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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수중 자원개발, 재난 감시 및 국방에 관련하여 수중 통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무선통신 시스

템 설계에서 경로손실은 주어진 통신 링크에 대한 수신 전력 레벨을 계산하여 통신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링

크 예산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다. 수중음향채널은 각 해역에 따라 수온, 수심, 파고, 조류, 탁도 등에 의해 서

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각 해역별 수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수중음향 통신 시스

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 세계의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다양한 해역에서 수중음향채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 수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에 대한 연구결과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남해 거제도 천해역의 실해역 측정을 통해 경로손실을 추정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경로손실 수식에 

남해의 환경정보를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studies on underwater communicatio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underwater resources, disaster monitoring 
and defense,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the design of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path loss i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to derive a link budget that is required to guarantee communication reliability by calculating 
received power level for the given communication link. The underwater acoustic channel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ographical location and relevan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water temperature, depth, wave height, 
algae, and turbidity. Subsequently, many research institutes aiming to develop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systems 
are researching actively on the underwater acoustic channels in various sea areas. In Korea, however, studies on the path 
loss of the acoustic channel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ath loss of the acoustic channel are studied 
based on measurement data of the at-sea experiment conducted at Geohae-do, southern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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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중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나기술 개발과 

1980년대 디지털 통신 기술의 도입을 시작으로 지금까

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수중통신

은 해양관측망, 해저자원탐사, 국방 등의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측망들은 센서를 사용한 무선네트워

크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1,2]. 하지만 수중은 육상과 

달리 물을 매질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전자기파와 

광파는 전도 특성과 산란, 흡수 등의 이유로 음파에 비

해 극히 제약적인 전송 거리를 갖는다. 따라서 일반적으

로 장거리 무선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에서

는 음파를 사용하여 신호를 전달한다. 하지만 바다는 시

간에 따라 수심의 변화하고, 바람과 파도에 의해 해수면

의 상태가 급변하기 때문에 해수면과 해저면의 반사로 

발생하는 다중경로의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조류나 센

서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도플러가 발생하고, 수중생

물과 기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해 수중에서 안정적인 

통신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열악한 수중음향채널에서 무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링크버짓과 링크마진을 계산하는 것은 통신 커버리지 

예측과 통신방식 설정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정확한 

수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
라서 국외의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수중음향채널에 대

한 수학적 증명과 실해역 측정을 통한 증명이 다수 존재

한다[3,4].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수중음향채널에 대

한 연구는 국외 연구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수중음향채널은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크

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해역에서 강인한 수중음향통

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해역의 채널특성 연

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2장에서는 기

존에 제안되었던 수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에 대한 연

구를 소개하며,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측정환경과 측정

장비를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수

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 수식에 측정 장소의 환경정보

를 적용하여 도출된 이론값과 측정을 통해 추정한 남해 

천해역의 수중음향채널 경로손실과의 차이를 비교하

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수중음향채널 경로손실

링크버짓은 전력의 증가와 감소를 계산하여 통신 링

크 상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이

다. 일반적으로 육상에서의 링크버짓 계산은 통신 링크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득과 손실을 간단한 대수합

으로 나타낸 무선 전파 거리 방정식(radio range equation)
을 사용하여 구하며, 수신 신호의 비트당 에너지에서 요

구되는 수신 신호 비트당 에너지의 차로 링크마진 계산

이 가능하다[5]. 반면 수중음향 통신시스템에서 링크버

짓 계산은 송신 트랜스듀서와 수신 하이드로폰의 지향

성 및 송신대역폭과 입력전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SNR을 정의하며, 다음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6].

   (1)

여기서 은 전송손실, 은 주변소음, 은 송

신 트랜스듀서의 지향성, 는 수신 하이드로폰의 지

향성을 나타낸다. PSL(Pressure Spectrum Level)은 전

력과 전송대역폭을 고려한 함수로 광대역 신호에 대한 

송신전력은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og (2)

이때, 은 협대역 신호에서 예상되는 신호 레벨이

며, 는 전송대역폭을 나타낸다. 그리고 전송손실은 

확산손실()과 해수에서의 감쇄 손실()의 합으

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3)

 ×log (4)

 × (5)

확산손실에서   인 경우를 구형확산(spherical 
spreading),  인 경우는 원통형확산(cylindrical 
spreading)으로 구분하고, 은 송신부로 부터의 거리로 

단위는 미터(m) 이다. 그리고 감쇄 손실에서 감쇄 계수 

는 Urick이 제안하였으며, 다음과 같다[7].









×× (6)

여기서 는 주파수를 나타내고 단위는 kHz이다. 이
때, 는 km당 신호의 감쇄 계수고, 전송손실의 단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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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ttenuation coefficient for underwater acoustic signal.

