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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미확인 우주물체를 감시하기 위해, 전자광학 관측 장비인 망원경 시스템의 관측 성능에 대한 

M&S(Modeling & Simulation) 분석을 수행한다. 2개의 망원경 시스템을 활용한 미확인 우주물체 관측에 대한 운용

개념을 고려하고, M&S 모델을 구성한다. 관측 운용개념을 바탕으로 초기궤도결정을 수행하여 추정궤도를 생성하

고, 추정궤도에 대한 옵셋 보정을 수행하여 보정 주기에 따른 관측 성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M&S 분석 결과는 옵

셋 보정 주기가 짧을수록 관측 성능이 높게 나타나며, 길어질수록 오차 보정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짐

을 보여준다. 그래서 미확인 우주물체 감시를 위한 망원경 시스템의 관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궤도 추정을 

정밀화하거나 옵셋 보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측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observation performance of the electro-optical telescope system which surveils the unknown space 
objects, is analyzed by the Modeling & Simulation(M&S). The operation concept for the observation of the unknown 
space objects using two telescope systems is considered and the M&S models are constructed. Based on the operation 
concept for observing the unknown space objects, the estimated orbit is generated by Initial Orbit Determination(IOD) and 
the observation performance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offset compensation cycle for the estimated orbit. The result of 
the M&S based analysis in this paper shows that the observation performance increases with the shorter offset 
compensation cycle, and decreases with the longer offset compensation cycle. Therefor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telescope system which surveils the unknown space objects, the observation system with accurate initial orbit 
determination or shorter offset compensation cycle should be designed and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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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주공간에는 미지의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우주선, 
지구를 관측하거나 통신, 기상 예보 등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위성, 임무가 종료된 위성 혹은 발사체의 잔해, 
우주공간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우주인들이 거주하는 

우주 정거장 등 여러 형태의 우주물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공적인 우주물체는 수십 년 간 활발히 진행

된 우주 개발로 인해 현재 지구 궤도 상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우주물체 간의 충돌이나 임무 종료 및 

통제력 상실로 인해, 지구로 추락할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적성국의 정찰 

위성에 의한 국내 주요 시설 정찰 등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의 우주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우주공간 상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다

양한 형태의 우주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

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진

행 중에 있다[1-4].
현재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주물체의 위협을 감

시하기 위한 우주감시 시스템으로는 광학관측 시스템, 
레이더관측 시스템 및 레이저를 이용한 시스템이 있다. 
우주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광학과 레이더 등 전방위 

우주물체 감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은 유럽

우주청(ESA)를 통해 우주상황인식 프로그램을 운용하

고 있다. 그리고 광학관측 장비를 활용한 우주감시 시스

템(미국의 GEODSS,일본의 BSGC 천문대 등)도 우주 

선진국에서 여전히 운영 중에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미확인 우주물체에 대한 위협을 감시

하기 위해, 전자광학 관측 장비인 망원경을 활용한 시스

템을 고려한다. 1기의 망원경에서는 미확인 우주물체를 

탐지, 추적하면서, 이동궤적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확인 우주물체에 대한 초기궤도결정을 수행한다. 그
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다른 망원경에서는 초기궤도결

정 정보에 따른 궤적 정보를 활용하여 탐지, 추적을 수

행한다. 그러나 초기궤도결정에 따른 궤적 정보는 오차

가 존재하기 때문에, 좁은 시야각(Field of View, FOV) 
내에 대상 표적을 포착하여 영상 촬영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관측 영상의 오차 정보를 활용한 옵셋(Offset) 보정

을 수행하여 오차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옵셋 보정

은 매회 혹은 2회 이상의 보정 주기에 따라 영상 촬영 성

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은 이와 같은 광학관측 

시스템에 대한 운용개념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개념도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초기궤도결정(Initial Orbit 

Determination) 및 옵셋 보정 주기에 따른 관측 성능 분

석을 위해, 망원경을 활용한 광학관측 운용개념과 분석

에 필요한 M&S(Modeling and Simulation) 모델을 활용

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2장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주요 

M&S 모델과 툴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운용개념

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M&S 모델과 툴을 연동하여 수

행한 옵셋 보정 주기에 따른 분석 결과들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한다.

