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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전송하는 상향링크 상황에서 밀리미터 파 시스템을 위한 하이브리드 빔포밍을 

고려한다. 기존의 디지털 시스템에 비하여, 하이브리드 빔포밍은 저비용 저전력 소비의 특성을 갖는다. 각 사용자는 

하나의 송신 안테나만을 사용하며,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보내고, 기지국은 다수의 수신 안테나와 다수의 라디오 

주파수 체인을 사용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빔포밍은 기지국 측에서만 수행된다. 각 사용자는 채널 정보를 알기 어

렵고, 수신자인 기지국은 채널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채널 가정 하에서 아웃티지가 발생할 확

률이 0이 아니다. 따라서 성능 평가 지표로서, 아웃티지 확률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한다. 논문에서 고려

한 하이브리드 빔포밍의 아웃티지 확률을 디지털 빔포밍의 아웃티지 확률과 비교하며, 하이브리드 빔포밍이 디지털 

빔포밍의 성능에 근접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hybrid beamforming for millimeter wave system in uplink transmission where multiple users 
send their data streams simultaneously. Hybrid beamforming has low-cost and low power consumption features 
compared to conventional digital beamforming schemes. We assume that each user uses one transmit antenna and 
sends one data stream, while the base station has multiple receive antennas and multiple radio frequency chains.  
Therefore, hybrid beamforming is performed only at the base station. We also assume that each user does not know 
instantaneous channel side information (CSI), while the base station is able to estimate the CSI from all users 
accurately. Under this channel assumption, the outage probability is not zero. We evaluate the outage probability of the 
considered hybrid beamforming as a performance metric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We show that the outage 
probability of hybrid beamforming approaches that of digital beamforming in som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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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밀리미터 파 (millimeter wave, mmWave) 통신은 넓

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어 무선 LAN (local area 

network) 과 차세대 셀룰러 시스템의 주요한  후보기

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1, 2]. 밀리미터 파 신호는 

매우 짧은 파장 때문에 마이크로 파 신호 보다 수십 배 

강한 경로 손실을 겪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 짧은 

파장 덕분에 안테나 단자 간격을 줄여, 면적 당 안테나 

단자의 개수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빔포밍 

(beamforming) 이득을 얻게 되어 경로 손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데이터 스트림

을 보냄으로써 높은 다중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다

수의 데이터 스트림을 포함한 빔포밍, 즉 프리코딩 

(Precoding)은 밀리미터 파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을 크

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인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서 빔포밍과 프리코

딩은 기저대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서는 증폭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nalog- 

digital converter, ADC),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DAC) 등이 안테나 수 만큼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러한 부품들은 고가이면서 전력 소비가 높다. 반면 위

상-천이기 (Phase shifter) 와 같이 라디오 주파수 (radio 

frequency, RF) 영역에서 쓰이는 아날로그 소자는 저가

이기 때문에 수십~수백개의 안테나 단자를 사용하는 

밀리미터 파 시스템에서는 위상 천이기만을 이용하는 

아날로그 빔포밍이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3-5]. 아

날로그 빔포밍이 적용된 밀리미터 파 시스템이 실용적

인 반면에 빔포밍 행렬의 요소가 절대값이 고정된 복

소수값이여야하는 제약때문에 빔포밍 해의 범위를 제

한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제약은 아날로그 빔포

밍이 디지털 빔포밍에 비하여 성능이 열하되는 주 요

인이다. 

최근 빔포밍 과정을 아날로그 영역과 디지털 영역으

로 나누어 아날로그 빔포밍 방식 보다 정확히 빔포밍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는 하

이브리드 빔포밍 (hybrid beamforming) 방식이 제안되

었다[6-8]. 논문 [6]에서는 밀리미터 파 채널의 반사 성

분이 희소한 특성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빔포밍 문제

를 희소성 재구성 최적화 문제로 만들었으며, 낮은 복

잡도의 계산으로 해를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논

문 [7]에서는 단일 사용자 단일 스트림 다중안테나 시스

템을 위한 저 복잡도 하이브리드 빔포밍 알고리즘이 제

안되었다. 논문 [8]에서는 밀리미터 파 채널에 대한 부

분 정보만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프리코딩 알고리즘

이 개발되었다. 논문 [6-8]에서는 모두 단일 사용자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상용 통신에서는 다수의 사용자들

이 기지국이나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는 일대다 통신

이 주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밀리미터 파 시스템에서 다수 사용자에게 적용 가

