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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롱텀에볼루션(LTE)'의 핵심기술인 다중 송수신 (MIMO) 안테나 시스템은 추가적인  주파

수나 송신전력의 할당 없이도 채널 용량을 안테나 수에 비례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데이터 전송 속도

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로 4세대 이동통신기술 진화의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본 논문은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

스템에서 사용되는 2개 이상의 DAC 대신에 고속 DAC와 아날로그 스위치를 각각 한 개씩 사용하여 기존 방식의 장

점을 유지하며 설계비용 감소, 물리적 크기 축소화 등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MIMO 시스템에서 데이터 컨

버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is thesis, we use one by one each of the analog switch and a high-speed DAC instead of the DAC that two or 
more are used in transmitting and receiving antennas multiple systems, maintaining the advantages of the existing 
method, reducing design costs, physical to provide a method that can reduce the data converters from MIMO system 
can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and the size reduction of a basis. 

키워드 : 다중 송수신 시스템,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s), 아날로그 스위치 

Key word :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 system,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s), Analog switch,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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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중 안테나 송수신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은 여러 개의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에 의한 공간 다중화 및 공간 다이버시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자원의 할당 없이 무선 채널의 링크의 신뢰도

를 향상시키거나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1]. 특히, 무선 랜과 4세대 이동통신 시

스템인 LTE (long term evolution)에서는 이미 MIMO 
기술이 의무 사양으로 적용되고 있고 향후에는 점차 사

용하는 안테나 개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중 안테나 송신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개수만큼의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 및 RF 
(radio frequency) 경로가 필요하다 (그림 1 참조). 따라

서 안테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DAC의 개수도 비례해

서 증가하게 되고 구현 면적 및 소비 전력도 같이 증가

하게 된다. 
최근에는 통신 성능과 함께 통신시스템 에너지 소비 

효율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4]. 에너지 효율 관

점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안테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력소비가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 개수만큼 

필요한 DAC 대신에 한 개의 고속 DAC와 아날로그 스

위치를 이용하여 여러 DAC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출

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안은 

기존  DAC의 동작 클럭에 비해 송신 안테나의 개수만

큼 고속으로 동작하는 DAC의 입력에 각 안테나의 출력

신호를 번갈아가며 입력하여 다중화하고 (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 이렇게 얻은 DAC 출력에서 고

속 아날로그 스위치를 이용하여 다시 각 안테나 별 

MIMO 신호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그림 2 참조). 제안

하는 방식을 통하여 기존 다중 안테나 시스템과 동일한 

신호를 얻으면서 구현 비용 및 면적과 전력소모를 동시

에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

하여 제안하는 방식과 기존 방식을 비교 분석 하고, 또
한 실제 상용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DAC, 아날로그 스위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검

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절에서는 제안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III 절에서 모의실험 결과를 보이며, 
IV절에서는 실험 환경과 결과를 보인다. 

Ⅱ. 제안하는 방안

그림 1. 기존 MIMO 시스템 송신부 블록도

Fig. 1 Conventional MIMO transmitter

그림 2. 제안한 MIMO 시스템 송신부 블록도

Fig. 2 Proposed MIMO transmitter

그림 3. 제안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 (안테나 개수 2인 경우)
Fig. 3 Description of proposed method for 2 antennas

그림 3은 송신 안테나 개수가 2일 때 제안하는 방안

에 대한 동작원리를 보인다. 첫 번째 안테나에서 송신

할 신호가 1000, 2000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안테나에서 

송신할 신호가 500, 1500이라고 하자. 먼저 각 안테나

에서 송신할 이 신호를 2배 업샘플링 한다. 즉, 각 안테

나의 전송 신호 사이사이에 ‘0’을 삽입하여 클럭을 2배 

높인다. 이후 첫 번째 경로에 한 클럭 지연을 주고 두 안

테나 신호를 서로 더하면 두 안테나에서 전송할 값이 

서로 겹치지 않게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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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신호를 한 개 신호로 

