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통신을위한Turbo-Φ 부호화기의성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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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중음향 통신은 대역이 제한되어 있고 음파가 해저 및 해수면에 반사되어 신호가 수신된다는 특성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전송속도가 빠른 수중음향 통신의 구현이 어렵다. 따라서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수중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페킷의
구조 설계와 함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채널 부호화 방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해상 실험을 통하여 채널 부호화 기술인
Φ 부호화된 데이터를 수중 통신에 적합하게 설계된 패킷 구조로 전송하여 수중 통신에서
Φ 부호화 기술이 적합함을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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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중 통신 분야의 연구는 해양 탐사, 해저 자원 탐사, 군사적 목적 등 다
양한 방면으로 연구 중에 있다. 이러한 수중 통신 시스템에서는 전파 통신
을 하는 일반적인 육상, 위성통신과는 다르게 음성 채널을 이용하여 정보
를 전송 한다. 따라서 신호의 전달 과정에서 흡수, 잔향 및 다중경로와 함
께 도플러 등으로 인하여 신호의 왜곡이 심하다. 또한 수중에서는 채널 특
성을 결정하는 해면, 해저, 수심 등의 상태에 따른 수중 통신의 성능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수중 통신에서 신뢰도 있는 통신을 위해서는 낮
은 SNR(Signal to Noise Ratio)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채널
부호화기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2]
따라서 신뢰도 있는 통신을 위해 사용한 채널 부호화기 기술로써는 차
세대 DVB-RCS에서 표준으로 채택되어지고 있는 Turbo-Φ 부호화기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해 앞 바다에서 해상 실험을 통하여 수중 통
신에 적합한 패킷 설계와 함께 수중에서의 위상 오프셋을 보상하기 위해
DD(Decision Directed) Loop을 이용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림 1은 해양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Turbo-Φ 의 부호화기 구조이다.

그림 1. Turbo-Φ 부호화기 구조
8상태에서 16상태로 메모리의 수를 하나 추가하여 해밍거리를 증가하여
오류 마루 현상을 제거하는 구조이다.

III. 수중 실험 환경
수중에서 Turbo-Φ 부호화기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30일
동해 앞 바다(37°32.491N, 129°15.393E)에서 약 200m의 수심에서 수
II. 채널 부호화 기술
통신 실험을 하였다. 송신기(MOBY)와 수신기(SRH)를 그림 2와 같이
수중에서는 다양한 페이딩과 함께 채널간의 간섭, 멀티 패스 등으로 인하 중수중에
설치 후 신호를 송·수신 하였다.
여 신뢰도 있는 통신이 힘들기 때문에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채널 부호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93년 Berrou에 의해 발표되어
진 Turbo 부호화 기술을 사용하였다. Turbo 부호화 기술은 반복 복호를
통하여 Shannon’s limit에 근접한 성능을 보여 주고 있어 DVB-RCS 등에
서 표준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중 바이너리
구조의 Turbo 부호화 기술은 오류 마루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발견되
어 오류 마루 현상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8상태의 부호화기에서 16상태로
구조를 변형 시킨 Turbo-Φ 부호화기 기술이 차세대 DVB-RCS에서 표
준으로 채택되고 있다.[3][4] 이러한 Turbo-Φ 부호화기의 구조는 기존의
DVB-RCS 구조와 동일하며, 단지 16상태를 지원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림 2. 수중 통신 실험을 위한 송·수신기 설치 구조

송신기는 수심 100m의 위치에 설치하였고, 수신기는 송신기로부터 1km 복호를 하였다.
지점에 해저면에 근접하게 설치를 하였다.
수중 통신에서 채널 환경을 알기 위해 XBT를 이용하여 그림 음속구조
를 구하였고, 음속구조를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은 시간 지연 분포를 구하
였다.[5]
그림 16. DD Loop
DD Loop 후 error rate는
으로 위상의 밀림으로
인한 오차를 보상하였고. Turbo-Φ Decoding 후에는 오류없이 완벽하게
복호가 되어 전송하고자 하는 text 데이터가 완벽히 전송됨을 알수가 있
다.

log   


그림 3. 시간 지연 분포
그림 3의 시간 지연 분포를 통하여 수중에서의 채널 특성인 긴 멀티패스
로 인하여 심볼간의 간섭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실험 결과 분석
실험에서 사용한 소스 데이터는 984bit의 "Underwater Communication
/ Detection Research Center - Korea Maritime University(2011 UAC
Experiment) - Channel coding test" 라는 text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Turbo-Φ 부호화기를 이용하여 coding rate 1/3을 사용하여 부호화와 함
께 248bit의 dummy data를 넣어서 총 4개의 데이터 페킷을 생성하여 순
차적으로 전송하였다. 자세한 데이터 패킷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코딩 기법을 적용한 데이터 패킷 구조
데이터의 페킷 구조는 데이터의 송신 신호를 구분하기 위하여 0.05s의
LFM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 신호의 패킷 타이밍을 위하여 PN code를 전
송하였다. 또한 SRRC 필터를 위하여 4개의 샘플링 심볼을 구성하였고,
다음으로 타이밍 오프셋을 보상하기 위한 32개의 심볼, 채널 등화기를 위
한 80 실볼, 전송하고자 하는 채널 코딩되어진 비트 스트림을 그림 4와 같
이 구성하였다.
송․수신단의 거리가 1Km일 때 수신된 wave form 데이터는 수신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60kHz로 수신된 wave form 데이터를 리샘플링을 통하
여 송신 샘플링 값과 같은 96kHz로 변환 후 분석을 하였다.
리샘플링 후 데이터를 복호 하였을 때의 Channel error의 값은
이고 Decoding 후의 error 값은
으로 나왔다. 리샘플링 후 다른 기법없이 데이터를
복호하였을 때는 그림 3의 시간 지연 분포처럼 멀티패스와 도플러 등으로
인하여 위상의 밀림 현상이 나타나 복호화에 있어서 실패를 하였다. 따라
서 변화된 위성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DD Loop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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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수중 통신에서 발생하는 여러 잡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중에서
적합한 데이터 패킷을 제시하였고, Turbo-Φ 부호화기를 이용하여 신뢰도
를 향상시키는 방안과 함께 실제 해상 실험을 통하여 채널 부호화기의 성
능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DD loop를 통과하였을 때의 error rate가 –
0.938637에서 Turbo-Φ 복호를 통하여 오류 없이 완벽히 복호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멀티패스와 채널 잡음, 도플러 등이 많은 수중 채널에서
Turbo-Φ 부호화기의 사용이 적합함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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