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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천 덕적도 부근 해안에서 2017년 7월 5일부터 24시간 동안 채널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수중 채널은 실시간으로 시간 축에서 변화와 주파수 축에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다양한 채널 환경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다중 경로 페이딩 및 도플러 효과 등으로 인하여 수중 통신 성능저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해역 수중 통신 환경에서의 통신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반복 전송 다이버시티 기법을 적

용하여 수중 채널 환경에서의 OFDM 시스템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

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채널 환경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파일럿 배치 간격과 시간 및 주파수 축에서의 반복 전송 회수

에 따른 BER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channel change was continuously measured for 24 hours from July 5, 2017 on the coast near 
Deokjeok-do, Incheon. The underwater channel has various channe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s the change in the time 
axis and the change in the frequency axis occurs in real time, and the underwater communication performance decreases 
due to the multipath fading and the Doppler effect. Therefore, in this study, we performed the OFDM system performance 
analysis in the underwater channel environment by applying the repetitive transmission diversity scheme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the real-world underwater communication environment. 
Using the collected data, we compared the channel environment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 and analyzed the BER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pilot spacing and the number of repetitive transmissions in the time and frequency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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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중 음향 통신 기술은 해저 유전을 비롯한 광물 자원 

개발과 해양 생태계 연구, 해양 오염 측정 및 재해 감시, 
기후 관측 등 민간 사업 부분과 해수, 해저에서의 표적 

탐지 및 추적, 어뢰 탐지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의 활용

되는 등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중 통신에서의 음파는 육상의 전자파보다 

20만 배 느린 1500 m/s의 속도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매
우 낮은 주파수와 제한적인 대역폭을 가진다. 또한, 시
간에 따른 다중 경로 현상과 해수면, 해저면에서의 반

사, 산란, 흡수되는 특성과 수온, 염분 ,수압에 의한 영향 

및 해류와 해저면의 구성 요소 등, 수중 통신에 방해되

는 매우 열악한 채널 환경으로 인하여 송신된 신호가 왜

곡되어 수신된다[1-2]. 따라서, 이러한 수중에서의 열악

한 통신 채널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신 기법

들이 연구되었다. 수중에서의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중, 본 논문에서는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 OFDM 
방식은 직렬의 data를 병렬 data로 변환하여 여러 개의 

부반송파에 data를 실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부반송파의 개수만큼 

채널을 나누어 전송하기 때문에, 수중 채널의 특징인 주

파수 선택적인 채널을 비선택적 채널로 근사화시켜 수

신단에서 부반송파 단위로 신호의 채널 등화를 수행하

며 등화기 설계가 단일 반송파 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간

단해진다[3-4]. 하지만 실질적인 수중 채널 환경은 시간

과 장소에 따른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아 급격하게 변화

함에 따라서 다중 경로 페이딩과 도플러를 정확히 예측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수중 채널 환경에서의 OFDM 
통신을 할 경우 육상 통신에 비해 직교성을 유지하기 힘

들게 되면서 통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시간 및 주파

수 영역에서의 반복 전송을 통한 다이버시티 기법을 적

용하여 성능 향상에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천 덕적도 부근 해안에서 17년 7월 

5일부터 6일에 걸쳐 24시간 동안 채널의 변화를 지속적

으로 측정하면서 수중 채널의 시간 축에서의 변화 및 주

파수 축에서의 변화를 이용한 다이버시티 기법을 적용

하여 수중 채널 환경에서의 OFDM 시스템 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OFDM 기반 수중 음향 통신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수중 관측·제어망 개발 사업에

서 개발한 수중 OFDM 시스템을 사용한다. 한 개의 

PRB(Physical Resource Block)은 6개의 OFDM 심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개의 프레임은 9개의 PRB로 구성

되어 있고 프레임의 앞부분은 두 개의 프리앰블

(Preamble)로 시작한다. 첫 번째 프리앰블은 도플러에 

강한 HFM(Hyperbolic Frequency Modulation) 신호를 

사용하여 수중 환경에서 신호를 검출하기 용이하게 하

고 두 번째 프리앰블은 도플러 스케일 및 CFO(Carrier 
Frequency Offset) 추정을 수행한다. 또한 유용한 심볼

의 마지막 일부 구간을 복사하여 앞부분에 붙여주는 

CP(Cyclic Prefix)구간을 CIR(Channel Impulse Response)
의 지속 시간 이상으로 설정해 줌으로써 ISI(Inter Symbol 
Interference)을 완화하고 높은 대역폭 효율을 보장하며 

직교성을 유지한다[5].

