하는 부 사용자 채널 할당 

알고리즘에 대해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 무선 시스템에서의 부 사용자에게 채널을 

할당하는 알고리즘을 Multi-armed Bandit (MAB)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연구된 MAB에 관련된 이론들과 

제안된 알고리즘들은 인지 무선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MAB 알고리즘을 인지 무선 시스템에 

적용시킬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지 무선 시스템의 채널 특성이 

시간의 변화에 대해 종속적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MAB 

이론들은 수학적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시간에 변화에 따라 I.I.D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하여, 시간이 변해도 항상 같은 확률적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는데, 인지 무선 시스템에서의 주 사용자들의 특성은 시간에 

따라 종속적인 확률 분포들로 나타내는 것이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변수들의 특성을 상태가 2개인 Markov chain으로 

모델링하고, 기존의 MAB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Markov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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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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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인지 무선 (Cognitive Radio) 시스템 

 

 

이번 장에서는, 인지 무선 시스템에서 주 사용자가 채널을 

점유하는 방식의 확률적인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부 사용자에게 

채널을 할당해주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문제화한다. 

 

2.1. 주 사용자의 채널 점유 방식 

 

본 논문에서는 한 명의 중앙 관리자가 𝑀 명의 부 사용자에게 

𝑁개의 채널 중 한 개씩을 시간당 하나씩 할당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할 것이다. 각 채널들은 해당 주 사용자들에게 점유되어있는 

경우와 주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어서 부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경우의 두 가지의 상태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수학적인 

분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 사용자들의 행동의 확률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이 점유되는 특성을 확률 과정(Random 

process)로 모델링하는데, 가장 간단한 확률 과정은 I.I.D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한 확률 분포를 가지는 확률 

과정으로, 이는 확률 과정을 어떤 시간에 관찰해도 동일한 분포를 

가지며, 모든 샘플들은 시간에 대해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 I.I.D한 확률 과정은 인지 무선 시스템의 채널을 

모델링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어떤 주 사용자가 현재 채널을 

점유하고 있다면, 잠시 후의 시간에도 점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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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고, 현재 채널이 비어있다면, 잠시 후에도 비어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는 시간 간격(샘플링 간격)을 작게 하면 

할수록 타당한 가정이다. 하지만 I.I.D한 확률과정은 시간에 대해 

독립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종속적인 특성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번 절에서는 채널 점유를 나타내는 확률 과정을 

상태가 2개인 Markov chain으로 모델링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각 주 사용자들은 채널을 점유하고 채널을 비우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한 번 채널을 점유하는 동안의 시간과 한 번 채널을 

비우는 시간이 모두 지수(exponential) 확률변수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대기 이론(Queueing Theory)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타당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수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함수는 𝑓(𝑡) = 𝜆𝑒−𝜆𝑡 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므로 하나의 

매개변수(parameter)가 𝜆에 의해 정의된다. 즉 하나의 채널은 채널을 

점유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𝜆𝑏𝑢𝑠𝑦와 채널을 비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𝜆𝑖𝑑𝑙𝑒의 두 개의 매개변수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시간을 이산적인 시간 슬롯(time slot)으로 나타내기 위해, 

𝑇𝑠의 간격으로 샘플링한다. 샘플링 빈도를 충분히 높게 하여 𝑇𝑠가 

앞서 정의했던 두 개의 지수 확률변수들보다 훨씬 작아져서 𝑇𝑠 시간 

내에 채널의 점유와 비워짐 사이의 상태 변환이 두 번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가정하자. 한 개의 시간 슬롯은 채널이 점유되어있거나 

비워져 있는 두 개의 상태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채널이 

비워져 있는 경우를 1, 채널이 점유되어있는 경우를 0에 사상시키면, 

한 개의 채널은 확률 과정(Random process) 𝑋(𝑛)으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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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다. 

𝑋(𝑛) = {
1,      𝑐ℎ𝑎𝑛𝑛𝑒𝑙 𝑖𝑠 𝑖𝑑𝑙𝑒 𝑎𝑡 𝑡 =  (𝑛 − 1)𝑇𝑠   

0,      𝑐ℎ𝑎𝑛𝑛𝑒𝑙 𝑖𝑠 𝑏𝑢𝑠𝑦 𝑎𝑡 𝑡 = (𝑛 − 1)𝑇𝑠
,        n = 1,2, … 

지수 확률변수의 망각 속성(memoryless property)에 의해, 𝑋(𝑛)은 

상태가 2개인 Markov chain이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𝑋(𝑛) = 1일 때, 

(𝑛 − 1)𝑡가 속한 구간(채널이 비어있는 구간)의 시작시간을 𝑡0 , 해당 

구간의 지속시간을 나타내는 확률변수를 𝑇 라고 하자. 위에서 

가정했듯이, 𝑇는 확률 밀도함수가 𝑓(𝑡) = 𝜆𝑖𝑑𝑙𝑒𝑒−𝜆𝑖𝑑𝑙𝑒𝑡인 지수 확률 

분포를 따른다. 이 때, 𝑋(𝑛) = 1일 때 그 다음 슬롯에서도 채널이 

점유되지 않아 𝑋(𝑛 + 1) = 1일 확률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p11 = Pr[𝑋(𝑛) = 1|𝑋(𝑛) = 1]                                                                             

= Pr[𝑇 > (𝑛𝑇𝑠 − 𝑡0)|𝑇 > ((𝑛 − 1)𝑇𝑠 − 𝑡0)]                                    

=
Pr[T > (𝑛𝑇𝑠 − 𝑡0)]]

Pr[T > ((𝑛 − 1)𝑇𝑠 − 𝑡0)]]
=

∫ 𝜆𝑖𝑑𝑙𝑒𝑒−𝜆𝑖𝑑𝑙𝑒𝑡𝑑𝑡
∞

𝑛𝑇𝑠−𝑡0

∫ 𝜆𝑖𝑑𝑙𝑒𝑒−𝜆𝑖𝑑𝑙𝑒𝑡𝑑𝑡
∞

(𝑛−1)𝑇𝑠−𝑡0

            

=
𝑒−𝜆𝑖𝑑𝑙𝑒{𝑛𝑇𝑠−𝑡0}

𝑒−𝜆𝑖𝑑𝑙𝑒{(𝑛−1)𝑇𝑠−𝑡0}
= 𝑒−𝜆𝑖𝑑𝑙𝑒𝑇𝑠 ≅ 1 − 𝜆𝑖𝑑𝑙𝑒𝑇𝑠      (∵  𝜆𝑖𝑑𝑙𝑒 ≪ 1) 

 

비슷한 식으로, 구하면 𝑋(𝑛)의 상태 천이 행렬이 아래와 같음을 

쉽게 보일 수 있다. 

