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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 M&S tool for analyzing detection coverage and target localization in bistatic 
radar system. The detection coverage determined by radar parameters is meaningful when it satisfies the clear 
line-of-sight condition. We improved the method to find the minimum altitudes of transmitter and receiver for 
meeting the condition by considering three-dimensional coverage. Its computational burden is not problematic 
because the calculation is for maximizing the performance of the radar and does not demand a real-time operation. 
In addition, target localization on three-dimensional earth model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height, longitude, 
and latitude is proposed instead of the previous unpractical calculation on two-dimensional bistatic plane. Its 
precalculated result can reduce its computation burden and it is suitable for real-time estimation of target location.

Keywords : Bistatic Radar(바이스태틱 이더), Detection Coverage(탐지 커버리지), Line-of-sight Constrained Coverage
(가시선 확보 커버리지), Target Location(표  치)

1. 서 론

  일반 인 모노스태틱 이더(Monostatic Radar)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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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와 수신기가 같은 곳에 치하여 송신된 자기

가 다시 같은 지 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수신한다. 따

라서 탐지 커버지리 역을 산출하거나 표 의 치

를 산출하는 것에 해 비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4]. 하지만 바이스태틱 이더(Bistatic Radar)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신기와 수신기의 치가 

다른 이더로서 송신된 자기 가 표 에 의해 반

사되었을 때 송신된 곳과 다른 지 에서 그 반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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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nostatic radar

(b) Bistatic radar

Fig. 1. Comparison of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position between monostatic and bistatic radar 

systems

측정하는 이더이다. 일반 으로 스텔스(Stealth) 항공

기는 자기 를 송신된 지 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킴으로서 이더의 탐지를 벗어난다. 바이스태

틱 이더는 이러한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데 유

리하다는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모노스

태틱 이더와 다르게 송신기와 수신기가 구분되어 

다른 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탐지 커버리지를 분석

하거나 표 의 치를 탐지하는 기법이 상이하고 복

잡하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스태틱 이더의 탐지 가능한 

역을 분석하고 이더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표 의 치를 산출하는 M&S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

를 보여 다. 이더의 성능에 따라 결정되는 탐지 

역에 해 가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이더의 

최소 고도를 찾아내는데 기존의 결과를 개선한 방법

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한 기존의 2차원 

상에서의 표  치 산출의 비 실 인 측면을 개선

하고 3차원 상에서의 표 의 치를 찾아내는 방식을 

제안하고 그 결과 식을 유도한다.

2. 바이스태틱 이더의 탐지 커버리지 분석

가. 수신 워 조건의 의한 커버리지 분석

  이더 방정식(Radar Range Equation)은 이더의  

송신 출력 등의 이더 특성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탐지 거리에 따라 수신되는 워(Power)에 한 방정

식이다. 모노스태틱 이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5].

 



×


×  (1)

  여기서 은 수신단에서 수신되는 워, 는 송신 

출력, 는 안테나 이득(Gain), 는 표 의 이더 단

면 (RCS : Radar Cross Section), 는 안테나의 유효

면 (Effective Area), 은 이더와 표  사이의 거리

를 나타낸다. 이 때 수신단에서 인지할 수 있는 최소

의 워를 min이라고 했을 때 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최 의 거리 max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난다.

max  min
 





 (2)

  이더 시스템의 라미터 값들이 정해지면  식

에 의해 이더가 탐지 가능한 역의 반지름이 결

정되고 그 커퍼리지의 형태는 구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해 바이스태틱 이더의 이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5,6].

 max 





min





 








 (3)

  이 때 은 송신기로부터 표 사이의 거리, 은 

표 과 수신기사이의 거리, 는 송신출력, 는 송신 

안테나의 이득, 는 수신 안테나의 이득, 는 사용

되는 자 의 장, 는 바이스태틱 이더 단면

(RCS), 는 송신기부터 표 까지의 pattern propagation 

factor, 는 표 부터 수신기까지의 pattern propagation 

factor, 는 볼츠만상수, 와 는 수신단의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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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와 noise bandwidth, min는 탐지에 필

요한 최소의 signal-to-noise power ratio, 와 는 각

각 송신단과 수신단의 loss를 의미한다. 모노스태틱 

이더 방정식과는 다르게 바이스태틱 이더 방정식에

서는 표 과 이더 사이의 거리가 송신기로부터 표

까지의 거리 와 다시 표 에서 수신기까지의 거

리 로 구분된다. 의 이더 방정식에서 우변의 

항은 이더 시스템에 따라 일정한 값으로 결정될 수 

있고 이를 라고 표 하면 바이스태틱 이더 방정식

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  (4)

  이 이더방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이더의 탐지 

가능 커버리지의 형태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신기와 수신기 주변에 집 된 형태로서 모노스태

틱 이더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더의 

성능에 따라 값이 달라지면 그 탐지 커버리지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베이스라인(Baseline)이라고 

불린다.

