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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저피탐(Low Probability of Intercept, LPI) 레이더는 펄스레이더에 비해 매우 낮은 송신출력, 높은 안

테나 이득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전자전 장비(Electronic Warfare Support, ES)에 탐지될 확률이 낮다. LPI 레이더는 

RCS 감소 설계와 같이 전자파에 대한 스텔스 기법의 한 종류로,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에게 탐지되는 거리를 줄이

는 것이며 RCS 값, LPI 성능 중 한 가지라도 성능이 미흡하면 적보다 먼저 탐지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LPI 탑재 플

랫폼의 피탐 확률 감소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General, LPI radar’s detection probability by ES equipments is lower than that of conventional pulsed radar 
because of very low transmitting power and high antenna gain etc. LPI radar is a kind of RF stealth technique such as 
RCS reduction design.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LPI radar is detection probability reduction by opponent. If one 
of the two, RCS value or LPI radar performance is not sufficient, own platform will be found first by opponent. In this 
paper, some considerations are suggested for detection probability reduction.   

키워드 : 저피탐 레이더, 펄스레이더, LPI 레이더, FMCW레이더, 전자전 장비, 레이더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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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레이더는 송신된 전자파가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성

질을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는 체계이다. 레이더는 그 

운용 목적에 따라 최대 탐지거리, 방위분해능, 거리분

해능 등 성능이 결정되며, 요구되는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변수에는 펄스폭, 반송파의 주파수, 최대 출력, 
PRF, 빔폭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의 모든 변수

가 동일할 경우 최대 출력을 높이면 탐지거리가 늘어나

지만, 상대방의 전자전장비(Electronic Warfare Support, 
ES)에 의해 원거리에서 탐지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 현
대전에서는 적보다 먼저 적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적에게 먼저 발견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함정에 다양한 능동/수동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

고 있다. 함정에서는 적에게 탐지될 수 있는 능동 신호

를 방사하는데, 이러한 능동 신호에는 음향, 배기가스 

등 화학물질, 통신신호, 레이더 전자파, 피아식별기

(IFF) 전자파, 적외선(IR), 레이저, 자외선(UV) 등 플랫

폼에서 방사되는 모든 신호가 포함된다[1]. 이 중  LPI 
레이더는 전자파(RF) 스텔스의 한 형태로서, 방사하는 

RF 출력을 매우 낮게 하고 특수한 파형을 사용함으로

써 상대방에게 RF 신호가 감지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다[1]. 플랫폼의 RCS를 줄이는 것은 수동적인 방법의 

RF 스텔스 기법이라면 LPI 레이더는 능동적인 방법의 

RF 스텔스 기법이다.  LPI 레이더는 그 목적상 주로 특

수작전용 함정, 잠수함 등 은밀성이 최우선시 되는 플

랫폼에 설치된다. 그런데 플랫폼의 RCS값이 커서 LPI 
레이더가 ES 장비에 의해 피탐되는 것 보다 먼 곳에서 

피탐되거나 RCS 값은 충분히 작으나 LPI 레이더가 ES 
장비에 의해 멀리서 피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PI 레이더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고, 
LPI 레이더를 탑재한 플랫폼의 피탐 확률을 줄이기 위

해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레이더 관련 용어의 약어는 다음

과 같다.
⦁BW(Beam Width): (레이더 파의) 빔폭

⦁CW(Continuous Wave) 레이더: 연속파 레이더

⦁ES(Electronic warfare Support): 전자전 지원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레이더: 주파수변조 연속파 레이더

⦁IFF(Identification Friend or Foe): 피아식별기

⦁LPI(Low Probability of Intercept) 레이더: 저피탐 

레이더

⦁RCS(Radar Cross Section): 레이더 단면적

⦁RF(Radio Frequency): (레이더의) 반송파 주파수

⦁PRF(Pulse Repetition Frequency): 펄스 반복 주파수

⦁PW(Pulse Width): (레이더 파의) 펄스폭 

Ⅱ. LPI 레이더 및 RCS 개념

2.1. 펄스레이더(Pulsed Radar)

펄스레이더는 일정기간 동안 전자파를 송신하고, 일
정기간 동안 반사파를 수신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탐지 

및 추적에 사용되는 레이더는 주로 펄스레이더이다. 펄
스레이더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parameter)는 