만드는 다중화 방법을 TDM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만

든 신호를  DAC를 통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DAC 두 개를 사용하는 대신 제

안 방식은 두 배의 클럭으로 동작하는 DAC 한 개만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DAC 출력에서 다중 안테나 신호를 

분리해야 한다. 신호의 분리는 DAC와 동일한 클럭으로 

동작하는 아날로그 스위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두 안테나의 신호는 시간으로 분리되어 겹치지 않게 더

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정확한 클럭으로 동작하는 

아날로그 스위치를 이용한다면 그림 3과 같이 두 신호

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배로 동작하는 DAC와 아날

로그 스위치만으로 DAC 두 개를 사용하는 기존 송신기

와 거의 동일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방식과 제

안 방식의 차이는 신호가 유지되는 시간이 제안 방식의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DAC는 한 클럭 주기 동안 이전 출력을 유지하는 ZOH 
(zero order holder) 특성을 보이는데, 제안 방식의 경우 

아날로그 스위치에 의해 이 시간이 기존 방식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DAC의 ZOH 특성은 신호

의 스펙트럼을 sin  모양으로 왜곡시키

는 특성을 보인다. 즉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스펙트럼의 

크기가 줄어드는 왜곡을 겪는다. 여기에서   는 신호

가 유지되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가 클수록 주파수에 

따른 왜곡이 커지고   가 작을수록 주파수에 따른 왜

곡이 줄어든다. 따라서 제안 방식의 경우 신호의 출력

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왜곡은 더 완화되는 장점이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송신 안테나 개수가 2인 경우의 제안 방안

의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했지만 안테나 개수가 2 이상

인 경우에도 쉽게 확장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즉, 제안 

방안을 이용하면 송신 안테나 개수와 상관없이 안테나 

개수에 비례하여 고속으로 동작하는 DAC 한 개와 아날

로그 스위치로 여러 개의 DAC를 대체할 수 있다.

Ⅲ. 컴퓨터 모의실험

본 절에서는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 실험하고 그 특성을 관찰한다. II

절의 예제와 같이 송신 안테나 2개인 환경에서 모의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a)는 안테나의 개수만큼, 즉, 2
개의 DAC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에서의 DAC출력 스

펙트럼과 제안하는 방안을 적용한 경우의 스펙트럼을 

비교하고 있다. 제안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전력은 기존

의 방법보다 3 dB정도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지만 스펙

트럼의 모양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펙트럼 왜

곡 특성 역시 기존 방식에 비해 완화되어 제안 방식의 

경우 첫 번째 스펙트럼 널이 발생하는 주파수가 2배 커

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b)는 기저대역 신호만 확

대해서 보이고 있는데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과 전

력 차이 이외에는 거의 동일한 스펙트럼 특성을 보이고 

있다.

(a)

(b)

그림 4. (a) 스펙트럼 특성 비교 (b) 기저대역 스펙트럼 (확대)
Fig. 4 (a) Spectrum comparison (b) baseband spectrum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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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제안하는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상용 칩을 이용하

여 실험환경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Xilinx 사의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Analog Devices
사의 DAC와 아날로그 스위치를 이용하여 실험 환경

을 구축하였다. 안테나 수는 2개로 가정하였다. FPGA
는 전송 웨이브폼 생성, 업 샘플링 및 TDM을 담당하며 

또한 아날로그 스위치를 제어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다. DAC는 

Analog devices의 AD9114 [5], 아날로그 스위치는 동 

사의 ADG936 [6]을 사용하였다.  MIMO 신호로는 주

파수가 다른 두 개의 정현파를 사용하였다. 대역폭을 

가지는 모뎀신호가 아닌 정현파를 사용한 이유는 스펙

트럼 분석기를 통해 신호의 분리 여부를 명확하게 관

찰하기 위해서다. 2개의 MIMO 신호는 5 MHz의 클럭 

속도로 생성되었으며 첫 번째 안테나 신호로는 950 
kHz, 두 번째 안테나 신호로는 650 kHz의 정현파가 사

용되었다. 따라서 이 두 신호는 FPGA에서 10 MHz 클
럭에서 TDM 결합되며 역시 10 MHz 클럭으로 동작하

는 DAC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다.  그림 5
는 본 실험에서 구축한 MIMO 송신기의 구성도를 보

이고 있다.