Table. 1 underwater OFDM parameters used in experiments

Parameter Value

Modulation QPSK

FFT size 512

Bandwidth 4kHz

Carrier Frequency 12kHz

Useful Subcarrier 400

DC Subcarrier 3

Guardband 54(left), 55(right)

OFDM symbol length 102.4m/s

CP length 22.6m/s

Channel coding Convolution coding

Coding rate 1/2

표 1은 실해역 측정에 사용된 OFDM 시스템의 

parameter를 나타낸다. QPSK 변조방식과 convolution 
채널 코딩 방식, 1/2 code rate, 512 FFT size, 4kHz 
Bandwidth, 12kHz carrier frequency, 400개의 부반송파

를 사용하였다. 또한, 102.4m/s OFDM symbol length과 

서해 천해역 환경 특성상 최대 지연확산이 20ms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어 보다 큰 22.6m/s의 CP length를 설정하

여 직교성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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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ilot pattern structure of OFDM system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OFDM 시스템의 파일

럿 패턴 구조를 나타낸다. OFDM 통신 시스템에서의 파

일럿 부반송파는 data 부반송파와 함께 배치하여 전송

하며 data가 수신되었을 경우, 채널 추정, SINR과 같은 

채널 품질 지표 측정 및 주파수 오프셋 추정 등의 목적

으로 사용된다. N개의 심볼로 구성된 부프레임에서 채

널의 최대 지연 확산과 data 전송률을 고려하여 파일럿 

간격을 (2, 1), (4, 2), (6, 3)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의 결과로 파일럿 심볼 간격이 감소할수록 통신 성

능을 높일 수 있었으나, 수중 OFDM 시스템 설계 시 파

일럿 심볼 간격을 좁게 설계하게 되면 한정된 수중 음향 

대역에서 큰 전송률 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6-7].

Ⅲ. 반복 전송을 통한 다이버시티 구조

수중에서의 OFDM 방식을 사용하면 사용 대역폭을 

부반송파로 나누어 신호를 전송함에 따라 주파수 선택

적 채널이 주파수 비선택적 채널로 근사화되어 단일 탭 

등화기로 보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중 채널

은 시간 및 유속, 온도, 해양 생물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

하여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Ⅱ장에서 설계

한 OFDM 시스템에서 고려한 상관대역폭과 상관시간

보다 열악한 채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

생할 경우 성능 향상을 위해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

서 자원을 반복하여 전송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Fig. 2 Diversity structure according to frequency and 
time axis

다이버시티의 기본 개념은 송신 신호 또는 수신 신호

를 복수개로 전파하여 송·수신하는 것으로 하나의 신호

에서 페이딩이 강한 현상이 발생하고 다른 신호에서 페

이딩이 약한 현상이 발생한 경우 페이딩 신호가 약한 쪽

을 선택하여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다이버시티와 시간 다이버시

티를 적용하였으며, 해당 다이버시티 도메인에서 자원

을 반복 전송을 수행하여 통신 성능 개선을 도모하였다. 
주파수 다이버시티 기법은 송신하는 주파수 대역을 다

르게 하여 송신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주파수 대역이 독

립적인 페이딩 특성을 갖게 되므로 수신 측에서 신호의 

각 부반송파 별 낮은 상관계수를 이용한 다이버시티 이

득을 얻을 수 있다. 시간 다이버시티 기법은 신호를 전

송함에 따라 시간 지연을 줌으로써 같은 data를 반복 전

송하여 채널 환경에 따른 다중 경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페이딩 특성에 따라 다중 경로 신호의 시간 지연

