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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유공간에서 전자파를 이용한 미사일 탐지능력

이용식*

Japan's Missile Detection Capability using Electromagnetic Wave in 
free space

Yongsik Lee*

요  약 

일본은과거 2차세계대전과러시아와북방4개도서영토분쟁, 중국과센카쿠열도및태평양진출정책등으로인한갈등문제로주변

국가무기체계에대한정보획득에지속적인관심을갖고정보자산확충에많은투자를해왔으며 1998년에북한의대포동미사일발사

계기로고주파수대역을활용한탄도미사일탐지및요격을위한정책수립, 탐지체계개발, 요격무기체계도입에많은예산을사용해왔

다. 1950~1960년대 미군에서 설치, 운용하던 SIGINT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기술분석 후 성능이 우수한 SIGINT장비를 제작,

일본 전역 19개소에 설치하였고, 첨단 조기경보 레이더도 국내업체에서 제작, 28개소에 설치하여 일본영역으로 침입하는 항공기와

고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해상도가 우수한 광학 및 SAR위성 6기의 위성정찰체계와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이

탁월한이지스함 6척을해상에배치하여미사일발사준비활동과엔진실험, 미사일발사순간을언제든지탐지가가능하며또한미국

과의긴밀한공조로우주적외선감시망인 SBIRS망에접근하여주변국의탄도미사일발사를조기에탐지가가능하다. 향후에도동북·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본의 미사일의 탐지능력은 더욱 확장되리라 예상된다.

Key Words : ELINT, J/FPS-5, J/FLR-4, Aegis, SBIRS

ABSTRACT

Japan has a lot of interest about weapons systems development of surrounding national and has invested heavily in securing 
intelligence assets to get information about them, because of conflict issues between Japan and Russia with four northern 
islands, China with Senkaku Islands and entry policy into the Pacific. Japan has used a large budget to detect and intercept 
ballistic missile for reasons of the launch of the Taepodong missile in 1998. After took over SIGINT equipments which U.S. 
force had operated in 1950s∼1960s, Japan made a technological analysis and advanced IT technology to produce superior 
equipments. Japan's SDF has installed them in 19 locations across Japan. In addition, Japan's JASDF has installed advanced 
early warning RADAR to detect aircraft and high speed ballistic missile entering JADIZ with S-band in 28 locations across 
Japan. It is possible to detect missile launch preparations, engine tests, and launch moments at any time for operation of 6 
satellites high resolution reconnaissance system and 6 aegis ship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Japan is accessible to 
the SBIRS networks which detects th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in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uture, Because the United 
States wants Japan to act as part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south Asia, it is believed that the exchange of intelligence on 
the surrounding countries between two countries will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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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수십년간일본은항공기및탄도미사일에대한공

중감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S-밴드, X-밴드를 활용한 지상레이더 체계,

지상 전자정보수집체계, 정찰위성, 이지스 함등각종감시

체계가 상호 각 단계별로 기능적으로 연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공중감시및탄도미사일탐지와관련된감시업

무를 수행하는 방공사령부(JASDF Air Defence Command)

는 항공자위대본부가있는요코다공군기지에있으며여기

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및 미국의 우주 미사일 발사

탐지체계에 직접적인 접근(direct access)이 가능하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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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 북한의 무기체계의 전자신호 수집 및 장거리 미사

일발사를감시하기위하며높은주파수대역의탐지장비를

많이설치하고있다. 특히중국의항공기와탄도미사일발사

를 감시하기 위하여 오키나와 및 류큐(Ryukyu)에 SIGINT

장비와조기경보레이더를많이설치하였고특히 1998년 대

포동 미사일 발사 계기로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J/FPS-5

레이더를카마부스사이트, 사도지마에설치하여 북한의장

거리 미사일 발사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

다[1].

2013년 일본 의회가승인한국방방위백서(National Defence

Program Outline)에서일본이냉전후에직면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일본 정부가가장 먼저해야 할일은 자위

대의 정보감시능력을 시급히 개선하고 확대하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2]. 방위백서에서 자국 및 주변국의 정보

(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에

대한 정보지배권을 자위대에 부여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수십년동안일본은이미상당한정보감시능력을개선

발전시켜 왔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일본이 추진해 온 탄도미

사일에대한감시능력을개선하기위해노력한 ELINT 수집

체계, 지상레이더조기경보체계, 정찰위성체계, 이지스함, 미

국과의 공조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지상 ELINT수집기지와 정찰기에서 수집한 SIGINT/

ELINT 신호는수집부대에서 1차적으로처리하고도쿄에있

는방위성공군참모부서, 햐쿠리(Hyakuri) 공군기지 ELINT

처리센터, 후추(Fuchu)공군기지 방공사령부(Air Defence

Command) 등으로전송되며지상조기경보레이더에서수집

된자료도실시간으로요코다근처에새로전개한방공사령

부(ADC)로 전송된다.

2009년까지 기지방공체계(BADGE: Base Air Defence

Ground Environment)로 알려진 일본지상방공관제시스템

(JADGE: Japan Air Defence Ground Environment)은최근

에 전지역에 걸쳐 조기경보레이더가 FPS-4, FPS-5로 설치

되었으며, 최신레이더 J/FPS-5의 4대중각 2대는중국과북

한의 미사일 발사시 탐지 및 궤도추적이 주 임무 이다[3].