그림 1은 수심 30m인 경우에 1~100kHz의 주파수 대

역에서 발생하는 수중음향 감쇄 계수를 나타내었다. 그
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쇄 계

수가 증가하며, 1~30kHz 대역에서 감쇄의 폭이 크게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소음()은 wind, shipping, turbulence, thermal 

등이 있으며, Wenz가 제안하였으며, 각각은 아래 수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 log

× log
(7)

  ×× log

× log
(8)

 × log (9)

 × log (10)

수중의 주변소음은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며, ws는 풍속(m/s)을 나타내고, D는 shipping 
factor로 0과1 사이의 범위를 사용한다. 각 주변소음의 

단위는 Hz당   로 정의된다.

Fig. 2 Underwater ambient noise level caused by various 
factors.

그림 2의 모의실험 결과는 측정 해역의 환경정보를 

사용하였으며, 풍속   , shipping activity 
로 설정하여 주파수에 따른 주변소음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Ⅲ. 실해역 측정

수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 추정을 위해 2019년 5월 

경상남도 거제시 지세포항 부근 해안 34° 49‘ 22.04 N, 
128° 44’ 10.96 E 천해역에서 측정을 수행하였고, 평균 

수심은 약 30m 였다. 측정 거리는 반송 주파수에 따라 

최대 통달 거리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500m, 1km, 
3km, 5km로 구분하여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송신 선박

과 수신 선박 사이의 거리는 GPS를 사용하여 거리조절

을 하여 이격시키고, 측정 시에 닻(anchor)을 사용하여 

조류에 의해 선박이 목표 거리에서 이동하지 않게 하였다.

 

(a) The geometry and the setup of the at-sea experiment

 

(b) Transmission & Receiver ships for at-sea experiment

 

(c) Measuring equipments installed at transmission & receiver ships
Fig. 3 Scenario, ships and measuring equipments for 
at-sea experiment.

그림 3에는 측정 해역과 측정에 사용한 송수신 선박 

그리고 선박 내부에 설치한 송수신 장비가 보여진다. 
2019년 5월 10부터 5월 14일에 측정지역의 평균 풍속은 

1.44m/s였으며, 파고는 약 0.1~0.5m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이었다. 측정에 사용된 송신 장비는 PC(NI P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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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9), DAQ장비(NI PXI-5122), 송신앰프(B&K 2713)를 
사용하였고, 수신 장비는 PC(NI PXI-8119), DAQ장비

(NI PXI-6115), 수신앰프(B&K NEXUS Type 2692)를 

사용하였다. 트랜스듀서와 하이드로 폰은 Neptune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트랜스듀서는 반송 주파수 대역

에 따라 T170, T303, T245를 사용하였고, 하이드로폰은 

Neptune사의 B200제품을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분산형 관측/제어망 개발’ 과제에서 수중

통신용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모뎀개발을 위한 실해역 측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

용하였으며, 측정에 사용된 송신 신호의 프레임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Fig. 4 Fame format used for at-sea experiment.

측정에 사용한 신호는 크게 동기와 데이터로 구분하며, 
동기 검출용 신호는 LFM(Linear frequency Modulation)
과 HFM(Hyperbolic Frequency Modulation)을 사용하

였으며, 데이터는 5개의 OFDM 프레임을 전송하였다

[9,10]. 그림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해역의 SNR 추정

을 위해 OFDM 프레임 사이에 ZP(Zero padding) 구간

을 삽입하였으며, ZP에는 신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된 신호에는 소음 성분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측

정된 신호의 ZP구간과 OFDM신호의 전력을 사용하여 

수신신호의 SNR을 계산할 수 있다.

Ⅳ. 남해의 수중음향채널 경로손실

Fig. 5 Transmission and receiver block diagram.

그림 5에는 실해역 측정에 사용한 수중통신시스템의 

송수신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수중음향채널에서 발생하는 경로손실을 추

정하기 위해서는 수신단과 송신단 앰프 증폭률, 트랜스

듀서의 TVR(Transmitting Voltage Response), 하이드로

폰의 수신감도 등 측정장비의 설정값과 측정거리 및 실

험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송신단에서는 

NI에서 발생한 신호가 송신앰프를 통과하여 트랜스듀

서에서 발생 되는 음압을 계산하고, 수신단에서는 NI에 

입력된 신호에 수신앰프 증폭 값과 하이드로폰의 수신 

감도를 사용하여 수신된 신호의 음압을 추정하여야 한

다. 이때 수신 측 NI에서 출력된 신호는 수신된 신호는 

소음이 더해져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하이드로폰의 입

력 음압 추정에 그대로 사용하면 결과에 오차가 발생한

다. 따라서 수신 신호의 추정된 SNR이 만약 양의 값인 

경우 신호의 크기가 소음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Transducer Type TVR Fc(kHz) BW(kHz) Dist.(km) Dep.(m) Tx amp(W) Rx_amp(V)

