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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5G 이동통신에 적용하기 위한 동일대역 전이

중방식 송수신기의 자기간섭제거 기술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는 기존의 반이중방식 송수신시스템에 

비하여 스펙트럼 효율성이 높고, 고속, 고용량의 데이터처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5G 이동통신에서 사용될 송수신기 기술

로 연구되고 있다. 전이중방식 송수신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주파수에서 송신과 수신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자

기간섭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간섭 격리 또는 제거기술

이 안테나 및 채널, 아날로그 RF, 디지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연

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스템 측면에서 통신시스템의 성능

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자기간섭제거기술의 정의 및 종류, 초기연구동향 그리고 

최근 연구동향을 시스템측면과 요소기술측면에서 파악하여 전

이중방식 송수신기를 위한 기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멀티미디어기기들의 광범위한 사용

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이후 5G 이동통신에서는 4G 이동통신

대비 1000배 이상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 용량을 수용할 수 있

도록 요구되며, 사용자당 전송률은 1Gbps 이상 요구되는 등 고

속, 고용량에 대한 요구사항들과 규격이 논의되고 있다[1]. 이

러한 고속 고용량 이동통신기술의 구현을 위해 스펙트럼 재사

용기술, 적응형 주파수 분할접속 방식, Massive MIMO 기술, 

비직교 다중접속 기술, 단말간 네트워킹 기술, 소프트웨어 재구

성 RF 기술, 소형셀 및 백홀(Backhaul)기술 등 네트워크 및 통

신, RF 및 안테나분야 등에서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지

고 있다[2]. 또한, 단말기와 기지국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송

신스펙트럼과 수신스펙트럼을 공유하여 제한된 스펙트럼자원

에서 무선자원의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송수신신호를 동시에 

송수신하는 동일대역(In-band)전이중방식(Full-duplex) 송수

신시스템 구현기술이 최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듀플렉서 

등으로 송신신호와 수신신호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현재의 반이

중(Half-duplex) 송수신기와는 다르게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는 

단일 안테나, 또는 송수신 개별안테나를 이용하여 동시, 동일

대역으로 송수신을 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용량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는 송수신이 동일한 주파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송신된 높은 출력의 신호가 수신기로 동

시에 입력되어, 일반적으로 잡음수준의 낮은 전력을 갖는 수신

신호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수신감도를 악화시킨다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간섭을 자기간섭(Self Interference)이라고 하

며, 5G 이동통신의 통신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이중방식 송

수신기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 자기간섭을 격리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자기간섭제거를 위한 다

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기간

섭제거를 위한 기술의 연구동향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Ⅱ. 자기간섭 격리 및 제거 기술

1. 자기간섭의 정의 및 종류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간섭은 동일한 주파수를 사

용하는 동일대역 전이중방식 송수신기에서 송신기의 출력이 수

신기의 낮은 수신전력에 간섭전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

의되며, <그림 1>과 같이 세가지 발생원인으로 구분 할 수가 있

다. 첫 번째는 송신기와 수신기에서 직접 발생하는 간섭효과(A)

이며, 두 번째는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사이의 제한된 격리

도에 따른 간섭(B), 마지막으로는 전이중방식 송수신기 근처의 

장애물을 비롯한 물체에 송신전력이 반사되어 오는 간섭(C)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자기간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격리(Isolation)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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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llation)의 두 가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전이중방식 송

수신기에서 송신기에서 발생하는 RF 신호가 수신기로 입력되

어 발생하는 자기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격리라고 하며, 

이미 수신기에 입력된 송신전력의 자기간섭신호를 제거하기 위

한 기술을 자기간섭제거 기술(Self Interference Cancellation, 

SIC)이라고 한다[4]. 자기간섭억제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기술은 안테나영역에서 송수신 안테나를 두 개 이상 분

리 사용하여 이격거리에 따른 경로손실을 달성하고 180도 위상

차 또는 반파장 거리차 등의 위치 최적화를 통한 송신신호 상쇄 

그리고 편파를 사용한 격리도를 달성하는 것으로 대략 40dB 정

도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활용이 비효율

적이며 단말기와 같은 소형송수신기에 적절하지 않아 최근 하

나의 안테나와 서큘레이터(Circulator) 혹은 EBD(Electrical 

balance duplexer) 를 사용하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이를 통해 약 20dB 이상의 격리도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

져 있다[5].

