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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방공 탐지 체계에서, 저고도로 진입하는 

탐지 대상은 저고도 레이더망이 탐지한다. 따라서 저

고도 비행을 하는 소형 무인기 역시 저고도 레이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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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탐지하게 되는데, 최근 몇 차례 소형 무인기의 

탐지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소형 무인기는 기존 저고

도 레이더망에서 탐지가 잘 되지 않는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소형 무인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Radar Cross 

Section, RCS)이 매우 작은 것을 들 수 있다.

  RCS란 표적이 레이더 신호를 수신기 방향으로 반

사시키는 표적 특성을 나타내며, 표적에 입사된 전력

밀도와 표적으로부터 레이더 방향으로 반사된 전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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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low-altitude radar system often fails to detect small unmanned aerial vehicles (UAV) because of their 

small radar cross section (RCS) compared with larger targets. As a potential alternative, a passive bistatic radar 

system has been considered. We study an optimal deployment problem for the passive bistatic radar system. We 

model this problem as a covering problem, and develop an integer programming model. The objective of the 

model is to maximize coverage of a passive bistatic radar system. Our model takes into account factors specific to 

a bistatic radar system, including bistatic RCS and transmitter-receiver pair coverage. Considering bistatic RCS 

instead of constant RCS is important because the slight difference of RCS value for small UAVs could 

significantly influence the detection probability. The paired radar coverage is defined by using the concept of 

gradual coverage and cooperative coverage to represent a realist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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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의미한다[1]. 표적의 RCS 값이 클수록 탐지가 

용이하며, 이는 RCS가 큰 물체일수록 동일한 입사파

를 받더라도 산란되는 신호의 세기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 소형 무인기의 경우 RCS가 매우 작은 값을 갖

기 때문에, 작은 RCS 값으로 인해 소형 무인기는 탐

지하기가 쉽지 않다.

  효과적인 소형 무인기 탐지를 위한 많은 연구가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하나인 패시브 바이스태틱 

레이더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바이스태틱 레이더란 

모노스태틱 레이더와 다른 개념의 레이더로써, 송신기

와 수신기가 분리되어 위치한 레이더를 말한다[2]. 모

노스태틱 레이더는 전파가 표적에 도달하여 산란된 

후 송신 위치로 돌아오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지만, 바이스태틱 레이더는 송신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도달하는 반사파를 표적 탐지에 이용한

다. 이에 따라 RCS는 모노스태틱 RCS와 바이스태틱 

RCS로 나눌 수 있다. 모노스태틱 RCS는 입사 방향으

로 되돌아가는 방향의 RCS를 가리키며, 바이스태틱 

RCS는 임의의 반사 방향에 대한 RCS로써 입사 방향

과 다른 방향의 RCS를 포함한 개념이다[3]. 이 때 어

떤 비행체에 대해서 바이스태틱 RCS가 모노스태틱 

RCS보다 클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바이스태틱 레이

더를 이용한다면 탐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

어, 스텔스기는 모노스태틱 레이더의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모노스태틱 RCS가 작도록 만들어지는데, 바이스

태틱 레이더를 사용하면 좀 더 유리한 RCS를 이용하

게 되어 모노스태틱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웠던 스

텔스기 탐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패시브 

레이더란 이미 다른 용도로 존재하는 전파를 물체 탐

지에 이용하는 레이더를 의미한다. 패시브 바이스태틱 

레이더는 기존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송신부를 제

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수신기만 설치하

면 된다는 점에서 설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4]. 따라서 패시브 바이스태틱 레이더를 소형 무

인기 탐지에 이용하면 모노스태틱 레이더보다 다양한 

위치에 여러 수신기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고, 따라

서 레이더망의 탐지 성능이 향상되어 작은 RCS를 갖

는 소형 무인기 탐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소형 무인기 탐지를 위한 패시브 

레이더망 구축 시 레이더망의 탐지 성능을 최대로 하

는 수신기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안 도출이다. 레이더

망 구축할 때 수신기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설치할 수 있는 수신기의 수는 제한적이므

