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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 에서의 통신은 해수면과 해 면 등에 의한 신호의 반사에 의해 발생한 다 경로 상으로 신호가 왜곡되어 

원활한 통신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다 경로에 의해 왜곡된 수신신호로부터 채  복호기에 입력되는 신호를 최

한 정확하게 추정하기 하여 최 값, 평균값, LLR 방법을 이용하여 수신된 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채  부호화 방법으로는 DVB-S2 규격의 LDPC(N Size=16000)를 용하여 각각의 방법에 따른 성능을 확인하 다. 

시뮬 이션 결과 제안한 기법  LLR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BSTRACT

Underwater acoustic(UWA) communication has multipath error because of reflection by sea-level and sea-bottom. The multipath of UWA 

channel causes signal distortion and error floor. In this paper, we proposed split input bits of channel decoder using method of maximum 

value, average value, LLR value for optimal estimation. Channel coding method is LDPC(N size=16000) standard in DVB-S2. As shown in 

simulation results, the performance of LLR value method is better than other method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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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  음향 통신 시스템은 과거 군사  목 을 해 

제한 으로 사용되었다. 수  음원 탐지나 수  운동체 

추 , 잠수함등과의 통신을 해 주로 연구되었으나 해

양에 한 심이 고조되고, 해양 탐사나 해  자원 탐

사가 활발해지면서 그 활용분야가 확 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기술 수 은 해양산업기술의 수요 부족으로 인

하여 수 통신 시스템의 개발은 미미한 수 이다. 음성 

채 의 경우 달 과정에서 흡수, 잔향  다 경로 등

에 의해 크게 왜곡되며, 수 에서 고속 데이터 송을 

하여 수  음향 통신 채  특성을 결정하는 해면, 해

, 수심 등의 시공간 변화에 의한 다 경로 특성이나 

도 러 확산이 시스템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천해에서의 다 경로는 해면의 시변 산란에 의해 도

러 확산 가 직 에 혼입되어 통신 채 의 특성을 좌

우하게 된다. 

이러한 음향 채  특성의 시공간 인 변화는 디지털 

수 음향 통신에서 송신하는 심벌간의 상호간섭(Inter- 

Symbol Interference : ISI)을 야기하여 통신 시스템의 성

능을 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선형 복합 채

을 가지는 수 통신에서, 시간에 따라 채 의 특성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시변 특성을 가지는 채 이므로, 

신뢰성이 강한 채 코딩 방식의 용이 필수 이

다.[1][2][3]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채  부호들  반복부호방식의 표 인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채  코딩방

식으로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용한 LDPC 부호는 

N Size=16000인 DVB-S2 규격이다. 아울러 본 논문에

서는 다 경로에 의해 왜곡된 수신신호로부터 채  

복호기에 입력되는 신호를 최 한 정확하게 추정하기 

하여 최 값, 평균값, LLR(Log Likelihood Ratio) 방

법을 이용하여 수신된 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Ⅱ. 수  채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4월 수온 자료를 이용

하여 SVP (Sound Velocity Profile)를 얻었다.[4] 이 자료

를 Ray theory를 이용하여 수 통신채 을 시뮬 이션 

하 다.  

2.1 수 채 환경

실험 치는 그림1에 나타나있는 것과 같이 진해 앞바

다로 설정하 다.

그림 1. 수  채  환경 실험 치
Fig 1. Location of underwater channel environment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송수신단의 치와 거

리, SVP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송수신

단은 수심 49m에 치해 있고 송수신단 사이의 거리는 

1Km로 설정하 다. 

그림 2. SVP와 송수신단의 치  거리
Fig. 2 Location and distance of SVP and 

transmitter/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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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 채 모델링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수  채 에서의 delay 

profile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의 SVP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한 결과로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다

경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3. 수  채 에서의 delay profile
(a) 시간에 따른 신호 지연 그래  
(b) 정규화 된 신호의 지연 그래

Fig. 3 Delay profile in underwater channel
(a) Delay profile (b) normalization of delay profile

그림 3의 (a)에서와 같이 시뮬 이션 하여 얻어진 

delay profile을 아래의 식 (1)을 이용하면 그림 3의 (b)와 

같은 정규환 된 delay profile을 얻을 수 있다. 

                   

  








 


           (1)

여기서 는 신호 벨[dB]를 나타내고, 는 정규화

된 신호 벨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수 채  모델은 참고문헌 [4]를 

이용하여 시간 역에서 시뮬 이션 한 것으로, 실제 수

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직  시뮬 이션 한 게 아니라, 

실측 데이터 값 즉, 깊이에 따른 음속 분포 등의 수온 자

료를 Ray 모델의 입력 라메타로 하여 수 통신 채

을 시뮬 이션 하 다. 이러한 수 채  모델은 참고문

헌 [5]의 수식을 사용하여 모델링 되었다.

