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수중 도파관을 통해 전파되는 음파는 수신기에 도

달했을 때 다중경로에 의해 왜곡되고 시간 영역에서

의 지연 확산이 발생한다. 이러한 도파관에서의 전

파 특성을 나타내는 그린 함수는 음속구조, 송 ‧ 수신

기 사이의 거리, 송 ‧ 수신기의 깊이, 그리고 수심 등

에 의해 결정되며, 수중음원 탐지 또는 수중통신과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의 

장거리 심해 환경으로의 적용

Application of ray-based blind deconvolution to long-range 

acoustic communication in deep water

김동현,1 박희진,2 김재수,3† 한주영4

(Donghyeon Kim,1 Heejin Park,2 J. S. Kim,3† and Joo Young Hahn4)

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한화시스템 해양연구소, 3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과, 
4국방과학연구소

(Received December 31, 2021; revised February 14, 2022; accepted February 16, 2022)

초    록: 송신 신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그린 함수는 간단한 배열 신호 처리 기반의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

션을 이용해 추정될 수 있다. 근거리 천해 환경에서의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 시뮬레이

션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30 km부터 90 km까지의 장거리 심해(1,000 m 이상의 깊이) 환경

에서의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포항 동방 해역에서 수행된 

해상실험을 활용하였으며, 데이터 결과는 16개 수신기로 구성된 42 m 길이의 수직 선 배열 센서를 통해 수신된 통신 

신호(2.2 kHz ~ 2.9 kHz) 의 그린 함수 추정을 입증하기 위해 도시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정합 필터와 음선 기반 블라

인드 디컨볼루션으로 추정한 그린 함수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을 이용하여 최

대 90 km 거리의 장거리 통신 신호의 성능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장거리 통신,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그린 함수, 심해

ABSTRACT: When the source waveform is unknown, the Green’s function can be estimated by Ray-based Blind 

Deconvolution (RBD) based on the simple array signal processing. In previous papers, RBD was successfully 

demonstrated using simulation and experiments in shallow water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RBD for a long-range communication (e.g., 30 km, 60 km, and 90 km) in a deep water environment 

(1,000 m ~), using experimental data conducted in the east of Pohang, South Korea, in October 2018. Data results 

are presented to demonstrate Green’s function estimation of a communication signal (2.2 kHz ~ 2.9 kHz) using 

a 16-element, 42-m long vertical array. The results show that the Green’s function estimated from RBD is 

comparable to that of matched filter result. Additional communication performance at a maximum range of 90 km 

will b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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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1-7] 그린 함수는 채널 

임펄스 응답과는 푸리에 변환 관계이며, 송신 신호

가 임펄스 신호일 때의 수신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해상실험 데이터를 통해 그린 함수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임펄스 신호를 송신하거나 수

중통신 분야에서의 탐침 신호와 같이 알고 있는 신

호를 송신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장비의 한

계로 인해 정확한 임펄스 신호의 송신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궁극적으로는 송신 신호의 존재가 필요

하다.

송신 신호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수신 신호로부

터 송신 신호와 그린 함수를 분리하는 기법을 블라

인드 디컨볼루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은 추가적인 정보나 가정이 없다면 

불량조건문제이지만, 최근 Sabra et al.
[8]는 최소한의 

해양환경 정보와 간단한 신호 처리를 통해 그린 함

수의 파형을 추정할 수 있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

컨볼루션 기법을 제안하였다. Abadi et al.
[9]는 송신 

신호의 추정 결과와 위치 추정으로의 활용 사례 등

과 같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음

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을 통해 추정한 

그린 함수는 정확한 진폭과 시지연 정보를 추정하지 

못하지만, 간단한 신호 처리인 빔형성 기법과 상호 

상관을 이용하여 정확한 도달 음선 구조와 음선들 

사이의 상대적인 위상 변화가 반영된 그린 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은 주로 임의의 신호라고 할 수 있

는 선박 소음의 그린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

고 있으며,[10-26] 선박의 거리 및 깊이(또는 두 가지 모

두)를 추정하기 위해 추정된 그린 함수가 활용되었

다.[13-18,20,23-25] 또한, 추정된 그린 함수를 활용하여 지

음향 정보 역산 연구[26]와 채널 변동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수중통신 성능 분석 연구가 발표되었

다.[27] 수동형 시역전 처리 기반의 수중통신 분석 시 

탐침 신호가 없어도 된다는 점은 데이터 전송률 측

면에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선 기반 블라

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을 이용한 모든 문헌은 근거리 

천해 환경에만 국한하여 검증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최대 90 km 거리의 장거리 심해 환

경에서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을 검증

함과 동시에 90 km까지의 통신 성능 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통신 신호는 Binary Phase 

Shift Keying(BPSK)로 변조된 신호이며, 90 km 거리

는 국내에서 수행된 수중통신 실험 중 최대 거리이다. 

