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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LAN과 같은 환경 내에서 무선 AP 등의 한 배치를 통하여 효율 인 서비스 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실험을 해서 FDTD법을 이용하여 정식화하고, 무선 AP 신에 계산 공간의 임의 치에서 가우시안 펄스를 입력

하 다. 장애물의 치에 따른 구조  향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수신 이득을 계산하 다. 장애물은 완  도체 

는 콘크리트 벽면으로 모델링하고, 장애물을 사이에 둔 송신 과 수신  사이에서의 회 효과 등의 향을 평가하

다.

ABSTRACT

In wireless environment such as wireless LAN, proper location of wireless LAN AP allows us to take an effective coverage to provide 

good wireless communication service. To simulate wireless environment, FDTD formulation is introduced and Gaussian pulse injection in grid 

space is considered to be replaced wireless LAN AP. So structural effect corresponding to location of arbitrary obstacle must be considered, 

and its received gain is estimated. An obstacle in scattering field should be modeled to be conductor and concrete wall and its diffraction effect 

for some cross wall is evaluated between transmitter and receive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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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 등의 휴 화 보 과 련하여 다양

한 무선 환경 내에서 데이터통신을 이용하게 되었

다. 한 데이터통신을 해서는 3G  LTE 망을 이용하

지 않고도 무선 공개망에 해당하는 Wi-Fi zone 안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선 LAN은 이블을 이용하지 않아 설치 공간의 제

한을 받지 않으며, 수신 단말의 치 변동 시에도 선로의 

증설이나 변경이 따로 필요 없다. 따라서 구축시간과 경

비를 유선 LAN에 비해 폭 감할 수 있다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한 의 도달범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

하면서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는 편의성과 역 

사용(2.4GHz, 5.8GHz 등)으로 고속 데이터통신이 

가능(11Mbps∼54Mbps)하다.

그러나 ISM 밴드에서 동작하는 설비  타 무선 

LAN, 블루투스 등과의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고 동일 장소에서의 간섭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채

은 3-4개 정도에 불과하다[1].

이와 련하여 무선 LAN AP(Access Point) 등의 

한 배치를 통하여 효율 인 서비스 반경을 확보할 수 있

지만, 다양한 무선 환경을 고려했을 때 AP 설치 시

에 무선 환경의 이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효율 인 무선통신 서비스를 해서 

무선 환경 내에 치하는 장애물 등의 배치에 따른 

구조  향을 고려하 다. 송수신 지 에 따른 의 

회   산란특성은 FDTD법을 이용하여 계산하 고, 

장애물에 의한 회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 송신측 

치를 변경해가며 고정된 수신 치에서 수신이득을 계

산하 다.

Ⅱ. 정식화

자계 문제를 다루기 해서 MoM(Methods of 

Moment)  FEM(Finite Element Method)와 마찬가지로 

FDTD(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법의 활용도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FDTD법은 1966년 Yee에 의해 자계 

해석에 처음 도입되어 응용되었으며, 근래에는 자계

의 산란 문제, 안테나  평면회로 등의 다양한 문제에도 

용되고 있다[3-5].

Yee의 알고리즘을 근거로 직각 좌표계에 한 FDTD

법의 정식화를 다루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맥스웰 방

정식을 고려하여야 한다[3-5].




∇×                         (1)




∇×                              (2)

 식에서 Yee 알고리즘을 용하여 자계의  성

분을 시간과 공간에 한 차분화 과정을 거치고 계와 

자계 성분을 그림 1과 같은 격자 공간에서 상호 배치를 

시키면 다음과 같은 차분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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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5)에서 각 자계 성분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계수들은 매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

다. 여기서 는 격자 공간상에서의 상 유 율, 

는 도 율, 는 상  투자율,    는 

격자 크기, 는 시간 증분을 나타낸다. 

