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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이 전이중 라디오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배터리로 전원 공급이 가능

하여 이동환경에서 동작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를 사용하여 전이중 라디오 원형을 구현하였다. 또한 다중

안테나 기반 전이중 라디오와 서큘레이터기반 전이중 라디오를 모두 고려하여 두 경우의 간섭 제거 성능을 비교하였

다. 끝으로 이동성이 전이중 라디오 시스템의 자기간섭제거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자기간섭제거 

필터의 갱신주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갱신주기를 약 1000배 줄였을 때, 자기 간섭의 전력이 서큘

레이터 기반 전이중 라디오는 5.7dB 두 안테나 기반 전이중 라디오는 3.1dB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 of mobility on the performance of full-duplex radio. For this, we implement a 
full-duplex radio prototype using a software-defined radio that is powered by a battery and can thus function in mobile 
environments. In addition,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self-interference cancellation schemes for two cases considering 
multi-antenna based full duplex radio and circulator based full duplex radio, respectively. Finally, we show a negative 
effect of mobility on the self-interference cancellation performance of the full-duplex radio system,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 update period of the self-interference cancellation filter on the performance. In particular, when the update period 
is reduced by about 1000 times, the power of self-interference is reduced by 5.7dB for circulator-based full-duplex radio 
and 3.1dB for both antenna-based full-duplex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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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이중 (full-duplex) 라디오는 하나의 통신기기가 송

신과 수신을 동일한 대역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통신 기

술로 그렇지 않은 반이중 (half-duplex) 라디오에 비하여 

이론적으로 두 배의 주파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1,2]. 
그러나 전이중 라디오는 자신이 송신한 신호를 간섭으

로 수신함으로 인해, 다른 송신기에서 수신한 신호의 전

력에 비해 자기간섭의 전력이 수십 dB에서 많게는 

100dB 이상 크다. 따라서 두 배의 주파수 효율 이득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자기간섭 (self-interference) 신호의 

전력을 잡음의 전력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무선랜의 경우 송신신호전력이 약 20dBm이고, 잡음의 

전력이 약 -90dBm 일때, 자기간섭을 110 dB 줄여야 한다.
현재까지 전이중 라디오 시스템의 원형이 다수 제작

되었고 비록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두 배의 주파수 효율

에 가까운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논문 

[2] 에서는 WiFi 802.11ac 물리계층 표준을 고려하였으

며 반이중 라디오 시스템과 같이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

는 조건에서 전이중 라디오 원형을 구현하였다. 이 논문

에서 구현한 원형은 단일 안테나에 서큘레이터를 연결

하여 자기간섭을 약 15dB 줄였으며, 수신쪽 LNA (low 
noise amplifier) 이전에 아날로그 신호 영역에서 자기간

섭 제거를 수행하여 자기간섭을 추가로 45dB 줄였고, 
ADC (analog-to-digital convertor) 이후에 디지털 신호 

영역에서 한 번 더 자기간섭 제거를 수행하여 추가로 

50dB를 줄였다. 결과적으로 자기간섭을 잡음 수순으로 

줄였으며, 실내 환경에서 실제로 두 배에 가까운 수율 

이득을 얻었다. 논문 [3]에서는 반이중 통신 방식의 

SDR (software defined radio) 장비 두 대를 이용하여 전

이중 통신 시스템 원형을 구현하였다. 이 논문의 원형은 

디지털 영역에서만 자기간섭을 제거하여 자기간섭을 

27dB 줄였다. 또한 500kHz 대역에서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고려하여 4m 떨어진 

거리에서 의 비트오류율을 달성하였다. 논문 [4]에
서는 두 개의 RF (radio frequency) 채널를 갖고 있는 하

나의 SDR 장비를 이용하여 전이중 라디오를 구현하였

다. 이 원형 역시 디지털 영역에서만 자기간섭을 제거하

였고 20MHz 대역에서 34dB의 제거성능을 달성하였다. 

