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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GaN을 적용한 TRM 및 레이다의 국내 개발현황
진 형 석․김 정 환

LIG넥스원 ISR연구센터

Ⅰ. 개  요

최근 레이다의 형태가 수동배열에서 능동배열 형태로 발

전하면서 전력증폭기의 형태가 진공소자에서 반도체 소자

로 바뀌고 있다. 기존의 수동배열에서는 TWTA, 마크네트론
등의 단일 송신기를 사용했다면, 능동배열에서는 위상과 이
득이 함께 변할 수 있는 고출력증폭기인 SSPA(Solid State 
Power Amp)나 TRM(Transmitter Receiver Module)을 수십 개
에서 수천 개를 배열하여 공간 합성을 통해 높은 출력 전력

을 얻는다[1].
이와 같이 반도체 소자 기술을 사용한 전력증폭기는 진

공소자에 비해 낮은 동작 전압과 우수한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소형화 및 경량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2]. 특히, 반도체 소자 중 GaN 기반의 고출력 전력증폭
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GaN은 Wide Band Gap 
특성으로 인해 높은 항복전압을 가지고 있어 높은 출력과

고효율의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높은 열전달 계수를
가지고 있어 방열에 있어서도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어 GaN 
소자를 이용하여 고출력과 고효율을 갖는 반도체 전력증폭

기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3]∼[5], 최근의 능동위상배열 레
이다에서 고출력과 고효율을 갖는 반도체 전력증폭기에 대

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로 커지고 있다. 고출력은 레이다 탐
지능력의 주요 요소이며, 고효율은 방열능력과 소모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레이다 무게를 경량화하는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GaN 소자를 적용한 레이다 송
신기는 진공관 송신기에 비해 출력전력 및 효율 개선을 통

한 소형, 경량화, 고신뢰성의 제품 구현을 가능케 하였으며, 
무기체계별 임무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태로 개발

되고 있는 상황을 [그림 1]에서 알 수 있다.
본논문에서는레이다의일반및기술발전추세를먼저살

펴보고, 능동위상배열 레이다의 동작원리에서 최근에 GaN 
소자를널리사용하게되는배경을설명한후, 능동위상배열

[그림 1] 레이다 무기체계와 송신기 개발 추세

레이다의 국내 개발현황과 레이다 체계에 적용된 TR 모듈
의 개발/생산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대전에 부합되는 레
이다 개발동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Ⅱ. 레이다 일반 및 기술발전추세

레이다는 전자파를 방사한 후 표적에 반사되어 되돌아온

신호를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표적의 거리, 방
위각 및 고각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센서 체계이다.
레이다는 적외선 장비나 광학장비와는 달리 대기 중에서

전파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 안개 및 눈 등 여러 가지
기상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원거리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

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전천후 센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레이다 역할은 지상, 해상 및 공
중 어디서나 적의 활동을 주․야간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

써 조기경보 및 전장 감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천후
고감도 전자눈”이라고도 한다.
레이다(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원리는 [그림 2]

와 같이 전자파의 에너지를 방사한 후 표적으로부터 반사되

어 되돌아온 신호의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레이다와 표적과

의 거리를 측정 (R=(t1—0)×C/2)하며, 안테나 빔의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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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레이다의 원리

부터 방위각과 고각의 정보를 획득한다[6].
레이다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탐색레이다, 추적레이다

및 다기능레이다로 나누어지는데, 탐색레이다는 무기체계에
서가장기본적인센서로, 주어진탐지영역에있는표적을탐
지하여각표적의위치(거리, 방위각, 고도) 및속도정보등을
획득한다. 탐색레이다의 주요 성능인 탐지영역은 표적의 레
이다 반사단면적(RCS: Radar Cross Section)의 크기에 따라
탐지거리 및고각의범위가달라지며, 방위각은 레이다의 회
전으로 360도를 커버한다. 탐지레이다는 더 멀리 있는 적의
위협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장거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추적레이다는 미사일의 교전통제 관련 기능을 위한 레이

다이며, 좁은 공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표적 정보를 획
득하여 교전통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나, 단일
표적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중 표적과의 동시교전을 필요로
하는 전장상황에서는 다기능 레이다가 추적기능을 수행하

게 되므로 추적레이다의 영역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다기능레이다는 1대의 레이다로 탐지기능, 표적추적기능