 

 (a) The shape of detection coverage for the case of 

 ( = 500km2,  = 42km)

 

 (b) The shape of detection coverage for the case of 

 ( = 500km2,  = 50km)

Fig. 2. Detection coverage determined by bistatic radar 

equation

나. 가시성 확보 조건

  이더에 의해 표 이 탐지되기 해서는 표 에 

의해 반사되어 수신단에 돌아온 자 의 세기가 일

정 값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송신기로부터 표 까지, 표 에서부터 수신

기까지의 가시선(Line-of-sight)이 확보되는 조건도 만

족해야 한다. Fig. 3(a)는 송신기(혹은 수신기)와 표  

사이의 가시선이 확보되지 않은 이다. 이 경우는 송

신기에서 출력된 자 가 표 에 달되지 않거나 

표 에서 반사된 자 가 수신기로 달되지 않기 

때문에 표 을 탐지할 수 없다. Fig. 3(b)의 경우는 송

신기에서부터 표 까지, 그리고 표 에서 수신기까지 

가시선이 확보되는 경우의 바이스태틱 이더이다. 이 

경우는 자 가 방해 받지 않고 원활히 달되기 때

문에 표  탐지가 가능하다.

(a) The case that line-of-sight between a transmitter(or 

receiver) and target is not clear

(b) The case that line-of-sight from the transmitter to 

the target and from the target to the receiver is 

clear

(c) The maximum distance between the transmitter(or 

receiver) and target which have a clear line-of- 

sight

Fig. 3. Condition of clear line-of-sight for the transmitter, 

receiver, an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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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c)는 가시선 확보가 보장되는 가장 먼 거리의 

송신기(혹은 수신기)와 표 을 보여 다. 이 때 이 최

 거리를 (혹은 )이라고 한다면 그 값은 4/3 

지구 모델에 의해 보통 다음 식과 같이 근사화한다[7].

      (5)

      (6)

  이 때 ,  , 는 각각 송신기, 수신기, 그리고 

표 의 고도를 의미하고 각 단 는 km로 표기되었을 

때  식의 결과  는 도 km단 로 표기된다.

  이 게 근사화 된 최 가시 역 반지름 값을 이용

해 가시 커버리지를 확인해보면 Fig. 4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있다. 이 경우는 표 의 고도가 0인 경우, 
즉, 표 이 지구 표면에 존재할 때를 나타낸다. Fig. 
4(a)의 경우는 모노스태틱 이더의 가시 커버리지를 

나타낸 것이고 Fig. 4(b)는 바이스태틱 이더의 가시 

커버리지를 나타낸 것이다. 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a) Monostatic radar's coverage area guaranteeing clear 

line-of-sight

(b) Bistatic radar's coverage area guaranteeing clear 

line-of-sight with both of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Fig. 4. Line-of-sight constrained coverage area(The 

case when the target is existed on the surface 

of the earth)

바이스태틱 이더는 송신기에서 표 까지, 표 에서 

수신기까지 가시선 확보의 조건을 두 번 만족해야 하

기 때문에 그 커버리지 넓이가 상 으로 작다.

다. 수신 워 조건에 의한 커버리지의 가시 조건 확보

  실제로 이더가 표 을 탐지할 수 있는 커버리지

를 산출하기 해서는 표 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자 의 세기 조건( 이더 방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조

건)과 가시선의 확보 조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

야 한다. 이 때 송신기와 수신기의 고도를 높임으로써 

가시조건이 만족되는 커버리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더의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 수신 워 조

건에 의한 커버리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가시 조

건 커버리지를 만드는 것이 요한 주제이다. 즉, 수

신 워 조건의 의한 커버리지  역이 모두 가시 

조건이 확보되도록 하는 송신기  수신기의 고도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수신 워에 의한 커버리지와 가

시 조건에 의한 커버리지를 모두 2차원 평면으로 가

정하고 자가 후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송신기  수

신기의 고도 값을 수식 (5), (6)에서 찾아 계산하 다
[7,8]. 2차원 평면에서 이 조건이 확보되는 식은 다음과 

같고 그 결과 모습은 Fig. 5와 같다.

