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電磁波學會誌 【電磁波技術】

第25卷 第2號 2014年 3月

교전용 장거리 다기능 레이다 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

정 광용

삼성탈레스(주)
레이다․전자전체계그룹

Ⅰ. 서

론

북한은 한국으로 기울어진 군사적 균형을 돌리기
위해 핵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탄
도 미사일을 사용한 대량 살상 무기의 보유와 생산
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래전 수행에 부합하는 우
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 및 한
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ce)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도 미사일 방
어에 필요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다와 같은 대응
체계 도입 및 자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패트리어트(PAC-3) 시스템을 시작으로 일부 핵심 지
역에서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국산화에 성공한 천궁 다기능 레이
다 개발로 미국 및 러시아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지
대공 유도 무기 체계의 핵심 센서 체계인 다기능 레
이다 개발에 성공하여 양산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
로 조기 경보 레이다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천궁 다기
능 레이다에 탄도 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을 확장한 철
매-II 성능 개량 다기능 레이다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다기능 레이다(MFR: Multi-Function Radar)는 위상
배열에 의한 전자 스캔 레이다(ESR: Electronically
Scanned Radar)로 분류되는 레이다 체계이다. 다기능
레이다는 그 기능이 탐색 혹은 추적에 각각 제한되
어 있는 탐지 레이다 및 추적 레이다와는 달리 지형
및 기상 클러터 조건에서 고정익 항공기, 헬리콥터,
무인 항공기, 순항 유도탄, 공대지 유도탄, 대방사

유도탄, 전술 탄도탄 등의 다양한 표적을 동시에 탐
색할 수 있는 능력과 탐지된 다중 표적에 대한 정밀
추적을 수행함과 동시에 적아식별(IFF: Identification
of Friend or Foe)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또한 교전 시
위협 표적에 대한 요격을 위해 발사된 자체 대응 유
도탄에 대한 포착/추적 및 비행 중인 유도탄에 대한
무선 링크 연동 기능을 수행하며, 상부 체계와의 원
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 데이터 링크를 통한 연동 기
능을 지원한다. 위의 모든 기능은 최적화된 실시간
자원 관리 알고리즘과 통제 컴퓨터의 제어 하에 동시
에 수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심한 전자기 방해 및 악
천후 조건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2차원 단기능 레이다 정도
의 개발 경험만을 갖고 있었으나 천궁 개발 사업을
통해 3차원 다기능 레이다의 개발, 제작 및 시험 평
가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의
업체에서만 확보한 첨단 기술로 분류된다 .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ce)는 공격해오는
미사일들을 탐지, 추적, 요격, 파괴하는 무기 시스템
또는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기능 레이다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표적
이 되는 미사일의 유형 및 사거리에 따라 크게 세 가
지로 분류된다. 먼저, 전략(Strategic) 미사일 방어는
장거리 ICBM(7 km/s) 요격을 목표로 하며, 모스크바
를 지역 방어하는 러시아의 A-135 시스템이나, 미국
국가 방어용 지상 발사형 중간 비행 단계 방어(GMD,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시스템이 여기에 속
한다. 다음으로 전구(Theater) 미사일 방어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3 km/s) 방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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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종말 단계의 고고도 지역 방어 시스템인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이지
스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ABMDS: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
로 전술(Tactical) 미사일 방어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1.5 km/s) 방어가 목표인 패트리어트(PAC-3) 시스템
이 대표적인 체계이다.
최근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해외 기술 개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 등 주변 위협에 대처하기 위
하여 이지스 구축함을 현재 6척에서 8척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2013년 11월 5일 일간지인 요
미우리가 보도하였다. 또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
협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SM-3(Standard Missile-3) Block IIA의
상세 설계(CDR)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의 비행 시
험을 향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이란의 경우,
러시아제 S-200 장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의 구조와
프로토콜을 변경하여 Sayyad-2 미사일을 사용한 중
고도 위협에 대응 가능하도록 하는 성능 개량에 성공
하는 등 자국의 방위력 및 억제력을 증강시키고 있
는 추세이다 . 또한 Bavar 373 장거리 지대공 유도
[2],[3]