자기간섭제거의 경우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

(전파) 영역, 아날로그 또는 RF 영역, 디지털 영역의 세 영역에

서 제거기술 적용이 가능하다. 안테나 영역에서 자기간섭신호 

제거는 격리특성을 이용한 자기간섭신호 억제라고 볼 수 있으

며, 송신안테나의 위치정확도, 자기간섭 신호 전력들의 균형성, 

신호대역폭 등이 성능 파라미터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또는 RF 영역에서의 자기간섭신호 제거는 수신기의 RF 경로에

서 자기간섭신호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기술로 안테나 영역에

서의 격리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대략 60dB 

정도의 성능이 구현가능하다. 아날로그 자기간섭 신호 제거에

서는 수신된 간섭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기준신호의 진폭과 위

상을 정확하게 조절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간섭신호에 따

라 기준신호가 조정되는 적응성이 중요한 설계 파라미터가 된

다. 디지털영역에서의 자기간섭제거는 안테나와 아날로그영역

에서 제거되고 기저대역(Baseband)에 남아있는 자기간섭신호

를 제거하는 것으로 전력증폭기를 비롯한 송신기의 비선형성과 

발진기의 위상잡음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간섭효과 등에 대한 

제거기술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영역에서 자기간섭제거 

성능은 AD 컨버터(ADC)의 다이나믹 영역, 신호 대 잡음비, 그

리고 양자화방법에 따른 에러 등이 중요한 성능파라미터가 되

며, ADC의 성능에 따라서 대략 40-50dB 정도의 자기간섭제

거 성능을 갖는다[6].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를 이용한 무선송수신시스템을 설계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기간섭에 대한 억제성능은 <그림 3>과 

같은 송신전력, 수신잡음 레벨, 무선시스템의 신호 대 잡음비, 

수신기 잡음성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전이중방식 송수

신기를 사용하는 무선LAN 시스템을 예를 들면, 송신기의 출

력 20dBm 이라고 하고 수신기의 잡음레벨이 –90dBm 이라

고 할 때 필요한 자기간섭제거 성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간섭신호 제거성

능은 수신기에서 사용하는 ADC 가 10bit(실제로는 2bit 의 마

진을 고려하여 12bit의 ADC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ADC 

의 다이나믹 영역[7]은 6.02*N+1.76[dB](N : bit의 수) 로부

터 62dB로 주어진다[8]. 따라서, 안테나와 아날로그 영역에

서 필요한 자기간섭신호 제거성능은 48dB가 되며 송신기에서

의 PAPR(Peak-to-Average Power Ratio)에 따른 여유까지

(7dB) 고려한다면 필요한 자기간섭신호제거 성능은 55dB가 되

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전체 자기간섭신호 제거성능은 117dB

그림 3. 요구되는 자기간섭억제 성능[3]

그림 2. 자기간섭제거 종류[8]

그림 1. 자기간섭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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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선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자기간섭제거 성능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시스

템의 성능파라미터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지만 대략적으로 블

루투스는 98dB, 이동통신단말기는 118dB, 이동통신기지국은 

141dB 등으로 주어진다[9].

2. 자기간섭제거 기술의 초기연구

자기간섭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초기 전이중방식 시스템 중 하

나는 <그림 4(a)> 와 같이 1993년 일본 Tohoku 대학 연구팀에 

의해 제안되었다[10]. 제안된 전이중방식 시스템은 2.45GHz 

대역에서 단일안테나와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하여 격리도를 확

보하고, SAW(Surface acoustic wave) Convolver를 이용하여 

송신기와 수신기가 서로 다른 PN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간

섭을 방지하는 구조를 가지며, 10
-6 

비트에러율(BER)에 대하여 

78.3dB의 자기간섭제거 성능이 측정되었다. 

1998년 영국 Bristol 대학 연구팀에서는 <그림 4(b)>와 같

은 송수신 분리 안테나를 사용하고, 적응형 신호처리기술을 적

용한 RF echo canceller 와 기저대역 디지털 필터를 이용하

여 수신기에서 자기간섭을 제거하는 무분할 이중방식(DFD, 

Division free duplex)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제시하였다[11]. 

