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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이중 통신 (Full-duplex)을 기존의 LTE, WiFi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디지털 자기 간섭제거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점화적 최소자
승 (RLS, recursive least square) 알고리즘을 이용함으로써 자기 간섭제거 전용 파일럿없이 구현되
었고, 실환경을 모사한 자기 간섭 채널의 변화를 적응적으로 트래킹 (tracking) 하며 자기 간섭신호
가 잡음단계 (noise level) 까지 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전 교정방법 (pre-calibration
method)을 통해 자기 간섭신호의 비선형 성분을 선형화함으로써 연산 복잡도를 낮추었다.

Ⅰ. 서 론

Ⅱ. 제안하는 디지털 자기 간섭 제거 방법

최근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의 사용 확산으로 무선 트
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전이중 통신
(Full-duplex)은 같은 시간, 같은 주파수에서 동시에
송수신함으로써 현재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반이중 통신 (Half-duplex) 대비 2배의 주파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1]. [1]~[2]에 따르면 Full-duplex 시
스템 구현 시 자기 간섭 (Self-interference)을 제거
하는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 간섭신호란 송수
신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송신 신호가 수신 신호
에 간섭으로 작용하는 신호를 의미하며, 전이중 통신
의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잡음단계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즉, 자기 간섭제거 기법의 성능이 전이중 통신
성능을 좌우한다. 그 동안 수많은 자기 간섭제거 기법
이 제안되었지만, 기존의 기법은 자기 간섭제거 전용
파일럿을 사용해야함으로써 통신규격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LTE, WiFi 통신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
다. 또한, 자기 간섭신호의 비선형성분을 제거하는 데
너무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는 점도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자기 간섭제거 전용 파일럿없
이 점화적 최소자승 (RLS, recursive least square)
기반의 자기 간섭제거를 수행하여 기존 시스템에 전이
중 통신의 구현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사전 교정
방법을 통해 자기 간섭신호의 비선형성분을 선형화하
여 제거함으로써 연산 복잡도를 낮추고, 실환경을 모
사한 시변채널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림 1. 디지털 자기 간섭제거 다이어그램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자기 간섭제
거 알고리즘의 시스템 모델이다. 다중안테나 기지국
송수신기는 자기 간섭제거를 수행하며 전이중 통신 동
작을 한다. DL (down link)입력 신호 인코딩에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 (OFDM)이 사용되며 인코딩된
신호는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를 통해 아
날로그 신호로 변환 후 up-conversion 되고 전력증폭
기 (PA)를 통과하여 안테나에서 방사된다. 이에 대한
자기 간섭신호는 크게 선형 성분과 비선형 성분으로
나뉘며, 전력증폭기에 의해 발생한 신호의 비선형 성
분을 제거하기 위해 DAC 통과 전 사전 교정블록을 배
치하여 신호의 선형화를 수행한다. 이를 위한 RLS 2
동작은

사전

교정

적응필터

(pre-calibration

adaptive filter)의 입력신호와 기준신호를 각각 송신
신호와 수신신호로 설정하여 사전 교정 필터계수
(pre-calibration filter coefficient)를 적응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RLS
1에서는 자기 간섭 채널 필터계수 (channel filter
coefficient)를 추정 및 업데이트하여, 사전 교정블록
에 의해 선형화된 자기 간섭신호를 실시간으로 제거한

다. 구체적으로는 송신 신호가 1) 저전력 (low power)
인 경우와 2) 고전력 (high power)인 경우로 나뉘어
설명된다. 이때, low power란 입력신호가 송신단 전력
증폭기의 동작범위 (dynamic range) 내에 있어 출력신
호의 선형성이 보장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1) 저전력 일 때, 자기 간섭 채널필터 계수를 추정한
다. 저전력인 경우, 자기 간섭신호에 비선형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미 알고 있는 송신신호와 조합한
다면 신속 정확하게 자기 간섭 채널을 추정할 수 있
다. 2) 고전력으로 넘어가면, 사전 교정방법을 통해

그림 3. Digital Self-Interference Cancellation Amount

자기 간섭신호의 비선형 성분을 선형화한다. 이에 따
라, 자기 간섭제거 시 비선형 성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복잡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또한, 자기 간

Ⅵ. 결론

섭 채널 추정을 빈번히 수행함으로써 복잡도를 낮추고

본 논문에서는 LTE 스몰셀 환경에서 전이중 통신 기

이동하는 물체에 의해 변화되는 채널을 효과적으로 트

지국의 저복잡도 자기 간섭제거 알고리즘을 구현하였

래킹하며 자기 간섭제거를 수행한다. 제안하는 자기

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별도의 파일럿을 사용하

간섭제거 기법은 비선형 성분에 대한 이슈와 자기 간

지 않고 적응적으로 자기 간섭제거를 수행함으로써 통

섭제거를 독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연산 복잡도를 낮

신규격 변경없이 기존의 LTE, WiFi 시스템에도 적용할

추는 것이 특징이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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