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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중음향통신 채널은 다중 경로 전달이 주요 장애 요인이 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화

기가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결정 궤환 등화기의 탭 길이를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유전자 알고리즘의 유전 정보를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터의 길이로 입력받은 후, 목적함수에 따라 훈련 신호 구

간에서의 BER(bit error rate)을 계산하여 필터 길이를 최적화한다. 목적함수는 결정 궤환 등화기, BER 계산으로 설

정되었다. 실험 결과, 수심 25 m에 배치된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에 훈련 신호만을 이용하였을 때, BER이 0.0355로 

나타났다. 모든 데이터를 목적함수 내의 BER계산에 이용하였을 때, BER이 0.0215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e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channels, multipath reflection become the cause of obstacle. Generally, 
equalizer has been appli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the method was proposed to optimize tap-length 
of decision feedback equalizer using genetic algorithm. After inputting feed-forward filter length and feed-back filter 
length as genetic information of the genetic algorithm, it optimize tap-length using BER(bit error rate) calculation in 
accordance with object function. The object function consist of decision feedback equalizer and BER calculation. For 
the purpose of BER calculation in the object function, the method was proposed to optimize the tap-length of decision 
feedback equalizer with genetic algorithm using preamble signals. As a result of experiments, the optimized BER is 
0.0355 for signals which were received through a 25m receiver and which were applied to calculate BER merely using 
preamble signals in object function. When all data were used to calculate BER in object function, the optimized BER is 
0.0215.

키워드 : 결정 궤환 등화기, 유전자 알고리즘, 최적화, 수중음향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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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다중 경로 전달로 인한 심볼 간 간섭 현

상이 매우 심각한 수중음향통신 채널과 같은 주파수 선

택적 채널에서 신호의 복구를 위해 등화기가 사용된다. 
등화기는 선형 등화기와 비선형 등화기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결정 궤환 등화기는 비선형 등

화기로써 일반적으로 선형 등화기보다 성능이 뛰어나

다. 하지만 등화기의 성능은 탭 길이에 영향을 많이 받

는데, 결정 궤환 등화기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방향 필터(feed forward filter)와 후방향 필터(feed 
back filter)의 탭 길이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

등화기의 탭 길이 최적화를 위해 초기 백색화기(pre- 
whitener)를 등화기 앞에 두어 탭 길이를 최적화하는 연

구가 진행되었다[1]. 본 논문에서는 결정 궤환 등화기의 

탭 길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유전자 알고리즘에 기반

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터의 

길이는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유전 정보로 취급된다. 유
전자 알고리즘은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터의 길이를 

사용하여 무작위 교배(random cross-over) 방법을 통해 

동작한다. 목적함수는 RLS (recursive least square) 알
고리즘으로 동작하는 결정 궤환 등화기와 BER(bit error 
rate) 계산으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목적함수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시행하여 수중음향통신 채널에 적합한 결

정 궤환 등화기의 최적의 탭 길이를 추정하였다.
실제 통신에서는 훈련 심볼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목적함수에서 BER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를 훈련 심볼과 전송된 데이터 모두 사용

하는 경우와 훈련 심볼만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최

적화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Ⅱ. 결정 궤환 등화기의 탭 길이 최적화

2.1. 결정 궤환 등화기

일반적으로 비선형 등화기는 선형 등화기보다 더 좋

은 성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결정 궤환 등

화기는 전형적인 비선형 등화기로써, 과거의 심볼 출력

을 현재의 심볼 계산에 사용한다. 그림 1에서 등화기 입

력은 전방향 필터 부분에 연결되어 있고, 출력은 후방

향 필터에 연결되어있다[4,5]. 

