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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해양무인체계는 미래 전투 환경에서 인적 자원

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제어를 기반으로 

구성된 무인 플랫폼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1]. 이는 

1980년대부터 무인정찰 및 무장공격으로 미래 전장

에 적용될 선진 기술로서 예견되었다 [2, 3]. 이러

한 해양무인체계는 작전구역에 따라 무인잠수정, 무

인수상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무인잠수정은 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로 수중에서 운

용하고 무인수상정은 USV (Unmanned Surface 

Vehicle)로 수상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이다 [4]. 

해양무인체계인 무인수상정의 운용방법은 자율

제어모드와 원격통제모드로 분류할 수 있다. 원격통

제모드에서는 임무계획 정보를 기반으로 운용자가 

직접 무인수상정의 기동하는 반면, 자율제어모드에

서는 임무계획에 따라 무인수상정이 기동한다. 무인

수상정은 해상감시임무와 해저탐색임무를 주로 수

행한다. 해상감시임무는 정해진 경로점인 해상감시

구역을 왕복 기동하면서 정찰구역에 침투하는 표적

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임무이다. 해저탐색임무는 무

인수상정에 탑재된 해저탐색임무장비를 운용하여 

해저에 부설된 기뢰나 잠수함을 탐색하는 임무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수상정이 해상감시임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운용자가 설정한 임무계획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며 효과적인 임무계획 설계를 위한 기

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2.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프로그

램을 설계를 위한 무인수상정과 탑재된 레이더, 침

투하는 표적 모델을 기술하며 프로그램의 시나리오

를 정의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기술한 프로그램

을 기반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실험결과인 침투 

표적 탐지율은 무인수상정이 침투하는 표적을 탐지

함에 있어서 무인수상정의 감시정찰구역변화와 표

적의 침투 속도에 따라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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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로그램 시나리오

Fig. 1. The Scenario of Program

Variable Value

The speed of USV(knot) 20

The max speed of USV(knot) 25

The max angular velocity of 

USV(rad/sec)
0.8037

표 1. 무인수상정 모델

Table 1. The model of USV

Ⅱ. 프로그램 설계

1. 프로그램 시나리오

프로그램 시나리오는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표적은 표적 생성이 되는 선에서 탐지 불

가 필드까지 수직으로 하강 운동한다. 시뮬레이션 

필드는 감시 정찰 경비 폭×감시 정찰 경비 폭의 크

기를 가진다. 무인수상정은 해상감시를 시작하는 시

점인 [0, 0]에서 [감시 정찰 경비 폭, 0]을 선회운

동 하면서 왕복 탐색한다. 무인수상정은 왕복 탐색 

기동하면서 탑재한 레이더를 사용하여 표적을 탐지

한다. 표적은 무인수상정과 다르게 왕복 탐색하지 

않고 탐지 불가 필드 영역까지 기동한다.

2. 무인수상정의 모델 설계

2.1 무인수상정의 모델

무인수상정의 모델은 표 1과 같이 구성된다. 무

인수상정이 감시정찰임무를 수행할 때, 감시정찰구

역에서 20knot로 기동한다. 

본 프로그램의 무인수상정의 최소선회반경 (m in )

그림 2. 선회운동방법

Fig. 2 The method of turning movement 

은 16m이다. 무인수상정의 최대각속도 (m ax )는 무

인수상정이 최대속도 (m ax )일  때 식 (1)에 따른

다. 

m ax m in

m ax
(1)

  

무인수상정이 그림 1과 같이 감시정찰구역을 왕

복기동하기 위해서는 선회운동방법이 필요하다. 선

회 운동할 때, 무인수상정은 최대 속도로 기동하여 

선회하여 감시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선회운동방법은 그림 2와 같다.

무인수상정이 선회운동하기 위해서 선회 목표 

각도를        

로 지정한다. 무인수상정의 감시 정찰 경비 구역은 

정해져 있는데, 선회 목표 각도 없이 무인수상정이 

선회운동을 하게 되면 무인수상정이 선회를 시작한 

선상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 이는 시뮬레이션 시간이 맞지 않거나, 무인수상

정의 속도와 각도를 별도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무인수상정의 진행방향이 일 때, 

목표 각도는 로 설정한다. 그 이후, 첫 번째 시

뮬레이션 시간에는 최대 각도 (m ax)와 최대 속도 

(25knot)로 기동 (�), 두 번째 시뮬레이션 시간에

도 최대 각도와 최대 속도로 기동한다 (�). 목표 

각도에 임박하여 최대 각도 이하로 운용 가능할 때, 

목표 각도에 도달 가능한 각도 ()와 속도 

(m ax


)로 기동하여 목표 각도까지 도달한다 

(�). 이후에는 다음 목표 각도를 로 설정하여 

�,�,�을 반복수행하여 목표 각도가 로 도달

할 때까지 반복한다. 또한, 무인수상정의 진행방향

이 에서 로 선회운동할 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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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Description Value

