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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수중 IoT 네트워크에서 센서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네트워크의 처리량을 향상하는 수중 링크 

적응 방법을 제안한다. 링크 적응 방법의 하나인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기술은 SNR(Signal 

Noise Rate)과 BER(Bit Error Rate)의 강한 상관관계를 이용하지만, 수중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수중 환경에 적합한 머신러닝 기반의 AMC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MCS(Modulation Coding and Scheme) 

예측 모델은 수중 채널 환경에서 목표 BER 값을 달성하기 위한 통신 방법을 예측한다. 예측된 통신 방법을 실제 

수중 무선 통신에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높은 정확도의 BER 예측 모델을 사용

해 MCS 예측 모델의 성능을 확인한다.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AMC 기술은 통신 성공 확률을 올림으로써 머신러닝

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주제어 : 링크 적응, ACM, 분류 모델, 머신러닝, 수중 IoT 네트워크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link adaptation method for Underwater Internet of Things (IoT), 

which  reduces power consumption of sensor nodes and improves the throughput of network in 

underwater IoT network.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AMC) technique is one of link 

adaptation methods. AMC uses the strong correlation between Signal Noise Rate (SNR) and Bit Error 

Rate (BER),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in underwater IoT as it is. Therefore, we propose the machine 

learning based AMC technique for underwater environments. The proposed Modulation Coding and 

Scheme (MCS) prediction model predicts transmission method to achieve target BER value in 

underwater channel environment.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apply the predicted transmission 

method in real underwater communication in reality. Thus, this paper uses the high accuracy BER 

prediction model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MCS prediction model. Consequently, the 

proposed AMC technique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machine learning b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communication success.

Key Words : Link adaptation,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Classification model, Machine 

learning, Underwater Io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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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중 무선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중 

네트워크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중은 

대표적인 통신 음영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물이

라는 매질로 인해 지상과 다르게 전파와 광파를 사용하

는 데 매우 제한적이다[1]. 따라서 대다수의 수중 무선 

통신은 음파를 이용해 통신을 시도한다[2]. 불가피하게 

음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전파지연 문제, 각종 바

다 소음의 간섭으로 인한 신호 열화 등은 수중 네트워

크 처리량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수중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수중 IoT 네트워크

는 수많은 센서들의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 

IoT 네트워크에서는 센서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3-5]. 효율적인 MAC 프로토콜

을 구성해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것[6,7]도 센서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통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중은 음

파를 사용하고 각종 소음으로 인한 신호 열화가 지상보

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데이터 전송을 반

복적으로 실패한다면 재전송 횟수는 많아지고, 결과적

으로 단위시간 당 데이터 처리량은 감소한다. 또한, 센

서는 잦은 재전송으로 인해 전력 소비가 증가한다.

1.1 처리량 향상 방법

지상에서는 무선 통신 채널 환경에 따라 최대한 효

율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 링크 적응을 일반적으로 적

용한다. 링크 적응 기술의 간단한 예로는 채널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전력을 높이고, 채널 환경이 좋으면 전력

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런 방법은 전력 소비에 

민감한 수중 IoT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링크 적응 기술 중에는 적응 변조 및 부호화 

방식(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AMC)이 

있다[8]. 이 방법은 채널 환경에 맞춰 변조와 인코딩 방

식을 변화시킴으로써 통신 성공률과 네트워크 처리량

을 향상시킬 수 있다 [9-11].

지상 무선 통신에서의 AMC 기술은 비트 오류율

(BER)과 신호 대 잡음 비(SNR)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

를 이용해서 무선 링크의 BER을 예측하고 최적의 값으

로 적응한다. 이전 통신에 사용한 통신 방법과 구해진 

SNR을 기준으로 다음 통신을 위한 최적의 통신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BER을 낮추고, 데이터 처리량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지상의 AMC 기술을 수중에서 그대로 적용

할 수가 없다. 지상에서 측정한 SNR과 BER의 강한 상

관관계는 SNR을 이용해 통신 방법을 선택하는 MCS 

표를 만들 수 있지만,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중

에서는 SNR과 BER 사이의 연관성이 상당 부분 사라져

서 정확한 SNR의 임계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Fig. 1은 두 파라미터의 지상에서의 상관관계와 수중 

무선 통신으로 수집한 분포를 보여준다.

