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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고성능의 모바일 디바

이스의 등장과 함께 모바일 사용자는 매년 꾸준히 

10% 이상 증가하여 2011년 말 전 세계 인구의 86%

에 달하였고, 광대역 가입자 수도 약 40%에 육박하

게 되었다. 모바일 디바이스 증가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을 유발하였고, Cisco의 데이터 트래

픽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그림 1]과 같이 2013년 1.5EB(ExaByte)

에서 2018년 15.9EB로 약 10.6배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따라서 무선 통신은 제한된 주파수 자

원 내에서 고효율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향

으로 진화하고 있다[1].

현재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반이

중(HD: Half Duplex) 방식은 [그림 2] (a)와 같이 

시간/주파수를 분배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기 때문

에 송수신 간 직교성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HD 

방식은 시간/주파수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이

동형 소형셀 간 멀티 홉 중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은닉장치문제(Hidden Node Problem) 등을 해결

하기 위해 별도의 오버헤드를 필요로 한다.

그에 반해 동일대역 전이중(IFD: In-band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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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isco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1]

※ 출처: Cisco VNI Mobi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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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lex) 방식은 HD 방식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그림 2] (b)와 같이 동일대역에

서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기술이다. IFD 방식에

서 가장 큰 문제는 수신기로 유입되는 유효 수신신

호보다 매우 강한 자기간섭신호이다. 이 자기간섭

신호를 완벽히 제거한다면 IFD 방식은 이론적으로 

HD 대비 최대 2배의 링크 용량 증대를 이룰 수 있

고, 자원의 낭비 없이 이동형 소형셀 간 멀티 홉 중

계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신하면서 송신할 수 있어 

숨어 있는 장치의 송신을 방지하므로 은닉장치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오버헤드가 필요 없다[1]

[5][6].

IFD 방식은 과거에도 릴레이 시스템에서 안테나와 

디지털영역에서 수행된 자기간섭제거(SIC: Self- 

Interference Cancellation) 기술을 상용화하였으

나, 소형 장치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무선통신시스템이 점점 더 대용량, 고

효율 전송을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IFD 방식

은 유효 수신신호 대비 자기간섭신호의 크기가 상

대적으로 작은 소형셀 같은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에서 IFD 송수신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본 고에서는 IFD 송수신기 개발의 최근 자기

간섭제거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3GPP 및 IEEE 

802.11ax에서 추진하고 있는 IFD 응용 서비스 모델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2. 국내외 IFD 기술 기준 동향

본 장에서는 IFD 기술 개발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

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세 그룹의 최근 기술 동향

에 대하여 살펴본다.

IFD 송수신기 개발 분야에서 2배의 링크용량

에 거의 근접한 성능 달성을 선보인 그룹은 미국 스

탠포드 대학의 Philip Levis와 Sachin Katti 교수의 

연구실 중심으로 창립된 Kumu Networks사이다. 

이 회사는 2013년 송수신 안테나를 공유하여 노

드당 1개의 안테나만을 사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SISO(single input single output) IFD 송수신기를 

구현하였으며, 아날로그영역과 디지털영역에서 총 

110dB 자기간섭제거 이득을 달성하였다[2]. 이를 기

반으로 MWC 2014에서 세계 최초로 LTE 시스템 

기반 양방향 IFD 송수신 방식이 반이중 방식 보다 

1.87배의 링크용량을 가짐을 시연하였다[2]. Kumu 

Networks사는 추후에 사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

받아 2013년 Third Point Ventures로부터 Series B 

[그림 2] HD 방식과 IFD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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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1)으로 1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Rice 대학은 2010년부터 WARP2)(Wireless 

Open-Access Research Platform) 플랫폼을 사용

하여 IFD 송수신기를 구현하였다. 2013년에 개발

된 IFD 송수신기는 상기 플랫폼을 이용하여 IEEE 

802.11 응용시스템 기반 2.48GHz 대역, 20MHz 대

역폭을 갖는 시스템에서 안테나영역에서의 SIC 이득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안테나 구조(지향성 안테나, 

이중 편파 안테나)에 의한 SIC 성능을 제시하였다[4].

