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수중에서는 물의 매질 특성상 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이 어려워 음향 통신을 이용한다. 수중음향통신

의 경우 음파의 방향성으로 인해 송신된 신호가 의

도된 수신기 외에 다른 수신기로 전달될 수 있다. 이

에 따라 군사 분야에서는 정보를 은밀하게 전송해야 

하므로 은밀 수중 음향 통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3]

군용 은밀 수중음향통신의 경우 송신하는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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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은밀 수중 통신은 수중에서 신호를 전송할 때 다른 대상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보내는 통신 방법이다. 수중에서 

정보를 은밀하게 보내는 방법은 Radio Frequency(RF)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하게 Low Probability of Detection(LPD)

와 Low Probability of Intercept(LPI)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그러나 수중에서 음향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 

협소한 주파수 대역폭으로 인해 은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존의 신호 전송 전력을 낮추거나 변조 대역폭을 늘리는 

방법과는 다르게 수중 포유류의 음향 신호를 모방하여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생체모방 은밀 수중향통

신은 주로 돌고래나 고래가 발생시키는 클릭음이나 휘슬음을 모방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생체모방 은밀 수중음향통

신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필요한 연구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생체모방 통신 기술들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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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vert  Underwater Communication (CUC) signals should not be detected by other unintended 

users. Similar to the method used in Radio Frequency (RF), covert communication technique sending information 

underwater i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Low Probability of Detection (LPD) and Low 

Probability of Intercept (LPI). These conventional methods, however, are difficult to be used in the underwater 

communications because of the narrow frequency bandwidth. Unlike the conventional methods of reducing 

transmission power or increasing the modulation bandwidth, a method of mimicking the acoustic signal of an 

underwater mammal is being studied. The biomimetic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mainly mimics the 

click or whistle sound produced by dolphin or whale. This paper investigates biomimetic communication method 

and introduces research trends to understand the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such biomimetic covert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and future research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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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채널을 통과할 때 낮은 신호 대 잡음비 환경에

서도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여 채널 상에서 신호의 

존재를 알기 어렵게 하는 Low Probability of Detection 

(LPD)와 적이 신호를 가로채더라고 신호를 복구하

기 어렵게 만드는 Low Probability of Intercept(LPI)가 

중요한 매개변수이다.[4-9] 일반적으로 은밀 통신은 

적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수신 신호의 에너

지를 측정하므로 송신 신호의 에너지를 넓은 대역폭

에 걸쳐 분산시켜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줄이기 위

해 개발되었다.[4-9] 그러나 수중음향통신에서는 사

용이 가능한 대역폭이 너무 작아 신호 에너지를 분

산시키기 어렵다.[4-9] 이를 위해 좁은 대역폭의 저에

너지 전송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큰 

Bit Error Rate(BER) 성능을 나타낸다. 대안으로 기존

의 은밀 수중음향 통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중 동물의 생물학적 소리를 모방하는 생체모방 은

밀 수중 통신방식이 개발되었다. 수중 동물의 생체 

소리를 모방하여 적이 수중 동물의 소리와 통신 신

호를 혼동하도록 한다. 모방된 신호는 전송 에너지

를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은밀 수중 통신 

방식보다 더 나은 BER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

라 생체모방 은밀 수중음향 통신방식이 새로운 은밀 

통신방식 중 하나로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생체모방 은밀 수중 음향통신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필요한 연구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생체모방 은밀 수중 음향통신과 관련한 대표적

인 연구 내용들을 조사하여 나타낸다. 

II. 수중 생체모방 기술

생체모방 은밀 수중음향 통신은 주로 돌고래 또는 

고래의 소리를 모방하여 통신 신호를 생성하는 변조 

기법을 적용한다. 돌고래 소리는 크게 클릭음과 휘

슬음으로 분류되며 이를 모방하여 통신 신호를 생성

한다. 클릭음은 위치를 파악하거나 물체를 감지 및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로 시간 길이가 짧고 대

역폭이 넓어 펄스 신호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

다.[10,11] 클릭음을 모방하는 통신 신호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은폐성이 좋고 다중 경로 분해능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는 반면 넓은 대역폭과 짧은 시간 길이