다음과 같다.
⦁펄스폭(PW) : 거리 분해능, 최소 탐지거리  

⦁반송파 주파수(RF) : 전자파의 전파(propagation) 특성

⦁펄스반복주파수(PRF) : 모호성 없는 최대 탐지 거리 

(Maximum Unambiguous Range)
⦁빔폭(BW) : 방위 분해능

⦁최대 출력 : 최대 탐지거리

그 외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

로 Duty Cycle이 있는데, 이는 펄스의 송수신 주기 동안 

송신펄스가 차지하는 비율로 Duty Cycle이 크면 평균 

전력이 높아진다. 장거리 탐지를 위해서는 Duty Cycle
을 크게 하면 최대 출력을 높이지 않고 평균 출력을 높

일 수 있으나 넓어진 펄스 폭 때문에 거리 분해능이 떨

어지게 되고, 거리 분해능 향상을 위해 펄스폭을 작게 

하면 Duty Cycle이 작아지므로 최대 출력을 높여야 하

는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가 존재한다. 높은 Duty 
Cycle로 평균출력을 높이면서 거리 분해능을 높이기 위

해 펄스 압축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2.2. LPI 레이더

레이더는 송신한 전파가 표적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

을 측정하는 반면 전자전장비는 상대 레이더에서 송신

된 전파를 일방적으로 수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

이더보다 전자전장비의 탐지 거리가 더 길다[2]. 레이더

에 수신되는 전자파의 전력과 전자전장비에 수신되는 

레이더 전자파의 전력은 식(1), 식(2)와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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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송신 출력, 는 레이더 안테나 이득, 


은 레이더에서 수신되는 전력, 

은 전자전장

비에서 수신되는 전력, 는 레이더 전자파의 파장, 
는 표적의 RCS, 은 전자전장비 안테나 이득, 
은 레이더 탐지거리, 은 전자전장비의 탐지거리이

다. 식 (1)과 (2)에서 레이더와 전자전장비의 경로 손실

은 각각 
 과 

 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면 전자전장비의 탐지거리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1), 식(2)를 이용하여 레이더 방정식 및 전자전장

비 탐지거리를 구할 수 있다.

 






                 (3)

 








                (4)

LPI 레이더는 전자전장비에 의해 피탐되는 확률을 

줄이면서 탐지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송신출력, 파형, 
안테나 특성, 송신 주파수, 수신감도, 시스템 내 처리이

득 등을 결정한다[1]. 
광대역의 CW파를 이용하여 낮은 출력으로도 펄스

레이더가 수십 kW의 최대출력을 보내는 것과 같은 에

너지를 송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3]. 
CW 레이더 자체로는 표적의 거리 측정을 할 수 없지만 

CW 송신 주파수를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변조함으로

써 표적의 거리와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4]. FMCW 레
이더 송·수신 파형은 그림 1과 같다[5].

펄스레이더의 경우 Duty Cycle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거리 탐지를 위해 평균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출력을 높여야 하지만 FMCW 레이더는 Duty Cycle이 

100%, 즉 최대 출력과 평균 출력이 같으므로 출력을 매

우 낮게 할 수 있다. 

         

그림 1. FMCW 레이더의 송·수신 파형

Fig. 1 Transmitting/Receiving Waveform of FMCW Radar

일반적으로 마그네트론 발진기를 사용하는 레이더

의 Duty Cycle은 1~10% 이다[6]. 예를 들어 최대출력이 

20kW, Duty Cycle이 5%인 펄스레이더의 평균출력은 

1kW에 불과하나 FMCW 레이더는 최대 출력이 곧 평

균출력인 1kW가 된다. 이를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7]. 실제 네덜란드 탈레스사에서 생산하

는 수상함용 LPI 레이더인 SURFACE SCOUT 레이더

의 송신출력은 10mW~5W에 불과하다[8].

      

그림 2. FMCW 레이더와 펄스레이더의 출력 특성 비교

Fig. 2 Power Characteristic of FMCW vs. Pulse Radar

LPI 레이더 안테나는 좁은 메인빔폭과 낮은 사이드

로브 특성을 갖도록 설계하고 고속으로 스캐닝함으로

써 상대측 전자전장비에 메인빔이 머무르는 시간을 줄

여 피탐확률을 줄인다[2]. 
근거리용 LPI 레이더의 경우 산소와 수분입자에 의

한 감쇄가 매우 큰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상대

방 전자전장비에 의한 피탐 확률을 줄이기도 한다. 주
파수별 대기에 의한 감쇄율은 그림3과 같다[1].