2013년까지 상기 두 그룹에서 개발된 IFD 송수

신기의 SIC 성능은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유럽은  I FD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DUPLO(Full-DUPlex Radio for Local Access)라

는 과제를 EU(Europe Union)의 FP7(The Seventh 

Framework Programme) 기금의 투자를 받아 출

범시켰다[1]. 이 과제는 차세대 모바일 데이터 네

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IFD 송수신기 기술과 시스

템 솔루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4월에 소형 장치에  

탑재될 만한 실제적인 IFD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DUPLO는 유럽의 Oulu  

대학 등 3개 대학과 TTI, IMEC, Thales 등 3개의 업

체가 파트너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으며, 7개의 

연구 프로젝트 그룹을 두어 IFD 시스템을 위한 시

나리오 정립부터 결과물의 보급까지 체계적으로 과

제를 관리하고 있다.

3. 자기간섭제거 기술 동향

SIC 기술은 크게 전파영역과 아날로그 회로영역,  

디지털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 영

역에서의 SIC 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3. 1  자기간섭신호 제거 개념

IFD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신호를 송신하

면서 동시에 수신할 때, 수신기로 유입되는 자기

간섭신호이다. [그림 3]은 IFD 방식에서 자기간섭

신호를 분석한 그림이다. 왼쪽 그림은 송신 자기

간섭신호의 성분을 나타내고, 오른쪽 그림은 WiFi  

<표 1> 국외 경쟁 기관 IFD 방식의 SIC 성능

그룹 연도
주파수/대역폭 
(GHz/MHz)

안테나 종류
SIC 이득(dB) 총 SIC

(dB) 안테나 아날로그 디지털

Rice 
대학

2011 2.4/10 SE1) 57 24 - 81

2012 2.4/20 SE 65 20 85

2013 2.4/20 SE 71 24 95

Kumu

2010 2.48/5 SE 30 20 10 73

2011 2.45/10 SE 40 40 25 105

2013 2.4/80 SH2) 60(circulator: 15dB) 50 110

1) Separate(SE), 2) Shared(SH) 

1)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추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한 투자금

2)   WARP 플랫폼은 현재 천만 원 정도에 판매되기도 하며, 소프트웨어 상에서 응용 시스템 및 전송전력 등을 설정할 수 있고,  분리된 송수신 간격의 조절 및  
아날로그/디지털영역에서 SIC 기술을 단독 또는 혼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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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경우 수신기에서 제거되어야 할 자기간섭

신호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송신기에

서 유입된 자기간섭신호는 주신호(main signal), 

믹서와 증폭기(power amplifier)에 의해 왜곡되는 

고조파(harmonics)신호, 증폭기와 국부발진기(local 

oscillator) 등의 잡음으로 인한 송신기 잡음으로 

구성된다[2].

[그림 3]과 같이 IFD 송신기에서 20dBm으로 두 

개의 톤(tone) 신호를 송신한다면, 수신기에 유입

되는 자기간섭신호는 수신기 잡음 플로어(noise 

floor) -90dBm 기준으로 약 110dB 크기의 주신호

와, 80dB 크기의 고조파신호, 이 외에 50dB 정도의 

송신기 잡음 성분을 포함한다. 상기 세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수신기에 자기간섭신호로 유입된다면, 

수신기에서는 최대 110dB의 자기간섭제거 이득

을 얻어야 한다.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의 WiFi 신

호의 경우, 자기간섭신호를 수신기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동작범위(DR: Dynamic 

Range) 내에 존재하게 하려면 아날로그 회로영역

에서 PAPR(Peak to Average Power Ratio) 마진 

10dB을 포함한 60dB의 자기간섭제거가 되어야 

디지털영역에서 ADC의 왜곡없이 잔류(residual) 

자기간섭신호 제거가 근본적으로 가능해진다.