 

[
𝑝00 𝑝01

𝑝10 𝑝11
] = [

1 − 𝜆𝑏𝑢𝑠𝑦𝑇𝑠 𝜆𝑏𝑢𝑠𝑦𝑇𝑠

𝜆𝑖𝑑𝑙𝑒𝑇𝑠 1 − 𝜆𝑖𝑑𝑙𝑒𝑇𝑠
]      (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샘플링 간격 𝑇𝑠를 조절함으로써 상태 천이 

확률을 충분히 작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𝑇𝑠가 충분히 작다면, 

어떤 𝜆𝑖𝑑𝑙𝑒과 𝜆𝑏𝑢𝑠𝑦값에 대해서든, 이전 상태가 0일 때 1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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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𝑝01보다 이전 상태가 1일 때 1이 나올 확률 𝑝11이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관찰했을 

때, 평균적으로 1이 관찰될 확률인 정체 확률(stationary probability) 

𝜋1은 아래의 (2)와 같이 구해지므로,  

 

𝜋1 =
𝑝01

𝑝01+𝑝10
=

𝜆𝑏𝑢𝑠𝑦

𝜆𝑖𝑑𝑙𝑒+ 𝜆𝑏𝑢𝑠𝑦
                  (2) 

 

𝜋1은 𝑇𝑠에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의 상태 천이도(State Transition Diagram)에서 볼 수 있듯이 

𝑖번째 채널의 상태 천이 확률을 𝑝01,𝑖 , 𝑝10,𝑖라 하고, 𝑖번째 채널의 

정체 확률을 π1,𝑖라고 한다면, 𝑇𝑠를 조절함으로써 모든 𝑖 = 1,2, … 𝑁에 

대해  

 

𝑝01,𝑖1
< π1,𝑖2

< 𝑝11,𝑖3
,     𝑖1, 𝑖2, 𝑖3 ∈ {1,2, … , 𝑁}          (3) 

 

이 만족시키게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장에서 제안될 

알고리즘과 5장에서 할 모의 실험은 모두 위의 사실을 가정하고 

진행될 것이다. 

 

그림 2-1. 2-state Markov chain의 상태 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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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 사용자에 대한 채널 할당 

 

앞 절에서는, 인지 무선 시스템에서의 주 사용자의 채널 점유가 

아래와 같은 이산 확률 과정 𝑋(𝑡)로 모델링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𝑋(𝑡) = {
1, 𝑐ℎ𝑎𝑛𝑛𝑒𝑙 𝑖𝑠 𝑖𝑑𝑙𝑒 𝑎𝑡 𝑡
0, 𝑐ℎ𝑎𝑛𝑛𝑒𝑙 𝑖𝑠 𝑏𝑢𝑠𝑦 𝑎𝑡 𝑡 

,      𝑡 = 1,2, … 

 

또한, 앞 절에서 확률 과정 𝑋(𝑡)가 상태가 2개인 Markov chain으로 

가정할 수 있음도 밝혔다. 총 𝑁개의 채널을 고려하자. 각 채널은 한 

명 씩의 주 사용자에게 점유되어 있거나 비어있을 수 있다. 𝑖번째 

채널의 특성은 𝑋𝑖(𝑡)로 모델링되고, 이 확률 과정 𝑋𝑖(𝑡)는 그림 2-1과 

같이 2개의 파라미터 𝑝01,𝑖1
과 𝑝10,𝑖1

의 상태 천이확률로 특정지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𝑀(1 ≤ 𝑀 ≤ 𝑁)명의 부 사용자가 있을 때, 중앙 

관리자는 비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채널을 시간 별로 각 

사용자당 한 개 씩의 채널을 할당해주어야 한다. 채널을 할당해 준 

후, 𝑖번째 채널을 할당받은 부 사용자는 𝑋𝑖(𝑡) = 1이라서 채널이 

비어있어 사용 가능했는지, 아니면 𝑋𝑖(𝑡) = 0 이어서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중앙 관리자에게 궤환시키고, 중앙 

관리자는 이 정보를 통해 𝑖번째 채널의 성능을 추정한다. 이 것이 

부 사용자 채널 할당 알고리즘의 요점이다. 

여기서, 중앙 관리자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무조건 

성능이 좋은 채널만을 할당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은 채널은 점점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서, 성능이 좋지 않은 

채널의 정보는 점점 부정확해진다. 이렇게 되면 좋은 성능의 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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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일시적으로 안 좋은 성능을 보였을 때, 덜 좋은 성능의 

채널을 제일 좋은 채널이라고 착각할 위험성이 생긴다. 그래서 중앙 

관리자는 적절하게 성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측된 횟수가 

작은 채널도 부 사용자에게 할당해 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만큼 성능이 좋은 채널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Multi-armed Bandit (MAB) 이론은 이런 식의 

딜레마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수학적인 도구이다. 하지만, 

기존의 MAB 알고리즘은 보통 채널의 특성이 Markov의 경우가 

아닌, 시간에 대해 I.I.D한 경우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어 있다[3]-[5]. 

채널 특성이 Markov chain과 같이 시간에 독립적이지 않은 성질을 

보이는 경우의 알고리즘은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인지 무선 시스템에 MAB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Markov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 MAB 

이론을 통해 부 사용자 채널 할당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는 다음 3장에서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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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ulti-armed Bandit (MAB) 

 

3.1. MAB 문제 

 

본 논문에서는,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잘 알려진 

문제인 Multi-armed Bandit (이하 MAB) 문제를 이용하여 인지 무선 

시스템의 부 사용자 할당 알고리즘을 모델링 한다. MAB는 

레버(arm)가 여러 개 달린 슬롯머신(bandit)이라는 뜻으로, 

카지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슬롯머신에서 그 어원을 가진다. 각 

레버들을 당길 때 마다 확률적으로 매 번 보상(reward)이 주어지고, 

각 레버들의 보상의 확률 분포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어떠한 규칙 또는 전략(policy)으로 레버들을 

당겨나가야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MAB 문제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MAB 

policy 혹은 MAB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MAB 문제는 탐험(exploration)과 이용(exploitation)의 두 전략의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탐험은 각 레버들의 확률적 분포를 

학습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레버를 다양하게 당겨보는 것을 뜻하고, 

이용은 현재까지 학습한 정보들을 토대로 가장 보상이 클 것 같은 

레버를 찾아 당기는 것을 뜻한다. 이 두 전략은 상충관계(trade-off)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탐험을 계속하다 보면 그만큼 좋은 레버를 

당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버리고, 이용에 무리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그만큼 레버들의 확률적인 추정이 부정확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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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레버를 좋은 레버로 착각하고 사용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훌륭한 MAB policy는 이 

탐험과 이용의 두 전략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MAB 문제를 이용하여 2장에서 설명한 부 사용자 알고리즘을 

훌륭히 모델링 할 수 있다. 부 사용자가 채널에 접속하는 행위는 

MAB의 사용자가 레버를 당기는 것으로 표현되고, 주 사용자가 

채널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주어지는 보상이 0이고, 채널이 비어 

있어서 사용 가능할 때는 보상이 1이 주어지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용자가 얻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MAB policy를 사용하여 

채널을 선택하게 되면 부 사용자의 throughput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채널의 성능 등을 이용하여 채널을 선택했을 때의 

보상을 0과 1뿐만이 아닌 연속적인 확률변수로 정의하여 MAB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나, 본 논문에서는 채널이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2개의 state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2. MAB의 분류 

 

MAB를 아래의 네 가지 기준을 이용해 분류해 보았다. 

 

(1) 사용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의 여부 

 

각 사용자가 한 개씩의 레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자의 수는 곧 한 시간(timeslot)에 선택하여 작동시킬 레버의 

수가 된다. 한 개씩 사용하는 경우를 MAB with single play, 여러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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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선택하는 경우를 MAB with multiple plays라고 이름 붙인다. 

 

(2) 여러 명의 사용자들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의 여부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각 사용자들 간의 정보 교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분류가 가능하다. 정보 교환이 있는 

경우를 centralized MAB라 하고, 정보 교환이 없이 각 사용자들이 

독립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decentralized MAB라고 한다.  

