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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송·수신 센서 사이의 위상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터보 등화 기반의 MIMO 수중 통신의 효

율적인 복호기 구조를 제시하였다. 시공간 부호화 시스템에서는 다중 송·수신기 사이의 위상 차이는 완벽하다고 가

정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MIMO 수중 통신 환경에서 서로 다른 송·수신기 사이의 위상 오류에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오류 성능이 심각하게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오류 성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착 시간 차이를 

보상한 DD 위상 추적 방식 기반의 위상 보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MIMO 수중 통신 환경에서의 위상 

오류에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중 채널 모델에 대한 보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receiver structure based on an iterative turbo equalization to cope with phase difference 
between two sensors in MIMO underwater communication channel. In a space-time coded system, it is often assumed 
that there are no phase errors among the multiple transmitter and receiver chains.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effect of the phase errors between different transmit sensors and different propagation paths in the environment of 
MIMO underwater communication system, and have shown through BER performance by computer simulations that 
the bit-error-rate performance can be severely degraded. A decision-directed estimation and compensation algorithm 
has been proposed to minimize their effects on the system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phase 
differences and their effects on multiple-input and multiple-output systems, and propose a compensation algorithm for 
underwater channel model to minimize their effects.

키워드 : 시공간 격자 부호, 터보 등화기, 수중 음향 통신, DD-Loop,  MIMO

Key word : Space time trellis code, Turbo Equalization,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Decision Directed Loop,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7 : 1531~1538 Jul. 2015

1532

Ⅰ. 서  론

수중통신의 채널 특성의 시공간적인 변화는 디지털 

수중 통신에서 송신하는 심벌간의 상호간섭이 (Inter- 
Symbol Interference : ISI) 야기하여 통신 시스템의 성

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현재 열악한 채널 환경

을 극복하고 전송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등화기 기법과 함께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1, 2].  

MIMO 시스템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채널 환경으

로 수신되어야 하며 채널 추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야 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 또한 송신기와 수신기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다중 채널로 인하여 

신호의 복원이 어렵고 제한적인 대역폭 및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송 속도가 낮은 수중 통신에서는 MIMO 
기술을 이용하여 왜곡이 심한 수신 측의 데이터를 다

이버시티 이득과 함께 부호화 이득으로 보상하여 성

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MIMO 기술이 필요하다. 이
러한 MIMO 기술에서 사용되어지는 시공간 부호

(space time code)는 크게 전송 다이버시티와 부호화 

이득을 동시에 가지는 시공간 격자 부호(space time 
trellis code)와 부호화 이득은 없고 전송 다이버시티

만 가지는 시공간 블록 부호(space time block code)로 

나눌 수 있다[3]. 
공간 블록 부호는 부호화 이득은 없지만 최적의 다

이버시티 이득과 함께 간단하게 부·복호기를 구성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열하된 성능의 복원을 필요로 하

는 수중 통신에서는 부호화 이득을 가지는 시공간 격

자 부호 기술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MIMO 수중 통

신에서는 다중의 송신 센서에서 전송되는 신호가 여

러 경로를 통하여 수신 센서에 도달하는데 각 수신 

센서에 도달되는 신호가 시간 경로 차이를 두게 된다. 
이러한 위상 또는 시간적 차이는 수신 단에서 복호하

는데 있어 성능 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동기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IMO 수중 통신에서 도착시간 차이에 따른 시스템 

모델을 설정하여 시간 오차를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MIMO 시스템 블록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계층적 시공간 부호

화 방식을 이용한 MIMO 수중 시스템 모델이다. 전송

되는 비트 열을 터보 부호화하여 인터리빙 후, 시공간 

격자 부호화를 한다. 시공간 부호는 다수의 안테나로부

터 수신된 신호를 복호하기 위해 채널 부호화 기법과 

다이버시티 기법이 접목된 시스템이다. 시공간 부호는 

송·수신 양단에 다중 안테나를 적용하여 한정된 주파수 

자원 및 송신전력을 이용하여 채널 용량을 증대시켜 높

은 데이터 전송률을 제공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간 다중화 기법인 시공간 블록 부호 방식

은 시공간 부호화된 신호를 다중 안테나를 통해 전송함

으로써 수신국에서 다이버시티 이득을 쉽게 얻을 수 있

는 기술 중 하나이다. 그리고 다른 공간 다중화 기법인 

시공간 격자 부호 방식은 시공간 부호화 기법을 사용하

여 시공간 블록 부호와는 다르게 송신하자 하는 데이터

를 송신국의 다중안테나 수만큼 분리하여 전송하는 기

법으로써 시공간 블록 부호보다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제공한다.