3.2  전파영역 자기간섭제거 기술

전파영역에서 SIC 기술은 송신안테나에서 수신안

테나로 유입되는 자기간섭신호를 전파 특성을 이용

하여  제거하는  개념으로,  크게  분리  안테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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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FD 방식에서 자기간섭 분석 예

<표 2> 분리 안테나 자기간섭제거 기법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비고

안테나 이격/배치 기법 •구현이 용이함 •큰 면적을 차지 •SIC 이득 30~40dB

지향성 안테나 기법
• 직접 경로로 유입되는 자기간섭 

신호 제거에 효과적임

• 반사가 많은 환경에서 반사 경로의 
자기간섭신호 제거 효과가 적음

•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자기간섭신호로 인해 안테나 
소자의 가중치에 오차 유발 

• [그림 4] (c) 구성에서 SIC 이득[4]: 
안테나 이격에 의해 28dB, 지향성에 
의해 17dB 

RF 흡수차폐와 
편파 안테나 기법 

•상용 소자를 이용 

• 편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송수신 
신호의 분리에 효과적

• 반사가 많은 환경에서 자기간섭
제거 이득이 떨어짐

• RF 흡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선 
안테나 간 물리적 이격이 필요

• [그림 4] (d) 구성에서 RF absorber 
Eccosob AN-79의 RF 신호 흡수량: 
약 35dB[4]

RX TX

d

50 cm
RF Absorber Dual-polarized

TX1RX

d d+  /2

TX2

[그림 4] 분리 안테나 기반 SIC 기법[4][5][6]

(a) 2-안테나 구조

(c) 지향성 안테나 기법

(b) 3-안테나 구조

(d) 흡수차폐와 편파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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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기술과 공유 안테나를 사용하는 기술로 

나눌 수 있다. 분리 안테나 기반의 SIC 기술은 송신

안테나와 수신안테나의 물리적 이격과 함께 안테

나의 배치 및 구성을 달리하여 SIC 이득을 얻는 방

법이다. [그림 4]와 같이 송수신 안테나 간 거리 차

에 의한 자기간섭신호 감쇄 기법, 추가 송신안테나

를 널(null) 위치에 배치하는 기법, 지향성 안테나 

기법, RF 흡수차폐(absorptive shielding) 기법, 편

파 안테나 기법 등이 있다[3][4]. 각 기법의 장단점은  

<표 2>에서 비교한다.

한편, 공유 안테나 기반의 SIC 기술은 1개의 안테

나와 아날로그 회로의 서큘레이터(circulator)와 같

은 소자를 사용하여 자기간섭신호를 제거하는 방법

이다. 이때, 자기간섭신호는 [그림 5]와 같이 서큘레

이터 내부 회로에서 수신기로 유입된다. 이 기술은 

분리 안테나 기반 자기간섭제거 기법들에 비해 안

테나에서 얻어지는 자기간섭 제거 이득은 적다. 하

지만 분리 안테나 기반 IFD 송수신기는 2개의 안

테나를 시간을 나누어 송신용과 수신용으로 사용 

하는 MIMO 공간 다중 방식을 채용하는 HD 송수신

기와 비교해, 안테나 간 무선채널의 비상관성이 보

장 되는 환경에서는 주파수효율 이득이 없을뿐더

러 전력효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8].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에서는 하나의 안테나를 

송수신 공용으로 사용한다.

3.3  아날로그 회로영역 자기간섭제거 기술

아날로그 회로영역에서 SIC 기술은 안테나 전단의 

RF 기준(reference) 송신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기로 

유입되는 자기간섭신호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때 

SIC 이득이 최대가 되도록 송신신호의 이득, 지연, 

위상을 조정하여 자기간섭신호를 재생하게 된다. 아

날로그 회로영역에서 SIC 기술은, 디지털영역에서 

ADC에 의한 신호 왜곡 없이 최종 자기간섭신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ADC DR 이내로 자기

간섭신호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만약 12비트 ADC

를 사용한다고 하면, PAPR 마진(2비트)을 고려한 10

비트 ADC의 동작 범위 60dB에서 ASIC(analog 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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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유 안테나 기반 SIC 기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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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은 다음 식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5]의 서큘레이터 1번 포트에서 3번 포트의 