[4]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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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체계를 201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 이처럼
중고도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탄도 미사일을
자체 탐지/추적하고, 요격 능력을 가진 교전용 장거
리 다기능 레이다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
라서 본 원고에서는 고속 표적 추적을 위한 교전용
장거리 다기능 레이다의 시스템 개요를 제시하고, 이
를 위한 핵심 기술과 및 해외 기술 발전 동향을 소개
한다.
[5]

Ⅱ. 교전용 장거리 다기능 레이다 시스템 개요
2-1 운용 개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조기 경보 레이다를
이용해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여 종류와 위치
를 식별한 후, 작전 통제소의 공격 결정 여부에 따라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탄도탄 방어 시스
템을 말한다. [그림 1]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레이다 체계의 연동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
다. 교전용 장거리 다기능 레이다의 탐지 거리는 탄
도탄 조기 경보 레이다와 현재 국내 개발이 진행 중

한국형 미사일 방어 레이다 연동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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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철매-II 성능 개량 다기능 레이다 사이에서 독자
적인 탄도탄 탐지/추적을 통한 요격이 가능하도록 구
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장거리
다기능 레이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탄도탄 및 대공 방어 임무가 동시에 가능한 다기
능 레이다로 탄도탄과 같이 레이다 반사 면적이
작은 고속 표적의 탐지/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2. 표적 탐색/추적 피아 식별 능력뿐만 아니라, 유도
탄 포착/추적/교신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추
가 레이다나 표적 지시기가 필요하지 않다.
3. 대공 방어 모드와 탄도탄 방어 모드로 탐색 모드
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탄도탄/항공기에 대한 자체
식별, 발사 및 탄착 지점 예측, 전자전 대응 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구 특성에 따라 장거리 다기능 레이
다 시스템은 조기 경보 레이다, 철매-II 성능 개량 다
기능 레이다,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함께 작전 통제
소 연동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 군의 임무와 한
반도 지형 환경에 따라 조기 경보 레이다보다 소형
경량화 되어 이동이 용이한 크기의 최적 형태의 개
발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2 시스템 구성

장거리 다기능 레이다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 2]
와 같다.
2-2-1 안테나부

[그림 2]

장거리 다기능 레이다 체계

레이다의 안테나 및 송수신 부는 안테나 조립체,
RF 송수신부, 빔 제어 모듈, 보정 신호 발생 및 분배
모듈, 안테나 구동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안테나부
는 송신기에서 생성된 전자파 에너지를 공간으로 방
사하여, 표적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에너지를 수신
기에 전달한다. RF 송수신부에서는 레이다 RF 신호
를 발생하면, 송수신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하여 다중 빔 처리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안테
나 구동 장치는 탄도 미사일의 표적 탐지/추적을 위
하여 위협 구역으로 안테나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수
행한다.
2-2-2 통제 및 신호처리부

통제 및 신호 처리부에서는 고속/고성능의 프로세
서를 탑재한 다수의 데이터 처리 모듈과 레이다 동
기 신호 생성/분배를 위한 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적
응 빔 형성을 위한 디지털 빔 형성 모듈과 신호 처리
및 제어 모듈을 통해 다수의 부 배열 데이터를 가공
하여 표적의 방위, 거리, 고도 및 속도 정보를 생성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다기능 레
이다의 임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원 관리
및 탄도 미사일의 탐지, 추적, 식별 등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2-3 전원 및 냉각 장치부

전원 및 냉각 장치부는 안테나부 전원 공급 조립
체와 통제 및 신호 처리부 등에 전원을 공급하고, 안
테나 능동 배열 소자의 높은 소비 전력으로 인해 나
타나는 발열을 냉각하기 위한 구성품 등으로 이루어
진다. 전원 공급 발전기는 레이다의 고출력을 위한
고전압, 고출력 직류 전원을 생성하여, 안테나 및 처
리/제어부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송수신 모듈의 전원 관리를 통해 실시간 전
력 관리 및 전기적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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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전용 장거리 다기능 레이다 기술 현황
레이다 체계는 2차원 탐지에서 3차원 탐지 레이
다로, 단일 기능에서 다기능/다목적 레이다로, 수동
식 위상 배열 레이다에서 반도체 송수신기를 사용하
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다로 급속히 교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은 이미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를
사용한 체계를 개발하였거나, 활발히 개발하는 추세
인 반면, 국내의 교전용 다기능 레이다 개발 현황은
수동 평면 위상 배열 방식의 천궁 다기능 레이다가
유일하게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안테나 분
야 이외에도 진보된 컴퓨팅 기술에 의한 고효율화/
소프트웨어 기반의 레이다 운용 특성을 발전시켜 레
이다의 성능을 최적화 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기
술 발전 추세에 따른 대표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3-1 위상 배열 안테나 및 신호 처리