또한 일반적인 전자전장비의 주파수 대역인 0.5~ 
20GHz 대역을 피해서 LPI 레이더 주파수로 사용할 수

도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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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파수별 대기에 의한 감쇄율

Fig. 3 Atmospheric Attenuation vs. Frequency

이 외에도 펄스레이더에 비해 높은 수신감도, 일정하

지 않은 안테나 스캔 패턴 등 전자전장비에 의해 피탐

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변수가 있다. 

2.3. 레이더 탐지거리와 RCS

식(3)에서 수신되는 신호 전력 
이 레이더가 처

리할 수 있는 임계치, 즉 레이더의 수신감도일 경우 

은 레이더 최대 탐지거리가 된다. 

RCS란 상대방의 레이더에서 송신된 전자파가 플랫

폼의해 재 방사 된 값인데, 플랫폼의 크기, 형상, 제질, 
레이더 주파수, 편파 등에 의해 그 값이 변한다. 일반적

으로 RF 스텔스는 플랫폼의 RCS 값을 줄이는 것을 뜻

한다. RCS에 따른 레이더 탐지거리는  의 비

율로 변한다. 즉 플랫폼의 RCS를 1/16로 줄여야 피탐

거리가 1/2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플랫폼의 RCS를 줄

이기 위해 다양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

장 대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형상 통제에 의한 것

이다.RCS를 줄이는 대표적인 스텔스 기법은 다음과 

같다[6].
⦁형상변경 : 금속제질의 물체는 특정한 방향으로 전자

파를 재 방사하므로 산란되는 에너지를 레이더와 다

른 방향으로 방사되도록 변경하는 방법.
⦁전파흡수체(RAM) 도포 : 전자파를 흡수하는 물질을 

금속 표면에 도포하여 반사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비금속성 제질 사용 : 금속에 비해 전자파의 재 방사

가 적은 비전도성 제질을 사용함으로써 반사되는 전

자파를 줄이는 방법.

Ⅲ. 레이더와 ES에 의한 피탐거리 분석

PILOT MK2 레이더는 함정 탑재용 FMCW 방식의 

LPI 레이더이다. PILOT MK2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ES
에 의한 피탐거리는 표 1과 같다[7].

표 1에서 LPI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유사한 조건에서 

전자전장비에 의해 피탐되는 거리가 펄스레이더보다 

현저히 짧음을 알 수 있다. 상대 플랫폼의 RCS가 100m2

에 10kW 출력의 펄스 레이더를 사용하고, LPI 레이더

를 운용하는 플랫폼의 RCS 또한 100m2 로 동일할 경우 

LPI 레이더를 운용하는 플랫폼은 항상 상대방을 먼저 

탐지하면서 상대에게는 탐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LPI 레이더를 운용하는 플랫폼의 RCS
가 160m2로 커지면 식(4)에 따라 상대 레이더에 의해 

피탐되는 거리가 약 28.1km가 되어 항상 상대에게 먼저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표 1. 레이더 탐지거리와 ES 피탐거리

Table. 1 Radar Detection and ES Receiver Ranges 

레이더 출력
레이더 탐지거리 ES 피탐거리

RCS 100m2 수신감도 -60dBmi

PILOT 
MK2

1W 28 km 2.5 km

0.1W 16 km 0.8 km

10mW 9 km 0.25 km

1mW 5 km 0 km

Conventional 
Pulsed
10kW Radar

25 km 250 km

LPI 레이더 탑재 플랫폼의 RCS를 일반적인 수상함

의 RCS가 200~1,000m2임을[6] 고려하고, 상대 플랫폼

은 RCS가 500m2 이고 10kW 펄스레이더를 운용할 경

우를 임의로 가정하였을 때 LPI 레이더 탑재 플랫폼의 

RCS 값과 LPI 레이더의 출력 변화에 따른 상대 레이더

에 의한 피탐거리, 상대 전자전장비에 의한 피탐거리, 
LPI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식(3), 식(4)를 이용하여 구하

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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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CS와 출력에 따른 피탐거리와 탐지거리

Table. 2 Detected / Detection Ranges via RCS and 
Power

플랫폼
RCS   
(m2)

레이더 
피탐거리  

  (km)

LPI  
레이더 
출력    
(W)

ES  
피탐 
거리  
(km)

LPI레이더   
탐지거리(km)
※RCS 500m2

200 29.7 1 2.5 41.9
300 32.9 1.5 3.1 46.4
400 35.4 2 3.5 49.8
500 37.4 2.5 4.0 52.7
600 39.1 3 4.3 55.1
700 40.7 3.5 4.7 57.3
800 42.0 4 5.0 59.3
900 43.3 4.5 5.3 61.0