그림 1. 터보등화기의 송수신단 구조도

Fig. 1 System model of transceiver with turbo equal- 
ization

본 논문에서 적용되는 시공간 격자 부호는 복호화 과

정에서 격자 구조를 이용한다. 효율적인 부호화 방법을 

설계하여 격자 구조에서 각 패스의 hamming distance를 

최대로 하여 채널 코딩 이득을 가지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부호 설계안이 제안되었으며, Tarokh, 
Baro, Blum의 최적의 부호 설계안이 여러 논문을 통해 

발표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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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2 상태의 STTC의 구조도

Fig. 2 The structure of STTC based on 32-state 
   

 는 전송하고자 하는 비트이고 와 는 

시공간 격자 부호화 이후의 QPSK 변조 되어진 전송 심

볼을 나타낸다.  개의 송신 센서에서  개의 수신 센

서 중 임의의 번째 수신 센서에서 수신 신호는 

다음 식 (1)과 같다.    
 

  









 
  

(1)

L은 멀티패스의 길이를 나타내며,  는 수중 

CIR(channel impulse response)를 나타내며,   은  

번째 송신기와 번째 수신기 사이의 위상 오차를 나타

낸다. 는 가우시안 잡음을 나타낸다. 시공간 부호

화되어 전송되어진 수신 신호 는 수신 센서의 수

에 따라 code combine을 통하여 신호를 합성하게 된다. 
합성되어진 신호는 복호를 위하여 강판정 기반의 비터

비 복호 방법을 통하여 복호하게 된다. 입력 값에 따른 

출력 값과 함께 변화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격자도를 이

용하며, 시공간 부호화되어 전송되어진 수신 신호는 

BCJR 복호기에 입력된다[5]. BCJR 복호기에서는 

BM(Branch Matrix), FSM(Forward State Matrix), 
BSM(Backward State Matrix)를 구하기 위하여 입력 값

에 따른 출력 값과 함께 변화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격

자도를 이용하여 복호한다. 시공간 격자 복호단에서 

BCJR 복호기를 통하여 수신 비트 스트림 크기만큼의 

LLR 값이 출력된다. BCJR 의 복호 방식은 터보 부호의 

복호 방식과 동일하며, 각 상태에서 ‘0’의 확률과 ‘1’의 

확률을 계산하여 FSM, BSM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log 
    값을 계산한다[6]. 추정되어진 

LLR 값은 역-인터리버를 통하여 송신단에서의 인터리

버 이전의 주소로 재배치하여 터보 복호기에 입력된다. 
이러한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다중경로 채널 환경에서 

전송율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인 시공간 격자 복호기

에서 사용 되어지는 비터비 복호기는 강판정 된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연판정 된 입력 값을 필요로 하는 터

보 복호기에 사용할 수 없다.
LMS 채널 추정은 평균자승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반

복적인 연산을 통하여 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시간에 따

라 변화하는 값을 추적해서 수렴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림 3. LMS 알고리즘 블록도

Fig. 3 LMS Algorithm Block Diagram

위의 그림 3을 이용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 우선 

채널 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의 알고리즘에 맞게 순차

적으로 계산을 이행 하여야 한다.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호 와 임의의 채널 

와의 콘볼루션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것은 다음 식 (2)
와 같이 나타낸다.

 




            (2)

식 (3)은 출력 을 구하기 위한 식이다. 이때 은 

Tap의 개수이다. 그리고 은 신호의 개수이다. 이렇게 

위의 식 (2)처럼 을 구한 후에는 원래의 채널을 추정

하기 위해 다음 식 (3)과 같이 오류신호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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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송수신간의 알고 있는 데이터 과 임의의 채널 

출력 과의 차를 이용해 지속 적으로 에러를 구하

여 에러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구하게 된다.