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탐지 레이더망을 가장 효과

적으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시브 바이스

태틱 레이더망 구축을 위해서는 최적 배치 연구가 필

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망 구축 문제를 입지 선정 문

제(facility location problem) 중 커버 문제(covering 

problem)로 기술하여, 패시브 바이스태틱 레이더망 최

적 배치 모형을 정수 계획법으로 제안하였다. 레이더

의 커버리지를 정의함에 있어, 실제 레이더망과 유사

한 표현을 위해 점진 커버리지(gradual coverage)와 협

력 커버리지(cooperative coverage)를 사용하였다. 일반

적인 커버 문제에서 쓰이는 커버리지 개념은 이진적 

커버리지 개념으로, 수요 지점이 일정 임계 거리

(covering distance)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커버되고, 해

당 거리 바깥이면 전혀 커버되지 않음을 가정하게 된

다. 그러나 점진 커버리지에서는 커버리지 함수

(coverage function)를 사용하여 거리에 따라 커버리지

의 정도가 감소하도록 정의한다[5]. 또 협력 커버리지

란 모든 시설(facility)이 각 수요 지점의 커버에 기여

하는 것을 말한다[5-7]. 이것은 한 수요 지점이 가장 가

까운 시설 하나에 의해 커버되는지 판단하는 개별 커

버(individual cover)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모든 시설로

부터 받은 커버리지 값이 문턱값 이상이면 해당 지점

이 커버되었다고 판단한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의 모델이 기존 일반적 입지 선

정 문제와 다른 점은 탐지 대상인 소형 무인기의 바

이스태틱 RCS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바이스태틱 RCS

를 정의하는 레이더 전파의 입사각과 반사각은 송수

신기에 대한 표적의 상대 위치뿐만 아니라 비행 방향

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바이스태틱 RCS 값에 따라서 

레이더와의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이더라도 표적 탐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물체가 같은 지점에 

있더라도 탐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바이스태틱 레이더망 최적 배치 연구에서는 바

이스태틱 RCS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가 고려하는 레이더망에서는 모든 수신기와 송신기가 

각각 쌍을 이뤄 바이스태틱 레이더를 형성하며, 각 수

신기는 다른 수신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무인기 탐지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레이더망에서 무

인기 출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누적 탐지 확률을 

사용하며, 적어도 하나의 바이스태틱 레이더가 무인기

를 탐지하면 무인기 탐지에 성공한다고 판단한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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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송신기의 수와 위치는 미리 주어진다. 본 연구의 

대상 레이더가 패시브 바이스태틱 레이더망이기 때문

에, 송신기는 기존 방송 송출탑 등을 활용함을 가정하

고, 송신기의 수와 위치가 주어질 때 레이더망의 성능

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수신기의 최적 배치를 결정하

도록 하였다.

2. 최적 배치 모형 설계

2.1 레이더 커버리지

  레이더의 커버리지는 레이더의 탐지 확률(Probability 

of detection)이 설정 수준   이상인 탐지 영역이다. 레

이더의 탐지 확률이란 표적이 실제 탐지될 확률을 말

하며, 식 (1)과 같이 표적의 신호 세기가 문턱값( )

을 넘을 확률로 정의된다[8].

 


∞

  (1)

여기서 는 탐지 확률이고, 는 특정 오경보율 수

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정한 문턱 값을 나타낸다. 

은 잡음과 신호가 섞여 있을 때 신호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의미한다[8].

  탐지 확률 는 식 (2)와 같이 신호 대 잡음비, 오

경보율()과 marcum Q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9]. 오

경보율을 특정 값으로 고정하는 경우, 탐지 확률 수준

은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로 결정

되며 신호 대 잡음비가 클수록 대응하는 탐지 확률도 

커지는 관계를 갖는다.

  

ln


  (2)

그러므로 레이더 커버리지는 특정 신호 대 잡음비 수

준을 갖는 영역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모노스태틱 레이더의 경우, 그 커버리지는 레

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모노스태틱 레이더 방정식으로부터 정의할 수 있는데, 

모노스태틱 레이더 방정식은 식 (3)과 같다[1,9].

 





 (3)

여기서 은 신호 대 잡음비를 나타낸다. 는 송

신 전력, 는 안테나 이득, 는 RCS, 는 파장, 는 

볼츠만 상수, 는 절대 온도, 는 대역폭, 는 잡

음 계수, 는 송신부 손실, 은 수신부 손실, 은 

레이더와 표적간 거리를 의미한다. 이 식으로부터 신

호 대 잡음비는 레이더와 표적 간 거리의 네제곱( )

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특정 탐지 대상에 대하여 

같은 수준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갖는 위치는 모노스태

틱 레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형태로 나타나며 식 

(2)에 의해 같은 탐지 확률을 갖는다. 따라서 모노스

태틱 레이더의 커버리지는 레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형태이다. 그리고 탐지 확률 설정 수준 가 클

수록 원형 커버리지 크기는 작아진다.

