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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는 다중경로에 의한 주파수 선택적인 페이딩이 수중음향통신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심 약 50m이고  유효파고 0.5m,  사니질 저질인 부산인근 해역의 수중음향통신 채널의 특성과 다중반

송파 음향통신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송수신기 수평거리에 따른 다중경로 지연 확산과 시간영역 및 주파수 영

역 페이딩 특성을 제시하고 전송률 1kbps인 5ch-4FSK 시스템의 비트 오류율을 평가하였다. 시간영역 페이딩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리드 솔로몬 코드를 적용하였다. 다중경로는 4개 이하로 구성되며 송수신기 거리가 증가하면 시간 및 

주파수 영역  페이딩은 작아지며 시스템의 비트 오류율은 감소하고 600m 이상의 거리에서 비트 오류율은 약 10-4 이
었다.

ABSTRACT 

The frequency selective fading by multipaths determines a performance of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system in shallow littoral ocean. In this study, a characteristics of underwater acoustic channel and performance of 
multi-carrier system is evaluated in littoral ocean with a 50m deep water, an effective wave height of 0.5m and sandy 
mud bottom near Busan city. A multipath delay spread and time and frequency domain are presented as a function of a 
transmitter-to-receiver range. A bit-error-rate of a 5 channel 4FSK(Frequency Shift Keying) with a transmission rate of 
1kbps, is examined and RS(Reed-Solomon) code is also adopted to remove a burst error due to time domain fading. A 
number of multipath are less than four and a bit-error-rate is decreased as an increase of a transmitter-to-receiver range 
which gives a congestion of multi-paths resulting in a decrease of time and frequency domain fading. The measured 
bit-error-rate is about 10-4 at greater than 600m of transmitter-to-receiver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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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방, 수중건설, 해양탐사 및 해양자원개발이나 해양

환경 감시 등에서 요구되는 수중통신시스템의 성능은  

송수신기의  거리, 운용해역의 수심, 해면과 해저 경계

면  및 해수 매질의 음향물성 등의 수중음향통신 채널

의  시공간적 변화에 좌우된다. 

채널의 시공간적 변화는 신호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 

페이딩, 도플러 확산, 다중경로 간섭, 다중경로 확산 및 

채널 대역폭의 크기를 변화시켜 전송신호의 심벌 간 간

섭이나 심벌 내 간섭으로 위상 변화와 신호 대 잡음비 

감쇄를 야기하여 비트 오류율  증가를 야기한다[1].

수직채널로 정의되는 수중음향채널은 지향성 송수

신기가 수직방향으로 위치하여 해면과 해저의 경계면 

반사 경로를 무시할 수 있는 직접파만의 경로가 있는 

채널로 채널 대역이 넓어 고속전송이 가능한 채널이다. 

반면 수평채널은 수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송

수신기가 위치하여 직접파와 더불어 경계면 반사경로

와 매질내의 굴절파로 구성되는 다중경로 확산이 크게 

되어 채널 대역이 좁아 심벌 간 간섭으로 고속전송이 

어렵다. 

수온 약층이 없는 천해는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심하지 않아 매질내의 굴절 경로는 수신되지 않고 연안

의 퇴적 지반은 모래 혹은 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신되는 다중경로는 직접파, 해면반사파 및 

해저 반사파로 구성되고 2회 이상 해저에서 반사되는 

경로는 상대적으로 신호세기가 약하게 되며 기존의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천해의 다중경로는 3~4개로 제한됨

을 보인다[2-5]. 이러한 조건에서 송수신기가 수심에 비

해 상대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다중경로 확산도 작게 되어 채널 대역은 넓어진다. 그

러나 신호대역을 채널대역보다 좁게 하여 심벌 간 간섭

을 억제하더라도 수신 신호세기는 주파수에 따라 결정

되는 심벌내의 다중경로 간섭 크기 즉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의해 좌우된다[2,6].

따라서 전송신호 대역을 다수의 반송파로 나누

어 전송하는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나 MFSK(Mary Frequency Shift 

Keying).에서  특정 반송파가 주파수 선택적인 페이

딩의 상쇄 간섭(deep fading) 주파수가 될 경우 낮은 

SNR이 되어 오류가 증가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MMSE(Minimum Mean Square Error)를 적용한 등화기

를 적용하지만  시변 채널의 경우 OFDM의 부반송파간

의 직교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부가적인 오류의 원인이 

된다[7]. 저속전송의 경우는 심벌 내의 다중경로 간섭에 

의한 상쇄간섭주파수를 회피하여 반송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대역효율이 좋은 고속전송을 위한 OFDM이

나 MFSK 시스템의 경우 반송파의 선택은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채널대역이 좁은 천해인 해역에서 수

중무인잠수정의 제어 혹은 수중 감시 장치 제어 등에서 

요구되는 전송 시스템을 고려하여 전송율 1kbps인 

5Ch-4FSK 다중반송파 시스템을 설계하고 부산인근 해

역의 주파수 선택적인 페이딩에 의한 심벌 내의 다중경

로 간섭에 의한 상쇄간섭주파수(deep fading frequency)

따른 비트  오류율을 해석하였다. 