 Peak transmitted power 1.2kW

 Antenna gain 31.8dBi

 Effective noise temp 300K

 Radar operating bandwidth 3MHz

 Noise figure 6dB

 Radar losses 3dB

 Time-BW product gain 3M

 Doppler processing gain 1


Wavelength of transmitted 

carrier
31.881

표 2. 레이더 모델 (FAR-2117)

Table 2. The model of rada r(FAR-2117)

2.2 레이더 방정식

무인수상정에 탑재하는 해양레이더는 Furuno 사

의 FAR-2117모델이다. 레이더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일반적인 연안 어선은 Overall length가 , 최

소 레이더 반사 면적 (RCS: Radar cross section)

은 이다 [5]. 본 논문에서는 연안 어선보다 더 

작은 규모인 해안 침투용 소형 보트를 표적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서, 표적의 RCS는 

    라 가정하여 레이더 방정식인 식 (2)

를 사용하여 레이더의 표적 SNR을 구할 수 있다 

[6].




 

(2)

  

는 볼츠만 상수, 은 표적과 레이더의 거리, 

그리고 레이더의 캐리어주파수는 다.

해양 환경에서는 레이더의 전자기파가 바다 표

면에 반사되어 감쇠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쇠 

인자 (echo attenuation factor) 을 구하여 감쇠되

는 신호를 고려해야한다. 은 식 (3)와 같다 [7].

 cos







 sin




(3)

  

식 (3)에서 레이더의 높이 ()는 3m이고, 표적

의 높이 ( )는 2m로 가정한다. 

그림 3. 탐지 거리에 따른 SNR

Fig. 3 The SNR on detection range

감쇠현상을 고려한 표적 탐지거리에 따른 SNR

값은 그림 3으로 구할 수 있다. 표적이 레이더와 가

까워질수록 SNR값은 증가한다.

2.3 탐지 방정식

레이더의 표적 탐지확률은 잡음과 표적의 반사 

신호가 존재할 경우, 식 (4)와 같다 [8]. 이때, 신호 

진폭은 Rician 분포를 따르며, 잡음은 Rayleigh분포

라고 가정하였다. 탐지확률은 이고, 오경보확률 

(false alarm probability)은 이다.






∞











exp



  








∞





exp





  exp






(4)

여기에서  는 문턱치, 은 잡음신호의 크기, 

는 신호의 크기, 는 신호의 표준편차, 그리고 

는 계수가 0인 제 1종 변형베셀함수이다. 식 (4)를 

사용하여 가우시안 분포의 적분식, 식 (5)로 근사화 

할 수 있다.

 ≈


∞

 








 (5)

표적의 SNR은 


 

이므로 여오차함수 

(complementary error function)인 를 사용한 

표적의 탐지 확률은 식 (6)과 같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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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탐지거리에 따른 탐지확률

Fig. 4 The detection probability

on detection range

 ≈×ln






  (6)

식 (6)을 사용하여 
 일 때 구한 표적탐지

거리에 따른 탐지확률은 그림 4이다.

단일 펄스 송신 레이더를 제외한 탐지 레이더는 하

나의 스캔시간에 n개의 펄스를 송신한다. 펄스의 수

는 단일 스캔 시간 동안 PRF (pulse repetition 

frequency)과 빔폭, 안테나 회전율에 의해서 펄스

의 수 n개가 결정된다. FAR-2117은 단일 스캔시간

이 2.5초, 빔폭이 1.2, PRF가 이므로 하나

의 스캔 시간당 송신하는 펄스의 수는 5개이다. 레

이더가  번 동안 표적을 스캔한다고 하면 그림 5

와 같이 신호가 중첩된다. 따라서  번 동안 표적을 

스캔하여 탐지할 확률은 식 (7)과 같다.

 

 
  

 

 

 (7)

그림 5. 레이더 스캔횟수에 따른 표적 탐지

Fig. 5 Detecting a target in sca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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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탐지거리에 따른 누적탐지확률

Fig. 6 The cumulative detection probability

on detection range

Variable Value

The time of target 

generation(hour)
2

The speed of target 

infiltration(knot)

10

20

30

표 3. 표적 모델

Table 3. The model of target

누적탐지확률은 표적이 레이더의 탐지반경 이내

로 접근했을 때 적어도 한번은 표적을 탐지할 확률

이다. 이를 표적탐지거리에 따른 누적 탐지확률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운용

하는 레이더의 탐지 성능은 무인수상정과 표적의 

상대거리가 약 6km일 때 의 표적 탐지특성을 

갖는다.

3. 표적 모델 설계

시나리오가 한번 수행될 때 생성되는 표적의 수

는 운용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표적의 모델은 

표 3과 같으며, 표적은 표적 생성 시간동안 일정한 

주기마다 표적 생성선의 무작위 지점에서 생성된다. 

표적의 속도는 무인수상정보다 느리거나, 같거나, 

빠른 속도로 설정한다.

