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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GaN(Gallium Nitride) 소자 기술의 발달과 더
불어, 민/군 분야에서 GaN 소자의 고전력 및 고효율
특성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기술 선진
국에서 GaN 파운드리 시설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방송, 위성통신 및 레이다 등의 모든 분야
의 RF 부품 및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
발하다. 2010년 즈음까지도 GaN 공정 기술의 신뢰성
과 수율이 보장되지 못하여, GaAs(Gallium Arsenide)
고출력 증폭기 MMIC(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의 출력 전력 및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몇몇 제한된 응
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GaN 기반의 MMIC 기술 수요
및 기술 개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본 고에서는 현재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GaN 소
자의 특성과 GaN 기반 고출력 증폭기의 S-Band/CBand/X-Band/Ku-Band/Ka-Band 대역에서 최근 국내
및 국제 기술 동향에 대해여 설명하고자 한다.
[1]

Ⅱ. GaN Device
소자는 갈륨비소(GaAs)와 비교하면 밴드갭
(Eg=3.4 eV)이 넓은 특성과 고온(700 ℃) 안정성에 장
점이 있다. GaN의 넓은 밴드갭 특성은 MMIC의 동
작 전압을 20∼48 V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GaN

의 전력 밀도 0.5∼1.5 W/mm 대비 GaN의 전력
밀도 4∼8 W/mm 이상이 가능하여, 5배 이상의 출력
전력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적은 수의 큰 출력
을 갖는 GaN 기반 MMIC가 많은 수의 적은 출력을
Si이나 GaAs 기반 MMIC를 대체 가능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크기와 가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높은 동작 전압을 사용함에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출
력 임피던스가 상대적으로 커서 정합 회로를 단순하
게 가져갈 수 있다 .
GaN 소자의 높은 드레인 전류(charge density)는
MMIC의 광대역 설계에 유리한 이점이 있으며, 높은
GaAs

[2]

<표 1>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

[3],[4]

Property

Si

GaAs

SiC

GaN

Energy GaP (eV)

1.11

1.43

3.2

3.4

Critical electric field
(MV/cm)

0.6

0.5

3.0

3.5

Charge density
(# × 1×1013/cm2)

0.3

0.3

0.4

1

Thermal conductivity
(W/cm/K)

1.5

0.5

4.9

1.5

Mobility(cm2/V/s)

1,300

6,000

600

1,500

Saturation velocity
(× 107cm/s)

1

1.3

2

2.7

Max. temperature( )

300

300

600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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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특성은 전력 모듈에
필요한 냉각 장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GaN 소자의 넓은 밴드갭은 Si에 비해 10배 이상
의 높은 항복 전압 특성을 얻을 수 있어서 고내압 소
자 제작 시 실리콘 소재 기반의 전력 소자에 비해 소
자 크기를 소형화 할 수 있고, 시스템 구현을 보다 쉽
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GaN 소자는 높
은 전자 포화 속도(saturation velocity)를 가지며, 소자
의 스위칭 시간이 수 ns 이하로 기존의 Si 소자에 비
해 1/5 수준까지 낮아 고주파 특성이 우수하다 .

<표 2> S-band GaN

[1]

[5]

CREE
(CMPA2735075F)

Triquint[6]

III-V Lab[7]

주파수 2.7∼3.5 GHz 3.1∼4.3 GHz 2.7∼3.7 GHz
출력전력 80 W
71 W
30 W
효율 54 %
48 %
46 %
이득 27 dB
22 dB
20 dB
공급전압 28 V
35 V
25 V
=10 μs PW=100 μs
PW=50 μs
측정조건 PW
DC =1 %
DC=10 %
DC=10 %
크기 5.0×4.42 mm 4.1×3.1 mm 4.3×5.6 mm
(1)

(2)

Ⅲ. GaN HPA MMIC

2

미국의 CREE는 80 W 이상의 출력 전력에서 54 %
이상의 효율을 갖는 2단 증폭기를 개발하였고, Triquint는 0.25 um GaN MMIC를 이용하여 100 us/10 %
의 Pulse 조건에서 71 W 이상의 출력 전력에서 48 %
의 효율을 갖는 2단 증폭기를 개발하였다 .
유럽(프랑스)의 III-V Lab에서는 0.25 um GaN HEMT를 이용하여 50 us/10 %의 Pulse 조건에서 30 W
의 출력 전력에서 46 %의 효율을 갖는 2단 증폭기를
개발하였다 .
<표 2>에 최근 개발된 S-Band GaN 고출력 증폭기
MMIC를 요약하였다. S-Band GaN 고출력 증폭기
MMIC는 Radar 시스템, Advanced-LTE 기지국 시스
템, WiMAX 기지국 시스템, 기지국용 RRH, Femtocell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6]

[7]

3-2 C-Band HPA MMIC

미국의 CREE는 5.5∼8.5 GHz의 대역에서 광대역
설계 기법을 이용한 35 W 이상의 출력 전력에서 25 %
이상의 효율을 갖는 2단 증폭기를 개발하였다.
유럽(네덜란드)의 TNO(응용과학연구기구)에서는