로 인해 통신 범위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휘슬음은 

돌고래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신호

로 클릭음에 비해 시간 길이가 길고 시간-주파수 구

조 및 대역폭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10,11] 휘

슬음을 모방하는 방법에는 모방하고자 하는 휘슬음

을 시간 영역에서 여러 개의 슬롯으로 나누어 슬롯

마다 정보를 담아 전송하는 방법과 휘슬음 자체를 

심볼로써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전자의 경우 

전송률이 높은 반면 모방성이 떨어지고 후자의 경우 

모방성이 높은 반면 전송률이 떨어지는 상반관계를 

가진다. 클릭음과 휘슬음을 모방하는 생체모방 수중 

통신 기법의 변조 방법 및 장단점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본 논문에서는 생체모방 은밀 수중음향통신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II장에

서는 클릭음을 모방하는 통신 기술, III장에서는 휘

슬음을 모방하는 통신 기술을 휘슬음을 시간 영역에

서 나누어 모방하는 방법과 휘슬음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III. 클릭음 모방 기술

군사 목적의 수중 음향 통신 시 교환 되는 정보의 

가로채기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이 은밀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은밀 통신 방식으로 돌고래의 클

Table 1. Summary of modulation technique, pros and cons of biomimetic underwater communication method that 

mimicking the click and whistle sound.

Dolphin sound Modulation technique pros. cons.

Click sound Transmitting information in the click sound itself ∙ wide bandwidth
∙ short range 

communication

Whistle sound

Divide the whistle into multiple time slots and transmit with 

information in each slot

∙ long range communication

∙ high data rate

∙ low mimicking 

performance 

Use each whistle as a symbol
∙ long range communication

∙ high mimicking performance 
∙ low data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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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음을 모방하는 생체모방 수중 통신 방식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클릭음을 모방한 은밀 수중 통

신 방식들에 대한 주요 성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Reference [12]에서는 미리 녹음된 고래 및 돌고래

의 클릭음을 기본 반송파 신호로 사용하여 수상함과 

잠수함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험을 최초로 시행하

여 생체모방 수중 통신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 시

험에서는 여러 수신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수신하였

으나 채널 등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낮은 BER 성

능을 나타내었다.

Reference [13]에서는 돌고래의 클릭음에 정보를 

담아 전송하기 위해 각 소리 신호의 시간 간격에 정

보를 변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클릭음 사이의 

시간 간격에 6비트 정보를 매핑하여 데이터를 전달

하고, 클릭음 사이에 시간 간격을 변경하여 정보를 

변조되어 높은 은밀성을 나타냈다. 제안한 방법에서

는 Matching Pursuit(MP)와 레이크 수신기를 이용하

여 BER 성능 10‑4, 전송률 37 bps을 달성했다. 이후 동

일한 원리에 M-ray 기술을 적용하여 전송률을 69 bps 

까지 향상했다.[14]

Reference [15]에서는 돌고래의 고주파 클릭음을 이

용한 통신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돌고래

의 고주파 클릭음을 모방하여 짧은 시간 간격을 갖는 

광대역 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각 펄스마

다 1비트의 정보를 포함하며 Time Hopping(TH)  코드

에 의해 변조되고 전체 프레임은 Pulse Position Mo-

dulation(PPM)에 의해 변조된다. 수신된 TH-PPM 펄

스는 상관 방법을 통해 복조되며 전산 모의실험을 

통해 20 dB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 

환경에서 BER 성능 10‑3을 달성하였다.

Reference [16]에서는 기존의 돌고래의 소리를 모

방하던 방식과 달리 바다사자의 소리를 이용하여 생

체모방 통신방식을 제안하였다. 모방 통신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바다사자의 클릭음을 세그먼트로 분

류하여 압축하고 양극성 직교 변조 방식을 적용하여 

전산 모의실험을 통해 0에 가까운 BER 성능을 달성

하였다.

