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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한 우주감시레이다의 탐색 펜스
요구사항 도출 방안 연구

FOV(Field-of-View)

Extraction of Requirements for the Search Fence of Space Surveillance Radar
with Field of Vie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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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 세계적인 우주개발 및 우주위험 증가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광역 및 상시감시가 가능한 우주감시레이다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막대한 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국내 우주감시레이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주감시레이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 사례
인 미국 Space Fence 우주감시레이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탐색 펜스에 대한 FOV(field-of-view)를 설정하고, 이에 따
른 일일 최대 관측가능 표적개수 및 탐지지속가능시간의 누적분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우주
감시레이다 개발 시 탐색 펜스에 대한 요구사항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as global space development and space risk have increased, in Korea, considerable attention has been diverted to the
development of space surveillance radar (SSR) capable of wide-area and full-time monitoring. For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domestic
SSR, which is usually expensive,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derive the requirements for SSR based on analyses of overseas advanced
cases. In this study, based on an analysis of the space fence surveillance radar in the USA, the field of view for the search fence was
set. By deriving and analyzing the maximum number of observable targets per day and the cumulative distribution of the duration of
detection, a method was developed to derive the requirements for the search fence when developing a domestic SSR in the future.
Key words: FOV(Field-of-View), Search Fence, SSR(Space Surveillance Radar), Radar Requirements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
주위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증


2018

「이 연구는 년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대응기술연구의 ‘우주감시레이다 프로토타입 설계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엘아이지넥스원 레이다연구소(Radar Laboratory, LIG Nex1)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Center for Space Situational Awareness,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Manuscript received July 11, 2022 ; Revised July 29, 2022 ; Accepted August 30, 2022. (ID No. 20220711-002S)
․Corresponding Author: Hyun Wook Moon (e-mail: hyunwook.moon2@lignex1.com)
ⓒ Copy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763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33, no. 10, October. 2022.

가하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에서는 우주 자산의 보호와 자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주감시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
주감시체계는 주로 광학시스템, 레이다시스템으로 구분
되며, 광학시스템은 긴 감시거리, 저렴한 개발비용, 높은
정밀도의 장점을 갖는 반면, 협소한 감시영역 및 기상조
건 등의 제약으로 상시감시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이
와 달리 레이다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밀도, 짧은
감시거리, 고가 장비이지만 광역 및 상시감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 국내에서는 제 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
획 실행에 따라 광학시스템은 기 확보하였으나 우주감시
레이다 시스템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근 우주감시레
이다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막대한 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국내 우주감시레이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주감시레이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
절하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레이다 성능 요구
사항 항목 중 레이다의 FOV(field-of-view)는 운용개념 및
표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선진 사례인 미국 Space Fence 우
주감시레이다의 운용개념 및 빔 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우주감시레이다 탐색 펜스의 방위각,
고각, 탐지거리별로 일일 최대 관측가능 표적개수 및 탐
지지속가능시간의 누적 분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
후 개발될 우주감시레이다의 탐색 펜스에 대한 요구사항
도출 및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상공을 지나가는 우
주물체에 대해 효율적으로 탐지/추적이 가능한 우주감시
레이다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3]

[4]

Ⅱ. 탐색 펜스에 대한 FOV 설정

2-1 Space Fence 우주감시레이다 FOV 및 빔 운용

미국 Lockheed Martin사에서 개발 완료한 Space Fence
우주감시레이다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우주물체를 효
율적으로 탐지/추적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부채꼴 모양
의 탐색 펜스를 운용하고 있다 .
면배열 능동위상배열레이다 형태로 개발된 Space Fe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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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pace Fence

적 빔 운용

[1]

우주감시레이다의 탐색 펜스 및 추

Fig. 1. The operation of search fence and track beam of
Space Fence surveillance radar[1].