  바이스태틱 레이더의 커버리지는 모노스태틱 레이

더와 달리 송신기와 수신기를 초점으로 하는 카시니 

난형선(ovals of Cassini) 형태이다. 카시니 난형선이란 

두 점에 대해 두 점과의 거리 곱이 일정한 점들의 집

합을 말한다[2]. 바이스태틱 레이더 커버리지는 바이스

태틱 레이더 방정식으로부터 정의할 수 있으며, 식은 

(4)와 같다[9].

 




 


 (4)

모노스태틱 레이더에서는 레이더와 표적 간 거리만 존

재하지만, 바이스태틱 레이더에서는 표적과의 거리가 

송신부와 표적 간 거리( ), 수신부와 표적 간 거리

()로 구분된다. 또한 안테나 이득을 송신부의 안테

나 이득  , 수신부의 안테나 이득 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는 바이스태틱 RCS 값을 의미하고, 

와 은 표적을 기준으로 한 입사각과 반사각이다. 이 

식으로부터 신호 대 잡음비는 송신부와 표적 간 거리 

제곱(
 ), 수신부와 표적 간 거리 제곱의 곱(

 )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특정 탐지 대상에 대하여 같

은 수준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갖는 위치는 바이스태틱 

레이더의 송신부와 수신부를 초점으로 하는 카시니 난

형선의 형태로 나타나며 식 (2)에 의해 같은 탐지 확

률을 갖는다. 따라서 바이스태틱 레이더의 커버리지는 

송수신기를 초점으로 하는 카시니 난형선 형태이다. 

송신부와 수신부가 멀리 떨어져 위치할수록 Fig. 1과 

같이 점점 길쭉한 형태가 되며, 탐지 확률 설정 수준 

가 클수록 커버리지 크기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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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The shape of the bistatic radar coverage 

following the length of the baseline

  위에서 기술한 커버리지는 레이더의 커버리지를 정

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진적 커버리지(all 

or nothing coverage)를 가정하였다. 즉 목표하는 탐지 

확률 수준에 해당하는 최소 SNR 값을 가지는 영역을 

레이더의 커버리지로 정의한다. 이렇게 이진적 커버리

지를 적용한다면, 레이더가 일정 반경 안에 출현한 표

적은 모두 탐지하고 반경 밖에 출현한 표적은 아예 

탐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표

적과 레이더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표적 탐지 확률이 

점점 감소하는 것이지 표적을 아예 탐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특정 거리에서의 

커버리지 정도를 나타내는 커버리지 함수(general 

coverage function)를 사용하는 점진 커버를 사용하여 

레이더 커버리지를 정의하였다. 커버리지 함수는 일반

적으로 거리에 따른 비증가 함수(non-increasing 

function)이며, 본 연구에서는 커버리지 함수를 거리에 

따른 탐지 확률 함수로 정의하였다. 점진 커버를 이용

하여 탐지 확률 수준에 따라 표적을 탐지할 수 있음

을 나타내도록 레이더 커버리지를 정의하였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Gradual coverage of the bistatic radar

  이 때 탐지 확률은 레이더와 표적 간 거리  , 

에 의해 결정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ln 
ln  

 (5)






 (6)

이 식은 표적과 레이더 간 거리를 기반으로 탐지 확

률을 구하는 것으로, 식 (2)를 Albersheim의 실험식

(empirical formula)로 나타낸 식[8]과 식 (4)를 이용하여 

유도한다. 은 레이더 방정식의 파라미터 값으로, 식 

(4)에서 SNR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 중 표적의 RCS 

값, 표적과 레이더 간 거리를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를 

포함한 값이다.

  바이스태틱 레이더망에서는 송신기에서 송출된 전

파가 표적에서 산란되어 여러 수신기에 도달하기 때

문에 한 지점에 나타난 표적이 여러 송신기에 의해 

탐지되게 된다. 따라서 송신기나 수신기가 많을수록, 

즉 바이스태틱 레이더 쌍이 많을수록 표적을 탐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 표적에 대한 탐지 확률이 여러 

송수신기 쌍의 개별적 탐지 확률이 종합되어 정해지

는 이러한 특성을 일반적으로 협력 커버링이라 한다. 

