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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중 IoT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는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상황에서 소비 전력과 

네트워크 처리량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SNR(Signal Noise Rate)과 

BER(Bit Error Rate)의 높은 연관성을 기반으로 적응적으로 통신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기술을 적용한다. 하지만 본 논문의 실험 결과, 수중에서 SNR과 BER 사이의 상관 

관계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NR과 함께 다중 파라미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딥러닝 기반 BER 예측 모델(MLP, Multi-Layer Perceptron)을 적용한다. 제안하는 BER 예측 모델은 처리량이 

가장 높은 통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 85.2%의 높은 정확도와 네트워크 처리량은 기존 처리량

보다 4.4배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딥러닝, 링크 적응, AMC, MLP 분류 모델, 기계 학습, 수중 IoT 네트워크

Abstract  The sensor nodes in underwater IoT networks have practical limitations in power supply. 

Thus, the reduction of power consump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underwater 

environments. In this regard,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techniques are used by using 

the relation between SNR and BER. However, according to our hands-on experience, we observed 

that the relation between SNR and BER is not that tight in underwater environments. Therefore, 

we propose a deep learning based MLP classification model to reflect multiple underwater 

channel parameters at the same time. It correctly predicts BER with a high accuracy of 85.2%. 

The proposed model can choose the best parameters to have the highest throughput.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throughput can be enhanced by 4.4 times higher than the conventionally 

measured results.

Key Words : Deep learning, Link adaptation,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MLP Classifi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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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선 통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진 현재에도 수중

환경은 아직까지 대표적인 통신 음영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중의 매질 특성상 전파와 광파의 이용이 

매우 제한되어 수중 무선 통신은 일반적으로 음파를 이

용한다[1, 2]. 하지만 수중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재난, 국방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됨에 따라 수중 IoT 네트워크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다 [3-13]. 

수중 IoT 네트워크는 수많은 센서를 사용하면서 음

파를 이용하여 통신하기 때문에 전파지연, 통신 충돌, 

수중 환경으로 인한 신호 열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

생하고, 이는 네트워크의 처리량이 줄어드는 원인이 된

다. 수중 네트워크의 처리량 감소는 센서가 더욱 긴 시

간 동안 통신을 시도해야 하므로 센서의 전력을 낭비시

킨다. 하지만 수중 센서노드들을 위한 배터리의 주기적

인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전력 소비에 민감한 수중 IoT 

네트워크에서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2장에서는 수중 AMC 기술의 기존 연구들에 대해 조사

하고, 3장에서 수중 채널 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수중 

AMC 기술 개발의 근거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처리하고, 5

장에서는 전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해 모델을 학습하고 성

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기존 연구 조사

센서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존 연구의 동향

을 조사한 결과,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동안 센서를 

Sleep mode로 전환함으로써 전력을 감소하는 방법을 

제안하고[3], 효율적인 수중 매체 접근 제어(Media 

Access Cont rol, MAC) 프로토콜을 설계함으로써 통

신 충돌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4-7]. 그리고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를 예약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존재한다

[8,9]. 또한 수중 AMC 기술의 가능성은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보여진다[14-19]. [14,15]에서는 통신 품

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신 방법별 임계값을 찾아내

고 AMC 기술을 적용한다. 실제 측정을 통해 수집된 여

러 가지 통신 품질 파라미터 중 유효 신호 대 잡음비

(Effective Signal to Noise Ratio, ESNR)가 수중 

AMC 기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14], 특정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아닌 통신 방법 선택을 위한 여

러 파라미터의 임계값을 찾아낸다[15].

한편 머신 러닝 기술은 다양한 환경 변수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매개 역할을 제공한다. 따라서 

머신 러닝을 적용한 연구 또한 발표되고 있다[16-19]. 