기계식 안테나 조향 방식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
와 달리 위상 배열 기반의 전자식 빔 조향 방식을 사
용하는 경우, 표적 탐지/추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
으며, 획득한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증가하
는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안테나 기술은 위상 배열
안테나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자식 빔 조향 방
식은 수동 위상 배열을 이용하는 방식과 능동 위상
배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최근 반도체 소자의
발전으로 인해 능동 위상 배열 방식의 사용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림 3]은 수동 위상 배열 안테
나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클라이스트론(Klystron),
진행파관 증폭기(TWTA: Traveling Wave Tube Amplifier) 등으로 구성된 고출력 송신기를 이용한 공간
급전을 수행하고, 빔 조향 장치에 의해 수동 소자인
위상 배열 안테나 모듈의 위상 변위(Phase Shift)를 통
해 전자적으로 안테나 빔 조향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림 4]는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의 구성을 나타
낸 것으로 수동 위상 배열 안테나와의 가장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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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동 위상 배열 안테나 구성

점은 각각의 반도체형 송수신 모듈(TRM: Transmit
and Receive Module)에서 개별적인 이득과 위상 제어
를 통해 빔 조향을 수행하여 고출력 송신기를 통한
공간 급전이 필요 없으며, 단일 혹은 다중 빔을 형성
하여 보다 유연하게 표적의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고효율의 T/R 모듈을 제
작하기 위해 회로 설계,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안테나 기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요구의 증
가로 평면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향후 다중 센서 통합 기능이

[그림 4]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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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안테나 종류에 따른 발전 추세

안테나
구분
전통 방식
(파라볼릭)
위상 배열
(선 배열)
평면 위상
배열
(수동)
평면 위상
배열
(능동)
다중 센서
통합

특징
기계식 빔 조향,
단순 구조
1차원 전자식 빔 조향,
단독 운용
3차원 다기능,
고성능, 디지털화,
고출력 송신기
3차원 다기능,
임무 효율 증대,
송수신 모듈(TRM)
다중 임무 동시 운용
통합 운용 체계 적용

적용 체계
단일 기능 레이다
(탐지 혹은 추적)
탐지 레이다
[그림 5]

다기능 레이다

탑재된 형태로 개발될 전망이다.
3-2 적응형 및 지능형 자원 관리

레이다는 단지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역할에
서 표적을 식별하며, 운용 환경 및 표적의 특성에 따
라 자동으로 최적파형을 할당하는 것뿐 아니라, 위
협에 대한 대응 수단을 제시하고 경보하는 등 점차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중심이 되는 S/W 정의
(S/W defined) 지능형 레이다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탐색 및 추적 등의 단일 기능만을 수행하던 레이다
에서는 고정형 자원 관리를 사용한 레이다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표적을 동시에 다
수 탐지/추적함과 동시에 적아 식별, 대응 유도탄의
포착 및 추적, 연동을 수행하는 다기능 레이다 기술
에는 한정된 시간을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
적 임무 스케줄링 기법을 통한 레이다 자원(시간, 에
너지, 주파수, 안테나 빔 제어)의 효율적 사용 기술
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 관리
를 통해 탐색/추적 등에 필요한 시간, 추적 갱신 주

레이다 자원 관리 발전 양상

기, 레이다 출력, 빔 형태 및 빔 간격 등을 조절하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레
이다의 임무 우선 순위를 최적화하기 위해 표적의 특
성에 따른 레이다 자원을 할당하고, 표적, 클러터 및
재밍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파형을 운용 상황에 맞
게 지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최근 고정형 우선 순위 기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퍼지추론 등을 이용한 임무 우선 순위의 선정
기법 등이 연구되어, 표적에 대해 각기 다른 우선 순
위, 레이다 에너지, 추적 시간 할당 등 임무별 최적
화된 자원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5]는 레이다
의 자원 관리 기술의 발전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점
차 지능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6]