제시된 시스템은 1.8GHz에서 200kHz 의 채널대역폭에 대해 

72dB 의 송수신 격리도를 구현하여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를 이

용한 무선통신의 용량증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1997년 Signal Science, Inc 에 의해 출원된 특허[12]

에서는 <그림 5>와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테나, 아날로그/

RF, 디지털영역의 자기간섭제거기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념

이 모두 다루어졌으며, 안테나 위치를 통해 20dB, 아날로그 간

섭제거를 통해 15dB, 적응형 디지털 필터를 이용한 간섭제거를 

그림 4. 자기간섭제거 기술이 적용된 초기 전이중방식 시스템

그림 5. 특허 US 5691978 A에서 제안된 자기간섭제거 기술[12]

(a) PN 코드를 이용한 자기간섭제거[10]

(a) 송수신 분리 안테나

(b) 듀얼 안테나, RF, 기저대역 자기간섭제거 기술이 적용된 전이중방식 시스템[11]

(b) 단일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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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25dB 등 총 60dB 의 자기간섭제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

시하였다. 2006년 A. K. Khandani[13] 는 전이중방식시스템

에 적용하기 위한 안테나 배치와 위상차에 따른 간섭제거 방법

과 관련하여 <그림 6>과 같은 특허를 제시하였다.

또한, 2009년 M. E. Knox 는 전이중방식 시스템에서 <그림 

7(a)>와 같은 안테나급전구조를 이용한 자기간섭제거 구조 특

허를 제시하였다[14]. 제안된 안테나 급전구조는 단일 원형편

파 안테나를 사용하고, 송수신 경로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수신

단에 입력되는 송신간섭신호를 제거하여 높은 격리도를 구현

할 수 있다. 제안된 특허는 2012년 <그림 7(b)>와 같이 902-

928MHz 대역 무선송수신시스템으로 구현되었으며, 0.75dB 

삽입손실특성과 25MHz 대역폭에서 40dB 격리도가 측정되었

다[15].

Ⅲ. 안테나의 자기간섭 격리특성 연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이중방식 송수신 시스템에서 자기간

섭은 안테나영역, 아날로그 및 RF 영역, 디지털 영역으로 나누

어 간섭의 격리 및 제거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안테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간섭의 방지는 주로 하나 또

는 두 개 이상의 안테나를 이용한 송수신신호의 격리특성 확보

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일 안테나의 경우 앞

서 언급한 M. E. Knox 의 특허 및 논문[14][15]에 의해 <그림 

8(a)>와 같이 단일 원형편파안테나에서 급전구조의 위상차에 

의해 격리도를 확보하였다[15]. 또한 <그림 6(b)>와 같이 A. K. 

Khandani[13]에 의해 두 송신안테나가 180도 위상차를 갖고 

수신안테나로부터 동일한 간격으로 위치하여 수신안테나에서 

수신되는 송신신호가 서로 상쇄됨으로써 격리도를 확보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두 송신안테나의 이격거리를 수신안테나

로부터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게 떨어뜨려 수신되는 송신신호를 

서로 상쇄하여 격리도를 얻는 방법으로 대략 30dB 정도 격리특

성을 얻을 수 있다[16]. 그러나 이러한 두 안테나의 위상차 또

그림 6. 안테나 배치와 위상차를 이용한 자기간섭제거 기술 특허 US 7817641 A[13]

(a) 송신 4개 수신 1개 안테나 구조

(b) 송신 2개 수신 1개 안테나 구조

그림 7. 안테나 급전구조를 이용한 격리도 달성

(a) 안테나 급전구조 특허 US 8111640 B2[14]

(b) 제작된 안테나 급전구조[15]

68 | 정보와 통신

주제 | 5G 이동통신을 위한 전이중방식 송수신기의 자기간섭제어기술 동향 분석



는 배치간격에 따른 격리도 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본적으

로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만 동작이 되는 협대역 특성을 갖게 되

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참고문헌 [16]에서 제안된 방법의 경

우 20MHz 의 동작대역폭을 얻기 위해서 송신안테나의 위치가 

0.26mm 이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인 반이중방식 이동통신시스템에서 MIMO 안테나 설

계는 안테나사이에 낮은 상관계수를 얻기 위한 낮은 결합효과

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테나간 이격거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전

이중방식 송수신시스템에서는 안테나에서 송수신 격리도 확보

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이격거리와 위상차외에 안테나

에서 전파되는 전자기장과 관련한 기하학적 대칭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전이중방식 송수신기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송수신 안테나 사이에서 S21(S12)이 매우 작은 값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안테나로서의 우수한 방사특성과 수신특성을 갖기 위해

서는 S11(S22) 역시 작은 값을 가져야 한다[17].  

