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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위험  감시를  위한  레이다의

활용  및  기술개발  현황 조 성 기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Ⅰ. 서  론

1-1 우주위험의 정의

“우주위험”이란 지구 주변의 우주환경과 우주사고로 인해, 
인간과인간의우주활동에피해를줄수있는위험을말하며,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에 따른 위험을 포

함한다. 우주물체는 인공우주물체와 자연우주물체로 구분하
여 정의할 수 있는데, 인공우주물체는 현재 운용 중인 인공
위성과 임무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인공위성이나 우주발사
체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충돌이나 폭발로 발생한 파편 등
인간의 우주활동으로 인해 우주공간에 남아 있는 물체를 모

두 포함한다. 자연우주물체는 소행성, 혜성, 유성체 등 태양
계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로 정

의한다[1].
우주물체의 추락 또는 충돌로 인한 우주위험은 그 발생

확률은 낮지만 재난 수준의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사
회적 혼란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대도시 집중도가 높아
우주물체가 추락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
가 기반시설인 통신, 전력 등의 중요 인프라가 대도시를 중
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 핵발전소, 
정유시설, 화학물질 저장시설 등 사고발생 시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시설이 인구밀집지역에 근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1-2 우주위험대비 우주감시

우주감시란 소행성, 인공위성 및 우주잔해물 등 자연 및
인공우주물체의 탐지, 궤도결정과 추적, 식별 및 이를 목록
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최종단계에서는 우주물체감
시로부터 획득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우주물체의 지상 추락

예측, 운용 중인인공위성과의 충돌예측, 위험도를 평가하여
우주물체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자료를

생성한다[2].
우주물체 탐지는 우주물체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탐지관

측은 임의의 대상을 찾기 위한 광역감시와 특정 대상을 찾기

위한 목표감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 우주물체의 특성에
따라 탐지의 방법과 효율은 크게 다르다. 궤도정보를 사전에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감시영역을 좁게
지정할 수 있고, 발견과 동시에 해당 우주물체 존재를 인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정보 없이 발견하는 미확인 우주물
체인 경우에는 궤도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재탐지

가 어렵고, 식별이 불가능하다. 우주물체감시에서의 탐지는
우주물체의 3차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천구에 투영된 2차원 위치 혹
은 도플러관측을 통한 시선속도의 관측 등이 1차 자료가 되
므로, 우주물체의 3차원 공간운동에 대한 정보는 궤도결정
관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주물체의 궤도결정은 탐지된 우주물체의 궤도요소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궤도정보가 얻어지면 가까운 미래의 위
치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궤도결정
을 위한 추가관측, 그리고 식별을 위한 관측이 가능해진다.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우주잔해물의 경우에는 궤도요소
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한 번 결정된 궤도의 정

밀도와 유용성은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낮아진다. 소
행성과 같은 태양계 천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궤도변화가 급

격하지 않으나 매우 먼 거리에서 관측되므로 높은 정밀도의

궤도를 추정하기 매우 어렵다.
우주물체의 식별은 우주물체의 형상 및 특성을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우주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양이 반복적으
로 변화하는 광도곡선을 관측하여 해당 인공위성/우주잔해
물 혹은 소행성의 자전운동이나 3차원 모양을 추정할 수 있
다. 광량이나 RCS(Radar Cross Section)로부터 우주물체의 크
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분광관측을 통해 해당 우
주물체의 표면재질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고해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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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우주감시 네트워크(SSN)

광학 혹은 레이다 관측을 통해 직접적으로 우주물체의 형상

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우주물체가 현재 운용 중인 인공위
성이고, 위성의 이름과 기능 등이 공개되어 있다면, 탐지와
궤도결정의 과정만이 필요하며, 추가의 식별관측은 중요하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체와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
우에는 식별관측을 통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소행성의 경
우에도 식별관측을 통해 모양과 구성 원소, 밀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식별관측은 근적외선 혹은 적외
선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대형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주간 식
별관측도 가능하다. 우주물체가 식별되면 목록화되어 우주
물체 감시정보로 등록된다.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주물
체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궤도정보와 위험도 분석

자료들이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위험도 분석은 우주물체 지
상추락 확률의 계산, 우주물체 간 충돌 확률 계산, 피해 정도
와 범위 추정을 의미한다.

