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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중음파통신시스템은 수중환경 모니터링, 수중자원탐

사, 군사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하다. 하지만 수

중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긴 전송지연, 대역폭의 제

한, 높은 에러율 등과 같은 통신 제약과 감쇠(attenuation),

일그러짐(distortion), 잡음(noise)이라는 통신 장애가 발생

한다[1-3].

해양환경에서의 잡음은 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펌프나 모

터 등과 같은 장비를 작동시킴으로써 통신에 영향을 주는

인위 잡음과 조류, 해류, 폭풍, 바람, 강우에 의해 변경된

물의 흐름이 통신에 간섭을 주는 주위 잡음이 있다[1].

본 논문에서는 통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주위 잡음 중

바람과 배에 의해 발생되는 파도가 수중 통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2. 본론

경기도에 위치한 한강에서 수심별 수신된 신호세기 값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을 측정하기 위해

송수신 간의 거리를 10m로 두고 송신 신호세기 값을 0.1

로 설정한 후, 총 100회 송수신하는 일대일 수중음파통신

을 실시하였다.

실험 당시 바람으로 생긴 약 5cm 높이의 파도에서는 통

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끔 배가 운행될 때 생기

는 약 50cm 높이의 파도에서는 물리계층(Physical layer)

에서 확인 가능한 프리엠블 오류(Preamble error)가 발생

하였다. 그림 1에서 수신된 신호세기 값 ‘0’은 오류를 의미

하며, 전송횟수 36, 56, 66, 73, 74, 75, 79, 85, 89, 97, 98,

99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에서 만들어진 파도의 경우 바다의 파도와는 달리 파

도의 높이가 낮고 파장과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림 1

과 같이 장기간 통신에 영향을 주어 여러 번의 오류가 발

생한다.

전송횟수 85부터 89까지 연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

고 85, 89에서만 발생된 불연속 오류는 파도의 높고 낮음

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다.

그림 1. 수신된 신호세기

3. 결론 및 향후 연구

경기도에 위치한 한강에서 일대일 수중음파통신을 실시

하여, 수심별 수신된 신호세기 값과 오류를 확인하였다.

데이터를 통해 바람으로 생긴 약 5cm 높이의 파도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배로 인해 생긴 약 50cm 높이

의 파도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또한, 배가 지나갈 때

생기는 파도는 파장과 주기가 길기 때문에 장기간 통신에

도 영향을 준다.

향후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 파도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파도의 높이에 따라 얼마나 수

중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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