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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천해에서의 음파는 긴 지연시간을 가지는 다중경로를 통해 전달되며 이러한 특성은 통신에서 Inter-Symbol 

Interference(ISI)을 야기하기 때문에 성능을 악화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잔향음 우세 환경에서의 통신성능을 분석하

고 다중경로 지연시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5 × 5 × 5 m3 수조에서 다양한 심볼 전송속도(100 sym/s to 8000 

sym/s)를 갖는 Binary Phase-Shift Keying(BPSK) 신호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어가능한 수조 환경에서의 

음향 채널은 수조 내 경계면 및 벽면에서의 다중반사로 인해 밀집한 다중경로 특성을 가지며 약 40 ms 이하의 최대 초

과 지연과 8 ms 이하의 Root Mean Squared(RMS) 지연확산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4가지 통신 복조 기법을 이용하

여 Bit Error Rate(BER) 성능과 출력 Signal-to-Noise Ratio(SNR) 성능을 분석하며 잔향음 우세 환경에서의 심볼 시

간과 RMS 지연확산의 비율인 Symbol interval to Delay spread Ratio in reverberant environment(SDRrev)을 정의하

여 통신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 심볼 전송속도를 제시한다. 

핵심용어: 잔향음 우세 환경, 최대 초과 지연, Root Mean Squared (RMS) 지연확산, 상관 대역폭, Symbol interval 

to Delay spread Ratio in reverberant environment (SDRrev)

ABSTRACT: Underwater acoustic wave in shallow water is propagated through multipath that has a large delay 

spread causing Inter-Symbol Interference (ISI) and these characteristics deteriorate the performance in the 

communication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communication performance and investigate the correlation with 

multipath delay spread in a reverberant environment, an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experiment using 

Binary Phase-Shift Keying (BPSK) signals with symbol rates from 100 sym/s to 8000 sym/s was conducted in a 

5 × 5 × 5 m3 water tank. The acoustic channels in a well-controlled tank environment had the characteristics of 

dense multipath delay spread due to multiple reflections from the interfaces and walls within the tank and showed 

the maximum excess delay of 40 ms or less, and the Root Mean Squared (RMS) delay spread of 8 ms or less.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s of Bit Error Rate (BER) and output Signal-to-Noise Ratio (SNR) were analyzed using 

four types of communication demodulation techniques. And the parameter, Symbol interval to Delay spread Ratio 

in reverberant environment (SDRrev), which is the ratio of symbol interval to RMS delay spread in the reverberant 

environment is defined. Finally, the SDRrev was compared to the BER and the output SNR. The results present the 

reference symbol rate in which high communication performance can be guaranteed.

Keywords: Reverberant environment, Maximum excess delay, Root Mean Squared (RMS) delay spread, Coherence 

bandwidth, Symbol interval to Delay spread Ratio in reverberant environment (SDR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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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천해에서의 음향 통신신호는 경계면 반사 및 산란

에 의해 다중경로를 통해 전달되며, 공기 중 전파통

신에 이용되는 전자기파 속도(~30만 km/s)에 비해 낮

은 음파 속도(~1.5 km/s)로 인해 긴 지연시간을 가지

기 때문에 수중음향 통신채널은 대역제한 및 잔향 

특성을 나타낸다.[1]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변동과 해

수면의 이동 및 송·수신기의 상대적인 움직임은 시

간에 따른 다중경로 변화를 야기하여 채널 상관시간

을 작게 만든다.[2] 이러한 특성은 수중 음향통신에서 

신호의 왜곡을 발생시켜 성능저하를 야기하기 때문

에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해양환경에서의 

채널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중경로 지연확산과 관련하여 Root Mean Squared 

(RMS) 지연확산,[3,4] E1
[5] 및 Eq

[6] 등 통신성능을 예측

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가 연구되어 왔다. Son et 

al.[5]은 채널 세기 임펄스 응답 함수의 정규화 누적 에

너지를 이용하여 한 심볼 시간 내의 에너지 값을 E1으

로 정의하고 통신성능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Kim et al.[6]은 Son et al.[5]의 E1을 착안하여 q-함수 누적 

크기의 한 심볼 시간 내의 크기 값을 Eq로 정의하고 

통신성능과 비교하여 시역전 통신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써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잔향

음이 우세한 환경에서의 다중경로 지연시간 특성을 

이용하여 심볼 전송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인 Symbol interval to Delay spread Ratio in reverberant 

environment(SDRrev)를 정의하고 실험을 통해 통신성

능과의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II장에서는 다중경

로의 지연확산 특성과 통신성능 도출에 이용한 수동 

시역전 통신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실

험환경과 송신신호 및 채널 특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IV장에서는 4가지 통신 복조 기법과 실험

환경에서 심볼 전송속도에 따른 통신성능 및 본 논

문에서 정의한 파라미터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를 제

시하며 V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맺는다.

