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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 론
최근 주파수 스펙트럼 자원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주파수 효율을 얻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에 따르면, 데이터 트
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의 통신 시스템은 앞으로 요
구될 거대한 데이터 전송량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전이중 통신 (FDC,
Full-duplex communication)이다. 이러한 FDC는 기존의 반이중 통신보
다 이론적으로 전송량을 최대 2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주파수 효율을 FDC에서 얻기 위해서는 송신단
이 보낸 신호가 자신이 신호를 수신할 때 수신단에 간섭으로 작용해 들어
오는 자기간섭 (SI, Self-interference) 신호를 잡음 수준까지 제거를 해야
하고, 기존에 몇 가지 SI 신호 제거 기술이 연구가 제안되었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단에서 별도의 직교 파일럿 없이 적응적으로 SI 채
널을 추정하고 신호를 제거하는 적응적 SI 제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
한 여전히 복잡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기존에 제안되었던 사전 교정 방법
을 함께 적용하여 연산 복잡도를 낮추고, 성능을 확인하였다.
Ⅱ. 제안하는 적응적 자기간섭 제거 방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제안하는 적응적 SI 제거 방법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아날로그 SI 제거의 경우 [2]의 SI 제거 방식을 통해
–50 dB만큼 자기간섭이 감쇄되었다고 가정한다. 제안하는 디지털 SI 제
거 방법은 점화적 최소자승 (RLS, Recursive Least Squar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SI 제거 후의 잔여 SI 채널을 별도의 수신 신호의 파일
럿과 직교한 파일럿없이 적응적으로 SI 채널을 추정한다. 이러한 SI채널
을 송신 안테나 별로 각각 추정을 한다면, 송신 신호는 이미 알고 있기 때
문에 SI 신호를 재구성하여 제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RLS 기반
의 알고리즘의 경우 증폭기로 인한 비선형 성분까지 고려하여 추정을 해
야하므로 여전히 복잡도가 높은 문제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 교정
방법 [3]을 함께 적용하여 전체적인 연산 복잡도를 낮추도록 한다.

그림 1. 적응적 SI 제거 알고리즘 블록다이어그램

SINR (dB)

본 논문에서는 다중안테나 전이중 통신에서 별도의 직교파일럿 없이 적응적으로 자기간섭 채널을 추정하고 디지털 단에서 자기간섭 신호
를 재구성하여 제거하는 적응적 자기간섭 제거 방법을 제안하였다. 아날로그 자기간섭 제거의 경우 기존에 제안되었던 패시브 및 액티브 자기간섭
제거 방식을 통해 제거가 되고, 잔여 간섭신호는 점화적 최소자승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비선형 성분포함 잡음 수준까지 제거하였다. 또한 사전 교정
방법을 통해 증폭기를 선형화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연산 복잡도를 상당히 낮추었다.

그림 2. 수신 신호 크기에 따른 SINR 성능 비교
그림 2는 스몰셀 LTE 환경에서 사전 교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기존
방식, 적용한 것을 제안하는 방식 구분하여, 한 번의 반복 기간에 곱하기
연산량을 1000,000으로 제한했을 때의 성능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송신
전력은 23 dBm, 잡음 레벨은 –90 dBm, 증폭기 소자의 비선형성은 19승
까지 구현되었다. 신호는 2048 FFT 사이즈의 OFDM 신호에 160 CP 길
이를 고려하였다. 또한 RLS 알고리즘의 효율을 위해 블록프로세싱을 적
용하였고, 블록프로세싱 길이는 200으로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사
전 교정을 함께 적용한 제안하는 적응적 SI 제거 알고리즘이 빠르게 SI
신호를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적응적 SI 제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산전 교정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연산 복잡도를 낮추었다. 수신 신호의 크기가 다른 상황에
서의 SINR 성능 결과를 통해 SI를 적응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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