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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변동에 따른 수중음향 무선통신 채널 특성

요 약 

해양에서 음파를 사용하여 수중통신을 시도할 경우 해양매질

은 음향 도파관(acoustic waveguide)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경우 해양환경의 변동성과 그에 따른 음파와 매질의 간섭에 의

해 수중통신 채널의 변동성이 발생한다. 수중음향 채널은 대역

제한 채널이면서 잔향음 제한 채널이고 강한 도플러 변이 채널

이므로 수신된 통신 신호는 육상통신에 비해 심한 인접 심볼간 

간섭(intersymbol interference)과 위상변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중통신을 시도함에 있어 이러한 해양환경 변동성과 

그에 따른 수중음향 채널 변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수중통신 시스템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중통

신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매질의 기본적 특성에 대해 소개

하고 수중통신 채널과의 상관성 및 환경 변동성에 따른 통신채

널의 변동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수중에서의 무선통신은 음파(acoustic wave)를 사용한다는 면

에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를 사용하는 육상통신과 

구분된다. 큰 제약조건 없이 장거리 전파가 가능한 육상통신과 

달리 수중에서 전자기파는 높은 감쇠 손실로 인해서 거리에 따

른 전달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전파 거리가 매우 짧다. 반면에 수

중에서 음파는 전자기파에 비해 감쇠 손실이 매우 작으므로 주

파수에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까지도 전파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중의 표적을 탐지하는데 

음파가 유일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중음향 시스

템을 SONAR(SOund NAvigation and Ranging)라 한다. 수중

에서 전파되는 음파는 전자기파에 비해 낮은 전파속도를 가지며 

해양매질의 음향학적 특성에 따라 그 진행경로(진행방향)와 크

기 그리고 위상의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현상이 수중통신 채널

의 변화를 야기시켜 수중통신의 성공률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

로 작용하므로, 수중통신 채널의 변화에 따른 통신 성능을 파악

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1]-[4].

육상통신채널과 대비되는 수중통신채널의 특징은 크게 세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해양매질에서의 음파의 흡수손

실(absorption loss)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

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용 할 수 있는 주파수가 낮기 때문

에 수중통신채널은 대역제한(bandlimited) 채널로 특징지어진

다. 이러한 대역제한 수중통신채널을 통과하여 수신된 통신신

호는 시간영역에서 신호확장(signal elongation)되어 다음 심

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음파가 해수면과 해

저면에 의해 반사되거나 수층의 음속구조에 따라 굴절되면서 

다중경로를 통해 전파된 후 서로 다른 시간에 수신되고, 또한 

이러한 다중경로들이 해양매질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게 되므

로 통신채널은 시변동성을 가진다. 이러한 다중경로는 신호의 

ISI(intersymbol interference, 인접 심볼간 간섭)을 야기하여 

통신 성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로는 도플러 

효과에 의한 신호의 변형이다. 수중에서 음파 속도는 약 1,500 

m/s로 전자기파의 속도(약 30만 km/s)에 비해 약 20만배 느리

다. 따라서 송수신기의 상대적 운동이나 해수면의 움직임에 의

한 도플러 효과가 중심 주파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이에 따

라서 수신신호의 주파수 변이나 주파수대역 확장이 발생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의 시공간적인 변동성(계절, 일주, 조

석주기 변화 및 내부파(internal wave), 해수면 움직임에 의한 

변동 등)은 통신 채널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야기한다.

이와 같이 육상통신 채널에 비해 열악한 통신환경을 가지

는 수중통신 채널을 통과한 통신신호는 전파 변동 특성에 의

해 극심한 신호 왜곡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

한 적응 등화기(adaptive equalizer) 기법[5][6] 및 수신기 배열

을 이용한 빔형성(beamforming) 기법[7] 그리고 시역전(time 

reversal)[8][9][10] 등의 통신 기법이 연구 되었고, 이들을 결

합한 수신단 구성이 수중 통신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11][12]. 