본 논문에서 활용할 예정인 동일 해상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90 km 거리에서의 Frequency Shift Keying 

(FSK)나 Chirp Shift Keying(CSK) 계열로 설계된 신호

의 통신 분석 결과는 발표된 바가 있으나[28] Phase 

Shift Keying(PSK) 계열 통신 성능 분석 결과 제시는 

전무하므로, 90 km 거리에서의 PSK 변조 신호의 가

능성 검증 또한 이 논문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의 배경 이론을 정

리하고, III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활용한 해상실험인 

Biomimetic  Long-range Acoustic Communication experi-

ment 2018(BLAC18)과 설계한 송신 신호의 구조를 소

개한다. IV장에서는 해상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

거리 심해 환경에서의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

션 결과와 통신 성능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으로 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은 배열 센서

에 수신된 신호만을 이용하여 채널 임펄스 응답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

션 기법의 수식들을 정리하기로 한다.[8,9,15]

해양 도파관에서 송신 신호 가 음원으로부터 

수직 선 배열 센서의 번째 수신기로 전파된다고 가

정할 때, 번째 수신기에 수신되는 신호 는 Eq. 

(1)과 같이 표현된다.

  

 







(1)

   sin (2)

여기서 는 음원의 위치 로부터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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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단 번째 수신기 위치 로의 그린 함수를 의미

하며, Eq. (1)의 마지막 식에서 송신 신호를 제외한 성

분은 그린 함수를 음선 관점에서 표현한 식이다. 

는 번째 음선 방향의 각도를 의미한다. 는 번

째 음선 방향에 대한 첫 번째 채널과 번째 채널 사이

의 시지연으로 Eq. (2)와 같이 센서간 간격 ()과 음속 

() 등으로 구성되며, 는 번째 음선의 시지연

을 나타낸다.

로부터 그린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우선적

으로 수신된 신호의 정규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

며, 이는 Eq.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정규화된 수신 신호를, 그리고 

는 송신 신호의 위상을 나타낸다.

Eq. (3)과 같이 수신 신호를 정규화하게 된다면, 각 

채널 별 송신 신호의 크기는 같다고 가정할 수 있으

므로 정규화된 그린 함수와 송신 신호의 위상 성분

만 남게 된다. 그린 함수 추정을 위해서는 송신 신호

의 위상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빔형성 기반의 위상 보정 인자를 적용한다. 수

신 신호를 특정 방향으로 빔형성한다면 출력은 Eq. 

(4)와 같다.

   
 








≈ 
   



(4)

여기서  는  방향으로의 빔형성한 출력을 

의미한다. 이 조향 각도는 먼저 전 방향에 대하여 빔

형성한 후 일반적으로 빔형성 결과가 최대가 되는 

각도로 선택된다.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에서 빔형성 

결과의 위상 성분인  을 위상 보정 인자라고 

정의한다. 음선들의 방향들의 차이가 배열의 길이와 

주파수 등에 의해 계산되는 빔 분해능보다 클 경우, 

특정 방향으로 빔형성했을 때 선택되지 않은 다른 

각도들에 의한 신호들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위상 

보정 인자는 송신 신호의 위상과 임의의 시지연으로 

근사 된다.

Eq. (4)을 통해 계산된 위상 보정 인자와 Eq. (3)의 

정규화된 수신 신호의 곱을 통해 그린 함수를 추정

할 수 있으며 이는 Eq.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은 수신 신호

와 배열의 깊이 정보만을 통해 실제 그린 함수의 파

형과 음선별 상대적인 시지연 정보가 포함된 그린 

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이며, 최소한의 해양환

경 정보만 필요하다는 점과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그린 함수 추정 기법이

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송신 신호의 

정보 없이 수신 신호로부터 그린 함수의 파형을 추

정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심해 환경에

서의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 적용 가

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

컨볼루션 기법의 응용으로,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

컨볼루션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장 먼 거리의 장거

리 통신 데이터를 탐침 신호 없이 분석하여 얻은 통

신 성능 결과를 제시한다.

