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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성능 하 기능을 가지는 X- 역 SSPA 송신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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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낮은 MTBF와 높은 정비비용이 소모되는 TWTA(: Travelling Wave Tube Amplifier) 방식

의 탐색 이더 송신장치를 체하기 해서 4.5kW X- 역 SSPA(: Solid State Power Amplifier) 방식의 송

신장치를 설계하 다. 송신장치는 평균송신출력 520W와 최 송신출력 4.0kW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설계되었

다. 특히 진  성능 하 기능을 구 하여, 200W 력증폭기조립체의 40%(13개 조립체 모듈)의 고장 수 까

지는 기존의 TWTA 송신장치보다는 우수한 성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다. 설계된 송신장치에 해서 X-

역 유효범 를 상으로 실험한 결과, 최 송신출력 6.1kW, 불요  69.16dBc, 상승시간 15.2ns, 하강시간 

16.3ns 등의 성능값을 확인하 다. 아울러 고장인가를 통하여 진  성능 하 기능에 따른 출력 력의 변화

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 4.5kW X-band SSPA transmitter to replace the TWTA search radar transmitter with low MTBF and high maintenance cost. 

The transmitter is designed for the performance of over 520W average transmission output and 4.0kW maximum transmission output. In particular, by 

implementing a graceful degradation, it is designed to maintain better performance than conventional TWTA transmitter up to 40% (13 assembly modules) 

failure level of 200W power amplifier assembly. Through an experiment on the effective range of X-band, the performance of proposed transmitter verified 

the values of the maximum transmission output 6.1kW, spurious output 69.16dBc, RF pulse rising time 15.2ns and RF pulse falling time 16.3ns. The 

experiment confirmed the change of output power according to the graceful degradation due to fault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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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pecification Requirement

1 Operating frequency X-band

2 Transmission output 4.0kW(Peak) ≥

3 Transmission pulse width 0.5μs ~ 15μs

4 Maximum pulse repetition frequency 10kHz

5 Duty ratio 13% ≥

6 Spurious output ≤ -60dBc

7 VSWR ≤ 1.5 : 1

8 Low output detection ≤ 3dB

9 Output peak-power deviation 0.5dB(Max)

10 Input signal 10.5dBm±2.5dB

11 RF pulse rising time ≤ 100ns

12 RF pulse falling time ≤ 50ns

13 Input voltage +50VDC

표 1. SSPA 송신장치 주요 요구사항
Table 1. Main requirement of SSPA transmitter

Ⅰ. 서  론

최근의 무기체계는 정 유도무기로 표할 수 있

는, 지능 으로 표 을 탐지/추 하여 무기 소모를 최

소화하면서 타격능력을 최 화하는 방향으로 발 하

고 있다. 정 유도무기는 유도탄부, 탐지/추 부 그리

고 발사통제부로 구성된다. 정 유도무기 구성요소  

표 을 탐지/추 하는 센서는 매우 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이더, 외선, 학 등의 방법이 있

다. 그  이더 방식이 표 의 탐지  추 에 리 

이용되며, 목표탐지 거리에 따라서 S- 역, X- 역, 

Ku- 역 등 다양한 역의 이더가 개발되고 있다

[1-4].

재 해군에서 운용 인 OO함의 탐색 이더는 

TWTA(: Travelling Wave Tube Amplifier) 기반의 

진행  증폭기(미국 Teledyne, MTI3948PKX)가 

용되어있다. 그러나 TWT는 평균 6개월 이상의 수리

기간과 TWTA 가격의 70%에 달하는 수리비용이 발

생하는 단 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함정의 작 운용 

능력 하를 야기하는 문제 이 있다. 아울러 TWTA

의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는 약 

5,000시간이며, 14,000V의 높은 구동 압이 요구되어 

운용 측면에서 신뢰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낮은 듀티비(Duty ratio)로 인하여 탐색 이더 빔 운

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TWTA 송신장치의 운용상 단

을 보완하기 해서 SSPA(: Solid State Power 

Amplifier) 기반 4.5kW  X- 역 송신장치를 개발하

다. 아울러, 높은 수 의 동작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 일부 증폭기 모듈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송신

장치 성능이 유지되도록 진  성능 하(Graceful 

degradation) 기능을 설계하 다. 제안한 송신장치에 

해서 시뮬 이션으로 검증하고, 시제품을 제작을 통

하여 송신장치 성능  진  성능 하 특성을 분석

하 다.