[7]

3-3 적응형 빔 형성 기술

전장 환경에서 레이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표
적의 탐지/추적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표적
특성에 따른 파형의 운용 및 다양한 신호 처리 기술
이 필요하다. 특히 적응형 빔 형성 기술은 안테나 빔
형성 및 제어 시 디지털 데이터 및 신호 처리 기술을
통해 재머 및 클러터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재머
가 존재하는 안테나 부엽을 억압하는 기술이다.
3-4 탄도탄 요격용 탐지/추적 처리 통제 기술

탄도 미사일의 비행 특성은 비행 궤적과 고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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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권을 벗어나는 등 일반 포탄과는 현저히 다르
다. 또한 속도가 빠르고(음속의 5∼20배), 레이다 반
사 면적(RCS: Radar Cross Section)이 작아 탐지 및 추
적이 어렵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탄도 미사일 방어
를 위한 무기 체계들의 요격 성공률이 아직은 높지
않으며, 부스트 단계, 하층 방어, 상층 방어 등 단계
별로 가능한 무기 체계들을 계속적으로 개발 및 배
치하는 중첩 방어(Layered Defense)를 통하여 요격
확률을 높이는 추세이다 . [그림 6]은 2020년까지의
미국 미사일 방어 계획으로 요격 성능의 향상을 위
한 단계별 성능 개량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빠른 탄도 미사일의 정밀한 탐지/추적을 위한 국
내의 처리 통제 기술은 탄도 미사일의 식별을 시작으
로, 발사 지점 및 예상 탄착 지점에 대한 위치 추정
기술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상부 체계의 큐잉 정보를
이용한 외부 지정 명령에 대해서도 지정 구간을 탐색
/추적하는 기술과 탄도 미사일과 속도 특성이 유사
한 요격용 유도탄에 대한 포착/추적 기술이 철매-II
성능 개량 다기능 레이다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8]

[9]

Ⅳ. 국외 개발 현황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해외 장거리 다기능 레이다의

개발 현황은 항공기 탐지/추적에서 출발하여, 미사
일 및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하는 추세로 발
전되어 왔으며, 탄도 미사일의 특성상 점차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체계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장거리
레이다는 기존의 탐지 거리를 증가하는 개념에서 벗
어나, 대기권을 포함한 중층 및 상층권에 대한 위협
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2>는 대표
적인 국외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를 고도별로 분류
한 것이다.
4-1 미국

종말 비행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또는 전구 고고도 지
역 방어(THAAD: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는 전장이나 지역적 위협에 대한 탄도 미사일 방어 시
스템을 개발하는 미국의 프로젝트로, 전구 미사일 방
어(TMD: Theater Missile Defense)의 하나이다. THAAD
시스템은 다가오는 미사일을 조준하여 요격 미사일
을 발사하고, 직격 파괴 기술(hit-to- kill)을 이용하여
공중 충돌로 접근하는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AAD 시스템은 주 계약자인 록히
드 마틴 우주 시스템즈 컴퍼니가 설계하고, 구성품
중 레이다는 레이시온(Raytheon)사가 개발, 생산하고
있다.
고도별 지대공 유도 무기 현황
무기 체계 요격(km)고도 요격 대상 개발 현황
THAAD
~ 150
탄도탄 완료
Arrow-2
~ 50
탄도탄 완료
PAC-3
완료
철매-II
및 개발 중
성능 개량 ~ 20 항공기
탄도탄
다기능 레이다
(국내)
(국내)

<표 2>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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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N/TPY-2(FBX-T)

거리

주파수 대역

1,000 km

X-band

규격
TRM

수 안테나 크기

25,344

9.2 m2

4-2 이스라엘
[그림 7] THAAD

운용 개념도

[10]