[16]은 통신 품질 파라미터들의 임계값을 결정 트리 학

습을 통해 선택한다. [17]에서는 Q-러닝 모델을 사용

하여 통신 방법을 선택하고, 이는 2가지 통신 방법만 

적용했을 때 무작위로 통신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비교

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강화 학습 기반의 수중 

AMC 기술로 BER을 44% 정도 줄이는 데 성공하고

[18], 부스트 트리를 통한 학습으로 고정 전송 속도 모

뎀보다 10~20배 빠른 통신을 확인한 연구도 발표되었

다[19]. 머신 러닝을 적용한 AMC 기술에 대한 비교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Machine learning AMC technique. (C.M., Number 

of Communication Methods)

Paper C.M. Improvement

[16] 10

Find identified thresholds for relevant 

channel parameters (SNR, delay/Doppler 

spread)

[17] 2

Confirmed that proposed adaptive 

modulation-switching strategy performs 

well compared with a random selection 

strategy

[18] -

BER by approximately 44%, saves the 

transmission time by approximately 53%, 

saves the energy consumption by 

approximately 25%

[19] 7
provide 10-20 times faster 

communications

하지만, 딥러닝에 기반하여 수중 채널의 다양한 파라

미터 간의 복합적인 상관 관계 특성을 동시에 활용한 

적응적 링크 적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다. 

3. 수중 채널 환경 특성 분석

앞서 소개한 방법들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호

가 열화된다면 반복적인 통신 실패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각종 소음으로 인한 신호 열화, 수면 혹은 수중 생

물로 인한 신호 굴절 등의 원인이 있다. 이는 데이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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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횟수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처리량이 

감소하고 센서의 전력 소비는 증가한다. 따라서 지상에

서는 무선 통신의 채널 상태에 따라서 효율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 링크 적응 기술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링크 

적응 기술로서 전력 제어, 속도 제어, 적응 변조 및 부

호화 방식(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AMC) 등이 존재한다. 전력 제어는 채널 상태가 나쁘면 

송출 전력을 높이고, 채널 상태가 좋으면 송출 전력을 

낮추는 방법이다. 하지만 전력 소비에 민감한 수중 IoT 

네트워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속도 제어는 채널 상태

에 따라서 전송 속도를 늘리거나 줄이지만, 재전송했을 

때 통신 성공을 확신 할 수 없다. 만약 채널 상태가 매

우 나쁜 경우에는 계속해서 데이터 전송을 반복해야하

고, 결국 통신 성공까지 더 많은 전력이 소비하게 된다. 

AMC 기술은 채널 상태에 따라서 미리 정의된 통신 방

법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다[20]. 신호 대 잡음비(Signal 

Noise Rate, SNR)를 통해 채널 환경을 유추하고 알맞

은 변조 및 코딩 포맷을 선택함으로써 통신 성공률과 

네트워크 처리량을 증가시킨다[21-23].

Fig. 1. SNR and BER distribution in measured underwater 

data

지상 무선 통신에서 AMC 기술은 SNR과 BER의 연

관성을 이용해서 최선의 통신 방법을 선택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SNR 하나의 파라미터만을 이용하여 

BER 예측을 매우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파라

미터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Fig. 

1의 수중 무선 통신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두 

파라미터 간에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은 지상과 수중에서 실제 측

정한 SNR과 BER의 관계를 보여준다. 매우 약한 상관 

관계가 육안으로 관찰이 되긴 하나, 수중에서는 SNR 

하나의 파라미터만 이용을 해서는 BER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2. Pairwise relationships in underwater channel quality 

parameters

Fig. 3. Correlation coefficient of underwater channel 

quality parameters

따라서 SNR 이외에 채널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Fig. 2는 도플러 

확산(Doppler spread), 주파수 편이(Frequency 

Shift), SNR 등 여러 종류의 통신 품질 파라미터와 

BER 간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고,  Fig. 3은 각각의 

파라미터 간의 상관계수를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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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관계수()는 식 (1)에서 두 변수  사이의 상관

관계의 정도를 보여주는 값이고, 은 쌍의 수를 의

미한다. 상관계수가 1과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연관성

을 보이고, 0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없다. 

Fig 2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채널 파라미

터와 BER 간의 1:1 관계에서는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복수의 채널 파라미터들은 서로 

간의 특정한 연관성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일 채널 품질 파라미터로는 BER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러 파라미터들의 복잡한 연관성과 상관성

을 동시에 이용하면 효율성과 정확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수중 AMC 기술 개

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4. 딥러닝 기반 BER 예측 모델

4.1 통신 파라미터 선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중 무선 통신 측정 데이터셋

