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최근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수중

음향통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중 음향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

인에는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전달 손실과 

다중 경로 전달 과정으로 인한 인접 심볼 사이의 간

섭, 시스템 자체의 잡음과 해양의 배경 잡음, 해면 및 

해저에 의한 산란 및 반사에 의한 잔향, 송수신기의 

이동에 의한 도플러 효과 등이 있다.[1,2] 

수중 음향통신에서는 가용한 주파수 자원이 한정

되어 있으므로 기존 무선통신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며, 특히 통

신은 접근성 및 신뢰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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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채널 시변동성에 강인한 송수신 모델을 제안하고, 송신기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변조 신호를 

프레임 동기화 기법을 통해 수신 신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동기화 기법을 통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프

레임 시점의 불일치 및 음파 지연에 의해 발생되는 정도가 큰 타이밍 오차를 복구한다. 수중환경 채널 및 수중음향통신

을 위한 타이밍 및 위상 동기화 성능 확인을 위해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경천호에서 호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제

안하는 프레임 동기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신기가 고정 상태인 경우는 처음에 예상했던 프레임 시작 위치와 프레임 

동기 이후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이동 중일 때는 다중 경로 전달 과정으로 인한 인접 신호 사이의 간섭으로 인하여 프레

임의 시작 위치가 프레임 동기화이후 보정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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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안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은밀 수중음향통

신이라면 Direct Sequence-Spread Spectrum Phase Shift 

Keying(DS-SS PSK) 변조 전송이나 Frequency Hopped- 

Spread Spectrum Frequency Shift Keying(FH-SS FSK) 변

조 전송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동기화 기법이 결정된다. 따

라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하나의 통신방식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다양한 환경

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동기화 기술들

을 필요로 한다.[3-6]

수중 음향통신은 해저, 해수면, 수심 등의 시공간 

변화에 의해 다중경로 전달특성이나 도플러 확산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스템 설계 시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동기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

양한 전송방식이나 변조 방식을 활용한 통신 기술들

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

합한 동기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중에 가장 기

본이 되는 것이 본 논문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프레

임 동기이다.

장거리 수중음향통신에서 동기화는 1990년 초반

에 동기 변조방식인 PSK 방식이 사용되며 연구가 

시작되었다.[6] 이 연구에서 패킷 동기는 정확히 이

루어진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송수신기의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는 이러한 가정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다. References [3]과 [7]에서는 송수신기의 움직임을 

고려한 도플러 주파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패킷 동

기를 포함하여 도플러 주파수를 보상하는 알고리즘

이 제시되었다. 위 논문의 특징은 패킷 구조의 맨 앞

부분과 뒷부분에 Linear Frequency-Modulated(LFM) 

신호를 추가하여 이를 이용하여 동기화 과정을 수

행한다. 하지만 이는 근거리 수중음향통신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장거리 수중음향통신 채널에서

는 수신 Signal to Noise Ratio(SNR)이 낮은 상황으로 

인하여 LFM chirp 신호의 적절한 수신 전력을 보장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Reference [8]에서는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는 패킷 동기를 위하여 LFM 

대신 Symmetrical Triangular LFM(STLFM) 신호를 사

용하였다. 특히 송수신기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도플러 주파수를 Fast Fourier Transform(FFT)를 이용

하여 추정하였다. 현재까지 수중음향통신에서 Pseudo 

Noise(PN) 코드만을 이용하여 패킷 동기를 수행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 음향통신의 특성을 반영한 채

널 시변동성에 강인한 프레임 동기화 기법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동기화 기법을 통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프레임 시점의 불일치 및 음파 지연에 의해 

발생되는 정도가 큰 타이밍 오차를 복구한다. 또한, 

PN코드의 상관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동기누적과 

비동기 누적을 사용하여 도플러 주파수 및 확산에 

의한 영향에 대해 보다 강인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II. 송 ․수신기 설계

동기화 기법은 송신기에서 전송되는 신호의 유형

에 따라 결정된다. 전송 방식으로는 크게 burst 데이

터 전송 방식, DS-SS 전송 방식, FH-SS 전송 방식, 

Multi-Carrier(MC) 전송 방식 등 여러 형태로 분류 가

능하다. 또한 변조 방식은 대표적으로 PSK 계열과 

FSK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 동

기의 성공 여부와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Binary Phase 

Shift Keying(BPSK) 변조 방식을 사용한 burst 데이터 

전송방식을 채택하였다.

