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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과 Radar 분야의 GaN 소자 상용화 현황
이재호․한 민․김철준

RFHIC㈜

<표 1> Microwave transistor 재료의 특성 비교[1]

Material Mobility
(μ, cm2/V.s)

Dielectric 
constant (ε)

Bandgap
(Eg, eV)

Breakdown field
(Eb, 106 V/cm)

BFOM ratio Tmax (℃) Electron valocity
(νsat, 107 cm/s)

Si 1,300  11.9  1.12  0.3  1.0 300 1.0

GaAs 5,000  12.5  1.42  0.4  9.6 300 1.0

4H-SiC  260 10 3.2  3.5  3.1 600 2.0

GaN 1,500   9.5 3.4 2 24.6 700 2.5

Ⅰ. 개  요

1983년 시작된 1세대 이동통신을 시작으로 현재 사용하
고 있는 LTE까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현재의 모습을 갖
추는데 불과 30년이 걸리지 않았으며, 아날로그 음성 통화
에서 시작한 이동통신 기술은 LTE 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
통신 기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이 커져 갈
수록 시장은 빠른 통신 속도와 높은 효율을 요구해 왔다. 이
러한수요는결국증폭기(amplifier)의핵심부품인 microwave 
transistor의 성능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요구했다. 더 넓은
대역폭(bandwidth), 더 높은 효율(efficiency)이 시장이 원하는
microwave transistor이다.
고성능 microwave transistor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transistor

의 재료(material)가 되는 물질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고성
능 증폭기의 개발, 즉, 고성능 microwave transistor를 개발하
기 위해 물망에 오른 것이 Si/SiGe, GaAs, SiC, GaN이며, 재
료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높은 출력(output power)과 높은 주파수(frequency) 특성을

갖는 transistor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breakdown voltage와
높은 electron velocity를 갖는 반도체 재료가 필요하다. 넓은
밴드 갭(wide band gap) 특성은 결국 높은 항복전압(break- 
down voltage)의 결과를 낳는다. <표 1>을 볼 때 가장 우수한
재료는 SiC와 GaN이다. 그러나 GaN은 헤테로 구조(hetero 

structure)를 이용한 HEMT(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s) 
제작이가능하지만, SiC는 MESFET(Metal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s)만제작이가능하다. 이렇게높은캐리어농
도(high carrier concentration), 높은 전자 이동도(high electron 
mobility)는 결과적으로 높은 전류밀도(high current density), 
낮은 채널 저항(low channel resistance) 특성을 얻을 수 있으
며, 높은 동작 주파수에서 동작할 수 있게 된다.

GaN 재료의 높은 출력 전력 밀도(high output power den- 
sity)는 결국 같은 출력 전력에서 더 작은 크기의 소자 제작
이 가능하다. 작은 사이즈 때문에 생긴 높은 impedance는
amplifier를 만드는데 간편하고 낮은 손실을 갖는 정합(mat- 
ching)이가능하게한다. 높은 breakdown voltage는높은 voltage
에서 동작이 가능하게 하고, 전압 변환(voltage conversion)의
필요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높은 효율을 얻을 가능성을 높
인다. 넓은밴드갭은소자가높은온도에서동작이가능하게 
하고, HEMT 구조는 MESFET 보다 더 좋은 잡음 특성(noise 
performance)를 갖게 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GaN HEMT의 국내 시장은 매우 척

박하다. RFHIC는 1999년부터 쌓아온 RF circuit technology를
바탕으로 2008년 Cree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에 GaN 
HEMTs device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GaN HEMT 시장은 유지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작은

크기, 효율이 높은 제품을 필요로 한다. 앞에서 언급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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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으로 인하여, GaN Transistor는 power amplifier 시장
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Ⅱ. 개발 및 상용화 현황

GaN 화합물 소자는 증폭기 시장에 등장한지 오래되지 않
았으나, 기존 소자의 물성보다 우수하여 시장에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기지국
이 RRH 등의 형태로 소형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또한, Radar 분야에서는 기존 TWTA를대체하는 화
합물반도체증폭기의수요증가와레저용소형선박의증가

로 SSPA의수요가크게늘어나고있다. 이와같은다양한전
력증폭기의 개발을 위해서는 GaN Transistor의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며, 각국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2-1 국가별 개발현황[2],[3]

2-1-1 미국의 개발현황

정부 주도로 WBGS-RF 프로그램에 의해 2003년부터 7년
간의 장기 대형 프로젝트로 GaN 반도체 전력소자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WBGS-RF 후속인 NEXT 프로그램에서는 2009
년부터 5년 동안 고 항복전압의 아날로그-혼성 신호와 차세
대 디지털 GaN 회로용 고성능 신소자를 개발하고 있다. 해
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Cree와 Qorvo사(TriQuint와 RFMD 합
병)는 0.5 μm 및 0.25 μm 게이트공정을적용하여 S 대역에서 
Ku 대역까지의 고출력 고효율 GaN RF 전력증폭 소자 및
MMIC 파운드리 공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a 대역을 
이용한 위성통신에 적용하기 위해 0.15 μm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2-1-2 유럽의 개발현황