III. BLAC18

2018년 10월 포항 동방 해역에서 생체모방 장거리 수

중음향통신 해상실험인 BLAC18이 수행되었다.[28-31] 

Fig. 1(a)는 해상실험이 수행된 해역을 나타내는 그림

으로, 해상실험이 수행된 해역은 최대 1,700 m 깊이

의 심해 해역이며 수신기를 기준으로 30 km, 60 km, 

90 km에서 통신 신호를 송신하였다. Fig. 1(b)는 해상

실험의 모식도를 나타내며, 해상실험 동안 1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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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가 2.8 m 간격으로 구성된 수직 선 배열 센서

가 사용되었다. 수직 선 배열 센서가 설치된 위치에

서 측정한 음속 구조를 Fig. 1(b)에 나타냈으며, 최소

음속이 위치한 깊이를 나타내는 음향축은 250 m에 

형성되었다. 효율적인 장거리 전파를 위해 음향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음원은 음향축 주변에 설치

해야 한다. 본 연구팀은 해상실험 당시 현장에서 음

속 구조를 측정 후, 케이블 길이와 같은 장비의 사양

과 해상상황을 고려하여 음원의 깊이를 200 m 부근

으로 결정하였다.

Fig. 1(c)는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고유음선으로 대

표적으로 30 km 거리 환경에 관한 결과를 나타냈다. 

4장에서 표현될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음

선들에 대응되는 음선들만을 나타냈으며, 실제 해수

면 또는 해저면 반사파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음원이 

음향축 부근에 위치하여 굴절파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반사 손실이 발생하는 반사파와 달리 굴절파

는 반사 손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달 손실이 최

소화되어 음원을 음향축 주변에 설치할 경우 효율적

인 장거리 전파가 가능하다.

Fig. 2는 해상실험을 위해 설계된 통신 신호의 구

조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chirp 신호로 설계된 탐침 

신호와 BPSK으로 변조된 통신 신호로 구성되어있

다. 탐침 신호와 통신 신호의 길이는 각각 3 s, 2.47 s

이며, 두 신호는 중심 주파수와 밴드폭이 각각 2,560 

Hz, 640 Hz인 주파수 대역으로 설계되었다. 다중경

로에 의한 간섭을 피하고자 두 신호 사이에는 2 s의 

가드 타임이 포함되어있다. 통신 신호는 512 bps의 

전송률로 roll-off factor가 0.25인 Root-Raised Cosine 

(RRC) 필터를 이용하여 설계되었으며, 동기화, 위

상추적, 그리고 등화기 내부에서의 훈련을 위한 심

볼 100개와 1,155개의 페이로드로 구성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탐침 신호로부터 정합 필터를 이용

하여 추정한 채널 임펄스 응답과 통신 신호에서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을 이용하여 추정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비교할 예정이며, 두 결과의 비교를 

통해 장거리 심해 환경에서도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

컨볼루션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IV. 해상실험 분석 결과

4.1 빔형성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에서 가장 중

요한 요소는 빔형성을 통해 위상 보정 인자를 추정하

Fig. 1. (Color available online) (a) Experimetal site, 

(b) schematic of BLAC18. On the left side of (b), the 

sound speed profile is shown, and the sound axis, 

which is the depth at which the lowest sound speed 

exists, is formed at 250 m. The horizontal solid line 

on the right side of (b) shows the depth of water, and 

it can be noticed that the depth increases up to 

1,700 m as the distance from the receiver increases. 

(c) Ray diagram for the source/receiver geometry 

depicted in (b) at a 30 km range.

Fig. 2. (Color available online) Structure of the trans-

mitted signal packet, which consists of a 3 s long 

chirp signal, 2 s silence period, followed by a data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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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송신 신호의 위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는 빔형성을 통해 신호의 각도를 추정하여, 해당 각

도로 조향함으로써 위상 보정 인자를 추정하는 것이

다. 빔형성 과정은 Eq.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6)

여기서  는 전 방향에 대한 빔형성 결과를 의

미하며, 지배적인 음선의 각도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

된다. 특정 방향에 대한 빔형성 결과를 나타내는 Eq. 

