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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mm-Wave 대역 16 x 16 빔포밍 매트릭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빔포밍 매트릭스는 수동형으로서 

16 개의 입력으로 16 개의 위상 분포를 이용하여 빔 조향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빔 포밍 매트릭스는 Quadrature Coupler 

와 0 dB Coupler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와 최적화 과정은 상용 전자기 시뮬레이션 (CST-MWS) 에서 진행되었다. 

 

 

Ⅰ. 서 론  

5th Generation (5G) 은 크게 2 가지 대역으로 나뉘며, 

mm-Wave 대역의 경우 통신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 

통신망 보다 조밀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스몰셀은 

기지국보다 작은 크기와 출력으로 5G 통신망 구현의 

도움이 될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작은 스몰셀의 

적합한 빔포밍용 매트릭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론  

 
(a) 

 
(b) 

Figure 1. 4x4 Beamforming Matrix (a) Design (b) Phase Relations  

 

Figure 1에는 4x4 빔포밍용 매트릭스 디자인과 위상 응

답을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매트릭스는 4 개의 

Quadrature Coupler 와 2 개의 0 dB Coupler 로 이루어

져 있으며, 총 4 개의 서로 다른 위상 관계를 구현 하였

다. 

  
(a) (b) 

Figure 2. 16x16 Beamforming Matrix (a) Design (b) Expected 

Coverage 

 

Figure 2에는 16x16 빔포밍용 매트릭스 디자인과 커버리

지를 나타내었다. 4x4 빔포밍용 매트릭스 8 개를 조합하

여 기존 4 개의 위상 응답 특성에서 16 개의 서로 다른 

위상 응답 특성을 구현 하였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몰셀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16x16 

빔포밍용 매트릭스를 제안하였다. 우선 4x4 빔포밍용 

매트릭스를 Microstrip line 으로 구성하여 제작 용이성을 

향상시켰으며, 4 개의 위상 관계를 구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16x16 매트릭스로 확장하며, 가로, 세로 80°의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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