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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통신환경에서 초고밀도 무선 네트워크 성능을 가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레이 트레이싱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어떠한 가상적인 통신환경을 구현한 후, 송신단에서 출발하여 수신단에
도달하는 ray 를 추출해 ray list 을 만든 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고 나아가 multipath 를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을
사용하여 나타냈다.

Ⅰ. 서 론
최근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달성하기 위해, 5G 초고밀
도 무선 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평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험과 검증이다. 따라서, 무선 시스템은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장 시험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
이 걸리며, 반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하여 레이트레이싱 기법으로 가상적인 고밀도의 복잡한
통신환경을 구현하여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Ⅱ. 본론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터를 본 논문에서는 Python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먼저 송신단에서 전파(이후
ray 로 설명한다)를 쏘았을 때 수신단이 받는 ray list
구하는 알고리즘부터 설명한다.

그림 1. 레이 목록 산출 알고리즘
우선 실험환경의 벽의 위치와 두께, 안테나의 위치와
방향을 설정하여 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Max depth 를
설정해 준다. 이 때의 Max depth 는 송신 안테나에서
발사한 ray 가 진행중에 만나는 장애물의 최대 개수를
의미한다.

그 후, 송신 안테나에서 geodesic grid 을 사용하여
가정된 raytube angle 에 맞게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서
안테나의 gain 을 고려하여 initial ray 를 만들고, 형성된
initial ray 가 장애물과의 만나는지 Möller–Trumbore
intersection algorithm 알고리즘 활용하여 알아본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평행사변형 벽의 모서리의 좌표 𝑣0, 𝑣1, 𝑣2, 𝑣3)
→ = 𝑣1 − 𝑣0
v0v 1

→

= 𝑣2 − 𝑣𝑜

→

=→ × →

v0v2
pvec

dir

det =→

v0v2

v0v1

→

tvec

(Ray 의 방향벡터: → )
dir

∙ → , invdet = 1/det
pvec

= orig − v0, →

qvec

v =

1

(→

invdet qvec

=→

tvec
1

∙ → ), u =
dir

×→

v0v1

(→

invdet pvec

∙ → ), t =
tvec

1

(→

invdet qvec

∙→ )
v0v2

𝑐𝑜𝑛𝑑 = (0 ≤ 𝑢 ≤ 1)&(0 ≤ 𝑣 ≤ 1)&(0 ≤ 1)
𝑖𝑓 𝑐𝑜𝑛𝑑 == 𝑡𝑟𝑢𝑒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장애물과 만나게 되면 depth 를 1 올려주고 반사 및
굴절된 다음 ray 의 정보를 가져온다. ray 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저장한다.
1) ray 의 출발지점
2) ray 의 방향
3) ray 의 raytube angle
4) ray 가 출발한 object(송신안테나 혹은 장애물)
5) ray 가 충돌한 object(수신안테나 혹은 장애물)
6) ray 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길이
7) 현재 ray 의 depth
그 다음 각각 ray 마다 시작점과 수신안테나를 잇는
선과 ray 중심선 사이의 각도(θ1)와 raytube angle 의
크기(θ2)를 비교한다. θ2≥θ1 일 때 수신안테나는 해당
ray 를 온전하게 수신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한 depth 의 ray 를 수신안테나가 수신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compute ray 함수를 실시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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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이후 마지막으로 송신안테나에서 발사한 ray 가
최종적으로 수신단에서 수신 가능한 ray 들만 골라내서
raylist 를 만드는 backtrack ray 과정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산출해낸
raylist 를 pyvista 모듈을 활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 그림 1 은 설정된 실험환경을 나타낸 3d
그림이고 2 개의 패치 안테나가 송신을 하고, 2 개의
dipole 안테나가 수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2 는
위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계산된 raylist 의 경로를
나타낸 3d 그림이다.

그림 2. 실험환경 3d 그림
그림 3. Raylist 경로
다음으로 ray 가 진행하면서 장애물과 이동경로로 인한
감쇄 및 위상 변화와 경로의 길이에 따라 tap delay 를
구하였다.
기본적으로 ray 가 진행하면서 이동경로에 따라 감쇄
및
위상변화가
발생한다.
이동경로는
진공으로
가정했으며, ray 의 송신단에서 수신단까지의 거리 r 에
해당하는 감쇄 및 위상변화는 다음과 같다.