본 논문에서는 수중통신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 해양환경의 기

본적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따른 수중통신채널의 특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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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양환경과 음파전달

1. 전달손실

수중에서 전파되는 음파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에너지

를 점차 잃게 되는데 이를 전달손실(transmission loss)이라 

한다. 전달손실은 크게 확산손실(spreading loss)과 흡수손실

(absorption loss)로 나뉘어진다. 구형분산을 가정할 경우 음원

으로부터 송신된 후 거리  떨어진 곳에서 수신된 신호의 음의 

세기(acoustic intensity) 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음원에서 1m 떨어진 거리에서의 음파의 세기이

고 는 수층의 흡수손실 계수(단위, dB/m)이다. 확산손실

은 음파 에너지가 퍼져나감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로써 음파가 

구형분산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 식에서와 같이 음파의 세기

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음파의 흡수손실은 음파에너지

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거나, 해수 중의 비균질성에 의해서 산란

되어 사라지는 손실을 의미하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빠르게 

증가한다[13]. <그림 1>은 Thorp 경험식으로부터 dB/km 단위

로 계산된 흡수손실의 주파수 의존성을 보여준다. 

2. 수심에 따른 음속구조

수중에서 음파는 공기 중에서의 음속 보다 약 5배 정도 빠른 

평균 1,500 m/s로 이동한다. 음속은 수온, 염분과 수심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며, 이에 대한 간단한 예측식은 아래와 같다[14].

   (2)

여기서 는 수층에서의 음속 (m/s), 는 수온 (°C), 는 염분

(‰), 는 수심(m)이다. 음속은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하며 온도와 염분이 일정할 경우 수심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a)>는 천해의 전형적인 겨울철과 여름철 음속구조이

며, 겨울철은 차가운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해 전 수층이 혼합

되어 수심에 따라 거의 일정한 음속구조를 보인다. 반면에 여름

철은 강한 일조량으로 인해 수온약층(thermocline)이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음속구조도 이에 상응하는 구조를 보이게 된다. 

<그림 2(b)>는 심해에서 겨울철과 여름철의 전형적인 음속구

조로써 수백미터 깊이에 최소음속층을 갖는 음향채널층(sound 

channel axis)의 특성을 보인다. <그림 2(c)>는 천해 겨울철 음

속구조 하에서 모의된 음선 추적 예이다. 모의 해역의 수심은 

50 m, 음원 수심은 25 m를 가정하였다. 음원으로부터 송신된 

음파가 해수면과 해저면에서 반사되면서 다중 경로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신된 음파는 해수면의 거칠기로 인

한 산란과 해저면 구성성분에 따른 해저면 반사손실에 의해서 

채널 임펄스 응답(channel impulse response)의 특성이 달라

지게 된다. <그림 2(d)>는 심해 겨울철 음선 추적 예이다. 최소

음속층 수심에 음원이 존재할 경우 음파는 음향채널층 내에 갇

혀 도파관을 형성하면서 역시 다중 경로로 전파하게 된다. 천해

와 심해에서 공히 발생하는 다중경로 현상은 통신신호의 ISI를 

발생시켜 통신성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주변소음

수중음향에서 해양에 존재하는 주변소음(ambient noise)은 

그림 1. 주파수 함수로 표현된 흡수손실 계수.

그림 2. (a) 천해의 전형적인 겨울철(붉은선)과 여름철(파란선) 음속구

조, (b) 심해의 전형적인 겨울철(붉은선)과 여름철(파란선) 음속 구조, 

(c) 천해 겨울철 음선 추적 결과 예, (d) 심해 겨울철 음선 추적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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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주변소음은 해양에 항시 존재하나 주파수 대역별

로 발생기작이 다른 특성을 갖는다. 수중통신에서 주로 사용하

는 주파수를 수 kHz에서 수십 kHz 대역이라고 하면 주소음원

은 해상에서 이동하는 선박소음(주로 수십-수 kHz 대역)과 해

수면에서 발생하는 소음(주로 수백 Hz-수십 kHz 대역)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그림 3>은 Wenz 곡선[15]으로 알려진 외해에서

의 전형적인 주변소음준위 (실선)와 한국근해의 주변소음 모델

[16]로부터 예측된 소음준위 (점선)이다. 한국 근해에서의 주변

소음이 전 주파수 대역에서 외해의 주변소음보다 약 13-16 dB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통신신호의 SNR를 악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해수면 소음은 해수면이 거칠

어질수록 소음준위가 증가하며 이는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과 

파도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쇄파 소음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

는 공기방울의 와해와 공진운동에 의한 소음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광대역 소음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Ⅲ. 수중통신채널

1. 통신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

앞장에서 언급한대로 음원으로부터 송출된 음파는 거리에 따

른 전달손실을 겪으며 전파된다. 확산손실은 주파수 의존성이 

없으나 흡수손실의 강한 주파수 의존성에 의해서 주파수가 증

가할수록 전달손실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주변소음은 <그림 

3>에서 보여지듯이 저주파수 대역에서 더 높은 소음준위를 갖

는다. 