일본은 1993년 5월중거리 노동 1호 미사일(IRBM), 1988

년 대륙간탄도 대포동미사일(ICBM) 발사계기로 미사일 탐

지, 추적 및 방어를 위한 콩고급(Kongo-class) 4척, 아카고

급 2척등이지스함 6척을보유하고있다(2020년 2척추가예

정).

일본이 미사일 탐지 및 방어체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의 JADGE와 SIGINT 수집기지 등이 포함

된 조기경보망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시키는 것

이며이는일본상공을지나가는모든미사일에추적하는것

을목표로하고있다[3]. 일본항공자위대는 1970년에구축한

JADGE시스템을한동안미국과의 JADGE 네트워크공유를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2005년에 네트워크 연동을 동의하여,

현재는 모든 수집된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Ⅱ. 전자파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감시체계 

2.1 COMIN 및 ELINT 수집체계  

일본의 SIGINT 지상 수집기지는 그림 1과 같이 총 19개

소로우주공간에서송수신되는다른나라의통신및비통신

주파수를수집하여분석하고있으며이중에서미사일발사

와관련된 SIGINT신호는 항공자위대의경우 7개의 ELINT

기지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이들 ELINT수집기지에서 목표

는 적의 항공기와 함정, 탄도미사일의 전자신호를 수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1].

그림 1. 일본의 지상 SIGINT 19개기지

일본의지상 SIGINT수집범위는러시아사할린을감시하

기위한북쪽지역인홋카이도에 9개의수집기지들이구축되

어있고한반도지역의 COMINT 및 ELINT신호를수집하기

위해큐슈와혼슈지역에미호등 4개의 SIGINT기지가있으

며중국과분쟁지역인센카쿠지역을감시하기위한오키나

와지역에 3개의 SIGINT 수집기지가 있다.

일본 자위대(JSDF)의 SIGINT임무는 독립적으로 2차대

전 및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및 러시아의통신및 비통신

신호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1965~1966년도에 미국에서

와카나이에 설치, 운용한 신호수집장비(Panoramic collection

system) AN/FLR-12장비를 1972년에 인수받아도시바에서

성능개량을 통해서 재생산한 J/FLR-2, J/FLR-3, J/FLR-4,

J/FLR-4A 장비를 SIGINT 수집기지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VHF, UHF, SHF 대역의 COMINT 및

ELINT 신호를 순차적으로 전 주파수 대역을 스캐닝하면서

신호를 수집하는 장비이며 J/FLR-3, J/FLR-4 장비는 전자

전 기능과 연동된 신호 수집 장비이다[1][4].

2차 대전 후 1958~1997년까지 일본은 쵸베츄(Chobetsu)

라는 육상자위대 소속으로 9개의 SIGINT 국소(Wakkanai.

Nemuro, Higashi Nemuro, Kobunato, Miho, Ooi, Tachia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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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ai-Jima, Okushri)를 전역에걸쳐운용하였고 1991~1993

년사이에일본의 SIGINT업무, 즉 ELINT 업무의팽창에따

라소규모기지를홋카이도지역인 Rebun 섬, 마루야마, 쉬베

츄, 라우수에수집시설을추가구축하였다. 최근에는센카쿠

지역을더욱더정밀감시하기위해일본의최남서쪽요나구

니(18번째)와최남동쪽이오타(19번째)에 추가로구축중에

있으며일본의모든수집기지는한곳에군별로 1~4개의 서

로 다른 SIGINT수집부대가 들어서 있으며 방향탐지장비와

같은 수집장비는 서로 공유하고 있다[1].

항공자위대 소속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세부리야마,

후쿠에지마, 미야코지마 등에는 첨단 수집장비인 J/FLR-4,

J/FLR-4A가설치운용되고있으며 80~100여명의인력이근

무하고있다. 주요 7개수집기지에는그림 2와같은 HF 방향

탐지 장비인 “코끼리 우리(elephant cage)"라고 알려진

CDAA(Circularly Disposed Antenna Arrays) 시스템을 갖

고 있으며 미호, 치토스, 키카이지마에는 규모가 큰 CDAA

가 있어 5,000Km 거리에 이르는 방사체에 대해 대략 0.5도

오차범위를갖는매우정밀한방향탐지데이터를얻고있다.

그림 2. HF대역 방향탐지 CDAA시스템의 안테나

홋카이도지역 SIGINT기지는와카나이, 네무로, 마루야마,

레번섬, 쉬베츄, 히가쉬 치토스, 오쿠쉬리, 라우수, 카와키타

등 총 9개 기지로서 와카나이는 홋카이도 최북단 지역으로

여러기관의 SIGINT 시설뿐만아니라여러다른기능의안

테나 시설도 있으며 주로 이들 수집기지는 러시아 잠수함,

함정 등 해군의 이동 관련하여 신호를 수집하고 있다. 미군

은 와카나이 수집기지에서 1972년 6월까지 운용되었던

AN/FLR-12 VHF/UHF SIGINT 시스템과 NSA에서 사용

한 타워들을 일본에 인계해주었으며 1973년 일본은 미측의

구형 AN/FLR-12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VHF, UHF,

SHF대역 신호를파노라마형태로수집할수있는 J/FLR-2

를 제작하여 그림 3의 왼쪽과 같이 와카나이에 설치하였고

SIGINT 주 업무시설은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 사할린 방향

으로 하여 육상·항공자위대, 미측에서 SIGINT작전을 하고

있다. 와카나이 SIGINT 국소는 레번섬뿐만 아니라마루야

마에 파견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마루야마는 1904년 구소련

의함정움직임을감시하기위한관측소를운용한곳으로현

재는 육상·항공자위대, 미공군 파견대가 SIGINT업무를 하

고 있다.