min 




max



 









 







 (7)

Fig. 5. Two-dimensional plane where coverage 

determined by received signal power condition 

is included by coverage determined by clear 

line-of-sight condition( = 3000km2,  = 100km, 

 = 0k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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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커버리지는 3차원 

역이고 표 의 고도가 달리지면 가시 조건 커버리지 

역도 달라지게 된다. 표 의 고도 변화에 따른 가시 

조건을 고려하여 수신 워 조건에 의한 커버리지의 

3차원  역이 모두 가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송․수신기의 고도를 계산하 다. 한 보다 정

확도를 높이기 해 가시 조건의 최  반지름을 수식 

(5), (6)과 같은 근사화 된 식이 아니라 구(Shpere) 모

델에 의해 계산할 수 있는 다음의 식을 그 로 용

했다.

      (8)

      (9)

  이 때 는 지구의 반지름을 의미하고 그 값은 

6400km를 용하 다.
  이 게 수신 워 조건에 의한 3차원 커버리지 모

두가 가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기 해서는 Fig.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지표면과 만나는 수신 워 조건

에 의한 커버리지 경계가 가시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Fig. 6(a)는 지표면과 만나는 커버리지 경계가 가시조

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고 Fig. 6(b)는 만족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후자의 경우 이 경계가 가시조

건을 만족하면 모든 커버지지가 경계 조건을 만족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조건을 만족

하는 최소의 송․수신기 고도를 찾아내는 최 화 문

제는 다음과 같이 수식화 될 수 있다.

To minimize  and 

subject to ∥∥≤  (10)

         ∥∥≤   (11)

for ∀  such that

  1.∥∥∙∥∥ (12)

  2.∥∥  (13)

  3.∥∥  (14)

(a) The point   does not have clear line-of-sight with 

the transmitter

(b) Everys point in the coverage determined by 

received power condition have clear line-of-sight 

with the transmitter

Fig. 6. The coverage determined by received power 

condition is meaningful when it has clear line- 

of-sight

  4.∥∥  (15)

  5.∥∥   (16)

  수식 (12)과 (13)에 의해    를 지표면에서의 커

버리지의 경계에서 지표면에 존재하는 으로 제한하

고 수식(10), (11)은 이 커버리지의 경계 이 가시 조

건을 만족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이다. 한 수식 (14), 
(15), (16)은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정해진 거리와 송 

․수신기의 고도에 한 정의를 식으로 표 한 조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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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inimum altitudes of   and   which 

guarantee clear line-of-sight(which assumes 

that   and   are the same)

 

가시조건 확보를 한
최소의 ,  근사화 

오차근사화[7]된
산출 값

개선된
산출 값

1000km 50km 253m 324m -21.9%

1000km 100km 706m 912m -22.6%

1000km 200km 2484m 3187m -22.1%

2000km 50km 344m 453m -24.1%

2000km 100km 812m 1053m -22.9%

2000km 200km 2599m 3380m -23.1%

3000km 50km 430m 558m -22.9%

3000km 100km 913m 1204m -24.2%

3000km 200km 2711m 3512m -22.8%

5000km 100km 1105m 1449m -23.7%

5000km 200km 2929m 3853m -24.0%

5000km 300km 5903m 7600m -22.3%

  이 게 구한 송․수신기의 고도값과 기존의 연구에

서 근사화한 고도값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근사화 한 

값의 오차가 약 23%내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바이스태틱 이더의 표  치 산출

가. 바이스태틱 평면상에서의 표  치 산출

  모노스태틱 이더와는 달리 바이스태틱 이더는 

표 의 치를 산출하는 방식이 기하학 으로 좀 더 

복잡하다. 우선 송신기, 수신기 그리고 표 을 포함하

는 평면인 바이스태틱 평면상에서 표 의 치를 산

출하는 기법은 기존에 충분히 연구되어 왔다
[7]. Fig. 7

에서 바이스태틱 평면의 정의와 련 라미터를 정

의했다. 우선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 즉 베이

스라인 은 미리 알 수 있다. 한 송신기에서 송신

된 자기 가 표 에 반사된 후 수신기에서 수신될 

때까지의 시간을 통해 송신기와 표 사이의 거리 

    Fig. 7. Definition of the bistatic plane and other 

parameters

와 표 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 의 합( )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바이스태틱 평면상에서의 송