정보 교환이 불가능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레버를 당기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돌이 있는 

경우, 치명적인 문제는 충돌이 일어나서 보상을 얻지 못했을 때, 

보상을 얻지 못한 이유가 해당 레버가 성능이 나빠서인지 충돌이 

일어나서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탐험을 해도 해당 레버의 

보상의 확률 분포를 정확히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보통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decentralized policy를 연구할 때는 

보통 사용자들이 충돌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레버를 선택하는 순서에 대한 

사전의 약속이 있어서 알고리즘이 매우 단순하고 성능도 좋지 않다. 

 

(3) 각 레버의 보상의 확률분포의 종류에 따른 분류 

 

MAB 문제에서의 각 레버의 보상은 시간에 따른 확률 

과정(random process)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𝑋(𝑡)가 어떤 레버의 

시간 𝑡 에서의 보상을 나타내는 확률변수라고 했을 때, 𝑋(𝑡) 가 

시간에 따라 독립적인지, 아니면 이전 시간의 보상이 다음 시간의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MAB 분석 방법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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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MAB에 관한 연구들은 𝑋(𝑡) 가 I.I.D인 경우([3]-[5])와 

Markov인 경우([6]-[9])의 크게 두 가지에 대해 다룬다. I.I.D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한 경우는 보상 𝑋(𝑡)가 시간에 

따라 독립적이고 각 확률분포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Markov인 경우는 𝑋(𝑡)가 직전 시간의 보상 𝑋(𝑡 − 1)에만 

종속적인 Markov chain으로 모델링 되는 경우를 뜻한다. 

Markov 보상 모델의 경우는 해당 레버가 당겨졌을 때만 state가 

천이될 수 있는 rested MAB의 경우와 레버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state가 항상 변할 수 있는 restless MAB의 경우로 또 한번 

분류될 수 있다. CR의 경우에는 부 사용자가 채널을 관측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주 사용자가 채널의 사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restless 

MAB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4) 각 레버의 확률 분포가 알려져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 

 

각 레버들의 보상을 나타내는 확률과정 𝑋(𝑡)가 사전에 완전히 

알려져 있는 경우를 Bayesian MAB, 𝑋(𝑡)의 형태만 알려졌을 뿐 해당 

분포의 파라미터들은 알려져 있지 않아 추정해나가야 하는 경우를 

non-Bayesian MAB라고 한다. 

앞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MAB 문제는 보상의 확률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은 레버들의 확률적 특성을 추정해나가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는 I.I.D한 보상을 

가지는 MAB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보상이 I.I.D한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레버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을 경우, 보상의 

기대값이 가장 높은 레버를 계속 당기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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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되기 때문에, 확률 분포가 알려진 상태에서 MAB 문제를 

푸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Markov 보상 모델의 

경우에는 확률적인 분포가 알려졌다고 해도 최적의 전략을 찾기가 

힘들다. 실제로 일반적인 Markov 보상 모델의 restless MAB의 경우 

Bayesian인 경우에도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이 P-SPACE hard하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10]. Restless MAB의 Bayesian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는 3.4.1절에서 다룬다. 

또한 MAB의 Bayesian 알고리즘들은 같은 조건의 Non-Bayesian 

알고리즘의 비교 대상으로써 의미가 있다. 파라미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추정했는지의 여부를 이미 파라미터를 아는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다. 후에 설명할 MAB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성능 판단 지표인 Regret도 Bayesian 알고리즘을 썼을 때와 non-

Bayesian 알고리즘을 썼을 때의 얻는 보상의 차이를 통해 정의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의 기준들에 따라 분류해 보았을 때,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며, 각 사용자들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 경우의 MAB를 다룰 것이다. 이는 한 명의 중앙관리자가 

여러 명의 부 사용자들로부터 채널 관측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 

시간에 사용할 채널을 할당해주는 것과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2장에서 다뤘듯이, CR의 시스템 모델에 적합하도록 state가 

2개인 Markov chain으로 보상의 확률적 분포가 모델링 되는 non-

Bayesian restless MAB를 다룰 것이다. 

 

3.3. I.I.D 보상 모델 



15 

 

 

3.3.1. MAB의 수학적 모델링 

 

총 𝑁개의 레버가 존재하며, 한 시간에 𝑀(1 ≤ 𝑀 ≤ 𝑁)개의 레버를 

당기는 MAB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𝑖번째 레버를 시간 𝑡에 

동작시켰을 때 주어지는 보상을 확률과정 𝑋𝑖(𝑡) (𝑖 = 1, 2, … , 𝑁) 로 

정의한다. I.I.D한 보상을 갖는 MAB의 경우 이 𝑋𝑖(𝑡)는 시간에 대해 

모두 독립적인 확률분포를 가지며, 각 확률 분포는 시간에 따라 

모두 동일하다. 그 확률 분포를 𝑓(𝑥; 𝜃𝑖)라 정의한다. 여기서 𝜃𝑖는 

해당 확률 분포의 매개변수(parameter)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상이 

값이 0(채널 차있음) 또는 1(채널 비어있음)만을 가지는 경우만을 

고려하므로, 𝑋𝑖(𝑡) 는 모든 시간에 대해 I.I.D한 Bernoulli 

확률변수이며, 𝑓(𝑥; 𝜃𝑖)는 그 확률 질량 함수가 되고,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𝑓(𝑥; 𝜃𝑖) = {
𝜃𝑖,          𝑥 = 1
1 − 𝜃𝑖,   𝑥 = 0

                  (4) 

 

𝑇𝑖(𝑡)를 𝑡시간까지 𝑖번째 레버가 당겨진 총 횟수라고 정의하고, 

𝑌𝑖(𝑛)를 𝑖번째 레버가 𝑛번 째 작동되었을 때의 보상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𝑡시간까지 얻어진 총 보상 𝑆(𝑡)를 아래의 (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𝑆(𝑡) =  ∑ ∑ 𝑌𝑖(𝑛)𝑇𝑖(𝑡)
𝑛=1

𝑁
𝑖=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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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대로, MAB 문제의 목적은 총 보상 𝑆(𝑡)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3.2절의 (4)에서 말한 대로, I.I.D한 보상을 가지는 MAB의 

경우, 각 레버들의 확률적 특성이 알려져 있다면 가장 보상의 

기대값이 높은 𝑀개의 레버만을 계속 당기는 것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MAB 알고리즘의 특성 중 일관성(consistent)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3.1 

모든 parameter set Θ =  {𝜃1, 𝜃2, … , 𝜃𝑁} 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MAB policy를 consistent하다고 정의한다. 

 

lim𝑡→∞ 𝑡−1𝐸[𝑆(𝑡)] = ∑ 𝜃𝜎(𝑖)
𝑀
𝑖=1                (6) 

 

여기서,σ는 레버의 인덱스들의 permutation으로,  

 

{𝜎(1), 𝜎(2), … , 𝜎(𝑁)} = {1,2, … , 𝑁},      (𝜃𝜎(1) > ⋯ > 𝜃𝜎(𝑁))    (7) 

 

로 정의된다. 위 식의 우변은 레버를 성능이 좋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좋은 𝑀개의 레버들의 보상의 평균값들의 합을 

뜻한다.  

