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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로 인하여 이동통신 핵심 기술로 제안되는 것이 빔포밍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2.4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버틀러 매트릭스와 패치 안테나를 설계하여 빔포밍을 구현하였으며 결함 접지구조를 사용하여 

패치 안테나의 격리특성 향상과 전체적인 크기를 감소시켰다. 결함 접지 구조로 인하여 후방방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추후 

후방방사를 줄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Ⅰ. 서론  

오늘날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각 

사용자당 데이터 전송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형 

셀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1]. 이러한 데이터 전숑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로 제안되는 것이 빔포밍 

및 MIMO 기술이지만 여러 개의 안테나를 전체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공간, 크기, 전력소모 등의 문제로 인하여 

큰 장애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의 간격과 격리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결함 접지구조를 사용하여 크기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2], [3]. 

 

Ⅱ. 본론  

 
그림 1 일반적인 빔포밍 

안테나 

 
그림 2 결함 접지구조를 

이용한 빔포밍 안테나 
 

 

그림 1 은 일반적인 버틀러 매트릭스를 이용한 빔포밍 

안테나를 나타내며 기판의 면적은 25X20cm2 이다. 

그림 2 는 결함 접지구조를 이용한 빔포밍 안테나이며 

기판의 면적은 19X20cm2 이다. 일반적인 빔포밍 

안테나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크기를 24% 줄였으며 

안테나가 가까워 짐에 따라 격리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결함 접지구조를 이용하여 개선하였다.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빔포밍 안테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크기로 인한 문제를 결함 접지구조를 이용하여 

개선하여 약 24%의 크기 감소를 얻었다. 향후 결함 

접지구조로 인한 후방방사를 개선하면 크기로 인한 

문제를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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