그림 7]은 THAAD 시스템의 운용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7]에서 Forward-based 모드로 배치된 레이다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한 후 비행 목표물을 추적하고, 이
데이터를 통제소(Command Center)로 보고한다. Terminal-Based 모드로 배치된 레이다는 사격 통제 장치
(Fire Control)나 요격기와 통신하여 위협 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험이 탐지
되면 탄도 미사일은 GBI(Ground Based Interceptor)와
같은 요격 미사일에 의해 파괴된다. 이러한 기능은
2005년 이후로 많은 시스템 비행 시험 및 인공위성
추적 시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종말 단계에서 소요
군의 조종에 의해 분리된 탄도 미사일 위협을 반격
할 수 있는 능력이 시험되었고, 미국과 연합국에 배
치되어 운용 중이다.
THAAD에 사용되는 AN/TPY-2 레이다는 [그림 8]
과 같으며, 주요 임무로는 탄도 미사일의 감시, 요격
추적, 비행 정보 송수신, 표적 분류, 검출, 식별, 요격
등과 같은 필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표 3>은 이 레이다의 주요 규격이다.
[

이스라엘은 주변국으로부터 주요 수도 및 방어 시
설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인 미사일 방
어 체계의 필요성에 의해 [그림 9]와 같은 다양한 형
태의 다층 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10]은 Arrow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로 이스
라엘의 MIM-104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보다 효
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 필요성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것은 국가 수준에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파
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된 최초의 시스템으로,
성층권에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대탄도 미사일
(ABM: Anti-ballistic Missile) 방어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Arrow 미사일, "Yellow Citron" 통제 시스템, "Green Pine"
레이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Arrow 2 역시 전역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개발되었고, 하나의
Arrow 2 미사일 포대는 4개에서 8개의 이동식 미사
일 발사대, 발사 통제 센터 트럭, 통신 센터 트럭, 화
력 관제 센터 트레일러, 그린파인 이동식 레이다로
구성된다.

[그림 9]

[그림 8] AN/TPY-2(FBX-T)

이스라엘 다층 방어 체계

[그림 10] Arrow

운용 개념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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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중 그린파인 레이다는 IAI(Israel Aircraft Industries)에 의해 개발, 생산되고 있으며, 그린파인 레이
다 시스템은 운송 가능한 지상형 멀티 모드 위상 배
열 레이다이다. 이 레이다는 자동적으로 미사일을 탐
지하여 동시에 10개 이상의 전술 탄도 미사일들을 기
후 조건, 불특정 에코와 관계없이 원거리에서 추적
이 가능하다. 레이다에 적용된 다중 송수신 모듈을
포함한 모듈화된 능동 배열 기술은 높은 이중화, 신
뢰성, 가용성을 제공한다. 이 레이다는 이스라엘 공
군 및 차세대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고 있으
며, 국내에 도입되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11]은 그린파인 레이다의 외형이다. 주요 특
징으로는 멀티 모드로 동작하며, 원거리 탄도 미사일
을 자동 포착/추적이 가능하고, 위협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식별 및 발사 위치와 탄착 위치의 추정이 가능
하다. 또한 공군 방위 시스템과의 정보 처리 연동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신뢰성과 유지성을 가지
고, 넓고 유동적인 탐지 범위를 설정하여 국가 단위
의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및 방어가 가능하도록 지
원한다. <표 4>는 그린파인 레이다의 주요 규격이다.

Ⅴ. 개발 방향
본 원고에서는 장거리 다기능 레이다의 기술 개
요 및 핵심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장사정포, 항
공기, 탄도 미사일과 같은 공중 위협은 그 종류가 증
가되는 것과 동시에 소형/스텔스화 되어가는 저피탐
성능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기동성이 향상되고, 다양
한 형태의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여 레이다의 탐지 능
력을 제한하고 있는 기술 발전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의 주 위협인 탄도 미사일 탐지/추
적 및 요격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개발 방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대 항공기와 대 탄도탄 교전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여, 중고도 이상의 중층 방어
개념에 적합한 레이다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안정된 자원 관리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성숙된
수준의 다기능 레이다 통제/운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기반 위에서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를 통한 적응형 빔 형성 기술 및 실시간
병렬 신호 처리 기술이 통합 및 최적화시켜 개발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도 미사일의 시험을 위한 체
계 종합, M&S 및 시험 평가 등의 경험을 축적해 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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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그린파인 레이다

그린파인(EL/M-2080) 개요

거리
주파수 대역
500 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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