II. 이  론

2.1 다중경로 지연확산 특성

천해에서의 음향 통신채널은 경계면에 의한 반사 

와 산란, 음속의 수직적 차이에 의한 굴절 등 긴 지연

시간을 갖는 다중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며 지연확산 

정도에 따라 통신 가능한 주파수 범위가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의 지연확산 정도와 통신성능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신호의 최소 자승

법으로 추정된 기저대역 채널의 지연확산 특성을 

RMS 지연확산 로써 분석하였다.[3,7] RMS 지연확

산은 정규화된 채널 세기 
 와 지연시간 의 함수

로 Eq. (1)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  ̅ 








 










. (1)

다중경로 지연확산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잡음레벨 이상의 다중경로 에너지 중 채널 세기를 

최댓값 기준으로 –20 dB 이상인 에너지만을 사용하

였고 이 때 가장 마지막에 도달한 채널의 지연시간 

와 첫 번째 도달 채널의 지연시간 과의 차이를 이

용하여 최대 초과 지연 을 계산하였다[Eq. (2)]. 통

신채널을 보상하기 위한 등화기의 탭 계수는 채널의 

최대 초과 지연 값에 상응하는 탭 길이를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 (2) 

상관 대역폭은 RMS 지연확산의 역수로써 통신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주파수 범위로 표현된

다( ≈).
[3,4] 통신신호의 대역폭이 상관 대역

폭보다 크게 되면 상관 대역폭에 포함되지 않는 주

파수대역에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하며, 신

호의 주파수 변형을 일으켜 결국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 변형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수중채널의 상관 대역폭을 추정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잔

향음이 우세한 환경에서 RMS 지연확산의 역수와 심

볼 전송속도의 역수인 심볼 시간과의 비율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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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신성능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2.2 수동 시역전 기법

다중경로의 긴 지연시간은 수중통신에서 Inter-Symbol 

Interference(ISI)를 야기하여 성능을 악화시키는 요인

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경로 지연확산에 의한 ISI

를 줄이기 위해 수동 시역전 기법을 적용하였다.[8-12] 

수동 시역전 기법은 배열수신기에 수신된 신호와 시

간 역전시킨 채널을 콘볼루션 후 합함으로써 시·공

간 집속에 의한 ISI 감소 및 Signal-to-Noise Ratio(SNR) 

증가효과를 가져 통신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단일 수신기를 이용한 수동 시

역전 과정은 다음 Eq. (3)으로 표현 가능하다.

  

 

  , (3)

여기서 와 는 송신기에서 전송한 정보신호

와 시역전 처리되어 도출된 정보신호, 와 

는 수신기로부터 수신된 통신신호와 채널 임펄스 

응답, 는 채널 임펄스 응답의 자기상관 값이고 *

는 컨볼루션의 연산자이다. 시역전 처리에 이용되

는 채널 정보는 통신신호의 훈련시퀀스를 통해 추

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역전 통신에 단일 수신기를 이용

하였기 때문에 배열수신기에 비해 SNR 향상 효과는 

작았다. 또한 시간 집속 시 q-함수의 주 에너지에 대

한 잔여 부엽 성분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해 결정 궤환 등화기(Decision Feedback Equalizer, 

DFE)를 이용하였다.[13] 본 실험환경에서는 수면의 

변동과 송·수신기의 상대적 이동이 없어 도플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송·수신 시스템 특성과 한 심볼 

내에 한 가지 이상의 다중경로가 동시에 수신되면서 

발생하는 미세 도플러 오프셋을 보상하기 위해 결정 

궤환 위상 고정 루프(Decision Feedback Phase Locked 

Loop, DFPLL)을 적용하였다.[13] 본 논문에서는 통신

신호 복조를 위해 수동 시역전 기법과 DFPLL의 적

용 유무에 따라 4 가지 복조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자

세한 내용은 IV장에서 설명한다. 