  

  

  

 

 

FDTD법의 계산은 그림 2에 나타낸 로차트의 흐름

을 따라 계산하 다. 계산 공간의 외부 역은 열려 있거

나 특정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ur의 2차 흡수경계조건[3-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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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열린 공간을 체하 다. 그러나 계산 모델에서 

임의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 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PBC(Periodic Boundary Condition)와 같은 주기  경계조

건의 용을 통하여 규모 문제에도 용이하게 처할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환경을 고려

하기 해서는 3차원 공간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일반

이지만, 계산 규모  계산 메모리 등의 문제가 있어 2

차원 문제로 계산 모델을 축소하 다. 따라서 정식화 과

정에서는 계가 -방향 성분만을 가지며 자계는 -성

분과 -성분만을 가지는 TM(Transverse Magnetic)  문

제로 제한하 다.

그림 1. 단  셀 내의 자계 배치
Fig. 1 Electromagnetic allocation in unit cell

그림 2. FDTD 계산 과정
Fig. 2 Flow chart of FDTD computation

Ⅲ. 실험 결과

3.1. 실험 모델 A

첫 번째 실험모델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무선 

환경은 50×50(6.25m×6.25m)에 해당되는 열린 공

간으로 가정하 다. 이때 공간에 되는 자계는 

계산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TM 로 한정하고, 계산 

역 가장자리 쪽은 자연경계조건으로 설정하여 되

는 무선 력은 모두 흡수되는 것으로 문제를 단순화

시켰다. 

그림 3. 장매물이 존재하는 실내 무선 환경
(실험 모델: 50×50)

Fig. 3 Wireless propagation environment with obstacle 
(Experimental model: 50×50)

그리고 도체로 구성된 장애물 좌우측에 송신  수신 

지 을 지정하여 수신이득을 계산하 다. 송신 지 은 

무선 AP와 같은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 펄

스를 입력하 다.

  sinexp


 


            (6)

식 (6)에서 구동 주 수 는 무선 LAN의 심 주 수

로 지정하기 해서 2.4GHz로 가정하 고(실제로는 13

개의 채  사용이 가능하고, 채  역폭은 22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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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펄스의 천이 치, 는 감쇠 정도를 제어하는 인자이

다. 그리고 수신 치 Rx에서 계산되는 수신이득을 얻기 

해서 FFT를 이용하지 않고, 시간 펄스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를 고려하여 각 시간 천이 구간에서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를 계산하고 계산 종료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수신이득을 구하 다.

log




                            (7)

 

(a) (b)

 

(c) (d)

그림 4. 펄스의   장애물에 의한 회  효과
(a) t=107  (b) t=365  (c) t=648  (d) t=717

Fig. 4 Pulse propagation and diffraction 
effect by obstacle

(a) t=107  (b) t=365  (c) t=648  (d) t=717

계산 공간은 500×500의 Yee 셀로 나 었고, 

=0.0125m, 송신 치 Tx=(125,250), 수신 치 

Rx=(375, 125)로 설정하고 계산된 펄스의  과정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한 각 송신 치에 따른 수신이

득을 계산한 결과는 표 1에 정리하 다. 

펄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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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신 에 따른 수신이득(모델 A)
Table. 1 Received gain for Tx/Rx point(Model A)

3.2. 실험 모델 B

두 번째 실험모델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산 

공간 쪽과 아래쪽에 콘크리트 벽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간 내부에도 콘크리트 벽면과 같은 격리막이 

있는 무선 환경을 고려하 다. 그리고 좌측과 우

측면은 열린 공간으로 가정하고 흡수경계조건을 설정

하 다. 

그림 5. 콘크리트 벽면이 존재하는 실내 무선 
환경(실험 모델: 50×50)

Fig. 5 Wireless propagation environment with concrete 
wall(Experimental model: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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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을 구성하는 것은 콘크리트로서 상  유 율은 

일반 으로 9.0의 형 인 값을 이용하 다. 한 콘크

리트 벽면이 존재하는 매질 내에서의 무선 과정은 

열린 공간(free space)에서의 속도보다 늦어지므로 

이산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격자 크기는 상 으로 더 

작게 하여야 한다. 