식 (1)에서 전달손실에 관련된 성분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이것을 주변소음의 파워밀도함수 로 나눠주면 SNR의 

거리에 따른 주파수 의존성을 의미하는 인자가 된다[17][18]. <

그림 4>는 외해와 한국 근해에서 예측된   그래

프이다. 한국 근해에서의 주변소음 준위가 약 13-16 dB 높으

므로 SNR은 약 13-16 dB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통신신

호의 SNR은 주파수와 거리의 함수이므로 통신대역폭 역시 거

리와 주파수에 따라 제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거리에

서   그래프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해당

거리에서의 최적 주파수라고 정의한다면 <그림 5>와 같이 거리 

별 최적주파수를 도출할 수 있다[17][18]. 하지만 이 경우는 음

파가 경계면이 존재하지 않은 균질매질에서 구형분산을 가정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제 해양에서와 같이 해수면과 해저면 그

리고 음속구조에 의해 음향도파관이 형성되는 환경에서는 다중

경로들에 의한 음파간섭이 발생하므로 주파수에 따른 통신거리

가 경우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 주파수 대역별 주변소음 준위(실선:외해, 점선:한국 근해)

그림 5. 거리에 따른 최적 주파수 변화.

그림 4. 신호 대 잡음비의 거리에 따른 주파수 의존성
(실선은 외해의 경우, 점선은 한국 근해의 경우).

(a) 선박 밀도에 따른 주변소음 준위 변화

(선박밀도 0은 주변에 선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은 선박 밀도가 최대가 될 경우), 

(b) 풍속에 따른 주변소음 준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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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경로 전파

해양 도파관에서 음파가 다중경로로 전달된 후 수신기에 수신

될 때 각각의 경로는 서로 다른 전달시간을 가지고 수신기에 도

달하게 되므로 통신채널 임펄스 응답(communication channel 

impulse response, )은 각각의 시간 지연(time delay)된 채널 

임펄스 응답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4)

여기서 는 번째 경로의 채널 임펄스 응답이며 는 의 시

간 지연이다. 각각의 채널 임펄스 응답은 해수면과 해저면과의 

간섭에 의해서 그 크기와 위상이 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수

면의 거칠기(rms waveheight)가 통신신호의 파장에 비해 무

시 가능할 정도로 작다면 해수면에 입사한 음파는 다른 방향으

로의 손실 없이 전반사하게 된다. 이 경우 반사계수(reflection 

coefficient)는 -1로써 위상만 180도 달라진다. 하지만 해수면 

거칠기가 신호의 파장에 비해 더 크다면 음파는 해수면에 의해

서 전 방향으로 산란되고 코히런트 성분인 반사신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서 해수면 신호는 반사신호 도

달시간 이후에 신호확장(signal elongation)되는 소위 잔향음

(reverberation)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19]. 해저면 반사의 경

우 수층과 해저면의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서 반사계수가 결정

이 되며 이에 따라 반사신호의 크기와 위상이 변화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을 해저면 손실(bottom loss)라고 하며, 해

저면 구성성분의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해저면 손실은 증가하

게 된다. 또한 해저면 거칠기의 정도에 따라 해수면과 마찬가지

로 반사와 산란 성분이 공존하게 된다[20].

<그림 6>은 2002년 동중국해에서 실시된 ASIAEX(Asian 

Seas International Acoustics Experiment)에서 8-16 kHz 

LFM(linear frequency modulation) 신호를 사용하여 측정한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channel intensity impulse response)

이다[19]. <그림 6(a)>는 해상풍 풍속이 7 m/s일 경우이고 그

림 6 b)는 5 m/s일 경우의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이다. 측정 당

시 수심은 약 105 m였으며, 음원과 수신기 수심은 각각 25 m

와 52 m였고, 음원과 수신기 거리는 416 m <그림 6(a)>와 456 

m <그림 6(b)>였다. 실험 당시 수층의 음속은 표층에서 약 25 

m까지는 약 1530 m/s로 일정했고, 수심 70 m까지는 수온약층

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다가 이후부터는 약 1518 m/s로 일정

한 전형적인 여름철 천해 수온구조를 보였다. 해저면은 약 1635 

m/s의 음속을 갖는 하부 퇴적층과 1 m 두께의 1560 m/s의 음

속을 갖는 세립사질(fine sand) 표층퇴적층의 이층구조 해저면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0]. <그림 6>의 굵은 회색선은 측정된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으로 LFM 신호의 정합필터링(matched 

filtering)으로부터 추정되었고, 검은 실선은 모델링 결과이다 

(상세한 모델링 과정은 참고문헌 [19] 참조). 각각의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은 직접파를 기준으로 정규화된 결과이다. 풍속이 