신기 안테나의 지향 방향  는 수신기 안테나의 

지향 방향   둘  하나를 알고 있을 경우 표 의 

치를 단일 치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 

 , 를 독립 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나. 3차원 지구 모델에서의 표  치 산출

  앞서 설명했듯이 바이스태틱 평면상에서의 표  

치 산출은 간단하게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표 의 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스태틱 평면이 

정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실 으로 

표 의 치를 산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3차원 상에서

의 표  치 산출을 한 연산 방법을 제안한다. 그 

Fig. 8. Data flow diagram for target localization on the 

three-dimensional earth model in the bistatic 

rad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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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흐름도는 Fig. 8에 나타내었다. 바이스태틱 평

면 상에서 자 의 이동거리  를 쉽게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에서도  을 쉽게 얻

을 수 있다. 한 송신기  수신기사이의 거리   
신 좀 더 높은 단계의 정보인 송신기의 치  수신

기의 치를 고도, 경도, 도 값을 통해 얻을 수 있

다. 한 송신기  수신기의 안테나 지향 방향도 방

각과 고각을 통해 3차원 방향 정보로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해 표 의 치를 마찬가지로 고도, 
경도, 도로 산출할 수 있고 바이스태틱 평면에서의 

표  치 산출과 마찬가지로 ,  , 을 독립 으

로 구할 수 있다.
  3차원 지구 모델 상에서 고도(Height) , 경도

(Longitude) , 도(Latitude) 를 통해 한 지 의 

 치 를 Fig. 9와 같이 구 좌표계(Spherical 
Coordinate)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7)

  한 방 각(Azimuth) 와 고각(Elevation) 를 통해 

결정되는 안테나의 지향 방향 단  벡터 는 다음과 

같고 Fig. 9와 Fig. 10에서 그 방향을 표시한다.

 cos ∙ sincos∙
 sinsin∙  (18)

Fig. 9. Positions of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according to the altitude, longitude, and latitude 

on the three-dimensional earth model

  따라서 송․수신기가 상하는 표 의 치는 다음

의 치  하나일 것이다.

∙ ,  ≥  (19)

  이 때 와 를 각각 직교 좌표계(Cartesian 
Coordinate)상의 벡터값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sincos
 sinsin
 co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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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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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cos  sin






(21)

where
  cos
 sincos
 sinsin

 (22)

  이 때 송신기와 수신기의 치 정보  , 
은 모두 

구해지고 송․수신기 둘  하나의 안테나의 지향 방

향  는 이 결정되어 있다. 송신기의 지향 방향 

가 입력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표 의 추정 

치 는 다음 방정식을 풀어 구할 수 있다.

∥∥∥∥ (23)

  Fig. 10. Direction of the antenna determined by the 

azimuth and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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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이 때 ∥∥, ∥∥이라 하고 

에 한 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  (25)

즉, ∥∙∥   (26)

  이 식을 풀어 와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
    (27)

  표 의 추정 치 는 다음과 같다.

    


 
∙
 ∥∥

∙

 (28)

  여기서 구한 표 의 치 정보를 고도 , 경도 

, 도  정보를 변환하기 해 다음 식을 이용

하면 된다.

      (29)

 such that cos     (30)

sin      (31)

   tan
 

  (32)

  그리고 바이스태틱 각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s
∙∥∥∙∥∥

∥∥ ∥∥ ∥∥


(33)

Fig. 11. M&S tool for target localization on the three- 

dimensional earth model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표  치 산출 결과의 

가 Fig. 11에 나타난다. 이 M&S 시스템에서는 표

의 치 정보 뿐 아니라 송신기에서 표 까지 그리고 

표 에서 수신기까지의 가시선 확보 여부도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더의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 탐지 

역이 모두 가시조건이 확보되도록 하는 송․수신기

의 최소 고도를 좀 더 정확도 높게 계산하 다. 이는 

같은 이더 성능으로도 탐지 가능 역을 최 로 유

지하기 한 주제로서 연산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더

라도 정확한 계산을 통해 결과 값을 산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 기존의 바이스태틱 평면상에서의 표  

치 산출 방식의 비 실성에서 벗어나 바이스태틱 

이더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 3차원 상에서의 표

의 고도, 경도, 도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식을 유도하 다. 이 때 실시간으로 표 의 치를 찾

아내기 해서는 연산 시간을 최소로 이는 것이 필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유도한 식을 통해 표 의 

치를 한번에 계산해 내는 것이 유리하다.

후        기

  본 연구는 방 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국방 피탐지 감소기술 특화연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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