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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수  통신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  통신 기술 개발을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  음향 통신 모뎀을 한 연구를 수행하 고, 모뎀의 성능을 한강

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모뎀에 사용된 MCU는 ARM Cortex-M3이며, 모뎀의 최  데이터 

송 속도  최  송 거리는 각각 200 bps, 150m 이다.

           그림 1.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System block diagram

1. 서론

   지상통신의 대부분은 반송파로 전파를 사용한다. 하지

만 전파는 수중에서 흡수, 굴절 및 산란으로 인해 전달 

손실이 많이 생김으로 수중통신의 반송파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중통신에서는 수중에서 전달 

효율이 좋은 음파를 반송파로 사용한다. 하지만 음파는 

다중경로 간섭이 심하고 전달 지연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

며, 또한 기술적 제약으로 현재 반송파로 사용할 수 있는 

음파는 수십 kHz의 매우 협소한 대역폭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수중에서의 고속 데이터 전송 실현에 어려움이 따른

다.

과거 수중 통신은 대부분 자원 개발 및 군사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연구되어 왔지만[1~4], 최근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추

세다.

본 논문에서 [5~6]의 연구를 기반으로 수중 음향모뎀

을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해 

논하고,  3 장에서는 구현한 수중 음향모뎀의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제시한다.

2. 시스템의 구성

2.1 시스템 모델

그림 1의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구현한 수중 음

향모뎀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 도시하였다. 수중 통신

을 위한 정보 송신 과정은 다음과 같다. MCU는 통신프레

임을 생성하며 transmitter로 전달한다. 데이터는 

transmitter를 거치면서 아날로그신호로 전환된 후 

transducer에서 음향신호로 다시 전환되어 수중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반대로 정보 수신과정에서는 수중채널을 

통해 음향신호를 수신하고, transducer는 전기신호로 변

환하며, 신호는 transceiver의 receiver로 전달되어 신호

처리과정을 거친 후 MCU에서 디지털 신호로 결정된다. 

수신 데이터의 모니터링은 수중 음향모뎀과 PC 간 시리

얼통신을 통해 확인하였다.

2.2 모뎀 하드웨어

수  음향 통신모뎀 구 에 사용된 하드웨어는 그림 2에 제

시되었다. (a)는 음 를 발생하기 한 상용 트랜스듀서로 기

신호를 음향신호로, 음향신호를 기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동작 주 수는 약 26 kHz 이다. 한 달되는 방향

이 제한되지 않는 무지향성 트랜스듀서이다. (b)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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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  음향 통신모뎀의 실험 환경

Fig. 3. Experimental environment of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s modem 

그림 1에 나타낸 transceiver와 controller의 하드웨어이다. 

transceiver는 신호 송수신을 한  잡음 증폭기, 필터 

등의 아날로그 회로로 구성되었으며, 변조방식은 이진 진

폭 변이 변조를 사용하 다.

표 1에 수  음향 통신모뎀의 사양을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Transceiver와 controller 구동을 한 MCU로 ARM 

Cortex-M3가 탑재되었고, transducer의 동작 주 수를 고려

하여 송신 시 26 kHz의 형을 발생시킨다. 모뎀 구동을 한 

원으로 ±14.8 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 으며 최  

200bps의 송 속도와 150 m의 거리에서 통신이 가능하다.

그림 2. 구 된 하드웨어

Fig. 2. Implemented hardware

MCU ARM Cortex-M3

동작 주 수 26 kHz

배터리 ±14.8 V Li-ion

최  송 속도 200 bps

최  통신 거리 150 m

표 1. 모뎀 사양

Table 1. Modem specifications

3. 실험

구 한 모뎀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그림 3의 가로 150m, 

세로 90m의 보트장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장소의 수심

은 약 2m이고, 유속은 0.2~0.3 m/s 이다.

그림 3의 보트를 이용하여 약 150 m의 거리에 모뎀을 치

시킨 후 실험을 수행하 다. 송신 모뎀은 보트에 설치하고,  수

신 모뎀은 선착장에 설치하여 수신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

뎀의 성능을 측정 하 다.

 실험 환경에서 구 한 모뎀의 BER 성능을 측정하 으

며, 실험 결과는 송 속도 200 bps에서 7.8 x 10-5의 성능을 

보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  음향 통신모뎀을 구 하 고, 한강

에서 실험을 통해 수 에서 구 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

하 다. 150 m의 통신거리에서 구 한 수  음향모뎀의 

성능은 최  송속도는 200 bps이며, BER은 7.8 x 10-5 

이다. 

본 논문의 실험은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졌지만 향후 

바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시스템을 검증하여

야 하며, 시스템의 디지털  아날로그 부 개선, 고차 변

조 방식  다양한 송알고리즘 용을 통해 궁극 으로 

수  무선 음성 통신  정지 상 송 시스템 등의 개

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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