                (4)

그리고 식 (4)를 보면 위 식 (3)에서 구한 에러값을 이

용하여 채널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게 된다. 는 step 사
이즈이며 최적의 해로 수렴하는 속도를 결정한다. 그리

고 에러가 ‘0’에 가까이 되는 지점이 원래의 채널을 추

정했다는 것이다. MIMO 시스템의 성능은 다중경로 채

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며 LM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채널 추정 후 채널을 모델링하여 MIMO시스템의 성능

을 분석하였다.

Ⅲ. 위상 추적 및 보상 알고리즘

3.1. 도착시간 차이 모델

본 논문에서 두개의 센서에서 송신되는 신호의 위상 

오차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며 등화기에서 수중 채널 응

답인   는 제거되었다고 가정한다. 또한 위상 

오차 및 도플러 오차에 대한 동기 또한 보상 알고리즘

을 통해 추적하였다고 가정한다.   번째 수신 

센서에서 수신되는 신호는 다음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식(5)에서 와 는 입력되는 신호의 위상

을 나타내면 와 는 각각의 송신되는 신호의 위

상오류, 그리고 은 도착시간에 대한 지연위상을 나

타낸다.
송신 장치는 각각 구성되고 있는 소자의 전달 응답 

특성이 다르고 수중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수신되기 때

문에 두개의 송신 신호는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지고 수

신 측에 도달된다. 

첫 번째 송신기에서 전송되는 신호가 상대적으로 다

른 송신기에서 송신되는 신호의 위상의 차이를 파라메

타 로 표현하여 식을 전개하였다. 식 (5)에서 채널 응

답이 등화기에서 제거되어 번째 수신신호 모델은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여기서   


를 나타내며, 이는 

송·수신간의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전체 위상 오류를 나

타낸다. 수신 신호의 진폭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다음 절에서 식(6)의 위상 오차를 추적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3.2. 위상추적 알고리즘

수신단에서는 송신단의 역 과정으로 QPSK 변조된 

신호가 수중 채널에서 다중 경로로 반사되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상 및 주파수 오프셋이 발생한다. 
수신 측에서는 기저 대역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 

반송파 신호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기 회로

에서는 수신된 반송파의 위상과 자체 국부 발진기에

서 재생된 신호와의 위상과의 차이인 위상 지터(jitter)
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송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반송파 복원을 지원하는 프리앰블 데

이터의 수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하므로 빠르게 

반송파를 포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그래

서 본 절에서는 반송파 포착 성능 및 추적 성능을 개선

함으로써 데이터 전송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DD 
(Decision-Directed) 방식을 제안하였고[7], 이의 구조

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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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D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DD

QPSK 수신신호는 아래의 식(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여기서  는 각각 I 채널, Q 채널에 대한 프리엠

블 데이터열이고,  는 채널 상에서 발생한 위상 오

류이고, 은 가우시안 잡음이다. 채널상 에서 부가

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LPF(Low Pass Filter)에서 

출력되는 보정된 위상 잡음 신호를 Normalize하고 

conjugate하여, 그 신호를 곱하면 식(9)와 같다.

     
          (9)

식(9)의 신호를 decision이 항상 정확하다고 가정하

면,  은 식(10)과 같다.

     
       (10)

Eb/No를 높게 주면 가우시안 잡음은 거의 무시할 수 

있으므로,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이

한 해석을 위해서 을 무시하면, 식(10)은 아래의 

식(1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식(11)에서 얻은 위상 잡음 신호의 진폭을 무시하고 

AR(Auto-Regressive) LPF에 입력하면 식(12)를 만족

한다.

              (12)

여기서 는 LPF의 파라미터이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식 (12)를 전개하면 아래와 같이 일반화 시킬 

수 있다.

   

   

  

⋮
 ≡  

  (13)

식(13)이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결과적으로 식(14)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정확히 위상 에러를 포착함을 알 

수 있다.