Ⅱ. 우주감시 기술 현황

2-1 국외 우주감시 현황

우주감시는 2차 대전 이후 미 공군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
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위험 요인에 대한 전지구
적인 감시를 수행하고, 관측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미국
은 전략사령부의 합동우주작전본부(Joint Space Operation Cen- 
ter; JSpOC)와 항공우주청(NASA)이 우주위험 대응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JSpOC는 인공우주물체 감시, NASA는 자연우
주물체 및 소속위성 감시를 각각 수행하고 있고, 전략사령부
를중심으로우주감시인프라를운영하고있다. 전략사령부는
지상기반 우주감시네트워크(Space Surveillance Network; SSN) 
([그림 1])와 우주기반 우주감시네트워크의 종합적인 감시시
설을 운영하고 있고, JSpOC는 우주위험통합관리와 실제 상
황 대응을 위한 상시 운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2].
지상기반 SSN은 미 전략사령부에 소속된 것으로, 전 세계

29개소에 다양한 종류의 광학 및 레이다 감시시설을 운영하
고 있으며, 크기 10 cm 이상 대부분의 우주물체를 감시․추
적하고있으며, 감시능력확대를위해지속적인성능개선작
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3 cm급 우주물체 상시감시를 위한
SSN 핵심 센서 중 하나인 Space Fence 레이다 성능개량 사업
을 2018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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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우주감시 시설(미국)

시스템 관측 방식 관측 장비 감시영역 및 성능 위치

AMOS 광학

구경 3.67 m AEOS
(Advanced Electro-Optical System),

1.6 m/1.2 m 광학망원경

저궤도 위성 및 심우주 우주물체 감시, 가시광 및 적
외선 영상촬영, 적응광학으로 영상 식별 가능

하와이

마우이

GEODSS 광학 구경 1 m 광시야 반사망원경
중고궤도 및 정지궤도 우주물체, 심우주물체의 65 %
를 추적, 감시, 10,000여개의 인공물체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기록, 저장

하와이

마우이 외 2곳

AN/FPS-85
레이다

레이다 AN/FPS-85 spacetrack radar 최대전력 30 MW, 탐지거리 3,000 km, 감시거리최대 4
만 km(지름 30 cm), 200개의우주물체동시추적가능 플로리다

Space Fence 레이다
VHF 대역에서 769 kW 출력을
가지는 다중상태 레이다

최대 30,000 km 범위내의 10 cm 크기우주물체 검출
가능. 3 cm급 우주물체 감시를 위해 S밴드 대역의 레
이다 추가 설치 예정

텍사스 외 8곳

GLOBUS Ⅱ 레이다
X-밴드 대역에서 최대 200 kW의
출력을 가지는 대형 레이다

최대 200 kW 출력, 매일 100개정도의우주물체를추
적, 3개 정도의 우주물체 영상관측 및 식별 가능

노르웨이

스발바드

SBSS Satellite 광학
구경 30 cm SBV

(Space Based Visible)
지구근접 파편, 우주비행체 또는 심우주 우주물체를
탐지, 위치 및 기동탐지 탐지 우주

  

[그림 2] AMOS와 구경 3.67 m AEOS 망원경

SSN은레이다와광학관측장비를사용하여우주물체를탐
지하고추적하며, AMOS(Air Force Maui Optical and Supercom- 
puting Observatory) 광학 감시 관측소, AN/FPS-85 위상배열레
이다 등의 감시장비를 운용하고 있다(<표 1>). AMOS에 설치
된 구경 3.67 m AEOS(Advanced Electro-Optical System) 시스
템은 인공위성 추적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저궤도 위성과 탄도 미사일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으며, 적
응광학, 긴 파장의 적외선 영상장비, 라디오미터, 분광기 등
정교한 센서들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2])[2].

2-2 우리나라 우주감시체계와 기술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2011년 독일 뢴트겐위성 추락과 2013년 진주
운석추락 사건을 계기로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우주위험대응 전문기관인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을 명시

한 우주개발진흥법이 2014년 5월 개정되어 우주위험에 대비
한 국가우주감시체계가 마련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
으로 수립된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년∼’23년)’
은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에 의한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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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WL-Net 관측소(몽골, 모로코, 이스라엘, 미국, 한국)

한 10년단위의중장기정책목표및기본방향을명시하고, 우
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보호하기 위해필

요한우주위험에대한신속한대응및예․경보, 우주위험감
시․분석능력확보, 우주위험대비역량강화와저변확대등 
3개 목표를 담고 있다. 이들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주위
험 범부처 종합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험 감시․대응 기술 확
보, 우주위험대비 기반확충 등중점과제를 선정하였고, 구체
적인실행을위한세부추진계획을포함하고있다[1]. 미래창조
과학부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환
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위험
대비기본계획에따른우주위험감시및대응기술개발과우

주감시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주환경 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은 2000년 이후, 인