즉, consistent한 알고리즘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결국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𝑀 개의 레버들만을 뽑는 전략과 같은 성능을 낸다는 

뜻이며, 그 𝑀 개 이외의 레버를 뽑는 “실수”의 빈도가 점점 

줄어든다(실수의 수가 선형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수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Regret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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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Regret의 정의와 Regret의 Lower Bound 

 

Regret 𝑅(𝑡)는 MAB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로 최적의 알고리즘과 

해당 알고리즘의 시간 𝑡까지 얻은 총 보상의 차이로 정의된다.  

 

𝑅(𝑡) = 𝑡 ∑ 𝜃𝜎(𝑖)
𝑀
𝑖=1 − 𝐸[𝑆(𝑡)]                (8) 

 

위 식의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최적(Bayesian)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의 얻는 보상의 총합의 기대값이고, 두 번째 항은 해당 MAB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의 보상의 총합의 기대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Regret은 항상 시간이 감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MAB 

알고리즘의 성능은 regret의 증가하는 order에 나타나게 된다. 앞 

절에서 정의했던 consistent한 알고리즘은 𝑅(𝑡) = 𝑜(𝑡) 로 선형보다 

느린 order로 증가하는 regret을 가질 것이다. 

1985년 Lai 와 Robbins는 𝑀 = 1인 경우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모든 I.I.D 보상을 갖는MAB 알고리즘들은 regret이 𝑙𝑜𝑔 (𝑡)의 

order보다 빠르게 증가하게 됨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으며([3]), 

1987년 V. Anantharam이 이를 𝑀 ≥ 2인 경우로 확장시켰다[4]. 이는 

다음 정리 3.1로 나타낼 수 있다. 

 

정리 3.1 

Kullback-Liebler number 𝐼(𝜃1, 𝜃2)와 평균값 𝜇(𝜃)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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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될 때, 

 

𝐼(𝜃1, 𝜃2) ≡ ∫ log [
𝑓(𝑥;𝜃1)

𝑓(𝑥;𝜃2)
] 𝑓(𝑥; 𝜃1)𝑑𝑥

∞

−∞
           (9) 

𝜇(𝜃) = ∫ 𝑥𝑓(𝑥; 𝜃)𝑑𝑥
∞

−∞
                 (10) 

 

다음 (i), (ii), (iii)의 세 조건이 만족된다고 가정하자. 

(i)  λ > θ인 경우, 0 < 𝐼(𝜃, 𝜆) < ∞이다. 

(ii) 고정된 𝜃에 대해, 𝐼(𝜃, 𝜆)는 𝜆 > 𝜃에 대해 연속이다. 

(iii) 모든 가능한 parameter 𝜆와 실수 𝛿 > 0에 대해서, 𝜇(𝜆) <

𝜇(𝜆′) < 𝜇(𝜆) + 𝛿를 만족하는 parameter 𝜆′가 항상 존재한다. 

만약 어떤 알고리즘이 모든 parameter set Θ ={𝜃1, 𝜃2, … , 𝜃𝑁} 에 

대해서 R(t) = o(t𝑎) , ∀𝑎 > 0를 만족한다면, 

 

liminf𝑡→∞
𝑅(𝑡)

𝑙𝑜𝑔𝑡
≥ ∑

[𝜇(𝜃𝜎(𝑀))−𝜇(𝜃𝑖)]

𝐼(𝜃𝑗,𝜃𝜎(𝑚))
𝑁
𝑖=𝑀+1           (11) 

 

이 만족된다. 

(증명)  [4] 참조 

 

즉, I.I.D한 보상을 갖는 MAB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regret이 log의 order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regret의 

lower bound를 점근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같은 논문에서 이 lower 

bound를 따르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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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Lai and Robbins’s Policy 

 

같은 논문에서, Lai와 Robbins는 정리 3.1을 통해 제시된 regret의 

lower bound를 따르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𝑀 = 1 인 경우)[3]. 

그리고 V. Anantharam은 𝑀 ≥ 2인 경우로 알고리즘을 확장시켰다[4]. 

이 알고리즘을 Lai & Robbins’s Policy (LR policy)라고 한다. I.I.D한 

Bernoulli 확률과정을 갖는 보상에 대한 LR policy를 표 3-1에 

나타내었다. 

Lai & Robbins’s Policy 

<파라미터 설정 및 변수 설명> 

총 레버의 수를 𝑁 , 시간당 선택할 레버의 수를 𝑀 , 현재 시간을 

𝑡라 한다. 

0 < δ < 1/N2을 만족하는 실수 δ를 설정한다. 

𝑇𝑖(𝑡)는 𝑡  시간까지 𝑖번째 레버가 골라진 총 횟수, 𝑅𝑖(𝑡)는 𝑡 

시간까지 𝑖번째 레버에서 얻은 총 보상의 합을 뜻한다. (𝑖 = 1,2, … 𝑁) 

𝑡시간까지의 관찰값으로 추정된 표본 평균을 𝜃�̂�(𝑡) =  𝑅𝑖(𝑡)/𝑇𝑖(𝑡) 

로 정의한다. 

Kullback-Liebler number 𝐼(𝜃1, 𝜃2)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𝐼(𝜃1, 𝜃2) ≡ ∫ log [
𝑓(𝑥; 𝜃1)

𝑓(𝑥; 𝜃2)
] 𝑓(𝑥; 𝜃1)𝑑𝑥

∞

−∞

 

<main loop at time 𝑡> 

step  1.  1 ≤ 𝑡 ≤ 𝑁이면 step 2로, 𝑡 > 𝑁이면 step 3으로 간다. 

step 2. 1 ≤ 𝑡 ≤ 𝑁 인 동안, 적당한 순서로 각 레버를 𝑀 번씩 

작동시킨다. 

step 3. 𝑡 > 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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𝑇𝑖(𝑡 − 1) > 𝛿(𝑡 − 1)를 만족하는 레버들 중, 𝑅𝑖(𝑡 − 1)/𝑇𝑖(𝑡 − 1)이 

제일 큰 𝑀개의 레버의 인덱스를 큰 순서대로 𝑙1(t), 𝑙2(t), … , 𝑙𝑀(t)라 

하자. {𝑙1(𝑡), 𝑙2(𝑡), … , 𝑙𝑀(𝑡)}을 leader라고 하자. 

𝑟(𝑡) = ((𝑡 − 1) 𝑚𝑜𝑑 𝑁) + 1을 round-robin candidate라고 하자. 

step 3-1. 𝑟(𝑡) ∈ {𝑙1(𝑡), 𝑙2(𝑡), … , 𝑙𝑀(𝑡)}이면, {𝑙1(𝑡), 𝑙2(𝑡), … , 𝑙𝑀(𝑡)}를 

작동시킨다. 

step 3-2. 𝑟(𝑡) ∉ {𝑙1(𝑡), 𝑙2(𝑡), … , 𝑙𝑀(𝑡)}일 때, 𝑙𝑀(𝑡)와 𝑟(𝑡)에 대해 

다음 두 부등식을 비교한다. 