직접경로를 통한 누설 신호는 15dB의 감쇄를 가지

게 된다. 따라서 잡음 플로어 -90dBm을 고려하면 

95dB의 제거가 필요하며, 전파영역 및 아날로그 회

로영역에서의 제거 요구량인 60dB 기준으로는 최

소 45dB의 제거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

를 채택한 Kumu Networks사의 아날로그 회로영

역의 자기간섭제거 기술은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송신기 증폭기 출력신호를 작은 신호로 복제하여 이

를 다중 탭(tap)으로 이루어진 자기간섭제거 회로

의 입력으로 이용된다. 이 회로는 병렬로 고정된 길

이를 가진 라인들(PFL: Parallel Fixed Lines)과 가

변 감쇄기(tunable attenuators)로 구성돼 있다. PFL

은 라인이 서로 다른 길이를 가져서 각 라인의 지

연이 모두 다르도록 설계되었다. 이 라인들과 가

변 감쇄기를 통과해서 결합된 신호를 수신기에 유

입되는 수신 신호에서 수학적 뺄셈을 수행하여  

아날로그 단에서의 자기간섭 신호를 감소시킨다[2].

3.4  디지털영역 자기간섭제거 기술

디지털영역 SIC 기술의 목표는 전파영역과 아날로

그 회로영역에서 제거되지 못한 잔류 자기간섭신호

를 제거하는 것이다. 디지털 단에서 SIC 기술은 송

신기의 DAC(Digital-to-Analog Converter) 입력 

전 자기 기준신호를 이용하여 수신기 ADC 출력단

의 자기간섭신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때 수신된 자기간섭신호는 송신기 DAC와 수신

기 ADC 사이의 시스템 특성, 채널 특성, RF 영역의  

자기간섭제거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산시간(discrete-time) 시스템으로 모

델링하는 것이 중요하다[3].

[그림 6]은 양방향 IFD 통신 시스템에서 자기

간섭신호의 이산신호시스템 모델링이다. [그림 6] 

에서 와 는 전파영역과 아날로그 회로영역

의 간섭제거 효과를 포함한 자기간섭신호 채널과 

유효수신 신호의 채널을 모델링한 것이다. 여기서 

와 는 각각 송신하고자 하는 신호와 실제 송신

된 신호이고, , , 는 각각 수신된 신호, ADC를 통

과한 출력신호, ADC의 양자화 잡음과 비선형성으

로 인한 오차를 의미한다. 근본적인 디지털영역의 

SIC 방법은 상기 유효수신신호, 자기간섭신호, 잡음

신호( )및 오차( )가 수학적으로 더해진 최종 수신

신호로부터 기준신호인 가 되도록 하는 적응 FIR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를 설계하는 것이다.

디지털영역 SIC 기술에서의 이슈는 상기 최종 

수신신호에 포함된 비선형성 왜곡신호성분을 효과

적으로 억제하면서 상기 적응 필터 계수의 수렴속

도를 높이는데 있다.

4. 표준화 동향

주파수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 5G  

ASIC(dB) =  Txpower(dBm)-AntennaSIC(dB) 
-ADC(dB)+PAPR(dB) 
-reciever noisefloor(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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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양방향 IFD 시스템에서 자기간섭신호 모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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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인 만큼 앞에서 소개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SIC 

기술이 한층 더 진일보한다면 IFD가 사업화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3GPP 및 IEEE 802와 같은 글로

벌급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

에서는 상기 기구별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2012년 말 3GPP 전체 회의에서 D2D(Device-to-

Device) 통신 표준에 IFD 기술 적용 여부를 논의하

였으나, 현재의 Release12에 포함되진 않았다. 빠르

면 Release13 늦어도 Release14에서는 표준화 아이

템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럽의 DUPLO 과제에서

는 소형셀, 애드혹/메시 네트워크, UE 릴레이 및 무

선백홀 환경에서의 시스템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

어, IFD 선도 표준기술 발굴 차원의 연구를 내년 상

반기까지 수행할 것이다[1].