공위성, 소행성 등 우주물체 추적감시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초기술을 확보해왔
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국내 최초의 우주감시 전용 광학감
시 시스템인 OWL-Net(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시스템, Optical 
Wide Field Patrol Network) 구축을 시작하여 2016년 국내외
총 5개의 관측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우주물체 광학감시 시스
템을 완성하였다([그림 3]). OWL-Net은 5개의 전지구 분포를
갖는 50 cm 급 광시야 전자광학망원경을 활용하여 국적위성
의 궤도력 유지를 목표로 하는 광학감시 네트워크이다. 현재
OWL-Net은 검보정 시험 운영 중이며, 2019년부터 우주감시
현업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4].
한국천문연구원은 OWL-Net 구축 이후 ‘우주위험대비 기

본계획’에 따라 우주위험도분석시스템, 광학광역감시시스템
등 우주위험 분석과 광역감시를 위한 연구개발, 우주감시 레
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획 및 기초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Ⅲ. 우주감시 레이다 활용 현황

3-1 국외 우주감시 레이다 개발 및 활용 현황

우주감시를 위한 레이다는 탐지 거리가 매우길며, 전리층
과 태양활동 등 우주환경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우
주감시 레이다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 레이다와 그

발전을 함께 해왔으며, 우주물체의 탐지 및 추적, 그리고 식
별에 활용되어왔다[2].

1961년운영을시작한미공군의스페이스펜스(Space Fen- 
ce)는 최초의 본격적인 광역탐지관측 설비로, 미 대륙의 캘
리포니아에서 조지아 주에 이르는 동-서방향의 넓은 지역을
VHF 레이다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감시 레이다이다. 지구 궤
도를 도는 우주물체가 미국 상공을 북에서 남으로 혹은 남에

서 북으로 가로지를 때 이를 탐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우
주물체의 궤도변화를 검출하고, 새로운 발사와 위성 분해로
인한 우주물체의 발생을 감시해 왔으나, 2013년 운영이 중단
되었다[3].
파라볼라안테나가구동부위에올려져있는형태인접시형 

레이다는, 구동부를 이용하여 넓은 영역의 감시와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할 수 있다. 탐지거리가 긴 우주감시의 특성 상
광역 탐지보다는, 고출력 대구경 안테나를 사용하여 이미 탐
지된 단일 우주물체의 정밀 추적이나 식별관측에 적합하다.
다수의 송수신 소자들을 평면에 배열한 위상배열 레이다

는 배열을 따라 위상의 기울기를 일으키는 위상이동을 이용

하여 안테나 빔의 방향과 세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동
부 없이 넓은 영역을 빠른 속도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초
기 개발단계에서부터 주로 미사일 방어에 사용되었다. 특히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방어를 위해 개발된 대형 위상배열 레

이다들은 고도 1,000 km 이하의 저궤도 우주물체에 대한 감
시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갖는다. 주요 우주감시에 활용되는
위상배열레이다의 사양과 성능을 <표 2>에 표시하였다[2].

1960년대 초 이후, 미사일을 탐지를 위한 다양한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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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주감시용 위상배열레이다

FPS-85 PARCS
(Cavalier) Cobra Dane BMEWS

(per face)
PAVE PAWS

(per face)

Location (s) Florida North Dakota Shemya (Aleutians) U.K., Greenland MA, CA, AK

Start year 1969 1977 1977 1959 1975

Frequency (GHz) 0.44 0.44 1.23 0.44 0.44

Wavelength (m) 0.68 0.68 0.24 0.68 0.68

Peak power (MW) 35 14.3 15.4 0.85 0.60

Average power (kW) 175 715 920 255 150

Maximum bandwidth (MHz) 10    - 5 (200 limited scan) 10 1 (10)

Max. pulse length (ms)  0.25 1.0∼2.5 1.5 16  (6 in search) 16 (8 in search)

Number of antenna
elements (active) 5,184 (t), 4,660 (r) 6,144 15,360 2,560 1,792

Number of antenna
elements (total) 5,184 (t), 19,500 (r) 6,144 34,768 3,584 2,677

Antenna area (m2) 724 (t), 2,640 (r)  707 661 515 384

Power-aperture product (W-m2) 4.6×108 5.1×108 6.1×108 1.3×108 5.8×107 

Published single-pulse
sensitivity (1 m2, 1,000 km)

100,000
(250 μs pulse)

“Similar to but
less than FPS-85”,
“less than FPS-85”

37,200∼52,500 
(1.5 ms pulse) - ∼0.1 that of

 FPS-85

레이다들이 개발되어 배치되었다. 탐지 전용의 고정형 레이
다인 AN/FPS-17 시리즈는 터키의 디야르바크르와 텍사스의
라레도, 그리고 알류산 열도의 세미야섬에 설치되었다. 디야
르바크르에 추가로 설치된 AN/FPS-79 레이다는 광폭빔을 활
용한 탐지와 협폭빔을 활용한 정밀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으

로 탐지거리가 최대 39,000 km에 이른다. 이와 유사한 추적
레이다인 AN/FPS-80이 설치되어 AN/FPS-17과 함께 사용되
었다[2].

