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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통신공학과

본 기술은 안테나 무선통신의 일환인 빔포밍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시스템의 수행 과
정에 포함되는 전치 왜곡의 특이적 방법과 복수의 신호 증폭 장치 운영방안을 제공함
으로써 시스템 제작 비용 절감효과와 다변화적인 무선 신호에 오차범위를 최소화함으
로써 대응하는 안정화 방안을 제공함
이는 다수의 전력증폭기와 전치 왜곡 계수 산출 방식, 운용 방식 및 알고리즘의 시스템
수행 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괄하는 특징을 가짐
전치 왜곡, 빔 포밍, 전력 증폭, 비선형 증폭기

정보통신모듈/안테나 (EE1105)

무선통신산업, 안테나 통신 모듈, ASP, Beamforming

• 본 기술은 무선 입력 신호에 디지털 방식의 전치 왜
곡을 수행하여 비선형화된 입력신호를 이용함으로써
빔 포밍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
• 빔 포밍 된 신호를 복수의 증폭기로 전력 증폭을 수
행하여 전치 왜곡을 위한 왜곡 계수를 산출할 수 있어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함
• RLS, LMS 의 알고리즘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작동 될
수 있음
• 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종래의 빔
포밍 시스템 방식에 비해 제작 비용의 절감효과와 다
중 데이터 변환 장치의 최소화 효과를 제공함
• 지속적인 전력 증폭기의 피드백 감지로 지속 변화의
비선형 특성 대응의 전치 왜곡 신호 생성이 가능함

• (시장의 정의) 본 기술은 빔포밍 무선 통신 시스템의 신호안정성과 시스템 제작 비용
의 절감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빔포밍 시스템이 활용되는 5G안테나&FPCB기술에 접
목되는 첨단 안테나 장비 및 시스템 시장 범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5G 무선통신기술의
보급 확산 추세로 대상의 시장범위는 지속 팽창할 것으로 전망됨
• (국외 시장) 글로벌 통신 기지국 안테나 시장의 규모는 2018년 56.4억 달러에 이르렀
으며 연평균성장률(CAGR)6.23%의 성장률로 2023년 76.3억 달러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모바일 통신 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5세대 통신의 보급 및 기술진보가
주요성장요인으로 분석됨
• (국내 시장) 국내 5G 이동통신은 2020년 120조 9,866억원에 이르며 향후 5년간 약 20
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본 기술과 직접적 관련의 기지국 장비 시장은
동년 10조 1,480억원시장에서 동률 성장을 이루어 2025년까지 270조가 넘는 시장의 성
장이 기대되고 있음. 이는 이동통신개발과 활용성이 높은 국내의 특수성이 시장 성장을
중단기적 성장가속화에 기여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아놀로그 빔포밍 방식의 채택) 본 기술에서 구현되는 아날로그 빔포밍 방식은 종래
의 하나의 RF체인으로 구성되며 모든 빔포밍 에 따른 처리를 아날로그 영역에서 처리
하는 방식의 비효과성을 대응하는 특성으로 빔포밍 기술 채택의 가능성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비싼 부품 가격 문제와 경제적 측면의
효과성 취약, 구현의 어려움으로 기술 채택의 한계에 대응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 (초기투자 부담을 줄이는 네트워크 구축 선호) 국내를 포함한 대부분의 통신 산업 참
여기업들은 통신기술의 범용성과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이 큰 특징
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응 가능한 절감효과 기술 및 저가 장비 수요가 은 특징을 가짐
• (국내 주요 통신 산업 참여도) 국내는 대표적으로 KT, S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등이 있으며 5G 통신의 기술 및 대역
확장 등 시장 점유를 위해 5개 핵심기술 위주의 원천기술
선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는 빔포밍, 3D 빔포밍/스
트리밍, 초소형 광대역 안테나 설계, Massive MIMO 안테나,
다중대역 RF Transceiver 기술로 나눠지며 본 기술의 경우
빔포밍, 3D 빔포밍/스트리밍 기술에 복합적인 접목 활용도
가 높아 종래 빔포밍기술의 무선신호 안정화에 기여될 것으
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