<그림 9>에 송수신 안테나의 배치에 따른 격리특성의 계산결

과를 나타내었다. 가장 오른쪽의 경우 송수신안테나가 대칭성을 

갖도록 위치하지만 이 경우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자기장의 간

섭으로 격리특성은 매우 악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왼

쪽의 두 경우처럼 서로 직교형태로 배치하게 되면 안테나 간격

과 관계없이 우수한 격리특성을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17].

 안테나영역에서의 자기간섭억제는 송수신기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중반사 특성과 주파수 선택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2013년 Rice 대학 연구팀은 2.4GHz, 80MHz 대역폭의 

무선LAN 전이중방식 송수신시스템에서 안테나 영역에서의 자

기간섭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송수신 안테나로 각각 방향성 안

테나를 사용하고(90° 빔폭, 90° 빔간격, 50cm 간격), 송수신 안

테나 사이에 흡수체(두께 11.4cm,25dB 흡수 특성)를 사용하였

으며, 교차편파를 이용하여 72dB의 자기간섭억제를 구현하였

다[18]. 또한, 2014년 NEC 와 Princeton 대학연구팀도 마찬가

지로 송수신 안테나의 방향성, 안테나간의 차폐, 안테나의 편파 

특성에 따라 실내외 전파특성에 따른 자기간섭억제효과를 연구

하였다[19]. 모든 효과를 고려한 경우 실내에서는 약 73dB의 자

기간섭억제효과를 얻었다. 

자기간섭제거 기술의 연구는 전이중방식 송수신기의 구현가

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이동 및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간섭억제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Stanford 대학과 Rice 대학 

연구팀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2010년-2013년과 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으로 자기간섭제거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 2014년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0년 Stanford 대학연구팀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동작주파

수의 반파장 길이만큼 차이를 갖고 위치한 두 개의 송신안테나

를 가진 2.4GHz, 5MHz 대역폭을 갖는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를 

구현하였다[16]. 두 개의 송신안테나로부터 안테나영역에서 자

기간섭 억제를 구현하고 RF 영역에서는 Intersil 사의 잡음제거

칩인 QHx220를 사용하여 50dB의 자기간섭을 제거하였다. 추

그림 8. 안테나를 이용한 격리도 확보

(a) 원형편파 단일안테나의 위상차이용[15]

(b) 송신 안테나 이격거리[16]

그림 9. 송수신 안테나 배치에 따른 간섭특성[17]

그림 10. 방향성 안테나, 흡수체, 교차편파를 이용한 자기간섭 억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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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디지털영역에서 10dB의 자기간섭을 제거하여 전체적

으로 60dB의 자기간섭억제성능을 갖는 전이중방식 송수신기

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협대역특성을 가지며, 채널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6]. 2011년 같은 연구팀은 송신안테나를 1개로 줄이고, 안테

나를 통과하여 입력된 송신신호와 상쇄시키기 위해 Balun을 이

용하여 송신신호를 분리하고 수신기에 입력하기 위해 잡음제거

칩 대신에 감쇄기와 지연선로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FIR 필터를 사용한 디지털 자기간섭제거를 구현하여 

2.4GHz에서 10MHz 대역폭을 갖는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를 구

현하였다[20]. 전체 잡음제거성능은 73dB로 이전방식보다 개

선되었지만 비선형 채널응답에 대한 적응성 구현, 소형 단말기

를 위한 단일 안테나 구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

했다. 2013년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2.4GHz, 80MHz 대역폭

으로 동작 대역폭을 확장하였고,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기 위해 

Circulator를 사용하였으며, RF 영역 자기간섭제거를 위해 지

연선로 뱅크개념을 도입하여 주파수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간

섭도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였고, 선형 및 비선형의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디지털 자기간섭을 구현하여 광대역에서 전체 

110dB 의 자기간섭제거 성능을 구현하였다[21]. 