7 m/s일 경우가 5 m/s일 경우에 비해 직접파와 해수면 반사파

의 세기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7 m/

s의 풍속에서 해수면이 더 거칠어짐에 따른 반사성분의 감소와 

5 m/s 경우의 음원과 수신기간의 거리가 더 먼 관계로 수온약

층을 통과하는 직접파의 굴절효과에 의한 큰 전달손실 영향이 

합쳐진 결과로 판단된다. 해수면 반사파의 신호확장이 5m/s일 

경우에 비해 7 m/s에서 더 큰 것을 측정 결과와 모델링 결과에

서 공히 확인할 수 있다.

3. 통신채널의 시변동성

해양환경의 시변동성은 계절에 따른 장주기 변동부터 단시간

에 빠르게 변동하는 해수면 움직임까지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

이 존재하며 이러한 환경 변동성은 통신채널의 변동성을 야기

한다. 특히 해양환경의 단주기 변동성은 통신채널의 시간에 따

른 상관시간(coherence time)을 짧게 만들어 통신채널 추정을 

어렵게 만든다[21][22]. 

<그림 7>은 2013년 10월 통영 인근 해역 (수심 약 30 m)에

서 측정된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 결과이다. 송수신기간 수평거

리 약 115 m였으며 음원을 27.5 m 수심에 고정한 후 수신기 수

심 6.3 m와 23.3 m에서 중심 주파수 12 kHz와 밴드폭 4 kHz

를 갖는 LFM신호를 이용하여 3분 동안의 채널세기 임펄스 응

답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7(a)>와 <그림 7(b)>는 수신기 수

심 6.3, 23.3 m에서의 측정된 시간에 따른 채널세기 임펄스 응

답과 고유음선 추적 결과이다. 

그림 6. ASIAEX에서 측정된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과 모델링과의 비교(참고문헌[19]에서 발췌)

여기서 D, S, B, S-B, B-S, S-B-S는 각각 직접파, 해수면 반사파, 해저면 반사파, 해수면-

해저면 반사파, 해저면-해수면 반사파 그리고 해수면-해저면-해수면 반사파. 측정된 채

널세기 임펄스 응답은 20번 수신된 LFM 신호의 정합필터링 결과의 포락선 평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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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첫 번째 수신되는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은 직접

파와 해저면 반사파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 뒤를 이어서 수신되

는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은 해수면 반사파와 관련된 다중경로

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첫 번째 수신되는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

은 시변동성이 작은 것에 반하여 해수면 간섭과 관련된 경로들

의 경우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무척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음파의 파장에 비해 해수면 거칠기가 큰 경우 해수면 

반사신호는 산란성분만 살아남게 되며, 이 경우 산란신호는 랜

덤신호로 가정할 수 있다. 시간-주파수밴드의 곱이 1인 신호가 

랜덤한 경계면에서 산란될 경우 데시벨 단위에서의 표준편차는 

약 5.6 dB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23][24]. 즉, 일반적으로 10 

kHz 이상의 고주파 통신신호를 이용하여 실제 해양에서 수중

통신을 시도할 경우 해수면 간섭과 관련이 있는 다중경로 신호

들(예, S, S-B, B-S, S-B-S 등)은 매 통신신호 마다 5.6 dB

의 표준편차를 가지고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채널의 시변동성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내부파를 들 