𝑅𝑙𝑀(𝑡)(𝑡 − 1)

𝑇𝑙𝑀(𝑡)(𝑡 − 1)
>

𝑅𝑟(𝑡)(𝑡 − 1)

𝑇𝑟(𝑡)(𝑡 − 1)
 

𝐼(𝜃𝑟(𝑡)(𝑡 − 1), 𝜃𝑙𝑀(𝑡)(𝑡 − 1)) >
log (𝑡 − 1)

𝑇𝑟(𝑡)(𝑡 − 1)
 

위 두 부등식이 모두 만족되면 {𝑙1(𝑡), 𝑙2(𝑡), … , 𝑙𝑀(𝑡)}를 작동시키고, 

아니면 {𝑙1(𝑡), 𝑙2(𝑡), … , 𝑙𝑀−1(𝑡), 𝑟(𝑡)}를 작동시킨다. 

step 4. 레버를 작동시킨 후 얻은 보상에 따라 𝑇𝑖(𝑡) , 𝑅𝑖(𝑡) , 𝜃�̂�(𝑡)를 

업데이트 한다. 

 

표 3-1. Lai & Robbins’s Policy 

 

3.3.4. UCB (Upper Confidence Bound) Policy 

 

UCB policy는 1995년 R. Agrawal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LR policy와 

마찬가지로 모든 parameter set에 대해 regret이 log (t) 의 order를 

가지는 policy이다[5]. 하지만 log (t)의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로그에 곱해지는 계수(leading coefficient)는 LR policy보다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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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서, LR policy 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UCB policy의 장점은 index policy로서, 알고리즘의 구현이 훨씬 

간단해졌다는 점이다. UCB policy는 매 시간마다 모든 레버들에 

점수를 매겨 나가는데, 이 점수는 추정된 보상의 기대값이 높을수록 

커지며, 또한 적은 수만큼 관측된 레버일수록 높아진다. UCB 

policy는 아래 표 3-2처럼 나타낼 수 있다. 

 

UCB policy 

<파라미터 설정 및 변수 설명> 

총 레버의 수를 𝑁 , 시간당 선택할 레버의 수를 𝑀 , 현재 시간을 

𝑡라 한다. 

𝑇𝑖(𝑡)는 𝑡  시간까지 𝑖 번째 레버가 골라진 총 횟수, 𝑅𝑖(𝑡)는 𝑡 

시간까지 𝑖번째 레버에서 얻은 총 보상의 합을 뜻한다. (𝑖 = 1,2, … 𝑁) 

𝑡  시간까지의 관찰값으로 추정된 표본 평균을 𝜃�̂�(𝑡) =  𝑅𝑖(𝑡)/𝑇𝑖(𝑡) 

로 정의한다. 

<main loop at time 𝑡> 

step 1. 모든 레버 별로 𝑔𝑖(𝑡)를 계산한다. (𝑖 = 1,2, … 𝑁) 

𝑔𝑖(𝑡) = 𝜃�̂�(𝑡) + √
2log (𝑡 − 1)

𝑇𝑖(𝑡 − 1)
 

𝑔𝑖(𝑡)가 가장 큰 𝑀개의 레버를 작동시킨다. 

step 2. 레버를 작동시킨 후 얻은 보상에 따라 𝑇𝑖(𝑡), 𝑅𝑖(𝑡), 𝜃�̂�(𝑡)를 

업데이트 한다. 

 

표 3-2. UCB Policy 

 

UCB policy는 index policy로서 알고리즘의 특성상 변형하기가 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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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형된 버전의 알고리즘들의 기본 형태로 자주 쓰인다. 대표적

으로 3.4.2절에서 설명할 non-Bayesian restless MAB 알고리즘 중 하나

인 RUCB policy가 UCB policy의 형태를 빌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3.4. Markov 보상 모델 

 

3.4.1. Bayesian Policy 

 

앞서 3.2절에서 다루었듯이, I.I.D 보상 모델의 MAB에서는 확률 

분포가 다 알려져 있는 Bayesian policy는 가장 좋은 레버만을 계속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Markov 보상 

모델을 가지는 restless MAB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가장 좋은 레버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parameter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optimal한 policy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일반적인 restless 

MAB에 대해 optimal한 policy를 찾는 것은 P-SPACE hard하다는 것이 

밝혀져 있으며([10]), 아주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optimal한 

policy가 증명되어 있다. 

2008년 Q. Zhao는 2-state Markov 모델의 MAB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Bayesian policy를 제시하였다[11]. 이 알고리즘은 Myopic 

sensing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한참 후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다음 시간에 가장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만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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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고리즘은 belief vector 𝜔(𝑡)를 시간에 따라 계산해나가는데, 

이 belief vector 𝜔(𝑡)의 𝑖번째 원소인 𝜔𝑖(𝑡)는 가장 최근에 𝑖번째 

레버가 관측되었을 때의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에 1의 상태를 

가질 확률을 계산한 값이다. 이 값은 시간에 따라 아래 식 (12)와 

같이 순차적으로 계산돼 나간다.  

 

𝜔𝑖(𝑡 + 1) =

{

𝑝11,𝑖, 𝑖𝑓 𝑖𝑡ℎ arm is  𝑐ℎ𝑜𝑠𝑒𝑛 𝑖𝑛 𝑡, 𝑋𝑖(𝑡) = 1

𝑝01,𝑖, 𝑖𝑓 𝑖𝑡ℎ a𝑟𝑚 𝑖𝑠 𝑐ℎ𝑜𝑠𝑒𝑛 𝑖𝑛 𝑡, 𝑋𝑖(𝑡) = 0

𝜔𝑖(𝑡)𝑝11,𝑖 + (1 − 𝜔𝑖(𝑡))𝑝01,𝑖, 𝑖𝑡ℎ 𝑎𝑟𝑚 𝑖𝑠  𝑛𝑜𝑡 𝑐ℎ𝑜𝑠𝑒𝑛 𝑖𝑛 𝑡

  (12)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belief vector를 계산한 후, 바로 다음 

시간에 1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큰 레버를 계속해서 당겨 나가는 

것이다. 

Myopic sensing policy는 대부분의 경우 optimality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아주 간단한 경우에만 최적임이 증명되었다. 모든 arm들의 

parameter가 동일하고, 𝑁 이 2 또는 3일 때만 Myopic sensing은 

최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parameter set들에 대해서 이 간단한 알고리즘은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 4.1절에서 새로운 regret을 정의할 때, 이 

policy가 사용될 것이다. 

 

3.4.2. Non-Bayesian Policy 

 

Non-Bayesian인 경우의 Markov 보상 모델을 가지는 MAB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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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3.4.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parameter가 사전에 다 알려져 있는 Bayesian인 경우에도 

restless MAB는 optimal한 policy가 대부분의 경우에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1987년에 V. Anantharam은 rested인 경우의 MAB에 대해서 I.I.D한 

경우와 동등한 policy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6]. 하지만 

보상의 분포를 나타내는 Markov chain들이 단 한 개의 

parameter만으로 특정지어져야 하며, Markov chain의 상태가 관측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유지되고, 관측되었을 때만 바뀔 수 있다는 

rested MAB에 대한 것이어서 인지 무선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H. Liu는 UCB policy를 변형한 RUCB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표3-3에 알고리즘을 자세히 기술하였다[7]. 

 

RUCB policy 

<파라미터 설정 및 변수 설명> 

총 레버의 수를 𝑁 , 시간당 선택할 레버의 수를 𝑀 , 현재 시간을 

𝑡라 한다. 

𝑇𝑖(𝑡)는 𝑡  시간까지 𝑖 번째 레버가 골라진 총 횟수, 𝑅𝑖(𝑡)는 𝑡 

시간까지 𝑖번째 레버에서 얻은 총 보상의 합을 뜻한다. (𝑖 = 1,2, … 𝑁) 

𝑡  시간까지의 관찰값으로 추정된 표본 평균을 𝜃�̂�(𝑡) =  𝑅𝑖(𝑡)/𝑇𝑖(𝑡) 

로 정의한다. 