그림 3. 와카나이기지의 메인 SIGINT 시설 전경(왼쪽), 세부리

야마의 J/FLR-4 COMINT/ELINT 수집 레이돔(오른쪽) 

네무로에는 육상·항공자위대의 SIGINT시설과 조기경보

레이더 J/FPS-2가 운용되고있으며, 쉬베츄기지는네무로기

지의 중요한 수집목표에 대한 Back Up 수집업무를 지원하

고 있다. 쉬베츄의 실제적인 작전업무는 카와키타와 라우수

에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무로 SIGINT기지는 일본

의 최북동쪽에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SIGINT업무 기지로

서이곳은 2차세계대전때일본해군에서 SIGINT기지로사

용했던 곳이기도 하며 현재는 육상·항공자위대의 SIGINT

시설치별도로구축되어업무를수행하고있다. 항공자위대의

ELINT 기지는 J/FLR-2의 360도 회전하는 VHF/UHF/SHF

COMINT 및 ELINT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히가쉬 치

토스 SIGINT기지는 일본에서가장 큰 규모의 SIGINT기지

이며 와카나이와 히가쉬 네무로, 오쿠쉬리에 각각 파견대를

운용하고 있다.

치토스에는 11개의 Satcom 안테나가 있는데 이 Satcom

의수집목표위성은구소련타원궤도인 Molniya와정지궤

도위성 Gorizont 통신위성이다. 오쿠쉬리SIGINT기지는 홋

카이도 남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지상방공

관제시스템인 J/FPS-3가 약 1Km 지점에 있다. 미공군은

1950년대에 미자와기지로부터 파견대를 운용하였으며 이는

구소련 공군통신신호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983년

일본은 홋카이도 해안에 구소련의 시베리아 군통신 신호를

수집하고자 SIGINT기지를 계획하였으며 1990년부터

ELINT, COMINT 신호수집작전을시작하였다. SIGINT 시

스템으로항공자위대주관, 개발한 VHF, UHF, SHF 대역을

수집할 수 있고 전자전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J/FLR-3가

1991년에 첫 SIGINT 업무를 시작하였다.

혼슈지역 SIGINT기지는 코분나토, 오오이, 미호 등 3개

기지가 있다. 코분나토 SIGINT기지는 한반도의 판문점과

같은위도에있으며현재는동해안과구소련해상에서활동

하는 신호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1980년대까지는

구소련 육군의 6개 부대에 대한 감시가 목적이었지만 1988

년 36-element HF CDAA DF시스템이설치되고난후대양

감시능력이확장됨에따라현목표대로변경되었다. CDAA

시스템은도쿄에있는 Koden회사가설치했으며이회사는무

선신호를수신하는장비와방향탐지장비를생산하고있는

데 1947년이후일본의어업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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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시스템을 생산하였고 HF대역부터 UHF대역에 이르기까

지 KDF-580 MF/HF DF system, KDF-583 VHF DF

system, KDF-581 UHF DF system, 555A DF system 등을

개발하였다[5]. 오오이기지는 1953년도에 SIGINT업무를 시

작한 기지로 1936~1945년까지는 일본해군의 신호정보 주작

전기지였으며도쿄로부터북서쪽으로약 30Km떨어진지점

에위치해있고중국, 러시아, 한국의 신호를수집하고있다

[1]. 특히 HF 대역과 Satcom을 이용하여 타국가의 외교 통

신신호를 수집하는 것이 주 임무 이다. 미호기지는 시마네

반도의 도토리 현에 있으며 일본의 SIGINT기지로서 두 번

째로중요한기지로북한과가장가까운수집기지이며원산

까지는 600Km, 청진까지는 800Km 떨어져 있으며 주 임무

는 북한의 통신신호를 수집하는 것이다. 미호기지에는 약

120명이북한육군, 해군, 공군, 사회분야등 4개분야에 10개

팀을 운용하고 있다[1].