등화기의 계수를 갱신하기 위해서 RLS 알고리즘과 

같은 적응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6]. 등화기 출력 

심볼 은 전방향 필터 출력 값에서 후방향 필터 출

력 값의 차로 표현된다. 이 때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

터 탭 길이에 따라 성능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7-9]. 
따라서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터 탭 길이의 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결정 궤환 등화기

Fig. 1 Decision Feedback Equalizer

그림 2. 목적 함수

Fig. 2 Object Function

2.2.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한 탭 길이 최적화

유전자 알고리즘은 함수의 상태를 최신화하기 위해 

어떠한 계수나 값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10-12]. 본 논

문에서는 이 유전자 알고리즘을 결정 궤환 등화기의 탭 

길이 최적화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유

전자 알고리즘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처리된다. 첫 번째, 한 세대가 시작될 때, 무작위로 유전 

정보를 지닌 여러 개체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세대

는 개체들의 묶음을 의미한다. 이 때, 무작위로 생성된 

유전 정보로 사용되는 정수 값은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터 길이다. 두 번째, 목적함수를 구성한다. 목적함수

는 결정 궤환 등화기와 BER 계산 과정으로 구성된다.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생성된 유전 정보를 결정 궤환 등

화기의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터의 길이로 사용하여 

목적함수를 통해 BER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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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 부분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은 수신된 심볼, 은 등화기 출력,, 는 전

방향 필터, 는 후방향 필터이고, 은 경판정 

후 심볼 값이라 할 때 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전방향 필터 탭 길이, 는 후방향 필터 

탭 길이이다. 탭 길이는 각 세대마다 개체별로 교배 과

정 후 나온 수를 이용하여 갱신한다. 식 (1)을 행렬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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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기서 와 는 각각 순방향 필터와 역방향 필터

의 계수이다. 는 수신신호 벡터 와 경판정 후 심

볼 벡터 를 연접하여 만든 열벡터이다. 은 전송된 

심볼의 길이이다.

                       (9)

  
 




                      (10)

식 (9)의 는 경판정 이후 심볼을 비트로 바꾼 값

이다. 즉, 수신된 비트로 송신 비트 와 비교하여 비

트 오율을 측정한다. 한 세대의 각 개체마다 BER을 평

가하여 성능이 좋은 순으로 정렬하여 성능이 좋지 않은 

개체의 절반을 제거한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작위로 새로운 개체를 생성한

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개체들을 교배시키게 되

는데 이를 위해서 유전 정보를 이진수로 변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작위 지점 선정 교배 방법을 사용하였

다. 예를 들어, 유전 정보가 최대 27인 개체가 교배를 하

는데 무작위 지점이 4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

과 같은 교배 방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생성한다. 다음 

세대가 생성되고, 이진수를 다시 십진수로 변환하여 유

전정보로 사용한다.

그림 3. 지점 선택 후 교배

Fig. 3 Cross-over after Selecting Point

그림 4. 지점 선택 후 교배와 역배치

Fig. 4 Cross-over and Reversal after Selecting Point

세대가 거치면서 진화하는 도중에 최적화 상태가 아

닌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낮은 확률

로 돌연변이가 발생하도록 설정한다. 이진수 유전 정보

의 임의 지점에서 돌변연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점

이 만약 ‘1’이라면 ‘0’으로 변화하고, 만약 ‘0’이라면 ‘1’
로 보수 관계로 돌연변이가 발생하도록 둔다. 

유전자 개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성능

을 지닌 유전 정보를 지는 개체를 삭제하는 중복성 검

사를 시행한다. 다양한 유전 정보를 지닌 개체가 많을

수록 최적화 상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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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정 궤환 등화기를 포

함하는 수중음향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 데이터는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되었으며, 비트 전송률은 1 kbps로 하였다. 
반송 주파수는 16 kHz로 하였으며, 샘플링 주파수는 

192 kHz로 하였다. 패킷은 512개의 M 시퀀스가 사용된 

훈련 구간과 2,000개의 비트로 구성된 데이터 구간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2015년 3월 송신기 1개, 수신기 2
개로 진행되었다. 호수의 수심은 약 40 m였으며, 송신