우주감시레이다는, 안테나 boresight인 천정을 기준으로
방위각/고각 방향에 대해 각각 ±60°(총 120°)의 탐지 범위
인 FOV를 갖는다 . 또한 송신 안테나 36,000개, 수신 안
테나 86,000개로 이루어져 있어 배열 이론 적용 시 송신
빔 폭은 약 0.5∼0.8°, 수신 빔 폭은 약 0.3∼0.5°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송신 빔에 대해 수신 다중 빔을
이용해 수신한다고 가정하고, 빔 겹침을 고려하지 않더라
도 FOV 전 영역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22,500개 이상의
레이다 탐색 빔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더해 LEO 영역이
고도 2,000 km까지이기 때문에, 파형상으로도 긴 PRI
(pulse repetition interval)가 필요함을 고려하면 매우 긴 탐
색시간(frame time)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 LEO 영역의
우주물체는 7 km/sec 이상의 매우 고속으로 이동하므로,
긴 탐색시간은 탐색 중 표적이 FOV를 빠져나가거나, 최
초 탐지 실패 시 재탐지가 어려워 우주물체 탐지/추적 성
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Space Fence 우주감시레이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FOV 전 영역을 탐색하지 않고
탐색 펜스를 형성하여, 그 내에서 탐색 빔을 운용하다가
탐색 펜스를 통과하는 우주물체를 탐지하면 추적 빔을
통해 우주물체의 궤적을 획득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운용하면 탐색 펜스 설정에 따라 탐색 범위가 감소
하여 전체 관측 가능 우주물체의 수는 감소하지만, 탐색
펜스에 대한 탐색시간이 감소하여 고속으로 이동하는 우
주물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
라서 국내 우주감시레이다 개발 시에도 탐색 펜스를 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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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탐색 펜스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 탐색 펜스에 대해 두 가지 요구사항
및 설계 결정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탐색 펜스의 방향이
고, 또 다른 하나는 탐색 펜스의 폭이다.
2-2 우주감시레이다 탐색 펜스의 FOV 설정

앞에서 살펴본 탐색 펜스의 방향과 폭에 대한 요구사
항 결정을 위해 탐색 펜스에 대한 FOV를 표 1과 같이 설
정하였다. 방위각은 경도 방향이 되고, 고각은 위도 방향
이 되며, 120°는 레이다 안테나면의 boresight 기준 ±60°를
나타낸다. 이 분석에서 FOV 전 영역을 탐색할 때 FOV 크
기에 따른 결과를 기준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FOV1∼
FOV3은 방위각/고각 범위를 120°, 90°, 60°로 조정하여 설
정하였다. 또한 탐색 펜스 설정 시 탐색 펜스의 방향 및
폭에 따른 결과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90°를 기준으
로 FOV4∼FOV6은 고각 방향 FOV 폭을 10°씩 감소하여
설정하고, FOV7∼FOV9는 방위각 FOV 폭을 10°씩 감소
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2는 표 1의 탐색 펜스에 대한 FOV를 STK(system
tool kit)를 통해 설정하였을 때 형상을 나타내며, STK를
통해 방위각, 고각, 탐지거리에 대한 FOV별로 하루 동안
FOV를 통과하는 우주물체의 수 및 FOV에 머무는 시간
(duration time)을 도출하였다. 탐지거리는 우주물체가 가
장 많이 존재하고 우주감시레이다의 탐지거리 제한을 고
려하여 LEO(low earth orbit) 영역인 1,000∼2,000 km 내
탐색 펜스에 대한

(a) 3D

우주감시레이다

(b) 2D

설정 형상

그림 2.
FOV
Fig. 2. The configuration of FOV setting for the space
surveillance radar.

100 km

단위로 설정하였다.

Ⅲ. FOV 분석 결과
3-1 일일 최대 관측가능 표적개수 분석 결과

일일 최대 관측가능 표적개수는 STK에서 표 1과 같이
FOV 및 탐지거리를 설정하고, 일일 동안 FOV 내를 이동
하는 우주물체 전체 수를 도출하였다. 실제 일일 동안 이
동하는 우주물체 수는 날짜 설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지만 큰 차이는 없었기에 특정 날을 기준으로 도출하였
다. 또한 실제 레이다 운용 시 탐지거리는 표적 RCS(radar
cross section)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주감시레이다는 RCS
가 가장 작은 우주 파편을 기준으로 설계되기에 표적별
RCS 특성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도출 과정에 따라 그림 3은 최대탐지거리별

설정

표 1.
FOV
Table 1. The FOV setting for search fence.
Classification

Azimuth angle [°]

Elevation angle [°]

FOV1

120

120

FOV2

90

90

FOV3

60

60

FOV4

90

80

FOV5

90

70

FOV6

90

60

FOV7

80

90

FOV8

70

90

FOV9

60

90

설정에 따른 일일 최대 관측가능 표적개수

그림 3. FOV
Fig. 3. The maximum number of observable targets according
to the FOV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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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감시레이다

및 우주물체의 기동 특성

그림 4.
FOV
Fig. 4. The FOV of SSR and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space objects.

