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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GHz 빔포밍 트랜시버 기술 연구

요 약

60GHz 주파수는 최대 9GHz 까지 엄청난 대역폭을 활용하여 

Gbps급의 무선전송이 가능한 대역으로서, 최근 이 대역을 댁내 

무선전송장치 및 초고속 무선랜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60GHz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는, 밀리미터파 통신이 기존에는 무선 백홀용으로 주로 사

용되었던것에 비해 지금은 가정 및 사무실내에서의 초고속 네

트워크 또는 영상가전에서의 무선 전송장치 등 응용분야의 다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ISM 대역이면서 광대역을 활용할 수 있

는 60GHz가 급부상하게 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CMOS 칩 

기술의 꾸준한 발전으로 현재는 수 십 나노공정을 이용하여 테

라헤르쯔 대역에서도 동작하는 칩이 발표되고 있는 바 그동안 

60GHz 시장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었던 무선 전송장치의 

높은 가격, 사이즈, 소모전력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

게 된 점도 이유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ETRI와 KETI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60GHz 무선 전송장치

에 탑재 가능한 범용 CMOS 송수신 칩 및 이를 활용한 빔포밍 

트랜시버 기술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세계 각국에서는 일찌감치 60GHz 통신의 필요성을 인지하

고 <그림 1>과 같이 주파수를 할당하여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

스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미국의 경우 60GHz 대역은 원래 

군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94년 10월 FCC가 40GHz 이상

의 밀리미터파를 상업용으로 개방을 발표한 이후 2000년 12월 

57~64GHz을 ISM대역으로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1-2]. 유럽

은 2009년에 ECC/REC(09)01에서 57~66GHz의 대역을 확정

하였다 [3-4]. 일본은 2000년 8월 MPHPT가 60GHz 시스템

에 관한 기술기준을 작성하고 54.25~59GHz은 HDTV나 고정

형 무선접속장치의 전송대역으로, 59~66GHz는 무선 홈네트

워크나 무선랜과 같이 비허가 소출력 무선기기용 주파수로 할

당하였다 [5]. 우리나라도 2006년 7월 정통부가 57~64GHz 대

역을 무선통신용으로 할당하였고 2007년 4월 기술기준을 발표

하였다 [6]. 

사실 60GHz 대역은 감쇄계수가 높아 통신거리가 매우 짧

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림 2>를 살펴보면 60GHz에서 시간

당 25mm 이상의 폭우에 의한 감쇄는 5dB/Km임에 반해 산소

(O2)에 의한 감쇄는 17dB/Km나 되어 비나 안개가 없는 실내 

환경이라 하더라도 대기중 산소에 의해 통신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신 측면에서는 전파간섭을 줄여 채널 

보안성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전송 및 네트워크 구성 측면에서

는 하드웨어의 높은 성능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 나라마다 60GHz 무선기

기의 유효방사전력 최대 허용치를 올려 적용하고 있다[1-8]. 

유럽의 경우 방사전력을 40dBm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

은 57dBm, 중국은 47dBm, 캐나다와 미국은 43dBm 까지 허

그림 1. 국내외 60GHz 대역 주파수 할당

그림 2. 주파수 대역에 따른 감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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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효방사전력 대신 송신출력만을 규

정하고 있는 데, 송신 안테나로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

우엔 최대 출력 27dBm,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엔 

20dBm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신호이득을 극대화하

는 빔포밍 기술이 제안되어 왔다. 무선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모바일 환경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말에는 전파 방향의 변

화, 장애물의 유무, 통신 거리의 변동에 대응하는 기술이 적용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교란 (perturbation)들은 무

선 링크상의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출

력, 고이득과 함께 빔포밍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빔포밍 기술은 국제표준 (IEEE 802.15.3c)에 반영되어 60GHz 

트랜시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60GHz 빔포밍 트랜시버를 구현하

기 위한 CMOS 칩 기술, 배열안테나 기술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배경설명으로 제2장에서 60GHz 

표준화 동향과 관련 기술 및 최신 제품 동향을 제시하고 제3장

에서는 멀티표준을 지원하는 시스템 설계 기술에 대해 설명하

였다. 주요 표준의 물리계층 (PHY) 규격을 비교하며 공통의 무

선 규격을 도출하는 과정과 구조설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트랜시버 구현을 위한 CMOS 칩, 배열안

테나, 칩-안테나 패키지에 대한 개발과정을 담고 있다. 