(4)와 구분하고 Fig. 4에 나타낼 예정인 그림을 위해, 

모든 방향에 대한 식인 Eq. (6)을 추가로 표기하였다.

Fig. 3은 수직 선 배열 센서로부터 30 km 떨어진 음

원에 의한 수신 신호를 나타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hirp 신호와 통신 신호 순서대로 수신되었다. 빔

형성 과정은 모든 거리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으로 수

행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거리 중 30 km 거리

의 데이터를 대표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Eq. (6)의 결과인  는 주파수와 각도 변화에 

따른 빔형성 결과를 나타내며, 30 km 거리의 해상실

험 데이터에 Eq. (6)과 같은 빔형성을 수행하면 Fig. 

4(a)와 같이 도출된다. 빔형성 각도는 –90°부터 90°까

지 설정하였으며, 이 각도 범위에서의 빔형성 결과

에는 여러 줄무늬가 나타난다. 이는 신호의 주파수

와 설계 주파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공간 에일

리어싱에 의한 문제이다. 수직 선 배열 센서의 간격

은 2.8 m이므로 설계 주파수는 약 268 Hz이다. 이에 

비해, 송신 신호의 주파수 범위(2.2 kHz ~ 2.9 kHz)가 

설계 주파수보다 최소 8배 이상이므로 공간 에일리

어싱으로 인해 그레이팅 로브라고 하는 부엽이 발생

한다. 이러한 공간 에일리어싱으로 인해 부엽의 크

기가 증가하게 되며, 여러 다중경로 중 세기가 낮은 

일부의 각도는 부엽의 영향을 받아 빔형성을 통해 

모든 다중경로에 대응하는 각도들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공간 에일리어싱으로 인해 발생하

는 그레이팅 로브의 실제 음선 각도를 기준으로한 

간격은 Reference [32]에 따르면 주파수에 따라 발생 

각도가 달라지며, 실제 음선의 각도는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된다.[32] 즉, 그레이팅 로브에 의한 줄무늬는 

주파수 축을 따라 평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각

도의 경우만 모든 주파수에서도 해당 각도 성분이 

있으므로, Fig. 4(a)와 같이 공간 에일리어싱으로 인

해 여러 줄무늬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주파수 축을 

따라 가로로 평행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를 확인하

기 위해 –15°부터 15° 범위를 확대한 그림을 Fig. 4(b)

에 나타냈다. Fig. 4(b)에서 11.3°와 –4° 부근에 가로 선

의 형태로 줄무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두 각도는 

음선이 도달하는 다중경로 중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해 큰 세기를 갖는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주파수에 따라 빔형성 결과의 파워

Fig. 3. (Color available online) Waterfall plot of 9-s 

data received on the vertical line array.

Fig. 4. (Color available online) (a) Conventional beam-

forming result as functions of the frequency and the 

angle, (b) version with a zoom range of -15 to 15 

degrees of (a), (c) beamforming result incoherently 

summed over the frequency band fo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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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분한다면 해당 각도 값을 추정할 수 있다.

Fig. 4(c)는 Fig. 4(b)의 결과를 주파수에 따라 적분

한 결과이며, 예상한 바와 같이 11.3°와  –4°에서 큰 

세기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음선 기반 블라인

드 디컨볼루션 기법에서 중요한 요소인 위상 보정 

인자를 추정하기 위해 두 각도 중 가장 큰 세기를 나

타내는 각도인 –4°를 선택하였으며, 4.2절에서는 이

러한 빔형성 결과에서 가장 큰 세기를 갖는 각도 정

보를 활용하여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

의 목적인 그린 함수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60 

km와 90 km 거리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통해 

그린 함수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4.2 그린 함수 추정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

컨볼루션 기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신 신호로부터 

위상 보정 인자를 추정하고, 이를 정규화된 수신 신

호에 적용함으로써 그린 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의 결과

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성

되어있다. 첫 번째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

션 기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상 보정 인자의 추

정 가능성을 탐침 신호를 활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다. 두 번째는 위상 보정 인자 추정의 가능성을 확인

