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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영공감시의 눈을 뜨다! 

피스아이(Peace Eye)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

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적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주로 사

람을 직접 보내 스파이 활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18세

기에 프랑스 몽골피에 형제가 수소 열기구를 발명하면

서 최초의 항공정찰이 시도됐으며, 19세기 미국 남북

전쟁 때는 정찰용 기구부대가 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항공정찰의 역사는 항공기의 발전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필수 전략병기, 조기경보기

오늘날에도 정찰기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데요. 현대공군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략병기

로 조기경보기를 뽑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군이 갖추어야 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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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임무이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1년부

터 조기경보기 E-737 ‘피스아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한반도 평화의 감시자라는 의미를 담는 피스아이의 원

래 이름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 & C; 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입니다. 호주와 터키도 우리와 같은 기

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주는 ‘웨지테일(독수리 이름)’, 터키

는 ‘피스이글’로 불린답니다.

피스아이의 비밀! MESA 레이더

피스아이의 기능은 MESA(Multi-rol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라고 불리는 고성능 레이더를 이용해 멀리서 다

가오는 적기나 미사일 등을 포착해 지상기지에 보고하고 아군의 전

투기나 지상 방공기지를 지

휘, 통제하는 것입니다. 피

스아이는 대형기체와 고성

능 레이더 돔을 채택하였

기 때문에 15명 내외의 운

영요원들이 탑승하여 최장 

8시간 이상을 하늘에 머무

르며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

다. 이 때문에 공중의 전투

지휘사령부로도 불리고 있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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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아이(Peace Eye)

공중의
전투지휘사령부!!

일반적으로 조기경보기들은 동체 상부에 원반 형태의 

레이더를 장착하나 피스아이는 바(Bar) 형태의 레이더를 장착

하고 있습니다. 탑햇이라고 불리는 이 레이더는 서양의 중절모

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기존의 조기경보기에 탑재된 

레이더들은 360도 전방위 탐색만 가능한 반면 탑햇 레이더는 

레이더 빔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MESA레이더의 

장점을 활용해 360도 전방위 탐색이나 특정지역의 집중감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 천

하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스아이의 레이더는 3,000여 개

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일반적인 360도 전방위 탐색 

시 탐지거리는 약 370㎞에 이릅니다.

피스아이의 레이더는 

3,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360도 전방위 탐색 시 

탐지거리는 약 37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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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도 침투 항공기 공중감시 가능

통상적으로 산 정상에 자리 잡은 지상레이더는 전쟁이 

터지면 적의 일차 공격목표이기 때문에 개전 초기에 파괴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공격에 취약하다면 전

쟁 발생 시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

다면 피스아이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레이더를 가동하기 때문

에 고정된 지상의 레이더에 비해 생존성이 월등히 높답니다. 또

한 피스아이는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상 레이더가 탐

지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탐지가 가능하고 북한의 AN-2기 

등 저고도 항공기에 대한 공중감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