수 있다. 수층 내부를 통해 전파되는 내부파는 일반적으로 수온

과 염도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밀도가 다른 두 수층 경계면에

서 발생하는 파동을 의미한다[25]. 해양에서는 수온약층에서 큰 

밀도차를 보이므로 해양에 발생하는 내부파는 주로 수온약층의 

음속구조의 시공간적인 변동을 야기하며 이는 통신채널의 시변

동성을 유발한다[26].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음선이론 기반의 음전달 모

델을 이용한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 모의를 실시하였다. <그림 

8(a)>는 2009년 7월 동해시에서 약 10 km 떨어진 해역에서 써

미스터체인(thermister chain)을 이용하여 측정된 시간에 따른 

수심별 음속 구조이다[27]. 내부파에 의해 수온약층 부근의 음

속구조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널 모

델링을 위하여 내부파가 활발히 존재하는 시간구간과 내부파가 

미약한 시간구간을 <그림 8(a)>와 같이 설정하였다. 수층 수심 

121 m를 가정한 후 송수신기간 수평 거리 1.26 km에서 음원과 

수신기 수심을 동일하게 60 m에 위치시킨 후 음선모델 기반인 

벨홉(Bellhop)[26]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채널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강한 내부파 패킷(internal wave packet)이 존재하는 

시간 구간에서는 내부파로 인한 음파의 하향굴절 영향으로 직

접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모의된 반면<그림 8(b)>, 내부파

의 영향이 작은 경우<그림 8(c)>에서는 비교적 강한 직접파가 

수신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이와 같이 내부파의 시공간적인 

변동성은 시간에 따른 다중 경로 채널의 변동성을 야기하여 통

신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4. 통신채널의 공간변동성

통신채널은 시변동성 뿐 아니라 송수신기의 위치에 따른 공간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통영 인근 해역에서 송수신기의 공간

적 배치 변화에 따른 수중 통신 채널 특정 실험이 수행되었다. 

고정형 송신기는 해저면(수심 약 30 m)으로부터 약 2.5 m에 고

정하였고 총 4개의 수신기(6.3 m, 16.3 m, 19.3 m, 23.2 m)와 

그림 7. 측정된 시간에 따른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 

좌)과 고정된 송수신기에서 고유음선 추적 결과 (우). 

(a)와 (b)는 각각 수신기 수심 6.3 m와 23.3 m에 대한 결과.

그림 8. 내부파의 시공간적인 영향에 따른 시변 채널 변동성

(a) 시간에 따른 음속 구조 변화(붉은 박스 영역: 강한 내부파 패킷이 존재하는 구간, 검

은 박스 영역: 내부파의 영향이 작은 구간), (b) 내부파 패킷이 존재하는 구간에서의 시변 

채널 모델링 결과, (c) 내부파 패킷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서의 시변 채널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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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송수신기간 수평거리(115 m, 300 m, 525 m)에 대한 실

험이 수행되었다. 채널 측정 실험 시 음속 구조의 수심에 따른 

변화는 1504-1510 m/s의 범위 내에서 수심에 따라 일정한 음

속 구조를 보였다. 

<그림 9>는 송수신기간 수평 거리가 115 m로 고정일 때 수

신기 수심에 따른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의 변화 및 고유음

선 추적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a)-(d)>는 각각 송신기 수

심 27.5 m와 수신기 수심 6.3 m, 16.3 m, 19.3 m, 23.2 m

의 경우에 해당한다. 실험 해역의 해저면은 평균입도 6 [여기

서 , 는 입자반경(mm)이고 는 참고길이

(reference length)로서 1 mm 길이에 해당한다]인 해저면 반

사손실이 큰 해저면으로 직접파와 해수면 반사파가 우세한 채

널 특성을 보였다. 송신기가 해저면에 가깝게 위치하였으므로 

수신기의 위치가 깊어질수록 직접파와 해수면 반사파의 도달시

간 차이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송신기 수심 27.5 m, 수신기 수심 16.3 m에서 

송신기와 수신기간 수평거리(115 m, 300 m, 525 m) 변화에 따

른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이다. <그림 9>와 마찬가지로 높은 해

저면 반사손실로 인하여 직접파와 해수면 반사파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송신기와 수신기간 수평거리가 멀어질수록 다중경로

들의 도달시간차가 줄어든다. 하지만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해

저면 반사손실에 의해 무시 가능하였던 다중경로들의 영향이 

커지면서 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경로들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9][30]. 이와 같이 송신기

와 수신기간 기하학적 위치에 따라 통신 채널 특성이 변동하게 

되고, 이는 통신 성능의 변동성을 야기하게 된다.