협력 커버링 문제에서는 한 수요 지점에 대한 각 서

버의 커버리지 값을 합이나 곱 등으로 종합하여 해당 

지점의 커버리지 값을 구하고 이 값을 특정 임계값과 

비교하여 커버 여부를 결정한다. 본 모델에서는 여러 

바이스태틱 레이더의 탐지 확률 수준을 종합하여 해

당 표적 지점의 종합적 탐지 확률을 나타낼 수 있도

록 협력 커버를 사용하였으며, 이 개념은 Fig. 3에 나

타내었다.

  표적 출현 지점 의 탐지 확률은 적어도 한 쌍의 

바이스태틱 레이더가 무인기를 탐지할 확률로 정의하

였으며 계산은 식 (7)과 같다. 그리고 무인기 출현 지

점 의 탐지 확률이 목표 수준   이상일 경우 커버됨

으로 정의하였다.

  (all receivers fail to detect the UAV)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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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operative coverage of the bistatic radar

2.2 바이스태틱 레이더망 최적 배치 모델

  2.1에서 정의한 커버리지를 이용하여, 제한된 수신

기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지점을 탐지할 수 

있도록 Maximum Covering Location Problem(MCLP)에 

기반한 수리 모형을 구축하였다. 패시브 레이더이기 

때문에 송신기의 수와 위치 지점이 정해져 있으며, 수

신기 위치 후보지는 후보 지점의 집합으로 고려하였

다. 표적 출현 지역은 탐지 대상 지역 전역이지만 이

산화하여 탐지 지점의 집합으로 모델에 적용하였다. 

탐지 대상 지역을 여러 세부 지역으로 나누고, 각 세

부 지역을 대표하는 점을 지정하였다. 점진 커버와 협

조 커버를 사용하여 표현한 커버 문제의 수리 모델은 

다음과 같다.


∈
  (8)

Subject to


∈
   (9)


∈


∈
ln ≤ ln ∀∈ (10)

∈ ∀∈ (11)

∈ ∀∈ (12)

는 k번째 송신기를 나타내며 는 모든 송신기의 집

합이다. 는 수신기 위치 후보 지점의 인덱스이며 

는 수신기 후보지 집합이다. 는 탐지 대상 지점의 인

덱스이며 은 탐지 대상 지점 집합이다. 입력 변수 

는 지점 의 중요도, 는 설치할 수신기 수, 는 

커버 기준이 되는 탐지 확률이다. 는 위치 수신

기와 송신기 가 이루는 바이스태틱 레이더가 지점 

에 위치한 표적을 탐지할 확률이며 계산식 (5)를 수정

한 식 (13)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ln 
ln  

 (13)

결정 변수는 , 이며 모두 이진 변수이다. 는 수

신기 위치 후보지 의 수신기 배치 여부를 나타내고, 

는 탐지 대상 지점 의 커버 여부를 나타낸다.

  목적식 (8)은 전체 커버리지 값을 최대화한다. 제약

식 (9)는 배치 가능한 수신기 수를 대로 제한한다. 

제약식 (10)은 탐지 대상 지점 의 탐지 확률이   이

상일 경우 그 지점이 커버되도록 한 것으로, 동등한 

본래의 식은 식 (14)이다.


∈∈


 ≤ 

 ∀∈ (14)

  식 (14)는 지점 가 탐지되지 못할 확률이 보

다 작아야 그 지점이 커버됨을 의미한다. 수신기가 위

치하지 않는 지점 는 값이 0이기 때문에 해당 에 

대한 값이 1이 되어 탐지되지 못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신기가 위치하는 지점 는 

값이 1이기 때문에 해당 에 대한 값이 탐

지되지 못할 확률 계산에 사용된다.