Ⅱ. 천해 다중경로 채널 모델

송신기에서 송신된 신호는 해면과 해저 경계면 반사

와 매질 음속구조에 의해 고유경로를 따라 수신기에 수

신된다. 해면이 파도에 의해 변동하거나 송신기와 수신

기가 운동하면 고유경로는 시간적으로 변화한다. 따라

서 다중경로 채널의 시변 임펄스 응답 는 식 (1)

로 주어진다.

     




 
        (1)

여기서 와  는 각각 번째 다중경로 신호의 

크기 및 지연 시간이고 는 반송주파수이다. 번째 다

중경로 신호가 해면 반사파 신호라고 가정하고 해면 파

고가 반송파의 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수신기

에 도달하는 반사파 신호 크기는 시 불변 거울면 반사

(specular reflection)성분 와 시변 산란 성분 로 

식(2)로 표현할 수 있다.

        

      
  

   
      (2)

그림 1은 식(2)의 페이저(phasor)의 표현 및 수신 신

호의 파형과 포락선  이다.  시불변성분 는 해

면의 Rayleigh 거칠기 의 함수로 식(3)으로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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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expsin exp        (3)

  sin                              (4)

여기서,     는 각각 파수, 해면의 유효파고 및 해

면 입사각이다.  저주파수, 거울 해면 및 작은 입사각 조

건에서 는 -1로 완전 반사 경계 조건이 되며 그 반대

의 경우 시불변성분은 작아지고 시변 성분이 커지게 된

다. 아울러 송수신기의 거리가 먼 경우 해면과 해저의 

거칠기는 감소되어 시불변성분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진폭의 포락선  의 분포특성은 시불변성분

이 없는 경우 Rayleigh, 있는 경우 Rice 분포특성을 갖

는다[8-10].  

          (a)           (b)                 (c)

           (d)                         (e)

Fig. 1 Phasor analysis of time variant sea surface 
reflection path; (a) phasor of time invariant coherent 
specular component, (b) phasor of time variant incoherent 
scattering component, (c) phasor of time variant receiving 
signal, (d) time variant receiving signal waveform, (e) 
receiving signal amplitude fading (  : envelope).

송수신기 거리가 고정되어 있고 식(1)에서 직접파

(  )와 해면반사파(  )를 수신한다고 가정하면 수

신신호의 시불변성분의 페이저(phasor)는 다음의 식(5)

로 주어진다. 

 
 



⇒ 
     



              (5)

  


                          (6)

여기서 과 은 직접파와 해면반사파 각 경로의 

전파거리이다. 반송 주파수는 수 kHz 이상으로 고 주

파수이므로 작은 시간차에서도 위상차 는 크게 되고 

동일한 시간차(송수신기 고정)에서 주파수에 따라 위

상이 변화하여 수신신호의 크기는 변화한다. 신호크기

는 보강 간섭 주파수에서 ( ), 상쇄 간섭 주파수

에서 ( )으로 된다. 따라서 심벌 내에서 다중경

로파가 간섭하는 경우 반송 주파수에 따라 수신 신호

의 크기가  달라진다. 우세한 다중경로가 3개 이상일 

경우 식(5)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그림 

1(d)와 (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변 성분은 시간에 따

른 신호 페이딩을 야기하며 원거리에서는 그 크기가 

감소한다[9,10]. 