큐슈지역 SIGINT기지는타치아라이, 세부리야마, 후쿠에

지마 등 3개 기지가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중국의 Zhejiang

과 Jiangsu지방으로부터 통신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타치아

라이와 키카이지마(오키나와)에 2개의 SIGINT기지를 구축

하였다. 타치아아리 국소는 1961년에 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중국 육군, 해군, 공군, 일반 사회분야에 대해서 HF대역과

VHF대역에서 수집하고 있고 특히 공군분야에 대해 집중적

으로 수집하고 있다. 안테나 방향을 고려할 경우 한반도도

수집대상으로하고있는데 1988년에 설치된 2개의 Rhombic

HF 대역안테나는 320도 방향과 303도 방향을향하고있어,

이는 한반도 방향으로 한국에서 방사되는 통신신호를 수집

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또한 350 방향으로미측모델인

26개 element 527 HF 고이득 LPA 안테나가 있고, 8개의

element로 되어있는 Adcock HF DF 시스템안테나가설치

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방향으로 북한의 통신신호를 수집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 1991년에는 2개 이상의 HF대

역 Doublet 안테나와신형HF대역빔형(beam ANT) 안테나

가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방향인 346도와 타이완 방

향인 226도로 2개의 신형 회전 가능한 VHF LPA 안테나가

설치되었고 고정형으로 상하이 방향인 266도와 북한방향인

338도 방향으로 안테나가 설치되었다. 세부리야마 SIGINT

기지는항공자위대에서 J/FPS-3 레이더와 2006년도에설치

된 J/FLR-4 COMINT/ELINT장비를설치하여운용중에있

으며 중국과 북한의 신호수집에 목표를 두고 있다. 수집된

SIGINT데이터는카수가(Kasuga)에 있는제2경보데이터처

리부대(2nd Warning Data Processing Unit)에서 처리되고

분석되며그후에는후추(Fuchu)에 있는방공사령부로전송

한다. 항공자위대는 2007년에 도쿄 남서쪽으로 1,050Km 떨

어진 큐슈의 후쿠에지마에 중국 군부의 움직임을 모니터하

기위해 COMINT/ELINT 감시 시설이일본의최남단에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에 지상방공관제시스템 레이더

J/FPS-3을 철수하고 그 자리에 SIGINT J/FLR-4A 장비를

설치하여 2014년 4월부터 장비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오키나와지역에는미야코지마, 키카이지마, 요나구니등 3

개 SIGINT 수집기지를운용하고있으며항공자위대의미야

코지마 COMINT/ELINT장비 설치는 2004년 중국 전함과

항공기의 신호를 포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공사

착수하여 2009년부터운용하기시작하였다. 이 SIGINT기지

는중국공군의활동관련 ELINT, COMINT신호를수집하고

전자전(ECM) 활용을위한자료수집을목적으로 J/FLR-4A

장비를 설치하였다. 미야코지마에 설치된 J/FLR-4A는

J/FLR-4 에 비해 수신감도를높이기위하여안테나크기가

약간 더 크다. 키카이지마는 류큐(Ryukyu)섬의 북쪽 끝 지

점에 있는 SIGINT기지로 일본에서 중국의 동쪽에 가장 가

까이있으며상하이와항조우와는대략 850Km 떨어져있다.

이 SIGINT기지는 실제적으로 25년간 거의 역할이 별로 없

었고관심도별로끌지못하다가현재는중국의 HF, VHF신

호를수집하는데가장중요한기지가되었다. 1962년최초로

작전을개시했을때주임무는중국군의신호를모니터하여

중국군의 움직임과 송신국소의 위치, 정체를 식별하는 거였

으나 1990년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1,000NM에서 활동하는

신호를 수집가능하게 되어 남서쪽으로는 배트남 해안까지,

북동쪽으로는오호츠크해지역까지신호를수집하고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통신신호도 수집하고 있다.

2.2 조기경보레이더 및 지상방공관제시스템(JADGE)

일본지상방공관제시스템(JADGE)은 1960년부터일본산

악및해안가에설치한 28개의레이더기지를통합, 네트워크

하여 일본 영공을 침범하는 항공기 및 미사일을 탐지, 추적

및 정체식별을 위하여 구축, 운용되고 있다[3]. JADGE시스

템은모든항공기및미사일의위협에대한조기경보를제공

할 뿐 만 아니라 항공방어태세의 기본 요소인 전투기지 및

지대공미사일부대와직접연결되어있다. JADGE시스템은

항공방위사령부소재 전투운용센터, 지역운용센터 4개, 28개

레이더기지, 데이터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JADGE 기

지는전자장비와정보시설(Intelligent facility)장비에연동되

어있고 ELINT는조기경보임무와영공방어를위한전자전

준비에기여하고있다. 특히 전자전대책(ECM)과 전자전 대

응대책(ECCM)의 기능측면에서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기

지간은 광케이블로구축되어있고위성통신및 M/W로 3중

화되어있어명령및제어, 데이터송수신이이루어지고있다.

항공자위대 항공방위사령부(ADC) 본부와 JADGE 전투

운용센터(COC)는 요코타기지에 있으며 2005년 미일동맹일

환으로 공동미사일방어계획 일부로서 주일 미공군본부 및

주일미5공군을요코다기지에배치하여탄도미사일탐지및

요격에핵심통제센터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JADGE레이

더기지 28개사이트는홋카이도 6개, 혼슈북부 3개, 혼슈중

부 8개 , 혼슈서부 7개, 4개 기지는 류큐열도에서 미야지마

섬에 걸쳐 남부구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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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탐지하기위한제1세대 JADGE시스템의레이더