및 미사일 유도기능 등을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레이다

로 통용되나, 다수의 위협표적들과 동시교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주기로 표적들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필
요할 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동 위

상배열 레이다 기술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향후 레이다가 대처해야할 미래 전장의 위협들

은 레이다 반사면적(RCS: Radar Cross Section)이 적고, 고도
가 극한으로 낮거나 높게 날며 빠르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
의 대표적인 위협들은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탄도탄과 스텔

스 항공기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위협들 중 유도탄들은 소형
화 및 고속화뿐만 아니라, 기동력 증가 및 기동 패턴의 다양
화 등 공격능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레이다들은 최신의 반도체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진공관형 송신기를 반도체 송수신기로 대체함으로

써 빠른 전자식 빔조향이 가능해졌으며, 다기능/다중임무 수
행 및 다수 표적과의 동시교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최
신의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다는 빠른 빔

조향, 빔운용의 융통성 및 다중모드 프로세싱(탐지, 추적, 유
도탄 제어)의 고속화 등 많은 장점으로 현재 및 미래의 새로
운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센서가 되었다.
반도체 송수신 모듈은 초고주파 집적회로(MMIC: Monoli- 

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화 되어 소형/경량화뿐만 아
니라, 신뢰성이 높고 저전압으로 동작하며, 확장성이 용이하
고, 수출통제가 완화되는 등 장점이 많아 능동위상배열 레
이다의 기본이 되었다[7]. 기계식이나 수동형의 전자식에 비
하여 능동형 전자식은 수 백∼수 천 배 이상의 기민한 빔조

향 특성을 가지므로 다기능/다중임무 동시수행이 가능하며, 
신뢰성 또한 우수하여 선진국들은 첨단 레이다 개발에 능동

위상배열 레이다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레이다의 개
발방향은 2차원에서 3차원 레이다로, 수동위상배열에서 능
동위상배열 레이다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중임무 및 다기능
화로 발전하고 있다.

<표 1>에 레이다 기술발전 추세를 요약하였다.

Ⅲ.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동작 원리

레이다에서 사용되는 위상배열은 [그림 3]과 같이 여러

<표 1> 레이다의 기술발전 추세

분 야 레이다 주요 기술 변화

체계

․2차원 레이다 → 3차원 레이다
․수동위상배열 → 능동위상배열

․단순기능 → 다기능/다목적 레이다

안테나

․기계식 빔조향 → 전자식 빔조향

․수동위상 선배열 → 능동위상 면배열

․단일빔 → 디지털 빔 → 다중빔

송수신기

․진공관형 → 반도체 소자형

․소형화/모듈화(MMIC화)
․초광대역/고안정 주파수 합성기

신호처리기

․고속/병렬 신호처리 및 고신뢰화
․자원관리의 최적화

․상용보드(COTS)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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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안테나 복사소자를 통하여 공간으로 방사되는 전자파

의 위상을 변위기로 조정하여 방사 빔의 모양과 지향방향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원하는 방향으로 안테나 빔을 조향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안테나 빔의 복사를 억제하는 기술

이다. 즉, 각 복사소자로 방사되는 전자파의 위상을 동일하
게 만들면, 안테나 면의 정면방향으로 빔이 조향되고, 각 위
상의 값을 적절히 조정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빔이 조향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안테나의 빔 조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위상배열 레이다이다.
위상배열 레이다는 다수의 표적을 빠른 주기로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전
자적 빔조향을 이용하여 표적의 출현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송신할 수 있으며, 적의 재밍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밍 방향으로 수신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위상배열 레이다에는 [그림 4]와 같이 수동위상배열 레

이다와 능동위상배열 레이다로 구분되어지며, 수동위상배열 
레이다는 안테나 구성모듈 내에 신호증폭 기능이 없이 변위

기와복사소자등으로구성되어 있으며, 고출력의 진공관 형
태(TWTA) 혹은 반도체 형태(SSPA)의 송신기로부터 전력분
배 후 변위기를 통한 위상조정을 통해 전파의 위상변화만으

로 빔 조향 및 제한적인 빔폭의 변화가 가능한 레이다이다. 
반면, 능동위상배열 레이다는 각각의 안테나 복사소자당 분
산된 반도체 송수신 증폭기(TRM)들로 구성되어 복사소자
별 자체 송신전력 증폭과 수신 처리기능을 갖고 있으며, 
TRM 내에 변위기와 디지털 감쇄기를 통해 전파의 크기와
위상변화로 빔 조향 및 빔폭의 변화가 가능하다. 또한, 일부
소자의 고장에도 점진적 성능 저하(graceful degradation) 특