  레이더 배치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탐지 대상인 소

형 무인기의 바이스태틱 RCS를 고려해야 한다. RCS 

값은 전파의 입사 방향과 반사 방향에 따라 다른 값

을 가지기 때문에 RCS는 상수가 아니라 무인기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전파 입사각 와 반사각 

에 대한 함수   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탐지 

확률 계산식 (13)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ln 
ln  

 (15)

  RCS는 바이스태틱 레이더의 탐지 확률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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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카시니 난형선 상의 두 지점

이더라도 바이스태틱 RCS 값에 따라 탐지 확률이 크

게 다를 수 있다(Fig. 4A). 또한 같은 지점이더라도 무

인기의 방향에 따라 바이스태틱 RCS가 다르기 때문

에, 같은 지점에서도 탐지 확률이 달라진다(Fig. 4B).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바이스태틱 RCS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더불어 무인기의 방향도 고려해야한다.

  Fig. 4. Target detection result on the difference of 

the bistatic RCS value

 

  앞서 작성한 수리 모델에서 소형 무인기 방향과 바

이스태틱 RCS를 고려하게 되면 탐지 대상 지점의 탐

지 확률과 커버 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본 모델

에서 커버 기준은 해당 지점에 대해 탐지 확률이 최

악인 방향으로 무인기가 존재할 때의 탐지 확률이   

이상이면 커버됨으로 재정의한다. 특정 탐지 지점에서 

무인기가 어떤 방향으로 위치라도 탐지할 확률 를 

보장할 수 있어야만 그 지점이 커버된다고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바이스태틱 RCS 함수   는 식 (16)과 같

이 쓸 수 있다. 방위각 는 송신기 와 지점 가 이

루는 각도, 방위각 는 지점 와 수신기 후보지 가 

이루는 각도를 가리킨다. 와 는 의 좌표  , 

의 좌표  , 의 좌표 를 바탕으로 식 

(17)과 같이 구할 수 있다(방위각은 정남향을 0°로 하

고 서쪽 방향으로 측정한다). 방위각 는 소형 무인기

의 머리가 향한 방향을 나타낸다. 지점 에서 무인기 

방향이 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모든 , 

의 크기는 만큼 변화한다(Fig. 5). 최종적으로 무

인기 방향까지 고려한 탐지 확률 계산식은 식 (18)과 

같다.

      (16)

  sin  
 



  sin  
 



 (17)

    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direction of 

UAV and   and 

  
ln 
ln    

 (18)

소형 무인기의 바이스태틱 RCS 성질을 고려하도록 

작성된 최종 수리 모델은 다음과 같다. 앞서 작성한 

수리 모델과 같이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

은 지점을 탐지할 수 있도록 MCLP로 작성하였다. 앞

서 사용된  대신 가 사용되었다. 는 

위치 수신기, 송신기 가 이루는 바이스태틱 레이더

가 지점 에 위치한 방향 무인기를 탐지할 확률이

며, 식 (18)과 같이 계산되어 사용되었다.


∈
  (19)

Subject to


∈
   (20)


∈


∈
ln 
≤ ln

∀∈ ∀ (21)

∈ ∀∈ (22)

∈ ∀∈ (23)

목적식 (19), 제약식 (20), 제약식 (22), 제약식 (2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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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리 모델과 동일하다. 제약식 (21)은 무인기 출

현 지점 의 탐지 확률이 무인기의 모든 방향에서   

이상이면 그 지점이 커버되도록 하며, 식 (24)로부터 

유도하였다. 식 (24)의 좌변은 지점 의 최악 탐지 확

률을 나타내며, 따라서 전체 식은 지점 이 최악 탐지 

확률을 갖는 경우에도 탐지 확률이   이상이라면 지

점 가 커버됨을 나타낸다. max 함수를 포함한 제약식

을 선형 제약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max 함수의 인수 

의 모든 값에 대하여 탐지 확률이   이상이어야 커

버되도록 제약식을 수정하여 식 (21)을 완성하였다.

max




∈


∈
ln 
≤ ln ∀∈

⇔ 
∈


∈
ln 

≤ ln ∀∈ ∀

 (24)

3. 결과 도출 및 비교

  2장에서 제안한 모델로부터 최적 배치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점진 커버, 협력 커버, 바이스태틱 RCS 적용

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우선 

3.2.1절에서는 제안한 정수계획법 모델에 대한 최적 

배치 결과를 보였으며, 이 결과를 개별 커버(individual 

cover)를 사용한 최적 배치 결과와 비교하여 3.2.2절에, 

바이스태틱 RCS 대신 RCS 상수 값을 이용한 최적 배

치 결과와 비교하여 3.2.3절에 제시하였다. 모든 최적 

배치 결과는 CPLEX를 통해 도출하였다. 먼저 3.1절에

서 실험 대상 지역을 비롯한 모든 결과 도출 환경을 

서술하였다.

