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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센서․신호처리 부문

이다 원 계/모의성능 실험실을 이용한 

이다 체계성능 시험  분석

Radar system performance test and Analysis 

using the Radar Simulative Test & Evaluation Laboratory

 김 우 성*

Woo-Sung Kim

Abstract

  One of the critical items in radar testing is the abilit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adar systems under real 
operational environments. But it takes lots of time and cost to operate real targets and analyze the test results due 
to a large amount of data based on these complicated environments. In this paper, the Radar Simulative T&E Lab. 
is introduced, and the test and analysis results of the developing radar for predicting the radar system performance 
are described in the Radar Simulative T&E Lab. This laboratory could be used to test the far-field characteristics 
of antenna radiation pattern and to perform an effective radar system test and evaluation using a simulative target 
generator under a low cost repeating test situation.

Keywords : Radar Simulative T&E Lab.(원 계/모의성능 실험실), Radar System Performance( 이다 체계성능), 
Simulative Target Generator(모의표  장치)

1. 서 론

  이다(RADAR : RAdio Detecting And Ranging)는 

자  에 지를 이용하여 표 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

오는 신호를 탐지하여 그 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를 의미한다
[1]. 조기경보용으로 사용되는 탐색 이다

(surveillance radar)는 특정 심 역의 표 을 주어진 

시간 내에 탐지하여 치, 속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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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다 체계 개발에 있어 

첫 단계는 요구하는 탐지성능을 만족하기 해 부체

계의 주요 성능변수에 요구성능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다 개발규격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후 작성된 개발규격에 따라 개발 이다의 체계 요

구 성능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다 시험

평가 과정이다
[2].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는 함정용 탐색 이다는 고기

동 표 에 한 3차원 치  속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도체 송수신 모듈과 같은 고성능의 복잡한 

구성품을 용한 능동형 다 빔 이다이다. 국내 개

발되는 탐색 이다의 경우 이러한 기술 복잡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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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개발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군 요구성능 

 체계 개발 요구규격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탐색 이다의 체계성능 검증을 하여 재 

개발단계에서는 모의표   이다 환경 시뮬 이터

를 활용한 실험실 시험이나 야외 환경 하에서 기회표

을 활용한 야외시험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개발단

계 이후 시험평가 단계에서는 항공기, 선박 등 실제 

표 을 활용하여 탐지  추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다 체계성능 검증을 해 이러한 시

험장비를 개발하거나 실제 표 을 활용하는 데에는 많

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며, 이로 인해 반복 인 시험 

수행이나 시험범 도 제한 이게 된다
[3].

  본 논문에서는 야외 실제 환경에서 효율 인 이

다 안테나  체계성능 검증을 수행하기 해 국내 

최 로 구축된 이다 원 계/모의성능 실험실에 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 국내 개발 진

행 인 울산-I  투체계용 탐색 이다의 체계성능 

검증 방법  결과를 보 다. 특히, 체계통합 상태에

서의 안테나 송수신 빔 복사패턴 측정시험, 모의표

을 이용한 모의성능 시험  분석을 통해 체계성능 

검증  실제 환경에서 이다 성능추정이 가능함을 

보 다.
  이다 원 계/모의성능 실험실에서는 원 계(far 
field) 조건에서 측정용 이다 안테나 단독  체계통

합 상태에서의 송수신 빔 복사패턴을 측정/분석 가능

하며, 고정형  이동형 모의표 과 용량 3축 포지

셔 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동표 을 모사함으로써 

이다의 체계성능 평가 수행이 가능하다.
  2장에서 이다 원 계/모의성능 실험실을 간략히 

소개하 고 시험구성을 설명하 으며 3장에서 시험결

과를 설명하 다.

2. 실험실 개요  시험 구성

가. 실험실 개요

  탐색 이다 성능평가 항목 가운데 탐지표 의 거리/
방 각/고각 방향의 3차원 치정보와 표  속도를 얼

마나 정확하게 측정  상호 분해할 수 있는가를 나타

내는 정확도와 분해능 항목이 매우 요하다. 한 주

어진 공간상에서 얼마나 넓은 고각 역에 해 측정 

가능한가를 나타내는 탐지 역, 표 의 추   탐지

능력을 나타내는 탐지/추 성능 항목은 3차원 탐색

이다의 최종단 시험에서 가장 요한 체계성능 평가항

목  하나이다. 이러한 체계성능 검증을 원 계의 실 

환경에서 가장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의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원 계 시험조건

의 조성과 함께 피시험 이다의 안테나를 측정기  

방향(고각/방 각/롤각)으로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  3축자세 제어장비와 고기동 표 을 모사하기 

한 이동형  고정형 모의표 장비, 이송장비  시험

통제/분석장비가 개발되었다
[4,5]. 따라서 이다 원 계/

모의성능 실험실은 원 계 조건에서 이다 안테나 복

사패턴을 측정할 수 있는 원 계 시험시설과 이다 

체계성능 검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모의성능 

시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실 목   개념도를 

Fig. 1과 Fig. 2에 나타냈다.