[그림 3] 위상배열 레이다의 기본원리

[그림 4] 수동 및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구성

성을 가지므로 운용성과 가용성이 크게 증대된다.
능동위상배열레이다의핵심구성품인반도체송신기의소

자는 초창기에는 GaAs(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하였으나, GaN
(갈륨-질소) 소자가 개발되면서 효율과 열적 신뢰성이 향상
되고 있으며, GaN 기반의 칩은 GaAs 칩대비 전력효율이 좋
으므로 작은 크기에서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고, 항복전압이
높아 고장율이 낮으므로 송신증폭기 등에서 폭 넓게 사용되

고 있다.
반도체 송수신기(TR 모듈)는 [그림 5]와 같이 크게 브릭

형과 타일형으로 분류되며, 브릭형은 각 기능별 MMIC 및
회로 등을 평면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길이 방향으로 긴 구

조이나 방열처리가 용이하다. 타일형은 여러 기능이 여러
층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모듈의 크기를 대폭 감소시킨 촘촘

한 구조이나 방열처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스템 설계 시

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8].
능동위상배열 레이다를 TR 모듈 장착 구성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면배열 및 선배열 레이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안
테나의 복사소자마다 TR 모듈을 장착하여 복사소자별로 위

[그림 5] 브릭형과 타일형 T/R modul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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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면배열 및 선배열 레이다 구성

상 및 이득을 조정하여 고각과 방위각 모두 자유롭게 전기

적 빔조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면배열 레이다이다. 면배
열용 TR 모듈은복사소자와가까이에 위치하고있어비교적 
수 십 W 정도의 소형화 모듈로 다수 개로 장착이 되고, 이
에 반해 선배열은 N배열의 안테나 개수만큼 고각방향으로
고출력 TR 모듈이 장착되어 고각 방향으로만 빔조향이 가
능하다. 선배열용 TR 모듈은 배열안테나의 각 복사소자마
다 일정한 송신출력을 전달해야 하므로, 안테나의 급전회로
에 대한 손실분을 감안하여 비교적 수 백 W 정도의 고출력
으로 설계하는 것이 면배열과 다른 점이다. 또한, 면배열은
2차원 배열구조로 방위각 및 고각의 전기적 빔조향이 가능
하여 탐지 및 추적 등의 다양한 목적의 빔을 동시에 운용하

는 다기능레이다에 적합한 반면에 선배열은 1차원 배열구
조로 방위각 또는 고각 중 한 방향으로만 빔조향이 가능하

여 보통 고각방향으로 위상배열을 하여 전기적으로 빔을 형

성하고, 방위각은 회전하면서 공간을 탐색하는 탐색레이다
에 적합하다.

Ⅳ.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및 TRM의 국내 개발현황

1983년 민수용 항해용 레이다를 시초로 1990년대 후반까
지 저고도레이다, 발칸 및 비호 레이다 등의 2차원 기계 구
동식 레이다 개발을 LIG넥스원에서 개발하였으나, 10여 년
동안 국내 레이다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0년대 들
어 유도탄 고속함의 탐색 레이다로 3차원 수동위상배열 레

이다를 국과연 주관 사업으로 국내 독자개발로 시작하여

2008년에 개발 완료하였다. 2007년을 기점으로 울산 I급 탐
색레이다 개발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송수신기(TR 모듈)를
적용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을 시작

한 이후로 다양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다가 [그림 7]과 같이
개발되어 왔다. 국내 능동위상배열 레이다에서 사용한 주파
수 대역은 <표 2>에서 보듯이 L-대역, S-대역, C-대역 및 X-
대역에 이르기까지 레이다에 주로 운용되는 주파수 대역들

로 개발되었으며, 초창기의 능동위상배열 레이다에서는

GaAs 소자를 적용한 TR 모듈로 개발하였고, 열적 안정성과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현재는 GaN 소자의 TR 모듈로 개발
진행되고 있다.