  한편 Rice 대학연구팀은 2012년 송수신 안테나를 분리하고 

RF 송신기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갖는 2.4GHz 전이중방식 송

수신기를 구현하여 송수신안테나의 이격거리와 송신기의 출력

을 변화시키면서 자기간섭성능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18]. 

이격거리가 20cm 일 때 전체 자기간섭제거 성능은 73dB로 측

정이 되었으며, 2013년에는 안테나의 지향성, 25dB 흡수특성

을 갖는 안테나간 광대역 흡수재사용, 교차편파 사용 등을 적용

하여, 안테나영역에서 72dB의 자기간섭억제를 실현하고, 시스

템 전체 95dB의 자기간섭제거 성능을 구현하였다[22]. <표 1>

에 자기간섭제거 성능연구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현재

까지 전이중방식 송수신기에서 가능한 자기간섭제거 성능은 대

략 90-110dB 정도로 구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2010년-2013년의 자기간섭제거기술 주요연구결과

(a) 송신 안테나의 이격거리를 이용한 간섭제거[16]

(b) Balun을 이용한 자기간섭제거 기술[20]

(c) Circulator를 이용한 단일안테나 설계기술[21]

(d) 송수신 안테나 분리와 RF 송신모듈 2개를 사용한 전이중방식 송수신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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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자기간섭제거기술과 관

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를 5G 

이동통신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테나의 개

수가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가 된다. 따라서, 소형으로 송수신 

격리도특성이 우수한 안테나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송수신 

신호를 분리하는 손실특성이 우수한 EBD (Electrical Balance 

Duplexer)연구가 필요하며[23][24], 송수신 분리 안테나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편파 등을 이용하여 신호를 분리하고 격리도

를 향상시키는 방법 등에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전이중방식 송수신기 및 네트워크 연구를 위한 

DUPLO(Full-Duplex Radios for Local Access) 프로젝트

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펨토셀, 

랩탑컴퓨터 등에 적용 가능한 소형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를 위

한 방법으로 능동 RF 간섭제거기를 포함하는 이중 편파 안테

나구조를 제안하여 50dB 이상의 격리도를 얻었으며[4], 모바

일 및 센서노드 등에 적용되어 송신과 수신을 격리하기 위한 

EBD(Electrical balance duplexer)를  크기의 CMOS 에 구현

하여 6MHz 대역폭에서 약 50dB의 격리도가 가능함을 제시하

였다[4]. 또한 5G 이동통신에서 요구되는 안테나는 MIMO 기

능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송수신 안테나의 격리도 뿐만 아

니라 결합효과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자기간섭제거 성능 비교 

년도 연구내용 자기간섭제거성능

2010

Stanford	[16]

-	동작주파수	및	대역폭	:	2.4GHz,	5MHz

-	안테나	개수	:	송신	2개,	수신	1개,	두	개의	송신안테나를	수신안테나로부터	반

파장차이만큼	이격,	협대역	특성

-	잡음제거칩	QHx220	사용

-	안테나	및	아날로그	간섭제거	:	50dB

-	디지털	자기간섭제거	:	10dB

총	60dB	자기간섭제거	성능확보

2011

Stanford	[20]

-	동작주파수	및	대역폭	:	2.4GHz,	10MHz

-	안테나	개수	:	송신	1개,	수신	1개	의	안테나	사용(20cm	이격)

-	Balun을	이용한	RF	간섭제거

-	RF	자기간섭제거	:	43dB

-	디지털	자기간섭제거	:	30dB

총	73dB	자기간섭제거	성능확보

2012

Rice	[18]

-	동작주파수	및	대역폭	:	2.4GHz,	625kHz

-	안테나	개수	:	송신	1개,	수신	1개	의	안테나	사용

-	RF	송신모듈을	추가(2개	사용)

총	78dB	자기간섭제거	성능확보

2012

Rice	[22]

-	동작주파수	및	대역폭	:	2.4GHz,	20MHz

-	안테나	개수	:	송신	1개,	수신	1개의	안테나	사용(이격거리,	안테나	빔폭,	교차

편파,	광대역	흡수재	사용)