Ⅱ. 60GHz 표준화 및 기술 동향

60GHz의 통신, 방송, 가전 전반에 걸친 무한한 활용을 기대

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 및 기관들은 60GHz 표준 기술 주

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경쟁 

및 협력을 벌이고 있다. 

ECMA TC48에서는 60GHz 대역 근거리 무선 고속 통신 표

준을 만들고 있다. 2008년 12월에 발표된 ECMA-387 [9]은 

근거리에서의 고속 60GHz PHY, MAC 규격과 더불어 HDMI 

PAL을 다루면서 대용량 전송과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을 지원하

는 규격을 담고 있다. 이는 2009년 10월 ISO/IEC 13156 국제

표준으로 승인되었다. 

IEEE 802.15.3c는 고속 WPAN을 목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해 

왔으며 2009년9월 IEEE 802.15.3c-2009 [11]의 표준을 승인

하였다. 여기서는 PHY를 용도에 따라 SC/HSI/AV-PHY의 세

가지 모드로 분류하고, 타 모드의 기기들 간에도 통신이 되도록 

한 기기가 조정자로서 동기신호를 보내면 다른 기기는 이를 감

지하여 통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WiGig는 PC, HDTV, 프로젝터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가전과 

핸드헬드 장치 간의 Gbps급 전송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서 Intel, Dell, Microsoft, NVIDIA 사가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

고 있다. 기존 WiFi를 수용하면서 Gbps급의 전송을 위해 IEEE 

802.11n MAC을 기반으로 표준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2010년 

12월 WiGig 1.0[14]을 발표하였다. 

WirelessHD는 고화질 디지털 동영상신호를 무압축 무선 전

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회원사로 영상 가전 업체

인 Sony, NEC, Panasonic, Philips, Samsung, LG 와 RF

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Sibeam 사가 참여하고 있다. 2008

년 1월에 발표된 WirelessHD 1.0a[15]은 무선으로 HDMI 신

호전송할 수 있는 규격으로서 이는 이후 IEEE 802.15.3c 내 

AV OFDM 규격으로 수용되었다. 이어 2010년 4월에 발표된 

WirelessHD 1.1은 전송속도를 10~28 Gbps까지 확장할 수 있

고 압축 동영상 및 USB 3.0 프로토콜까지 지원하고 있다.

IEEE 802.11ad는 60GHz를 이용한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 구

성을 위해 만들어진 표준화 그룹으로서 2012년 12월까지 표준

완성을 목표로 다양한 기술을 수렴하고 있다 [12-13]. 이미 확

산되어 있는 IEEE 802.11 WLAN 계열의 표준이기 때문에 다

른 표준에 비해 완성 후 파급 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60GHz 트랜시버 기술의 핵심은 바로 CMOS 송수신칩으로

서 2004년 U.C.Berkeley에서 130nm CMOS 공정에서의 수

동소자, 전송선 패턴의 60GHz 대역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60GHz 송수신칩 설계에 관한 연구결과 [16]를 발표한 이후, 

sub-micron CMOS 공정을 사용한 60GHz 송수신칩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17-31]. 2009년 인텔에

서는 45nm 공정으로 60GHz PA를 발표하였으며 [18] 아인트

호벤 공대에서도 NXP 45nm공정의 PA를 발표하였다. 2009

년 독일 IMEC은 45nm 공정의 60GHz RF 수신칩, PLL, PA

를 ISSCC에 발표[19]한 이후 2010년엔 송수신칩을 사용하여 

IEEE 802.15.3c 기반의 SC-FDE 모드의 전송시연을 하였다. 

2011년 6월 파나소닉에서 60GHz WiGig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용 칩을 발표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퀄컴에서 스마트폰에서 

HDTV로 바로 동영상을 전송하는 60GHz 무선기술 지원 칩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퀄컴은 Wi-Fi, 블루투스, 60GHz 기반의 

동영상전송 기술을 지원하는 트라이밴드 칩을 발표했다. 현재 

스마트폰의 HD급 동영상을 TV로 스트리밍 전송 하는 데에는 

Wi-Fi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 칩을 탑재하면 60GHz 기술을 사

용하여 10배의 고속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

후 60GHz 칩 개발방향이 모바일에 맞춰 저전력, 소형화 이슈

가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60GHz에서는 칩과 안테나의 패키징 기술이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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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빔포밍을 위해서 반드시 배열안테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각 배열소자와 칩 간의 거리가 어쩔수 없이 멀어지게 되

어 고유전율의 얇은 기판을 사용하더라도 삽입손실이 적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버클리공대에서는 빔포밍용 위상