유럽의 경우, 유럽연방 7개국 29개 그룹을 중심으로 KO- 
RRIGAN 프로그램에 의해 2005년부터 만 5년 동안 GaN 반
도체 전력소자를 연구하였으며, KORRIGAN 후속 프로젝트
인 MANGA 프로그램에는 2010년부터영국 등 5개국 14기관
이 참여하여 4인치 AlGaN / GaN-on-SiC 양산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

2-1-3 국내의 개발현황

주로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해외 파운드리 서비

스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한된 인력과
지원 하에 다양한 종류의 소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

다. 경북대에서는 GaN-on-Si 기술에 기반한 1.65 V의 문턱
전압과 1.6 mS/mm의 상호전달이득을 가지는 MOSFET을 제
조하여 발표하였으며, 서울대학교는 2 GHz의 동작주파수에
서 15.6 W를 출력하는 GaN HEMT을 제조하여 발표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12년 2월 AlGaN/GaN 이종접합

구조를 기반으로 S-band용 20 W급 GaN HEMT 소자를 개발
하여 발표하였으며, 2012년 6월 현재 S-band용은 40 W급
GaN HEMT 소자를 개발 중에 있다. GaN 관련 제품의 상용
화와 관련하여서는 Fabless인 RFHIC가 설계기술을 보유하
여, Package된 TR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TR
은 주로 Telecom용 증폭기와 Radar용 증폭기에 사용이 된다.

2-2 당사 개발현황

2-2-1 GaN Transistor 개발 현황

<표 2>와 <표 3>은 RFHIC에서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인
GaN HEMT single 및 dual package 현황이다. RFHIC에서는
각종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single 및 dual package된 GaN 
transistor 제품의개발을완료하였으며, 시장상황및고객사의 
needs에 맞춰 customizing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Doherty 
amplifier 뿐만 아니라, driver용 및 small cell용 plastic package 
제품도 개발하여 고효율, 저가격의 GaN transistor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2 Telecom PA 현황

2012년 Huawei의 RRU(Remote Radio Unit), BTS(Base Trans- 
ceiver Station)의 등장은 중계기 시장의 혁신을 가져왔다. 최
근 중계기 시장은 낮은 유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효율

이 높으며, 컴팩트한 사이즈를 갖는 제품을 필요로 한다. 이
러한 흐름에 맞춰 RFHIC는 최근 고효율의 2.1 GHz 60 W, 
2.6 GHz 60 W, 3.5 GHz 20 W 시스템용 GaN transistor 등의
제품군을 개발해 왔으며, GSM+LTE multi-application용 GaN 
transistor 제품군도 개발 중에 있다.

[그림 1]은 3.5 GHz 20 W system용 Doherty main PA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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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FHIC GaN single package road map

Power
Frequency (MHz)

770∼875 1,805∼1,880 2,110∼2,170 2,300∼2,400 2,500∼2,690 3,400∼3,600

330 W IR08330P IE18330PG IE212330P - IE26330P -

220 W IE08220P IE18220PG IE21220P IR23220P IE27220P IE36220P

165 W IE08165P IE18165P IE21165PE - IE27165P IE36165P

110 W ET13110P IE18110P IE21110P IR23110P IE26110P IE36110P

85 W ET13085P IE18085P IE21085P - IE26085P IE36085P

55 W RT23055P

28 W RT23028P,ETQ2028P

14 W RT23014P

<표 3> RFHIC GaN dual package road map

Power
Frequency (MHz)

1,805∼1,880 1,880∼2,025 2,110∼2,170 2,300∼2,400 2,500∼2,690 3,400∼3,600

440 W IE18440D - IE21440D - IE27440D -

385 W IE18385D - IE21385D - IE27385D -

330 W IE18330D - IE21330D - IE27330D -

220 W - IE19220WD - - IE26220WD IE36220WD

195 W - IE19195WD IE21195WD IE23195WD IE26195WD -

170 W - IE19170WD - - - -

[그림 1] 제작된 3.5 GHz 20 W system용 Doherty main PA 사진

작된 사진이며, <표 4>는 제작된 transistor 단품 및 Doherty 
main PA의 성능을 보여준다.