Ⅲ. 해상실험 환경 및 수중통신시스템

해상실험은 2016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 앞바다 수

심 약 50m에서 수행되었다. 실험 장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해면 상태의 사진은 그림 3과 같고 그림 3에 보이

는 직경 20cm인 부이의 크기와  비교하면 실험 당시의 

유효파고는 약 0.5m로 관측되었다. 송수신기의 거리는 

수평거리 기준으로 6dB의 전송손실 차이를 갖도록 약 

300m, 600m, 1200m 및 2400m로 하였다.  거리에 따른 

송신기의 출력은 일정하게 하여 300m와 2400m의 직접

파의 크기 차이는 약 18dB이다. 송신기 탑재 선박은 고

정되어 있고 수신기 탑재 선박은 설정된 거리에서 표류

하도록 하였다. 단 300m의 경우는 송수신기 탑재 선박

을 줄로 묶어 거리를 유지하였다.  각 거리에서 실험 준

비를 포함한 데이터전송 시간은 최대 1분으로 수신기 

탑재 선박 표류에 의해 거리오차가 발생하며 실험시의 

조류 속도는 약 3kts로 거리오차의 최대 값은 약 90m이

다. 수신기가 조류속도와 같이 이동한다면 최대도플러 

확산은 ×
으로 반송주파수 를 10kHz로 가정

하면 10Hz의 확산을 갖고 도플러 확산 영향을 무시하

기 위한 전송 심벌주기는 100ms이하가 된다.



부산인근 해역의 수중음향통신 채널특성과 다중반송파 시스템의 성능

2397

Fig. 2 Experimental configuration for adaptive acoustic 
communication modem performance in Haeundae.

Fig. 3 Sea state photograph of experimental site.

Fig. 4 Sound velocity profiles and an average of four 
different ranges.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신기와 수신기의 수심

은 각각 20m와 10m이며 수신기 탑재 선박에서 AML 

Oceanographic Base X를 이용하여 수직 음속 구조를 

측정하였다. 그림 4는 각 거리의 수직음속 구조로 평균  

값은 약 -0.12(m/s)/m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림 5는 실험에 사용한  Lena 이미지로 그림 5 (a)는  

20,000비트 Lena 이미지 각 픽셀의 데이터 배열이고 그

림 5 (b)는 각 채널에 분할되는 이미지 구성도이다. 

        

 (a)   

     

   (b)
Fig. 5 (a) Lena image transmitted and (b) image 
segment of each channel.

전송율 1kbps를 5ch로 전송하는 경우 각 채널의 전송

율은 200bps이고 4FSK의 심벌율은 100sps이다. 이 경

우 각 채널의 4FSK 직교주파수 간의 최소 주파수 편차

는 50Hz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편차의 2배로  4FSK 

주파수를 설정하고 채널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대역은 100Hz로 하였다. 각 채널의 주파수 할당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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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rrier frequency groups of 5Ch-4FSK. 

Ch1 Ch2 Ch3 Ch4 Ch5

F1: 16000

F2: 16100

F3: 16200

F4: 16300

F1: 16500

F2: 16600

F3: 16700

F4: 16800

F1: 17000

F2: 17100

F3: 17200

F4: 17300

F1: 17500

F2: 17600

F3: 17700

F4: 17800

F1: 18000

F2: 18100

F3: 18200

F4: 18300

Each Ch. transmission rate: 200bps 
Symbol rate: 100 sps
Each Ch. bandwidth:400Hz,  Guard bandwidth: 100Hz

그림 6은  송신데이터의 프레임 구성도이다. 그림 6 

(a)에서 PN(Pseudo Noise)신호는 프레임 동기와 채널 

응답을 얻기 위한 신호이다.  그림 6 (b)는 이미지의 1/2

에 해당하는 전송데이터 파형이다.

Silence
 30ms

PN(1023, BW: 
13~23kHz) 

20ms

Silence 
20ms

Data 
500ms

(a)

(b)

Fig. 6 (a) Transmission frame structure and (b) signal  
of 5Ch-4FSK. 

Ⅳ. 수중음향 채널분석 및 실험결과 

그림 7은 그림 4의 평균적인 수직음속 구조로 구

한  각 거리 별 5 개의 고유음선으로 각 음선의 숫자

는 각 음선이 수평 방향 경계면에 입사하는 각도이

다.  1,200m와 2,400m의 고유음선은 각각 4개 및 3개로  

수신기가 원리에 위치하여 반사 경로 음선들이 중첩된 

결과이다.

(a)

(b)

(c)

  (d)

Fig. 7 Simulated multipath eigenray trace results of four 
different Tx-Rx ranges: (a) 300m, (b) 600m, (c) 1,200m 
and (d) 2,400m.

그림 8은  1초 간격으로 송신한 20개의 PN 펄스신호

를 정합필터 처리하여 구한 다중경로  세기 신호이다. 

뚜렷한 실선으로 보이는 경로는 직접파 및 해저 반사파

이고 시변 특성을 보이는 경로는 해면 반사 경로이다. 