실수인 파라미터 𝐷와 𝐿을 설정한다. 

시간을 탐험 시기(exploration epoch), 이용 시기(exploitation epoch)의 

2개의 시기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𝑛𝑂(𝑡)를 𝑡시간까지 지나온 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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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개수, 𝑛𝐼(𝑡)를 𝑡시간까지 지나온 이용 시기의 개수라고 하자. 

탐험 시기에는 각 레버를 4𝑛𝑂−1번 씩 사용하고(즉,  𝑛𝑂번 째 탐험 

시기는 𝑁 × 4𝑛𝑂−1의 길이를 갖는다.), 이용 시기에는 현재까지 가장 

좋다고 판단된 𝑀개의 레버를 골라 작동시키는 것을 2 × 4𝑛𝐼−1시간 

동안 하게 된다. 

<main loop> 

step 1. 𝑡 = 1일 때, 첫 번째 탐험 시기를 시작한다.  

1 ≤ 𝑡 ≤ 𝑁인 동안, 적당한 순서로 각 레버를 𝑀번씩 작동시킨다. 

𝑛𝑂(𝑁 + 1) = 1, 𝑛𝐼(𝑁 + 1) = 0로 설정한다. 

step 2. 지금까지 탐험 시기에 투자한 총 시간을 𝑋1(𝑡) = (4𝑛𝑂(𝑡) −

1)/3이라고 했을 때,  

𝑋1(𝑡) > 𝐷𝑙𝑜𝑔(𝑡) 

가 만족되면 step 3으로, 그렇지 않으면 step 4를 실행한다. 

step 3. 𝑛𝐼번째 이용 시기를 시작한다. 지속 시간은 2 × 4𝑛𝐼−1이며, 

이 시간 동안 아래를 반복한다. 

모든 레버 별로 𝑔𝑖(𝑡)를 계산한다. (𝑖 = 1,2, … 𝑁) 

𝑔𝑖(𝑡) = 𝜃�̂�(𝑡) + √
𝐿log (𝑡 − 1)

𝑇𝑖(𝑡 − 1)
 

𝑔𝑖(𝑡)가 가장 큰 𝑀개의 레버를 작동시킨다. 

지속 시간이 지나면, 𝑛𝐼를 1 증가시키고, step 2로 돌아간다. 

step 4. 𝑛𝑂 번 째 탐험 시기를 시작한다. 지속 시간은 𝑁 ×

4𝑛𝑂−1이며, 적당한 순서로 각 레버를 𝑀 × 4𝑛𝑂−1번 씩 작동시킨다. 

지속 시간이 지나면, 𝑛𝑂를 1 증가시키고, step 2로 돌아간다.  

 

표 3-3. RUCB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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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CB 알고리즘은 restless MAB에 대해서 regret 

𝑅(𝑡) = 𝑜(𝑙𝑜𝑔(𝑡) 𝑓(𝑡)) 의 order를 따른다고 증명되어있는데, 여기서 

𝑓(𝑡)는 임의의 아주 느리게 증가하는 증가함수이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𝑅(𝑡)가 로그에 수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regret 𝑅(𝑡)는  

 

𝑅(𝑡) = 𝑡 ∑ 𝜋𝜎(𝑖)
𝑀
𝑖=1 − 𝐸[𝑆(𝑡)]               (13) 

 

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𝜋𝑖 는 𝑖 번째 레버의 보상의 stationary 

probablility를 뜻하며, σ(∙)는 각 레버 별로 stationary probability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1, … 𝑁} 의 permutation을 뜻한다. 즉 해당 

알고리즘의 optimal한 policy로 stationary probability가 가장 큰 𝑀개의 

레버를 계속해서 당기는 전략이 쓰인 것이다. 

하지만 보상이 Markov로 정의되는 상황에서는 stationary 

probability가 제일 큰 레버를 당기는 것이 optimal하다고 볼 수 없다. 

Stationary probability가 크더라도, 해당 레버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른 레버들보다 순간적으로는 성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Markov 보상의 MAB에서 최적의 policy는 순간순간마다 각 

레버들의 상태를 고려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Markov 

보상의 MAB에 맞는 regret을 새로 정의하였다. 4.1절에서 자세한 

설명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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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알고리즘 제안 

 

4.1. 새로운 Regret의 정의 

 

이번 절에서는, 2-state Markov chain으로 보상의 확률적 특성이 

결정되는 MAB에 적합한 regret을 새로 정의하려고 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먼저 앞에서 설명되었던 regret을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I.I.D 보상을 갖는 MAB에서는 아래의 𝑅1(𝑡) 로 정의되는 

regret이 사용되었다. 

 

𝑅1(𝑡) = 𝑡 ∑ 𝜃𝜎(𝑖)
𝑀
𝑖=1 − 𝐸[𝑆(𝑡)]              (13) 

 

𝜃𝜎(1), 𝜃𝜎(2), … , 𝜃𝜎(𝑀) 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𝑁개의 레버 중, 보상의 

평균이 가장 큰 𝑀 개의 레버들의 보상의 평균을 뜻한다. 즉 

𝑡 ∑ 𝜃𝜎(𝑖)
𝑀
𝑖=1 는 보상의 평균이 가장 큰 𝑀개의 레버만을 계속 당기는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𝑡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이 된다. 앞서 설명한 LR policy와 UCB policy는 위의 𝑅1(𝑡)를 

𝑙𝑜𝑔 (𝑡) 의 order를 따르게 하는 대표적인 I.I.D 보상 MAB의 

알고리즘들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위와 같이 regret은 I.I.D한 보상을 갖는 

MAB에서만 잘 정의될 수 있다. I.I.D한 보상을 가지면, 가장 좋은 

𝑀 개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optimal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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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ov한 보상을 갖는 경우는 parameter를 다 알고 있는 Bayesian의 

경우에도 optimal한 polic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regret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Markov 보상을 갖는 MAB에서도 stationary probability를 

이용하여 regret이 다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3.4.2절에서 

설명하였던 V.  Anantharam과 H. Liu의 두 가지의 non-Bayesian 

MAB는 아래와 같은 동일한 형태의 regret 𝑅2(𝑡)를 사용하였다[6][7]. 

 

𝑅2(𝑡) = 𝑡 ∑ 𝜋𝜎(𝑖)
𝑀
𝑖=1 − 𝐸[𝑆(𝑡)]              (14) 

 

여기서, 𝜋𝑖는 𝑖번째 레버의 보상이 1이 나오는 경우의 stationary 

probability이고,  σ 는 레버의 인덱스들의 permutation으로, 

{𝜎(1), 𝜎(2), … , 𝜎(𝑁)} = {1,2, … , 𝑁}(𝜋𝜎(1) > ⋯ > 𝜋𝜎(𝑁))로 정의된다. 

Anantharam과 Liu의 알고리즘은 이 regret 𝑅2(𝑡)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로그를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stationary 

probability가 가장 큰 것만을 계속 고르는 Bayesian 전략은 앞 

절에서 설명한 대로 optimal하다고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stationary probabiltiy가 가장 큰 것만을 고르는 것 

대신에, 3.4.1절에 소개하였던 belief vector를 이용한 Myopic sensing 

policy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regret을 새롭게 정의하기로 한다. 