Fig. 1. Comparison of SNR and BER distribution in the 

ground and measured underwater data

Fig. 1의 좌측 그래프는 지상에서 수집한 SNR과 

BER의 관계를 보여준다. 지상은 변조 방법에 따라서 

SNR과 BER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뉜다. 지상에서는 이

처럼 나누어진 경계를 이용해 MCS 표의 임계값을 결

정한다. 하지만 수중 무선 통신 데이터의 SNR과  BER

의 분포가 그려진 Fig. 1의 우측 그래프를 보면, 변조 

방법을 구분 할 수 있는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 Fig. 1

의 두 그래프는 모두 3가지 변조 방법으로 생긴 SNR과 

BER을 표시했지만, 지상에서 보이는 경계는 수중 무선 

통신 데이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중에서는 

MCS 표를 만들기 위한 SNR 임계값을 정하지 못하고, 

지상 AMC 기술을 수중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원

인이 된다.

1.2 관련 연구

하지만 BER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신 파라미터들을 

사용한다면 SNR 과의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SNR과 BER을 제외한 통신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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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데이터를 실제 환경에서 측정하고 수집하였다.

수중용 AMC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12-15]. [12,13]은 통신 파라미터를 분석함으로써 

AMC 기술을 수중에 적용한다. [12]에서는 여러 가지 

통신 파라미터들 중 수중 AMC 기술에 ESNR이 가장 

효과적인 성능 지표라는 것을 실제 측정을 통해 확인했

고, [13]은 통신 방법 결정을 위한 여러 파라미터들의 

임계값을 찾아낸다. 또한 [14-16]는 머신러닝을 적용한 

수중용 AMC 기술을 제안한다. [14]는 결정 트리를 사

용한 학습으로 통신 파라미터들의 임계값을 선택한다. 

[15]에서는 Q-러닝 모델을 사용한 AMC 기술을 만들

고, 이는 2가지 통신 방법을 선택할 때 무작위로 통신

을 하는 것과 비교해 나은 성능을 보인다. [16]은 강화 

학습 기반의 AMC 기술로 BER을 약 44% 줄여준다.

1.3 제안하는 방법

앞선 연구는 [16]을 제외하고 모두 10개 이하의 통

신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AMC 기술을 제안한다. 하지

만 본 논문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216개의 통신 방법으

로 이루어져있다. 216개의 통신 방법을 정확하게 예측

하기 위해서는 여러 채널 파라미터에서 정확한 임계값

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여러 종류의 파라

미터들 간에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데

이터들 사이의 숨은 규칙성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

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저 BER을 달성하기 위한 최

적의 통신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머신러닝의 분류 

모델을 사용한다. 그리고 통신 방법 예측 모델(MCS 예

측 모델)이 선택한 통신 방법의 실제 수중 무선 통신에

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목표 BER을 기준으로 통

신의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BER 예측 

모델을 학습시킨다. 결론적으로 MCS 예측 모델과 BER 

예측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고 수중 AMC 기술에 머신

러닝 기술의 적용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2. 수중 무선 통신 실측 데이터

수중 무선 통신 실측 데이터는 대한민국 인천 앞바

다에서 수집된 것으로, Fig. 2와 같이 수심 20m, 거리 

1km에서 측정되었다[17].

Fig. 2. Underwater wireless communications measurement 

environment[17]

2.1 데이터 분류 

수중 무선 통신 실측 데이터는 20개의 파라미터가 

각각 1만 개 씩 수집되었다. 데이터는 크게 통신 방법 

데이터와 통신 품질 데이터로 나뉜다. 통신 방법 데이

터는 7가지 전송 방법(변조 방법(Mod), 오류정정 코드 

종류 (Coding), 코딩률 (Coding rate), 파일럿 신호 주

파수 간격 (Freq_1), 파일럿 신호 시간 간격 (Time_1), 

파일럿 신호 주파수 반복 횟수 (Freq_2), 파일럿 신호 

시간 반복 회수 (Time_2)으로 이루어져있고, 통신 품

질 데이터의 종류와 통계는 Table 1에 나와 있다. 

Table 1. Statistics of measured underwater dataset. 

MED(Mean excess delay), RMS(Root mean 

square), CB(Coherence bandwidth)

Parameter Avg. Std. Min. Max.

