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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소자 기술의 군수 적용 동향
이 복 형

㈜삼성탈레스

Ⅰ. 서  론

GaN 기반 반도체 소자의 기술발전은 민수분야의 통신, 
자동차, 항해용 레이더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제
품 개발을 통해 소자기술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로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의 발전을 토대로 최근에는 GaN 기
반 반도체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5억 달러 이
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GaN 반도체 소자 시장 확대를 토대로 군수용 반

도체 소자의 시장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군
수분야의 주요 응용분야로는 레이더 및 전자전 장비의 송신

고출력증폭기(High Power Amplifier), 수신저잡음증폭기(Low 
Noise Amplifier) 및 다기능칩(Multi Function Chip) 등이다. 
이중고출력증폭기분야에반도체소자가가장많이적용되

고 있으며, 최근에 각광을받고 있는 GaN(Gallium Nitride) 기
반의 고출력증폭기는 기존 GaAs(Gallium Arsenide) 소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출력 및 효율 특성으로 기존 군수체계의

고출력증폭기에 주로 적용되던 TWTA(Traveling-wave Tube 
Amplifier) 등 진공관 형태의 증폭기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자

(출처 : Yole, 2014)

[그림 1] GaN 기반 반도체 소자 시장 전망

로 주목받고 있다[1]~[4]. 이러한 GaN 기반 고출력증폭기는 탐
지/추적레이더등단위기능 레이더의반도체송신모듈(SSPA) 
및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의 송수신모듈(TRM)에 적용되고 있
으며, 향후에는 초고주파 탐색기, 전자전 분야의 광대역 송
신증폭기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5].

Ⅱ. 군수용 GaN 기반 고출력증폭기 기술

이러한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는 군수용 GaN 기반 고
출력증폭기 기술은 체계 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

는 요구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표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다양한 주파수에서 운용되고 있는 군수용 체계를 고려하여

넓은 주파수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정된 체계의 크기 및 무게 제한으로 인해 높

은 출력전력과 우수한 효율 특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높은 전력밀도를 갖

는 GaN 기반 HEMT(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소자
가 고출력증폭기에 적용되고 있다.

<표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선진
국의 경우는 다양한 주파수와 출력전력을 갖는 GaN 기반
HEMT 소자를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표 1> 운용주파수에 따른 체계 분류

체계 주파수

군수 레이더
Land

(L-band)
Ship

(S-band)
UAV

(C-band)
Aircraft
(X-band)

군수 전자전
Force protection
(0.5∼2.5 GHz)

Jamming
(2∼6, 6∼18 GHz)

전술 통신
Broad bandwidth radios

(20∼512 MHz)
Softwart defined radio

(500∼3,000 MHz)

위성 통신 TWT replacements (5∼9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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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외선진국 상용 GaN HEMT 소자

구분 품명 제조사
주파수

(GHz)
출력전력

(W)
효율

(%)

S-band
CGH35240F Cree 3.1∼3.5 240 57

CGH31240 Cree 2.7∼3.1 240 60

C-band
CGH55030F2/P2 Cree 4.5∼6 30 60

CGH55015F2/P2 Cree 4.5∼6 15 60

X-band

TGA2312-FL Triquint 9∼10 60 38

CMPA801B025F Cree 8∼11 25 36

CGHV96100F2 Cree 8.4∼9.6 145 45

GH25 UMS 8∼11.5 25 38

Ⅲ. 국내 GaN 소자개발 동향

국내의 GaN 소자 개발 동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정부출연 연구소와 경북대학교 등 반도체 공정시설을 보

유한 연구기관에서 <표 3>과 같이 일부 체계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GaN 소자 개발 결과를 군 체계에 적용을 위

해서 최근에는 <표 4>와 같이 정부 주관으로 많은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과제의 경우 체계 요구사항을 만족
하는 수준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중 “K대역 고출력증폭기 개발” 과제는 국내 최초로 군

수용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GaN 기반 소자를 개발하고, 이
를 통해 반도체 송신모듈(SSPA)를 개발하는 과제로 삼성탈

<표 3> 국내 GaN 소자 개발 동향

업체
RF

device
Power
device

RF
MMIC

IMFET
(PKG)

ETRI ○ ○ ○ ○

KANC × △ × ×

경북대, 서울대 ○ △ × ×

NINT
(나노융합기술원)

× △ × ×

LG전자기술원
(R&D) × ○ × ×

(a) 항복전압 특성: 120 V 이상

(b) RF 주파수 특성: fT = 55 GHz, fmax = 130 GHz

[그림 2] K 대역 고출력증폭기 과제 GaN 소자 특성

<표 4> GaN 소자 개발 정부과제 현황

수행과제 명 수행기관 수행연도 과제성격

K 대역
고출력증폭기

삼성탈레스(주), 
경북대, ETRI 2011∼현재 핵심기술

시험개발

Ku 대역
고출력증폭기

기가레인(주), 
ETRI

2012∼현재 민군겸용

기술개발

Ka 대역
고출력증폭기

ETRI, ㈜유텔 2013∼현재
민군겸용

기술개발

X 대역 GaN 
패키지 모듈

개발

㈜엘이디팩 2011∼2012 구매조건부

개발

레스 주관으로 경북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에

참여하여 높은 주파수 특성과 출력전력/효율 특성을 갖는
GaN 기반 소자를 개발하고 있다[6].
이처럼 최근의 GaN 소자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적