Ⅱ. SSPA 송신장치 설계

2.1 SSPA 송신장치 구조

4.5kW  X- 역 송신장치 설계를 최종 목표로, 

700W 고출력 력증폭기 8개를 결합하는 구조를 채택

하 으며, 700W 고출력 력증폭기는 200W 력증폭

기조립체 4개를 병렬 결합하여 설계하 다. 최종 으

로 200W  력증폭기조립체 32개가 병렬 결합된 구

조를 가진다. 그림 1은 4.5kW  X- 역 송신장치의 

설계 구조도이다. 이러한 구조는 모듈단  장비의 고

장에 따른 송신출력 감소가 진 으로 나타나는 장

이 있어, 이더 작 운용 시간이 크게 향상될 것으

로 상된다. 

그림 1. 4.5kW X- 역 SSPA 송신장치 구조도
Fig. 1 Diagram of 4.5kW X-band SSPA transmitter

2.2 SSPA 송신장치 목표성능  출력 력 설계

4.5kW X- 역 SSPA 송신장치의 주요 목표성능은 

표 1과 같다. 송신장치 입력신호는 구동증폭기, 력

분배기, 력증폭기(700W증폭기 8  병렬결합), 력

결합기, 방향성결합기, 도 조립체를 거쳐 출력되게 

된다. 신호가 최 로 입력되는 구동증폭기부터 최종단

계인 도 조립체까지의 단계별 신호이득  출력신

호의 크기는 표 2  그림 2와 같이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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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mall 
signal 

gain(dB)

Power 
gain(dB)
@8dB 
input

Output 
power

(dBm)@
8dB 
input

Power 
gain(dB)
@13dB 
input

Output 
power

(dBm)@
13dB 
input

RF 
connector

-0.5 -0.5 7.5 -0.5 12.5

Sub. 
SSPA

53.7 40.5 48 36 48.5

RF cable -0.5 -0.5 47.5 -0.5 48

Power 
divider

-10.5 -10.5 37 -10.5 37.5

RF cable -0.5 -0.5 36.5 -0.5 37

700W 
SSPA(8EA)

39.5 22.2 58.7 21.7 58.7

Power 
combiner

-0.5 8.5 67.2 8.5 67.2

Coupler -0.1 -0.1 67.1 -0.1 67.1

Waveguide -0.5 -0.5 66.6 -0.5 66.6

표 2. SSPA 송신장치의 출력신호 여유
Table 2. Output budget of SSPA transmitter

그림 2. SSPA 송신장치의 출력신호 포화설계
Fig. 2 Output power saturation design of SSPA 

transmitter

이더 신호처리부의 고주 신호변환장치에서 발생

되는 입력신호(10.5±2.5dBm)의 크기에 계없이 최종 

출력신호의 크기가 약 66.5dBm(4.5kW)으로 일정한 

값이 출력되도록 설계하 다.

2.3 200W 력증폭기조립체 설계

200W 력증폭기조립체는 그림 3과 같이 120W 

력증폭기 2개를 병렬 결합하여 설계하고, 하 의 

120W 력증폭기는 70W GaN TR의 병렬 구조로 설

계하 다.

그림 3. 200W 고출력 력증폭기조립체 구조도
Fig. 3 Structure of 200W high power amplifier 

assembly

그림 4. 커패시터 어 이 구조
Fig. 4 Capacitor array structure

70W GaN TR은 6W 단 셀(Unit cell) 12개에 

한 어 이 형태로 구 되었으며 최  임피던스를 기

반으로 그림 4와 같은 Series-Shunt-Series(L-C-L) 

구조의 내부 매칭 회로를 설계하 다. 12개의 6W 단

셀별 T-matching 구조를 용하여 역에서 고

출력  고효율 특성을 가지도록 하 다[5-7].

6W 단 셀에 한 Load-pull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소스  부하임피던스는 그림 5와 같이 

10GHz에서 각각 3.56+j0.155Ω, 7.93+j30.75Ω으로 확인

되었으며, 최  출력은 +38dBm 임을 확인하 다. 이

를 바탕으로 70W 력증폭기 내부회로는 그림 6과 

같이 설계하 다[8].

그림 5. 6W GaN HEMT 로드-풀 시뮬 이션
Fig. 5 6W GaN HEMT load-pul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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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pecification Requirement

1 Input voltage
220VAC ± 10%

(3-Phase delta connection)

2 Output voltage 50VDC(9.6kW ≥)

3
Output ripple 

noise
≤ 200mVpp

4
Output load 

transient 
response Time

≤ 1,500mVpp
(When the load is change 

about 10% → 50%)

표 3. 원공 장치 주요 요구사항
Table 3. Main requirement of power supply

그림 6. 70W GaN TR 회로
Fig. 6 70W GaN TR circuit

2.4 700W 고출력 력증폭기 설계  형상

700W 고출력 력증폭기는 200W 력증폭기 4

를 T-junction 방식으로 결합하여 구성하 고, 송신 

출력은 운용주 수에서 약 58.5dBm 이상으로 분석되

었다. 700W 고출력 력증폭기 8 를 T-junction 방

식으로 결합하여 4.5kW 송신장치를 구 하 으며, 그

림 7과 같다. SSPA 형상은 정비성을 높이기 해 

면 을 힌지 구조  Blind mate 형태로 설계하 으

며, 이를 이용하여 력증폭조립체, 구동증폭조립체, 

제어조립체 등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 다. 주

요 구성품의 쉬운 교체 는 정비는 력 공백을 최

소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군 함정의 작 운용 

시간 향상이 가능하다.

