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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의 수중음향 데이터 통신시스템에서 도플러 

편이(Doppler Shift)와 도플러 확산(Doppler Spread)의 

영향을 완화하여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신신호처리 방안을 설계하고 해상에서 송수신 된 시험 

데이터의 BER 로써 성능을 평가한다. 도플러 편이를 

OFDM 심볼에 부가된 Cyclic Prefix 와 상관계수법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도플러 확산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채널을 Time-Frequency 축상에서 2X1D 

MMSE 방식으로 추정한다. 해상실험 결과, 8kHz ~ 

11 kHz 의 전송대역을 사용 할 때 복호 전 전송률 

3098bps, 송수신 소자간 거리 7km, SNR 15dB 에서 

약1~3%의 BER 이 추정된다.

1 서론

수중에서 음파의 전달 특성은 고속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매우 적대적이다. 특히 다중경로의 넓은 지연 

확산으로 인하여 전 후 심볼 간의 간섭이 발생되고 

Frequency Selective Fading 으로 송신된 심볼들을 

왜곡 시키므로 광대역 통신에 큰 장애가 된다.

채널의 시간적인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도플러 

편이나 도플러 확산이 작을 때, 채널의 주파수 

선택성은 다수의 협대역 반송파 (부반송파)를 동시에 

송수신하는 FDM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과 

같은 전송방법으로 극복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절히 설계된 시스템에서 각각의 부반송파는 

Frequency Selective Fading 대신 Flat Fading 을 겪 게 

되므로 다중경로가 존재하는 광대역 통신에서 좋은 

성능을 얻을 f 있다.

일반적으로 OFDM 방식에서는 부반송파들 상호간에 

직교성을 갖도록 주파수간격과 심볼 주기를 설정하여 

좁은 대역폭 내에 많은 부반송파들을 동시에 전송 할 

수 있어서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수중음향 통신에서는 해상에 설치된 

송수신소자의 끊임없는 움직임과 상대적으로 낮은 음파 

전파속도 등으로 인해 무시 못할 정도의 도플러 편이와 

도플러 확산이 발생되어 OFDM 적용 시 부반송파간의 

직교성이 쉽게 무너지므로 그들의 간격을 줄여 

주파수효율을 높이기가 매우 어렵다.

OFDM 을 이용한 수중음향통신의 시도 중 [1]~

[3] 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반송파간격을 

최소값의 2~4 배가 되도록 설정하여 주파수효율을 

높일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OFDM 을 사용하는 수중음향 통신 

신호처리에 다음 두 가지 기법을 도입하여 부반송파 

간격을 최소화하고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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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FDM 수중음향통신 수신신호처리 기능별 블록 구성도

- OFDM 심볼에 ISI 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Cyclic Prefix 를 재활용하여 도플러 

편이를 추정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보정한다[4L

- 주파수-시간 서브심볼 평면상에 2D pilot 을 

배열하고 2X1D MMSE 채널추정기법 [5]을 

적용함으로써 Doppler 확산의 영향을 

완화한다.

이와 같이 설계된 신호처리기법의 성능을 해상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2 OFDM 신호규격 및 신호 처리의 설계

OFDM 수중통신 수신 신호처리의 기능별 블록 구 

성도는 그림1과 같으며 송신 신호의 규격과 신호처리 

의 주요사양은 표I에 나타내었다.

표 I OFDM 신호규격과 수신신호처리의 사양

데이터 형식 COFDM

주파수대역 8000-11000Hz

대역폭: B 3000 Hz

최 대 도플러 확산:瓦恤 1.0Hz at 11000Hz

최대 지연 확산: 瑶敬 92 ms

부반송파 수: N 768

부반송파 대역폭: 3.90625 Hz

Guard Interval 4(命徂＞占7；) 92 ms

심볼 길이: T= 니Bs 256 ms

심볼 레이트 R 니/（以 +丁） 2.885 symbols/sec

부반송파 당 비트 수: M 2 (QPSK Modulation)

등화방식 2X1D MMSE

파일럿 간격
주파수영역: M드2, /MaPF=16 

시간영역: M=2, 队跡 =4

파일럿 비율: Rp=U（Nj〉N） 1/4

Effective Data Rate： R 3098 bps (without coding)

주파수 효彗: T）=RIB 1.03 (without coding)

2.1 신호규격

OFDM 신호의 규격은 주어진 대역폭 및 채널의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데, 대역폭은 3kHz 로 주어졌고, 

음파 전달 특성 예측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대 

지연확산이 80ms~ 100ms, 최대 도플러 확산이 

0.5~1.0Hz 정도임을 예측 할 수 있었다. 따라서 ISI 를 

방지하기 위하여 Cyclic Prefix 의 길이를 최대 

지 연확산과 가까운 92ms 로 하였다.

부반송파의 대역폭이 좁을 수록 채널의 주파수 

선택성의 영향을 줄일 수 있고 Cyclic Prefix 에 의한 

Overhead 를 줄여 전송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플러 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부반송파간의 간섭 （ICD이 커진다. [4]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BDmaxT 가 0.25 이상에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므로 이를 넘지 않도록 부반송파 대역폭을 

3.9Hz 로 하였고 그에 따라 심볼의 길이는 256mS 가 

되었다.