2

2

사진

3-1 S-Band HPA MMIC

74

고출력증폭기 MMIC

(1)

PW: Pulse width,
nuous wave

(2)

DC: Duty cycle,

(3)

CW: Conti-

를 이용하여 50 W 이상의 출력
전력에서 45 % 이상의 효율을 갖는 2단 증폭기를 개
발하였고 , 유럽(이탈리아)의 ASI(Italian Space Agency)에서는 0.25 um GaN HEMT를 이용하여 50 us/10
%의 Pulse 조건에서 40 W의 출력 전력에서 40 %의
효율을 갖는 2단 증폭기를 개발하였다 .
<표 3>에 최근 개발된 C-Band GaN 고출력 증폭기
MMIC를 요약하였다. C-Band GaN 고출력 증폭기
MMIC는 이동통신 Backhaul(Backbone 네트워크와 서
브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나 WLAN 시스템, 기상레
이다를 포함한 다양한 Radar 시스템 등에 적용이 가
능하다.
0.25 um GaN HEMT
[8]

[9]

3-3 X-Band HPA MMIC

미국의 Triquint나 CREE의 제품의 경우, MMIC는
EL(Export License)로 인하여 현재까지 수입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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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band GaN

고출력증폭기 MMIC

CREE
(CMPA5585025F)

TNO[8]

<표 4> X-band GaN

2

Triquint
(TGA2312-FL)

ASI[9]

주파수 5.5∼8.5 GHz 5.2∼6.0 GHz 5.0∼5.8 GHz
출력전력 35 W
50 W
40 W
효율 25 %
45 %
40 %
이득 25 dB
20 dB
21 dB
공급전압 28 V
30 V
30 V
PW=1 ms
PW=50 μs
측정조건 DC=1 %
DC=10 %
크기 25.4×9.78 mm 4.65×3.8 mm 5.5×4.0 mm
2

2

사진

고출력증폭기 MMIC
CREE
(CMPA801B025F)

III-V Lab[10]

주파수 9.0∼10.0 GHz 8.0∼11.0 GHz 8.5∼10.5 GHz
출력전력 63.1 W
37 W
43 W
효율 38 %
36 %
52 %
이득 13 dB
16 dB
15 dB
공급전압 24 V
28 V
25 V
μs
PW=100 μs
PW=20 μs
측정조건 PW=100
DC=10 %
DC=10 %
DC=10 %
크기 1.74×24.0 mm 25.27×9.65 mm 4.5×4.0 mm
2

2

2

사진

적이다. 하지만 패키지된 제품에 대해서는 응용 분야
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Triquint는 0.25 um GaN HEMT를 이용하여 63 W급
의 38 % 효율을 갖는 1단 증폭기를 개발하였고, CREE
는 37 W 이상의 출력 전력에서 36 % 이상의 효율을
갖는 2단 증폭기를 개발하였다.
유럽(프랑스)의 III-V Lab에서는 0.25 um GaN
HEMT를 이용하여 20 us/10 %의 Pulse 조건에서 43
W의 출력 전력에서 52 %의 효율을 갖는 2단 증폭기
를 개발하였다 .
<표 4>에 최근 개발된 X-Band GaN 고출력 증폭기
MMIC를 요약하였다. X-Band GaN 고출력 증폭기
MMIC는 SARs(Synthetic Aperture Radars)를 포함한 다
양한 Radar,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및 위성 통신 Uplink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10]

3-4 Ku-Band HPA MMIC

는 0.25 um GaN HEMT를 이용하여 20 W
급의 27 %의 효율을 갖는 3단 증폭기를 개발하였다.
Mitsubishi는 2014년에 20 W급의 15 %의 효율을 갖
는 3단 증폭기를 소개하였고 , C∼Ku-Band(6∼18
GHz)의 넓은 대역에서 20 W의 출력 전력에서 15 %
의 효율을 갖는 2단 증폭기를 개발하였다 .
<표 5>에 최근 개발된 Ku-Band GaN 고출력 증폭
기 MMIC를 요약하였다. Ku-Band GaN 고출력 증폭
기 MMIC는 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서비스,
Ponit-to-Point 무선 통신 시스템, 그리고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Triquint

[11]

[12]

3-5 Ka-Band HPA MMIC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출력 증폭기 MMIC
가 미국(Triquint, Avago, Hittite 등)을 중심으로 GaAs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2년부
터 Toshiba, Triquint, North Grumman 등에서 Ka-Band
8 W급 이상의 GaN 고출력 증폭기 MMIC 제품 출시
Ka-Band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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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u-band GaN

고출력증폭기 MMIC

Triquint
(TGA-25792-FL)

주파수
출력전력
효율
이득
공급전압
측정조건
크기

<표 6> Ka-band GaN

Mitsubishi
(MGFG- Mitsubishi[12]
5H1503)[11]