T170 135 5 5 1 35 25 3.16

T303

152 24.5
5 1 35 25 1

5 5 50 45 0.316

147 32
5 1 25 25 1

5 3 45 45 0.1

152 38 5 1 25 25 1

T245
150 44 5 1 25 25 1

143 53 5 1 25 25 1

T49

142 65 5 0.5 35 25 1

138 75 5 0.5 35 25 1

135 85 5 0.5 35 60 1

132 95 5 0.5 35 60 1

Table. 1 Parameters of the transducers used for at-sea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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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NI에 출력된 신호전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음의 값

으로 추정된 경우 수신된 신호전력에 추정된 SNR을 나

눈 값을 사용하여 입력 음압을 추정해야 한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수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을 알아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트랜스듀서에 따라 10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1에는 측정에 사용한 트랜스듀서의 모델명과 주

파수 대역에 따른 측정환경 및 실험장비의 설정값을 정

리하였고, 그림 6에는 각 트랜스듀서의 TVR그래프와 

빔 패턴이 보여진다. 

(a) Neptune T-170
 

(b) Neptune T-303

(c) Neptune T-245
 

(d) Neptune T-49

Fig. 6 TVR and diversity patterns of the transducers

일반적으로 통신 거리는 송수신 앰프의 증폭률 외에

도 주파수와 트랜스듀서의 TVR, 하이드로폰의 수신감

도에 의해 결정되며, 낮은 주파수대역을 사용하거나 

TVR이 큰 트랜스듀서를 사용할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TVR이 낮은 T170은 다른 주파수 대역의 트

랜스듀서에 비해 비교적 낮은 주파수를 사용함에도 송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1km 이상인 환경에서는 수신신

호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어 분석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TVR이 비교적 우수한 T303을 사용한 중심주파수 

24.5kHz대역은 5km까지 분석이 가능한 품질의 신호가 

수신되었다. 그리고 중심주파수 65k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약 500m정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을 실해역 

측정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모의실험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실해역 실험환

경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a) Path Loss of the underwater acoustic channel at Fc = 5kHz

(b) Path Loss of the underwater acoustic channel at Fc = 24.5kHz

(c) Path Loss of the underwater acoustic channel at Fc = 44kHz

(d) Path Loss of the underwater acoustic channel at Fc = 95kHz

Fig. 7 Comparison of path loss between measured and 
simulation results for the underwater acoustic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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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는 측정지역의 환경정보를 입력한 경로손실

의 모의실험결과와 측정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실

해역의 경로손실을 나타내었다. 각 주파수 당 평균 70개
의 실해역 측정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중음향채널의 경

로손실을 추정하였으며, 연속 측정된 5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취한 결과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표 2에는 각 주

파수 대역에서 모의실험과 측정데이터에서 추정된 수

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을 정리하였다.

Table. 2 Measured path loss of underwater acoustic 
channel for different frequency bands

fc
(kHz)

Dist.
(km)

Underwater PL(dB)
(A)-(B)

(A) Simul. (B) Esti.

5 1 -87.4 -122.37 34.97

24
1 -80.89 -118.28 37.39

5 -111.5 -143.55 32.05

32
1 -83.52 -127.95 44.43

3 -108.3 -143.85 35.55

38 1 -85.03 -129.29 44.26

44 1 -86.85 -131.35 44.5

53 1 -89.89 -137.23 47.34

65 0.5 -77.84 -143.80 65.96

75 0.5 -79.59 -135.44 55.85

85 0.5 -81.41 -154.67 73.26

95 0.5 -83.21 -151.49 68.28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의실험과 실측을 통해 추

정된 수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의 차이는 약 32~72dB
의 큰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5kHz이하

의 주파수 대역과 65kHz이상의 주파수 대역의 경로손

실의 오차는 평균 15dB정도 발생하였으며, 높은 주파수 

대역일수록 모의실험과 실해역의 경로손실의 차이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수중음향채널의 경로

손실의 이론적인 수치와 실해역에서 발생하는 경로 손

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측정 장

소는 남해 거제도 지세포항 인근 천해역에서 이루어 졌

으며, 10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

여 실해역의 경로손실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지세포

항 인근해역에서 경로손실은 모의실험결과와 약 32~ 
72dB의 큰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저주파수 대역보다 고

주파수 대역에서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거제도의 특정 해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중음향채널의 경로손실을 도출하였기 때문

에, 남해의 전 지역을 대표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다. 하
지만 본 연구를 활용하여 남해의 다양한 환경에서 추가

적인 측정과 분석이 수행된다면, 향후 남해에서 수중음

향 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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