S1(𝑡)를 Myopic sensing policy를 이용하였을 때 얻는 보상이라고 

하였을 때, 새로운 regret R𝑛𝑒𝑤(𝑡)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𝑅𝑛𝑒𝑤(𝑡) = 𝐸[𝑆1(𝑡)] − 𝐸[𝑆(𝑡)]               (15) 

 

물론 앞서 밝혔듯이 Myopic sensing policy도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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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하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stationary probabiliy가 큰 

것만을 고르는 단순한 전략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다. 특히 

상태가 바뀌는 확률 p01과 p10이 아주 작아서 상태가 잘 변하지 

않는 조건일 때는 Myopic policy의 성능이 stationary probability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게 된다. 

 

4.2. 알고리즘의 자세한 설명 

 

이번 절에서 제안할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레버를 

상태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다. 𝑖번째 레버에 대해서, 𝑖번 

레버가 가장 최종적으로 관측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최종적으로 관측된 상태가 0인지 또는 1인지에 따라서 같은 1번 

레버도 마치 다른 레버처럼 판단하는 것이다. 𝑖번째 레버가 𝑘시간 

전에 1이라고 관측되었다면, 𝑖𝑘,1 , 𝑘시간 전에 0이라고 관측되었다면 

𝑖𝑘,0이라고 나타내기로 하자. 

이해를 돕기 위해, 𝑁 = 5이고, 𝑀 = 3인 경우, 각 시간마다 5개의 

레버에서 내보낸 보상들과 알고리즘에 의해 골라진 레버들을 위의 

그림에 나타내 보았다. 𝑡 = 6일 때, 1번 레버는 직전 시간에(𝑡 = 5 ) 

선택되어 0이 관찰되었으므로 11,0 , 2번은 2개의 시간 전에( 𝑡 = 4) 

0이 관찰되어 22,0 , 3번 레버는 직전 시간에 작동되어 0이 

관찰되었으므로 31,0, 이런 식으로 {11,0, 22,0, 31,0, 43,0, 51,0}의 레버들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𝑡 = 9 일 때는 

{14,0, 21,1, 32,1, 41,1, 51,0}의 집합의 레버들을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 시간마다 작동할 수 있는 레버들의 집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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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레버들의 집합에 따라서 모두 

다른 I.I.D 보상 MAB에 대한 알고리즘을 쓴다.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 상관 없으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LR 

policy를 사용하였다. 즉, 같은 레버의 집합이 나올 때 마다, 같은 

LR policy가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LR policy를 

병렬적으로 여러 개 사용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20번, 100번 직전에 

작동된 후 처음 작동되는 레버까지 다른 레버로 판단하게 되면 

고려해야 할 레버의 종류가 한없이 많아져서, 병렬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LR policy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𝐾개 전에 작동되고 처음 작동되는 

레버까지만 구분을 하고, 𝐾 + 1 개의 시간 이상 작동되지 않은 

레버들은 모두 같은 레버로 인식할 것이다. 즉 𝑖번째 레버가 0으로 

그림 4-1. 제안된 알고리즘의 예시 



31 

 

관찰된 지 𝐾 + 1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𝑖∞,0 으로, 1로 관찰된 후 

𝐾 + 1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𝑖∞,1로 생각하기로 한다. 즉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레버는 {𝑖1,0, 𝑖2,0, … , 𝑖𝐾,0, 𝑖∞,0, 𝑖1,1, 𝑖2,1, … , 𝑖𝐾,1, 𝑖∞,1} 의 총 

2(K + 1)개의 레버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병렬적으로 작동되는 LR 

policy들의 관찰 결과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14,0, 21,1, 32,1, 41,1, 51,0}  대한 LR policy와 

{11,1, 23,1, 32,1, 41,1, 51,0}에 대한 LR policy는 32,1, 41,1, 51,0의 세 개의 

레버를 공유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두 policy에 의해 관찰된 

정보들을 따로따로 취급한다면, 관찰된 정보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집합에 대한 알고리즘들이라도, 같은 

레버에 대한 관찰 정보를 모두 공유하여 사용하게 된다. 알고리즘의 

자세한 설명으로 표 4에 나타내었다. 

 

Proposed algorithm 

<파라미터 설정 및 변수 설명> 

총 레버의 수를 𝑁 , 시간당 선택할 레버의 수를 𝑀 , 현재 시간을 

𝑡 라 한다. 𝐾  이전 시간에 관찰되었던 레버까지를 다른 레버로 

취급한다. 

0 < δ < 1/N2을 만족하는 실수 δ를 설정한다. 

𝐴(𝑡)를 𝑡시간에 사용될 가상의 레버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𝐴(𝑡) ⊂ {𝑖𝑛,𝑠|𝑖 = 1,2, … , 𝑁, 𝑛 = 1,2, … , 𝐾, 𝑜𝑟 ∞, 𝑠 = 0 𝑜𝑟 1} 

𝑇𝑖(𝑡)는 𝑡  시간까지 𝑖 번째 레버가 골라진 총 횟수, 𝑅𝑖(𝑡)는 𝑡 

시간까지 𝑖번째 레버에서 얻은 총 보상의 합을 뜻한다. (𝑖 ∈ {𝑖𝑛,𝑠|𝑖 =

1,2, … , 𝑁, 𝑛 = 1,2, … , 𝐾, 𝑜𝑟 ∞, 𝑠 = 0 𝑜𝑟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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𝑁(𝑡)는 𝑡초 이전까지의 시간 중, 𝐴(𝑡)와 같은 레버 집합을 사용한 

총 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𝑁(𝑡) = #{𝑡′|𝐴(𝑡′) = 𝐴(𝑡), 1 ≤ 𝑡′ ≤ 𝑡} 

여기서, #{∙}는 해당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한다. 

 

<main loop at 𝑡> 

step 1. 𝐴(𝑡)에 속하는 레버들에 대한 LR policy를 한 번 돌린다. 이 

때 총 지속된 시간은 𝑁(𝑡)를 사용한다. 

step 2. 레버를 작동시킨 후 얻은 보상에 따라 𝑇𝑖(𝑡), 𝑅𝑖(𝑡), 𝜃�̂�(𝑡)를 

업데이트 한다.( 𝑖 ∈ 𝐴(𝑡)) 

보상의 결과에 따라 다음 시간에 쓸 레버 집합 𝐴(𝑡 + 1) 을 

업데이트한다. 

 

표 4-1. 제안하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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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모의 실험 및 결과 분석 

 

이번 장에서는 모의 실험을 통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

석한다. MAB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은 regret의 order 비교를 통해 수

행되는데, 5.1절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두 가지의 regret의 정의와 

order에 다른 의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것이다. Regret의 분석을 

통해서 총 두 가지의 모의 실험을 진행하는데, 하나는 제안된 알고

리즘과 다른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고(5.2.1절, 모의 실험 

1), 다른 하나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𝐾값이 달라질 때, regret의 order

와 수렴하는 정도를 살펴보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5.2.2절 모의 실험 2). 

5.1. Regret의 의미와 해석 방법 

 

이번 장의 모의 실험에서는 식 (14)와 (15)에 각각 설명된 두 가지

의 정의의 regret을 사용한다. Regret은 이상적인 알고리즘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 𝑡까지의 평균적인 보상의 총합과 평가하고자 하는 알

고리즘의 평균적인 보상의 총합의 차이를 뜻한다. 이상적인 알고리

즘으로는 보통 평가하고자 하는 MAB알고리즘과 비슷한 상황에서, 

파라미터가 미리 알려져있다고 가정한 Bayesian policy를 사용한다.  