-	능동형	RF	및	디지털	자기간섭억제

-	교차편파없는	안테나+RF+디지털	:	86dB

-	교차편파있는	안테나+RF+디지털	:	95dB

총	95dB	자기간섭제거	성능확보

2013

Stanford	[21]

-	동작주파수	및	대역폭	:	2.4GHz,	80MHz

-	안테나	개수	:	송수신	1개,	단일안테나	+	Circulator

-	가변감쇄기와	다중	지연선로를	사용한	RF	자기간섭제거

-	Circulator	+	RF	자기간섭제거	:	62dB

-	디지털	자기간섭제거	:	48dB

총	110dB	자기간섭제거	성능확보

그림 12. 송수신 신호 분리를 위한 EBD 개념[23] 그림 13. 소형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를 위한 안테나 및 EBD 구조

(a) 이중편파 안테나[4](50dB>@10MHz)

(b) EBD의 CMOS 구조[23](60dB@1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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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a)>에 제안된 안테나는 2.4GHz, 200MHz 대역폭

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된 2×2 MIMO 안테나로, 편파분리를 이

용하여 안테나에서 66dB 의 자기간섭억제 성능을 구현하고 

MIMO성능으로 22dB의 결합감쇄효과를 구현하였다[25].  

 또한 <그림 14(b)>에 제안된 안테나는 전이중방식 송수신기

에 적용하기 위한 Pin 다이오드로 제어가 가능한 다중 재구성 

수신 안테나로 2.4GHz, 10MHz 대역폭에서 동작하며, 송신안

테나와 10cm 의 안테나 이격에 대해서 반사환경에서 65dB의 

격리도가 측정되었으며, 전체 자기간섭제거성능은 95dB로 측

정이 되었다. <그림 15>에는 4.6GHz에서 300MHz 대역폭에 

대해 편파기반 설계기술을 사용하여 50dB 이상의 격리도를 확

보하는 광대역 송수신 안테나 구조를 제시하였다[27]. 

제시된 광대역 안테나에서 송수신안테나는 서로 직교편파

를 사용하며, 수신단의 또 다른 포트와는 교차편파특성을 갖

는다. 이 안테나에 디지털 간섭제거성능을 추가하여 전체적으

로 70dB 의 자기간섭제거 성능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진회로

필터(Wavetrap)을 송수신 안테나에 적용하여 송수신 안테나

의 표면전류를 억제하고 격리도를 향상하는 기법의 안테나가         

<그림 16>과 같이 제시되었다. <그림 16>의 오른쪽 구조와 같

이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는 각각 반대편에 패치형태로 위치

하며, MIMO를 구현하기 위하여 두 개의 급전점을 가지며, 공

진회로필터를 안테나 주변에 배치하여 송수신 안테나간 격리도

를 60-70dB 확보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디지털 간섭제거기

술과 함께 구현되어 약 100dB 의 자기간섭효과를 나타내었으

며, RF 및 아날로그 자기간섭제거기술이 적용된다면 더 큰 값

의 자기간섭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2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영역에서의 자기간섭제거 성능

은 ADC 의 성능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발

진기 위상잡음과 전력증폭기 및 수신기 비선형 특성도 자기간

섭제거 성능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OFDM 시스템

의 위상잡음은 수신신호의 부반송파레벨에서 ICI (Intercarrier 

interference)로 나타나게 되며 전체 시스템 성능을 열화시키기 

때문에 잡음성능이 아주 우수한 발진기를 사용하거나 수신단에

서 위상잡음을 예측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기존 CPE(Common 

Phase Error) 알고리즘을 개선한 알고리즘 적용이 필요하다

[29]. 위상잡음억제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은 위상잡음을 무시

한 전이중방식 송수신기에 비하여 대략 6dB-13dB 정도 자기

간섭제거 성능개선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위상잡음

억제를 통하여 얻는 이득에 비해 위상잡음억제를 위한 알고리

즘 구현에 따른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스템의 SNR에 따

라 개선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30][31]. 위상잡음 외에도 송신단의 전력증폭기 또는 수신단

의 비선형특성이 디지털 영역에서 자기간섭제거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17(a)>에는 전력증폭기의 비선형 왜곡특성이 