Fig. 1. 이다 원 계/모의성능 실험실 목

Fig. 2. 이다 원 계  모의성능 시험 개념

나. 시험 구성

  A 시험소에는 주변 자  환경을 최 화하기 한 

자  무반사실  피시험 이다의 안테나를 측정기

 방향으로 조정하기 한 용량 3축 포지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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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며, 시험통제실 내에 시험 통제  분석 장비가 

치한다. B 시험소는 A 시험소에서 약 1.1km 이격되

어 있다. 우선 철탑에는 안테나 복사패턴 측정용 안테

나  송수신기 장비가 고정 으로 치하고 있으며, 
필요시 이다 장비 성능을 검증  교정하기 해서 

모의표 을 철탑 앙에 치시키기도 한다. 정상 인 

모의성능 분석/측정을 해서 철탑 우측편에 고정형/
이동형 모의표 , 표 이송장비  일(길이 250m)을 

치시켰다. 체 시험장비들은 랜  무선랜 통신

으로 연결되어 제어신호와 데이터를 공유하며, 시험통

제장비에서 사  정의한 운용 시나리오를 송받아 운

용하게 된다. 한 각 장비마다 내장하고 있는 GPS 모
듈에서 수신한 시간정보로 시험 데이터를 실시간 동기

화하여 시험 종료 후 시험분석장비에서 시험  발생

된 표  치정보와 이다에서 탐지한 표 정보를 비

교/분석하게 된다.
  원 계 조건에서 이다 안테나 단독  체계통합

상태에서의 복사패턴 시험은 B 시험소 치한 측정용 

안테나  송수신기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구

성을 Fig. 3, Fig. 4와 Fig 5에 나타냈다.
  체계모의성능 시험은 B 시험소에 치한 고정형/이
동형 모의표 을 이용한다. 일 를 이동하는 표

이송장비에 탑재된 이동형 모의표 장비에 의해 방

각 방향으로 기동하는 표 을 모사하며 모의표 장비

의 거리설정에 따라 거리 방향으로 기동하는 표 을 

동시에 모사하여 거리 정확도 시험을 구성할 수 있다. 
Fig. 7과 같이 측정방향별로 3축 포지셔 를 구동하여 

방 각  고각 정확도 시험을 구성 할 수 있다. 
한, 고정형 모의표 장비를 이용하여 얼마나 넓은 

역을 탐지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한 탐지 역 시

험  탐지성능 시험을 구성할 수 있다. 이동형 과 고

정형 모의표 장비를 동시에 운용하여 모사되는 두 

개의 표 을 통해 분해능 시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험 구성을 Fig. 6에 나타냈다. 정확도, 분해능  탐

지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모의표 을 생성하여 비교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탐지 역 시험의 수

행은 쉽지 않아 이다 원 계/모의성능 실험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측정을 수행한다. 우선 3축 포지

셔 를 이용하여 이다 안테나를 고각 측정방향으로 

설치한 후 고각 탐지 역을 측정하고, 이후 회 이 가

능하도록 3축 포지셔 를 방 각 측정방향으로 설치/
측정하여 체 탐지 역에 한 성능을 상 으로 

측한다.

Fig. 3. 안테나 단독 송신빔 패턴 시험 구성

Fig. 4. 안테나 단독 수신빔 패턴 시험 구성

Fig. 5. 체계 통합상태의 송수신 복사패턴 시험 구성

Fig. 6. 체계모의성능 시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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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측정방향별(고각/방 각) 3축 포지셔  구동

3. 시험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이다 안테나 단독 송신  수신 빔 

복사패턴 시험과 체계통합 상태에서의 송수신빔 복사

패턴시험 결과를 통해 이다 체계성능을 검증하는 방

법  결과를 설명하고, 모의성능 시험을 통해 이다

의 표  탐지/추  성능 시험 방법  분석결과를 설

명한다.