Reference [17]에서는 범고래 간의 통신 프로세스

가 수중의 여러 플랫폼 간의 데이터 상호 작용 프로

세스와 유사한 특성에 착안하여 범고래의 클릭음

을 이용하여 군사 수중 플랫폼 형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Basic Bio-Inspired Camouflage Commu-

nication Frame(BBICCF)를 제안했다. BBICCF는 각 수

중 플랫폼을 범고래로 간주하고 각 플랫폼에 주어진 

실제 범고래의 휘슬음과 클릭음으로 이루어진 call 

pulse train에 속하지 않은 다른 고유한 범고래 휘슬음

을 통신 주소 코드로 할당한다. 그리고 원래의 call 

pulse train에 속한 범고래 클릭음을 통신 코드로 사용

하고, 통신코드 간 시간 지연차와 통신 코드 수를 사

용하여 통신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 다음 선택된 휘

슬음 및 클릭음을 활용하여 원래의 call pulse train의 

특성을 완전히 모방한 통신 프레임을 구성한다. 주

소 코드의 효율적인 분류 및 복조를 위해 범고래의 

시간-주파수 윤곽 추출 방법도 제안하였다. 제안한 

Table 2. Summary of major achievements for covert underwater communication methods that mimics the click 

sound of marine mammal. 

Author Contribution Year

Dol et al. First biomimetic covert underwater communication experiment using dolphin click sound.[12] 2008

Liu et al.

Transmits information in time intervals of dolphin click sound, lake experiment using dolphin click 

sound achieving 37 bps data rate with BER 10‑4.[13]

Used M-ray method achieve 69 bps data rate with BER less than 10‑4.[14]
2013 ~ 2014

Liu et al.
Used TH-PPM method modulates the transmission frame contains bit within each dolphin click, 

computer simulation achieve BER 10‑3 at 0 dB SNR.[15]
2013

Jia el al.
Used the sound of sea lions to implement biomimetic covert underwater communication with bipolar 

orthogonal modulation.[16]
2015

Jiajia et al.
Design a BBICCF to provide support for MUP formations, by using killer whales’ call pulse and 

achieve BER 10‑5 at 15 dB SNR.[17]
2020

Jiajia et al.
Proposal of bio-inspired covert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metho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perm whale clicks and achieve BER less than 10‑3 at 15 dB SNR.[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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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해 전산 모의실험을 시행하여 신호대잡음

비 15 dB 이상 환경에서 BER 성능 10‑5 이하를 달성하

였다.

Reference [18]에서는 향유고래 클릭음의 시간-주파

수 특성의 결합 인코딩을 기반으로 한 생체모방 수중 

음향 통신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향

유고래의 시간-주파수 윤곽 형태와 주파수 대역 분포

의 특성을 분류하여 두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통신 코

드를 구성한다. 향유고래 클릭음 간격 특성에 따른 서

로 다른 통신 코드 간의 차등 시간 지연 차이 인코딩을 

통해 생체 공학 통신 시퀀스가 구성된다. 제안한 방법

을 검증하기 위해 얕은 해상 채널, 깊은 해상 채널 그

리고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AWGN)  환경에 대

해 전산 모의실험을 시행하여 신호대잡음비 15 dB 이

상 환경에서 BER 성능 10‑3 이하를 달성하였다.

IV. 휘슬음 모방 기술

휘슬음은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비선형 처프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며 이를 주파수 윤곽이라 한다. 

휘슬음을 모방하는 방식은 휘슬음의 주파수 윤곽과 

유사한 패턴을 갖도록 생성하여 사람이 듣기에 고래

의 휘슬음과 유사해지도록 한다.[1,9] 본 절에서는 휘

슬음 자체를 이용하는 은밀 통신 방법을 적용한 연

구와 휘슬음을 시간 영역에서 나누어 정보를 담아 

전송하는 은밀 통신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로 나누어 

설명한다. 휘슬음 자체를 이용한 생체모방 통신 기

법들에 대한 주요 성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휘슬음 자체를 이용한 생체모방 통신 기법

Reference [19]에서는 돌고래의 휘슬음이 Frequency 

Modulation(FM) 신호와 비슷하지만 주파수와 주기가 

돌고래의 종 및 서식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이

용하여 휘슬음의 위상과 주파수를 변화시켜 다양화

하기 위해 Generalized Frequency Modulation(GFM)을 

공식화하여 신호를 모델링했다. Reference [20]에서 

GFM 기술을 사용하는 은밀 통신을 위해 수신기를 개

발하여 하와이에서의 KAM11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

다. 제안한 수신기는 채널을 MP 알고리즘으로 추정

하고 수신기에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or(MLE)

를 사용하여 각 수신 신호에서 신호 매개변수의 추

정치를 찾는다. 그런 다음 휘슬음에 정보를 담기 위

해 송신기에서 사용하는 신호 매핑 규칙에 따라 이

러한 매개변수를 비트로 복조한다. 실험 결과 BER 

성능이 0인 경우 127 bps를 달성하였고 전송률이 증

가함에 따라 BER 성능이 낮아졌다. 실험 결과에서 

최대 전송률은 BER 성능 10‑1 기준 전송률 227 bps를 

달성하여 높은 전송률을 보였다.

