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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블을 이용한 보안 솔루션의 기술들은 아직까지 확실한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  

음향 감지를 통한 보안 시스템 역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오 경보  감지 실패 등의 완벽한 방어 기술을 확보

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  음향 통신의 수  음향통신 채 에 한 4가지 특성을 조사한다. 한 수 에서 음향 신호 

분석을 통한 이블을 이용한 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서 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 해  이블의 신

호 특성 분석과 잡음 분석을 수행한 후 이를 실제 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ABSTRACT

Security solutions using fiber-optic cable have not yet secured a solid technical stability, through which the Acoustic detection 

security system also did not have a complete defense techniques such as false alarm and detecting fail due to a number of 

variabl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4 characteristics for the channel of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We also construct detection 

system as a construction method for security system using optical cable through the analysis of acoustic signal in underwater. We 

perform analysis of signal characteristics and noise of underwater optical cable, and then we confirms the possibility of real 

application.

키워드

Optical Cable, Acoustic Signal, Security, Underwater Communication

이블, 음향 신호, 보안, 수  통신 

* 남 학교 자통신학과(oaksuro@paran.com),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jglee@kisti.re.kr)

***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 남 학교 자통신학과(kim1000s@chonam.ac.kr)

수일자 : 2015. 07. 06                      심사(수정)일자 : 2015. 09. 13                  게재확정일자 : 2015. 09. 23

Ⅰ. 서 론

수  음향 통신은 매질의 극심한 환경 변수와 다양

한 잡음들의 향으로 인하여 실질 인 상용화를 

한 연구와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어군 탐지, 단

거리의 제한된 용도와 군사용 등의 특수한 목 을 가

진 일부 역에서 실용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블을 활용한 침입  근 감지 보안 시스템

은  세계 으로 최근 활발한 기술 개발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미국, 국, 이스라엘, 호주 등

지에서 집 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진 상황이

며, 군부 , 주요 랜트, 공서, 이 라인, 요 요

인 거주지역 등 요 시설물 보호를 하여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 되고 있다[1]. 국내에서도 납과 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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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북으로부터 울타리와 

해 를 통한 침입과 침투에 응하여 이를 감시·감지

하는 목 으로 여러 유형의 감시·감지 시스템이 개발· 

용되고 있다. 

수 에서 이블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은 주로 

활한 토를 지니고 있는 동 산유국에서 유류 운

송 이 라인의 보안이나 안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블을 사용한 수 용 보

안 시스템은 주로 이블의 음향(acoustic) 특성을 

이용한다. 수 에서 이블의 음향 특성을 이용하기 

해서 수 의 음  채 에 한 특성 분석이 필수

이며 역 장거리 해  이블의 다양한 수  음

 채 의 특성을 집 화하여 이블을 통한 보안 

 수  채  품질 확장의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

[1-2]가 있으나 실제 수  통신에 용하기에는 아직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  음향 채 에서 수  음향

통신 채 에 한 4가지 특성을 조사한다. 한 수

에서 음향 신호 분석을 통한 이블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

에서의 음향 신호를 분석한다. 한 해  이블

의 신호 특성 분석과 잡음 분석을 수행한 후 이를 실

제 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Ⅱ. 수  음향 통신 채 의 특성

수  음향 통신채 은 육상통신 채 과 달리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채 이 

이질 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주로 고체나 기체의 입

자들에 의해서 수 의 이질성, 도 그리고 온도 기술

에 의해서 수  채 의 불완 성이 나타난다[10].

일정한 바닷물의 이동, 해  바닥, 해수표면과 같은 

채  경계들은 수  음향통신 채 의 복잡성을 더욱 

더 증가시킨다. 이러한 복잡한 채  특성의 향은 크

게 강한 다  경로와 도 러 상으로 나타낸다. 다  

경로와 도 러 상들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변화하는 시변(time varying) 특성을 가진

다. 수  채 에 한 복잡성은 4가지의 에서 정

의할 수 있다.

a) 간섭과 반향 

b) 기하학 인 왜곡과 흡수에 기인한 송 손실

c) 환경 잡음

d) 송신기와 수신기사이의 상 인 이동으로 인한 

도 러 확산

이상의 4가지 내용은 수 통신에 이블을 이용

한 보안 시스템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한다.