변위기를 RF가 아닌 기저대역에 배치하여 위상제어 정확도

를 높이고 안테나 소자와 칩간의 거리를 줄인 트랜시버를 발

표하였다. 이는 2.5×3.5 mm2 크기의 65nm CMOS 송수신

칩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CEA-LITI-Minatec 연구소와 

STMicroelectronics 사는 글래스안테나가 구현된 HTCC 5층 

기판위에 65nm CMOS 송수신칩 (2.8×3.3 mm2)과 전력증폭

기칩이 플립칩 본딩된 13.5×8.5 mm2사이즈의 60GHz 트랜

시버 모듈을 선보였는데 빔포밍 기능은 없지만 WirelessHD와 

16QAM OFDM을 지원하여 1m 이상에서 3.8Gbps의 전송을 보

여주었다. 

60GHz 트랜시버 상용제품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Silicon 

Image 사의 Si6310 RF Transceiver가 있는데 이는 

WirelessHD1.1과 802.11ad의 최대전송속도인 7.14Gbps와 

6.76Gbps를 모두 지원하며 10m의 NLOS (Non Line-of-

Sight) 통신이 가능한 빔포밍 트랜시버이다. 특이한 점은 송신/

수신 전송속도가 각각 다른 비대칭 데이터링크에 사용할 수 있

도록 (송신배열수):(수신배열수)를 32:4 또는 8:32 와 같이 비

대칭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65nm CMOS 공정으

로 설계된 8.95×8.12 mm2와 8.64×8.93mm2 크기의 송수신

칩이 탑재되어 있다. 많은 배열 사용으로 인해 칩과 모듈의 부

피가 큰 단점이 있지만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여 거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IMEC/Panasonic 이 2012년 5월 40nm 공정으로 제

작된 송신90mW, 수신35mW급의 송수신칩을 사용하여 IEEE 

802.11ad 기반에서 7Gbps까지 가능한 모바일용 트랜시버를 선

보였다. 이는 기존 AP나 노트북 그리고 영상용 무선전송장치에 

사용되는 용도가 아닌 모바일기기용으로 특화되어 빔포밍 기능

을 생략하고 저전력에 초점을 맞춘 트랜시버라고 말할 수 있다. 

Ⅲ. 멀티표준 시스템 설계

60GHz 트랜시버의 기능적인 역할은 크게“Gbps급 전송속도

를 지원하는 광대역 신호처리”와 “안정적인 60GHz 통신링크 

유지”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아키텍쳐 설계와 시스템규격 

도출시 이 두 가지는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Gbps급 전송

속도와 관련해서는 채널대역폭과 ADC/DAC 규격이 결정되며, 

안정적인 통신링크를 위해서는 루프백 신호의 SNR을 보장하도

록 시스템이득, 잡음지수 규격 등이 결정된다. 

<그림 3>은 60GHz 주요 통신표준과 ITU-R 및 각국의 전파

그림 3. 시스템 규격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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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부터 시스템 규격을 도출하는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

고 있다. 송신부에서는 출력허용치, 스펙트럼마스크, 그리고 스

퓨리어스를 준수하도록 출력 및 선형성 규격이 결정되며, 수신

부에서는 혼변조에 의해 발생되는 잡음을 제어하기 위해 선형

성 규격이 결정된다. 주파수합성부에서는 인접채널간섭에 의한 

잡음을 제어하기 위해 위상잡음 값을 결정하게 된다.

60GHz 주요 표준에서 제시한 Chip Rate는 1,760 MHz 

(IEEE 802.15.3c, IEEE 802.11ad), 1,728MHz (ECMA-387)

로서 실질적인 채널필터의 cut-off 주파수를 결정한다. 통상 

트랜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저대역신호 대역폭(채널필터대

역폭)의 2배 이상을 ADC를 위한 샘플링주파수로 결정하기 때

문에 ADC 속도는 3.456GSps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

하면 이론상 16-QAM의 경우 최대 6Gbps급의 신호전달이 가

능하다. 만약 채널 두 개를 묶어 하나의 광대역 채널처럼 처리

하면 12Gbps급의 전송속도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채널본딩이

라는 기술로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Mixer/PLL/

Analog 구조를 가져야 한다. 빔포밍을 위한 배열과 본딩을 위

한 별도의 Mixer/PLL/Analog path를 모두 구현하기에는 구

조가 너무 복잡하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채널본딩기능을 넣

지 않았다. 