∼

14.0 15.35 GHz

∼

13.75~14.5
6.0 18.0 GHz
GHz

20 W

20 W

20 W

27 %

15 %

15 %

35 dB

20 dB

9.6 dB

25 V

24 V

25 V

-

-

PW=100 μs
DC=10 %

2

11.4×17.33 mm

-

2

Northrop
Grumman
(APN180)

Triquint[14]

주파수 29.0∼31.0 GHz 28.0∼31.0 GHz 27.0∼31.0 GHz
출력전력 15 W
11 W
8W
효율
20 %
30 %
28 %
이득 15 dB
28 dB
21 dB
공급전압
20 V
28 V
크기
3.24×3.60 mm 4.8×3.6 mm
사진

2

-

4.8×4.0 mm

년부터 국외의 GaN MMIC 제조 공정을 이용
하여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
구원)에서는 0.25 um GaN 공정을 이용하여 S-Band에
서 Doherty Type의 27 W급, C-Band에서 40 W급, XBand에서 32 W급의 GaN 고출력 증폭기 MMIC 개발
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Ku-Band에서 10 W급의 GaN
고출력 증폭기 MMIC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0.15
um GaN 공정을 이용한 Ka-Band의 8 W급 고출력 증
폭기 MMIC가 연구 개발 중이다.
한편, KAIST, 포항공대 등 국내 대학에서 이동통
신 기지국 시스템을 위한 Doherty Type의 GaN 고출
력 증폭기 MMIC가 개발되고 있다. KAIST에서는 0.25
um GaN HEMT를 이용하여 S-Band Femto-cell 기지
국을 위한 Doherty Type의 2단 증폭기를 개발하였다.
이 증폭기는 13 W 이상의 출력 전력에서 56 % 이상
의 효율을 갖는다 .
<표 7>에 국내에서 개발된 GaN 기반 고출력 증폭
기 MMIC를 요약하였다.
2010

가 잇따르고 있다.
Toshiba는 2012년 IMS(International Microwave Symposium)에서 15 W의 출력 전력에 20 %의 효율을 갖
는 GaN 고출력 증폭기를 발표하였고 , Triquint는
0.15 um GaN HEMT를 이용하여 11 W의 출력 전력에
서 30 %의 효율을 갖는 3단 증폭기를 개발하였다.
Northrop Grumman은 0.2 um GaN HEMT를 이용하
여 8 W급의 28 %의 효율을 갖는 2단 증폭기를 개발
하였다.
<표 6>에 최근 개발된 Ka-Band GaN 고출력 증폭
기 MMIC를 요약하였다. Ka-Band GaN 고출력 증폭
기 MMIC는 Point-to-Point 라디오 네트워크 및 위성
통신(SATCOM) 단말기에 적용이 가능하며, 전자전
(EW: Electronic Warfare) 시스템 및 시험 장비 등 민
수/군수 분야에 이용이 가능하다.
[13]

[14]

76

Toshiba[13]

2

사진

3-6 국내 개발 현황

고출력증폭기 MMIC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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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 GaN 고출력증폭기 MMIC
출력 효율 크기 사진 기관
전력

[1] Nicholas J. Kolias et al., "GaN technology for microwave and millimeter wave applications", IEEE
MTT-S IMS, 2010.
[2]

2

S-Band 27 W 53 % 2.8×3.5 mm

ETRI

지홍구 et al., "GaN, GaAs MMIC 개발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26(4), 2011년 8월.

[3] R. Vetury, "GaN : Applications in RF system beyond
S-Band 13.2 W 56.2 % 2.5×2.7 mm2

the PA", RFMD, Mar. 2010.

KAIST[15]

[4] Umesh K. Mishra et al., "AlGaN/GaN HEMTs-An
overview of device operation and applications", Pro2

C-Band 40 W 46 % 3.3×3.8 mm

ETRI

ceedings of the IEEE, vol. 90, no. 6, pp. 1022-1031,
Jun. 2002.

X-Band 32 W 40 % 2.7×3.4 mm2

ETRI

Ku-Band 10 W 25 % 3.3×2.9 mm2

ETRI

[5]

문재경, "GaN 파워디바이스 국내외 연구개발 동
향 및 향후 발전전망", 한국세라믹학회, 세라미스
트 16(4), pp 53-66, 2013년 12월.

[6] S. Chen et al., "A compact 70 watt power amplifier
MMIC utilizing S-band GaN on SiC HEMT process",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기존의 LDMOS(Lateral Double diffused MOS) 소자를 GaN 소자가 대체하고 있
으며, 레이다 등의 핵심 부품인 고출력 증폭기는 기
존의 GaAs에서 GaN 계열로 대체가 진행되고 있다.
GaN 부품의 경우, 상용 시장에 대해서는 EL 승인이
트랜지스터 레벨에서만 가능하며, 아직도 GaN 기반
MMIC 베어 다이는 EL 승인 문제로, MMIC를 기반
으로 하는 고성능 RF 시스템을 국내에서 개발하기
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GaN 기반
의 밀리미터파 국방 부품 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기
술 장벽이 높고, 수출 통제로 인해 차세대 무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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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 다양한 대역의 고출력 증폭기 MMIC 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IEEE CSIC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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