용 가능한 체계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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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과 대학교에서 진행되던 연구가 확장되어 2015년부
터는 “차세대 레이더용 RF 전력증폭 소자 공정기술” 개발
과제가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Ⅳ. 국내 GaN 기반 고출력증폭기 개발 동향

GaN 기반 고출력증폭기 개발을 위해서는 GaN 소자 제작
기술과 증폭기 설계기술 및 패키지 기술이 종합적으로 필요

하며, 특히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방열 특성, 높
은 신뢰성 특성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 <표 5>에 국내개발
고출력증폭기 개발현황을 보였으며, 국내의 GaN 기반 고출
력증폭기 기술은 크게 GaN 소자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와 자체 개발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해외에서
GaN 소자를 수입하여 증폭기 설계 및 패키지를 통해 상용
화한 대표적인 회사로 RFHIC(주)가 있으며, 저주파 대역인
L∼C 대역과 X 대역에서 이동통신 및 레이더 응용분야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개발한 GaN 소자를 사용
하여 고출력증폭기를 개발한 경우는 S, X 대역에서 한국전
자통신연구원이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항해레이더용

반도체 송신기(SSPA)를 개발하였으며, 정부과제 및 민군개
발 과제를 통해 Ku, K 및 Ka 대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다.

Ⅴ. 국내 GaN 소자 적용 체계 개발

GaN 기반소자가적용될수있는체계는서론에서언급한 
바와 같이, 레이더, 통신, 전자전 및 초고주파 탐색기 등 다
양한 분야이다. 최근 군수용 GaN 소자 적용 체계는 크게 기

<표 5> 국내 개발 GaN 소자 사용 고출력증폭기 개발 현황

(대표적 성과)

주파수 대역 출력전력 개발기관

S 대역 200 W 이상 ETRI, RFHIC(주),
광운대학교, GP(주)

C 대역 20 W RFHIC(주)

X 대역 100 W ETRI, RFHIC(주)

Ku 대역 100 W ETRI, RFHIC(주)

K 대역 15 W 삼성탈레스(주)

존 개발장비의 국산화 대체 수요와 신규개발로 나눌 수 있

다. 특히 레이더와 전자전 분야에서 기존 체계의 진행파 관
증폭기(TWTA)를 대체하는 반도체 송신모듈(SSPA)에 대한
국산화 대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예로공군의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KSAM, 천

마) 체계의 탐지레이더 송신기는 기존 수입품이던 TWTA를
국내기술로 GaN 기반 S대역의 반도체 송신모듈(SSPA)로
국산화가 완료되어 2016년부터는 체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국산화 개발의 결과를 기반으로 소요군

과 정부에서는 기존 “핵심부품국산화” 과제의 개발예산을
확장하여 2014년부터 천마 추적레이더의 Ku 대역 TWTA 
송신기에 대한 국산화 과제인 “천마추적레이더용 Ku대역
송신기 및 송신기 전원공급기” 과제를 산업체 주관 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군 운용성 및 정비성에 향상을 위해 향후

[그림 3] 천마 탐지레이더 반도체 송신 모듈

[그림 4] 천마 탐지레이더 체계 적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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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천마 추적레이더 반도체 송신기 개발형상

지속적으로 국산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GaN 소자 적용 체계 개발의 두 번째 방안은 신규개

발 체계에 GaN 소자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레이더 체계
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반도체 송신모듈(SSPA)과 반도체
송수신모듈(TRM) 방식으로 체계 요구사항에 따라 나눠서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신규로개발되고 있는탐지레이더 체
계와 향후 개발될 예정인 다기능 레이더 체계에 GaN 기반
소자기술이 적용될 것이며, 대표적인 체계는 <표 6>과 같다.
특히, 2015년부터 개발되는 공군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LSAM)의 다기능레이더(MFR)는 S대역의 능동위상배
열 레이더(AESA)로 개발될 예정이며, 매우 높은 단위채널
당 송신출력과 우수한 효율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제품의 경우 미국의 Cree사 등 선진업체에서 유사한

사양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수출통제(EL) 항목으로 지
정되어 있는 등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주

요 사양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체계 개

<표 6> GaN 기반 소자 적용 신규 체계개발 현황

체계 주파수 증폭기 구조

공군장거리 고정형 레이더 L 대역 SSPA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 C 대역 TRM

차기 국지방공 레이더 X 대역 SSPA

LSAM 다기능레이더 S 대역 TRM

출력특성: 280 W 이상, 효율특성: 50 % 이상

[그림 6] 삼성탈레스 자체개발 S 대역 IMFET 전력증폭기

발을 위해서는 체계 요구성능을 만족하고 수급에 문제가 없

는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Ⅵ. 결  론

최근의 반도체기술 발전과 GaAs 소자를 대체하는 GaN 
소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군수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국산화

및 신규개발 시 GaN 소자를 이용한 고출력증폭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국내 기술을 이
용한 GaN 소자 기술, 증폭기 설계기술 및 패키지기술이 지
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계속적인 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 외 환경 변화는 미국 등 주요국
의 수출통제(EL)를 극복하여 GaN 기반소자 기술 및 고출력
증폭기기술을국산화할수있는기반이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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