통신거리가 최대 10m라고 하였을 때 경로손실은 최대 88dB

나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손실을 보완하고 CMOS 전력증폭

기의 성능부담을 덜기 위해 배열안테나를 이용한 빔포밍 트랜

시버가 요구된다. 배열에 사용되는 Phase Shifter의 위치에 따

라 아날로그 빔포밍 과 디지털 빔포밍으로 구분하는데, 아날

로그 빔포밍은 RF부에서 위상제어를 하기 때문에 RF Phase 

Shifter 가 사용되며 디지털 빔포밍은 기저대역에서 위상제어

하므로 Digital Phase Shifter가 사용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

이점은 배열신호를 합성하는 위치와 이에 따른 배열 구조인데, 

아날로그 빔포밍은 RF부에서 배열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 I/Q 한쌍의 Mixer-Filter-VGA-ADC 만 구성하면 되지

만, 디지털 빔포밍은 기저대역까지 배열신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배열개수만큼의 I/Q Mixer-Filter-VGA-ADC path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빔포밍은 여러개의 독립적인 빔포

밍이 가능하지만 시스템 복잡도나 소모전력이 크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기지국처럼 멀티유저를 위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

며, 단말이나 AP (Access Point)에서는 보다 간단하고 소모전

력이 적은 아날로그 빔포밍을 사용한다. 

한편 밀리미터파 통신의 경우 광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

채널 내 스펙트럼별 위상변위가 균일하지 않다. 이는 위상변위를 

통한 배열신호의 동기화 및 합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림 4>의 배열신호를 두 개의 CW 신호로 

가정하여 광대역신호에 대한 배열합성을 수식전개해 보았다.

           
 (1)

여기서 

 : 채널의 중심주파수 (  )

 : 채널의 엣지주파주 (  )

 : 중심주파수에 대한 파수(  )

 : 엣지주파수에 대한 파수(  )

Phase Shifter로서 Vector Modulation 방식을 사용할 경우 

입력신호를 I/Q 로 변환하는 Quadrature Converter와 여기에 

적절한 Amplitude를 곱하는 I/Q Multiplication 신호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Quadrature Converter에서는 Poly-phase Filter

를 통과시키게 되는 데 가 되도록 필터의 

 값을 설정하게 되면, I path 로는 +  만큼, Q path 로

는 -  만큼 지연되어 각각 +45°/–45°만큼 위상변위가 이루어

진다. 아래의 수식은 Poly-phase Filter에서 생성되는 I/Q 신

호를 보여준다.

  
 (2)

  
   (3)

그림 4. 아날로그 빔포밍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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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음으로, 첫 번째 배열소자 신호에 동기가 되도록 채널중심

주파수( )를 기준으로 계산된 I/Q Weight를 곱하면 아래와 같

은 수식을 얻게 된다.

 

 

(4)

여기서 

 

 

 

만약,  라고 가정하면 

  (5)

결론적으로,  라 하더라도  번째 배열신호의 스펙트

럼 에지에서는  [rad] 위상차를 보인다. 

따라서 밀리미터파의 경우  이지만 대역폭 절대값  

가 크기 때문에 배열간 위상차가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 

60GHz 이고 안테나 배열간격  = 3 mm, 입사각도  = 65°

이면 배열신호간 전파거리차는  = 2.71892 mm 가 된다. 

표 1. 주파수별 위상차

61GHz 63GHz 65GHz

1GHz 3GHz 5GHz

0.3263° 0.9788° 1.631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널대역폭이 5GHz에 달하면 배

열당 1.63° 정도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배열개수가 커질수록 

첫 번째 배열신호와 마지막 배열신호간 위상차가 벌어지게 된

다, 결국 배열합성에 의한 빔형성이 어렵게 된다. 참고로 식(5)

의 배열요소를 RF 부에서 모두 합치면 아래와 같다.

(6)

따라서 60GHz에서 가용 대역폭(최대 9GHz)이 넓더라도 하

나의 채널대역폭을 넓게 하면 배열합성시 위상동기가 맞지 않

는 스펙트럼이 영역 존재하여 신호의 왜곡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빔포밍 트랜시버에서는 채널대역폭을 Chip Rate에 

해당하는 1.76GHz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상한 

빔포밍을 지원하는 트랜시버 구조도는 <그림 5>와 같다. 

송신부는 일반적인 RF transmitter에 (Phase Shifter + PA 

+ Antenna) array로 구성되며, 수신부도 (Antenna + LNA 

+ Phase Shifter)array 로 구성된다. 빔포밍은 RF Phase 

Shifter 및 안테나 배열을 이용하므로 각 Phase Shifter에 대

한 제어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5 bits 로 제어되도록 하였다. 이

럴 경우 위상제어 분해능은 360°/25 = 11.25°가 된다. 제어신호

는 송수신칩 외부 (제어보드 또는 베이스밴드 모뎀칩)로부터 받

도록 되어 있으므로 80 bits를 대한 제어핀을 줄이기 위해 직렬 

인터페이스인 I2C 제어방식을 적용하였다.