Fig. 1은 송신기 구조를 나타낸다. 송신기는 크게 

프레임 생성기, 상승 여현 펄스 정형 필터(raised cosine 

pulse shaping filter), up-conversion으로 구성된다. 프레

임 생성기의 입력은 메시지 데이터, PN 시퀀스 생성

기, “0”값 삽입으로 이루어진다.

Fig. 2는 프레임 생성기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 

구조를 가리킨다. 프레임의 맨 앞단은 PN 시퀀스로 

구성된 Preamble이며, 다음은 메시지 데이터, 마지막

Fig. 1. Transmit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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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0” 값을 통해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있는 Guard interval이 존재한다. 펄스 정형 필터를 통

과한 후의 신호 는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는 메시지 데이터(비트)의 주기이며, 

는 펄스 정형 필터를 나타낸다. 따라서 송신기 최종 

단에서 전송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os , (2)

여기서 는 송신기 이득, 는 반송파 주파수를 나

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 환경 채널에서 통신을 위한 

타이밍 동기화 시험을 위하여 Fig. 3과 같이 수신기

를 설계하였다. 만일 송수신기의 반송파 주파수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수중 환경을 통과한 수신 신

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 (3)

여기서 밑줄(


)은 복소(complex) 신호를 나타내며, 

는 수신 신호의 크기, 은 다중 경로의 수, 은 

-번째 경로 신호의 진폭 변화, 은 -번째 경로 

신호의 시간 지연, 은 -번째 경로 신호의 위상 

변화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프

레임 동기는 Eq. (3)에서 신호의 세기가 가장 큰 경로

의 시간 지연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번째 경로

신호 의 세기가 가장 크다면 를 찾는 것이

다. 따라서 2-번째 경로 신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호는 간섭신호가 된다.

III. 프레임 동기화 설계

프레임 동기화는 수중 통신에서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의 프레임 시점의 불일치 및 음파 지연에 의해 

발생되는 타이밍 오차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레임 동기는 동기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

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어떤 전송방식이나 

변조 방식을 사용하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레임 

동기 이후 최종적으로 위상 동기를 통해 PSK 신호를 

복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g. 4와 같이 3단계 프레임 동기 알

고리즘을 수행한다. 1~2-STEP에서는 미리 알고 있는 

PN 시퀀스를 활용하여 시작 타이밍을 검출하고 프레

임을 동기화하는 단계이며, 3-STEP에서는 프레임 

동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Minimum Mean Square 

Error(MMSE)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이다.

STEP 1은 신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데이터의 수신이 시작되는 지점을 Synchronization 1

과 Synchronization 2 과정을 거처 검출하게 된다.

STEP 1의 Synchronization 1에서는 현재 bit에서 이

전 bit 간 이동 평균값을 확인한다. 이때, Eq. (4)에서

와 같이 이동 평균값이 미리 결정한 Threshold 값 이

상일 경우 신호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 지점을 검

출한다.





  



 , (4)

여기서   는 수신신호 진폭의 -번

째 샘플 데이터이며, 은 bit 단위의 샘플 수이다. 

Fig. 2. Transmit signal design.

Fig. 3. Receiv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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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의 Synchronization 2에서는 Synchronization 1에

서 결정된 지점으로부터 1-bit 내 샘플 데이터 중 신

호 세기가 가장 큰 지점을 시작 지점으로 재설정 한

다. STEP 1에서는 신호의 존재 유무만 판단하므로 

STEP 2 과정을 통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정밀

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STEP 1을 수행하고 검출된 신호의 시작지점을 바

탕으로 STEP 2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Eq. (5)와 같이 PN 코드와 상호상관을 확인하여 프레

임이 동기화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 (5)

여기서 과 은 상호상관을 확인하고자 하는 두 

신호이며, 은 상호상관 시퀀스이다.

