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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중무선통신에서 다중경로에 의해 발생하는 심볼간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

일반송파 전송방식에 주파수-시간 영역 등화 기법을 결합한 주파수영역 결정궤환 등화기법에 대한 성능을 평가

한다.

수중채널 모델링은 벨홉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이 심볼간 간섭에 의한 신호왜곡 문

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전송방식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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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on symbol error rate(SER) performance of frequency domain decision feedback 

equalization  for modelled underwater channel. Underwater channel is generated by Bellhop model.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proposed method is efficient for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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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중 무선통신은 수중환경의 특성상 전파가 아닌 

음파를 사용한다. 그러나 음파를 이용한 수중 무선통

신은 육상에서의 전파통신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을 갖는다.

첫째, 음파를 이용하므로 전송신호의 대역폭이 제

한되어 통신용량 증가가 어렵다. 둘째, 다중경로 페

이딩(Multipath fading)에 의해 수신신호가 왜곡된다. 

특히 다중경로 페이딩은 수중채널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에서 해면, 해저, 수심 등의 시공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신호 수신시 매우 긴 지연확산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지연확산은 심볼간 간섭(inter- 

symbol inter ference, ISI)의 원인이 되며 무선통신

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다중경로 페이딩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수

중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무선통신에서 다중경로 페이딩에 의한 ISI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반송파 종류에 따라 크게 단일 반송

파(single carrier : SC) 변조 방식에서의 시간영역 등

화(time domain equalization : SC-TDE) 및 주파수영

역 등화(frequency domain equalization : SC- FDE) 

기법, 다중 반송파(multi carrier: MC) 전송 방식에서

의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OFDM) 방식을 들 수 있다. 

각 방식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에서 나타낸 것

처럼 OFDM 방식은 시스템의 복잡도가 낮고 성능이 

우수하여 육상에서 수행되는 무선통신의 표준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며 최근에 수중 무선통신에 적용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OFDM과 유사한 복잡도 및 성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시스템 내에서 OFDM과 공존이 가능한 SC- 

FDE에 대한 성능분석은 상대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

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 무선통신에 대한 SC-FDE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형과 결정궤환

(Decision Feedback) 구조를 갖는 SC-FDE를 제안하

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SC-FDE의 송수신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훈련신호와 LS(Least Squares) 

알고리듬을 이용한 FDE와 DFE 계수 추정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모델링된 수중채널 환경에

서 SC-FDE의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으로 끝

을 맺는다.

SC

TDE - 계산량 증가에 따른 지연 발생

FDE

-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강함

- 복잡도 낮음, 성능 우수(OFDM과 동일)

- 낮은 PAPR

- 주파수 옵셋, 위상잡음에 덜 민감

MC OFDM

-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강함

- 협대역 간섭에 강함 

- 복잡도 낮음, 성능 우수

- 높은 PAPR, 

- 주파수 옵셋, 위상잡음에 민감

표 1. ISI 감소 기법 별 특징 

Ⅱ. 주파수영역 등화기 구조

SC-FDE의 송수신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전

송 데이터는 블록단위로 전송하므로 블록간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매 블록마다 CP(Cyclic 

Prefix)를 삽입하여 전송한다. 이 때 CP는 데이터의 맨 

끝부분부터 채널의 최대 충격응답(impulse response) 

길이 이상을 복사하여 사용하며 수신측(receiver)에서 

제거됨으로써 블록간 간섭이 제거된다.

FFT
Inverse

FFT

Multiply by 
M equalizer 
coefficients

Detect & 
decode

From 
channel

Receiver

Data
out

Code & 
Cyclic 

prefix over 
M symbolsData in

To channel

Transmitter

그림 1. SC-FDE 송수신 구조 

Cyclic
prefixBlock of M data symbols

P 
symbols

Last P
symbols

그림 2. CP가 삽입된 전송 블록 구조 

먼저, 전송 데이터는 블록단위로 전송하므로 블록간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매 블록마다 

CP(Cyclic Prefix)를 삽입하여 전송한다. 이 때 CP는 

데이터의 맨 끝부분부터 채널의 최대 충격응답(im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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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길이 이상을 복사하여 사용하며 수신측

(receiver)에서 제거됨으로써 블록간 간섭이 제거된다. 