IEEE 802.11에서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3월 HEW(High Efficiency WLAN) 

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비해 평균 단위면적당 스루

풋(throughput)을 적어도 4배 향상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는 SG(Study Group)가 시작되었다. 2014년  

5월 11ax TG(Task Group)로 승격되기 전까지, 6개  

연구 아이템 중 하나로 IFD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 기간 중 IFD의 구현 가능성[10]~[13], IFD 프리

앰블의 필요성[13], IFD MAC 이슈[11][12][13] 등 

상기 단위면적당 스루풋 증대의 강력한 기술로 주

목받은 반면, 기존 WiFi 표준과의 BI(Backward 

Incompatibility)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았다.

BI를 최소화하면서 무제한 전력공급 조건을 만족

하는 가장 좋은 운용 시나리오는 [그림 8]과 같이 2개 

의 HD 기능보유 이용자 장치들과 1개의 IFD 기능

보유 AP(Access Point)로 구성되는 시나리오다. 이 

운용 시나리오에서는 이용자 장치1이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AP로 송신하고 동시에 이용자 장치2는 

AP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HD 방식에 비해 전력 

소모가 높은 IFD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

원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AP만 IFD 기능

을 가지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이용자 장치들은 기

존 WiFi 표준과 같이 HD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

써 BI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운용 시나

리오는 상기의 장점들로 인해 3GPP의 소형셀에도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

가 되는 경우는 [그림 8]에서 이용자 장치1이 이용

자 장치2에게 간섭을 줄 때이다. 이러한 문제는 AP

가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이용자 장치들 간에만 통

신링크를 열어 주면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선 AP

가 간섭을 인지하기 위해 사용자 장치들로부터 제

어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며[14], 이에 대한 논의

가 SFD(Spec Framework Document) 완료시점

인 2016년 1월 전, 즉, 2015년 말까지 진행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림 7]에서와 같이 SFD가 완료된 후, 

2번의 Draft 규격 작업과정을 거쳐 2019년 3월경 

[그림 7] IEEE 802.11ax 타임라인[9]

2013

Study
Group
Launch
(March
2013)

PAR
Approved

(Mar 2014)

TG Kick Off
(May 2014)

*PAR : Project Authority Request
*SFD : Spec Frame Document
*TG : Task Group

802.11ax
Draft 1.0

(July 2016)

802.11ax
Draft 2.0

(Mar. 2017)

802.11ax
Final

(March 2019)

Spec Framework
Document

(Nov 14 ~ Jan 2016)

2014 2015 2016~2019

11ax SFD

[그림 8] 1 IFD 운용 시나리오[10]~[14]

M1

M2

Full-duplex
Infrastructure

Half-duplex User

Half-duplex User

AP



 TTA Journal  Vol.155  l  91

IEEE 802.11ax 표준이 최종 승인될 것이다.

5. 맺음말

IFD 통신 시스템은 HD 통신 방식 대비 최대 2배의 

링크용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스

템의 동작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매우 큰 자기간섭

신호로 인해 신호 대 잡음비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IFD 송수신기의 자기

간섭신호를 제거하는 기술을 전파, 아날로그, 디지

털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앞으로 개발될 IFD 송

수신기가 고려해야 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고찰

하였다. 결론적으로, IFD 송수신기의 자기간섭제거 

이득을 최대화하려면 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자기 

간섭제거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

든 영역의 자기간섭제거 기술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때 효과적인 자기간섭제거 이득을 얻을 것이다. 또

한, 소형 장치에 IFD 기술을 적용할 때는 디지털영역

이 수용할 수 있는 신호의 범위가 있고 디지털영역  

자기간섭제거 기술이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수

신신호의 고조파와 송신기잡음 신호 성분 대비 주신

호 성분의 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영역 

간섭제거 기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IFD 방식은 2020년까지 1,000배의 시스템 용

량 증대와 초 장치 간 연결을 달성해야 한다는 5G  

비전에 맞춰, 기존 대비 최대 2배의 주파수효율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기술이기에, IEEE 

802.11ax의 SG 단계부터 연구 아이템으로 비중 있

게 다루어졌고, TG 단계에서는 기존 HD 기반 WiFi

에서 IFD 혼용 WiFi 표준 시스템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그림 8]의 운용 시나리오가 우선적으로 표준