는 J/FPS-1으로 일본 NEC가 1971년 휴즈항공사와 라이센

스계약을맺고개발에착수하여와지마를포함해오타키네

야마, 미네오카야마, 카사토리야마, 혼슈 서쪽 다카오야마,

세부리야마등 7개사이트에설치하였으며 2세대 JADGE시

스템 J/FPS-2 레이더는 1979~1990년 사이에 NEC가개발한

3차원 레이더로 방위각의 위상/주파수 스캔과 기계적인 방

향설정을갖는평면위상어레이(Phased array) 기술을사용

했다.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370Km로서 클러터 제거 및

ECM/ECCM을위해향상된디지털처리기술을사용하며이

기술은심각한재밍에도항공기탐지및추적이가능하고카

마부세, 킨포쿠, 와까나이, 네무로, 야마다, 오마에자키, 미시

마섬, 유니섬, 시모노세키, 오키나와 요자다케, 미야코지마

등 7개기지에설치되었다. 3세대 J/FPS-3 레이더는장거리

레이더와단거리레이더로구성되었고평면 Array기술이적

용되었다. 장거리레이더는 6rpm, 단거리레이더는 15rpm으

로 회전하며 직경 17m의 한 쌍의 레이더로 설치 운용되고

있다. 장거리 레이더는 L밴드에서 고도 10~20Km, 거리

390~650Km까지목표물을탐지할수있다. 단거리레이더는

S밴드를 사용하며 탐지거리는 150Km에 이른다. J/FPS-3

시스템은 1989~1991년 교가미사키(교토현), 카모(아키타현),

아타키네야마(후쿠시네마현)에 설치되었으며 1세대 레이더

J/FPS-1기지 설치기지 7개는 1990년대 말에 J/FPS-3으로

모두 교체 완료했다. 1987년 방위성은 통합방위디지털망

(IDDN)을 구축하여 중앙통제소와 명령, 통제, 통신, 정보시

설, JADGE 레이더 기지간 안전한 통신링크를 구축하였고,

이때통합디지털망은유선, M/W, 위성망으로구축된 3개의

망을구성하였으며, 특히중요한것은미국의디지털망과상

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포맷을 구체화 시켰다[3].

1990년초미국은항공자위대의 JADGE시스템과연동을

위해 링크-11 포맷 기술자료를 제공했으며, 링크-11은

HF(2~3MHz) 밴드와 UHF 대역을이용하여 JADGE기지에

서 획득된 항적 자료를 항공방위통제센터, 항공자위대 전투

기간 자료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2000년대 까지

JADGE 시스템은 모두 미국 링크-16 포맷형태로 통합정보

분배시스템(JTIDS)과 다중정보분배시스템(MIDS)을 구축

했으며 따라서 안전하고 빠른 디지털 데이터링크를 제공하

여 기지 및 전투기간 데이터, 전술영상 교환이 가능해졌다.

1999년방위성은 10년이상운용한구형 JADGE시스템의항

공정보및통제능력을보장하고고속의표적을추적하는기

능과 데이터 처리 및 통신능력이 고도로 향상을 위해서

FPS-4 레이더를개발에착수하였다. J/FPS-3에서 J/FPS-4

로교체하는주요특징으로탐지레이더의전자전기능을보

강하는것으로서도시바, MELCO 및 토키맥회사에서개발

하도록하였다[6]. J/FPS-3 레이더 7개기지, 세부리야마, 카

사토리야마, 카모, 와지마, 오타키네야마, 쿄가미사키, 토베

츄는 모두 J/FPS-4로교체되었고 구형레이더 및레이돔은

모두 철거되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발사계기로

고속의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여

SHF대역으로 2000년에 착수, 2003년에 J/FPS-5를 완료했다.

그림 4. 세부리야마의 미사일 탐지, 추적용 J/FPS-5 레이더

그림 4와같은 J/FPS-5는 높이 30m, 너비 20m의 거대한

삼각형구조로회전레일을따라회전하며직경 18m의레이

더가마주해있다[7]. 항공자위대는 2004~2005년 J/FPS-5의

전투기 및 모의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시험을 완료했으며

2005년에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러시아 북쪽을 가로

질러수천마일비행하는탄도미사일을지속추적하는데성

공하였다. 2005년 8월 방위성은 탄도미사일 탐지를 위하여

J/FPS-5를 4개기지에설치하기로계획하였으며, 첫번째는

큐슈시모노세키에 2009년에설치하였으며나머지 3개는니

카타현사도지마, 아모리현카마부스야마, 오키나와섬요자

다케에 2011년에 모두 설치하였다. 시모노세키기지와 요자

다케기지는중국의탄도미사일추적에최적의장소이며카

마부스기지와사도지마기지는북한미사일을추적하는데최

적의 장소이다[3].

2.3 항공정보자산 감시체계

항공자위대 COMINT 및 ELINT 수집부대는각기지에서

분석실을운용한다. 예를들어쇼쿠리공군기지소속 501항공

정찰대대는 RF-4EJ 정찰기 17대로 통신신호 및 전자신호

처리시설, 분석실을 운용하고 있다. RF-4EJ는 대지공격능

력, 공중급유기능, AN/AJB-7 폭탄투하 시스템을 삭제하고

미쓰비시가 만든 외장형 ELINT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프

랑스톰슨이만든 ASTAC 시스템을기반으로하고있다[1].