빔포밍을 위한 배열구조가 아닌 Single Path 기준의 RF 트랜

시버에 대한 요구사양은 <표 2>와 같다. 

한편, 이 60GHz 빔포밍 트랜시버는 멀티표준을 지원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표준인 IEEE802.15.3c, 

IEEE802.11ad, ECMA-387의 물리계층 규격으로부터 공통

적인 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 주파수 및 채널 규격과 두 종류의 

변복조 방식(OFDM, SC) 파라미터를 트랜시버 설계에 반영하

그림 5. 빔포밍 트랜시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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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표 3>은 각 표준의 변조방식과 채널코딩, 그리고 전송

률 등의 주요 사양을 비교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세 표준 모

두 SC (Single Carrier) 방식과 OFDM 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6>에서와 같이 시스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파

라미터를 SC 모드와 OFDM모드에 대해 추출하여 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변복조 파라미터는 트랜시버에 있어서 Zero 

IF 구조 사용, in-band spurious 기준 준수, 그리고 최종 수신

단 출력에서의 required SNR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required SNR 값은 전송속도와 변조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표 2. 60GHz 빔포밍 트랜시버 사양

항목 규격 비고

동작	주파수 57~66	GHz

채널	대역폭 2.11	GHz OFDM	6Gbps

시스템	잡음지수 10	dB

수신	감도	(BER=10-3) 56	dBm
OFDM	16QAM	

3/4	rate

입력신호범위 51	dB

Rx	IIP3 -15	dBm

Rx	IIP2 34	dBm

Rx	EVM <	15	%	 RF+BBA

Rx	LO	to	RF	leakage -50	dB

I/Q	imbalance <	2.0	dB RF+BBA

Tx	Output	Power -5	dBm single	path

Tx	P1	dB -2	dBm single	path

Tx	EVM

Tx	EVM

7.5%	@	–30~-5	dBm

<	25%	@	-50	dBm

Tx	ACPR

Tx	ACPR

	<	-35	dBc	@	2GHz

	<	-45	dBc	@	4GHz

Tx	Spurious	Emission <-142	dBc/Hz

PLL	Lock-in	Time

PLL	Lock-in	Time

500	us	 ±1KHz

1000	us ±200Hz

PLL	Phase	Noise -150	@	4MHz	offset

Reference	Spur <-70	dBc

RMS	Phase	Error <	3	deg

Power	Consumption <	2000	mW

표 3. 60GHz 대역의 표준 비교

항목 IEEE	802.11ad IEEE	802.15.3c ECMA-387

변조

방식

Single	Carrier	:

π/2-BPSK	/

QPSK/16QAM

OFDM	:	

SBPSK/QPSK/

16QAM/64QAM

Single	Carrier	:

π/2-BPSK/

QPSK/PSK/16QAM

OFDM	:	

BPSK/QPSK/

16QAM/64QAM

Single	Carrier	:

BPSK/

QPSK/8QAM/	

16QAM/

OOK/4ASK

OFDM	:	

QPSK/

16QAM

채널코딩 LDPC RS,	LDPC,	CC-RS RS,	CC-RS,	TCM

PHY-SAP	

전송률

27.5Mbps~

6.756Gbps

25.3Mbps~

5.67Gbps

397Mbps~

6.35Gbps

응용	및

전송방식

SC	/	OFDM	 SC	/	HSI-OFDM	/

	AV-OFDM	

Type-A

	(SCBT,	OFDM),	

Type-B,	Type-C	

그림 6. 멀티표준을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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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드별로 트랜시버를 포함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설계사양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SC 방식은 SC Modulator, Demodulator, PHY-SAP 

interface 등으로 구성된 베이스밴드 모델과 RF/Analog 회로

를 결합하여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며, OFDM 방식은 OFDM 

Modulator, OFDM Demodulator, Channel CODEC, PHY-

SAP interface 등으로 구성된 베이스밴드 모델과 RF/Analog 

회로를 결합하여 시스템 모델을 구성한다. <그림 7, 8>은 

IEEE802.15.3c에서 제시하는 SC OFDM 방식의 파라미터값

이 반영된 변복조모델과 본 논문의 Transceiver 구조를 결합한 

Simulink 모델 및스펙트럼, SNR에 따른 BER Curve를 보여주

고 있다. 