그림 7. 4.5kW X- 역 SSPA 송신장치 형상
Fig. 7 Assembly of 4.5kW X-band SSPA transmitter

Ⅲ. SSPA 원공 장치 설계

3.1 원공 장치 구조

원공 장치는 탐색 이더 하부에 송신장치와 함

께 장착되며, 송신장치뿐만 아니라 고주 신호변환장

치, 주 수합성장치, 캐비닛 히터, 캐비닛 팬 등의 주

변 장치에 원을 공 한다. 원공 장치의 구성도는 

그림 8과 같으며, 목표성능은 표 3과 같다.

그림 8. 원공 장치 구조도
Fig. 8 Structure of power supply 

3.2 원공 모듈 설계

원공 장치는 220VAC ± 10% 3상 입력 신호를 

정류  평활하여 송신장치에 +50VDC 원을 공

한다. 원공 장치는 150W 원모듈조립체 12개를 

병렬로 구성하여 약 1.8kW 원공 모듈을 구성하고, 

6개의 원공 모듈을 병렬 구성하여 최종 으로 그

림 9와 같이 약 9.6kW 출력을 갖는 구조로 원공

장치를 설계하 다.

그림 9. 원공 모듈의 병렬 구조
Fig. 9 Parallel structure of power supply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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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제어모듈 설계

원공 장치는 3상 정류 입력 압을 모니터링하기 

해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자기 연 증폭기를 용

하 고, Hot-swap 기능 구 을 해 3상 반도체 스

치 회로를 용하 다. 아울러 원공 장치의 출력 

류가 증가하면, PCB 패턴의 내부 항을 이용한 

압강하를 유도하여 출력 압을 +50VDC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Remote sensing 기능을 용하 다.

원모듈의 출력 압에서 발생되는 리 과 잡음을 

이기 해 그림 10과 같은 L-C Π형 필터회로를 

용하 다. 시뮬 이션을 통하여 리 과 잡음은 약 

75% 정도 감소하고, 출력 부하 이 응답은 약 85% 

개선되는 것을 그림 11에서 확인하 다.

그림 10. 원공 장치의 L-C Π형 필터
Fig. 10 L-C Π type filter for power supply

그림 11. 원모듈의 L-C Π형 필터 시뮬 이션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 of L-C Π type filter of power module

Ⅳ. 진  성능 하 기능 설계

4.1 진  성능 하 기능 상세설계

설계한 4.5kW X- 역 송신장치는 200W 력증폭

기조립체 32개를 병렬 결합한 구조이다. 병렬결합 구

조에서는 일부 조립체에 고장이 발생하면 출력 력

이 감소되지만, 기능은 정상 으로 동작하는 것을 

진  성능 하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32개의 

200W 력증폭기조립체  13개의 고장까지는 정상

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송신장치의 진  성능 하 기능을 해 700W 

고출력 력증폭기 내부에 설치된 200W 력증폭기조

립체 4 를 각각 제어  검하는 원제어회로부를 

설계하 다. 그림 12의 원제어회로부는 각각의 

200W 력증폭기조립체 원, 게이트신호,  구동제

어 신호를 인가하며, 류  내부 온도 모니터링을 

통해 200W 력증폭기조립체 상태를 확인한다. 송신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조립체는 각각의 200W 력증

폭기조립체 검신호를 확인하고, 고장이 발생한 력

증폭기조립체를 동작에서 제외하여 송신장치가 정상

으로 운용되도록 설계하 다.