Data rate (bps) 829.8 1233.4 9.1 8328.0

MED(-10dB) (ms) 13.0 12.6 0.4 50.0

MED(-15dB) (ms) 27.6 16.7 0.6 50.0

RMS(-10dB) (ms) 3.7 3.3 0.1 16.5

RMS(-15dB) (ms) 6.6 4.2 0.1 17.2

CB(-10dB)(corr 5) (Hz) 290.2 541.3 12.1 4091.1

CB(-15dB)(corr 5) (Hz) 64.5 124.4 11.6 2649.5

CB(-10dB)(corr 9) (Hz) 29.0 54.1 1.2 409.1

CB(-15dB)(corr 9) (Hz) 6.5 12.4 1.2 265.0

Doppler spread (ms) 1.7 1.0 0.4 5.8

Frequency shift (Hz) 0.4 0.5 -2.0 2.1

SNR 6.5 2.9 -12.2 24.3

BER 0.2 0.1 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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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는 데이터의 변조 방법, Coding은 코딩 포맷, 

Coding rate는 전체 데이터 패킷에서 실제 데이터의 

비율을 결정한다. 전송 방법은 모두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어서 머신러닝 학습에 사용될 때는 각각 실수로 변환

하여 사용한다.

통신 품질 데이터는 모두 실수로 이루어져 있다. 13

개의 파라미터는 수중 무선 통신을 통해 수집되었기 때

문에 수중 채널 환경의 특성이 담겨있다. 머신러닝 모

델이 통신 품질 데이터에 녹아있는 수중 채널 환경의 

학습을 잘했는지는 모델의 정확도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실측 데이터는 모델의 학습과 검증을 위해 7:3 

비율로 나뉘어 사용된다.

3. 모델 학습 

3.1 BER 예측 모델 

수중 채널 환경에 가장 적합한 통신 방법을 찾아내

도 실제 수중 무선 통신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정확한 BER 예측 모델을 

만들면 MCS 예측 모델이 선택한 통신 방법을 수중 무

선 통신에 적용했을 때 성공적인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 

할 수 있다. BER 모델은 실측 데이터의 20개 파라미터 

중 BER을 제외하고 모두 학습 데이터에 사용한다. 

BER은 라벨 데이터로 사용하는데, 목표 BER을 기준으

로 작으면 ‘True’, 크면 ‘False’ 라벨을 붙인다. 총 5가

지 분류 모델을 비교하고,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진 모

델이 MCS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에서 사용된다.  다층 

퍼셉트론(MLP),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LR),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RF), 서포트 벡

터 머신(SVM), 그리고 4개를 종합해서 과반수의 득표

를 한 라벨을 선택하는 앙상블(Ensemble-Vorting, 

EV) 모델을 학습에 사용한다. 

3.2 MCS 예측 모델 

통신 방법을 예측하기 위해서 분류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송 방법의 개수와 동일한 7개의 모델을 

만든다. Mod, Coding, Coding rate, Freq_1, 

Time_1, Freq_2, Time_2는 각각 예측하는 모델의 라

벨 데이터로 사용되고, 각 모델이 예측하는 파라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19가지 데이터는 모두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다. MCS 예측 모델은 Fig. 3과 같은 구조로 이

루어져 있다.

Fig. 3. Structure of the MCS prediction model

Fig. 3과 같이 통신 방법 데이터와 통신 품질 데이터

는 7종류의 MCS 예측 모델에 의해 개별로 학습되고 

새로운 통신 방법을 예측한다. 각 모델들은 하나의 전

송 방법을 제외한 이전 통신의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

력받지 않은 전송 방법을 예측한다.  MCS 예측 모델이 

예측한 전송 방법들을 종합해 새로운 통신 방법을 구하

면 다음 통신에서 사용된다.

4. 모델 분석 

4.1 BER 예측 모델 성능 비교 

Fig. 4. Accuracy by classification model of BER 

prediction model

BER 예측에서 분류 모델별 성능은 목표 BER의 값

을 0에서 0.2까지 0.001씩 올리며 하나씩 정확도를 확

인한다. Fig. 4에서 BER 예측 모델들은 목표 BER이 0

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다. 5가지 분류 모델 모두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

지만, 목표 BER이 변화됨에 따라 정확도는 크게 변화

한다. SVM 모델은 목표 BER이 높아질수록 정확도가 

80% 밑으로 가장 많이 내려간다. MLR, LR, SVM, EV 

모델의 정확도가 90%를 유지하지 못한 반면 RF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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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curacy by classification model of MCS prediction model

은 92%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유

지한다. EV 모델은 다른 분류 모델의 결과를 종합하지

만, MLP, LR, SVM 모델의 성능이 매우 낮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수중 무선 통신에서 예측 전송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선 가장 정확한 BER 예측 

모델이 필요하므로 RF 모델을 선택한다.