Fig. 1 Telescope System Operation Concept

Ⅱ. M&S 주요 모델

미확인 우주물체가 출현할 경우, 우주물체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관측소에 있는 망원경 시스템은 표적을 

탐지하고 궤도를 추정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임무를 수

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림 1의 망원경 시스템 1은 알지 

못하는 우주물체를 탐지하게 되면, 탐지된 물체의 다음 

위치를 예상하고 마운트를 구동하여 추적을 수행한다. 
그리고 관측된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궤도를 결정하여 

궤도를 추정하고, 추정된 궤도 정보를 망원경 시스템 2
로 전달하여 탐지, 추적 및 영상 획득을 수행한다. 본 논

문에서는 그림 1의 운용 개념과 다음과 같은 M&S 모델

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망원경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수

행하였다.

2.1. 위성 궤도 모델

본 논문에서는 미확인 우주물체로 위성을 고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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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위성 궤적을 모의하기 위해 위성 궤도 생성에 많

이 활용되고 있는 AGI(Analytical Graphics, Inc) 사에서 

제작한 상용 툴인 STK(Systems Tool Kit)를 활용하였

다. STK는 AGI사의 위성 DB 혹은 JSpOC(Joint Space 
Operations Center)에서 배포되는 우주물체의 궤도 정보

를 담고 있는 두 줄 형태의 TLE(Two Line Element set) 
데이터와 STK 내의 궤도 전파기(Propagator)를 활용하

여 그림 2와 같이 위성 궤도를 생성할 수 있다[5-7]. 

Fig. 2 Orbit Generation using TLE Data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STK 내에 망원경 시스템을 모

의하고, 매트랩 연동을 통해 망원경 지향에 따른 위성 

표적과의 조우 정보(시간, 방위각, 고각 등의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출력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Fig. 3 Matlab and STK Connection for Satellite Orbit

또한, 그림 4와 같이 초기궤도결정 알고리듬을 포함

하고 있는 ODTK(Orbit Determination Tool Kit)와 매트

랩을 연동하여, ODTK로부터 출력된 미확인 우주물체

의 궤도 요소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궤도 생성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Fig. 4 Estimated Orbit Generation

2.2. 망원경 모델

망원경은 위성 표적을 탐지, 추적하여 다음 지향 위치

에 대한 명령을 생성하고, 마운트를 구동하여 관측을 수

행한다. 그래서 망원경 제어시스템은 위성의 조우 정보

를 통해 얻어지는 관측 데이터로 다음 관측 위치를 추정

하여, 마운트의 지향각 명령을 생성한다. 다음 관측 위

치는 Kalman Filter 혹은 그 외의 대상 시스템에 적합한 

추정 알고리듬을 통해 얻을 수 있다[8]. 마운트의 지향

각 명령은 마운트 짐벌(Gimbal)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안가될 수 있도록 입력 성형(Input 
Shap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망원경 구동 장치는 그림 5와 같이 방위각과 고각 방

향으로 회전하는 2축 짐벌 형태로 구성되며, 망원경 제

어 시스템으로부터 미확인 우주물체에 대한 지향각 명

령을 전달받아, 망원경에 연결된 마운트 짐벌(Gimbal)
을 구동하여 표적을 지향하게 된다. 이 때, 마운트의 물

리적 구동 특성으로 인해 지연 혹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사할 수 있는 마운트 짐벌의 구동모델

을 구현하여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Fig. 5 Mount Gimbal

마운트 구동 모델은 각 축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구동 

특성을 모의해주는 운동방정식 모델과 PID 제어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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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데드존, 양자 오차, 과동작 제한을 위한 속도/각속도 

최대값 제한치 등을 포함하여 구현하였다.

