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수중 음향 통신 기법 중에서 적으로부터 은밀히 

아군의 통신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수중 생물의 소

리와 유사한 통신 신호를 생성하는 생체 모방 통신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1-3] 그 중 돌고래의 휘슬음을 

모방하여 CSS(Chirp Spread Spectrum) 기반으로 통신 

신호를 변조하는 통신 기법이 개발되었다.[3] CSS 기

반 생체 모방 통신 기법은 돌고래 휘슬음을 시간 영

역에서 정해진 시간 길이에 따라 여러 개의 슬롯으

로 나눈 후 매 슬롯에 상향 또는 하향 처프(chirp)로 

변조하는 기법이다. 각 슬롯의 처프 신호는 해당 슬

롯의 휘슬음의 주파수를 중심주파수로 하여 생성된

다. 수신단에서는 매 슬롯에 대하여 상향 또는 하향 

처프에 대한 상호 상관을 계산하여 복조한다. 처프 

신호의 특성상 슬롯의 길이가 짧은 경우 상호 상관 

성능이 낮아 복조 성능이 좋지 않다.[4] 복조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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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슬롯의 길이를 늘일 경우 원래의 휘슬

음에 대한 모방 성능이 저하된다.[3-5]

본 논문에서는 모방 성능을 높이기 위해 돌고래 

휘슬음의 지연 시간 기반 휘슬음 모방 변조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전송하고자 

하는 비트와 변조 차수에 따라 결정되는 지연 시간

을 휘슬음 앞에 할당하여 전송하는 기법이다. 기존

의 CSS 변조 기법과 달리 휘슬음을 짧은 시간 단위의 

슬롯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 

모방 성능이 우수하며 수신단에서는 휘슬음 자체에 

대한 상호 상관을 계산하여 복조하므로 짧은 시간 

슬롯에 대한 상호 상관을 계산하는 기존의 CSS 변조 

기법에 비해 복조 성능이 우수하다. 제안 방법과 기

존의 CSS 변조 방식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전

산 모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제안 방법의 비트오류

율(Bit Error Rate, BER) 성능이 기존의 기법에 비해 우

수함을 보였다. 그리고 두 변조 기법을 통해 생성된 

모방 신호와 원래의 휘슬음 간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

에서 상호 상관 값을 통해 모방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제안 방법의 모방 성능이 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기존의 

CSS 변조 기법에 대해 설명한 후 3절에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휘슬음 모방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4절의 

전산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과 기존의 CSS 변조 

기법의 BER 및 모방 성능을 보이고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기존 생체 모방 통신 기법 

돌고래 휘슬음은 Fig. 1에 나타낸 스펙트로그램과 

같이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변화하며 그 특성은 시

간 및 주파수 영역의 주파수 윤곽으로 정의된다.[6-10] 

휘슬음의 주파수 윤곽과 유사하게 통신 신호를 생성

하게 되면 시간 및 주파수영역의 특성 유사함에 따

라 사람이 듣게 되는 소리도 원래의 휘슬음과 유사

해 진다. 따라서 적이 해당 신호를 청취하더라도 돌

고래 소리로 오인하게 되어 아군에게 은밀하게 신호

를 전송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CSS 변조 기

반 휘슬음 모방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돌고래 휘슬음의 길이가 , 각 슬롯의 시간 길

이를 라 할 때, 총 슬롯의 수 은 이

다. Fig. 2에서와 같이 각 슬롯에 전송하고자 하는 비

트에 따라 상향 및 하향 처프 신호를 전송한다. 돌고

래 휘슬음을 모방하기 위해 각 슬롯에 해당하는 휘

슬음의 주파수   ⋯⋯
 


를 추출한 후 처

프 신호의 중심 주파수로 하여 변조한다. 번째 슬롯

의 비트 에 대한 변조 신호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os







   







 (1)

위 Eq. (1)에서 은 이며 는 처프 신호의 주

파수 대역폭이다. 이때 를 라 한다.

CSS 변조 기반 휘슬음 모방 기법의 모방 성능은 

Fig. 1. Spectrogram of dolphin whistles.