 

Ⅳ. 60GHz 빔포밍 트랜시버

60GHz대역 트랜시버를 기능별 상용칩과 R/L/C부품 그리고 

스트립라인 등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하면 제작 과정의 오차 

및 기생 성분, 하우징 공진 등의 영향으로 신뢰성 있는 회로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림 5>의 빔포밍 트랜시버를 

구현함에 있어 CMOS 단일 송수신칩과 배열안테나만으로 구성

하였다. 

칩 설계는 능동소자와 수동소자의 측정값에 기초하여 모델링

과 PDK의 보완을 병행하였다. P&R후 전송선로의 불연속에 따

른 반사계수, 교차선로간 상호간섭 등을 EM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Lumped 모델화하여 Post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였다. 

CMOS 기반으로 60GHz 주파수를 생성하는 발진기는 보통 출

력이 낮거나 주파수 안정도가 떨어지게 되어 구현하는 것이 쉽

지 않다. 따라서 Sliding IF 방식의 하모닉 믹서 구조를 채용하

여, 안정적이고 충분한 출력을 갖는 20GHz VCO를 설계하고 

이를 3체배하는 방식으로 60GHz 대역의 주파수를 만들도록 하

였다. <그림 9>의 송수신칩은 송신:수신=4:4인 RF 배열과 I/Q 

Mixer 및 아날로그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링크버짓상 필요한 

배열수는 8:8 이지만 칩 면적을 줄이기 위해 4:4를 사용하게 되

었다. Off-Chip RF/Antenna 배열은 60GHz에서는 손실요소

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송신 4개, 수신4개 배열을 칩 안에 모두 

넣었다. 관련하여 on-chip Wilkinson Divider/Combiner를 

믹서와 RF 배열사이에 넣었으며 각 배열에는 Divider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Driver Amplifier를 별도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기 검증된 PLL 블록의 검증된 루프필터 값을 근거로 이 회로까

지 칩에 내장함으로써 완성된 트랜시버 단일칩의 외부 인터페

이스는 송신RF 4개, 수신 RF 4개, 송신 베이스밴드 I/Q 2개, 

수신 베이스밴드 I/Q 2개, I2C 제어핀, Crystal 입력핀 외에 전

원/접지핀으로 구성되어 어플리케이션 회로가 없어서 모듈 구

현이 매우 간단하다. 

배열안테나는 LTCC 기반의 초소형 안테나를 목표로 하였

다. 광대역 구현을 위해 두껍고 고유전율 기판을 사용하여 안

테나 표면에 LTCC Cavity를 삽입한 <그림 10>과 같은 Double 

Patch 안테나 구조를 사용하였다. 

 방사이득은 측정결과 4.5dBi 정도로 57~64GHz 구간 내에

서 시뮬레이션 및 측정치 모두 기준인 2dBi를 만족시키는 것을 

그림 7. SC MCS 02 모드 시스템모델 및 스펙트럼

그림 8. OFDM MCS 15모드 시스템모델 및 스펙트럼

그림 9. RF 4:4 배열을 포함한 송수신 단일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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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사소자를 사용하여 4×2 배열을 구성

하면 급전위상변화에 따라 <그림 11>처럼 원하는 각도에 고이

득 빔이 형성된다.

빔포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빔탐색이 이루어져야 하

며 이를 위한 3단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림 12>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1단계로 2 array scan으로 main-sector 

level 탐색을 한 후 2단계로 해당 섹터에서 4 array scan으로 

sub-sector level 탐색을 한다. 3단계에선 8 array scan으로 

beam level 탐색을 완료하여 빔의 방향을 탐지하게 된다.

이는 2-dimensional 빔탐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질적

인 빔포밍 트랜시버를 구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송신/수신

에서 각각 상하좌우 빔탐색 및 빔포밍이 가능하도록 <그림 13>

와 같은 2×2 인 2차원 배열안테나와 빔폭을 줄여 빔포밍 이득

을 높인 4×2 (상하 빔방향은 고정)인 1차원 배열안테나를 <그

림 9>의 송수신칩과 연결하도록 하였다.