2.1 간섭과 반향

수  음향 통신 채 에는 해 면과 해표면에서 반

사 가 발생한다. 이는 불완 한 경계 조건에 의해 보

다 복잡한 형태로 발생되며, 수  통신 경로의 복잡성

으로 주신호의 시간 분산을 일으키기도 한다. 고주  

역에서는 주신호 반사 에 의한 간섭과 주  

역에서는 공간장에 의한 지속  간섭신호가 고려 

상이 된다. 간섭과 반향에 의한 경로 손실은 식(1)과 

같이 표 된다.  

  log (1)

여기서 R은 방사원 에서의 거리, f는 주 수,  α(f)

는 흡수 계수의 함수이며 단 는 dB이다.

2.2 기하학 인 왜곡과 흡수로 인한 송손실

음 의 세기는 기하학  확산과 흡수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 을 하는 동안 감쇠된다. 수 에서 음

의 감쇠는 RF(: Radio Frequency) 자기 에 비해

서 무시될 수 있지만 수 에서 흡수되는 에 지의 손

실은 상당하다. 채 에서 발생하는 송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음향신호 달 과정의 기

하학 인 특성에 의한 경로 손실과 매질의 특성에 따

른 흡수 상이며, 식(1)에서와 같이 송거리와 흡수

계수에 따라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식(2)에서 흡

수 계수의 구성 요소를 각각 나타내었다.

 
  

  

(2)

식(2)의 우변의 항은 순서 로 붕산, 황화마그네슘, 

성에 의한 흡수를 나타낸다. 성의 향은 물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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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의한 것이고 10kHz 미만 주 수에서는 붕산의 

향이 지배 이며, 10kHz 이상 100kHz미만에서는 황

산마그네슘의 향이 지배 이다. 계수들은 음속 

c(m/s), 수온 T(℃), 염도 S(‰), 깊이 D(m)의 함수이다.

2.3 환경 잡음

복잡한 수  음향 통신의 환경에 의해 기존의 통신 

기술들의 용에 데이터 송률  신뢰도, 거리 등의 

한 제약이 필수 이다. 다  경로와 시변 효과에 

응하는 비교 분석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하며, 환경 

잡음 심 역은 주 수에 따라 일반 으로 감소하

므로 주 수별 차등된 분석 알고리즘을 용한다. 해

변 환경이나 수  작업장은 깊은 해  환경보다 잡음

이 더 많다. 실질 인 해  이블에 있어서의 수  

환경 잡음은 역 장거리임을 감안하여, 가장 취약

한 지 을 선별하여 분석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함

이 합리 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잡음 향을 단순

화하기 하여 1kHz ∼10KHz 구간만을 모델링하며, 

수심과 잡음 벨이 반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식(3)-식

(5)를 유도하 다.

    (3)

    (4)




×







(5)

여기서 식(3)과 식(4)는 각각 200m 수심과 3,400m 

수심에서 잡음 벨을 주 수 함수로 표 한 식이다. 

식(3)과 식(4)를 이용하여 식(5)과 같이 수심과 주

수에 따른 잡음 벨 식을 유도하 다[11].

2.4 도 러 확산

수  채 에는 송수신 시스템의 이동이나 간 해

수의 이동에 의해 주 수 천이가 발생한다. 기타 의 

여러 손실 요인과 송수신 시스템 특성으로 발생되는 

역폭 손실을 이러한 도 러 확산이 더욱 가  시킨

다. 각 시스템 특성에 맞는 보호 역과 여유율 확보

의 필요성이 요한 이슈가 된다. 수신된 신호를 r(t)

라 하면 도 러 확산 신호는 식(6)과 같다.