Fig. 2. Modulation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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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에 의해 결정된다. 와 가 작은 경우에는 본

래의 휘슬음과의 시간-주파수 특성 차이가 작아 모

방 성능이 우수하다. 그러나 복조 시에 상향 및 하향 

처프와의 상호 상관을 계산하는데 와 가 작을

수록 상호 상관 성능이 저하되어 신호 복원 성능이 

좋지 않다. 반대로 와 가 큰 경우에는 처프의 신

호가 차지하는 시간과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지게 된

다. 따라서 상호 상관 성능이 우수하여 신호 복원 성

능이 좋지만 본래의 휘슬음과의 신호-주파수 특성 

차이가 커지게 되어 모방 성능이 저하된다. 또한 매 

슬롯마다 상향 및 하향 처프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

에 슬롯 간에 불연속성이 존재하여 모방 성능이 저

하된다.

돌고래 휘슬음 모방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지연 시간 기반 휘슬음 모방 변조 기법

을 제안하며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III. 제안 방법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연 시간을 기

반으로 하는 휘슬음 모방 변조 기법을 설명한다. Fig. 

3에 제안 방법의 변조 방식을 나타내었다. 실제 녹음

된 돌고래 휘슬음은 주변 소음이나 잡음들로 인해 

간섭 받은 신호이므로 녹음된 신호를 통신 신호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실제 돌고래 휘

슬음과 동일한 시간-주파수 특성을 갖는 신호를 생

성하여야한다. 

돌고래 휘슬음의 주파수 윤곽을 간격으로 추출

하고 추출된 주파수를 
 ⋯⋯

 

라 하

면 Reference [5]에 의해 다음 식으로부터 돌고래 휘

슬음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신호 를 생성할 수 

있다.

  cos   (2)

위 Eq. (2)에서 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3)

위 Eq. (3)에서 는 다음과 같다.

  




 ⋯  (4)

모든 에 대해     를 만족하는 하여야하

며   ⋯⋯ 
는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5)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생체 모방 변조 기법은 생성

된 신호 에 대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비트 및 변

조 차수에 따라 계산되는 지연 시간을 적용하여 변조

한다. 돌고래 휘슬음의 길이가 , 최대 지연 시간

이 mod라 하면 하나의 심볼 길이인 은 


mod가 된다. 변조 차수가 일 때 하나의 심

볼에 할당되는 비트 수는  log
 이다. 전송하고

Fig. 3. Proposed modul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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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비트를 그레이 코드로 매핑한 후 매핑된 그

레이 코드를 10진수로 변환한다. 이때 변환된 수가 

이라고 하면 에 적용될 지연 시간은 이

며 변조된 신호 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 (6)

위 Eq. (6)에서 ∗는 콘벌루션을 의미하며 는 mod


이다. 변조된 신호의 예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의 CSS 변조 기법과는 

달리 돌고래 휘슬음의 시간-주파수 특성에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모방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제안 방법의 복조 방법은 수신 신호 와 

의 상호 상관을 통해 지연 시간을 추정하여 신호를 

복원하며 Fig. 5에 나타내었다. 상호 상관 는 다

음 식으로 표현된다.

 
∞

∞

 (7) 

지연 시간은 다음 식으로부터 추정한다.

  arg max ×    


(8)

위 식에서 는 샘플링 주파수이다. 추정된 지연 시

간 에 대하여 로 나눈 값을 반올림 하여 을 얻는

다. 을 2진수 변환 및 그레이 코드 디매핑을 통해 

원래의 비트로 복조한다.

제안 방법은 기존의 CSS 변조 기법과는 달리 돌고

래 휘슬음의 길이 에 대하여 상호 상관을 구하

기 때문에 상호 상관 성능이 CSS 변조 기법에 비해 

우수하다. 또한 송신단과 수신단에서 미리 약속된 

순서로 매 심볼 돌고래 휘슬음 패턴을 바꾸어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모방성이 우수해진다. 제안 

방법은 지연 시간 기반 변 복조 방법이므로 다중 경

로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개의 경로

를 갖는 다중 경로 채널에서 도플러 효과로 인해 첫 

번째 경로 이득보다 두 번째 경로 이득이 강한 경우

와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지연 시간 

추정 시 다중 경로 간의 지연 시간 차이만큼의 오차

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다중 경로의 최대 지연 시간

이 mod
보다 길 경우에는 신호 복조 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다

중 경로 채널에서 주요 경로들 중 최대 지연 시간보

다 mod
가 길게 하여 신호를 변조하여야 한다.