한 후, 통신 신호에 대해 동일한 위상 보정 인자 추정 

과정을 적용하여 그린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탐침 

신호에 정합 필터를 적용하여 얻은 그린 함수와 비

교하는 것이다. 통신 신호만을 활용하여 추정한 음

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반 그린 함수는 통

신 성능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4.3절에

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Abadi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상 보정 인자 추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빔형성 신호와 송신 신호의 상관도를 

활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수행된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였다.[9]

Fig. 5(a)는 Fig. 3에서 보이는 수신 신호에 Fig. 4(c)

로부터 추정한 각도 방향으로 시지연을 보상하여 모

든 수신기에 대해서 더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5(b)

는 비교를 위해 나타낸 설계한 탐침 신호를 나타낸

다. 두 결과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상관 계수라는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Eq. (7)과 

같다.


max

max











∞

∞






∞

∞




∞

∞









 

(7)

여기서 와 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 대상으

로써, 본 논문에서는 에 설계한 탐침 신호를, 

에 빔형성된 신호를 적용하였다.

두 신호에 대한 상관 계수는 약 94.4 %였으며, 이러

한 수치는 공간 에일리어싱이 존재하는 BLAC18 환

경에서도 다중경로의 영향이 효과적으로 완화되어 

위상 보정 인자를 원활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좀 더 확장한다면 장거리 심해 환경에서도 음

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이 가능할 수 있

음을 즉, 그린 함수가 잘 추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Eq. (3)과 같이 배열 센서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정

규화한다면, 정규화된 그린 함수와 송신 신호 위상

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빔형성을 통해 위상 보정 인

자를 추정하여 정규화된 수신 신호에 보상하게 되면 

Fig. 5. (a) Beamformed chirp signal with the -4°, 

which corresponds to the maximum-intensity arrival 

in Fig. 4(c), (b) the original chirp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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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시지연이 포함된 정규화된 그린 함수를 추정

할 수 있다. 송신 신호의 파형을 추정하는 것이 주목

적인 수중통신의 관점에서 임의의 시지연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Fig. 6(a)와 (b)에 두 종류의 추정된 시

간 영역에서의 그린 함수를 나타냈다. 음선 기반 블

라인드 디컨볼루션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탐침 신호

에 대해 정합 필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시간 영역에

서의 그린 함수를 Fig. 6(a)에 나타냈다. Fig. 6(b)는 통

신 신호에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을 적용하

여 추정한 시간 영역에서의 그린 함수이다. 두 결과 

[Fig. 6(a)와 (b)]를 비교했을 때, 패턴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해상도에서만 차이점이 나타난

다. 구체적으로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

반 결과가 정합 필터 기반 결과에 비해 해상도가 향

상되었다. 이는 Eqs. (3)과 (5)의 분모에 표현되는 정

규화의 영향이다. 주파수 영역에서 평탄(flat)하게 

신호를 설계하더라도 해상실험 데이터를 통해 신호

를 수신하게 되면, 송신 장비 자체의 구동 원리에 의

해 주파수 영역에서 해닝창이 적용된 것과 같이 나

타난다. RRC 필터를 이용하여 설계된 통신 신호 또

한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백색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정규화를 하게 되면 주

파수 영역에서 평탄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스펙트

럼의 주엽의 폭은 시간 영역에서의 주엽의 폭(또는 

해상도)과 반비례하므로, 정규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결과의 해상도

가 정합 필터 결과보다 향상된다.

음선들의 각도 정보는 시간 영역에서의 그린 함수

에 시간 영역 빔형성 기법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빔-

시간 그래프를 통해 추정될 수 있다. 빔형성은 수직 

선 배열 센서의 중심 깊이인 200 m를 기준으로 수행

되었으며, Fig. 6(c)에 빔-시간 그래프 결과를 도시하

였다. 추정한 시간 영역 그린 함수에는 다섯 개의 음

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 m 깊이에서의 시간 정보

들을 활용했을 때 빔-시간 그래프에서도 다섯 개의 

각도 정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빨간색 선을 통해 

빔-시간 그래프에서 다섯 개의 시간 및 각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외의 부엽은 공간 에일

리어싱에 의해 생긴 결과이다. 반사파와 굴절파를 

모두 포함한 고유음선 중 이러한 다섯 개 음선들의 

각도와 대응하는 고유음선들을 Fig. 1(c)에 나타냈으

며, 고유음선으로부터 다섯 개의 음선 모두 굴절파

인 것을 알 수 있다.