   (6)

여기서 s(t)는 송신된 신호를 r(t)는 도 러 주 수 

천이된 신호를 각각 나타낸다[12].

Ⅲ. 수 에서 음향 신호 분석을 통한 
이블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구축

3.1 이블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구축

본 논문에서는 이블에 혼입되는 Acoustic 신호

를 분석하여 여러 상황의 결과치를 도출하여 해  

이블의 손망실 감지, 오일, 가스 이 라인 감지 

 모니터링, 펜스, 울타리 경계 감지, 주요 자산의 보

호 감지 등에 용하기 한 방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1. 수 에서 이블 감지 시스템의 이블 구조

Fig. 1 FOC structure of the FOC sensing system in 
the underwater 

그림 1에서 제시한 방법은 음향 신호의 패턴 데이

터를 수집하여 유사 패턴을 집  분석해 내는 기술을 

활용한다. 한 이블에 유입되는 음향신호는 주 

감지 장비로 분석  표출되며, 신호의 패턴에 따라 

주변 상황을 경보하며 다양한 모형으로 구축이 가능

하다. 이 시스템은 유사 시스템인 자력식 이블 감지 

시스템과  망 시스템 등과 각각의 장단 을 보완하

며 상황에 맞은 솔루션으로 채택 활용되고 있다[4]. 

제시한 이블 감지 시스템은 별도의 이블 

구축이 필요 없으며, 기존의 이블을 활용하여 보

안 시스템 추가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 으로 특화된 

장소와 시설물들에 용할 수 있다. 이는 해  환경에

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신호의 분석이 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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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6-7]. 

3.2 음향 신호 분석

음향 신호의 분석은 집 된 데이터의 그룹핑  유

형 분류 분석이 핵심을 이루며, 장에 맞은 

Customizing이 시스템 성능 구 에 가장 요한 변수

이다. 각각의 성능은 제조사들의 제품마다 상이한 결

과를 표출하며, 주요 기능은 근 감지  근 형태

를 표출함에 있다. 이는 어떠한 물체가 근 하는가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기술이

며, 이를 통하여 주요 시설물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는 행동인지를 구분해 내기 함이다[8-10]. 

본 논문에서는 그림2와 같은 신호 스펙트럼을 사용

하 으며 이를 통하여 그림 3과 같은 음향신호 패턴

을 얻었다.

그림 2. 음향 신호 스펙트럼 

Fig. 2 Acoustic signal spectrum example

그림 3. 음향 신호 패턴

Fig. 3 Pattern of acoustic signal

3.3. 해  이블의 신호 특성 분석

해  이블의 신호 특성 분석을 해서는 음향 

신호를 인가하여야 하여 음향 신호 인가 원리를 그림 

4와 같이 나타내었다.

Optical

Source

Acoustic

Sensor

Signal

Detector

Acoustic 
Signal

그림 4. 음향신호 인가 원리

Fig. 4 Principle of using acoustic signal

음향 신호 인가 원리는 원이 음향 신호 센서와 

연결되고 이는 신호 검출기와 연결되며 여기에 음향 

신호가 음향 신호 센서에서 검출되도록 인가하는 구

조로 구성된다. 특정한 원 신호에 음향 신호가 합쳐

진 형을 아래 그림 5에 나타냈다. 이는 주 수 

15kHz에서 정  음향신호와 신호의 혼입에서 음

향신호 형 추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15kHz에서 1:3 커 러를 통해 검출된 신호

Fig. 5 The detected hydrophone signal waveform using 
1:3 coupler in the 1kKHz

그림 5에서 검출한 신호와 해  이블의 신호 

특성 분석을 해서 그림 6의 수  이블 감지 네트

워크를 통하여 이블의 신호 데이터의 집 과 특

이 사항을 감지 할 때 음향 신호의 패턴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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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결과는 단일모드 섬유에서 1,548.7nm 

심 장을 사용하고, 음원 1Hz∼20KHz 가변 수  스

피커를 통하여 음향 신호를 인가한 2m×1m×1.5m 수

조 실험의 결과 형이다[13].