은 실제 개발한 수중 통신 모뎀에 의해서 얻어졌으며 

대한민국 인천 앞바다에서 실험을 통해 측정 및 수집하

였다 [24]. 파라미터 세팅의 종류는 총 468가지의 경우

가 존재한다. 모든 통신 방법에 대한 임계값을 찾아내

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신 방법과 통신 품질 데이터

를 학습하여 높은 정확도로 BER을 예측하기 위해 딥러

닝 기법 중 하나인 MLP 분류 모델을 이용한다. 만들어

진 BER 예측 모델은 모든 통신 방법을 수중에서 적용

했을 때 예상되는 BER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 중 

가장 높은 처리량을 갖는 통신 방법이 선택된다. 이 방

법은 100% 정확한 BER의 예측이 가능할 경우 최고의 

효율을 갖는 통신 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 수집된 데

이터의 처리량이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통

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비교함으로써 머신 러닝을 사

용한 수중 AMC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4.2 데이터 분류

수중 무선 통신 실측 데이터는 통신 방법 데이터 7가지

와 전송 속도(Data rate) 그리고 통신 품질 데이터 12가지

가 존재한다. 총 데이터 샘플은 각각 1만 개씩 수집되었다. 

통신 방법 데이터는 변조 방법(Mod), 오류정정 코드 종류

(Coding), 코딩률(Coding rate), 파일럿 신호의 주파수 간

격(Freq_1), 파일럿 신호의 시간 간격(Time_1), 파일럿 신

호의 반복 횟수(Freq_2), 파일럿 신호의 시간 반복 횟수

(Time_2)로 이루어져 있다. 통신 품질 데이터는 평균 초과 

지연(Mean excess delay, MED), 실효값(Root mean 

square, RMS), 상관 대역폭(Coherence bandwidth, 

CB), 도플러 확산(Doppler spread), 주파수 확산

(Frequency shift), SNR, BER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파

라미터의 통계는 Table 2에 정리되어있다.

Table 2. Statistics of measured underwater dataset

Parameter Avg. Std. Min. Max.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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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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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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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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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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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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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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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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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pler spread 1.7 1.0 0.4 5.8 (ms)

Frequency shift 0.4 0.5 -2.0 2.1 (Hz)

SNR 6.5 2.9 -12.2 24.3

BER 0.2 0.1 0.0 0.5

4.3 데이터 전처리

통신 방법 데이터 7가지는 문자열 데이터이기 때문

에 딥러닝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각 파라미터의 특성과 범위에 따라 

Table 3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Table 3. Pre-processing by parameters

Parameter Pre-processing

Communication Method

(Mod, Coding, Coding rate,

Freq, Time)

One-hot encoding

Data rate -

Communication Quality

(MED, RMS, CB, Doppler

spread, Frequency shift, SNR)

Z-score normalization

BER Label encoding

통신 방법 데이터는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

ng) 방식으로 전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변조 방법은 

QPSK, 16-QAM, 64-QAM 3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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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이진수로 표현이 된다. 7가지 통신 방법 데이터

를 모두 원-핫 인코딩하면 20개의 이진수로 변환된다.

통신 품질 데이터에 대해서도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

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가진 특성을 비교하고,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낸다. 하지만 데이터들의 스케일

이 큰 차이가 나게 되면 특정한 파라미터가 미치는 영

향력의 가중치가 높아져서 학습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5]. Table 2에 의하면 파라미터별 데이터의 

스케일이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전에 데이터 정규화(Normalization)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이상치 영향을 줄여주는 Z-점수 

정규화(Z-Score Normalization) 방법을 사용한다. 전

송 속도의 경우에는 통신 방법마다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정규화 없이 그대로 사용된다.

BER은 머신 러닝 모델의 라벨 데이터로 사용이 된

다. BER은 라벨 인코딩(Label encoding)을 통해 전처

리가 진행된다. BER 값이 0~0.01은 라벨 0으로, 이후

에는 0.01마다 라벨이 1씩 높아진다. 그리고 BER 값이 

0.1 이상일 때에는 라벨을 10으로 통일시킨다. 결과적

으로 BER은 0부터 10까지 총 11개의 라벨로 변환된

다. BER 값이 0.1 이상인 데이터들을 하나의 라벨로 분

류한 이유는 전송받은 데이터의 에러가 10% 이상 발생

하면 통신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전처리 후 통신 방법 데이터 7개와 전송 방

법, BER을 제외한 통신 품질 데이터는 머신 러닝에서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그리고 BER 라벨은 라벨 데이

터로 사용된다. 전체 데이터는 7:3 비율로 학습용 데이

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된다.