화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IFD 기술 개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IFD 송수신기 테스트베드를 제작

하여 시현에 나서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학 등에서 

IFD 관련 연구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이 시점에

서 국내의 IFD 송수신기 핵심구현기술과 응용 시

스템 솔루션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상용제품의 국산화 및 글로벌 IFD  

칩셋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14-000-04-001,  
초연결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 

[참고문헌]
[1]  DUPLO, ‘D1.1-System scenarios and technical requirements 

for full-duplex concept,’ http://www.fp7-duplo.eu/index.
php/.

[2]  D. Bharadia, E. McMilin, and S. Katti, ‘Full duplex radios,’ in 
Proceedings of ACM SIGCOMM, 2013.

[3]  A. Sabharwal, P. Schniter, D. Guo, D. W. Bliss, S. Rangarajan, 
and R. Wichman, ‘In-Band Full-Duplex Wirel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view article to appear in IEEE JSAC 
Special Issue on Full-duplex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2014.

[4]  E. Everett, A. Sahai, and A. Sabharwal, ‘Passive self-
interference suppression for full-duplex infrastructure 
nodes,’ IEEE Trans. Wireless Commun., vol. 13, no. 2, pp. 680-
694, Feb. 2014.

[5]  J. I. Choi, M. Jain, K. Srinivasan, P. Levis, and S. Katti, 
‘Achieving single channel, full duplex wireless 
communications,’ in Proceedings of ACM Mobicom, 2010.

[6]  M. Jain, J. I. Choi, T. Kim, D. Bharadia, S. Seth, K. Srinivasan, 
P. Levis, S. Katti, and P. Sinha, ‘Practical, real-time, full duplex 
wireless,’ in Proceedings of ACM Mobicom, 2011.

[7]  D. Bharadia and S. Katti, ‘Full duplex MIMO radios,’ USENIX 
NSDI, 2014.

[8]  H. Ju, X. Shang, H.V. Poor, and D. Hong, ‘Bi-Directional Use 
of Spatial Resources and E�ects of Spatial Correlation,’ IEEE 
Trans. Wireless Commun., vol. 10, no. 10, pp. 3368-3379, Oct. 
2011.

[9]  O. Aboul-Magd, ‘TGax May 2014 Meeting Agenda,’ Tdoc: 
IEEE 802.11-14/0478r5, IEEE 802.11ax, May 2014.

[10]  H. Bian, Y. Fang, B. Sun, and Y. Li, ‘Co-time co-frequency Full 



92  l  2014  09/10

Duplex for 802.11 WLAN,’ Tdoc: IEEE 802.11-13/0765r2, IEEE 
802.11 HEW, July 2013.

[11]  R. Taori, W.-C. Kuo, K. Josiam, H.-R. Shao, H. Kang, and S. 
Chang, ‘Considerations for In-Band simultaneous Transmit 
and Receive(STR) feature in HEW,’ Tdoc: IEEE 802.11-
13/1122r1, IEEE 802.11 HEW, Sept. 2013.

[12]  P. Levis, ‘STR Radios and STR Media Access,’ Tdoc: IEEE 

802.11-13/1421r1, IEEE 802.11 HEW, Nov. 2013.

[13]  R. Banerjea, J. Lansford, and N. Kakani, ‘A Simpli� ed 
Simultaneous Transmit and Receive MAC Proposal,’ Tdoc: 
IEEE 802.11-14/0340r0, IEEE 802.11 HEW, March 2014.

[14]  W. Ahn, J. Ahn, and R.Y. Kim, ‘Discussion on dual-link STR in 
IEEE 802.11ax,’ Tdoc: IEEE 802.11-14/0838r1, IEEE 802.11ax, 
July 2014.

피사체 간의 앞뒤 위치는 제대로 표현되지만 부피감은 표현되지 못하여 여러 겹의 도화지(cardboard)에 그린 그림처럼 보이는 현상. 

주로 망원 렌즈로 촬영할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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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용어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