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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전파환경 내에서 무선 LAN AP 등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파환경의 장애물 등의 배치에 따른 구조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에 전파환경 내에 임의 장애물이 존재하고 송수신 지점에 따른 전파의 회절 및 산란특성을 FDTD법

에 의해 해석하고 회절효과에 따른 장애물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ABSTRACT

In wireless environment, to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 area is need to maintain proper

location of wireless LAN AP. Since structural effect corresponding to location of arbitrary

scatterers must be considered. Using FDTD method, an obstacle in scattering field should be

considered and its diffraction effect for some cross wall is estimated between transmitter and

receive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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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 등의 휴대전화 보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무선 전파환경 내에서 데이터통신을 이용

하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통신을 위해서는 3G 및

LTE 망을 이용하지 않고도 무선 공개망에 해당하

는 WiFi zone 안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무선 LAN

AP(Access Point) 등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효

율적인 서비스 반경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양한

무선 전파환경을 고려했을 때 AP 설치 시에 무

선 전파환경의 이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

해서 무선 전파환경 내에 위치하는 장애물 등의

배치에 따른 구조적 영향을 고려하였다. 송수신

지점에 따른 전파의 회절 및 산란특성은 FDTD법

을 이용하였고, 장애물에 의한 회절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서 송신측 위치를 변경해가며 고정된 수

신 위치에서 수신이득을 계산하였다.

Ⅱ. 실험 결과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선 전파환경은

50×50(6.25m×6.25m)에 해당되는 열린 공간으

로 가정하였다. 이때 공간에 전파되는 전자계는

계산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TM 파(Transverse

Magnetic wave)로 한정하고, 계산 영역 가장자리

쪽은 자연경계조건으로 설정하여 전파되는 무선

전력은 모두 흡수되는 것으로 문제를 단순화시켰

다.

그리고 도체로 구성된 장애물 좌우측에 송신

및 수신 지점을 지정하여 수신이득을 계산하였다.

송신 지점은 무선 AP와 같은 역할을 하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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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가우시안 펄스를 입력하였다.

  sinexp




 (1)

그림 1. 장매물이 존재하는 실내 무선
전파환경(실험 모델: 50×50)

식 (1)에서 구동 주파수 는 2.4GHz로 가정하

였고, 는 펄스의 천이 위치, 는 감쇠 정도를

제어하는 인자이다. 그리고 수신 위치 Rx에서 계

산되는 수신이득을 얻기 위해서 FFT를 이용하지

않고, 시간 펄스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를

고려하여 각 시간 천이 구간에서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를 계산하고 계산 종료 단계에

서 다음과 같이 수신이득을 구하였다.

log 
  (2)

(a) t=107 (b) t=365

(c) t=648 (d) t=717

그림 2. 펄스의 전파 및 장애물에 의한 회절 효과

계산 공간은 500×500의 Yee 셀로 나누었

고,  =0.0125m, 송신 위치 Tx=(125,250),

수신 위치 Rx=(375, 125)로 설정하고 계산된 펄스

의 전파 과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또한 각 송신 위치에 따른 수신이득을 계산한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펄스 위치 수신이득(dB)

(125, 50) -29.021

(125, 100) -21.392

(125, 150) -34.348

(125, 200) -35.261

(125, 250) -25.067

(125, 300) -30.877

(125, 350) -24.586

(125, 400) -24.690

(125, 450) -31.949

표 1 송수신점에 따른 수신이득

Ⅲ. 결 론

실험 결과를 통하여 장애물 우측에 존재하는

수신기에서의 수신 이득은 장애물 끝단에 의한

회절효과에 따라 형성되는 전파 음영지역의 양상

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을 모델링하기 위해 도체(PEC 장벽)로 가

정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장애물의 배치 모양

및 장애물의 매질 특성(유전체 또는 페라이트 등)

을 고려하여 수신이득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보

다 효율적인 무선 서비스 반경을 구축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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