5. 도플러 효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중에서 음속은 전자기파의 속도

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송수신기의 움직임이나 해수면 파동 

등 전파매질에 의한 도플러 효과가 전자기파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크게 작용하며 이에 따라 수신신호의 주파수 변이나 확장이 

발생한다. 이러한 도플러 효과에 의해 수신된 통신 신호의 위

상은 송신신호의 위상과 달라져서 심볼동기화를 어렵게 만든

그림 9. 수신기 수심 변화에 따른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 변화와 고유음선 추적 결과

그림 10. 송수신기간 수평거리 변화에 따른 실측 채널세기 임펄스 응답 변화와 고유음선 추적 결과

(a) 수신기 수심 6.5 m, (b) 수신기 수심 16.3 m, 

(c) 수신기 수심 19.3 m, (d) 수신기 수심 23.3 m

(a) 송수신기간 수평거리 115 m, (b) 송수신기간 수평거리 300 m, (c) 송수신기간 수평거리 525 m
그림 11. 음원이 수신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측정된 중심주파수 9099 Hz인 CW 신호의 주파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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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러한 도플러 효과로부터 위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PLL(Phase Locked Loop)이 사용된다[31][32][33]. 

<그림 11>은 2015년 5월 제주도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 100 

km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미국 스크립

스 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된 SAVEX15(Shallow Water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2015)에서 측정된 신호 

중 하나이다[34]. <그림 11(a)>와 <그림 11(b)>는 각각 수신

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예인 음원을 사용하여 수신된 1 s 길

이의 9099 Hz CW(continuous wave) 신호의 스펙트로그램

(spectrogram)과 스펙트럼 준위이다. 음원이 수신기로부터 멀

어지는 방향으로 1.5 m/s의 속도로 예인되면서 신호를 송출하

였고, 송수신기간 수평거리는 약 1800 m였다. 음원을 예인 하

면서 CW 신호를 연속적으로 송신하였으므로 다중 경로들이 시

간에 따라 분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신신호는 음원의 중심주

파수에 비해 약 9 Hz 저주파수 대역으로 변이되어 수신된다<그

림 11 (a)><그림 11(b)>.

Ⅳ. 수중 시역전 통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중 채널을 통과한 통신 신호는 다

중경로 채널 특성에 의해 왜곡되어 수신기에 수신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채널 등화기 기법과 수신기 배

열을 이용한 빔형성 기법 및 시역전 등의 통신 기법이 적용된

다. 채널 등화기는 크게 선형 등화기와 적응 등화기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선형 등화기는 선형 필터를 이용하여 왜곡된 채널

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구조가 간단하여 연산량이 적다는 장점

이 있으나 ISI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여 성능 향상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적응형 등화기는 선형 등화기에 궤환 필터를 추

가시킨 구조로 ISI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궤환 필터로 인하여 연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또한 

등화기 기법에 경우 정확한 채널 추정이 요구되므로 지연확산

에 따른 채널 탭 수를 결정하는데 복잡성이 존재하고, 탭 수에 

따른 연산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을 가진다[5][6]. 이와 같은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90년대 후반부터는 신호처리 기법을 이

용하여 ISI 제거하는 방법 연구로부터 수신기 배열을 이용하여 

ISI를 공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공간 다이버시티 이득을 높이

는 시역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8]-[12]. 

시역전 기법은 1970년대 가역성(reciprocity) 원리에 근거하

여 광학분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 수중음향 

분야에 소개된 이후 수중통신 분야로 확대 적용되었다[35][36]. 

수중 시역전은 수중 채널 자체를 자기등화기(self-equalizer)

로 이용하는 기법으로 원리에 따라 능동 및 수동 시역적 기법으

로 구분한다. 능동 시역전 기법은 송신기에서 송출된 음파를 배

열 수신기에서 수신하고, 이를 시간 영역에서 시역전시켜 역전

파(back-propagation)시키는 양방향 전파과정을 통해 수중 채

널응답의 정합필터링을 수행하여 송신기 위치로 음파를 재집속

시키는 원리로 주로 수중 표적의 탐지 연구에 주로 응용되었다

[35][36]. 수동 시역전 기법은 양방향 전파 과정을 수행하는 능

동과는 다르게 한 방향에 대한 전파만을 이용하여 음파를 집속

시키는 원리로 주로 수중 통신 분야에서 응용 되었다[8]-[12]. 