1,000 44.5 5 5.6 62.7

표 2에서 LPI 레이더 플랫폼의 RCS가 800m2일 때 

상대 레이더에 의한 피탐거리는 42km 이고, LPI 레이

더 출력이 1W일 경우 상대 전자전장비에 의한 피탐거

리는 2.5km에 불과하나 상대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41.9km가 되어 상대 레이더에 의해 먼저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플랫폼의 RCS를 800m2 미만이 

되도록 통제하거나 LPI 레이더의 출력을 더 높여서 탐

지거리를 늘려야 상대에게 먼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LPI 레이더의 송신 신호가 상대측 전자전장비에 탐지

되지 않도록 레이더 탐지거리와 송신출력을 복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4의 왼쪽은 RCS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형상이

고, 그림 4의 오른쪽은 RCS 감소를 위해 측면각을 10도 

경사지게 만든 형상으로, 각각 길이 30미터, 폭 10미터, 
높이 5미터의 단순화한 수상함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4. 단순화한 수상함 모델

Fig. 4 Simplified Surface Ship Model

10GHz에서 두 형상의 RCS 패턴을 PO(Physical 
Optics, 물리광학) 기법으로 계산 및 비교한 결과는 그

림 5와 같다. 

그림 5. 단순화한 수상함의 RCS 패턴

Fig. 5 RCS Patterns of Simplified Surface Ship

상기 두 형상에 대한  각각의 RCS 최대값, RCS 평균

값 및 표 1에서 적용한 10kW 펄스레이더에 의한 피탐

거리는 표 3과 같다. 이 때 레이더에 의한 피탐거리는 

PRF에 의한 거리 모호성은 고려되지 않은, 식(3)에 의

해 계산된 레이더 최대 탐지거리이다.

표 3. RCS에 따른 레이더 피탐거리

Table. 3 Detected Ranges via RCS

구  분 단순 형태 10도 경사

최대 RCS(m2)
※양 현측(90도/180도) 314,050,869 7.956

평균 RCS(m2) 36.3 0.00052

피탐거리
(km)

최대 1,052.4 13.3

평균 19.4 1.2

표 3에서 RCS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상

대 레이더에 의해 원거리에서 피탐될 확률이 높고, 특히 

양 현측에서는 레이더 최대 탐지거리에서 항상 피탐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PI레이더를 

탑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동

일한 크기의 형상이라도 측면각에 10도의 경사를 주는 

스텔스 기법을 적용하여 RCS를 줄일 경우 레이더에 의

한 피탐확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평균 피탐거리가 

1.2km에 불과하게 된다. 만일 본 플랫폼에 표 2에서 기

술한 1W 출력의 LPI 레이더를 탑재하였다면 상대 레이

더에 의한 피탐거리가 상대 ES에 의해 피탐되는 거리인 

2.5km 보다 짧아지므로 매우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PI 레이더를 탑재한 플랫폼

이 “피탐거리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플랫폼의  RCS 값이 작아져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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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성공적인 작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해군 작전

을 수행하는 함정은 상대에게 발견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RCS, IR, 수중방사소음 등 다

양한 특수성능을 고려하고 있다. LPI 레이더는 RF 스텔

스의 일종으로, 상대측 전자전장비에 의한 피탐 확률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침투작전용 함정이나 잠수함 등 

특수목적 함정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문에서 기술

한 데이터에서 LPI 레이더가 전자전장비에 의해 피탐

되는 확률은 유사 성능의 펄스레이더에 비해 비약적으

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PI 레이더가 탑재

되었더라도 플랫폼의 RCS가 클 경우 상대 레이더에 의

해 피탐될 확률이 커지며, 만일 자함의 LPI 레이더로 상

대를 탐지하기 전에 상대의 레이더에 의해 탐지된다면 

LPI 레이더를 탑재한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LPI 레
이더를 탑재하는 플랫폼은 자함의 RCS 특성은 물론 작

전상황에서 조우해야하는 대상의 RCS 값, 레이더의 성

능, 전자전장비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전

운용 개념을 정립하여야한다. 만일 자함의 RCS 값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어 상대 레이더에 의한 피

탐거리를 줄일 수 없다면 LPI 레이더의 송신출력 향상 

등 탐지거리를 확장하거나 전술데이터링크 등을 활용

하여 항상 상대방의 존재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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