III. 수조실험 및 통신채널 특성

잔향음 우세 환경에서 채널 특성에 따른 통신성능

을 확인하기 위해 5 × 5 × 5 m3 수조에서 실험을 수행

하였다(Fig. 1). 실험 당시 측정한 음속은 1453 m/s로 

모든 수심에 대해 일정하였다. 무지향성 송신기

(ITC-1007, GAVIAL), 수신기(TC-4014, RESON)는 다

른 지연확산 특성을 갖는 두 가지 환경(set 1, 2)에서 

서로 다른 수심에 설치하였다. set 1의 경우 송신기와 

수신기간 수평거리 은 4 m, 송신기 수심  및 수신

기 수심   은 1 m였고, set 2의 경우 송신기와 수신기

간 수평거리는 4 m, 송신기 수심 및 수신기 수심은 4 

m에 설치하였다. 실험 중 수면의 움직임과 송·수신

기 간의 상대적인 이동이 없이 고정된 상태였고 수

조 내의 소음환경은 매우 조용한 환경(SNR≈65 dB)

으로 다중경로 지연시간 특성만을 이용하여 통신성

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송신신호는 탐침신호와 Binary Phase-Shift Keying 

(BPSK) 변조방식의 통신신호로 구성되었다(Fig. 2). 

통신신호는 길이 4 s, 중심주파수 15 kHz이며 정보전

달을 위한 3.2 s(1000 sym/s의 경우 3200 symbols)의 데

이터 시퀀스와 잔여 ISI 제거와 기저대역 채널 추정

Fig. 1. (Color available online) Experimental con-

figuration. [set 1 : R = 4 m, 

 = 1 m, 


 = 1 m, set 2 

: R = 4 m, 

 = 4 m, 


 = 4 m].

Fig. 2. (Color available online) Frame of the communi-

cation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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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0.8 s(1000 sym/s의 경우 800 symbols)의 훈련 

시퀀스로 구성된다. 신호는 수조 내 통신채널의 지

연시간과 통신성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총 15가지 심볼 전송속도로 설계되었

고, 저주파수 통과필터에 의한 ISI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롤 오프인자 0.5인 제곱근 상승 코사인 필

터를 사용하였다.

탐침신호는 길이 50 ms의 선형 주파수 변조(Linear 

Frequency Modulation, LFM)로 통신 대역폭과 동일한 

주파수 범위로 설계하였고 정합 필터링으로부터 도

출된 채널 응답을 통해 통신신호를 동기화하였다. 

Fig. 3은 9 kHz ~ 21 kHz LFM 신호 정합필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도출한 set 별 채널 응답으로 처음에 도달

된 경로의 에너지로 정규화하였고 수조 내에서 음파

가 수면, 바닥 및 벽면 등에 다중 반사함에 따라 강한 

잔향음이 발생하였다. 통신신호가 밀집한 다중경로

를 통해 전달되면서 두 set 모두 다중경로 에너지가 

dB 스케일에서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유사한 잔향시간을 보였다. 또한 처음으로 수신되는 

채널의 에너지가 가장 센 set 1과 달리 set 2의 경우 처

음 도달한 경로보다 약 5 ms 이후에 바닥 및 벽면에 

다중반사되어 수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들이 중

첩되어 더 강한 에너지의 음파가 수신되었고, 최대 

초과 지연은 set 1이 set 2보다 길게 나타났다.

Fig. 4는 set 1에서 100 sym/s, 400 sym/s, 1000 sym/s, 

4000 sym/s에 해당하는 통신신호의 훈련 시퀀스와 

통신 시퀀스를 이용하여 추정한 기저대역 채널이

다. 100 sym/s의 경우[Fig. 4(a)] 10 ms의 상대적으로 

긴 심볼 시간에 의해 한 심볼 시간에 큰 에너지가 집

중되어 있으며 4000 sym/s의 경우[Fig. 4(d)] 약 20 ms

까지의 심볼 시간에서 다중경로 에너지가 지연확산

을 가지며 100개 이상의 심볼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앞서 추정한 기저대역 채널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도출한 심볼 전송속도에 따른 Signal Inter-

ference-plus-Noise Ratio(SINR), RMS 지연확산 및 최

대 초과 지연이다. SINR은 다중경로의 주 에너지 대

비 나머지 다중경로 에너지와 소음의 합에 대한 비

율로 정의된다.[14] 앞서 기저대역 채널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심볼 전송속도가 높아질수록 다중경로가 

여러 심볼에 걸쳐 수신되기 때문에 우세 경로 에너

지에 비해 나머지 다중경로 에너지가 커져 SINR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본 환경에서는 set 1의 경우 

Table 1. Type of the communication signals about symbol rate.