ASTAC 시스템은 어려운 전자전 환경에서도 위협 레이더

신호를수신, 분석하며위치식별도가능하다. 외장형단자는

수집한 ELINT자료를항공에서지상으로전송하는 UHF 데

이터링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신속한 전자전투서열 변경이

가능하다. 데이터는정밀분석을위해쇼쿠리에있는자료저

장소에저장된다. 룩다운, 슛다운기능이부가된AN/APG-66J

펄스 도플러 레이더[9], J/APR-6 레이더 추적/경보 시스템,

AN/ALQ-131 EMS 포드(옵션) 등이 탑재되었다.

항공정보자산(EW, AEW&C, ISR 등)의경우일본은 2014

년 기준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EW(조기경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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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정보/감시/정찰)은 7대를 보유하고 있고 C2(지휘/통제)

는 17대를보유하고있다. 항공정보자산의특징은단순히이

웃 국가의활동을 감시한것 뿐만 아니라유사시에 해당지

역의 공세적 전투자산을 지휘통제하여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까지 갖추었다는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미국과 일

본에서만 운용하는 EP-3C 정찰기 5대, 전자전시험기

UP-3C 1대 및 전자전훈련기 UP-3D 3대를 보유하고 있다.

SIGINT수집기인 EP-3C는통신및전자신호를수집하여실

시간으로 모기지에 전송하는 항공기로 프로펠러 엔진인

P-3C초계기를베이스로하여개조된정찰기로약 4,400Km

의항속거리와 24명정도의작전인력이탑승하며, 항공자위

대에 운용하고 있는 전자전/신호정보 정찰기인 YS-11E(일

본제작)은주변국의통신및전투기, 지상레이더, 함정등에

서나오는전자신호를수집, 분석하는정찰기로 11대를운용

하고 있다[8].

2.4 광학 및 SAR위성 감시체계

일본의첩보위성은 2017년 3월현재까지광학위성 3기, 레

이더위성 3기, 예비 1기 등 총 7기의 정찰 위성이 운용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우주기본법(Basic Space Law)을 제정

하여 국가 우주정책을 국가전략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009

년에는향후우주의군사적사용목적으로정보수집, 경보, 정

찰, 통신, 위치추적, 내비게이션, 기상활용등을정의하였다.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독자적인

정보수집 위성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최초로

2003년 3월 H-IIA 5호기에의해쏘아올린광학 1호기의해

상도는 1m급이며 SAR(합성개구레이더)위성의 경우 1~3m

급이었다. 2009년에 해상도 60Cm급의광학위성을발사하였

고 2011년도에는 1m급의 SAR 위성을발사하였다. 가장최

근에 발사된 광학5호기가 2015년 3월에 발사되었는데 해상

도가 30~40Cm급이며 2017년 3월에발사된 SAR위성 5호인

의경우 50Cm급으로매우선명한영상을확보할수있는능

력을 갖고 있다[9].

일본의 우주개발계획은 내각 산하 우주개발위원회(SAC:

Space Administration Council)에서 총괄하며 위성개발은

항공우주개발단(JAXA)에서 주관하고, 위성운용은 내각 위

성정보센터(도쿄 방위청청사 근처)에서 주관하며 약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까지 로켓 H2A 발사는 27회 연속

성공하고있으며미국의MD정책에적극참여하고있다[10].

2.5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감시체계

이지스함의전투체계는탐지와추적, 조준이모두통합된

체계로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탐지능력은 뛰어나다.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더는 1973년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

된 AN/SPY-1 레이더로 주파수는 S밴드(3.1~3.5GHz) 또는

X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4면이 각각 독립적으로 360도를

커버하며한면당각 200개항적, 즉동시에 800개항적을탐

지및추적하도록되어있는 3차원위상배열레이더다. 탄도

미사일 탐지거리는 목표물의 RCS에 다소 영향을 받지만

1,000Km까지 탐지가능하다. 레이더는계속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일본이지스함에는콩고급에는 SPY-1D, 아타고급에

는 SPY-1D(V)가탑재되어있는데 SPY-1D(V)레이더가연

안운용능력이보다강화되어고밀도의클러터나 ECM상황

속에서도소형고속목표의추적능력과천정부근의탐지/추

적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레이더이다[11].

일본 해상자위대는 공고급(9500톤) 이지스함 4척, 아타고

급(7,700톤) 이지스함 2척 등 6척을보유하고있으며 2020년

까지 추가로 2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다. 아타고급은 미해군

의알레이버크급플라이트ⅡA의설계도를받아들여건조한

함정으로 대잠헬기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구조를 변형

하여 건조하였다.

