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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3-D Beamforming Antenna
유 종 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 및 전기공학부

Ⅰ. 서  론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모바일 시장의 혁

명은 현재의 기술이 제공하는 성능보다도 훨씬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현재보다도 더 많은 용량을 사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연구된 다중 접속
기술로는 FDMA(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등의 기술들이 있다. 현재의 
4G 이동통신 시스템인 3GPP LTE와 IEEE WiMAX에
서는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사용해서 한정된 주파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다중접속기술들은한정된주파수와시간자원

을 사용자들이 나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시스템의 용량 증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주파
수와시간이아닌다른자원을활용하는기술이연구

되었고, 공간자원을활용하는기술인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졌다. MIMO 기술은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용량 증대 및 데이터 전송의 신뢰도(reliability) 향상
을 가능하게하지만, 실제 구현상에있어서적용하기 
어렵고, 성능 향상이 이론적인 수치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5G 이동통신 기술 개
발 방향으로는 현재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

극대화 방안, 초고주파 대역에서의 신규 주파수 대
역 할당, 펨토 셀 등의 소형 셀들의 증가 및 밀집 배

치 설계 방안 그리고 무선 랜 등의 이종 무선 통신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초과 트래픽 분할 방안 등

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주파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서는 기존 MIMO 기술을 기반으로 3-D 빔포밍 기술, 
Massive MIMO 기술, 새로운 무선 접속 기술 개발 및
최적 셀 간 간섭 시나리오 구성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1].

Ⅱ. MIMO/3-D 빔포밍 기술의 장점

[그림 1] (a)는 기존의 2D MIMO/빔포밍 기술로주
로 60도/120도의 빔폭으로 서비스를 한다. [그림 1] 
(a)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동일한 빔으로 기지
국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 [그림 1] (b), (c)는 3D 
MIMO/빔포밍 기술로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서로
다른 빔에 의해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다.
[그림 2]는 3D MIMO/빔포밍으로 빌딩의 서비스

영역이 개선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a)의
경우에 2D MIMO/빔포밍의 경우에는 고정된 빔 방
향을 갖기 때문에 주엽(main beam)에 해당되는 부분
에서는 SNR(signal-to-noise ratio)이 증가하나, 그 외
의 부분에서는 SNR이 감소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그림 2] (b)의 3-D MIMO/빔포밍 기술을 활용하
여 빔 방향을 제어하면 전체적으로 SNR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3]은 3-D MIMO/빔포밍에 의한 셀 에지(cell 
edge)에서의 성능 개선을 나타낸다. [그림 3]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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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a) 기존의 2-D MIMO/빔포밍 기술, (b) (c) 3-D MIMO/빔포밍 기술[2]

(a)

 

(b)

[그림 2] (a) 2-D MIMO빔포밍, (b) 3-D MIMO/빔포밍[3]

(a) 2D-BF Cannot focus on targeted users, leading to a less uniform experience

(b) 3D-BF focuses on targeted users, leading to a smoother experience

[그림 3] 3-D MIMO/빔포밍의 다중 포인트 전송에 의한 성능 개선[3]

경우에 기존의 2-D MIMO/빔포밍의 경우로 각각의
기지국은 셀 영역(원으로 표시)이 고정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C-B-A로 진행할 경우에 서비스의 품질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 3]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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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3-D MIMO/빔포밍을 통해 C-B-A로 이동하
는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Ⅲ. 3-D MIMO/빔포밍 형성 기술

3-D MIMO/빔포밍을 형성하기 위한 기술은 고지
향성 안테나 빔을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 기

술로, 위상배열안테나시스템을주로 이용한다. [그
림 4]는 빔포밍 안테나의 동작 원리를 보여준다. [그
림 4] (a)에서 단일 안테나의 빔이 등방형(isotropic)인 
경우를 보여주고, [그림 4] (b), (c)와 같이 일정한 간
격으로 안테나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이득(gain)이 증
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림 4] (d)에서와같이위상천
이기(phase shifter)를 사용하여 위상을 변화시키면 주
엽(mainlobe)의 방향이 움직이게 된다.

3-1 3-D MIMO/빔포밍 시 고려사항

위상 배열 안테나는 위상 천이기와 진폭제어기를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빔의 방향을 움직이는 기술이

다. 이는 각 안테나 소자 특성(G), 소자의 개수(N), 
소자간의 간격(d), 소자간의 위상차(θ), 소자의 진폭
(an)을 제어하여 빔폭, 빔 방향, 사이드로브(sidelobe), 
그레이팅 로브(grating lobe)를 제어한다. 또한, 안테
나 간의 상호결합(mutual coupling)에 의한 임피던스
부정합과 위상 배열 안테나의 광대역 활용에서 발생

하는 빔-편이(beam-squint)를 극복해야 한다.