                                   (14)

Ⅳ. MIMO 수중 채널 모델링

MIMO시스템에서 반복 터보 등화의 성능 향상을 확

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수중 통신은 수중

의 온도, 해수의 파고, 해저면 깊이에 따라 성능이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의 수중 채널 모

델은 수중환경의 파라메타를 모두 포함하여 나타낼 수 

있는 Bellhop 모델을 이용하여 채널 응답을 도출하였

으며, 중요한 변수인 SSP(sound speed profile)는 실제 

해역에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중 채널 환경을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ⅹ2 MIMO 시스템을 고

려하였으며, 각 채널의 Delay spread profile을 얻기 위

해 Matlab을 기반으로 한 Bellhop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5와 같이 송수신기 간의 거리는 1 
km, 송신기의 깊이는 Tx1=110m, Tx2=117m이고 수신

기의 깊이는 Rx1=110m, Rx2=117m에서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중심주파수는 16 kHz, 샘플링 주파수는 192 
kHz 이며, 변조방식은 데이터 속도 2kbps를 갖는 

QPSK 변조 방식을 이용하였다. 수중 채널의 응답 특

성을 알기 위한 송·수신간의 알고 있는 데이터인 PN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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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길이를 1000 심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변수

를 바탕으로 그림 5 (a) ~ (d) 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

의 각 경로에 대한 수중 채널 응답을 Bellhop 모델을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그림 5. 모의실험 환경

Fig. 5 Simulation environment

그림 6. 각각의 추정된 채널 정보

Fig. 6 Channel Information Estimation

Ⅴ.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도착 시간에 따른 위상 차이가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의 실험을 수행하

였다. 두개의 송신 센서와 두개의 수신 센서를 가지는 

시공간 부호화 방식을 적용하였다. 시공간 부호화 방

식은 32 상태를 가지는 시공간 격자 부호화 방식을 적

용하였으며, 프레임 길이가 130 인 QPSK변조 방식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라메타는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메타

Table. 1 Parameters of Simulation

Method Parameters
Inner codes Turbo codes
Outer codes STTC(32 states)

Channel equalizer DFE
Modulation QPSK

Data rate 2  kbps
Carrier frequency 16 [kHz]

Sampling frequency 192 [kHz]
Distance 1 [km]

식 (7)에서  ,  ,  , 
 ,  와 같은 위상 오류가 적용 되었다. 

적용 된 값에서     를 구할 수 있

으며, 그림 7과  같이 정확히 추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Eb/No=7dB 과 DD방식을 이용한 위상 추적 알고

리즘에서의 필터 상수 값은    로 설정하여 위상 

추적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200 샘플 내에서 정확히 위

상이 추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 위상 추정 성능

Fig. 7 Phase estimation performance

그림 8은 도착 시간에 의한 위상 오류에 대한 성능을 

나타낸 그림이다. 제일 왼쪽의 곡선은 두 개의 센서간

의 위상 차이가 없을 때를 나타내었으며, 제일 오른쪽 

곡선은 의 위상차이가 존재하였을 때를 나타낸 성

능 곡선이다. 제안한 DD를 이용하여 위상 추적을 보상 

시에는 기존의 위상 오류가 없는 성능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며, 위상 차이가 날 경우 오류율 

에서 약 4dB 의 성능이 감쇠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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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BER 성능 비교

Fig. 8 BER performance comparison of proposed algorithm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 통신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전송률을 높이는 터보 등화기반의 MIMO 수중 통신기

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중의 송신 센서에서 전송되는 

신호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신 센서에 도달하는데 각 

수신 센서에 도달되는 신호는 시간 경로의 차이를 두게 

된다. 이러한 위상 또는 시간적 차이는 수신 단에서 복

호하는데 있어 성능 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동기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IMO 수중 통신에서 도착시간 차이에 따른 시스템 모

델을 설정하여 시간 오차를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송·수신 알고리즘으로는 터보 부호와 시공간 

부호화 방식을 적용한 터보 등화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위상 오류 보상 알고리즘으로는 DD 위상 추적 알고리

즘을 적용한 결과  위상 오류가 없는 성능과 거의 비슷

한 결과가 나오며, 30도 위상 차이가 날 경우 오류율 

에서 약 4dB 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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