을 보상하며 합성하여 페이딩이 작은 신호를 도출할 수 

있다[8-9]. 
그림 2는 주파수 및 시간 축에 따른 다이버시티 구조

로, 자원 할당을 위한 기본 단위는 PRB(Physical Resource 
Block)로 연속된 부반송파와 OFDM 심볼로 구성되어 

있다. 수중 채널의 주파수 선택적 및 시변 성질을 기반

으로 다이버시티 이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동일한 data
가 한 프레임에서 여러번 반복되어 전송된다. 이 때, 각 

data는 다수의 PRB로 이루어진 자원에 할당되어 전송

하게 되고 시간 축 다이버시티의 차수는 1, 3, 9로 증가

된다. 또한, 주파수 축 다이버시티 차수는 1, 2, 4, 8로 증

가되며 수중 채널 환경의 조건에 따라 시간 및 주파수 

다이버시티 반복 전송을 12가지 조합으로 전송할 수 있

다. 반복 전송 횟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송·수신된 data
의 정확성은 높아지지만, 전송 속도는 낮아진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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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중 채널 환경에서의 data 정
확성과 전송 속도의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반복 전송 조

합을 이용하여 수중 통신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주파수 축에 따른 다이버시티 구조도를 나

타낸다. 자원 할당을 위한 기본 단위는 PRB(Physical 
Resource Block)로 연속된 부반송파와 OFDM 심볼로 

구성되어 있다. 수중 채널에서 주파수 선택성이 심한 경

우 주파수 다이버시티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 반복 전송을 최대화한 구조도이다.
그림 4는 시간 축에 따른 다이버시티 구조도를 나타

낸다. 그림 3과 마찬가지로 자원 할당을 위한 기본 단위

는 PRB로 연속된 부반송파와 OFDM 심볼로 구성되어 

있다. 수중 채널에서 시변성이 큰 경우 시간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 위해 시간 영역에서 반복 전송을 최대화한 

구조도이다.
그림 5는 반복 전송을 시간 축에서 3번, 주파수 축에서 

4번을 반복하여 data를 전송한 다이버시티 구조도이다. 
수중 채널의 변화에 맞추어 정확한 data 전송과 높은 전송 

속도 확보를 위하여 시간 및 주파수 반복 전송을 변화시켜 

수중 채널 환경에 맞는 통신 성능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시간 축 다이버시티에서 반복 

전송 차수를 1, 3, 9로 설정하였으며, 주파수 축 다이버

시티에서 반복 전송 차수를 1, 2, 4, 8로 증가시키며 수중 

채널 환경 조건에 따라서 주파수 및 시간 다이버시티 반

복 전송을 12가지로 조합하여 전송하도록 설정하였다. 
시간 축 다이버시티에서의 반복 전송 차수를 9로 설

정하고 주파수 축 다이버시티 반복 전송 차수를 8로 설

정한 경우,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위
와 같이 전송한 경우 정확성에 비하여 데이터 전송 효율

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2가지 조합의 주파수 및 시간 다이버시티 

반복 전송은 해당 실해역 수중 채널 특성에 따라서 이상

적인 조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Fig. 3 Frequency repetition

Fig. 4 Time repetition

Fig. 5 Diversity structure according to frequency and 
time axis set by repetition (3, 4)

Ⅳ. 실해역 측정 환경

본 논문의 실해역 data는 2017년 7월 5일부터 6일까

지 24시간 동안에 걸쳐 수집한 data를 이용하여, 수중 채

널의 변화에 따른 OFDM 시스템 성능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림 6은 실험이 수행된 측정 위치로, 인천광역시 덕

적도 부근 해역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 당시 

Garmin사의 GPS를 사용하였으며, 송신 선박의 GPS 좌
표는 37°13'28.02" N, 126°12'12.00" E이고, 수신 선박의 

GPS 좌표는 37°14'22.07" N, 126°12'55.01" E이다. 송신

된 신호는 수중 OFDM 시스템 parameter에 맞추어 설정

하였으며, 24시간 동안 4분 간격으로 신호를 수중에서 

송·수신하였다.
그림 7은 실해역 측정에서 사용된 선박과 측정 장비 

사진이다. 사용된 선박은 29t급 선박과 35t급 선박을 사

용하여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측정 장비로는 송·수신 측

에서 각각 증폭기,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수집기(DAQ), 
순간 전원 차단에 대비한 UPS, 노트북, 음속 프로파일 

수집을 위한 SVP(Sound Velocity Sensors, Profilers)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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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실해역 측정에서 사용된 sensor 사진으로, 
송신 측에서는 Neptune 사의 T-353 Transducers sensor
를 사용하였으며, 수신 측에서는 B&K 사의 8103 
Hydrophones sensor를 사용하였다.