5. 딥러닝 기반 예측 모델 성능 분석

5.1 딥러닝 기반 BER 예측 모델 

BER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MLP 

분류 모델이 사용된다. MLP 모델은 Fig. 4와 같은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BER 예측 모델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20가지 파라미터 중 BER을 제외한 19가지를 입

력으로 받고, BER을 출력한다. 따라서 입력 레이어에

서 32개의 노드가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받고, 

11개의 노드를 갖는 출력 레이어를 통해 라벨을 구분

한다. 

Fig. 4. Accuracy by the number of hidden layers and 

number of nodes in each layers

5.2 BER 예측 모델의 예측 결과

Fig. 5. (A) BER prediction model results for all 468 

communication methods, (B)Throughput by 

predict results calculated using (A) and data rate 

(BER label 10 = communication failed)

Fig. 5의 (A)에서는 하나의 통신 데이터 열에 대해서 

모든 통신 방법을 적용한 뒤의 예측 BER을 구한 결과

를 보여준다. 모든 통신 방법 경우의 수에서 모델은 51

가지의 오류가 없는 통신 방법을 찾았고, 414가지의 경

우에는 통신 실패를 예상했다. 또한 2%와 4%의 오류율

을 예상한 결과도 각각 1개와 2개 존재한다. Fig. 4의 

(B)는 예측한 결과를 전송 속도와 연산해서 처리량을 

구한 그래프이다. BER 라벨이 10인 경우는 통신 실패

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0으로 계산된다. 최대 

112.6bps의 속도가 나오는 통신 방법이 존재하고, 제

안하는 수중 AMC 기술은 그것을 선택한다. Fig.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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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통신 데이터 열의 실제 값은 BER이 0.1, 처리량

이 102.2이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약 10%의 처리량 

향상을 보여준다.

5.3 BER 예측 모델의 성능

BER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검

증용 데이터 중 600개의 데이터 샘플을 사용해서 실제 

처리량과 BER 예측 모델을 통해 구해진 예측 처리량을 

비교한다. 결과는 Fig. 6와 같이 측정되고, 데이터는 실

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Fig. 6. Comparison of measured throughput and predicted 

throughput using deep learning based BER 

prediction model

붉은 실선은 실제 처리량이고, 파란 실선은 예측 처리

량을 보여준다. 실제 처리량이 예측 처리량보다 낮은 경

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처리

량의 손실도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예측 처리

량이 실제 처리량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처리량을 보여준

다. Fig. 6의 검증용 데이터의 인덱스 39의 경우에는 실

제 처리량이 0bps에 가까운데 예측 처리량은 1700bps

을 보일 정도로 처리량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Fig. 7. Comparison of total throughput between measurement 

and prediction

Fig. 7에서는 검증용 데이터의 총 처리량과 BER 라

벨이 0인 데이터들의 처리량, BER 라벨이 10인 데이터

들의 처리량을 비교한다. BER 라벨이 10인 데이터들은 

통신이 실패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처리량이 0이다. 

하지만 제안하는 딥러닝 모델의 적용 시 예상되는 처리

량이 504.6Kbps로 증가했다. BER 라벨이 0인 데이터

들은 통신이 성공되었고,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전송 속도 그대로 처리량에 반영된다. 하지만 에러

가 없다고 해도 그것이 채널 환경에서 최선의 통신 방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 전송 속도가 높은 통신 방

법을 사용해도 BER이 낮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네

트워크의 전체 처리량에 좋은 영향을 준다. 실제로 실

험 결과 실제 처리량이 135.6 Kbps였으나 예측 처리

량은 494.3Kbps으로 3.65배 늘어난다. 전체적인 처리

량의 합은 기존 263.3Kbps에서 제안 방안을 적용한 

후 1159.8Kbps 증가했고, 네트워크 처리량이 기존 대

비 440%의 향상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수중 무선 통신 데이터를 수집

하고 이를 사용하여 BER을 예측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의 MLP 분류 모델을 적용하였다. 높은 정확도의 BER 

예측 모델은 모든 통신 방법의 예상 BER을 구할 수 있

게 만들었으며, 최상의 성능을 보이는 전송 파라미터를 

선택함으로써 네트워크 처리량이 증가함을 확인한다. 

향후 수중 네트워크에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학습의 시간과 효율, 에너지 소비에 관한 추가적

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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