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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중음향채널의 다중경로에 의한 수신신호의 시간확산(Time spread)은 ISI를 유발하여 수중통신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시간확산에 의한 ISI를 줄이고 전송율이 높은 코히어런트(coherent)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 

중경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수동 페이저 컨쥬게이션(passive phase conjugation) 기법은 시역전 기술로 프로브 신호에 

의한 시역전을 수행하여 다중경로에 의한 ISI가 감소하여 비트 오류율이 적어진다. 아울러 수신신호의 처리가 간단 

하여 다중경로에 의한 시간확산에 비례하는 탭수의 증가로 수신신호 처리시간이 과다한 적응등화기 기법에 비해 실 

시간 시스템 구현에 유리한 기법이다. 수치모의 실험으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해석하였다.

1. 서론

수중음향통신은 무인잠수정의 제어, 수중 화상 및 환경정보의 전송에서 요구된다. 그러나 천해와 같은 다중반사 

환경에서 오류 없이 고속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다. 오류 없이 정보를 보내기 위한 인코히런트 

전송방식은 심볼과 심볼사이에 잔향시간에 비례하는 휴지시간(guard time)이 요구되고, 고속정보전송과 대역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히어런트 전송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전송채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코히어런트 전송방 

식은 적응처리 기술이 요구되며 시변응답을 적응처리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탭수에 의해 계산시간이 과도하게 소요 

되어 실시간 통신이 어렵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향성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다중반사파의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으 

나 이 경우에는 송수신기의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전파경로의 직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역전 기술과 관계되는 수동페이저 컨쥬게이 션을 적용하여 다중반사파로부터 얻어지는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여 

비트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제안되는 기술은 반송주파수로 변조된 단일 심볼에 대응되는 프로브 펄스를 메세지 심볼열을 전송하기 전에 전송 

하고 잔향시간에 비례하는 휴지시간을 삽입한 후 메세지 심볼열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수신기 배열의 각 요소에서 

수신된 신호는 각 수신기의 프로브 펄스의 시역전 신호와 컨벌류션된 후 가산 합성된 후 복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PSK 시스템에 수동페이저 컨쥬게이션을 적용하여 그 성능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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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능동 페이저 컨쥬게이션 기술은 시간영역에서의 시역전 정합필터처리기술에 기초한 기술로 기본 개념은 수신된 

신호를 시역전하여 송신기로 재전송하여 전송채널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송신신호를 얻는 기술로 다양한 응용연구 

가 있다. 아울러 수신신호에 전송채널의 전달함수 추정치를 적용하여 송신신호의 스펙트럼이나 위치정보를 추정하 

는데 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수동 페이저 컨쥬게이션 기술은 프로브 신호의 전송채널 응답을 수신신 

호에 적용하여 능동 페이저 컨쥬게이션에서 요구되는 수신신호의 시역전 재전송과정을 대체한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BPSK 시스템을 고려하였고, 정보 심볼을 전송하기 전에 송신하는 프로브 펄스 p(t)는 1개 비트의 

주기 T 구간에서 반송주파수 九가 여현신호로 가중치가 주어진 신호로 식(1)로 주어진다.

p(t) = cos(27r/ct)(l — cos(27rt/T)) (1)

프로브 펄스를 보낸 후 잔향시간에 비례하는 휴지시간 7；후에 메시지 심볼열이 전송된다. 수신기에서는 프로브 

펄스의 전송채널 응답을 취하고 시역전 신호를 생성하여 정보심볼의 수신신호와 컨벌류션을 취하면 원래의 정보심 

볼의 신호가 복구된 후 복조된다. 메시지 심볼열의 전송신호 및 수신신호는 식(2)와 식(3)로 주어진다.

s(t)=况顽t-nT) ⑵
n

r(t)=(、如(3) 

n

여기서, Ht)는 채널의 임펄스 응답이다. 프로브 펄스의 응답 0*(t) =p(t)*/l(t)로 주어진다. 따라서 프로 

브 펄스 응답에 의한 수동페이져 컨쥬게이션 신호 Sp(t)는 식(4)로 주어진다.