Ⅲ. 수 채 에 고려되어지는 채 코딩

  

채 코딩이란 정보를 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채

 오류(noise, fading, jamming 등)를 검출하고 정정하여 

통신 능률을 향상시키는 부호화 기법이라 정의할 수 있

다. 이는 정확한 정보를 송수신해야 하는 디지털 통신체

계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일반 인 채  코딩

의 목 은 역폭을 더 사용하게 되지만 이를 통해 비트 

오류 확률을 감소시키거나 요구되는 력을 감소시키

는데 목 이 있다. 기에 채  코딩은 일반 으로 BCH 

부호, RS 부호등과 같은 블록부호(block coding)와 길  

부호(convolutioanal coding)가 표된다. 일반 으로 수

통신과 같은 열악한 채 환경에서 부호의 성능을 향

상시키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부호 길이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방법은 부호화 이득 면에서 유리하지만 부호

화  복호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지고 구 하기가 어려

워지는 단 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Froney에 의해 도입

된 길 부호와 블록부호를 결합시킨 연 부호는 높은 

부호이득을 얻어낼 수 있으며, 부호 길이를 길게 하는 효

과를 주기 때문에 기에의 수 통신에서 각 을 받고 

있는 채 코딩 기법이었다. 그러나 연 부호 역시 성능

에 있어서 Shannon's limit와 다소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

며 Shannon's limit에 근 한 성능을 나타내는 터보부호

가 1993년 Berrou등에 의해 발표되었다. 터보부호는 복

호기가 아주 복잡하며, 직렬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

에 복호 속도가 하되어 고속을 요하는 통신시스템에

서의 용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1996년 T.Richardson에 

의해 재정립된 LDPC 부호의 심이 집 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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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터보 부호의 복호 속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성능 역시 Shannon's limit에 가장 근 한 방식으로 최근 

각 을 받고 있다. 터보부호의 복호기 복잡도와는 달리 

LDPC 부호는 부호기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호

기 구성을 단순화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상 무선, 성통신시스템 등에

서 리 용되고 있는 DVB-S2 규격의 LDPC 부호를 

용하 다.

LDPC 복호기는 송된 심볼을 비트 노드와 체크 노

드에서 각각의 확률 값을 구하여 반복을 통해 송된 비

트를 결정하는 것이다. LDPC 부호의 복호 순서는 그림 4

와 같이 수신 비트에 채  추정 값을 구하는 기화 과

정, check node 확률을 구하는 CNU(Check Node Update), 

비트 확률을 구하는 BNU(Bit Node Update)의 다음 세 가

지 단계를 거쳐 복호하게 된다.

nkn uv =→1

nkn uv =→ 2

nkin uv =→

Bit node n

(a)

     

knv →1

knv →2

knv →3

kndc
v →

1nkw→

2nkw→

3nkw→

Check node k

dcnkw→

(b)

  

B i t  n o d e  n

1knv →

2knv →

3knv →

dvknv →

nkw →1

nkw →2

nkw →3

nk dv
w →

(c)

그림 4. LDPC의 복호 과정 : (a) 기화 과정 
(b) Check Node Update (c) Bit Node Update
Fig. 4 Decoding process of LDPC : (a) Initialize 
(b) Check Node Update (c) Bit Node Update

1) 기화

 ∙   

  ⋯       (2)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신비트에다가 채  추정 

값을 구하여 비트 노드를 결정한다. 여기서 N은 

codeword의 크기이고 σ는 가우시안 잡음의 편차이다.

2) Check Node Update (CNU)

그림 4(b)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트 노드로부터 체

크 노드 k로 들어오는 dc개의 메시지를 →, 

→ ⋯ →라고 표시하고, 그 반 로 나가는 메

시지를 →→⋯→하자. 그 다고 하면 체

크 노드로부터 나가는 메시지는 다음 식 (3)과 같이 표

된다. 

→
 →→⋯→→⋯→  (3)

  ××  ,

   
       이다.

  함수는 look up table로 구  가능하다. 

3) Bit Node Update (BNU)

그림 3(c)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체크 노드로부터 비트 

노드 n으로 들어오는 dv개의 메시지를 →

→⋯→라고 표시하고, 그 반 로 나가는 메시

지를→→⋯→하자. 비트 노드로부터 나가

는 메시지는 다음 식 (4)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4)

재 DVB-S2 규격에서는 HNS(Hughes Network 

Systems)사에서 제안한 LDPC 부호화 알고리즘이 채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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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트 분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채  코딩 방법으로 DVB-S2 

(N=16200) 규격의 LDPC 코드를 사용하 으며 채  복

호기에 입력되는 신호를 분리하기 한 방법으로 최

값, 평균값, LLR 방법을 사용하 다.

 

3.1 최 값 방법

최 값 방법은 샘 링 된 구간에서의 모든 값들을 

값을 취하여 제일 큰 값으로 decision한다.