빔-시간 그래프를 이용하여 추정한 각도 정보들은 

다중경로 완화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선 배열 센서에 대한 빔 분해능(∆)은 파장과 배열 

길이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8)

여기서 는 파장을 의미하며, 은 배열의 길이를 의

미한다.

해상실험에 사용된 신호의 중심 주파수(2,560 Hz)

와 배열의 길이(42 m)를 적용한다면 분석하고자 하

Fig. 6. (Color available online) Green’s function 

estimated at 30 km range from: (a) chirp signal after 

matched-filtering and (b) communication signal using 

ray-based blind deconvolution, (c) beam-time mig-

ration of the Green’s function estimated from ray- 

based blind decon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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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에서의 빔 분해능은 약 0.71°(= 0.012 rad)이다. 

Fig. 4(c)에 표현된 빔형성 결과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각도(–4°)와 Fig. 6(c)로부터 추정한 다른 각도들의 차

이는 최소 0.8° 이상으로 빔 분해능보다 크다. –4°를 

기준 각도라고 정의할 때, 빔형성 결과와 송신 신호 

사이의 높은 상관 계수는 다중경로들의 입사각과 기

준 각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결과다. 또한, 더 나아

가 이러한 간격은 성공적인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

컨볼루션 기반 그린 함수 추정의 요인이다.

지금까지 30 km에 관한 결과를 도시하였으며, 60 

km와 90 km 거리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

을 거쳐 시간 영역에서의 그린 함수를 추정하였으

며, 이를 각각 Figs. 7과 8에 도시하였다. Figs. 7과 8에

서 (a)와 (b)는 각각 정합 필터와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결과이며, (c)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

컨볼루션 결과에 대한 빔-시간 그래프이다. 위상 보

정 인자의 추정을 위해 빔형성의 최대값 각도(60 km : 

0.7°, 90 km : -2.6°)를 활용하였다. 30 km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60 km와 90 km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특징

들(유사한 패턴과 해상도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본 논문에서는 생략했지만 고유

음선과 비교할 때 나머지 두 거리에서 수신되는 모

든 음선들이 굴절파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거리(30 km, 60 km, 그리고 90 km)의 데이터

를 이용한 결과로부터 장거리 심해 환경에서도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이 검증되었다.

4.3 통신 성능 분석

수동형 시역전 처리 기반의 통신 성능 분석을 위

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탐침 신호로부터 그린 함

Fig. 7. (Color available online) Green’s function esti-

mated at 60 km range from: (a) chirp signal after 

matched-filtering and (b) communication signal using 

ray-based blind deconvolution, (c) beam-time mig-

ration of the Green’s function estimated from ray- 

based blind deconvolution.

Fig. 8. (Color available online) Green’s function esti-

mated at 90 km range from: (a) chirp signal after 

matched-filtering and (b) communication signal using 

ray-based blind deconvolution, (c) beam-time mig-

ration of the Green’s function estimated from ray- 

based blind decon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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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추정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4.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을 

이용하면 탐침 신호 없이 통신 신호로부터 그린 함

수 추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통신 성능을 분석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

루션 기법의 응용으로써 4.2절에서 통신 신호로부터 

추정한 그린 함수를 이용하여 통신 성능 분석 결과

를 제시한다.

3장의 Fig. 2에서 보여준 송신 신호는 해상실험 동

안 각 거리에서 총 18번 송신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에는 임펄스성 신호인 돌고래 클릭음이 다수 잡혔으

며,[33,34] 60 km와 90 km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가 다수

의 돌고래 클릭음에 의해 오염되어 복조에 실패하여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60 km 데이터

에는 18개 데이터 중 두 개의 데이터가 오염되었으

며, 90 km 데이터에는 16개의 데이터가 오염되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복조에 성공한 경우의 데

이터와 실패한 경우의 데이터를 각각 Fig. 9(a)와 (b)

에 나타냈다. 두 데이터 모두 90 km 데이터이다. 복조

에 성공한 데이터[Fig. 9(a)]의 경우, 90 km 거리이지

만 Fig. 9(a)의 빨간 박스 내에서와같이 신호가 육안

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달리 복조의 실패한 데

이터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송신 시

간과 복조에 성공한 데이터의 수신 시간 등의 정보

를 활용하여 도달 예상 시간대의 데이터를 출력하였

다. Fig. 9(b)에서는 수십 개의 클릭음이 보인다. 클릭

음은 임펄스성 신호이므로 시간 또는 주파수 영역에

서 제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PSK 방식의 신호는 

위상이 왜곡되어 복조에 실패하였다.