능한 저 복잡도 하이브리드 빔포밍 기법이 [9]에서 개

발되었다. 이 기법은 하향링크에 적용가능하며, 제한

된 채널 피드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사용자 측

에서는 아날로그 빔포밍만 수행하며, 송신기에서만 하

이브리드 빔포밍을 수행한다. 제안된 기술은 아날로그 

빔포밍 기법에 비해 높은 합계 전송률을 갖으며, 디지

털 빔포밍 기법의 성능에 근접함이 밝혀졌다. 논문 

[10]에서는  하향링크에서 다수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

한 하이브리드 빔포밍 기법을 연구하였다. 특히 디지

털 빔포밍에 사용되는 안테나 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

과 동일한 성능을 내는 하이브리드 빔포밍의 안테나 

수와 RF 체인1) (chain) 수를 알아냈다. 위 두 논문은 기

지국이 송신자가 되는 하향링크를 고려하였으며, 채널 

정보를 수신자 뿐만 아니라 송신자도 정확히 안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전송하는 상향

링크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빔포밍을 수행했을 때의 성

능을 평가한다. 각 사용자는 하나의 송신 안테나만을 

사용하며,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보낸다. 또한 각 사

용자는 채널 정보를 알기 어렵고, 수신자인 기지국은 

채널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

정은 사용자에게 높은 이동성이 있어 매 타임슬롯마다 

채널이 바뀌게 되어 채널 정보의 피드백이 부정확해지

는 경우에 타당하다. 송신자의 안테나가 하나이므로, 

송신측에서의 프리코딩은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

신측에서는   개의 안테나와   개의 RF 체인을 

갖기 때문에  × 크기의 아날로그 컴바이너와 

1) 송신기, 수신기, 증폭기, 감쇄기, 케이블 등의 RF 장치들로 구성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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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의 디지털 컴바이너가 사용된다 (여기서 

 는 데이터 스트림의 개수를 나타내며, 사용자의 수

와 같다.) 송신 전에 채널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송

신자는 순간적인 채널 커패시티를 알 수 없고 따라서 

고정된 데이터 율을 사용한다.  

이때 아웃티지가 발생할 확률은 0이 아니다. 따라서 

성능 평가 지표로서, 아웃티지 확률을 측정한다. 본 논

문의 성능 평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행된

다. 문헌 조사결과 현재까지 상향링크에서 다수 사용자

를 지원하는 밀리미터 파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빔포밍 

기법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밀리미터 파 시스템의 상향링크에서 다수 사용자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빔포밍 기법의 아웃티지 확률

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한다.

∙디지털 빔포밍의 아웃티지 확률을  하이브리드 빔포

밍의 아웃티지 확률과 비교하며, 하이브리드 빔포밍

이 디지털 빔포밍의 성능에 근접함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다음의 기호를 사용한다:   는 행렬,   

는 벡터,  는 스칼라를 나타낸다. 
〈〉

는 행렬 의 

번째 열을 나타낸다.  는 행렬 의 복소공액전치행

렬을 나타내고, ∥∥  는 행렬 의 프로베니오스 

노름 (Frobenius norm) 을 나타낸다 [11]. 는 × 

크기의 단위행렬을 나타낸다. 는 랜덤변수 이 기

댓값을 나타낸다. 

Ⅱ. 시스템 모델

본 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빔포밍 기법에 대한 시스템 

모델을 설명하며, 주로 논문 [6]의 모델을 확장하였다. 

2.1. 시스템  모델

그림 1과 같이  의 사용자가 기지국에 접속하는 밀

리미터 파 시스템을 고려한다. 기지국에는   개의 수

신 안테나가 있고, 개의 RF 체인이 있으며, 

 ≤ ≤  의 조건을 만족한다.   는  × 심

볼 벡터를 나타내고,  

   으로 가정한다. 즉, 

모든 사용자는 동일한 송신 전력 를 사용한다. 수신 

신호는 아래와 같이 표현되고 

     ,                                 (1)

Fig. 1 Uplink multi-user mmWave system model with hybrid beamforming only at a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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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 수신 벡터, 는  × 채널 

행렬이면서 ∥∥  를 만족하며, 은 

인  × 노이즈 벡터이다. 수신자는   

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송신자는   를 모른다고 가

정한다. 

수신자는 RF 체인과 아날로그 위상 천이기를 이용하

여 다음의 과정후 (post-processing) 수신 신호를 얻으며

 
 

   
 

  ,         (2)

여기서 는  ×  RF 컴바이닝 행렬을 나타

내고,   는 ×  기저대역 행렬을 나타낸다.  