전이중방식 송수신기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력증폭

기 전단에서 RF 자기간섭제거를 실시하고(Case B), 전력증폭

기 이후 단에서 RF 자기간섭제거를 구현하여(Case A) 비교하

였다[32]. 즉, Case B 는 전력증폭기의 비선형성이 포함되지 않

은 자기간섭 제거이며, Case A 는 전력증폭기의 비선형성이 포

함된 자기간섭 제거이다. 수신기에서 동일한 감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Case A 는 23dBm 의 송신전력이 계산되었고, Case B

의 경우는 12dBm 의 송신전력이 계산되었다. 즉, 전력증폭기

그림 14. 소형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를 사용한 MIMO 안테나

(a) MIMO 결합안테나[25]

(b) 다중 재구성 수신 안테나[26]

그림 15. 광대역 편파기반 재구성 자기간섭안테나[27]

그림 16. 공진회로 필터를 가진 송수신 안테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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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선형성이 약 11dB 정도의 자기간섭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비선형을 고려한 디지털 자기간

섭제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연구팀에 의해 발표된 <그림 17(b)>는 기준수신기(Reference 

Receiver)를 추가하여 2×2 MIMO 전이중방식 송수신기를 구

현하였다. 2.4GHz, 12.5MHz 대역폭, –88.9dBm 의 수신감

도, 12bit ADC를 갖는 Wifi 시스템에 대하여 기준수신기를 추

가하여 송신기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왜곡신호들을 제거하기 위

한 것으로 기존 선형특성을 갖는 자기간섭제거 방식에 비하여 

아날로그적 복잡성은 증가하지만 비선형잡음들을 개선할 수 있

기 때문에 송신전력이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인 자기잡음제거 성

능을 유지할 수 있다[33].

전이중방식 송수신기와 관련된 전파전파특성과 관련한 연구

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며, 주로 실내환경에 대한 전파환경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8(a)>은 2.6GHz, 

200MHz 대역폭에서 동작하는 단일안테나를 갖는 두 개의 전

이중방식 송수신기를 실내환경위치에 따라 전파특성을 측정하

고, <그림 18(b)>와 같이 전력지연 프로파일을 측정하였다. 전

력지연 프로파일은 안테나 반사경로, 공간 다중경로, 송수신 누

설경로 등에 기인하는데, 측정결과로부터 경로손실지수(Path 

loss exponent)가 1.54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34]. 

<표 2>에 서로 다른 자기간섭제거기술을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안테나(전파)영역, 아날로그 영역, 디지털 영역에 대한 자기

간섭제거기술을 앞에서 논한 기술적 접근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 기술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구분된 자기간섭제거기술들

은 적용된 시스템에 따라서 자기간섭제거기술의 성능을평가하

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널용량, 다이버시티 이득, 에너지 효율, 지연, 송신효율, 패킷

손실율, SNR(SINR 또는  BER) 등이 자기간섭제거기술의 성능

평가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제시된 자기간섭기술의 성능평가를 

위한 파라미터들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용되는 각 시스

템별로 공통된 성능평가 기준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17. 디지털 자기간섭제거 방식

(a) 전력증폭기의 비선형특성에 따른 전이중방식 송수신기 구조[31]

(b) MIMO 전이중방식 송수신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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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5G 이동통신에 적용하기 위한 전이중방식 송

수신기의 자기간섭제거 기술의 동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5G 

이동통신은 4G 이동통신에 비하여 고용량 데이터 트래픽 처리, 

고속 데이터전송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기존의 반

이중방식 송수신시스템에 비하여 2배의 용량을 제공하는  전이

중방식 송수신기가 최적의 송수신기 기술로 연구되고 있다. 전

이중방식 송수신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주파수에서 

송신과 수신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자기간섭이며, 통신시스

템의 수신감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간섭제거기술은 필수적

이다. 따라서, 안테나 영역에서 자기간섭을 억제하고, 아날로그 

또는 RF, 디지털 영역에서 자기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송신단의 비선형성 또는 위상잡

음에 의한 시스템 성능개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자기간섭제거기술의 정의 및 종류, 초기연구동향 그리고 

최근 연구동향을 시스템측면과 요소기술측면에서 파악하였으

며, 향후 전파환경을 고려하고 여러 송수신기간의 간섭 등의 전

이중방식 송수신기의 간섭제거기술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간섭제거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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