이러한 시역전 기법의 장점은 해양환경 채널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배열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를 시·공간적으로 집속시

킴으로써 신호전달에서 발생하는 다중경로에 의한 신호의 상호 

간섭과 같은 왜곡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기존 연구 수행된 

등화기 기법과 결합함으로써 통신 성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다. 배열 수신기를 이용한 수동 시역전 기법의 간단한 모식도는 

<그림 12>와 같다. 

송신기에서 송출된 음파 는 수중 채널 을 통과한 후 

수신기에 도달하므로 번째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 는 아

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5)

여기서 ✽는 컨볼루션(convolu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역

전된 채널 와 수신 신호들과의 컨볼루션 합을 이용하여 

다중경로 채널이 제거된 집속 신호 를 도출 할 수 있다[9].

                 (6)

수동 시역전 기법을 이용한 통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모의 환경으로 수심 100 m의 천해 환

경에서 송신기 수심 10 m, 수신기는 총 16개로 구성한 후 수심 

50 m를 중심으로 20 (중심 주파수 8 kHz) 간격으로 수직적으

로 배열시켰고, 송수신기간 수평거리는 500 m, 음속은 전체 수

그림 12. 수동 시역전 기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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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대해 1500 m/s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고, 해저면 저질 평

균입도는 1.0 (coarse sand)로 다중 경로 채널이 복잡한 환경

을 가정하였다. 통신 신호 구성은 6 ~ 10 kHz 대역의 LFM 신

호를 탐침(probe) 신호로 사용하였고 1.3 kbps의 전송률을 가

지는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를 데이터 신호로 구

성하였다. 

<그림 13>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송신기에서 송출된 음파가 

다중 경로 채널을 통과하여 수신기 1과 16에 수신되는 고유음선 

추적결과이다. 송신기의 수직 빔폭(±45°)을 고려했을 경우 총 

8개의 다중경로 통신 채널이 도출되었다. <그림 14(a)>는 다중 

경로 채널이 포함된 총 16개 수신기에서의 수심에 따른 수신신

호이고, <그림 14(b)>는 탐침 신호의 정합필터 과정을 통해 도

출된 채널 임펄스 응답의 결과로 수신기 수심에 따라 다중경로 

채널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a)>는 수심 50 m에 위치한 수신기에서 통신 알고

리즘과 선형 등화기를 이용하여 복조 된 통신 성능이고, <그림 

15(b)>는 수동 시역전 기법을 사용하여 다중 경로 채널이 제거

된 집속 신호를 도출하고 통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조 된 통

신 성능 결과이다.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등화기를 이용하여 도

출한 통신 성능(BER : 3.4%) 보다 시역전 기법만을 이용한 통

신 성능(BER : 0%)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통

신 채널의 시공간적 변동성으로 인해 실제 해양환경에서는 시

역전 기법만으로는 기대에 미치는 통신 성능을 도출하기는 쉽

지 않다. 따라서 시역전 기법을 이용하여 ISI를 최대한 제거한 

후 남아있는 ISI 영향을 적응 등화기로 제거하는 복합적인 기법

이 최근 수중음향에서는 사용되는 추세이다[11][12].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육상통신채널과 대비되는 수중통신채널의 특

성과 시공간적 변동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해양환경은 여러 가

지 요인(계절, 일주, 조석주기에 따른 변동성 및 내부파와 해수

면 움직임에 따른 단주기 변동성 등)에 의해서 시공간상에서 변

동성이 매우 크다. 또한 수중에서의 음속은 전자기파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매우 느리다. 따라서 수중통신채널을 통해 전파된 통

신신호는 매질 변동성에 따른 왜곡이 육상통신에 비해 크며, 이

러한 원인으로 인해 수중통신은 만족스러운 성능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통신채널의 세가지 대표

적 특징인 대역제한 채널, 다중 경로 채널, 도플러 변이 채널에 

대해 살펴보았고, 해양환경 변동이 수중통신 채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중통신에서는 다중경로로 인한 ISI를 제거하기 위해 시역

전 기법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으나 수중에서 어레이로 구성된 

수신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역전 기법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따른 수중 통신 채널의 변동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

가 수중통신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림 14. (a) 배열 수신기에 수신된 모의 신호, (b) 채널 임펄스 응답 결과

그림 15. (a) 등화기 기법을 이용한 통신 성능, (b) 시역전 기법을 이용한 통신 성능그림 13. 모의 환경에서 22 m 수심의 채널 1과 
78 m 수심의 채널 16에 대한 고유음선 추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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