레이더소자를위상배열(Phased Array)한 방식의 SPY-1

레이더는 일반 레이더가 회전하면서 전파의 발사방향을 조

절하는데반해고정된위치에서단지주파수의위상차를이

용하여지속적으로목표물을탐지및추적한다. 일반회전식

레이더의안테나가분당수십회회전하면서짧은시간동안

한방향만탐색할수있는반면, SPY-1 레이더는같은방향

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미사일탐지능력이 우수하다

일본이지스함의 X-밴드레이더는그림 5와같이탑재형

으로 소형이지만 레이더 본체 안테나 길이만 12.8m, 높이

2.6m, 무게는 34t에 달하며 찾아낸 목표물은먼저 SM-3 함

대공 미사일로 최대 170㎞ 밖에서 요격하며 SM-3의 1단계

그림 5. 이지스함 탑재 탄도추적 SPY-1D레이더 안테나

공격을통과한 적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은 최대 9.6㎞떨

어진 곳에서 2단계로 램(RAM) 미사일로 적 항공기나 미사

일을 요격한다. 일본 자위대의 이지스함 레이더는 2009년 4

월 5일이지스함 ‘공고’가북한무수단리미사일기지에서발

사되는대포동미사일을미군의조기경계위성보다먼저탐

지해 도쿄 이치가야에 있는 방위성 중앙지휘소에 타전했다.

Ⅲ. 미국과 미사일발사 탐지정보 교류

3.1 미·일간 미사일 발사 탐지정보 교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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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정찰정보측면에서 미일관계는 과거 수십 년 동

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프로그램

을계기로미일간긴밀한군사동맹이강화된반면에중국및

북한의미사일, 핵개발이더욱촉진되었다. 특히항공자위대

가 미국의미사일 발사탐지 및초기 추적자료와레이더 경

보, 추적네트워크에접근을통해얻은기술, 운용적혜택으

로 미일동맹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해상자위대가 미해군과 이지스함 미사일 방어를 위한 자

료를 공유하는 것에 비해, 항공자위대는 미공군과 항공정찰

자료 공유하는데 미온적이었으며, 미군은 일본의 JADGE에

서 획득한 항적자료를 꾸준히 요구하였다. 과거 미일합동훈

련시임시로GADGE수집정보를미공군에제공했지만일본

은 방공방위망의 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었다

[3]. 1964년일본은최초 JADGE시스템을설계할때미군과

상호운용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1990년대 초

반 미군은 링크-11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자료공유 필

요성과미일항공방위정보시스템의통합가능성을제시하였

다. 이를위하여 1993년초에미미사일탑재이지스순양함

Bunker Hill을 활용하여 완벽한 일본 대공방어 일환으로

JADGE 시스템과링크-11 연동을통한자료공유훈련을실

시했다. 그 결과 일본은 상호협력과 의견교환, 자료 교환이

양측에매우유익했고 JADGE 시스템이링크-11을통해해

상자위대 E-2C와연동되어자료교환이이루어졌지만, 미측

이접촉할수없도록암호화하여자료전송이이루어졌다[3].

그러나 항공자위대의 오키나와와 류큐열도를 포함한 남

서방위지역에서 항공통제 경보업무는 전반적으로 미일관계

정보교류가잘이루어졌다. 카데나기지미공군의비행은그

지역의항공통제에크게의존하기때문에 1983년이후미제

623항공통제비행단 작전요원들이 오키나와 나하공군기지에

있는 JADGE 지역센터에 30여명이근무해왔으며미군은오

키나와 주변에 있는 4개의 지상 레이더로부터 획득된 데이

터를 나하공군기지로 전송하였다.

일본정부는 93년 3월, 북한 노동미사일 1호 발사 이후

BMD시스템개발을신중히고려하기시작하였으며 98년 9월

대포동 1호 미사일발사이후일본은미국의 BMD기술에관

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99년 9월 미사일방어시스템 개발을

위한 합동연구협정을 체결하였다. 2003년 12월, 미·일은 탄

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2004년 미사일

방어를위해미국은 JADGE항적자료에대한완전한접근을

허용하기로협정을체결하였다. 2005년 일본은미국이X-밴

드레이더를일본내샤리키캠프에전개하고항공자위대사

령부 및 JADGE COC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였다. 2005

년 미일합동명령통제 회의에서미국은 J/FPS-5 자료에대

한 접근을 요청했고 일본정부는 해상자위대 미해군간 이지

스함에서 수집된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JADGE 시스템에서수집된자료도공유하는정책으로방향

을 선회하였으며 2006년 1월에 동년 말까지 미사일방위완

관련된 정보망을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3월 미일 양국 외무장관은 큐슈 JADGE COC와

요코다미제5공군사령부간에항구적인링크를구성하고모

든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는 조항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으

며 그해 5월까지 일본의 J/FPS-X에서 수집된 자료와 미국

조기경보위성, 샤리키 및 미 이지스함에 탑재된 X-밴드 레

이더에서수집된자료는모두공유되어두나라의주변국미

사일 발사 정보 수집능력은 매우 증가되었다.

3.2 미사일 발사 탐지 X-밴드 레이더 설치

X-밴드 레이더는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미·일간

상호필요성에의해서 2004년 일본에 X-밴드레이더배치를

정식으로제안했으며 2005년 10월 미·일간에새로운레이더

설치에최적의장소를제공한다는미·일간협정에서명하였

다. 일본 샤리키 캠프는 일본해의 가장자리에 있어 일본 및

미국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데 최적의

장소였다.