(a)

(b)

(c)

(d)

 그림 5. 비트 분리 방법의 
(a) 송신신호 (b) 수  채 을 거친 후의 신호 
(c) AWGN이 더해진 신호 (d) 비트 분리된 신호

Fig. 5 Example of bits split method
(a) Transmit signal (b) signal of underwater channel 
(c) Additive AWGN signal (d) Bits split signal

를 들어 샘 링 주 수가 1kHz이고 데이터 송

률이 400bps일 때 송신신호 1bit 당 26bits의 샘 링 데

이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5의 (a) 같이 data가 수 채

을 거치게 되면 그림 5의 (b)와 같이 신호가 일그러

지게 된다.  AWGN이 더해지게 되면 그림 5의 (c)와 

같이 잡음이 섞인 신호가 된다. 여기서 그림 5의 (d)와 

같이 비트 분리를 하게 되는데 샘 링 된 26bit를 한 구

간으로 잡아 모든 data에 값을 취하여 그 값  최

값을 선택하여 그 값으로 샘 링 된 구간을 비트 분

리를 한다.

3.2 평균값 방법

평균값 방법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샘 링 된 구간의 

모든 데이터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비트 분리를 한다. 비

트 분리를 하기 까지의 과정은 최 값 방법과 동일하

나 비트 분리를 할 때 각 각의 data들을 모두 더한 후 샘

링 된 bit개수로 나 어 평균을 구한 후 그 평균값으로 비

트 분리를 하게 된다. 

3.3 LLR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LLR 방법은 다 경로에 의해서 

첩되어 들어오는 수신신호를 각 시 에 맞게 LLR 값

을 분리하여 비트 분리를 한다. 그림 3과 같이 각 각의 수

신신호는 시간이 지연 되어 수신되는데 이럴 경우 비트 

분리를 하게 되면 시 이 맞지 않아서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신되는 신호의 

LLR값을 모두 분리하여서 각 시 에 맞게끔 비트 분리

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6. LLR값을 이용하는 비트 분리 방법
Fig. 6 Bits split method using LL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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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4개의 경로를 통해서 수신

되는 신호의 LLR값을 각 각 분리하여서 각 시 에 맞는  

LLR값을 모두 더한 후 비트 분리를 수행하게 된다.   

LLR값을 이용하여 수신된 신호 를 N개의 비트로 분

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신된 신호 는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  

     (5)

같은 시간 에서 t를 없애면 수신된 신호 는 

    ⋯          (6)

식(6)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 경로에 의한 탭개수가 

N개 이면 N개의 LLR을 합하여서 최종 인 LLR을 

decision 할 수 있다.

각 각의 탭에서의 데이터를 분리하기 한 log- 

likelihood computation은 식(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7)

  ⋯ 로부터 독립 으로 주어진 수신

호 로부터  ⋯│  
 



 │  이

므로 식(7)은 다시 식(8)로 나타낼 수 있다.[7] 

  ∑        │ 
  



│


∑        │ 
  



│


(8)

따라서 최종 인 LLR을 구하기 한 식은 아래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9)

Ⅴ. 시뮬 이션

수 통신 채 에서 비트 분리 방법에 따른 성능을 확

인하기 한 시뮬 이션 환경은 송신단은 수심 49m, 수

신단은 수심 49m, 송수신단의 거리는 1km로 하여 Ray 

model로 시뮬 이션 된 4-path 수  채  모델을 사용하

다.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채 코딩기법은 DVB-S2 규

격의 LDPC(N Size=16000)를 사용하 다. 

그림 7. 비트 분리 방법에 따른 성능
Fig. 7 Performance by bits split method

그림 7은 비트 분리 방법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과 같이 각 방법의 성능은 평균값 방법이 최 값 

방법보다 약 24dB 정도 좋고 LLR 방법이 평균값 방법보

다 약 2dB정도 좋았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 경로에 의해 수신된 신호로부터 

최 값, 평균값, LLR 방법을 이용하여 채  복호기에 

입력되는 수신된 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논문에서 쓰인 채 코딩 방법으로는 DVB-S2(N 

Size=16000) 규격의 LDPC 코드를 사용하 다.

시뮬 이션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최 값

을 이용한 방법보다 평균값을 이용한 방법이 약 24dB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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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능이 좋았고 평균값을 이용한 방법보다 LLR 값을 

이용한 방법이 약 2dB정도 성능이 더 좋았다. 

최 값을 이용한 방법보다 평균값을 이용한 방법의 

성능이 더 좋은 이유는 평균값 방법을 이용하면 잡음의 

분산이 거의 0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성능열화가 

없기 때문이다.

LLR 값을 이용한 방법이 성능이 가장 좋은 이유는 최

값이나 평균값과 같이 근사값을 이용한 decision이 아

닌 다  경로에 의해 시간차가 생겨서 수신되는 data 각 

각의 LLR을 분리한 후 각 시 에 맞는 LLR 값들끼리 합

하여 보다 정확한 비트 분리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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