3.1 결과 도출 환경

  바이스태틱 레이더망의 최적 배치 결과 도출 대상으

로는 정부대전청사, 연구시설,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

설이 다수 위치한 대전광역시를 선정하였고, Table 1과 

Fig. 6에 결과 도출 환경을 제시하였다. 수신기 후보지

는 가로 간격이 약 1.4 km, 세로 간격 약 1.8 km로 일

정한 220개의 지점으로 설정하였으며, 무인기 탐지 대

상 지점도 수신기 후보지 집합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이 패시브 레이더망이기 때문에 현재 

대전시에 위치한 FM 라디오 송출탑 2대를 송신기 위

치로 설정하였다. 무인기 출현지의 커버 기준은 탐지 

확률 0.95 이상으로, 소형 무인기 출현을 레이더 망에

서 잘 탐지하기 위해 보수적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전체 레이더망의 오경보율은 10-6으로 설정하였다.

Fig. 6. Locations of transmitters, detection points and 

receiver candidate locations

  Table 1. Condition for the optimal deployment on 

Daejeon City

대상 영역 대전광역시

수신기 후보지 총 220개 지점

무인기 출현지 총 220개 지점

송신기 정보 총 2대

무인기 출현지 커버 기준 탐지 확률 0.95 이상

오경보율 10-6

  소형 무인기의 바이스태틱 RCS 값은 입사각, 반사

각 모두 10° 단위로 이산화하였으며, 스텔스기의 성질

과 유사하게 입사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반사 방향 

RCS 값이 가장 작고 입사 방향과 정반대 방향의 RCS

가 가장 큰 값을 갖도록 가정하였다. 입사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설정한 바이스태틱 RCS의 최솟값은 0.03 

m2, 평균값은 0.1765 m2, 최댓값은 0.55 m2이다. 그리

고 바이스태틱 레이더 방정식에 사용한 레이더 성질

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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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dar equation parameters value

레이더 파라미터 사용한 값

 5 kW

 20 dB

 20 dB

 3 m (100 MHz 적용)

 290 K

 55 kHz

 25 dB

 5 dB

3.2 배치 결과 및 비교

3.2.1 제안 모델 배치 결과

  3.1절에서 서술한 결과 도출 환경에서 최적 배치를 

구한 결과, 대전광역시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기는 총 11대이며 위치는 Fig. 7과 같다. 이 결과

는 점진 커버, 협력 커버, 무인기의 바이스태틱 RCS

를 사용해 구한 결과이다. 전파 입사 방향과 멀수록 

바이스태틱 RCS가 큰 값을 갖도록 설정하였기 때문

에, 많은 수신기가 대전광역시 외곽에 위치하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Fig. 7. Optimal deployment result on Daejeon City

  커버 기준 탐지 확률() 설정 수준에 따라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기 수가 달라지며 Table 3

과 같다. 커버 기준 탐지 확률 수준을 낮춤에 따라 전

역을 커버하는 데 적은 수신기 수가 요구되며, 설정 

수준별 최적 배치 결과는 Fig. 8과 같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the detection probability 

standard() and the number of receivers 

required for covering the entire region

커버 기준 

탐지확률() 설정 수준

전역 커버에 

필요한 수신기 수 (대)

[0.98, 0.99] 12

[0.89, 0.97] 11

[0.75, 0.88] 10

[0.72, 0.74] 9

[0.60, 0.71] 8

[0.38, 0.59] 7

Fig. 8. Optimal delployment results using different 

value of the detection probability standard: 

(A)  = 0.88, (B)  = 0.59

3.2.2 점진 커버, 협력 커버 사용과 개별 커버 사용 

비교

  점진 커버, 협력 커버 대신 개별 커버를 사용하여 

최적 배치 결과를 도출하였다. 개별 커버는 탐지 확률

이   이상인 영역만 커버리지에 포함되며, 그 영역 

밖에 출현한 표적이 탐지될 확률은 아예 없다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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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레이더 두 대의 커버리지가 겹치는 지점이더