Sp(t) = r(t)*Ph (—t)

=(2 4P(t-nZ))*/i(t)*，(一t)*h(—t)

n ' 1

n

여기서, 4은 이진데이터의 시계열이다. 식(*)에서 h(t)*h( — t)는 채널의 임펄스 응답의 자기상관함수로 다중경 

로 반사파가 이산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시간축 중심에서는 각 반사파의 세기 합으로 주어지고 그 이외의 시간에서 

는 각 반사파 상호간의 곱에 대응되는 값이 이산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각 반사파의 세기 합은 이산적으로 

분포하는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이므로 각 비트신호의 자기상관 함수 즉 송신신호 특성인

£] 知(t — nT)*p(—t)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은 송신 및 수신신호로 메시지 신호에 앞서 프로브 펄스를 보낸

다. 반사파의 경로는 직접파를 포함하여 7개로 하였고 해면 및 해저면 반사계수는 각각 -0.9 및 0.6으로 하였다. 

그림 2는 수신된 신호를 프로브 펄스 응답의 시역전 신호로 컨벌류션 한 것으로 한개 채널의 경우와 7개 채널의 

가산합성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가산 합성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약 10dB의 이득을 보인다. 즉 M 

개의 수신기를 배열하는 경우 신호대 잡음비는 lOlog(M)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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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송신신호 및•수신신호 그림 2. 1개 및 7개 채널 가산합성 정합신호

3. 모의실험 및 결과

수심 lOOin, 다중반사파는 직접파를 포함하여 7개, 수신기 배열 수 7개로 하여 수동페이져 컨쥬게이션에 대한 성 

능을 모의하였다. 코히어런트 BPSK의 전송율은 2kbps로 하였고, 반송주파수는 20Khz로 하였으며 잡음이 없는 이상 

적인 경우와 SNR이 10dB인 2가지 경우에 대해 비트오류 특성을 조사하였다. 송신기와 수신기의 거리는 1000m와 

2000m까지로 하였고, 수동페이져 컨쥬게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단일 청음기 처리 결과와 7개 수신기에 수동 페이져 

컨쥬게이션을 적용하여 가산 합성 처리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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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NR 10dB 조건의 단일 청음기 및

7개 채널 정합신호의 비트오류 특성（R：1000m）

그림 3과 그림 4는 송수신기간의 거리가 1000m, 다중반사파의 최대 지연 시간이 약 80비트에 상당하는 경우에 대 

한 비트오류 특성이다. 그림의 왼쪽은 무잡음인 경우이고 오른쪽은 SNR이 10dB인 경우이다. 단일 청음기 처리의 

경우 무잡음인 경우와 SNR 10dB의 경우 비트 오류율이 각각 0.08 과 0.11이지만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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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무잡음 조건의 단일 청음기 및

7개 채널 정합신호의 비트오류 특성 （R：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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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오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와 그림 6은 송수신기간의 거리가 1000m이고 다중반사파의 최대 지연 

시간이 약 40비트에 대한 경우로 단일 청음기 처리의 경우 무잡음인 경우 및 SNR 10dB에 대한 비트 오류율은 

lOOOra에 비해 개선되지만 각각 0.06 과 0.07이며 제안하는 기법의 경우에는 비트오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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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무잡음 조건의 단일 청음기 및 7개

채널 정합신호의 비트오류 특성（R：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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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NR lOdB 조건의 단일 청음기 및 7개

채널 정합신호의 비트오류 특성（R：2000m）

4. 결론

수중음향채널의 다중경로에 의한 수신신호의 시간확산(Tune spread)에 의한 ISI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동 페이저 

컨쥬게이션(passive phase conjugation) 기법을 적용한 모의 실험결과 비트 오류율이 적어져 송신 성능이 개선됨 

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수신신호의 처리가 간단하여 수신신호 처리시간이 과다한 적응등화기 기법에 비 

해 실시간 시스템 구현에 유리한 기법으로 판단된다.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송수신기의 상대적인 거 

리, 배열크기 및 송수신기의 상대운동에 따른 비트오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03년도 부경대 

학교 해외 방문연구 및 2003년도 BB21 연구지원 결과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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