실험에서는    의 크기는 /30로 이산화시

켰다(=0.125m). 이에 따른 계산공간 체는 1500

×1500로 분할하 다. 이때 FDTD 계산에서 

Courant 안정조건으로 는 1.886ns를 선택하 다. 그 

외 조건은 실험 A와 동일하다.

펄스 치 수신이득(dB)

(375, 350) -25.012

(375, 450) -39.039

(375, 550) -24.392

(375, 650) -25.415

(375, 750) -29.705

(375, 850) -37.613

(375, 950) -39.949

(375, 1050) -26.069

(375, 1150) -28.458

표 2. 송수신 에 따른 수신이득(모델 B)
Table. 2 Received gain for Tx/Rx point(Model B)

실험 A와 마찬가지로 송신 지  Tx의 치에 따른 수

신 지  Rx에서의 수신이득을 계산한 결과를 표 2에 나

타내었다. 펄스를 발생시킨 치 Tx=(375, 550)에서 가

장 높은 수신이득 특성을 보 다.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

는 상측부에서 펄스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장애물을 마

주보는 치에서 펄스를 송신한 경우가 높은 수신이득 

특성을 보 으며, 이는 장애물이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어 송신되는 일부 력이 벽면을 투과하여 수신 치

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콘크리트 벽면 

끝단 근처에서는 회 효과로 인하여 상호간섭이 발생

하고 그 결과로서 오히려 수신이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펄스 과정(t=550)
Fig. 6 Pulse propagation(t=550)

그림 7. 펄스 과정(t=1010)
Fig. 7 Pulse propagation(t=1010)

이를 확인하기 하여 송신 치를 Tx=(375,550)로 

둔 경우에 한 펄스의 과정( 계 Ez)을 추 하

다. 그림 6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송신 펄스가 콘크리

트 벽면에 도달하는 시 에서의 계 의 모습이다. 이

후 송신 펄스가 콘크리트 벽면을 일부 투과하고, 일부는 

벽면 끝단에서 회 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경과 시간이 1520에 도달한 경우에는 송

신된 펄스가 콘크리트 벽면을 완 히 투과하여 수신 

치로 달되고 속도는 상 으로 늦어진 상태로 

이동된 모습을 찰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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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펄스 과정(t=1520)
Fig. 8 Pulse propagation(t=1520)

그림 9. 펄스 과정(t=3230)
Fig. 9 Pulse propagation(t=3230)

마지막으로 송신된 펄스가 콘크리트 벽면 끝단에서

의 회 효과  투과된 펄스들이 상호 복잡하게 작용하

여 수신지 으로 이동되는 모습을 찰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동일하게 송신 치가 Tx=(375, 1150)인 경우에 한 

펄스의 과정에 한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송신 치를 Tx=(375, 550)으로 

설정한 경우와 달리 콘크리트 끝단에서의 회 효과가 

 속도차를 발생시켜 수신지 에서의 이득이 상

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펄스 과정(t=2420)
Fig. 10 Pulse propagation(t=2420)

Ⅳ. 결  론

장애물이 존재하는 실내 무선환경을 상으로 FDTD

법을 이용하여 송수신 에 한 수신 이득을 평가하

다. 완 도체로 구성된 가로막(장애물)의 경우는 송신지

에서 공 되는 펄스를 반사시키지만, 계 성분 일부는 

도체면에서 다시 2차 유기되어 수신지 으로 력을 이

동시키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는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로 

구성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실험

을 실시하 다. 실험 결과로서 콘크리트 벽면을 마주 보

는 송수신 치 설정이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나은 수신이

득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 다. 

무선 LAN과 같은 실제 환경에서는 무선 AP의 치가 

벽면에 근 해 있거나 천장에 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장애물의 구조  특성과 치에 따른 향 평가와 

3차원 모델링을 통한 보다 구체 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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