제작된 PA는 선형성을 만족하면서 3.5 GHz에서 높은 효
율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높은 선형성을 갖는 GSM+LTE 
application용 Doherty PA를개발중에있으며, 1.79∼1.89 GHz 
대역에서 Doherty gain 14 dB 이상, drain efficiency 50 % 이
상의 스펙을 목표로 GaN transistor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3 Radar PA 현황

RFHIC에서 개발한 Radar용 GaN Module은 시스템에 적
합한 형태로 제작되는데, 출력기준으로는 수십 W에서 수
kW까지, 주파수 기준으로는 L-band에서 Ku-band에 이르기까
지 개발이 진행된상태이다. 향후에는 C-band 이하의 대역에
서 수십 kW에 이르는 제품과, 우주항공 산업에 적합한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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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5 GHz 20 W 시스템용 PA 성능

　 IE36085 IE36110P Doherty main PA 

Peak power (dBm) > 49.5 (85 W) > 50.4 (110 W) > 53.0 (200 W) 

Peak drain efficiency (%) > 70.0 > 66.0 > 60.0 

Power gain_at Pout = 44.5 dBm (dB) > 17.0 > 17.0  > 14.5 

Drain efficiency_Pout = 44.5 dBm (%) > 38.0 > 35.0 > 48.0 

ACLR_DPD Test_LTE
> —53.0 > —52.0 > —53.0 

20 MHz Signal_PAR = 7.5 dB (dBc)

[그림 2] RFHIC GaN dual package road map

band의 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당사가 개발한 SSPA는 국내에서 방산용 Radar에 사용되

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레이더는 대략 육해공군을 합쳐
서 200여종에 4,000여대에 이른다. 공항이나 산 정상에서 운
영되는 레이더 외에도 해군함정에 탑재된 레이더, 항공기에
장착된 레이더, 각종 지상장비에 탑재된 레이더, 심지어 정
밀 유도무기에도 초소형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 현재까지
사용되는 레이더는 대부분 TWTA 방식이다. 이러한 대부분

의 레이더는 앞으로 GaN TR의 SSPA로 바뀌게 된다. 이미
GaN TR의 SSPA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만,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군에서 보유한 레이더
의 대부분은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비용이 크게 발생하며, 제품의 개량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 군이 기존에 보유한 레이더는 우리의 전장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TWTA 형태의 RADAR 시스템
은 예열시간의 필요, 제한된 운용시간, 운용수명 제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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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 TWTA와 최근의 SSPA

[그림 4] 기존 TWTA 대체용 C-band 5 kW SSPA

수급 및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SPA 형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SSPA는 Si-LDMOS, GaAs 
반도체를 이용하여 설계되어 왔으나, Si-LDMOS의 동작 주
파수의 한계, GaAs의 출력 파워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종류
의 레이더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
고, 고효율 및 광대역에서 동작이 가능한 GaN FET가 개발
및 상용화되면서 핵심 소자인 TR 선정에 있어 획기적인 전

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ITT, SELEX, CASSIDIAN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레이더 개발업체들은 이미 GaN SSPA를 적용
한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고, 국내는
ADD를 비롯한 RADAR 개발업체들도 GaN TR을 이용한

SSPA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Ⅲ. 시장현황과 전망

RF 전력소자 시장은 현재까지 Silicon 계열의 LDMOS가
약 90 %를 장악하고 있으며, 약 5 % 정도의 비율로 GaN 소
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Freescale을 선두로 NXP, In- 
fineon, Sumitomo, Cree, Qorvo, RFHIC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의 LTE infrastructure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2017년까지 Transistor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
이다. 2013년에서 2019년까지 GaN TR의 평균성장률은 16%
정도가될것으로예상되며, 2013년에는전체 Power Amplifier 
시장에서의 GaN 소자사용 비율이 10 % 이하였으나, 2019년
에는 20 %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통신용 고출력 RF 전력소자와 관련하여 단가가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 5년간 W당 가격이 0.1 $까지 떨어
졌으며, 사용자는 GaN을 사용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어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Radar 시장의 경우, 통신시장 대비 5배 이상 고가로 Cree
에 비해 Wafer 가격 및 성능에 열위에 있는 타 업체가 Radar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고 판단된다.

[그림 5] 통신시장에서의 주요 소재별 예상(Source: ABI Re- 

sear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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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구조는 GaN TR, GaN Amp, Module로형성되어 있
는데, 글로벌방산업체들은가격경쟁력을이유로 Sub-module 
형태로 요청하고 있으며, Sub-module 전체비중이 80 %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Radar 시장의 경우, 
90 %는 Tube(TWT), 10 %는 GaN/GaAs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새로 개발되는 Radar의 경우 90 % 이상 GaN을 적용
하고 있으며, 기존 90 %를 형성했던 Tube(TWT)의 교체 수
요가 있어 GaN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맺음말

GaN 전력소자는 이동통신 기지국용 전력증폭기, 자동차
용 등 고출력 전력반도체 소자, 민․군수용 레이더 증폭기
모듈 등이 주 시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전력 소자는 전
력 증폭기의 핵심 부품이며, 전력 증폭기 내에서 원가 비중
이 제일 높은 부품이어서, 성공 시에는 전력증폭기의 가격
경쟁력 및 전체 시스템의 가격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친다.
국내 레이더 시장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초고주파 레이

더용 고출력 전력소자 및 전력증폭 모듈의 해외 의존도에서

벗어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적인경제 성장을 위
한 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 GaN 전력 소자는 새로운 회로
기법을 접목하여 효율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대의 놀라운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GaN 설계기술․공정기술은 물론 Packaging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GaN 소재기술이 RF&Microwave 분야를 장악할 날
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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