2.2 수신신호처리

주요 수신신호처리는 그림 1 에서와 같이 A/D 변환 

후 도플러 편이를 보상하고 FFT 를 이용하여 모든 

부반송파를 동시에 demultiplexing 한 후 다중경로와 

도플러 확산에 의한 각 부반송파의 위상변화를 

보정하는 것이다.

OFDM symbol °1] 부가된 Cyclic Prefix 는 동일 심 볼 

종단 파형 일부를 복사한 것이므로 수신신호에서 

자기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첨두치간의 시간간격 변화를 

측정하고 그 값이 송신신호의 그것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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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Resampling （Sampling Rate Conversion） 하면 

도플러 편이가 보상된다.

이 후 기저대역으로 복소 주파수 변환하고 연속된 

두개의 파일럿 심볼을 이용하여 동기를 획득한다. 이와 

동시에 샘플링 주파수를 48kHz（실수데이터）에서 4kHz 

（복소데이타）로 변환하고 1024 point FFT 를 이용하여 

demultiplexing 한 후 3kHz 전송대역에 해당하는 

768 개의 부반송파를 선택한다.

768 개의 부반송파에는 비통신용 및 파일럿을 포함한 

채널 추정용 부반송파가 있어서 실제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 는 부반송파는 539 개 이다.

파일럿 부반송파를 이용하여 주파수영역과

시간영역에 대하여 2X1D MMSE 방법으로 각 

부반송파의 채널을 추정 할 수 있는 데, 주파수 영역 

파일럿 부반송파의 간격 心 와 시간영역 파일럿 

부반송파의 간격 N, 는 샘플링 이론에 따라 각각 

채널의 최대 지연확산 Tmax 및 최대 도플러 확산 

^Dmax 와 다음의 관계 를 만족하여 야 한다.

100 200 300 400 500 600 700
Sdxarrier hdex

그림 2. 부반송파 별 채널 특성 추정치

여기서 7 는 심볼 길이이며 Tg 는 Cyclic Prefix 의 

길이 이다. 따라서 竹 = 2, N, = 2로 선택하였고 파일럿 

율이 1/4 이 된다. MMSE 채널추정기의 탭수는 성능과 

연산량을 절충하여 몇 차례의 실험을 통하여 

설정하였는 데 주파수축에 대하여 MapF =16, 시간축에 

대하여 MpT=4 로 설정하였다.

3 시험 및 분석

3.1 시험개요

본 시험은 2000 년 5 월 23 일부터 25 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로마 서부 해상에서 수행되었는데 

수신기는 수심 약 200m 바닥에 설치 되었으며 

송신기는 수면으로부터 약 10~30m 수중에 설치되었다. 

송신소자와 수신소자의 거리는 3km, 5km 그리고 

7km 이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7km 의 경우를 중심으로 

나타낸다. 시험환경과 해상시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6]-[기어】 나타나 있다.

吓“机人%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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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o Delay. Second

그림 3. 채널의 지연확산 특성 추정치

3.2 시험 결과

그림 2 는 18 개의 연속된 심볼에 대하여 추정된 각 

부반송파별 채널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채널의 심한 

주파수 선택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은 파일럿 

심볼을 이용하여 추정한 채널의 지연 확산이다. 시험 

전 예측과는 달리 최대 지연 확산은 20mS 정도로 

비교적 작은 값으로 나타난다. 이 추정치는 MMSE 

채널 추정기의 계수산출에 이용된다.

그림 4 에 등화 된 18 개 심볼에 대한 부심볼들의 

constellation 을 나타내었는데, 9700 여개의 부심볼에 

대하여 약 1.2%의 BER 을 보였다. 그림 5 에는 

7km 거리에서 17 차례 시도한 시험의 비트오류를 

SNR 별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각 비트는 복호 전의 

상태이므로 부호화 이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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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심볼의 constellation： SNR=19dB, 거리 7 km

그림 5. SNR 에 따른 심볼 별 BER(7km)：0 는 평균값

각 시험마다 18 개의 심볼이 송수신되었고 각 

시험에서의 비트오류 평균값을。로 표시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OFDM 을 이용한 수중 데이터 통신 

신호처리를 설계하고 해상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BER 

성능을 나타내었다. 도플러 편이와 확산에 의한 

수신성능의 열화를 효과적으로 개선, 각 부반송파를 

최소간격으로 설정하여 약 lbits/Herz 의 주파수효율을 

얻었으며 약 200m 수심의 천해에서 7km 거리까지 

복호 전 1%이하의 비트 오류를 얻을 수 있었다.

설계 시 예측된 음향환경과 실제 시험환경에서 최대 

지연확산에 차이가 컸는데 이를 개선한다면 Cyclic

Prefix 의 길이를 줄이고 파일럿의 밀도를 낮추어 

전송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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