4.2 MCS 예측 모델 정확도 비교 

전송 방법 예측의 분류 모델별 정확도는 Fig. 5에 나

와 있다. 거의 모든 전송 방법 파라미터에서 RF 모델은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낸다. 특히, Freq_1과 

Time_1은 100%의 정확도를 내는 것이, 통신 품질 데

이터에 녹아있는 수중 채널 환경을 잘 학습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으로는 EV, MLP, LR, SVM 모델의 

순서로 정확도가 높게 나온다. 하지만 RF 모델의 정확

도는 7가지 전송 방법 파라미터 전체에서 모두 96%를 

넘는 반면 다른 분류 모델의 정확도는 가장 높은 파라

미터에서도 90%에 미치지 못한다. Fig. 5는 5가지 분

류 모델의 비교를 통해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RF 모

델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4.3 MCS 예측 모델 성능 확인 

MCS 예측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예측에 들어가는 BER 파라미터를 

변화시켜야 한다. MCS 예측 모델이 예측할 때 사용하

는 검증 데이터를 그대로 넣으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

게 예측하는지 구할 수 있지만, 수중 채널 환경에 맞는 

전송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수중 채널 

환경에서 목표 BER을 만족하는 전송 방법을 찾기 위해 

예측 시 사용하는 검증 데이터의 BER을 해당값으로 설

정한다. 이로써 모델은 수중 채널 환경에서 목표 BER

을 만족시키는 전송 방법을 예측할 것이다. 

Fig. 6. Accuracy comparison of MCS prediction model, 

before and after changing BER

Fig. 6은 검증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예측한 

MCS 예측 모델의 정확도와 목표 BER을 0으로 바꾼 

후 예측한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한다. 검증 데이터가 

바뀐 만큼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Mod를 예측하는 

모델은 무려 43%p의 정확도가 떨어졌다. Freq_2를 예

측하는 모델도 29.8%p의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그 외

의 전송 방법을 예측하는 모델의 정확도는 거의 떨어지

지 않았다. 이것은 낮은 BER을 달성하기 위해서 Mod

와 Freq_2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g. 7. The proportion of successful communication by 

Target 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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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데이터의 목표 BER을 0으로 수정한 뒤 MCS 

예측 모델이 예측한 전송 방법이 실제 수중 무선 통신에

서 적용이 가능한지는 RF를 사용했을 때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 BER 예측 모델로 확인한다. BER 예측 모델은 

RF 모델의 경우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이

는 BER 예측 모델의 결과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근

거이다. Fig. 7의 그래프는 목표 BER을 0에서 0.5까지 

올리며, 예측한 BER이 목표 BER보다 낮아서 성공한 통

신의 비율을 보여준다. 파란 실선은 검증 데이터를 건드

리지 않았을 때의 통신 성공 비율이고, 주황 실선은 

MCS 예측 모델이 예측한 전송 방법으로 검증 데이터를 

변경한 뒤 예측했을 때의 통신 성공 비율이다. 목표 

BER이 올라감에 따라 통신 성공 비율도 증가하는데, 기

존의 검증 데이터의 통신 성공 비율보다 MCS 예측 모

델의 예측 전송 방법을 사용했을 때 더 빠르게 100%의 

통신 성공 비율을 달성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류 모델을 사용한 통신 방법 예측이 통신 성공률의 향

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 수중 채널 환경의 학습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통신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BER 예

측 모델과 7가지 전송 방법을 예측하는 MCS 예측 모

델을 MLP, LR, RF, SVM, EV 분류 기법을 사용해 만

들고, 비교했다. 216개의 통신 방법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통신 방법을 한 번에 예측하지 않고, 7개의 전송 

방법마다 개별 모델을 학습, 예측함으로써 예측 정확도

를 높인다. 분류 모델들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RF 분류 모델이 링크 적응을 위한 통신 방법 예측에 사

용되었고, 예측된 통신 방법은 BER 예측 모델을 통해

서 기존보다 통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머신 러닝 기반의 예측이 높은 정확도를 보

임으로써 수중 채널 환경의 학습에 머신러닝이 적합하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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