3-1-1 그레이팅 로브(Grating Lobe)

위상 배열 안테나는 요구되는 주 빔의 크기와 비

교되는 피크 세기를 갖는 여러 개의 복사 로브(lobe)
를 갖는다.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는 복사 로브를 그
레이팅 로브(grating lobe)라 하며, 부엽(sidelobe)과는
구별된다. 보통 부엽은 그레이팅 로브보다 훨씬 더
낮은 피크 세기를 갖는다. [그림 5]는 안테나의 간격

(a)

  

(b)

(c)

  

(d)

[그림 4] 위상 배열 안테나의 동작 원리

에 따른 지향성(directivity)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5]에서안테나간격이증가함에따라주엽의빔 폭이
감소하나, 안테나 간격 인경우에 주엽 외에 또
따른 피크인 그레이팅 로브가 발생하게된다. 일반적
으로  보다작은요소간격을갖는배열은가

시영역에서 어떠한 그레이팅 로브도 가지지 않는다.

3-1-2 빔 퍼짐(Beam Broadening)

[그림 6]은 빔 방향에 따라 빔 퍼짐 현상에 대하

여 나타낸다. 빔 폭은 빔 방향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그림 6]은 안테나 간격이 인 경

우로 빔 방향에 따라 빔 퍼짐이 발생하고, 안테나의
이득도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주사 손실(scan loss)이
라고 한다. 주사 손실은 배열 안테나 설계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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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선형 배열 안테나에서 안테나 간의 간격(d)과 그레이팅 로브(안테나 개수 N=10, 개별 안테나는 패치 안테나)

(a)

 

(b)

(c)

 

(d)

[그림 6] 선형배열안테나에서의 빔방향에 따른 빔 퍼짐(안테나 개수 N=15, 안테나 간격은  , 개별 안테나는

패치 안테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3-1-3 빔 편이(Beam Squint)

위상 배열 안테나에서 위상 천이기는 요구되는

위상을 얻기 위하여 각 요소에 부착된다. 요구되는
위상은 동작 주파수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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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에서 주사 빔 배열 안테나의 이상적인

동작을 위해서 위상 천이기의 위상은 주파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나 고정 값의 위상 천
이기의 위상은 주파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오차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소 위상은 대역의 중심 주

파수에 맞추어진다. 그러므로 중심 주파수에서 배열
안테나의 빔 피크는 요구된 주사 각도에서 발생되지

만, 대역이 다른 주파수에서는 요구되는 주사 각도
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빔 편이(beam 
squint)라고 부른다. [그림 7]은 주파수 편이에 따른

빔의 편차를 나타낸다. 이러한 빔-편이 현상을 제거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 지연기(true-time delay line)
을 사용하여 주파수에 따른 위상차를 시간 지연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사용된다[4].

3-1-4 블라인드 스팟(Blind Spot)

[그림 8]은 위상 배열 안테나 설계 시에 안테나

간의 상호결합(mutual coupling)에 의하여 발생하는
블라인드 스팟(blind spot)을 나타낸다. 상호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상호 임피던스는 각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어 [그림 8] (b)의 주사각이 45
도인 경우에서와 같이 안테나의 반사계수가 나빠지

게 되고, 이는 이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간의 상호 결합을 줄이거나, 
또는 상호 결합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2 3-D MIMO/빔포밍 구조

[그림 7] 주파수 편이에 의한 빔 편이(beam squint)

[그림 8] 위상 배열 안테나에서의 블라인드 스팟[5]

[그림 9]는 전형적인 위상 배열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9] (a)는 아날로그 단에서 빔포밍하
는 구조로 RF 체인은 하나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빔
포밍 구조이다. 아날로그 빔포밍의 경우에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간섭 신호는 아날로그 단을 지나면서

제거되어 A/D단에 도착하게 된다. [그림 9] (b)는 안
테나의 개수가 RF 체인의 개수와 같게 되는 디지털
빔포밍 구조로 간섭신호는 A/D단까지 도달하게 된
다. 그러나 디지털 빔포밍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
시에 빔포밍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9] (c)는 서브어
레이를 갖는 하이브리드 빔포밍 구조로 디지털 빔포

밍과 아날로그 빔포밍의 중간 형태를 갖는다. 3D-빔
포밍을위해서는 많은배열 안테나를사용해야 하고, 
비교적 적절한 RF 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테
나와 RF 체인 사이의 수의 불일치를 줄여주기 위해
중간 단계에서 서브어레이 구조의 빔포밍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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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날로그 빔포밍

(b) 디지털 빔포밍 구조

(c) 서브어레이를 갖는 하이브리드 배열 안테나 구조

 

[그림 9] 위상 배열 안테나 구조

게 된다.