기의 수심은 4 m, 수신기의 수심은 15 m와 25 m로 하였

다. 송수신기 간의 거리는 약 340 m로 하였으나 고정되

지는 않았다. 송신기는 ITC-1001 모델, 수신기는 B&K 
8106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전력 증폭기는 B&K 2713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5. 실험 구성도

Fig. 5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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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채널 응답 특성 25 m (1ch)
Fig. 6 Channel Impulse Response 25 m (1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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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채널 응답 특성 15 m (2ch)
Fig. 7 Channel Impulse Response 15 m (2ch)

그림 6과 7은 선형 주파수 변조된 신호를 주기적으

로 반복 전송하여 획득한 신호를 이용하여 추정된 채

널 응답 특성이다. 그림 6은 25 m 수신기(1 ch)의 채널 

응답 특성이고, 그림 7은 15 m 수신기(2 ch)의 채널 응

답 특성이다. 
그림 6은 가장 먼저 도달되는 직접파와 약 0.015초 

후에 호수 바닥면에 의한 반사파와 약 0.023초 후에 호

수 수면에 의한 반사파가 수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
험 당시 호수 수면에 얇은 조각난 얼음이 형성되어있어 

수면 얼음에 의한 반사파는 산란되어 수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ch의 경우, 수면에 의한 반사파는 수

신되지 않고 바닥면에 의한 반사파만 수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수신기 구조

Fig. 8 Receiver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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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QPSK 신호는 그림 8과 같은 수신기 구조로 

처리되었다. 수신기는 신호의 동기화와 도플러 주파수 

추정 및 보상[13,14] 과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PLL 
(phase locked loop)은 위상 동기 루프이다.

목적함수를 이용하여 BER 분석을 할 때, 훈련 신호

만을 이용하여 목적함수 내에서 BER을 계산하여 제안

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시행하였다. 훈련 신호 구간 동

안의 최적화된 결정 궤환 등화기의 탭 길이를 적용하여, 
데이터 신호를 복구하였다. 수신된 신호에 유전자 알고

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알고리즘 시행 총 세대 수는 30
세대, 세대 당 개체 수는 10개체, 유전 정보는 최대 26으

로 고정하였다. 1ch로 입력된 신호의 SNR(signal to 
noise ratio)은 약 7.2 dB, 2ch로 입력된 신호의 SNR은 

약 10.3 dB로 1 ch이 2 ch에 비해 다중 경로 전달 신호와 

잡음이 많이 첨가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9는 1ch 신호에 탭 길이를 최적화하지 않고, 임

의의 값을 탭 길이로 선정하여 등화기의 출력 값을 성

상도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10은 1ch 신호에 유전자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탭 길이를 최적화된 등화기의 출력 

값을 성상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9는 그림 10에 비해 성상도가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림 10은 그림 9에 비해 성상도가 모

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2ch 신호에 탭 길이

를 최적화하지 않은 등화기 출력 값의 성상도이다. 그
림 12와 비교하였을 때, 그림 12에 비해 성상도가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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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적화 되지 않은 등화기의 성상도 (1ch)
Fig. 9 Constellation of the non-optimized equa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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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최적화 된 등화기의 성상도 (1ch)
Fig. 10 Constellation of the optimized equa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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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최적화 되지 않은 등화기의 성상도 (2ch)
Fig. 11 Constellation of the non-optimized equa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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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최적화 된 등화기의 성상도 (2ch)
Fig. 12 Constellation of the optimized equa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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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과 그림 14는 1부터 26까지 전방향 필터와 후

방향 필터의 탭 길이를 두었을 때, BER 결과 그림이다. 
흰색일수록 낮은 BER을 가지며, 검정색일수록 높은 

BER을 지닌다. 그림 13은 1ch의 신호의 BER그림이다. 
1ch은 전방향필터는 3~10, 후방향필터는 30~40에서 낮

은 BER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는 2ch의 신호

의 BER그림이다. 2ch 신호는 1ch 신호에 비해 낮은 

BER 영역이 보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방향 필터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낮은 BER
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으나, 12~14구간에서는 후방향필