LTCC기판에서의 마이크로스트립라인은 mm당 1dB 정도의 

전송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평면구조로 칩과 안테나를 접합할 

경우, 칩에서 안테나배열까지의 전송선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림 14>와 같이 칩/전송선/급전회로/안테나가 적층

구조를 갖도록 하여 칩과 안테나와의 거리를 최소화 하도록 하

며 LTCC 안테나와 일체화된 LTCC 적층회로를 설계하였다. 아

울러 칩-LTCC기판간 본딩은 와이어본딩대신 플립칩 본딩으로 

기생효과에 의한 성능열화를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에도 여러 손실요소가 있게 마련인데 Bumping 

-Ball, Wire-Bonding, Via-Ground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

서는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 EM 시뮬레이션과 보드 측정을 통

해 <그림 15>과 같은 Calibrated Transition 회로를 삽입하였

다. 이를 통해 Bumping Ball Transition회로에서는 삽입손실이 

1dB→0.5dB로 개선되었고 Wire-bonding Transition 회로에서

는 삽입손실이 0.7dB 이내로 개선되었다. Via-Hole은 반경이 

0.2mm일 때 삽입손실이 최소로 나타났다.

그림 10. 60GHz 안테나 방사소자

그림 11. 2×4 배열안테나 방사패턴

그림 12. 3 단계 빔탐색 과정

그림 13. 2×2, 4×2 배열 안테나

그림 14. 칩 본딩 / 안테나 / 급전회로 / 전송선

그림 15. Calibrated Transition 회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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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C기판에서의 마이크로스트립라인은 60GHz 신호의 상

대적으로 짧은 파장으로 인해 전송선이 길어질 때 전력이 방

사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따라서 방사되는 전계의 이탈을 막

기 위해 마이크로스트립과 Coplanar Waveguide를 결합한 

CBCPW(Conductor Backed Coplanar Waveguide)를 사용하

여 전송선의 손실을 대폭 줄이도록 하였다. 

고속 ADC/DAC는 Gbps급 인터페이스를 위해선 필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6 bits 3GS/s급의 ADC/DAC IP를 개발하여 모

뎀 ASIC에 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고속 ADC를 살펴보면, 고속 Flash type을 채용하여 고

속동작과 저전력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래치의 입력

신호와 기준전압의 차에 의해 비교기의 출력이 나타나는 시간

에 차이가 있음을 이용하여, 이웃하는 첫 번째 단 래치의 출력

을 시간영역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함으로써, 첫 번째단 래치의 

수를 반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32]. 이 제안된 기술은 많은 

이점이 있는데,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HA의 

출력 capacitance가 줄어들어 고속 동작에 용이해지고, 또한 

calibration logic이 간소화 되어 칩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

<그림 17>에 입력주파수가 2MHz, 샘플링 주파수가 3GS/

s 일때, 입력 코드에 따라 측정된 INL특성을 나타내었다. 보정

된 INL특성이 0.79LSB이다. <그림 18>은 1.5GHz 입력주파수

와 800mV의 진폭을 가지는 sinusoidal 신호가 입력되어 3GS/

s의 샘플링속도로 데이터를 변환할 때의 FFT 파형이고, 이때의 

SNDR은 약 32dB이다. <그림 19>는 3GS/s의 샘플링속도에서 

입력 주파수에 따른 SNDR과 SFDR특성곡선을 나타내었다. 낮

은 입력주파수에서부터 Nyquist 입력주파수 까지 약 32dB이상

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설계된 ADC는 기존에 90nm CMOS공정을 사용하여 발표된 

논문 중에서 가장 좋은 FOM을 나타낸다. 

 

표 4. 고속 ADC 성능

목표 설계

Resolution 6bit 6bit

Conversion	Rate 3GSample/s 3GS/s

SNDR 30dB	이상 32dB

Power	Consumption 100mW	이하 57mW

Architecture Flash	Type

Process 90nm	CMOS

Supply	Voltage 1.2V	(I/O=2.5V)

Input	Range 0.8Vpp	(differential)

 

다음, 고속 DAC 설계에서 성능 제약의 주된 요인은 고주

파 영역에서 출력 임피던스의 감소로 인한 DAC 동적 선형성

(SFDR)의 저하이다. Common Centroid에 기반한 2차원 전

류원 배치 구조는 뛰어난 정적 선형성 (DNL/INL)으로 인하여 

Current Steering 방식의 DAC에서 주로 사용되어왔다. 하지

그림 16. 고속 flash ADC 구조 및 칩 사진

그림 17. ADC static 성능(INL)

그림 18. FFT 파형 @fs=3GS/s, fin=1.5GHz

그림 19. ADC dynamic 성능(SFDR, SN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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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류원의 출력 노드에서의 큰 기생 커패시턴스는 고속 출력 

신호에서 SFDR 저하의 원인이 된다. Stacked Unit Cell (SUC) 

[33]에 기반한 DAC <그림 20>은 단위 셀 내부 연결선의 길이

를 최소화하여 기생 커패시턴스를 감소시켜 고주파에서 SFER

을 확보하는데 적합하며, 칩 면적을 작게 하므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림 21>은 시제품 DAC의 DNL/INL 측정 결과로 각각 0.04 

LSB와 0.08 LSB로 8 비트 이상의 정적 선형성을 나타낸다. 