부산인근 해역의 수중음향통신 채널특성과 다중반송파 시스템의 성능

2399

그림 8을 그림 7과 비교하면 근거리에서는 각 다중경로

가 분리되어 다수의 반사파가 나타나고 시변 성분이 큰 

경로는 해면 반사파이다. 원거리에서는 중첩되어 나타

나며  식(3)의 해면 거칠기의 크기가  작아져 시변성분

이 작아진다. 조사해역의 다중경로는 굴절 경로가 없는 

천해로 신호 세기가 큰 경로는 5개 이하로 제한된다. 

그림 9는 각 거리의 다중경로 세기 신호의 주파수 스

펙트럼으로 거리별 채널 대역 특성이다. 300m, 600m, 

1,200m 및 2,400m의 -3dB 채널 대역폭은 약 200Hz 이

상이며 전체적으로 거리 증가에 따라 증가하나 1,200m

는 여타 거리에 비해 좁다.  

(a)

(b)

(c)

(d)

Fig. 8 Multipath intensity profiles of four different Tx-Rx 
ranges: (a) 300m, (b) 600m, (c) 1,200m and (d) 2,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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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nel coherence bandwidths of four Tx-Rx 
ranges:(a) 300 m, (b) 600 m, (c) 1,200 m, (d) 2,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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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대역폭 기준을 200Hz로 가정하면 심벌 간 간

섭을 무시할 수 있는 신호 대역폭은 200Hz 이하이며  

1kbps 5Ch-4FSK의 신호대역폭은 심벌율의 약 1/2인 

50Hz 이므로 심벌 간 간섭에 의한 비트오류는 무시할 

수 있는 채널 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은  Lena 이미지 송신신호와 각 거리에서 수

신한 PN 신호의 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이다. 거리에 따

라 보강간섭 및 상쇄간섭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근거리

의 경우가 원거리보다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뚜렷하

다. 근거리에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레벨 차이가 크고 

이미지 신호의 각 채널 스펙트럼은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른 보강 혹은 상쇄 간섭 주파수 대역에 위치한다. 

표 2는 각 거리별 수신 이미지 및 비트 오류율이다.  

거리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오류율이 감소한다. 그림에

서 화살표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의 위치

는 그림 5(b)에서 보이는 각 채널 할당 영역과 일치하며 

이때 각 채널의 주파수는 상쇄간섭주파수 대역에 위치

한다. 거리증가에 따라 페이딩 주파수 폭이 커지므로 

오류 주기가  커진다. 300m의 오류율은 2,400m의 오류

율의 약 100배이다.  

그림 1(d)와 (e)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간영역 페이딩

에 의한 군집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의 기존 

채널 코딩 연구[10-13]에서 적용한 RS코드를 적용하면 

표 2의 우측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4배 이상

의 오류율 개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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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Lena image signal spectrum and 
channel frequency response at each range.

Table 2 Received image and a bit error rate of 5Ch-4FSK 
and 5Ch-4FSK/RS at each range.   

Ⅴ. 결  론

수심 약 50m이고  유효파고 0.5m,  사니질 저질인 부

산인근 해역에서  전송율 1kbps인 5ch-4FSK 시스템의 

성능을 송수신기 수평거리 300m, 600m, 1,200m 및 

2,400m에서 평가하였다. 각 거리의 다중 경로 확산과 

다중경로 간섭에 따른 시간 및 주파수 영역 페이딩 모

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비트 오류율 특성을 해상실험

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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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경로는 4개 이하이며 시불변성분과 시변성분으

로 구성되고 시변성분은 해면 반사경로이다. 거리 증가

에 따라 다중경로는 중첩되어 나타나며 채널 대역은 약 

200Hz 이었다. 주파수에 따라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에 

의한 페이딩이 나타나고 거리증가에 따라 주파수 영역 

페이딩은 감소하였다. 

5Ch-4FSK의 신호대역을 채널대역의 1/4인 50Hz로 

하여 심벌 간 간섭이 무시될 수 있는 조건에서 비트 오

류율을 실험하였으나 심벌내의 주파수 영역 페이딩에 

의해 각 채널의 반송주파수가 상쇄간섭(deep fading) 대

역에 있을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RS코드는 시간영

역 페이딩에 의한 군집오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고 1kbps, 5Ch-4FSK/RS 시스템은 16~ 

8kHz 대역에서 600m 이상의 거리에서 10-4의 비트 오

류율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천해에서 수중통신시스템의 성능은 원

거리보다 근거리에서 상대적으로 채널환경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MFSK나 OFDM과 같은 다중반송파 시스템의 최적 

주파수 대역 선정이나 잡음에 취약한 상쇄간섭 주파

수 대역의 등화기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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