2.3. 초기궤도 결정 모델

미확인 우주물체에 대한 추정궤도를 생성하기 위해

서는, 관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궤도 결정을 수행

하여야 한다. 초기궤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거리 정보를 알 수 없는 광학 관측만 활용하여 궤도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Laplace, Gauss, Doble-r 반복법, 그
리고 Gooding 기법 등이 있으며, 광학 관측을 통해 얻어

지는 동일 시간 간격의 세 쌍의 시간과 지향각 정보(방
위각, 고각)를 활용하여 초기궤도 결정을 수행하여 초기

궤도를 예측한다[9]. 
본 논문에서는 초기궤도결정 방법들 중, 짧은 구간에

서 정밀성을 나타내는 ODTK 내에 포함된 Gooding 기
법을 활용하여 초기궤도 결정을 수행하였다[10]. 그림 6
과 같이 동일 시간 간격의 세 쌍의 관측 데이터를 입력 

받아, Gooding 기법을 실행하여 추정궤도에 대한 궤도 

요소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출력된 궤도 요소는 그림 4
와 같이 매트랩으로 전달하여 STK 상의 추정궤도 생성

에 활용하였다.

Fig. 6 Initial Orbit Determination using Gooding Method

Ⅲ.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두 개의 망원경 시스템을 활

용한 미확인 우주물체에 대한 관측 운용개념과 매트랩, 
STK와 ODTK를 연동한 M&S 모델들을 활용하여 영상

을 촬영하는 망원경의 옵셋 보정 주기에 따른 관측 성능

을 분석하였다.
관측 대상은 두 개의 망원경 시스템이 설치된 임의의 

관측소를 기준으로 최대 이동 고각이 45도인 저궤도 위

성을 고려하였으며, 대상 표적의 고각이 30도 이상인 영

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성 궤적

은 대상 위성의 TLE 데이터를 STK에 입력하여 궤도 전

파를 통해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궤적을 실제 표적에 대

한 궤적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7은 이러한 위성 표적에 

대한 시간에 따른 관측소 기준의 방위각, 고각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Fig. 7 Satellite Target Trajectory

이와 같은 미확인 위성 표적이 출현할 경우, 표적의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관측소에 있는 망원경 시스템 1
의 탐지 및 추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STK를 활

용하여 관측 오차를 적용한 관측 데이터를 생성하고, 추
적 알고리듬과 마운트 구동 모델을 구성하여 표적에 대

한 추적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8과 9는 관측소에서 

바라본 추적 결과에 따른 방위각과 고각에 대한 궤적 및 

추적 오차를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로, 대상 표적이 망

원경 시스템 1의 시야각 중심 부근에서 관측되어 추적

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Tracking Trajectory on the Telescope Syst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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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acking Error on the Telescope System 1

그리고 망원경 시스템 2로 미확인 위성 표적에 대한 

궤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망원경 시스템 1은 동일 시

간 간격의 관측 데이터 세 쌍과 Gooding 기법을 활용하

여 초기궤도결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10은 위성의 TLE
를 적용하여 실제로 가정한 궤적과 초기궤도결정에 따

른 추정 궤적과의 관측소 기준의 궤적 추정 오차를 나타

낸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Fig. 10 Initial Orbit Determination Estimation Error on Site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망원경 시스템 2는 초기궤도

결정에 따른 표적의 궤적 추정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를 

전달 받은 시점부터 탐지, 추적 및 영상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한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망원경 시스템 2에는 시

야각이 다른 두 개의 검출기가 존재하며, 시야각 0*0 
deg인 상대적으로 시야각이 큰 검출기는 표적 탐지 및 

추적에 활용하며, 시야각 00*00 arcsec인 매우 작은 검

출기는 표적의 영상 정보 획득에 활용한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궤도결정에 따른 추

정 궤적만을 활용하여, 망원경 시스템 2의 시야각이 큰 

검출기로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은 가능하다. 그러나 

초기궤도결정에 따른 추정 궤적만을 활용하여 관측을 

수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시야각이 매우 작은 검출기로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망원경 시스

템 2는 시야각이 큰 검출기로 탐지, 추적을 수행하면서, 
식 1과 같이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옵셋 정보를 계산하

여 보정을 수행하고 이를 추적명령에 활용하였다.