터가 50이상이 되었을 때, 높은 BER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방향 필터가 30이상 일 때, 후방향 

필터가 30이상이면 높은 BER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탭 길이에 따른 1ch BER
Fig. 13 1ch BER in accordance with tap-length

그림 14. 탭 길이에 따른 2ch BER
Fig. 14 2ch BER in accordance with tap-length

그림 15. 유전자 알고리즘 세대 당 1ch 탭 길이

Fig. 15 Tap-length per generation of GA (1ch)

그림 16. 유전자 알고리즘 세대 당 2ch 탭 길이

Fig. 16 Tap-length per generation of GA (2ch)

그림 15는 1ch의 신호를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출력된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터의 탭 길이이다. 
그림 15-(a)는 목적함수에서 BER분석을 위해 훈련 심

볼과 전송된 심볼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이다. 12세대부

터 수렴하여 27세대에서 전방향 필터의 탭 길이는 6, 후
방향 필터의 탭 길이는 30으로 낮은 BER 영역으로 수

렴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b)는 목적함수에서 BER
분석을 위해 훈련 신호만을 사용했을 경우이다. 세대 

초반에는 탭 길이 변동성이 크나, 22세대부터 수렴하여 

전방향 필터의 탭 길이는 8, 후방향 필터의 탭 길이는 

35로 낮은 BER 영역으로 수렴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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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2ch 신호를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출력된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터의 길이이다. 그림 

16-(a)는 목적함수에서 BER분석을 위해 훈련 심볼과 

전송된 심볼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이다. 첫 세대부터 

수렴하여 전방향 필터의 탭 길이는 6, 후방향 필터의 탭 

길이는 41로 고정되었다. 그림 16-(b)는 목적함수에서 

BER분석을 위해 훈련 신호만을 사용했을 경우이다. 첫 

세대에 변동이 약간 있으나 2세대부터 수렴하여 전방향

필터의 탭 길이는 7, 후방향 필터의 탭 길이는 25로 낮

은 BER영역으로 수렴되었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BER을 분석한 결과, 세

대 별로 BER이 그림 17과 같이 나타났다. 1ch 신호에 

훈련 신호만 적용했을 때, BER이 0.0355로 수렴하였다. 
1ch 신호에 모든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BER이 0.0215
로 수렴하였다. 1ch의 경우 훈련 신호만 적용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비해 다소 부정확한 최적화 

성능이 나타났다. 2ch의 경우 왜곡이 거의 없어 훈련 신

호만 적용했을 때, BER이 10-4로 수렴하였다. 2ch 신호

에 모든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첫 세대부터 BER이 0으
로 수렴하여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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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BER 분석

Fig. 17 BER Analysis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훈련 심볼만을 이용하여 유전

자 알고리즘에 적용했을 때, 훈련 심볼 구간만 이용하

여 최적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호를 이용했을 때보

다 부정확하다. 그러나 심볼 길이가 짧아 계산량이 적

고, 모든 데이터를 적용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시행했

을 때와 유사한 최적화 성능이 나타난다.

Ⅳ. 결  론

수중음향통신 채널에서 결정 궤환 등화기의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터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유전자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의 유전 정보를 

등화기의 전방향 필터와 후방향 필터로 설정하고, 목적

함수로는 등화기와 BER 계산 부분을 두었다. 목적함수

에서 BER을 계산하기 위해 훈련 심볼과 전송된 심볼 

모두 이용하는 경우와 훈련 심볼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두 가지 최적화 성능을 분석하였다. 호수실험 결과, 훈
련 심볼만 이용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시행했을 때, 
훈련 심볼와 전송된 심볼 모두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성능이 나타났다.
향후 연구 내용으로 보다 정확한 최적화를 위해 채널

에 따른 훈련 신호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상 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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