그림 9는 실해역 실험의 시나리오 및 측정 당시의 선

박 간 간격과 sensor 배치를 나타낸다. GPS 장비를 사용

하여 송·수신 선박의 거리를 2km 이격시킨 후 닻을 내

려 송신 선박과 수신 선박 위치를 고정하였다. 측정 지

역의 수심 및 음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SVP를 사용하였

으며, 측정 결과 수심은 25m에서 40m 사이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송신용 Transducer sensor는 송신 선박 아래 수

심 20m 지점에 고정하였으며, 수신용 Hydrophone 
sensor는 수신 선박 아래 수심 5m 지점에 고정하였다. 

Fig. 6 Location of actual sea area measurement in 
Incheon

Fig. 7 Ships and measuring equipment used in the 
experiment

Fig. 8 Transducers (Neptune T-353) and hydrophone 
(B&K 8103) used for the experiments

Fig. 9 Transducers (Neptune T-353) and hydrophone 
(B&K 8103) used for the experiments

Ⅴ. 수중 채널 분석

수중에서의 통신은 매질 특성상 음파를 사용하며, 매
우 낮은 주파수와 제한적인 전송 대역을 갖는다. 또한, 
수중 채널의 반사 및 잔향에 의한 다중 경로 지연확산은 

심볼 간 간섭과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시키며, 해
류의 흐름 및 유속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 선택적 페이딩

이 발생한다[10-12].
그림 10은 서해 천해역에서 24시간 동안 측정한 data 

중, OFDM_baseband_24h_06D_0702HM_flag1 샘플의 

시간과 주파수 채널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11은 서해 천해역에서 24시간 동안 측정한 data 

중, OFDM_baseband_24h_06D_0702HM_flag13 샘플

의 시간과 주파수 채널 변화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data에서 일반적으로 시간보다 주파수 페

이딩이 크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똑같은 

data에서의 한 프레임을 시간 축과 주파수 축에서 분석

하였으며, 본 과제에서 연구 및 설계한 OFDM 시스템 

구조에 따라 시간 축에서의 채널 변화는 한 개의 프레임

이 2개의 프리앰블 심볼과 54개의 OFDM 심볼로 구성

되어 56개의 OFDM 심볼을 6개의 resource block으로 

나누어 data가 전송된다. 주파수 축에서의 채널 변화는 

하나의 프레임에서 cyclic prefix와 guard band를 제외한 

400개의 subcarrier로 구성되며 50개씩 나누어 각 채널 

신호 간 correlation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변화

하는 시간 및 주파수 다이버시티 BER 성능을 분석하였다.
각 correlation에 따른 시간 및 주파수 다이버시티의 

BER 성능 분석 결과, 채널 신호 간의 correlation이 작은 

쪽에서 다이버시티 BER 성능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다수 개의 data를 분석한 결과, 시간 축에서의 다이

버시티 BER 성능보다 주파수 축에서의 다이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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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 성능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널 신호 간

의 correlation은 식 (1)를 통하여 구하였다[13]. 

  
 (1)

Fig. 10 Channel changes in time and frequency domain 
(OFDM_baseband_24h_06D_0702HM_flag1)

Fig. 11 Channel changes in time and frequency domain 
(OFDM_baseband_24h_06D_0702HM_flag13)

Table. 2 correlation data between channel signals

Order of comparison 
between channel signals

Time
- correlation

Frequency
- correlation

A : B 0.5200 0.2112

B : C 0.3274 0.0798

C : D 0.3923 0.3240

D : E 0.1395 0.1112

E : F 0.0056 0.0578

F : G 0.0230 0.0085

G : H 0.4287 0.3071

H : I 0.2068 none

Average value 0.2554125 0.157085714

표 2에서 채널 신호 간 correlation data로 시간 영역에서

의 correlation 평균치보다 frequency 영역에서의 correlation 
평균치가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로 인하여 

동일한 신호를 반복하여 전송하였을 때, 채널의 변화가 

더 큰 주파수 영역에서의 다이버시티 성능이 시간 다이

버시티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Ⅵ.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는 수중에서의 무선 통신 시스템 성능 향