설정에 따른 일일 최대 관측 가능 표적 개수를 나타
낸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FOV가 클수록 당연히 관측가
능 표적개수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일 FOV 면
적에 대해 방위각 방향 폭을 조정했을 때와 고각 방향 폭
을 조정했을 때 관측가능 표적개수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방위각 방향으로 FOV 폭을 감소시켰을 경우 고각 방향
FOV 폭을 감소시켰을 경우 대비 관측가능 표적개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그림 4와 같이 우주물체의
기동 특성과 연관이 있는데 극지방을 기준으로 우주물체
가 위도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결과는 탐
색 펜스의 방향을 방위각 방향인 경도 방향으로 놓고 고
각 폭을 조정하여 탐색 펜스를 형성해야 최대한 많은 우
주물체를 탐지/추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 Range: 1,000 km

FOV
.

3-2 탐지지속가능시간의 누적분포 분석 결과

앞서 탐색 펜스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면 탐색 펜스의
폭을 결정해야 한다. 탐색 펜스의 폭이 증가할수록 많은
우주물체를 볼 수 있겠지만 전체 탐색 펜스에 대한 탐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으로 이동하는 우주물체가 그
사이 탐색 펜스를 지나가게 된다면 탐지/추적에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탐색 펜스의 폭을 결정하기
위해 FOV를 통과하는 우주물체의 탐지지속가능시간 누
적분포를 도출하였으며, 그림 5는 탐지거리별 탐지지속
가능시간의 누적분포를 나타낸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 FOV 면적에 대해 고각 방향으로 FOV 폭을 감소시
켰을 경우, 약 100초 이후엔 탐지지속가능시간이 급격히
766

(b) Range: 2,000 km

설정에 따른 탐지지속가능시간의 누적분포

그림 5. FOV
Fig. 5. The cumulative distribution of the duration of detection according to the FOV setting.

감소하지만, 그 이전에는 방위각 방향 FOV 폭 감소 대비
감소폭이 작았다. 일반적인 레이다 탐지/추적에 필요한
시간이 수초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고각 방향 FOV
폭 조정이 탐지지속가능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함을 의
미한다.
또한 위 결과로부터 탐색 펜스의 폭은 다음과 같이 결
정될 수 있다. 안테나 빔 폭이 결정된 후 탐색 펜스의 폭
에 따라 탐색 빔 개수 및 탐색시간이 결정된다. 탐색시간
이 탐지지속가능시간의 최댓값이 되므로 이를 이용해 누

FOV(Field-of-View)

적분포의 확률을 도출하고, 이를 일일 최대 관측가능 표
적개수에 곱하면 실제 탐지/추적이 가능한 표적개수가 도
출된다. 이 때 탐색 펜스의 폭을 증가하면 탐색시간이 증가
해 확률값은 감소하지만, 일일 최대 관측가능 표적개수가
증가하고 탐색 펜스의 폭을 감소하면 반대가 되므로, 이를
고려한 최적화를 통해 탐색 펜스의 폭을 결정할 수 있다.

Ⅳ. 결

분석을 통한 우주감시레이다의 탐색 펜스 요구사항 도출 방안 연구

[2]

[3]

론

본 논문에서는 우주감시레이다 탐색 펜스의 FOV에 따
른 일일 최대 관측가능 표적개수 및 탐지지속가능시간의
누적분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탐색 펜스를 경도 방
향으로 설정하고 위도 방향으로 폭을 조정하는 것이 더
많은 우주물체를 감시하는 데 유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 결과로부터 최적화를 통해 실제 탐지/추적이 가능한
표적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요구사항 도출 및 설계에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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