라도 여러 수신기의 성능을 취합하지 않고 가장 큰 

탐지 확률 하나만을 가지고 탐지 여부를 판단한다. 개

별 커버를 사용한 최적 배치 결과는 Fig. 9와 같고, 

전역 커버를 위해 필요한 수신기 수는 14대이다. 개별 

커버는 점진 커버, 협력 커버를 사용한 결과보다 전역 

커버에 필요한 수신기 수를 더 책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Optimal deployment result with the 

individual cover

3.2.3 바이스태틱 RCS 값 사용과 상수 RCS 사용 

비교

  바이스태틱 RCS를 사용하지 않고 RCS 상수 값을 

사용해 최적 배치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수 RCS 값 수

준에 따라 실제로 커버되지 않는 지점을 커버로 오인

하거나, 혹은 전역 커버에 필요한 수신기 수를 제안 

모델의 결과보다 많게 산출한다. 따라서, 최적 배치 도

출에 바이스태틱 RCS 성질을 고려하는 것이 커버 지

점 집합의 정확한 규명과 효율적인 레이더 망 설계를 

위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첫째, 상수 RCS 값을 바이스태틱 RCS의 최솟값보

다 크게 설정할 때, 커버되지 않는 지점임에도 커버로 

오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바이스태틱 RCS 평균값

(0.1765 m2)을 상수 RCS 설정하여 도출한 최적 배치

는 Fig. 10과 같다. 전역 커버에 필요한 수신기가 총 6

대로, 바이스태틱 RCS를 사용한 최적 배치 결과에 비

해 전역 커버에 요구되는 수신기 수가 적다. 하지만 

이 최적 배치 상에서 무인기 방향과 바이스태틱 RCS

를 고려하여 탐지 확률을 계산해본 결과, 실제로는 49

개 지점(약 22 %)이 커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런 탐지 오인 지점은 그 지점의 실제 RCS가 설정한 

RCS 수준 0.1765 m2 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한다.

Fig. 10. Optimal deployment result and misidentified 

detection points derived by the constant RCS 

value

  둘째, RCS 상수 값을 바이스태틱 RCS의 최솟값으

로 설정할 때, 전역 커버에 필요한 수신기 수는 21대

이며, 바이스태틱 RCS를 사용한 결과 11대보다 매우 

많다. 바이스태틱 RCS 최솟값(0.03 m2)을 상수 RCS로 

설정하였을 때 설치 수신기 수에 따른 커버 지점 수

는 Table 4와 같다. RCS 최소값을 상수로 이용할 경

우, 바이스태틱 RCS를 이용할 경우에 비해 같은 수신

기 수로 커버하는 지점 수가 적은 배치를 도출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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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ng the number of covered points 

derived by constant RCS value and bistatic 

RCS value

설치 수신기 

수

상수 RCS 

사용

바이스태틱 

RCS 사용

6 135개 192개

11 177개 220개

21 220개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패시브 바이스태틱 레이더를 대상으

로, 수신기와 기존의 송신기가 각각 쌍을 이뤄 바이스

태틱 레이더를 형성하며 각 수신기가 독립적으로 무

인기 탐지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 상에서 최적 배치를 

도출하는 방안을 커버 문제를 이용하여 제안하였다. 

탐지 거리에 따라 레이더의 탐지 성능이 다른 점을 표

현하기 위해 점진 커버리지를 사용하였으며, 여러 바

이스태틱 레이더 쌍의 성능을 취합하기 위하여 협조 

커버리지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탐지 대상 소형 무인

기의 바이스태틱 RCS를 고려하여 정수계획법으로 모

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최

적 배치 결과 비교를 통해 제안한 모델로부터 구한 최

적 배치가 의미가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패시브 바이스태틱 레

이더로 국한하였지만, 향후 대상 레이더를 액티브 바

이스태틱 레이더나 모노스태틱 레이더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액티브 바이스태틱 레이더 최적 배치 연

구에서는 수신기 위치뿐만 아니라 송신기 위치를 결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모노스태틱 레이더는 

바이스태틱 레이더 최적 배치 중 송신기, 수신기 위치

가 동일하도록 제약하는 특별 케이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바이스태틱 레이더 최적 배치 연구를 기반으

로 송수신기를 동일한 곳에 배치하는 제약을 추가하

는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레이

더 운용에 본 최적 배치 도출 방안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해상도(resolution)를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본 

연구의 제안 모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크로스레인

지 해상도(cross-range resolution)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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