3-2-1 서브어레이(Subarray) 구조

서브어레이 구조의 단점으로 주빔 가까이에 그레

이팅 로브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주로 서
브어레이 간의 큰 요소 간격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
므로 주사빔 안테나 경우에 빔의 주사 범위는 좁게

된다.

3-3 3-D MIMO/빔포밍 보정(Calibration)

3D MIMO/빔포밍 시스템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
양한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상 배열 안
테나 시스템의 집적회로 및 반도체나 RF 전송 선로, 
공진기 및 다양한 소자의 성능 저하 및 변형이나 능

동소자의특성변화등의요인으로인하여안테나방

사 빔 패턴의 왜곡이 발생하고, 시스템 전체의 성능
악화를가져오게된다(그림 10). 이는 TRM(Transmitter/ 
Receiver Module)의 성능저하, TRM 오류라고 정의하
며, 발생 시에 수리하거나 교체되어 최적의 안테나
시스템의 성능으로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3D MIMO/빔포밍 시스템의 안정성향상을 위
해서는 TRM 오류를 항시 체크하고, 시스템 전체 성
능을 유지하는 보정이 필수적이다.
빔 패턴 보정은 최초 공장 출하 시 제작사에 의해

시행되어 나온다(이에 대한 내용은 3-4에서 다룬다).

[그림 10] TRM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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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tual coupling

 

(b) Near-field antenna

 

(c) Calibration line

[그림 11] 대표적인 위상 배열 안테나 보정 방법[7]

차후 안테나의 운용 중에 발생하는 TRM 오류에 대
하여 크게 [그림 11]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보정

한다. [그림 11] (a)의 mutual coupling 방법은 각 방사
배열은 상호적으로 근접 배열에 보정신호를 보내어

상호 결합 패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소자
에서 보내어진 보정 신호는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배열소자로 전달되고, 이 수신된 신호를 최초 공장
출하 시 저장되었던 값과 비교를 하여 TRM이 정상
적인 신호를 방사할 수있는지를확인한다. [그림 11] 
(b)의 near-field antenna 방법은 배열 안테나 주변에
방사체(radiator)를 두어 보정하는 방법이다. 주변 방
사체는시험신호를보내고, 이신호는배열안테나를 
거쳐서 반대편 혹은 다른 방사체로 입사된다. 이 신
호를 [그림 11] (a)와 유사하게 최초 생산 시 설정되
어있던저장신호와비교하여배열안테나소자의오

류를 찾는 방법이다. [그림 11] (c)는 커플러(coupler) 
등을 이용하여 내장 보정 선로(calibration line)를 부
착하여 신호를 검출하여 보정한다.

3-4 위상 배열 안테나 측정 및 양산

기지국 및 단말기의 일반적인 양산 측정은 [그림

12]에서와 같이 안테나와 회로를 분리하여 테스트를
한다. [그림 12] (b)에서와같이기계적인 bypass switch
를 이용하여회로의특성을검증하고보정한다. 그러
나이러한방법은위상배열안테나 혹은 AAS(Active 

Antenna System)와 같이 안테나간의 상호 결합에 의
해 성능이 결정되는 시스템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며

송수신기와 안테나 일체형인 빔포밍에 대해서 테스

트 및 양산 방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아직 이에 대한
사양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3GPP 
TR37.840에서는 “Study of RF and EMC requirements 
for Active Antenna Array System(AAS) base station”이
란 주제로 OTA(over- the-air) 테스트가 논의 중이다.

(a) 3GPP TS25.104의 송신기 테스트 포인트

(b) 무선 단말의 Bypass switch를 이용한 테스트 포인트

[그림 12] 일반적인 conducted test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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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상 배열 안테나 테스트 및 보정 방

법으로 무반향 챔버(anechoic chamber)에서 안테나와
회로가 결합된 상태에서 테스트 및 보정을 실시하

며, 테스트 속도가 매우 느리다(그림 13). 그러나 온
도 테스트나 기타 환경 테스트를 하기가 어렵고, 이
에 따라 측정에 대한 불확정성도 매우 높다.

Ⅳ. 결  론

지금까지 3-D MIMO/빔포밍의 필요성과 이에 따
른 주요 기술에 대하여 논하였다. 위상 배열 안테나
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그레이팅 로브, 빔 퍼짐, 빔
편이, 블라인드 스팟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상 배
열 안테나의 구조로는 안테나의 개수와 RF 체인의
개수에 따라 아날로그 빔포밍, 디지털 빔포밍, 서브
어레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빔포밍이 있다. 또한
위상 배열 안테나의 측정 및 양산 그리고 운용 시의

TRM 오차에 대한 보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D

[그림 13] 위상배열안테나의챔버에서의근거리측정

MIMO/빔포밍 기술은 안테나, 통신, 신호 처리, 전파
전파 및 측정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이 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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