Reference [21]에서는 장거리 통신을 위한 저주파의 

돌고래 휘슬음을 모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Table 3. Summary of major the biomimetic covert underwater communication methods using whistle sound of 

marine animals. 

Author Contribution Year

EIMoslimany 

et al.

Proposal of covert underwater communication method that mimic dolphin whistle using GFM, ocean 

experiment using mimics dolphin whistle achieving 127 bps data rate with BER 10‑1.[19]

Achieved 69 bps data rate utilizing M-ray technique.[20]
2013 ~ 2016

Liu et al.

Mimicked dolphin whistles in DSSS signal and achieved BER 2 × 10‑4 for 40 km distance.[21]

Hides the modulated MSK signal in the spectral profile of the original dolphin whistles and achieved 

BER 10‑3 with 10 bps data rate.[22]
2013 ~ 2017

Xiao et al.
Mimic dolphin whistle using differential pattern time delay shift coding, conducted an experiment in 

the tank and achieve 67 bps data rate at 0 dB SNR.[23]
2013

Bilal et al.
Compile humpback whale whistle into bionic Morse code and achieved BER less than 10‑3 at –7 dB 

SNR for 5 km distance.[24]
2017

Ahn et al.

Lee et al.

Developed Time-Frequency Shift Keying (TFSK) that assigns bit to time-frequency position where 

dolphin whistle is present, conducted an ocean experiment and achieve BER 3.5 × 10‑4 at –10.5 dB 

SNR.[25]

Used orthogonal code to reduce ambiguity between whistle pattern.[26]

2018

Ahn et al.
Proposal of machine learning based biomimetic covert underwater communication using various 

dolphin whistle patterns and achieve BER 2 × 10‑3 in ocean experiment.[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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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에서는 송신하려는 정보를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DSSS)로 변조하고 시간 및 주파수 영

역에서 돌고래 소리로 마스킹하여 신호를 전송한다. 

이미 알고 있는 고유 주파수 및 휘슬음의 진폭을 기반

으로 수신된 휘슬음이 동기화 역할을 하여 수신기에

서 돌고래의 실제 휘슬음을 필터링한다. 제안한 방법

을 검증하기 위해 해상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

해 40 km 거리 기준 BER 성능 2 × 10‑4을 달성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Reference [22]에서는 Minimum Shift 

Keying(MSK) 변조된 신호를 돌고래 휘슬음으로 마

스킹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휘슬음을 모방

한 신호 위상의 연속성을 보장해주었다. 채널 추정을 

위해 MP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다중 경로 간섭을 줄

이기 위해 Virtual Time Reversal Mirror(VTRM) 기술을 

적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검증을 위한 전산 

모의실험을 통해 BER 성능 10‑3, 전송률 10 bps를 달성

하며 전송률은 낮은 반면 높은 은밀성을 달성하였다.

Reference [23]에서는 Differential Pattern Time Delay 

Shift Coding(DPTDS) 방식을 적용하여 돌고래의 휘

슬음을 모방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돌고래의 휘

슬음은 동기화를 위해 사용하고, 휘슬음 사이의 간격

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모

방된 신호에 대한 DPTDSC 방식을 통해 모방 신호의 

은밀성을 높이고 심볼간 간섭 및 도플러 효과에 강인

한 성능을 보였다. 성능 검증을 위해 수중 탱크에서 

실험을 시행했으며 신호대잡음비 0 dB 환경에서 BER

이 0이고 유효 전송률 67 bps를 달성하였다.

Reference [24]에서는 정보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혹

등고래의 휘슬음을 모방하여 모스 부호와 유사한 표

준 모방 부호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모스 부호는 적

에 의해 감지 되어 해독되기 쉬우므로 제안하는 방법

에서는 혹등고래의 휘슬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

한다. 주파수와 진폭이 변조된 여러 세그먼트로 구성

된 혹등고래의 휘슬음을 영어 문자에 대한 정보 엔트

로피를 사용하여 생체 공학 모스 부호로 모방한다. 