또한 두 라디오 장비가 0.5m 떨어진 상태에서 ×

의 비트오류율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전이

중 라디오 원형의 위치가 고정인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이동 중인 상황에서의 성능은 평가되지 않았다.
전이중 라디오의 수신기가 받는 자기간섭은 회로를 

따라 수신측으로 흘러들어가는 회로간섭과, 안테나에

서 퍼져나간 전자기파가 주변의 반사체에 부딪힌 후 되

돌아오는 반사간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이중 라디오가 

이동할 경우 회로간섭은 변하지 않지만, 반사 간섭은 변

한다. 만약 자기간섭제거 필터를 초기에 한 번만 최적화 

시켜준 상태에서 전이중 라디오가 이동한다면, 반사간

섭의 변화로 간섭 제거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
라서 전이중 라디오의 이동성이 간섭제거 성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논문 [5]에서는 전이중 라디오 시스템이 차량에 부착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위한 물리계층, 다중접속계층

의 프로토콜을 제안한 후 이론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제

안 프로토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논문 [6]에서는 전이

중 라디오를 IEEE 802.11 이동체 표준에 고려하여 패킷 

충돌 검출에 활용하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성능

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까지 이동성이 전이중 라디오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원형을 사용하여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터리

로 전원 공급이 가능하여 이동환경에서 실험이 가능한 

SDR을 사용하여 전이중 라디오의 원형을 구현하였다. 
둘째, 다중안테나 기반 전이중 라디오와 서큘레이터기

반 전이중 라디오를 모두 고려하여 두 경우의 성능을 비

교하였다. 셋째, 이동성이 전이중 라디오 시스템의 자기

간섭제거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고, 걷기 

속도의 이동상황에서 자기간섭제거 필터의 갱신주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Ⅱ. 전이중 라디오 시스템

두 안테나 기반 전이중 시스템과 서큘레이터 기반 전

이중 라디오 시스템을 본 논문에서 고려한다. 전이중라

디오의 자기간섭 제거 성능을 전이중라디오의 성능이라

고 보며, 수신한 신호의 디코딩 성능은 측정하지 않았다.

2.1. 두 안테나 기반 시스템

두 안테나 기반 시스템에서는 RF 채널이 두 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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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송신측 RF 채널에 송신 안테나가 연결되고 수신측 

RF 채널에 수신 안테나가 연결된다. 송신 안테나에서 

전송된 신호는 수신 안테나로 입력되어 간섭을 일으킨

다.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로 간섭의 세기는 약해지지만 실제 통신 기기에서는 

두 안테나의 이격거리가 수 cm 이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테나 간 이격거리는 일반 스마

트폰의 너비와 유사한 4cm로 한다. 그림 1 은 두 개의 안

테나를 사용한 전이중 라디오의 원형을 보여준다. 

Fig. 1 Two-antenna based full duplex radio prototype

2.2. 단일 안테나 시스템

서큘레이터는 세 개 혹은 네 개의 입출력 포트로 이

루어져 있으며, 한 방향으로만 감쇄 없이 신호가 전달

된다. 예를 들어 서큘레이터의 1번 포트의 입력 신호는 

오른쪽에 있는 2번 포트로는 잘 전달되나, 왼쪽에 있는 

3번 포트로는 크게 감쇄된 신호가 전달된다. 또한 2번 

포트의 입력신호는 3번 포트로는 잘 전달되나 1번 포트

로는 미미한 양만 전달된다. 따라서 RF 채널의 송신 포

트를 1번 포트에, 안테나를 2번 포트에, 그리고 3번 포

트를 RF 체인의 수신 포트에 연결 시키면 송신신호는 

안테나를 통해 잘 출력되지만 수신 포트로는 크게 감쇄

된다. 그림 2 는 서큘레이터를 사용한 단일 안테나 시스

템을 보여준다. 논문 [1]에서 사용된 서큘레이터는 입

력신호가 약 15dB 정도 감쇄되어 전달되었다.