1969년에는 최초의 위상배열레이다인 AN/FPS-85가 개발
되었으며, 이후 1977년에코브라데인시스템(Cobra Dane, AN/ 
FPS-108)([그림 4])이 세미야 섬에 추가로 설치되어 미사일
방어와 우주감시에 사용되었다. 1970년대 후반 개발이 진행
된 페이브 포즈 레이다(PAVE PAWS, AN/FPS-115)([그림 5])
는 잠수함 발사형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장거리 레

이다로서 1980년 케이프 코드에 처음 건설된 이후 2기가 추
가로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에 건설되어 미사일 감시와 우

[그림 4] Cobra Dane AN/FPS-108 레이다

주감시에 활용되고 있다[2].
1960년대와 70년대에 만들어진 레이다들과 운영시스템은

대부분 오래된 진공관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이며, 주요 부품
과 분석장비를 최신의 반도체로 교체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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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ave Paws AN/FPS-115 레이다

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형 위상배열 레이다 형태의 스페이스
펜스II가 개발 중이며, 2018년 이후 우주감시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3]. 

3-2 레이다 활용 우주감시의 특성

우주물체의 방향과 밝기,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광학관측과는 달리, 레이다 관측은 대상 우
주물체의 거리와 속도에 대한 3차원 정보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도플러 지연관측의 정밀도
가 높으므로 우주물체의 궤도를 정확히 결정하고, 우수한 궤
도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수백 수천만 km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지구근접 천체를 레이다로 검출하는 경우, 
광학 방식으로 산출된 궤도에 비해 거의 10만 배 더 정밀한
궤도를 얻을 수 있어서 지구충돌위험도 평가에 기여하는 바

는대단히크다. 특히새로발견되는지구근접천체들의경우, 
광학관측은 거리에 따라 100 km에서 수십만 km에 달하는 궤
도오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재관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

으나, 레이다 관측을 동시에 활용하면 이와 같은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소행성 관측에 활용될 수 있는
고출력의 정밀추적 레이다는 미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푸

에르토리코의 300 m 고정식 전파망원경과 캘리포니아 골드
스톤 딥스페이스 네크워크의 70 m 레이다이다([그림 6])[2].
레이다 반사신호의 시간지연과 도플러 변화에 대한 측정

은 대상 우주물체의 2차원 영상을 제공한다. 고해상도 영상

[그림 6] Goldstone 레이다

을 얻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
인 것이 ISAR(역합성개구 레이다)이다. 합성개구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반대로 우주물체 자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영
상을 얻는 것이다. 이밖에 SAR와 모노펄스 방식의 3-D 영상
기술도 사용된다. 레이다 고해상도 영상은 우주물체의 형상
과 움직임을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므로, 대상 우주
물체의 식별에 활용될 수 있다. 레이다 식별관측의 효과는
지구접근천체 및 소행성 감시와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시계열 측광관측을 통한 대략적인 3차원 모델에 비하
여, [그림 7]과 같이 상세한 3차원 형상과 미세한 표면구조의
분석까지 가능하다[2].

[그림 7] 골드스톤관측 소행성 2014 HQ124(크기 약 370 m, 거
리 140만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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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우주감시 레이다 관측자료의 우주환경에 의한 오차[2]

지상용 레이다와는 달리 우주물체 감시를 위한 레이다는

전리층을통과하며발생하는신호지연과굴절의영향으로검

출된 우주물체의 방향과 거리에 대해 오차를 갖게 되며, 이
에 따라 우주물체의 탐지와 추적 정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우주전파환경에 따른 오차는 시시각각 변하는 전

리층의 밀도분포 그리고 두께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그림 8]). 전리층에서 발생하는 굴절과 회절 등의 현상 때
문에 전자기파 신호는 지연되고, 편광면이 회전하며, 또한
감쇄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신틸레이션 현상 때문에 레이
다 신호의 세기도 크게 변화한다. 전리층은 종종 태양활동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태양활동에 의한 지자기폭풍이
발생하면우주물체탐지레이다가우주물체추적에실패하기

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우주감시를 위한 전리층 모델
을 적용하여 해결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 필요하다.

Ⅳ. 결  론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기초적인 우주위험과 우주감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우주위험대응 체계구

축과 연구개발은 2014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에 따른 ‘우주
위험대비기본계획’의수립이후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현
재 우리나라의 우주물체 감시장비는 한국천문연구원의 OWL- 
Net이 유일하며, 전천감시를 위한 광학감시장비의 개발과 우
주감시 정보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은 2016년
부터 시작되어 2023년 1차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
행 중이다. 또한 우주감시 레이다 핵심기술개발과 시스템 구
축을 위한 기획연구를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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