그림 5. 실험에 사용된 MIMO 송신기 구성도

Fig. 5 Configuration of the MIMO transmitter for experi- 
ment

4.2. 스펙트럼  분석

그림 6과 그림 7은 아날로그 스위치 출력의 스펙트럼

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신호

에 대한 정확한 시간 동기가 맞지 않은 경우이다. 그림 6
은 안테나 1의 출력이고 그림 7은 안테나 2의 출력을 나

타낸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개의 주파수가 

스펙트럼에서 관찰된다. 하지만 각 안테나에서 하나의 

주파수만 관찰되지 않고 상대 안테나 신호의 상당한 성

분이 동시에 관찰이 되었다. 이는 각 안테나의 신호가 

제대로 분리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대 

신호 간섭은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신호의 시간 동기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DAC 출력 신호에는 안테나 1의 신호와 안테나 2
의 신호가 서로 엇갈려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두 신

호를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정확히 두 신호의 경계에서 

아날로그 스위치가 동작해야 한다. 그림 6과 7은 이와 

같은 시간 동기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현상이다. 

그림 6. 안테나 1의 스펙트럼 (스위치 시간 제어 미적용)
Fig. 6 Spectrum of antenna 1 (switch timing control not 
applied)

그림 7. 안테나 2의 스펙트럼 (스위치 시간 제어 미적용)
Fig. 7 Spectrum of antenna 2 (switch timing control not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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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스위치 신

호를 FPGA를 통해 1/300 MHz = 3.33 ns의 해상도로 

조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두 안테나의 신호가 가

장 잘 분리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는 시

간 동기 조정 후 각각 안테나 1과 안테나 2의 아날로그 

스위치 출력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두 신호의 분리가 이전보다 훨씬 잘 이

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 신호의 간섭이 -35 
dB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

는 제안하는 방안이 실제 상용 부품을 이용한 실험에서

도 잘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며, 정확한 신호의 분리를 

위해서는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 신호의 동기가 매우 중

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안테나 1의 스펙트럼 (스위치 시간 제어 적용)
Fig. 8 Spectrum of antenna 1 (switch timing control 
applied)

그림 9. 안테나 2의 스l펙트럼 (스위치 시간 제어 적용)
Fig. 9 Spectrum of antenna 2 (switch timing control 
applied)

4.3. 전력 소모 분석

다음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통해 전력소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한다. [5, Fig. 83]에 의하면 본 실

험에 사용한 DAC는 5 MHz 클럭으로 동작할 때 전체 

소모 전류가 약 26 mA이며 10 MHz 클럭으로 동작할 

때 약 27 mA이다 (20 mA 출력 모드). 전원이 3.3 V 임
을 고려하면 기존 방식의 경우 5 MHz DAC 두 개를 사

용하므로 171.6 mW가 소모되고 제안하는 방안의 경

우 89.1 mA가 소모된다. [6]에 따르면 아날로그 스위

치는 소모 전력이 0.00275 mW가 넘지 않는다. 결국 제

안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소모 전력을 48% 줄일 수 있

다. 이러한 소모 전력은 안테나 개수가 증가하면 더 줄

일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개발 비

용과 면적도 줄일 수 있지만 소모 전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IMO 송신기에서 데이터 컨버터 개

수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실제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안테나 2개를 가정하여 2개
의 DAC를 하나의 고속 DAC와 하나의 아날로그 스위

치로 대체하였고 스위치 제어신호의 정밀한 시간 동기

를 맞춤으로써 두 신호를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MIMO용 스위칭 데이터 컨버터는 기존 시스템의 성능

을 훼손하지 않고 비용, 면적 및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

어 MIMO 시스템 구현에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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