 
  

(1)

여기서,  는 망원경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 위치를,  는 관측 데이터 값을 의미하며, 

 는 이를 활용하여 계산한 옵셋 정보를 의미

한다. 
이와 같은 옵셋 보정은 탐지, 추적을 반복 수행하면서 

매 회 혹은 2회 이상의 주기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정 주기에 따라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검출기의 매우 

작은 시야각 내에 위성 표적이 들어올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1과 같은 옵셋 보정 주기에 

대한 분석 Case를 고려하여, 표적의 영상 정보 획득에 

대한 관측 성능을 분석하였다. 

Fig. 11 Analysis Cases Concept

망원경 시스템 2의 옵셋 보정 주기에 따른 분석 Case
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으며, 
이는 표적이 사라질 때까지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검출

기의 매우 작은 시야각 내에 관측할 수 있는 회수를 각 

Case별로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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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mulation Results on Telescope System 2

그리고 표 1은 매우 작은 시야각 내에 표적이 존재가

능한 회수에 대한 그림 12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로 정

리한 것이다.

Case Probability (Detection/Total)

Case 1 97.84% (1043/1066)

Case 2 92.59% (987/1066)

Case 3 89.40% (953/1066)

Case 4 78.61% (838/1066)

Case 5 69.70% (743/1066)

Case 6 66.14% (705/1066)

Case 7 63.51% (677/1066)

Table. 1 Probability Result on Telescope System 2

그림 12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 회 옵셋 보정

을 적용하여 추적하는 Case 1의 경우, 영상 정보 획득 성

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Case 2~7의 결과와 같

이, 추정 오차를 보정하는 주기가 길어질수록 영상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궤적과 추정 궤적 사이에 존재하는 추정 오차를 

보정하여 망원경의 다음 관측 위치에서의 지향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옵셋 보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정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검출기의 매우 작은 시야각 내에 

표적을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옵셋 보정 

주기를 짧게 하여 영상 정보 획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

지만, 망원경 시스템의 노출 시간, 영상 처리 시간 그리

고 마운트 구동 성능 등의 시스템 처리 속도와 성능에 

의해 옵셋 정보 적용에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래서 이와 같은 시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망원경 시

스템을 구성하거나, 시간 지연이 존재할 경우 옵셋 보정

이 빠른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이 구성되어야 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확인 우주물체의 위협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우주물체를 탐지, 추적하여 영상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는 광학관측 장비인 망원경 시스템을 고

려하였으며, 망원경 시스템의 관측 성능을 살펴보기 위

해 M&S(Modeling &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M&S
를 활용한 분석을 위해, 2개의 망원경 시스템을 이용하

여 미확인 우주물체를 관측하는 운용개념을 고려하였

고, 대상 표적인 위성에 대한 궤도 모델과 이를 관측하

는 망원경에 대한 망원경 제어시스템과 구동모델 그리

고 추정궤도를 생성하여 궤적을 추정하기 위한 초기궤

도결정 모델 등을 M&S 모델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이를 활용하여, 표적의 영상 정보 획득을 위한 옵

셋 보정 주기에 따른 망원경 시스템의 관측 성능을 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M&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

확인 우주물체에 대한 관측 오차를 활용하여 매 회 옵셋 

보정을 수행한 결과가 관측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관측 오차를 보정하는 주기가 길어질수록 관측 성능

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옵셋 보정 주기가 길어질

수록 실제 궤적과 추정 궤적 사이의 추정 오차에 대한 

오차 보정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측 성능이 떨어지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해, 미확인 우주물체 관

측을 위한 망원경 시스템을 설계 및 구성할 경우, 추정 

궤적을 정밀화하여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시간 지연 등

의 옵셋 보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한 시

스템 설계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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