CP를 삽입함으로써, 전송되는 심볼은 주기 을 갖

는 신호가 되고 수신측에서 CP가 제거되면 수신 신

호 은 식 (1)과 같이 송신되는 신호 과 채

널 의 순환 컨볼루션(cyclic convolution) 형태

가 된다. 

    
  



 ∙ 

 ⊗    ⋯

 (1)

주파수영역 등화를 위해 위 식을 FFT하면 수신신

호는 식 (2)와 같이 송신신호와 채널의 곱 형태가 

되며 여기에 FDE 계수 를 곱하여 왜곡이 보상된 

송신신호의 FFT 계수  을 얻는다.

     ∙    ⋯  (2)

    ∙  (3)

송신신호의 시간영역 값은  을 IFFT하고 복호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위 식에서 FDE 계수 의 

추정은 훈련신호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일반

적으로 FDE는 수신 구조에 따라 선형 등화와 결정

궤환 등화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각 등화

기법과 등화기 계수추정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Ⅲ. 등화기 계수추정

그림 1에 표현된 FDE의 수신 구조는 그림 3과 같

이 두가지 형태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FD-LE는 FDE 계수를 곱

한 후 IFFT를 취한 출력 을 으로부터 전송된 신

호 을 구하지만 FD-DEF는 출력 을 구하기 

위해 사전에 구해진 의 궤환 값과 궤환필터

(Feedback Filter) 를 이용한다. 이는 에 포함

된 잔여왜곡(Residual Distortion)을 제거할 수 있어 

효율적이나 SNR이 큰 경우 왜곡된 이 궤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채널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다고 가정할 때 FD-LE

와 FD-DFE의 IFFT 출력 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p


    (4)

    
 



  



exp




 
∈




  (5)

(a) Frequency Domain Linear Equalization(FD-LE)

}{ mr }{ lR }{ mz }{ maFFT

Multiply 
by coeff.

IFFT Detect

}{ lW

Block processing

Symbol-by-symbol processing

}{ mr }{ lR }{ mz }{ maFFT

Multiply 
by coeff.

IFFT Detect

B Feedback taps }{ kf

}{ lW

Block processing

(b) Frequency Domain Decision Feedback Equalization (FD-DFE)

그림 3. FDE 수신 구조

위 식에서 은 FFT 차수를 나타내며 식(5)의 궤

환필터 차수 가 0일 경우 식 (4)와 (5)는 같게 

된다.

FDE 계수는 식 (6)에 정의된 평균 자승 오차

(mean sqaured error : MSE)가 0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되며 유도된 FD-LE와 FD-DFE 계수 은 각

각 식 (7), (8)과 같다.

         (6)

  
 

  




 






 (7)

  
 

  




 







 

∈


exp







  (8)

위 식에서 은 SNR을 의미한다. 또한 식 (8)의 

궤환필터 계수 
는 식 (9)와 같이 유도되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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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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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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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10)

식 (9), (10)은 궤환필터 계수 
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식이다. 따라서 궤환필터의 차수가 증가

함에 따라 을 구하기 위한 연산량이 증가하게 되

므로 이를 고려하여 차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과 는 훈련신호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훈련신호를 이용한 채널추정 방

법과 추정된 채널을 이용한 FDE 계수 추정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식 (7)과 (8)의 등화기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전송블록에 나타낸 CP 이후에 훈련신호를 

연속적으로 삽입하여 전송하여 채널의 상태정보를 

추정한 후, 채널에 의해 왜곡된 신호를 보정한다.

그러나 CP는 전송블록의 뒷부분을 복사하여 사용

하기 때문에 매 블록마다 불규칙하게 변하며 수신측

에서 알 수 없는 신호이다. 이 경우 CP에 연속되어 

삽입된 훈련신호 블록에 영향을 주어 채널 추정 및 

심볼의 동기화(synchronization)를 어렵게 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alconer[1] 등은 그림 4에 

나타낸 것처럼 CP 대신 Frank-Zadoff 및 Chu에 의

해 제안된 UW(Unique Word)를 이용한 동기화 및 

등화기법을 제안 하였다[1][2]. 