Signal inde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Symbol rate

(

) [sym/s]

100 200 320 400 500 625 700 800 900 1000 1600 2000 2500 4000 8000

Bandwidth [Hz] 150 300 480 600 750 938 1050 1200 1350 1500 2400 3000 3750 6000 12000

Symbol interval

(

) [ms]

10 5 3.13 2.5 2 1.6 1.43 1.25 1.11 1 0.63 0.5 0.4 0.25 0.13

Fig. 3. (Color available online) Channel impulse res-

ponses from LFM probe signal (9 kHz to 21 kHz) for 

(a) set 1 and (b) s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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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전송속도 320 sym/s에서, set 2의 경우 400 sym/s

에서 0에 가까운 값이 도출되었다. 또한 한 set 내에

서 심볼 전송속도에 따라 다른 지연확산 특성을 보

였다. set 1의경우 RMS 지연확산 평균값은 6.7 ms, 최

대 초과 지연 평균값은 32.9 ms이고 set 2의 경우 RMS 

지연확산 평균값은 6.0 ms, 최대 초과 지연 평균값은 

29.7 ms로 set 1이 set 2보다 긴 다중경로 지연시간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수동 시역전 기법과 등화기 및 위

상 추적 방법의 조합으로 4가지 통신 복조 기법을 통

해 심볼 전송속도별 통신성능을 Bit Error Rate(BER)

과 출력 SNR로써 도출하였다.[11] 첫 번째 기법(case 1)

으로 ISI를 제거하기 위해 결정 궤환 등화기를 이용하

였고 두 번째 기법(case 2)으로 미세 위상 오프셋을 보

상하기 위해 결정 궤환 위상 고정 루프를 적용한 후 결

정 궤환 등화기를 통해 잔여 ISI를 제거하였다. 세 번째 

기법(case 3)으로 수동 시역전 기법을 통해 ISI의 영향

을 감소시킨 후 결정 궤환 등화기로 잔여 ISI를 제거하

였으며 네 번째 기법(case 4)은 수동 시역전 후 결정 궤

환 위상 고정 루프를 이용하여 위상 변동 보상, 결정 궤

환 등화기로 잔여 ISI를 제거하였다. 결정 궤환 등화기

의 앞먹임 탭 길이는 각 신호의 훈련 시퀀스를 이용하

여 추정된 기저대역 채널의 최대 초과 지연에 상응하

는 값으로 설정하고 되먹임 탭 길이는 앞먹임 탭 길이

의 절반으로 설정하였다. 결정 궤환 등화기의 적응 알

고리즘은 망각인자 0.99의 Recursive Least Square(RLS)

를 사용하였다.

Fig. 6은 심볼 전송속도에 따른 통신성능 도출 결

과이다(BER 성능은 0인 경우 그래프에서 표현되지 

않음). set 1의 경우 case 2의 700 sym/s, 900 sym/s을 제

외한 1000 sym/s 이하의 모든 복조 기법에 따른 BER

이 대부분 error free이거나 0.01 이하의 성능을 보였

으나 1600 sym/s 이상의 심볼 전송속도에서는 BER 

성능이 0.2 이상인 복조 기법이 존재하면서 현저하

게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set 2의 경우는 set 1과 

달리 1600 sym/s 이하의 모든 복조 기법에 따른 BER

이 0.001 이하의 성능을 보였고 2000 sym/s 이상의 심

Fig. 4. (Color available online) Baseband channel 

estimates of the communication sequences for set 1. 

(a) 100 sym/s, (b) 400 sym/s, (c) 1000 sym/s, and 

(d) 4000 sym/s.