그림 6. 수  이블 감지 네트워크

Fig. 6 Underwater wired sensor network

본 논문에서는 해  이블의 신호 특성은 지상 

이블 특성과 거의 동일하며 이에 수  음향 인입 

데이터 축출과 분석하 다. 이블은 음향 신호 인

입용의 별도의 이블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용 

이블을 사용하며 유사 패턴의 신호 그룹을 감지 시

스템 데이터 DB에 연동 시킨다.

3.4. 해  이블의 잡음 분석

수  잡음의 유형은 매우 복잡 다양하며, 주요 원

인은 수  생물에 의한 잡음과 지진  기상으로 인

한 잡음이 주요 잡음으로 발생된다. 수 에서 인입되

는 환경 잡음은 주 수 역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며, 역별 특이한 패턴의 유형을 분류 정의하

는 것이 가장 요한 시스템 성능 구 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림 7. 바다메기 음원의 신호 분석

Fig. 7 Signal analysis of the sound of a sea catfish

그림 7은 특정 바다 생물(바다메기)의 음향 신호의 

를 나타낸다. 한 그림 8은 의 바다메기 신호에 

다른 신호가 유입되었을 경우 원 신호를 추출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8. 새로운 신호 발생 시 신호 추출

Fig. 8 Signal extraction when a new transient signal is 
added

그림 8의 (a)에서와 같이 1.13∼1.33 s 구간에서 새

로운 신호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표  신호를 사용하

여 (b)와 같이 포락선 검 를 하고 새로운 신호의 표

 신호로 하여 포락선 검 는 (d)와 같다. (c)와 (e)

는 새로운 신호와 필터링된 신호의 력스펙트럼을 

나타낸다[14]. 

이와 같이 수  이블에 혼입되는 여러 음향 신

호는 각각의 표  신호의 축 된 데이터를 통하여 검

  이상 유무를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림 9는 바다메기의 와 같이 수  잡음을 일으

키는 원인들의 범 와 발생 객체  주 수 범 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심사는 란 선과 같이 수  

형 생물체와 인  수  구조체이다. 그림 9와 같

이 인  잡음의 패턴과 생물체 잡음, 환경 잡음의 

강도  주기 패턴은 큰 범주 내에 종류별 특성을 띄

고 있으며, 패턴을 벗어나는 이상 상을 추가 집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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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수  잡음 주 수 범

Fig. 9 Range of frequencies of underwater noise

그림 10은 해  이블의 복잡 다양한 잡음 신호

의 유형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측정 신호 범  내에

서 큰 그룹의 특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목

표 신호를 축출해 낼 수 있다. 목표 신호는 몇 가지 

패턴을 고려하여 생성하며, 정의되지 않은 신호도 그 

의 하나로 그룹화 되어야 한다. 기 목표 신호의 

생성은 기본 데이터 축 을 해, 별도 신호 발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그룹화 되는 신호들의 패턴은 

주기 으로 변형  추가 업그 이드가 반드시 필요

하며, 오류감지  감지 실패 등의 유형 분석도 필수

이다. 

그림 10. 수  잡음의 원인

Fig. 10 Ambient noise sources in the sea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  음향 채 에서 수  음향통신 

채 에 한 4가지 특성인 간섭과 반향, 기하학 인 

왜곡과 흡수에 기인한 송 손실, 환경 잡음, 송신기

와 수신기사이의 상 인 이동으로 인한 도 러 확

산을 조사하 다

한 수 에서 음향 신호 분석을 통한 이블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 에서의 음향 신호를 분석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수  이블 감지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해  이블의 신호 특성 분석과 잡음 분석을 수

행하 으며 바다 메기를 기반으로 신호 분석과 잡음

과의 계를 분석하고, 이 분석을 기 로 수  잡음 

주 수 범 를 추정하 다. 앞으로 더 많은 수  잡음 

주 수 범 를 계산하고 이를 실제 용하는 것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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