세 가지 거리에서의 통신 신호 데이터에 음선 기

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을 적용하여 송신한 통

신 신호를 추정하여 복조한 결과를 보여준다.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을 통해 그린 함수를 추정

할 수 있으며, 수신 신호와 추정된 그린 함수를 이용

하면 송신 신호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수동형 시역

전 처리 과정과 동일하며, Eq.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9. (Color available online) Waterfall plot of 

communication data received on the vertical line 

array in the event of (a) the successful decoding and 

(b) failure.

Fig. 10. (Color available online) Scatter plots based 

on ray-based blind deconvolution at (a) 30 km, (b) 

60 km, and (c) 90km ranges.

Table 1. BER and output SNR according to the range.

Range BER Output SNR

30 km 0/20790 (0 %) 14.5 dB

60 km 9/18480 (0.05 %) 12.8 dB

90 km 0/2310 (0 %) 11.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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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a)부터 (c)까지 차례대로 30 km, 60 km, 그리

고 90 km 거리에 대한 통신 성능 분석 결과를 나타내

고, Table 1에 거리별 통신 성능 결과를 정리하였다. 

세 가지 거리 데이터에 대해 모두 0 %에 가까운 비트 

오류율과 11.5 dB 이상의 출력 신호 대 잡음비가 도

출되었으며, 이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에 의해 송신 신호가 성공적으로 추정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비록 돌고래 클릭음과 같은 외부적

인 요인으로 인해 90 km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대부

분이 복조에 실패하였지만,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두 개의 데이터에서 성공적인 복조 결과를 

획득하였다. 이는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물리적

으로 동해 해역에서 90 km 거리의 PSK 계열 기반 장

거리 통신이 가능함을 보인 첫 번째 사례로 매우 유

의미한 결과이다. 특히, 90 km의 거리는 PSK 계열 신

호 기준으로 국내에서 최장 거리의 데이터 분석 결

과이다. 또한,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

을 활용할 경우 수동형 시역전 처리를 위해 필요한 

탐침 신호가 없어도 되므로, 이는 데이터 전송률 관

점에서도 장점이다.

V. 결  론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 기법은 송신 신호 

정보 없이 수신 신호로부터 그린 함수와 송신 신호

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이며, 선행 연구들에서는 근

거리 천해 환경에서만 검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심해 환경에서의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

루션 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2018년 장

거리(30 km, 60 km, 그리고 90 km) 수중통신 해상실험

이 수행되었으며, 해상실험 동안 chirp 신호와 BPSK

로 변조된 통신 신호를 송신하였다.

30 km 데이터에 대해 그린 함수를 추정하기에 앞

서 빔형성 신호와 송신 신호의 유사도는 94.4 %였으

며, 이는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의 가장 중

요한 요소인 위상 보정 인자 추정이 성공적임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통신 신호에 대

해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을 이용하여 추정

한 그린 함수와 chirp 신호의 정합 필터로 추정된 그

린 함수와 비교했을 때, 두 기법에 의한 그린 함수가 

매우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며 이는 60 km와 90 km 거

리에서도 동일하였다. 즉, 장거리 심해 환경에서도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볼루션이 가능함을 해상실

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신 신호와 음선 기반 블라인드 디컨

볼루션에 의해 추정된 그린 함수를 이용한 수동형 

시역전 처리를 수행하였으며, 그린 함수는 통신 신

호에서 자체적으로 추정되었다. 통신 성능 분석 결

과 모든 거리에서 0 %에 가까운 비트 오류율과 11.5 

dB 이상의 높은 출력 신호 대 잡음비가 도출되어 탐

침 신호 없이 성공적으로 복조가 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90 km 거리에서의 분석 결과는 국내에서 수행

된 PSK 계열 분석 결과 중 가장 먼 거리의 결과이므

로 매우 의미 있으며, 탐침 신호가 없어도 된다는 사

실은 데이터 전송률 관점에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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