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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밀리미터파 대역 양방향 통신시스템에서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에 대해 다룬다.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에서는 균일한 파워 제약으로 인해 전디지털 구조에 비해 성능 열화가 생기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에서 RF 감쇠기를 추가하여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기존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에서의 성능 열화를 극복하고 전디지털 구조와 동일한 스펙트럼 효율을 갖는것을 확인한다.

Ⅰ. 서 론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5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폭 넓은 대역을
수용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대역을 채택하였다.
밀리미터파 대역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안테나 수로
구성된 대량 다중 입력 다중 출력 통신시스템이
가능해지며 스펙트럼 효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각 안테나에 체결되는 RF 체인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전디지털
구조를
채택하여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빔
형성과 아날로그 빔 형성을 따로 수행하며 사용되는 RF
체인의 수를 줄인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 기법이 많이
연구되었다 [1]. 하지만,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에서는
위상 편이기의 균일한 파워 제약으로 인해 전디지털
구조 대비하여 성능 열화가 생기게 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전디지털 대비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에서 성능 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특정 조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 그 중 하나는, 각 위상
편위기에 가변 증폭기를 추가하여 RF 신호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이다. 그러나, 가변
증폭기는 광대역에서 중요한 요소인 시스템 선형성,
스케일링 속도, 파워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서, RF 감쇠기는 가변 증폭기보다
안정적이고 적은 파워 소모와 빠른 스케일링 속도를
보장할 수 있다 [3].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각 위상 편위기에
RF 감쇠기를 추가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를
제안한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에서는 기존
구조와는 달리, RF 감쇠기가 RF 신호세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적은 RF 체인의 수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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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디지털의 스펙트럼과 동일한 스펙트럼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RF 감쇠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모되게되는
파워 소모를 효율적으로 최소화하도록 하는 빔 형성
설계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구조와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한다.
Ⅱ. 본론
본 논문에서는 N BS 안테나와 M BS RF 체인을 가지는
기지국과, N UE 안테나와 M UE RF 체인을 가지는 단일
유저 시스템을 고려한다. 또한, 기지국과 유저는

Ns

의

데이터 스트림을 통신하며, 최대 데이터 부하상황을
가정하여 M UE = N s 를 가정한다. 제안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는 아래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그림

1. 밀리미퍼타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

RF 감쇠기를 추가함으로써 신호 세기를 감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감쇠행렬 FL 를 정의하여, 실질적인 RF
프리코더

FRFA 는 FRFA = FRF - FL 로 새롭게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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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표현된다.

경우

유저의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이

=
y HFRFA FBBs + n,
이 때, H , FBB , s , n 는 각각 채널, 기저대역 프리코더,

유저의 송신 신호, 노이즈 벡터이다.
이 수신 신호를 유저 수신 결합기로 통과시키면
시스템의 스펙트럼 효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 = log2(|I Ns +R c -1WBB H WRFA H HFRFA FBB FBB H FRFA H WRFA WBB |),
여기서 R c 는 WBB H WRFA H WRFA WBB 이다.
시스템의 스펙트럼 효율을 최대화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P-1)

opt
opt
opt
opt
(FRFA
,FBB
,WRFA
,WBB
)=

arg max

R

FRFA ,FBB ,WRFA ,WBB

s.t.

(i , j )
|FRFA
|≤

(i , j )
|WRFA
|≤

그림

2. 빔 형성 구조별 스펙트럼 효율 비교

그림

3. 빔 형성 구조별 추가적인 회로파워소모 비교

1
, ∀i, j , (C1)
N BS
1
, ∀i, j ,
N UE

||FRFA FBB ||F2 ≤ PTX ,

(C2)

(C3)

이 때, 제약사항 (C1)과 (C2)는 RF 감쇠기에 의해
신호세기가 감쇠되는 사실에서 나온 제약이며, (C3)는
기지국의 송신전력제약이다. RF 감쇠기로 인해 실질적인
RF 프리코더 FRFA 의 각 원소들은 동일한 파워를
가져야하는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므로, 전디지털 프리코더
FFD 를 FFD = FRFA FBB 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신기도 같은 맥락에서 구할 수 있다. RF 감쇠기의
역할 덕분에,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에서는,
전디지털
대비
적은
RF
체인으로,
추가적인
회로파워소모를 사용하여 전디지털과 동일한 스펙트럼
효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추가적인
회로파워소모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PA || FRF FBB ||2F − || FFD ||2F
추가적인

회로파워소모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있어,

FFD 는 구해진 값이므로, || FRF FBB ||F2 를 최소화하면 된다.
정의된 관계식에 의해 회로파워소모를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P-2)

최소화하는

FFD = FRFA FBB ,

(C4)

FRFA = FRF - FL ,

(C5)

|FL(i , j ) | ≤

1
, ∀i, j ,
N BS

(C6)

(i , j )
|FRFA
|≤

1
, ∀i, j ,
N BS

(C7)

(i , j )
F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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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 j )
exp( j∠FRFA
), ∀i, j. (C8)
N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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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동작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추가적인
회로파워소모를 최소화하는 설계 기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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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arg max || FFD +FL FBB ||2F
FRFA ,FRF ,FL ,FBB

s.t.

위 그림 2 에서는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빔 형성 구조와
다름 빔 형성 구조와의 스펙트럼 효율을 비교한
그림이다. 제안하는 빔 형성 구조가 기존 기법 대비 좋은
성능을 보이며 전디지털 구조와 동일한 스펙트럼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 에서, 제안한
설계기법이 기존 기법 대비 적은 회로파워를 소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RF

와

FL 은 각각 (C8)과 (C6)의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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