<그림 22>는 3.1 GS/s의 샘플링 주파수와 Nyquist 출력 신호

에서 측정한 SFDR 결과이다. 낮은 출력 신호 주파수에 대해서 

47 dB 이상의 SFDR 성능을 보였고, Nyquist 출력 신호에서도 

37 dB 이상의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하였다. 

SUC를 사용한 면적 최소화 설계로 칩의 코어 면적은 0.038 

mm2이며, 이는 참고문헌 [34] 면적의 19%에 해당한다. 전체 

DAC의 성능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끝으로 60GHz 트랜시버는 Gbps급의 모뎀과 연동하게 된

다. 하지만 아직 6bits/3Gbps급의 ADC/DAC를 탑재한 

Gbps급 모뎀이 없기 때문에 60GHz 트랜시버만의 시연으로

서 Full HD급 동영상 소스를 트랜시버를 통해 Full HD급 디

스플레이로 무선전송을 보여줄 예정이다. 최종적인 송수신 

단일칩은 2012년 12월 출시되며, 이전에 칩 내 모든 블록은 

LNA,PA,Mixer,PLL,VGA/Filter 등 기능회로별, RF front-

end, Baseband Analog, Transmitter/Receiver 등 부분통합

된 형태로 모두 Silicon Proven된 상태이다. 따라서 송수신단

일칩과 LTCC안테나와의 패키지, 그리고 동영상 시연을 위한 

SER/DES 보드를 사용하여 2012년 2월경 10m 거리에서 Gbps

급의 무선전송과 빔포밍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60GHz 빔포밍 트랜시버 기술에 대해 살펴 보았

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CMOS 칩의 60GHz 더 나아

가 77GHz에서의 활용은 막혀있던 밀리미터파통신시장 확산

그림 20.  SUC에 기반한 전류원의 블록도 및 DAC 칩 사진

그림 21. DNL/INL 측정 결과

그림 22. DNL/INL 측정 결과

표 5. DAC 사양

항목 성능 값

Resolution 6	bit

Analog/Digital	Supply 1.2/1	V

Sampling	Rate 3.1	GS/s

Power	Dissipation 17.7	mW

SFDR

16M,	484MHz@1GS/s 47dB,	40dB

31M,	967MHz@2GS/s 47dB,	41dB

48M,	1.5GHz@3.1GS/s 47dB,	37dB

SNDR

16M,	484MHz@1GS/s 36dB,	32dB

31M,	967MHz@2GS/s 37dB,	33dB

48M,	1.5GHz@3.1GS/s 37dB,	29dB

DNL/INL 0.04/0.08LSB

Core	Area 0.038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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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미 노트북, 스마트폰, 탭/패

드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도 탑재 가능한 60GHz 통신칩이 

선보이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모바일에서 Gbps급의 무선전송

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Gartner에서 발표한 2012년 Hype 

Cycle을 보면 “Wireless Video-60GHz”기술은 Technology 

Trigger 단계의 거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 내년에는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단계로서 관심도와 시장전망이 최

고조로 예상된다. 

무선에서의 Gbps급 속도는 아직 사치처럼 보이지만 3G에서 

LTE 서비스로 진행하면서 요즘 소비자들의 속도에 대한 눈높

이는 기대 이상이다. 처음 스마트폰에서 경험했었던 획기적인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는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신기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호기심을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로 충족

시키기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아이폰5에 대

해 소비자들은 혁신이 안보인다고 실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

시 S/W와 함께 파격적인 H/W를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되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외관에서 느끼는 감성과 성능에서 느끼는 쾌

감은 저울질 대상이 아니라 통합의 대상이다. 감성적인 것은 기

술이외의 요소가 작용하지만 성능은 철저히 기술적인 측면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능을 위해서는 기술이 완성되어야 하며 

60GHz 통신기술은 Gbps급 모바일 전송시대를 여는 선구자적 

기술이라고 말하고 싶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룬 60GHz 빔포밍 트랜시버 기술은 

휴대폰 및 스마트폰 분야에서 무선 부품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의 통신기술과 반도

체기술을 바탕으로 60GHz 트랜시버 분야에서 선두에 서길 희

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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