의 번째 원소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
 

〈〉

    (3)

여기서  

  이다. (3)에서 사용자 의 

신호와 관련된 항을 라 두었으며, 그 외의 사용자의 

신호와 노이즈와 관련된 항을 라 두었다. 두 항의 전

력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
   (4)

 
   


〈〉 


 
  
≠ 



〈〉〈〉 






〈〉


〈〉 

〈〉
(5)

식 (4) 와 (5) 로부터 사용자 의 상호 정보량 (mutual 

information)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log







 

 
 




                   (6)

  값은 매 타임 슬롯 마다 변하는 값이고 번째 송

신자가 모르는 값이므로, 각 송신자는 전송 데이터율을 

  로 고정하여 보낸다. 이 때, 번째 송신자의 아웃티

지 확률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7)

디지털 빔포밍을 사용하는 경우, 본 논문에서는 

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 수신기를 사용한

다. MMSE 컴바이너는 다음과 같다 [12]. 




  








          (8)

 와   는 논문 [6]의 알고리즘 2를 이용하여 

구한다. 디지털 빔포밍을 사용할 경우에도 아웃티지 확

률이 존재하며, 식 (5)에서  
 으로 정의

한 후 식 (6) 과 식 (7)을 이용하여 아웃티지 확률을 구

할 수 있다. 

2.2. 채널 모델

밀리미터 파는 높은 경로 감쇄 특성 때문에 반사되어 

오는 신호가 적으며, 좁은 안테나 간격은 안테나 소자 

간에 높은 상관을 야기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멀티 

안테나 채널에서 사용되는 페이딩 모델은 밀리미터 파 

채널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다.  

논문 [6]에서는 밀리미터 파 채널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협대역 클러스터 채널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채널 행렬이  개의 클러스터와 각 클러

스터 내에  개의 전파경로들의 영향이 합쳐진 결과

로 가정하며 송신 (수신) 안테나 단자 간 상관을 고려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송신자들이 서로 충분히 멀리 떨

어져 있어서 송신자의 안테나 간에 상관이 없다고 가정

하여, 논문 [6]에서 사용한  채널 모델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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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 복소 벡터이며, 벡터의 번째 

원소는 
  로서  번째 사용자로부터 오는 번

째 클러스터의 번째 전파경로의 채널 이득이다. 


 
   는 방위각 

  과 고도각 
  일 경우에 정규

화된 수신 안테나 배열의 응답 벡터를 나타낸다. 


 
   의 값은 논문 [6] 에서 사용된 균일 평면 배

열 (uniform planar array, UPA)을 참조하였다. 채널 모

델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각 사용자로부터 수신 안테나

까지 채널의 와  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Ⅲ.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2 는    ,   ,    일 때, 하이브

리드 빔포밍의 아웃티지 확률을 신호대잡음비 (signal- 

to-noise ratio, SNR) 을 변화시켜가면서 측정한 그림이

다. 기타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모든 에 대해 
   

로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모든 사용자의 신호대 잡음

비는  와 같다. 고정된 데이터율은    bps/Hz를 

사용하였다. 디지털 빔포밍의 경우,     의 경우

를 가정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빔포밍

과 하이브리드 빔포밍의 아웃티지 (outage) 곡선의 기

울기가 매우 유사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신호대 잡음비 영역에서 동일한 아웃티지 확률을 나타

내는 신호대 잡음비의 차이가 2 dB 이내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은 그림 2와 동일한 환경을 고려하였고, 단 

   ,   ,    을 사용한 상태에서  아웃

티지 확률을 측정한 그림이다. 그림과 같이 높은 신호

대 잡음비 영역에서 동일한 아웃티지 확률을 나타내는 

신호대 잡음비의 차이가 약 1 dB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또한 두 기법의 아웃티지 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Outage probability vs. SNR with     ,    , 
   .

위 결과를 토대로, 송신자가 채널 정보를 모르는 밀

리미터 파 시스템의 상향링크 상황에서, 아웃티지 확률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빔포밍이 디지털 빔포밍에 근접

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전송하는 상향링

크 상황에서 밀리미터 파 시스템을 위한 하이브리드 빔

포밍을 고려하고 그것의 아웃티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논문에서 고려한 하이브리드 빔포밍의 아웃티지 확률

을 디지털 빔포밍의 아웃티지 확률과 비교하였으며, 시

뮬레이션에서 고려한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빔포밍이 

디지털 빔포밍의 성능에 1~2 dB 차이 정도로 근접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빠르게 이동하여 송신자

가 채널정보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향링

크 밀리미터 파 시스템을 운용할 시 하이브리드 빔포밍
Fig. 2 Outage probability vs. SNR wit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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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았다. 덧붙여,  와 이 아

웃티지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적으로 엄밀히 분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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