Fig. 2 Circulator-based full duplex system

Ⅲ. 간섭 제거 기법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영역에서 간섭 제거를 수행한

다. 기저대역 간섭 제거기법으로 위너 필터를 사용한다 

[7]. 위너 필터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 , 
   은 각각 수신 신호, 송신 신호, 추정 수신 신호, 에

러 신호를 나타낸다. 위너 필터는   를 최소화

하는 ⋯를 구한다. ⋯의 값은 아

래의 방정식을 풀어서 얻을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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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iener filter structure for cancelling self-interference

Ⅳ. 실험 결과

전이중 라디오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는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 시스

템으로 파일을 전송한다. 시스템 변수는 표 1에 정리하

였다. SDR 장비는 Ettus 사의 USRP E312를 사용한다. 
E312는 배터리로 운용되어 이동 가능하며 2 채널을 지

원하여 2×2 다중입출력안테나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다. 
실험에서는 디지털 영역에서만 자기간섭 제거를 수행

하며, 이를 위한 위너 필터의 변수 개수는 6개 (  ) 
로 한다. SDR 장비에서 측정한 복소 기저대역 신호의 

표본을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며, 호스트 컴퓨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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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GNURADIO 라이브러리와 

자체 제작한 위너필터 블록을 활용하여 자기간섭 제거

를 수행한다. 

Table. 1 System parameters 

System parameters Value

Carrier frequency 900 MHz

Sampling rate 100 ksps

Bandwidth 100 kHz

Number of Subcarrier 64

Number of subcarriers allocated to data 48

Number of samples in cyclic prefix 16

Payload size in one OFDM frame 192 bytes

4.1. 전력스펙트럼밀도를 이용한 자기간섭제거 성능 평가

그림 4는 송신신호, 수신신호, 디지털 자기간섭제거 

후 잔여 간섭 (residual interference)의 전력스펙트럼밀

도를 보여준다. 이 중 그림 4 (a)는 서큘레이터 기반의 

전이중라디오 시스템의 결과이며 그림 4 (b)는 두 안테

나 기반의 전이중라디오 시스템의 결과이다. 그림 4는 

특정 순간에 측정한 전력스펙트럼밀도이므로, 각 신호

의 평균 전력을 계산하여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로 GNURADIO에서 다루어지는 신호의 전력은 실제 전

력과 다르며 GNURADIO에서 표현된 신호의 값이 항상 

인 경우 전력이 0 dB가 되어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신호의 세기가 측정된다. 
송신 신호의 평균 전력은 –9dB로 맞추었다. 서큘레

이터 기반 전이중 라디오를 약 50초간 고정시킨 상태에

서 측정한 수신신호의 전력은 –33.2dB 였고, 잔여 간섭

의 전력은 –54.3dB 였다. 즉, 위너필터를 통하여 21.1dB
의 간섭을 줄였다. 두 안테나 기반 전이중 라디오를 약 

50초간 고정시킨 상태에서 측정한 수신신호 전력은 –

26.3dB 였고 잔여 간섭의 전력은 –47.7dB 였다. 즉 위

너필터를 통하여 21.4dB의 간섭을 줄였다. 또한 서큘레

이터 기반 전이중 라디오가 두 안테나 기반 전이중 라디

오 보다 잔여 간섭의 전력이 6.6dB 더 낮았다. 

(a) Circulator based system

(b) Two-antenna based system
Fig. 4 Power spectral density of transmitted, received, 
and residual signals. 

4.2. 이동성이 간섭제거 성능에 미치는 영향

그림 5는 서큘레이터 기반 전이중라디오 시스템과 

두 안테나 기반 전이중라디오 시스템의 잔여간섭신호

의 시간에 따른 전력을 나타내며, 라디오가 고정일 때와 

걷는 속도 (약 1.5 m/s)로 이동할 때를 고려하였다. 전력

계산에 쓰인 윈도우 길이는 10,000 샘플이며, 0.1초마다 

평균전력 값을 산출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OFDM에 

내재하는 큰 PAPR (peak to average ratio)의 효과를 제

거하기 위함이다. 그림을 통해, 서큘레이터 기반 시스템

이 고정일 때는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동할 경우 전력 값이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안테나 기반 시스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표 2
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