IV. 전산 모의실험

본 절에서는 제안 방법과 기존의 CSS 변조 기법의 

BER 성능과 모방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전산 모의실

험을 수행한다. 이때 프레임의 동기는 완벽하다고 

가정한다. 실험에 사용된 수중 음향 채널은 서해 정

점에서 측정된 음속을 기반으로 하여 Bellhop 모델을 

통해 생성된 채널로써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에

서 보는바와 같이 0 msec와 3 msec에서 주요 경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에 기존의 CSS 변조 기법과 제안 방법의 BER 

성능을 나타내었다. 제안 방법에서 mod가 32 msec

Fig. 5. Proposed demodulation scheme.

Fig. 4. Modulated symbol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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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와 CSS 변조 기법에서 가 10 kHz/sec인 경우

는 실선 그리고 제안 방법의 mod가 64 msec인 경우

와 CSS 변조 기법에서 가 20 kHz/sec인 경우는 점선

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제안 방법의 변조 차수가 2, 

4, 8, 16에 따라 각각 검은색 원형 마커, 붉은색 십자 

마커, 녹색 별표 마커 그리고 파란색 다이아몬드 마

커이고 CSS 변조 기법에서 가 25 msec인 경우는 자

홍색 삼각형 마커 그리고 가 50 msec인 경우는 녹

청색 사각형 마커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mod의 길

이는 다중 경로로 인한 영향을 보기 위함과 두 변조 

방식의 전송률을 맞추기 위해 설정된 값이다. 기준 

변조 파라미터는 CSS의 가 50 msec일 때와 제안 

방법의 변조 차수가 8인 경우이다. Fig. 7에서 보는바

와 같이 제안 기법의 변조 차수가 2, 4인 경우에는 

mod
이 두 번째 주 경로의 지연 시간인 3 msec보

다 길기 때문에 성능이 동일하며 변조 차수가 8이고 

mod가 32 msec인 경우와 변조 차수가 16인 경우에는 

mod
보다 다중 경로의 지연 시간이 더 길기 때문

에 지연 시간 추정 오차가 발생하여 BER이 증가한

다. mod
이 다중 경로의 지연 시간보다 긴 경우

에는 CSS 변조 기법에 비해 약 3.5 dB ~ 8 dB 성능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8에 돌고래 휘슬음  , CSS 변조 기법을 

통해 모방된 신호 


  그리고 제안 방법으로 모

방된 신호 의 예를 스펙트로그램으로 나타내었

다. Fig. 7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의 CSS 변조 기법

의 경우 주파수 윤곽이 돌고래 휘슬음과 차이가 존

재하여 모방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경우 지연 시간을 기

반으로 변조를 하기 때문에 주파수 윤곽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아 모방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6. Multipath channel delay profile.

Fig. 7. BER performances of proposed method and 

CSS.

(a)

(b)

(c)

Fig. 8. Spectrogram of mimicked signal with 


msec, (a) original whistle, (b) modulated signal by CSS, 


 msec,    kHz/sec, (c) modulated signal by 

proposed method, mod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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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방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간- 

주파수 영역에서의 상호 상관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시된 상호 상관도 값은 

하나의 휘슬음 패턴에 대한 결과이다. 상호 상관도

가 1에 가까울수록 모방 성능이 뛰어난 것이다. 제안 

방법의 경우에는 돌고래 휘슬음을 왜곡 없이 사용하

기 때문에 상호 상관도가 1이다. 그러나 기존의 CSS 

변조 기법의 경우에는 와 가 클수록 모방 성능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 방법의 모방 

성능이 기존의 CSS 변조 기법에 비해 우수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V. 결  론

기존의 생체 모방 통신 기법인 CSS 변조 기법은 돌

고래 휘슬음을 정해진 시간 단위에 따라 여러 개의 

슬롯으로 나누고 각 슬롯에 상향 및 하향 처프 신호

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본래의 돌고래 휘슬음과의 

시간-주파수 특성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모방 성능

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지연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돌고래 휘슬음 모방 통신 기법을 제안하였다. 

전산 모의실험 결과 기존의 CSS 변조 기법에 비해 제

안 방법의 BER 성능이 약 3.5 dB ~ 8 dB 우수함을 보

였고 시간-주파수 영역에서의 상호 상관도를 통한 

모방 성능 평가에서도 CSS 변조 기법에 비해 제안 방

법이 우수한 것을 보였다. 다만 본 논문에서의 성능 

평가는 프레임 동기가 완벽한 경우에 대한 실험이

다. 이에 따라 보다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성능을 분

석하기 위해 향후 실제 해상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

의 성능을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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