AN/TPY-2 레이더 시스템은 레이숀사가 2억 달러를 들

여 만든 고전력 평면 배열레이더이며 탄도미사일의 항적을

탐지, 추적하는 감시기능을제공한다. AN/TPY-2 레이더는

하드웨어와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

합되어 있다. 주파수는 파장이 짧은 10GHz 대역의 X-밴드

로 항공자위대의 J/FPS-4, J/FPS-5 레이더 탐지거리보다

길며 미사일형태 및실제탄두와 기만탄두를 구분할수 있

다. AN/TPY-2레이더가 포함된 FBX-T(Foward Based

X-band Radar Transportable) 시스템은 2006년 6월말샤리

키에 설치되어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FBX-T시스템은 트

레일러 4대로구성되어각각의트레일러에는AN/YPY-2 레

이더안테나, 데이터저장, 처리컴퓨터, 냉각시스템등이구

성되어있고미육군태평양사령부제94지상·항공·미사일방어

사령부 소속으로 약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12].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방부는 서태평양지역

에 두 번째 FBX-T 시스템을 2012년 9월 일본의남쪽 섬에

배치하기로결정했으며또한향후에북한및중국의탄도미

사일에대응하기위한세번째로남서아시아지역에 FBX-T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13].

3.3 미 DSP/SBIRS위성 수집자료 공유

지상 조기경보레이더망인 JADGE망을 미국 BMD체계에

통합시킴으로써 일본은 DSP(Defence Support Program)/

SBIRS(Space-Based Infra Red System)의 미사일 발사 탐

지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조기경보위성인 DSP위성은 1993년 3월 29일 발사된노동 1

호, 1998년 9월 31일 발사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탐지하여

콜로라도버클리및일본으로신속히그정보를전송해주었

다. 1995년 1월 미국은만일일본이공동으로 BMD 개발프



일본의 자유공간에서 전자파를 이용한 미사일 탐지능력

85

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일본에 DSP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직

접제공할의향이있다고제안하였고따라서 1998년 9월 대

포동 1호발사시발사정보를콜로라도에서일본항공자위대

로직접전송하였으며 2003년중반에DSP/SBIRS 자료를직

접 수신하기 위해 콜로라도에 있는 SEWS(Shared Early

Warning System) 단말기를 요코다기지에 설치하였다[14].

2006년 7월 DSP위성은대포동 2호, 노동미사일을포함해

7차례의탄도미사일발사를감지하였으며이와미사일발사

관련모든 DSP자료는실시간으로요코다기지항공자위대의

SEWS단말기로 위성통신을 통하여 전송되었다.

2007년 3월 미·일은 합동전술지상처리시스템(JTAGS:

Joint Tactical Ground Station) 1개 시스템을일본에설치하

기로 합의했으며 이 시스템은 DSP위성으로부터 미사일 발

사및추적자료를직접수신할수있는탄도미사일방어핵심

시스템이다. JTAGS 프로그램은 DSP에연결된광대역데이

터에 대한 수신 및 처리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1990년 말에

시작되었으며목적은발사된탄도미사일의예상낙하지점과

비행중인탄도미사일의위치, 속도등을신속히판단하여미

사일방어부대에관련정보를제공해준다. JTAGS는 3개의

안테나와 1개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24명이

운용한다[15]. 이 시스템은 DSP/SBIRS위성에서탄도미사일

의발사적외선을탐지하여샤리키에있는 FBX-T레이더에

자료를 건네주면 레이더가 목표정보를 찾아내어 고고도 요

격기에목표정보를전송한다. 2008년 1월부터공식적인운용

이 시작되었으며 이로써 일본은 DSP/SBIRS위성으로부터

수신한자료를 JTAGS에서처리하여실시간으로미사일발

사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이 한층 더 강

화되었다.

Ⅳ. 결 론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주변국과 항상 마찰을 일

으키면서 주변국가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을 노력해 왔다. 그

특징을보면, 첫째로 2차대전을통하여 SIGINT 및조기경보

의중요성을인식하게되었고, 러시아와북방 4개 도서문제,

중국과의 Senkaku 열도문제, 한국과는독도및과거사문제,

북한과는핵및미사일개발관련하여이웃국가에대한정보

수집에심혈을기울여왔다. 둘째로정보의특성상보안이필

요하고지속적인업그레이드를위하여신호수집장비나레이

더, 위성 등 일찍이 자국의 업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개발

하여운용해왔다. 셋째로일본전역을중심으로감시의사각

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 4가지의정보수집체계, 즉 SIGINT

체계 19개소, 조기경보레이더체계 28개소, 6척의이지스함, 6

기의 위성정찰체계를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미국

과의 긴밀한 공조로 우주적외선 감시망인 DSP/SBIRS망에

접근이 가능하여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

국가적으로위기에대응할수있는협조체계를유지하고있

으며 마지막으로 일본의 SIGINT는 각군별로 군 작전운용

환경에 맞게 정보수집자산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해상자위대는함정및항공기의움직임을탐지하고대

응하기 위하여 ELINT 위주로 운용하고 있고 항공자위대는

적 항공기의 움직임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하여

ELINT와 COMINT 위주로 수집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2013년 일본의국방방위백서에서언급하였듯이자위대의

가장 시급한 일은 주변국에 대한 정보감시능력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정보자산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향후에도 주변국과의

갈등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강국 정책으로 일본에 가장 위협적이며 핵심 무기체계

인미사일에대한정보획득에최우선적인정책을추진할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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