제안한 생체 공학 모스 부호는 기존의 모스 부호와 달

리 club, diamond, heart, 그리고 spade 요소로 구성되어 

감지 가능성이 낮아 Low Probability Recognition(LPR) 

제약 은밀 통신이 가능하다. 전산 모의실험을 통해 5 

km 거리 기준으로 신호대잡음비 –7 dB 환경에서 초

당 한 문자의 전송률과 10‑3 미만의 BER 성능을 달성

하였다. 또한 MP 알고리즘과 VTRM 기술을 적용하

여 BER 0을 달성하였다.

Reference [25]에서는 돌고래 휘슬음을 왜곡하지 않

고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돌고래 휘슬음이 존재하는 

시간-주파수 위치에 비트를 할당하는 Time Frequency 

Shift Keying(TFSK)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

법은 돌고래 휘슬의 주파수 윤곽을 갖는 반송파를 생

성하고, 시간 및 주파수 위치를 이용하여 비트를 할

당하여 전송한다. 수신기에서는 수신된 신호와 원래

의 휘슬 패턴에 대해 모든 시간 및 주파수 위치의 경

우의 수를 비교하여 Maximum Likelihood(ML)을 통해 

복조한다. 제안한 방법 검증을 위한 해상 실험을 통

해 신호대잡음비 –10.5 dB 환경에서 BER 성능 3.5 × 

10‑4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기울기가 작은 휘슬 패턴

의 경우 시간 위치를 이동하여도 모호 영역이 생겨 

BER 성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eference [26]에서는 변조 가능한 최소 기울기 

및 시간-주파수 변조 파라미터를 산출하고 직교 코드

를 사용하여 휘슬 패턴 간 모호성을 완화하였다.

Reference [27]에서는 돌고래의 휘슬 패턴을 활용

하여 기계학습을 통해 각 패턴에 비트를 할당하고 

복원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패턴이 유사한 휘슬들

을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진 비트를 할당하고 

그룹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휘슬 패턴 중 하나를 전

송하여 은밀성을 향상시켰다. 분류된 휘슬 패턴들을 

제안하는 Directional Acyclic Graph Network(DAG-net)

과 LSTM을 통해 학습하여 높은 검출 성능을 가지는 

기계학습 기반 검출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해상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BER 성능 2 × 10‑3을 달성하였다.

∙분할 시간 슬롯 기반 생체모방 통신 기법

휘슬음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 휘슬음을 모

방할 때 휘슬 패턴의 왜곡이 적어 모방성이 높은 반면 

전송률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전송률을 향상하

기 위해 모방하고자 하는 휘슬음을 시간 영역에서 나

누어 정보를 담아 전송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이

러한 방법들은 전송률이 높은 반면 모방성이 떨어지

는 단점이 존재한다. 분할 시간 슬롯 기반 생체모방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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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법들에 대한 주요 성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References [28]에서는 실제 소래 휘슬음의 주파수 

윤곽과 유사한 패턴을 갖도록 통신 신호를 설계하기 

위해 모방하고자 하는 돌고래 휘슬음을 시간 영역에

서 여러 개의 슬롯으로 나눈 후 매 슬롯에 상향 및 하향 

처프를 할당하는 방법인 Chirp Spread Spectrum(CSS) 

변조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원래의 

돌고래 휘슬음로부터 주파수 윤곽을 추출하여 각 처

프의 중심 주파수로 할당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원래

의 휘슬음은 동기화 신호로 활용하였다. 또한 수중 

채널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VTRM 기술을 적용하

고 Fractional Fourier Transform(FrFT) 및 상관 방법으

로 수신 신호를 복조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해상 실험에서 5.5 km 거리, 처프의 시

간 길이 20 ms 기준 BER 성능 10‑3을 달성하였다.

Reference [9]에서는 Reference [28]에서 제안한 CSS

와 유사하게 모방하고자 하는 휘슬음을 시간 영역에

서 여러 개의 슬롯으로 나눈 후 매 슬롯의 중심 주파

수에 따라 FSK로 변조하여 모방 신호를 생성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CSS와 달리 주파수 상에서 심볼 

간의 직교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BER 성능이 3 dB 만

큼 신호대잡음비 이득을 가졌다. 돌고래 휘슬음을 

모방한 변조 신호는 매 심볼의 반송 주파수가 변화

하기 때문에 채널 지연에 의한 심볼 간 간섭이 발생

하지 않는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

하여 레이크 수신기를 통한 다중 경로에 대한 이득

을 얻었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보이기 위한 호수 

실험에서 BER성능 8 × 10‑3을 달성하였다.