STEP 2는 생성된 프레임을 분할하여 상호상관 값

을 확인하는 Synchronization 3 과정과, 상호 상관 값

을 통해 프레임의 시작점을 정밀 탐색하는 Synchro-

nization 4 과정을 거처 프레임 동기화를 수행한다. 

STEP 2의 Synchronization 3에서는 STEP 1에서 결

정된 시작 지점으로 Fig. 5의 
 와 

와 같이 

프레임을 생성하고, PN 코드 와 상호상관 값을 

구한다. 이때 PN 코드의 비율에 따라 만큼 프레임

을 분할하는데 이 과정을 동기누적이라 하며 을 

동기누적 계수라 한다. 동기누적 수행 후 생성된 


와

를 각각 제곱하여 합산하며 이 과정

을 만큼 수행한다. 이 과정을 비동기 누적이라 

하며, 을 비동기 누적 계수라 한다. 동기누적과 

비동기 누적을 수행한 결과로 의 최대가 되는 

지점을 메시지 데이터의 시작지점으로 결정한다.

STEP 2 Synchronization 3에서 결정된 시작점으로 

SETP 2 Synchronization 4에서는 다시 상호상관을 확

인한다. 확인 결과 새로운 프레임과 PN 코드 간 지연

이 발생한 경우에는 프레임의 시작점을 지연시간만

큼 이동한다. 이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프레임의 시

작점과 PN 코드의 시작점이 일치하면 프레임의 시

작점을 확정한다.

Fig. 4. Frame synchronization algorithm.

Fig. 5. Synchronization 3 - detail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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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에서는 STEP 1과 STEP 2에서 검출한 시작 

지점으로 프레임을 구성하고, 프레임 동기가 이루어

졌는지 검증하는 단계이다. 검증방법으로는 인접 심

볼 사이의 간섭과 잡음으로 인한 오차의 제곱의 기

대치가 최소가 되도록 등화기 계수를 결정하는 최소 

평균자승오차(MMSE) 방법을 적용하는 등화기를 

설계하였다.[9] MMSE 등화기에서 최소화하고자 하

는 목적함수는, 이 등화기 출력 샘플치와 me-

ssage data 간의 오차를 제곱한 기대치이다.





  



 



   

  (6)

이것을 최소화 하는 등화기의 최적 tap 계수벡터 

는 Eq. (6)을 에 관하여 미분한 결과를 영으로 놓음

으로써 구해진다.




     

    
  (7)

STEP 3에서 설계한 MMSE 등화기를 수행하여 프

레임 동기를 검증하고, PN 코드를 검출한다.

IV. 호수실험 및 결과

수중환경 채널 및 수중 음향통신을 위한 타이밍 

및 위상 동기화 성능 확인을 위해 경상북도 문경시

에 위치한 경천호에서 호수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과 같이 송수신단 사이의 거리는 450 m ~ 500 m 사이

로 설정하였으며, 송신기는 수심 5 m 지점에, 수신기

는 수심 30 m에 설치하였다. 실험 당시 수면으로부

터 바닥면까지의 수심은 약 40 m 내외로 관측되었으

나 위치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송신 프로젝터로는 

Neptune사의 D/17/BB 모델을 사용하였고, 수신 하이

드로폰에는 B&K사의 8106 모델을 사용하였다. 실험

은 송수신기가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수신기가 약 

2노트 내외로 이동하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비록 송

수신기가 고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을 장치한 보

트가 바람의 영향으로 천천히 표류하였다. 송수신기

는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고, 송신 신호 구조는 Fig. 

2와 같이 설계하여 수행하였다.