4.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환경 설계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환경은 표 4과 같다. 표

적 생성 시간은 표적의 침투 빈도를 결정한다. 또한 

표적의 생성시간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시간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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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Value

Surveillance range(km)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imulation time(sec) 2.5

표 4. 시뮬레이션 환경

Table 4. The environment of simulation

된다. 시뮬레이션은 마지막 표적이 생성되어 시뮬레

이션 필드를 지나 무인수상정이 그 표적을 영원히 

탐지 불가능할 때까지 수행한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운용자가 설정가능 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프로그램

에서 무인수상정에 탑재한 레이더의 스캔시간이 

2.5초이므로 시뮬레이션 시간은 2.5초로 설정한다. 

무인수상정의 감시 정찰 경비 폭은 10km에서 

20km로 1km씩 증가시켜 임무계획의 경비구역의 

폭에 따른 적합성 분석을 수행한다.

Ⅲ. 모의실험 결과

1. 모의실험 결과

2.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모델

의 표적 탐지를 서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무인수상

정과 표적의 모델에 따른 표적 탐지의 통합 성능에 

대해 서술한다.

그림 7은 무인수상정의 속도가 20knot, 표적의 

속도가 20knot, 표적의 개수가 500개, 감시 정찰 

경비 폭이 20km일 때,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표

적을 탐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은 무인수상정, 

‘+’는 침투하는 표적, 무인수상정을 중심으로 생성

된 원은 레이더 탐지 반경을 나타낸다. 레이더 탐지 

반경은 그림 6에서 표적 탐지거리가 5km일 때, 표

적을  탐지 가능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5km

로 표현하였다.

그림 8과 표 5는 무인수상정의 감시 정찰 경비 

폭과 표적의 속도에 따른 침투 표적 탐지확률이다.

표적의 속도가 느리고 감시 정찰 경비 폭이 넓

을 때 표적 탐지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반복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면

그림 7. 표적 탐지

Fig. 7 Detecting of target

그림 8. 표적 탐지 확률

Fig. 8 The probability of detecting targets

target speed     

[knot]

surveillance 

range [km]

10 20 30

10 100.0 99.2 95.5

11 100.0 96.3 91.6

12 100.0 95.3 88.6

13 100.0 92.1 84.3

14 100.0 87.9 80.4

15 99.6 84.1 77.6

16 99.3 82.1 74.3 

17 98.2 75.9 71.5

18 96.0 75.6 66.5

19 93.8 75.0 66.1

20 91.3 73.4 61.2

표 5. 표적 탐지 확률 (단위:%)

Table 5. The probability

of detecting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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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임무계획 적합성 분석 

Fig. 9 The mission planning suitability

표적의 속도가 빠르고, 감시 정찰 경비 폭이 작

아질수록 표적 탐지 확률은 점차 증가하게 되며 무

한히 반복수행할 경우에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운용자가 임무계획을 수립

할 때 목표 탐지 확률을 80%로 설정할 경우 표 5

의 음영 표시 한 부분에 따라 감시 정찰 경비 폭과 

표적 대비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2. 임무계획 적합성 분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계획 적합성 분석을 

시행한다. 그림 9는 임무계획의 적합성 분석 순서도

를 나타낸다.

임무계획 적합성 분석을 시작하면 운용자가 입

력한 임무계획 정보인 목표 표적 탐지율, 표적의 예

상 침투 속도, 임무의 시작과 종료 지점, USV의 감

시 정찰 속력을 기반으로 임무계획의 경로를 생성

하여 USV의 경로점과 예상 임무 소요시간, 예상 

연료 소비량을 산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운용자가 

입력한 표적의 예상 침투 속도와 임무 시작과 종료

지점에 적합한 침투 표적 탐지율인 표 5와 같이 얻

은 수행 결과표를 로드하여 운용자가 입력한 목표 

표적 탐지율보다 높은지 판단한다. 만약, 침투 표적 

탐지율이 목표 표적 탐지율보다 높지 않으면 임무

계획 정보를 다시 입력하도록 한다. 침투 표적 탐지

율이 목표 표적 탐지율보다 높을 때, USV가 운용

할 수 있는 최대 시간과 연료량이 임무 수행 시간

과 연료 소비량보다 높으면 임무계획 적합성 분석

을 종료하고 임무계획을 저장하게 된다. 그렇지 않

을 경우에는 임무계획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운용자가 임무계획 정보를 다시 입력하도록 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운용자가 수립한 무인수상정의 

해상감시 임무계획의 적합성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무인수상정 모

델, 표적 탐지 레이더 모델, 표적 모델을 설계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정의하여 침투 표적 탐지율을 

산출하였다. 침투 표적 탐지율은 무인수상정의 감시 

정찰 경비 폭과 표적의 속도에 따라 구하였다. 따라

서 프로그램은 무인수상정의 해상감시 구역으로 침

투하는 표적에 대한 침투 표적 탐지율을 산출하여 

수립한 임무계획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초 데이

터를 제공하였다. 또한 임무계획 적합성 분석을 수

행 할 때, 본 논문에서 제한한 침투 표적 탐지율 프

로그램 결과를 통해 임무계획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추후에는 표적의 침투 방위각을 고려한 침투 표

적 탐지율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인수상정의 

기동계획경로에 따른 침투 표적 탐지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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