Reference [29]에서는 전송률을 높이기 위해 Phase 

Shift Keying(PSK) 기반의 휘슬음을 모방하는 은밀 수

중 통신 기법을 제안하였다. PSK 기반 휘슬음 모방 

은밀 수중 통신 기법은 모방하는 휘슬음의 주파수 

윤곽과 유사한 형태를 갖도록 PSK 심볼에 전송주파

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시간에 따라 휘슬음의 주

파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각 심볼이 겪는 채널이 다

르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eference [30]에서는 

채널 추정 및 등화가 필요하지 않은 Differential PSK 

(DPSK) 심볼을 전송주파수로 할당하는 Continuously 

Varying Carrier Frequency Modulation(CV-CFM) 기법

을 제안하였다. CV-CFM 방법은 기존 CSS, FSK 기반 

방식보다 주파수 성분 간의 불연속성이 줄어들어 모

방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졌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

능을 검증하기 위한 해상 실험에서 대역폭 400 Hz 기

준 BER 성능 0을 달성하였다.

Reference [30]에서는 PSK 기반의 휘슬음 모방 기

법으로서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기반 휘슬음 모방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하는 방법은 모방하고자 하는 휘슬음을 시간-주파

수 영역에서 여러 개의 자원 요소로 나누고, 휘슬음

이 위치한 자원 요소에 DPSK 심볼을 할당하여 모방

한다. OFDM 기반 휘슬음 모방 기법은 기존의 CSS, 

FSK 기반 방식과 달리 OFDM 부반송파 마다 에너지

가 존재하여 주파수 성분 간의 불연속성이 감소하여 

모방성이 증가하였다. 전산 모의실험 결과 OFDM 기

반 휘슬음 모방 기법이 FSK에 비해 BER 성능이 3dB 

만큼 신호대잡음비 이득을 보였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생체모방 은밀 수중 음향 통신과 

Table 4. Summary of the split time slot-based biomimetic covert underwater communication methods that mimics 

the whistle sound of marine animals.

Author Contribution Year

Liu et al.
Modulated by CSS with a different carrier frequency which is obtained from the frequency contour of 

the dolphin whistle and achieve BER 10‑3 for 5.5 km distance in the experiment.[28]
2017

Ahn et al.
Modulated by FSK according to the center frequency of multiple slots of the whistle divided in the time 

domain and achieve BER 8 × 10‑3 in lake experiment.[9]
2018

Ahn et al.
Proposal CVCFM allocates the frequency according to the time of the whistle as the transmission 

frequency of the DPSK symbol and achieve BER 0 at 400 Hz bandwidth.[29]
2019

Lee et al.
Developed OFDM based biomimetic covert underwater communication to avoid interference and 

achieve 3 dB SNR gain in BER performance compared to FSK.[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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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연구 동향들을 소개하였다. 수중 환경 특성

상 나타나는 은밀 수중 통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해 수중 동물의 생체 소리를 모방하여 적이 수중 동

물의 소리와 통신 신호를 혼동하도록 하는 생체모방 

통신 기법으로서 주로 돌고래 또는 고래의 소리를 

모방하는 방법들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고래류의 

클릭음과 휘슬음이 가지는 소리 특성 차이에 따라 

모방 신호의 통신 범위가 달라지며, 휘슬음을 모방

하는 경우에도 휘슬 패턴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휘슬 패턴을 시간 영역에서 나누어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률과 모방성 측면에서 상반관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생체모방 기술의 적용 분야 및 범

위에 따른 적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체모방 기

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생체모방 기술의 

적용 범위를 증대하기 위해 고래류의 종별 소리 특

성 및 서식지, 패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며 나아가 다른 수중 생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

체모방 기술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다. 또한 본 논문에서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고래

류의 소리를 모방한 신호를 실제 해역에서 실험적으

로 검증한 작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생체모

방 은밀 수중 음향 통신 분야의 현재 연구들은 많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해역에서의 사용 가능

성에 대한 검증이 더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수반하

는 수중 생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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