송신 신호는 신호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데이

터 중간 지점에 preamble을 추가하였으며, 프레임 간 

인접 심볼 사이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Guard interval을 추가하였다. Table 2와 같이 수신기

를 고정하였을 경우와 이동하였을 경우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파라메타는 동일하며, 수

신 SNR만 2 dB 차이가 난다.

각각의 실험에 대하여 신호의 시작 지점을 검출하

기 위하여 Fig. 3의 STEP 1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때 

Synchronization 1의 문턱치(threshold)는 0.008로 설정

하였고, Fig. 7과 같이 신호의 시작지점을 검출하고, 

검출된 시작점에서 1-bit 단위의 샘플 중 신호 세기가 

Fig. 6. (Color online) Experiment environment.

Table 1. Experimental parameter.

Modulation BPSK

Carrier Frequency 

 Hz

Sampling Frequency 

 Hz

PN Code 128-bit

Data Rate 500 bps

Table 2. Experimental parameter.

Experiment Fix Move

Preamble length 128-bit 128-bit

Message Data length 128-bit 128-bit

Gard interval 32-bit 32-bit

SNR 18.3 dB 20.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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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한 지점으로 재설정한다.

STEP 1에서 검출한 신호의 시작점으로 프레임을 

생성하고 STEP 2의 Synchronization 3에서는 Fig. 4와 

같이 PN 코드의 비율에 따라 Table 3에 주어진 값을 

사용하여 동기 누적과 비동기 누적의 과정을 수행하

였다. 총 누적횟수는 128로 동일하다.

본 실험의 PN 코드 길이는 128-bit이므로 Table 3과 

같이 동기 누적 계수는 128, 64, 32로 설정하였고, 비

동기 누적 계수는 1, 2, 4로 설정하였다. STEP 2의 Syn-

chronization 3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8은 Experiment 1의 수신기가 고정 상태이며, 

동기 누적 계수와 상관없이 데이터 프레임과 PN 코

드 간 프레임이 일치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는 Experiment 1의 수신기가 이동 상태이며, 다

중경로 전달 현상으로 인하여 프레임이 일치하는 지

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동기 누적 계수를 변화 

하여 프레임의 시작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EP 

2의 Synchronization 3에서 검출한 프레임의 시작점으

로 프레임을 재구성하고, STEP 2의 Synchronization 4

에서 다시 PN 코드와의 상호상관을 확인한다. 두 신

호간의 지연시간을 확인하여 반복적으로 시작위치

를 이동하고 상호상관 값을 확인하면서 프레임 동기

화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프레임 별 STEP 2의 과정

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10과 같이 수신기가 고정 상태인 경우에는 각 

프레임 별로 프레임의 시작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1과 같이 수신기가 이동상태 인 

경우에는 다중경로로 인한 인접신호 사이의 간섭으

로 STEP 2 과정을 수행하면서 프레임의 시작 위치가 

Fig. 12과 같이 보정되었다.

STEP 3 단계에서는 STEP 1과 STEP 2 단계에서 수

행한 프레임 동기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등화기 계수

가 5인 MMSE 등화기를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수행

하였다.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 STEP 3 단계를 수행

한 결과는 Figs. 13, 14와 같다.

Fig. 7. (Color online) STEP 1 result.

Table 3. STEP 2-synchronization 3 parameters.

Coherent integration (NC) Non-coherent integration (NNC)

128 1

64 2

32 4

Fig. 8. (Color online) Synchronization 3 result– ex-

periment (fix).

Fig. 9. (Color online) Synchronization 3 result – ex-

perimen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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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과정 이후 프레임 동기가 검증되면 위상 복

구 및 동기 누적 등을 수행하여 타이밍 동기 등 BPSK 

복조를 수행하게 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채널 시변동성에 강인한 송수신 모

델을 제안하고, 송신 신호의 특성을 반영한 3-STEP

의 프레임 동기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STEP 1에서는 

신호의 존재 유무를 검출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STEP 2에서는 프레임의 시작점을 정밀 탐색하여 프

레임 동기화를 수행하였다. STEP 3에서는 STEP 1과 

STEP 2에서 수행한 프레임 동기화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검증하였다. 수중환경 채널 및 수중음향통신

을 위한 타이밍 및 위상 동기화 성능 확인을 위해 경

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경천호에서 호수실험을 수

Fig. 10. (Color online) STEP 2 result - experiment 

(fix).