경우에는 𝑡𝑇𝐸 와 𝑡𝑇𝑀 값과 콘크리트내에서의 이동경로(r)에
따른 감쇄 및 위상변화를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그림 4. 벽에서의 반사
그림 5. 벽에서의 굴절
Multipath 의 최종 계산 결과를 특정 주파수로
고정하고 ray 경로의 길이를 시간으로 표현하는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의 변화를 고려한 주파수 도메인
두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6 은
5.8 GHz 로 고정하고 Time 도메인의 방식으로
multipath 를 구하였고, 그림 7 은 5.65~5.95GHz 대역을
주파수 도메인의 방식으로 구한후에 IFFT 를 취해
시간대역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교해보면 두 경우가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그림 6. 시간 도메인에서의 multipath 결과

진공공간에서의 이동 경로에 따른 감쇄 및 위상 변화:
𝐸𝑒𝑛𝑑 =

1
𝑒 −𝑖𝑘𝑟 𝐸𝑠𝑡𝑎𝑟𝑡
4𝜋𝑅𝑓

그림 4 와 같이 벽에서 반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정반사가 된다고 가정을 하였다. 그리고 벽의 반사에
의한 감쇄와 위상변화의 경우 𝑟𝑇𝐸 와 𝑟𝑇𝑀 의 값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 반면 그림 5 와 같이 벽에서의 굴절의
𝑛𝑖

벽 콘크리트 내부에서의 굴절 각: 𝜃𝑡 = 𝑎 sin(𝑛 sin 𝜃𝑖 )

그림 7. 주파수 도메인
에서의 multipath 결과

그림 8. IFFF 후 시간
도메인으로 나타낸 결과

𝑡

TE 의 경우에서의 반사 및 굴절로 인한 감쇄 및 위상 변화:
→
𝑟𝑇𝐸 = (

𝐸0𝑟

→

)=

𝐸0𝑖

→
𝑡𝑇𝐸 = (

𝐸0𝑡

→

)=

𝐸0𝑖

Ⅲ. 결론

𝑛𝑖 cos(𝜃𝑖 ) − 𝑛𝑡 cos(𝜃𝑡 )
sin(𝜃𝑖 − 𝜃𝑡 )
=−
𝑛𝑖 cos(𝜃𝑖 ) + 𝑛𝑡 cos(𝜃𝑡 )
sin(𝜃𝑖 + 𝜃𝑡 )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통신환경에서 초고밀도 무선
네트워크 성능을 가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레이
트레이싱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통신환경을 가상한적으로 구현한 후,
송신단에서 수신단까지 가는 ray 를 추출해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고 나아가 multipath 의 tap delay 와 감쇄와
위상 변화로 인한 최종 gain 값을 2 가지 방법으로
구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통신환경에서의 무선
네트워크 성능을 쉽고 간편하게 평가 및 검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𝑛𝑖 cos(𝜃𝑖 )
2 cos(𝜃𝑖 ) sin(𝜃𝑡 )
=
𝑛𝑖 cos(𝜃𝑡 ) + 𝑛𝑡 cos(𝜃𝑡 )
sin(𝜃𝑖 + 𝜃𝑡 )

TM 의 경우에서의 반사 및 굴절로 인한 감쇄 및 위상 변화:
→
𝑟𝑇𝑀 = (

𝐸0𝑟

→

)=

𝐸0𝑖

→
𝑡𝑇𝑀 = (

𝐸0𝑡

→

𝐸0𝑖

)=

𝑛𝑡 cos(𝜃𝑖 ) − 𝑛𝑖 cos(𝜃𝑡 ) tan(𝜃𝑖 − 𝜃𝑡 )
=
𝑛𝑖 cos(𝜃𝑡 ) + 𝑛𝑡 cos(𝜃𝑡 ) tan(𝜃𝑖 + 𝜃𝑡 )

2𝑛𝑖 cos(𝜃𝑖 )
2 cos(𝜃𝑖 ) sin(𝜃𝑡 )
=
𝑛𝑖 cos(𝜃𝑡 ) + 𝑛𝑡 cos(𝜃𝑖 ) sin(𝜃𝑖 + 𝜃𝑡 ) cos(𝜃𝑖 − 𝜃𝑡 )

진공공간에서의 이동 경로에 따른 감쇄 및 위상 변화:
𝐸𝑒𝑛𝑑 =

1
𝑒 −𝑖𝑘𝑟 𝐸𝑠𝑡𝑎𝑟𝑡
4𝜋𝑅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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