식 (14)의 𝑅2(𝑡)에 쓰인 이상적인 알고리즘은 𝑁개의 채널 중, 

stationary probability가 가장 큰 𝑀개의 채널만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고, 식 (15)의 𝑅𝑛𝑒𝑤(𝑡)에 쓰인 이상적인 알고리즘은 3.4.1절

에서 설명된 Myopic sensing policy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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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t은 보통 항상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Regret이 감소

한다는 뜻은 이상적인 알고리즘보다 현재 알고리즘의 성능이 더 좋

음을 의미하기 떄문이다. 하지만, Restless MAB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optimal한 policy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𝑅2(𝑡)의 경우

에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안된 알고리즘

의 경우는 음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알고리즘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Regret이 선형 이하의 order를 

가져야 한다. 선형으로 증가하는 order를 갖는다는 뜻은, 두 알고리

즘 사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만큼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선형보다 느리게 증가한다는 것은 두 알고리

즘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알고리즘이 점점 

이상적인 알고리즘의 성능에 가까워짐을 뜻한다. 그리고, 선형 이하

로 증가하면 위의 일관성(Consistence)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이 충분

히 많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이상적인 알고리즘과 같은 성능을 낸다

고 생각할 수 있다. 

 

5.2. 모의 실험 결과 및 분석  

 

5.2.1. 모의 실험 1 : 기존 알고리즘들과의 비교 

 

첫 번째 모의 실험의 목적은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의 다른 알

고리즘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 대상이 되는 알고리즘은 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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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낸 LR policy와, 표 3-3에 주어진 RUCB policy이다. 시뮬레이

션은 𝑁 = 5,   𝑀 = 2를 가정하고, 다음 표 5-1에 해당하는 parameter 

set에 대해 수행되게 된다. 그리고 regret의 정의 상 평균적인 특성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100번의 반복을 통해 그 평균을 결과값으로 

사용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𝐾값은 10을 사용하였다. 

 

𝑝01 .075 .225 .120 .195 .270 

𝑝10 .175 .338 .120 .130 .116 

𝜋1 .300 .400 .500 .600 .700 

표 5-1. 모의 실험 1에서 사용한 parameter 설정 

 

그림 5-1과 5-2는 각각 기존 regret 𝑅2(𝑡)와 새로운 regret 𝑅𝑛𝑒𝑤(𝑡)

한 결과이다. Y축은 regret을 log(t)로 나눈 값을 나타낸 것인데, regret

이 log에 수렴한다면, 이 그래프 상에서 특정한 지점으로 수렴해 가

는 특성을 보여야 한다. 두 그림 모두에서, 모두 제안된 알고리즘이 

가정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에서, 기존 RUCB policy와 제안된 알고리즘이 모두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stationary probabiliy

가 좋은 것 만을 뽑는 것 보다는 둘 다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RUCB policy는 점점 기울기가 줄어들어 결국 어느 값에 수

렴해가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은 일관성있게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2에서 제안된 알고리즘 이외의 두 알고리즘은 모두 선형으

로 증가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은 거의 

log에 가깝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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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𝑹𝟐(𝒕)의 regret을 사용했을 때의 기존 알고리즘들과의 비교  

 

그림 5-2. 𝑹𝒏𝒆𝒘(𝒕)의 regret을 사용했을 때의 기존 알고리즘들과의 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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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모의 실험 2: Regret의 order 및 수렴 속도 분석 

 

앞의 모의 실험 1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regret의 order가 log(t)에

가깝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모의 실험에서는, 제

안된 알고리즘의 𝐾값의 변화시켜가며 𝐾값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모의 실험 환경은 모의 실험 1과 비슷하게 설정한다. 𝑁 = 5,   𝑀 =

2를 가정하고, 100번의 반복을 통해 그 평균을 결과값으로 사용한다. 

모의 실험 2에는 표 5-2에 해당하는 parameter set에 대해 수행되었

다. 

𝑝01 .200 .320 .260 .380 .440 

𝑝10 .200 .290 .213 .281 .293 

𝜋1 .500 .525 .550 .575 .600 

표 5-2. 모의 실험 2에서 사용한 parameter 설정 

그림 5-3은 K가 1,2,3,4,5의 값을 가지는 경우의 𝑅𝑛𝑒𝑤(𝑡)/log (𝑡)를 

나타낸 그림이고, 그림 5-4는 K를 좀 더 늘려 4, 8, 12, 16이 될 때의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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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K=1~5를 사용하였을 때의 𝑅𝑛𝑒𝑤(𝑡)의 order 분석 

 

그림 5-4. K=4,8,12,16을 사용하였을 때의 𝑅𝑛𝑒𝑤(𝑡)의 orde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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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에서 볼 수 있듯이 K가 1일 때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모

습을 보이다가 K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성능이 좋아져서 K가 5일 

때는 거의 로그에 가깝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주

목해야 할 사실은, K값이 높아질수록, 초반에는 더 큰 regret을 가져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다가, 시간이 서서히 지나갈수록 역전하여 

K가 높아질수록 좋은 성능을 보이게 바뀐다는 점이다. 이는 알고리

즘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K값이 크면 그만큼 고려해야 하는 

가상의 레버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만큼 더 많은 수의 알고리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알고리즘을 사용할수록,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의 탐험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K값이 높아질수록 

regret의 order가 감소하여 결과적인 성능은 좋지만, 좋은 성능을 내

기 위해 정상 상태로 진입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이다.  

그림 5-4는 이런 특성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K값의 변화를 더 

큰 범위로 하여 4, 8, 12, 16으로 변화시켜본 결과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많은 시간(50000시간슬롯)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K=8, 12, 16인 경우 K=4보다 안 좋은 성능을 보여, 아직 정상상

태에 돌입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K값의 변화에 따라, 알고리즘의 성능과 수렴 속도가 상충 

관계(trade-off)를 갖음을 알 수 있다. 큰 K값을 쓰면 알고리즘의 성

능이 좋아지지만,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능을 얻어내야 한다면 무

조건 큰 K값을 써서는 안되고, 적절한 K값의 선택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40 

 

제 6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지 무선 시스템에서의 부 사용자 채널 할당 문

제를 2-state Markov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기존의 MAB 이론

을 기반으로 인지 무선 시스템에 적합한 새로운 부 사용자 채널 할

당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2-state Markov chain로 모델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의 실험을 통해 기존의 Markov 보상 모델을 사

용하는 restless MAB 알고리즘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고, belief vector

를 사용한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정의된 regret에 log에 가깝게 

수렴하는 성능을 보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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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ck of frequency resource resulted from rapid growth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become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e area, 

and cognitive radio (CR) is considered as alternative scheme for frequency 

resource utilization method. 

In this paper, the channel allocation algorithm for secondary users (SU) is 

proposed. Multi-armed bandit (MAB) is used to construct the algorithm. 

Compared to the existing MAB algorithms which deal with I.I.D channel 

model, 2-state Markov model introduced in this paper is more appropriate to 

describe cognitive radio systems.  

We also introduced the new definition of regret and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near logarithmic order of the regret growth and better performance than 

existing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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