Fig. 11. (Color online) STEP 2 result - experiment 

(move).

Fig. 12. (Color online) Frame position after STEP 2 

- experiment (move).

Fig. 13. (Color online) STEP 3 result - experiment 

(fix).

Fig. 14. (Color online) STEP 3 result - experiment 

(move).



수중 음향통신에서 채널 시변동성에 강인한 프레임 동기 알고리즘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Vol.39, No.1 (2020)

15

행하였으며, 제안하는 프레임 동기화 기법을 적용하

였다. 수신기가 고정 상태인 경우는 처음에 예상했

던 프레임 시작 위치와 프레임 동기 이후 변동이 거

의 없었으나 이동 중일 때는 다중 경로 전달 과정으

로 인한 인접 신호 사이의 간섭으로 인하여 프레임

의 시작 위치가 프레임 동기화이후 보정이 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누적을 감

소시켜 도플러 주파수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프레임 동기화 이후 MMSE 등화기를 통하여 

프레임 동기를 검증하였고, 수신 신호에서 PN 부호

를 검출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비 지원(과제번호 : UD170022DD)으로 이루어졌음.

References

1. H. W. Lee, A design of PN code for covert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in Korean), (M. S. thesis,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2016).

2. T. S. Ahn, A study on covert underwater communication 

system using the LPI based on spread spectrum (in 

Korean), (M. S. thesis,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2017).

3. M. Johnson, E. L. Freitag, and M. Stojanovic, “Im-

proved doppler tracking and correction for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s,” Proc. IEEE ICASSP. 21-24 

(1997).

4. K. A. Perrine, K. F. Nieman, T. L. Henderson, K. H. 

Lent, T. J. Brudner, and B. L. Evans, “Doppler esti-

mation and correction for shallow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s,” Proc. IEEE Asilomar Conference 

on Signals, System, and Computer, 746-750 (2010).

5. L. Freitag, M. Stojanovic, S. Singh, and M. Johnson, 

“Analysis of channel effects on direct-sequence and 

frequency- Hopped spread-spectrum acoustic commu-

nication,” IEEE J. Oceanic Eng. 26, 586-593 (2001).

6. M. Stojanovic, J. A. Catipovic, and G. Proakis, “Phase- 

coherent digital communications for underwater acou-

stic channels,” IEEE J. Oceanic Eng. 19, 100-111 

(1994).

7. B. S. Sharif, J. Neasham, O. R. Hinton, and A. E. 

Adams, “A computationally efficient doppler com-

pensation system for underwater acoustic communi-

cations,” IEEE J. Oceanic Eng. 25, 52-61 (2000).

8. F. Yuan, Z. Jia, J. Li, and E. Cheng, “STLFM signal 

based adaptive synchronization for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s,” IEEE Access, 7, 28734-28748 (2019).

9. W. Y. Yang, Y. S. Cho, and J. W. Lee, Digital 

Communication Using Matlab/Simulink (Hongrung 

Publish Company, Seoul, 2005), pp. 166-174.

저자 약력

▸고 석 준 (Seokjun Ko)

199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9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01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및컴

퓨터공학부(공학박사)

2002년 3월 ~ 2004년 6월 : 삼성전자 네트

워크사업부

2005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전자공학

전공 교수

<관심분야> 통신신호처리, 레이더 신호

처리, 디지털 통신 시스템 등

▸김 완 진 (Wan‑Jin Kim)

2005년 2월 : 부산대학교 전자전기통신공

학부(공학사)

2007년 2월 :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공

학석사)

2011년 8월 :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공

학박사)

2011년 11월 ~ 현재 : 국방과학연구소 선

임연구원

<관심분야> 적응신호처리, 레이더 및 소

나시스템, 디지털 통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