상을 위하여 OFDM 기법에 시간 및 주파수 다이버시티 

기법을 적용하여 시간 다이버시티와 주파수 다이버시

티의 성능 차이를 분석하였다. 송신 data의 파일럿 간격

을 (2, 1), (4, 2), (6, 3)씩 증가시키며 송신하였으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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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시티의 반복 전송은 1, 3, 9 크기로, 주파수 다이

버시티의 반복 전송은 1, 2, 4, 8의 크기로 증가시키면서 

data를 송출하였다.
그림 12는 서해 천해역에서 24시간 동안 측정한 data 

중, OFDM_baseband_24h_06D_0702HM_flag1 샘플의 

시간과 주파수 repetition에 따른 BER 성능을 나타낸다. 
frequency domain 결과 그래프는 주파수 축 repetition을 

1, 2, 4, 8 증가시켰으며, 시간 축 repetition을 1로 고정하

여 frequency repetition에 따른 BER 결과를 출력하였다. 
다음으로, time domain 결과 그래프는 주파수 축 

repetition을 1로 고정하였으며, 시간 축 repetition을 1, 
3, 9로 증가시키면서 time repetition에 따른 BER 결과를 

출력하였다. 파일럿 배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6,3)
에서도 frequency repetition 증가와 time repetition 증가

에 따라서 BER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같
은 한 프레임에서의 성능은 time repetition 증가 보다 

frequency repetition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좋은 BER 성
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 BER performance table according to frequency 
and time repetition frequency
(OFDM_baseband_24h_06D_0702HM_flag1)

Fig. 13 BER performance table according to frequency 
and time repetition frequency
(OFDM_baseband_24h_06D_0702HM_flag13)

그림 13 또한, 서해 천해역에서 24시간 동안 측정한 

data 중, OFDM_baseband_24h_06D_0702HM_flag13
샘플의 시간과 주파수 반복 전송에 따른 BER 성능을 나

타낸다. frequency domain 결과 그래프는 주파수 축 반

복 전송을 1, 2, 4, 8 증가시켰으며, 시간 축 반복 전송을 

1로 고정하여 frequency 반복 전송에 따른 BER 결과를 

출력하였다. 다음으로, time domain 결과 그래프는 주파

수 축 반복 전송을 1로 고정하였으며, 시간 축 반복 전송

을 1, 3, 9로 증가시키면서 time 반복 전송에 따른 BER 
결과를 출력하였다. 그림 12와 마찬가지로 frequency 반
복 전송 증가와 time 반복 전송 증가에 따른 BER을 비교

하였을 때, 같은 한 프레임에서의 성능은 frequency 반
복 전송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좋은 BER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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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천 덕적도 부근 해역에서 17년 7월 

5일부터 6일에 걸친 24시간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

중 OFDM 시스템의 통신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간 

다이버시티 반복 전송을 1, 3, 9의 크기로 증가시키고, 
주파수 다이버시티 반복 전송을 1, 2, 4, 8의 크기로 증가

시켰으며, 그에 따른 BER 성능을 확인하였다. 측정데이

터 분석 결과, 수중 채널의 다양한 방해 요소들로 통신

의 다중 경로 지연 확산에 따른 심볼 간 갑섭으로 주파

수 선택적 페이딩과 해류의 흐름 및 유속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시간 선택적 페이딩 등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서해에서의 수중 통신 채널 data를 확인하였을 때, 
시간 축에서의 채널 변화보다 주파수 축에서의 페이딩

이 크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시간 및 

주파수 채널의 correlation을 비교하였다. 시간 영역보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correlation의 평균치가 더 낮았고, 
따라서 시간 축에서의 반복 전송 증가량에 따른 BER 성
능의 변화량보다 주파수 축에서의 반복 전송 증가에 따

른 BER 성능의 낮아짐이 더욱 효율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시시각각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

중 통신 환경에서의 주파수 선택적인 환경이 강할 경우 

주파수 반복 전송의 횟수를 8로 설정하며, 수중 채널의 

시변성이 큰 경우 시간 다이버시티의 반복 전송을 9로 

설정하여 파일럿을 (2,1)로 배치하였을 때 가장 높은 통

신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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