CP

kth block (k+1)th block

UW DataUW UW UWUW

그림 4. 훈련신호를 삽입한 전송구조

UW는 채널 주파수대역 내에서 동일한 크기를 가

지고 자기상관 특성이 우수하여 채널추정 및 심볼 

동기에 적합하다. 그림 4에서 맨 앞의 UW는 CP 및 

동기화에 쓰이며 그 이후의 UW는 훈련신호로 사용

된다. 또한 훈련신호로 사용되는 UW의 블록 수는 2

개 이상이 될 수 있으나 블록 수가 증가 할수록 전

송해야 할 실제 정보량은 감소하게 된다.

UW를 이용한 등화기 계수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번째 훈련블록의 번째 수신신호인 


과 훈련심

볼 과의 오차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p




 
∈

 
 

   ⋯   ⋯

 (11)

위 식은 FD-DFE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앞 절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 차수()가 0일 경

우, 이는 FD-LE의 경우가 된다. 또한 는 FFT 차

수를 나타낸다.

UW를 이용한 등화기 계수 추정은 식 (11)에 대한 

자승의 합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를 요약하면 

식 (12)와 같다.

  
  








  



 







 


  






 











  






 
 










  




 



 (12)

위 식에서 은 훈련신호 의 FFT 계수를 나타

낸다. 또한  과  은 각각 식 (7), (8)의 분모인 

 
 에 대한 추정 값과 주파수영역 채널 추정 

값을 의미하며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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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의 우변이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FDE 

계수 은 다음 식과 같이 유도되며 이때 궤환필터 

계수   
는 식 (15), (1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ex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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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5)

     
  








 

 









   (16)

 Ⅳ. 모의실험

본 장에서는 모델링된 채널에 대한 SC-FDE의 성

능을 평가하였다. 먼저, 수중채널 모델링은 해면, 해

저의 기하학적 구조, 해면, 풍속에 의한 파고의 변화, 

송수신기의 공간적위치변화, 수온, 염도 등 많은 요

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 모든 요소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표 2. 수중채널 모델링 환경

송신거리 500m

수심 100m

음속구조 수심에 반비례

해저저질 진흙

해저밀도 1.4(g/cm3)

바닥음속 1490 m/s

감쇠계수 0.2

송신기 수심 90m

수신기 수심 90m

수중 음향통신 환경에서 SC-FDE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벨홉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표 2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모델링된 수중음향채널은 송수신 센서

의 위치 및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이 없는 고정된 환

경이라 가정하였다. 그림 5는 모델링된 채널의 음속

구조와 고유음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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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음속구조 및 고유음선도

전송되는 반송주파수, 데이터 전송율, 변조방식은 

각각 25kHz, 10kbps, QPSK로, 훈련블록의 수는 2로 

설정하였다. 

모래바닥 환경에서 모델링된 채널을 통해 송수신

된 신호와 FDE를 거친 신호 대한 성상도를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이때 성상도는 FD-LE에 대한 출력

을 나타낸 것이며 SNR은 30dB로 가정하였다.

                (a)                                (b)

그림 6. (a) 수신심볼, (b) 등화된 심볼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하게 왜곡된 송신 신

호는 FDE에 의해 복원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FDE 출력은 유클리디안(Euclidean) 거리가 최소가 

되는 신호로 매핑(Mapping)된 후 복원된다. 매핑된 

신호가 전송신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NR에 따른 SER(Symbol Error Rate)를 계산하였으

며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경우 모두 유사한 SER 성능을 나타내며 

FD-DFE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준다. 이때 FD-DFE

의 궤환필터 계수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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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파를 이용한 수중무선통신에서 

SC-FDE의 구조별 성능과 적용성 여부를 평가하였

다. 모델링된 수중환경에 SC FD-LE와 FD-DFE를 

적용하여 수신성능을 평가한 결과 SC-FDE는 다중경

로 페이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수중무선통신에 

적용 가능한 방법임을 검증하였다.

그림 7. FD-LE와 FD-DFE의 SER 곡선 비교

향후, SC-FDE와 OFDM의 성능을 비교 ․ 평가하고 

이동성을 갖는 환경에서도 SC-FDE의 전송율과 수신

성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전송구조 및 수신 알

고리듬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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