해 잔여신호 전력의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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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rculator based system

(b) Two antenna based system
Fig. 5 The moving average-power of residual signals of 
circulated-based and two-antenna-based full duplex 
systems while terminals are fixed or moving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큘레이터 기반 시스템이 

고정위치에 있을 때 표준편차가 가장 작으며, 이 시스템

이 이동할 경우 표준편차가 약 28배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다중안테나 기반 시스템은 고정인 상황에서 서큘레

이터 기반 시스템에 비해 표준편차가 약 5배 이상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동 상황에서는 비슷한 표준편차값

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Schemes standard dev.

Circulator | fixed × 

Circulator | moving × 

Multi-antenna | fixed × 

Multi-antenna | moving × 

Table. 2 The standard deviation of moving average 
power of residual signals for various schemes.

4.3. 필터 파라미터의 업데이트 주기

그림 5를 얻은 실험에서는 전송 시작 시점에만 필터

의 파라미터를 구한 후 파라미터를 갱신하지 않았다. 만
약 주기적으로 필터의 파라미터를 갱신할 경우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SDR
로부터 측정한 수신신호를 저장한 후 컴퓨터상에서 주

기적으로 필터를 갱신하면서 간섭을 제거하는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필터의 파라미터 값을 구하는데 에

는 1600 샘플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의 OFDM 
프레임이 1600 샘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샘플간 

간격이 초 이므로 가장 빠른 갱신 주기는 0.016초

이며,    ⋯ 배로 증가시키면서 잔여신호

의 전력을 계산한다. 
그림 6 은 서큘레이터 기반 시스템의 갱신 주기에 따

른 잔여신호의 전력을 나타내며 그림 7 은 두 안테나 기

반 시스템에 대한 같은 성능을 나타낸다. 먼저 고정상황

일 때와 이동상황 일 때의 잔여신호전력의 차이는 갱신

주기가 16.4초일 때 서큘레이터 기반 시스템은 6.7 dB, 
두 안테나 기반 시스템은 2.9dB 였으며, 갱신주기가 

0.016초일 때 서큘레이터 기반 시스템은 0.9 dB, 두 안테

나 기반 시스템 역시 0.9dB 였다. 또한 라디오의 위치가 

고정 상황일 때에는 갱신 주기에 따른 잔여신호의 전력 

변화가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큘레이터 기반 시스

템이 이동하는 경우 갱신 주기가 최소일 때와 최대일 때 

전력의 차이가 약 5.7 dB 이며, 두 안테나 기반 시스템이 

이동하는 경우 약 3.1 dB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동하

는 상황에서 필터 파라미터의 갱신주기가 간섭제거 성능

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6 과 7에 따르면, 
최소 주기일 때의 잔여간섭전력보다 1dB 이하로 증가하

는 정도까지 허용하려면, 서큘레이터 기반 시스템의 경

우 0.064 초 마다 필터를 갱신 하여야 하며, 두 안테나 시

스템의 경우 0.128 초 마다 필터를 갱신하여야 한다.

Fig. 6 The power of residual signal for varying update 
period of circulator-ba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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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power of residual signal for varying update 
period of ciculator-based system.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로 전원 공급이 가능하여 이동

환경에서 실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를 사

용하여 전이중 라디오를 구현하였다. 또한 다중안테나 

기반 전이중 라디오와 서큘레이터기반 전이중 라디오

를 모두 고려하여 두 경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특히 

이동성이 전이중 라디오 시스템의 자기간섭제거 성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예를 들어, 서큘레

이터 기반 시스템에서 간섭제거 필터 파라미터의 갱신

주기가 16.4초일 때, 고정상황보다 이동상황에서 잔여

신호전력이 6.7dB 컸다. 또한 이동상황에서 자기간섭제

거 필터의 갱신주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한 예로, 서큘레이터 기반 시스템의 이동상황에서 

갱신 주기가 0.016초 일 때보다 16.4초일 때 잔여신호전

력이 5.7dB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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