Fig. 5. (Color available online) Estimated channel 

parameters as a function of symbol rate. (a) Signal 

interference-plus-noise ratio, (b) RMS delay spread, 

and (c) maximum excess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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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전송속도에서 0.4 이상의 BER 성능을 보이는 복

조 기법이 존재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정 심볼 전송속도 이상에

서는 급격히 통신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으

며 따라서 심볼 전송속도와 수조환경 하에서 발생된 

다중경로 지연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즉

잔향음 우세 환경에서의 통신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써 SDRrev를 정의하고 심볼 시간 와 RMS 지

연시간의 비율인 로 계산하였다(여기서 

는 가중치함수로 본 논문에서는 SDRrev 기준값을 1로 

변환하기 위해 10을 사용하였음). 

Fig. 7은 4가지 복조 기법에 의한 통신성능과 SDRrev

과의 상관관계이다(BER 성능은 0인 경우 그래프에

서 표현되지 않음). 분석 결과 SDRrev이 증가함에 따

라 BER과 출력 SNR 성능이 높아지며, 약 1의 SDRrev

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 BER 성능이 급격히 낮아졌

고 대부분의 복조 기법에 의한 출력 SNR이 10 dB 이

하의 값을 보였다. 본 실험환경에서의 SDRrev 기준값

(SDRrev≈1)에 대해 RMS 지연확산 평균값(set 1 : 6.7 

ms, set 2 : 6.0 ms)을 이용한 set 별 기준 심볼 전송속도

( )는 set 1의 경우 약 1493 sym/s, set 2 약 

1666 sym/s로 계산된다. 따라서 기준 심볼 전송속도

보다 큰 통신신호가 전송된다면 우수한 통신성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set 별 기준 

심볼 전송속도 부근에서 case 4 복조 기법을 통해 도

출된 통신 성상도로 (a) ~ (c)는 set 1, (d) ~ (f)는 set 2의 

결과이다. 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600 

sym/s에서 set 1의 경우 계산된 기준 심볼 전송속도보

다 크기 때문에 0.298의 BER, -1.4 dB의 출력 SNR 성

능을 보였고 set 2의 경우에는 기준 심볼 전송속도보

다 작기 때문에 error free의 BER과 9.0 dB의 출력 SNR 

성능을 보였다. 또한 기준 심볼 전송속도보다 커질

수록 통신성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PSK의 변조방식에 대한 성능

만을 확인하였으므로 SDRrev≈1이라는 기준을 다른 

변조방식에 적용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며 본 논문의 실험환경과 같이 잔향음 우세 환경에

서 기준 SDRrev을 계산 가능하다면 통신 가능 심볼 전

송속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잔향음 우세 환경에서의 채널 특성

과 통신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5 × 5 × 5 m3 수조에서 

Fig. 6. (Color available online) Performance of 4 

demodulation techniques as a function of symbol rate 

in 2 types of set. (a) Bit error rate and (b) output SNR.

Fig. 7. (Color available online) Performance of 4 

demodulation techniques as a function of SDRrev in 

2 types of set. (a) bit error rate and (b) output 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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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주파수 15 kHz의 음향 통신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환경은 지연확산이 상이한 2 가지 set 이며 set 1

의 경우 RMS 지연확산 평균값 6.7 ms, 최대 초과 지연 

평균값 32.9 ms이고 set 2의 경우 RMS 지연확산 평균

값 6.0 ms, 최대 초과 지연 평균값 29.7 ms의 특성을 보

였다. 위의 환경에서 4가지 통신 복조 기법을 이용하

여 100 sym/s부터 8000 sym/s까지의 심볼 전송속도에 

따른 BER 및 출력 SNR 성능을 확인한 결과 set에 따

라 통신성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심볼 전송속도 구간

이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잔향음 우세 환

경에서의 통신성능 예측 파라미터인 SDRrev과 비교

하였을 때 SDRrev1에서 BER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복조 기법이 존재하였다. SDRrev 기준값을 통해 계산

한 set별 최대 심볼 전송속도는 set 1의 경우 약 1493 

sym/s, set 2의 경우 약 1666 sym/s로 통신 성상도를 통

해 최대 심볼 전송속도보다 커질 때 통신성능이 급

격히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실험한 수조는 외부환경 조건을 컨트

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다중경로 지연확산 특성과

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출된 결과는 매우 유

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다양한 위상변조 방식에 

대한 추가 실험을 통해 그에 대한 기준 값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음파가 수면, 바닥 및 벽면 등에 다중 

반사함에 따라 밀집한 다중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수

조 환경에서의 분석결과로써 제시한 SDRrev 기준값

을 실제 해양에 적용 가능할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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