가. 원 계 복사패턴 시험결과

  안테나 단독시험은 안테나부 시험장비의 측정용 타

이 을 이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실제 운용조건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안테나 자체의 특성은 정확하게 분석 

가능하다. 안테나 단독 송신  수신 복사패턴 시험 

결과를 Fig. 8과 Fig. 9에 나타냈다. 한 이 결과를 이

용하여 안테나 단독으로 측정한 송신  수신 복사패

턴을 곱한 복사패턴을 Fig. 10에 나타냈다.
  체계통합 상태에서 안테나 복사패턴 시험은 이다

가 실제 운용되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능동

형 안테나의 경우에는 필수 으로 측정하고 확인하여

야 한다. 일반 인 능동형 이다의 경우 송신 상제

어  수신 오차보정 기능은 이다 처리부에서 수행

하는 기능으로 실제 운용상황에서 처리부의 송수신 

상제어 기능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시험소

에 치한 피시험 이다가 고 량이기 때문에 고각 

탐지성능 추정을 한 고각 송수신 패턴 측정이 제한

이므로 Fig. 3과 같이 3축 포지셔 의 Roll축을 90°
로 회 한 뒤 포지셔 의 방 각 방향으로 0.4°/s의 속

도로 구동하며, 0.1° 마다 데이터를 획득한다. 이때 B
시험소에 치한 모의표 장치는 피시험 이다로부

터 수신된 신호에 속도성분(doppler)을 실어서 재송신

하여 시간지연을 통한 다양한 표 을 모사하고, A시

험소에 치한 피시험 이다로 수신된다.
  체계통합된 상태에서 안테나 패턴 시험 결과는 Fig. 
11(a)에서 보인 것 과 같이 다 빔처리부의 문턱치를 

넘은 신호의 HIT 벨에서 측정한 각 고각빔별로 송

수신 복사패턴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 10과 Fig. 11(a)
의 송수신 복사패턴의 유사함을 통해 이다 체계의 

송신 상제어  수신 오차보정 기능이 정상동작 함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a)의 포락선(envelope)을  

Fig. 11(b)에 나타냈다.

Fig. 8. 안테나 단독 송신빔 패턴

Fig. 9. 안테나 단독 수신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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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안테나 단독 송수신 복사패턴

(a)

(b)

Fig. 11. 체계 통합상태의 송수신 복사패턴

나. 모의성능 시험결과

  이다 원 계/모의성능 실험실을 이용하여 이다

의 탐지 정확도를 평가하는 정확도 시험과 두 개 이상

의 표 에 하여 거리  각도 측면에서 이다가 각 

표 을 얼마나 구별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분해

능 시험도 수행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  결과는 참고

문헌 [4]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장에서는 모의성능 실험실을 이용한 고각 탐지

역  표  탐지/추  시험결과에 해 기술하고자 한

다. 고각 탐지 역 시험은 모의표 장비가 설치된 특

정고각에서 탐색 이다가 탐지 가능한 최 탐지거리 

결과를 활용하고, 체계 통합된 상태의 복사패턴 결과

를 이용하여 고도에 따른 이다의 탐지거리성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다 모의성능 실험실에서 수행된 

고각 탐지 역 시험 결과를 Fig. 12에서 빔 모드별 거

리-고도 차트로 나타냈고, 이 결과를 통해 사용된 빔 

패턴의 거리, 고도에 따른 실제 환경에서의 이다 운

용 시 표  획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Fig. 12. 고각 탐지 역 시험결과

  탐색 이다 표  탐지/추  시험은 고정형  이동

형 표 을 동시에 사용하며, 시험통제장비에서 사  

정의한 시나리오 로 표 을 생성하게 된다. 시험 수

행 후 시험분석장비에서는 생성표 과 탐색 이다 탐

지 결과를 화면에 비교해서 시하며, 방 각, 고각  

거리 오차에 한 정확도를 제공한다. Fig. 13은 시나

리오에 따라 생성된 고정형/이동형 모의표 과 탐색

이다의 표  탐지 결과를 비교한 시험분석 화면이며, 
Fig. 14는 탐색 이다의 표  탐지 정확도에 한 결과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다 원 계/모의성능 실험실을 이용한 이다 체계성능 시험  분석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4권 제6호(2011년 12월) / 1143

Fig. 13. 표  탐지/추  시험결과

Fig. 14. 탐색 이다 탐지/추  정확도 분석결과

4. 결론  추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울산-I  투체계용 탐색 이다의 

체계성능 검증을 수행하기 해 국내 최 로 개발된 

이다 원 계/모의성능 실험실을 간략히 소개하 고 

이 시설을 이용한 이다 체계성능 검증 방법  그 

결과를 보 다.

  이다 안테나 단독 원 계 복사패턴과 체계 통합

된상태에서의 복사패턴 비교를 통해 체계성능 검증 

방법  결과를 기술하 다. 이다의 고각 탐지능력 

검증을 한 체계 모의성능 시험, 고정형  이동형 

모의표 을 이용한 고각 탐지/추 시험 수행 방법  

분석결과를 기술하 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환경에서의 이다 운용 시 체계성능을 측 할 수 

있었다.
  추후 원 계/모의성능 실험실을 이용한 이다의 체

계성능 검증시험을 바탕으로 실제 환경에서 운용되는 

이다의 체계성능을 검증  측 할 것이며 분석된 

시험결과는 이다 성능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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