그림 12. 200W HPA 제어  류 검 회로
Fig. 12 200W HPA control & current monitor circuit

4.2 진  성능 하 기능 시뮬 이션

진  성능 하에 따른 출력 력 변화를 확인하기 

해서 200W 력증폭기조립체의 고장발생에 따른 

출력 력 변화에 한 시뮬 이션을 그림 13과 같이 

수행하 다. 시뮬 이션 결과, 200W 력증폭기조립

체의 고장발생 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력 력이 

단계형태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13개의 

200W 력증폭기조립체의 고장까지는 기존의 

TWTA 송신장치와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이 유지되

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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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SPA 송신장치의 진  성능 하 
시뮬 이션 결과

Fig. 13 Simulation result of graceful degradation of 
SSPA transmitter performance

Ⅴ. 송신장치 성능측정

5.1 력증폭기 모듈 성능측정

우선 최소 모듈단 인 70W 력증폭기에 한 성

능측정을 그림 14와 같이 수행하 다. 유효 역(8.5∼

10.5GHz)에서 10dB 이상의 소신호 이득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그림 15에서는 10GHz에서의 최  

출력은 약 48.8dBm, 드 인 효율(Drain efficiency)은 

약 54.8%로 확인되었다[9-10].

그림 14. 70W 력증폭기 소신호 증폭 특성
Fig. 14 Measurement result of 70W power amplifier for 

small-signal

그림 15. 70W 력증폭기의 10.0GHz 신호에 한 
증폭 특성

Fig. 15 Measurement result of 70W power amplifier at 10.0GHz

그림 16. 120W 고출력 력증폭기 출력 측정결과
Fig. 16 Measurement result of 120W HPA power

그림 17. 700W 고출력 력증폭기 출력 력 측정결과
Fig. 17 Measurement result of 700W HPA power

상  모듈에 해당하는 120W 력증폭기 출력은 

그림 16과 같이 유효 역 구간에서 51.0dBm 이상으

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최상  모듈로 동작하는 

700W 고출력 력증폭기의 출력은 그림 17과 같이 유

효 역 구간에서 58.6dBm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5.2 송신장치 성능측정

본 논문에서 설계한 송신장치의 성능측정은 그림 

18과 같은 시험환경을 구성하여 수행하 다. 송신장치

는 함께 개발된 원공 장치로부터 +50VDC 원을 

공 받아 동작하도록 구성하 다. 송신장치 RF 입력

신호는 신호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송신장치

로부터 출력된 RF 출력신호는 방향성결합기  첨두

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18. SSPA 송신장치의 시험구성
Fig. 18 Measurement setup for SSPA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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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장치의 주요 성능측정 결과는 그림 19∼21과 

같다. 송신장치의 최 출력은 그림 19와 같이  

67.86dBm(6.1kW)이며,  불요 는 그림 20에서와 같이 

–69.16dBc로 측정되었다. 송신장치의 펄스 상승  

하강 시간은 그림 21과 같으며, 상승시간  하강시간

은 각각 15.2ns와 16.3ns로 측정되었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송신장치의 주요 성능은 표 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그림 19. SSPA 송신장치의 송신출력 측정결과
Fig. 19 Measurement result of output power of SSPA 

transmitter 

그림 20. SSPA 송신장치의 불요  측정결과
Fig. 20 Measurement result of spurious output of 

SSPA transmitter

그림 21. SSPA 송신장치의 펄스 상승  하강시간 
측정결과

Fig. 21 Measurement result of pulse rising and falling 
time of SSPA transmitter 

5.3 진  성능 하 기능에 한 성능측정

송신장치의 진  성능 하 기능에 한 성능확인

은 그림 18의 시험장비를 상으로 수행하 으며, 

200W 력증폭기 게이트 신호  원을 순차 으로 

차단하면서 송신장치의 RF 출력신호를 첨두 력계로 

측정하 다. 개발된 송신장치의 진  성능 하 기능

의 측정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시뮬 이션 결과와 유

사하게 13개의 200W 력증폭기조립체의 고장에 

해서는 기존의 TWTA 송신장치와 비교하여 높은 출

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22. SSPA 송신장치의 진  성능 하 기능 
시험 결과

Fig. 22 Test result of graceful degradation of SSPA 
transmitter performance 

Ⅵ. 결  론

본 논문에서 4.5kW  X- 역 SSPA 송신장치를 

개발하 다. 4.5kW X- 역 SSPA 송신장치는 700W 

고출력 력증폭기 8개를 병렬 결합한 구조로 설계하

으며, 세부 으로는 200W 력증폭기조립체 32개

를 병렬 결합한 구조이다. 설계된 송신장치는 이더

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그리고 인 인 고장인가를 통하여 진  성

능 하 기능의 동작에 해서 확인하 다. 일부 력

증폭기조립체의 고장발생 여부와 무 하게 요구성능 

이상의 신호 출력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이는 병렬

결합 구조의 가장 큰 이 을 활용한 것으로, 조립체 

단 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따른 송신출력 감소가 

진 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활용하여 내고장성

(Fault-tolerant)을 확보하 다. 특히 함정과 같이 운

용시간  정비효율성이 요한 체계에 매우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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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며, 력 공백이 최소화되고 운용 유지비 감

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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