LIG넥스원에서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개발을 위하여 현
재까지 개발/생산된 TR 모듈은 8개 사업에서 약 8,000여개
이상이며, 탄도탄 탐지 레이더인 Green Pine 레이다에 장착
된 TR모듈 약 5,000여개를 합치면 총 13,000여개 이상을 생
산한 실적이 있고 TR모듈의 냉각방식은 수냉식과 공냉식이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체계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었다.
공군저고도, 울산 Ⅰ급 탐색 레이다는 실리콘 소자를 적

용한 200 W 증폭기를 사용하여 개발하였고, 레이다용 반도
체 송수신기와 다중모드 AESA 레이다는 GaAs/GaN 소자를
적용한 10 W 증폭기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장거리, 
차국방, 항공관제, 차기 대포병 레이다 등 LIG넥스원에서
현재 업체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는 레이다의 송신기는 모두

GaN 소자가 적용된 TR 모듈로서[9]∼[11] 출력전력을 높이기보
다는 시스템 전체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시스템 구

성 요소들(전원공급장치 및 방열장치)의 부담을 현저히 줄

[그림 7] LIG넥스원 레이다 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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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R 모듈 개발/생산/적용현황(LIG넥스원)

사업별

TRM 현황
공군저고도

레이다

울산 I급
탐색레이다

능동위상배열

레이다용

반도체

송수신기

다중모드

항공기용

AESA레이다

공군장거리

레이다

차기국지 방공

레이다

항공관제

레이다

차기대포병

탐지레이다

주파수 S-band S-band X-band X-band L-band X-band X-band C-band

배열 형태
능동위상

선배열

능동위상

선배열

능동위상

면배열

능동위상

면배열

능동위상

선배열

능동위상

선배열

능동위상

선배열

능동위상

면배열

증폭 소자 Silicon Silicon GaAs GaAs/GaN GaN GaN GaN GaN

냉각 방식 공냉 공냉 수냉 수냉 공냉 공냉 공냉 수냉

형상

Dual 모듈

Quad 모듈

소계

8,116개
160개 128개 256개 512개 84개 80개 432개 6,464개

이고, 소형, 경량화 및 고효율화로 개발되어 장비의 신뢰성
및 운용성을 높였다.

Ⅴ. 현대전에 부합되는 레이다 개발동향

현대전에 요구되는 최신의 다기능 레이다는 표적의 탐지

/추적 및유도탄유도등 다기능을 수행할뿐만아니라, 대공
방어 및 탄도탄 탐지 등의 다중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
라서 레이다는 주어진 임무를 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

무의 우선순위 결정, 파형 운용관리 및 할당 시간 배분 등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신 레이다들의 요구사항이 레이다 운용환경 즉 전장

환경에 따라 최적화 하기 위한 자원관리 알고리즘이 유연하

게 재구성되어야 함은 물론, 운용자에게 적시적으로 운용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최신 레이다들의 임무
및 특징은 중거리 및 장거리급의 다기능 능동위상배열 레이

다로 개발되고 있으며, 대공방어 및 탄도탄 방어 임무 수행
은 물론, 다표적의 동시교전수행 능력을 갖는다. 또한, 탄도

탄 방어용 다기능 능동위상배열 레이다의 운용개념은 조기

경보 레이다로부터 탄도탄 표적의 큐잉정보를 받거나, 다기
능 레이다가 자체적으로 위협체 방향으로 펜스를 쳐 탄도탄

의 발사를 탐지하게 되면 다기능 능동위상배열 레이다로 하

여금 표적을 탐지/추적 및 식별하여 지휘통제센터에 표적정
보를송신하며, 교전통제시스템에서탄도탄의비행궤적을계
산하여요격용유도탄을 발사한다. 발사된 유도탄이비행 중
에도다기능 능동위상배열레이다는 지속적으로표적정보를 
갱신하여 Up link를 통하여 요격 유도탄에 표적정보를 최신
화 한다. 발사된 유도탄이 중고도의대기권밖에 도달하면 유
도탄의 적외선 탐색기가 탄도탄 표적을 탐지하여 궤도를 수

정하면서 운동에너지 요격기(DACS: Divert Attitude Control 
System)를 표적의 탄두부에 정면 충돌시켜 직격(Hit to Kill)
하여 격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한의 탄도탄이 핵탄
두를탑재할경우를대비하여요격고도를하층방어에서중

층 혹은 고층 방어로 발전해야 되고, 요격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탄도탄의 탄두부를 직격해야 하므로 레이다의 추적

정확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다기능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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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상배열 레이다가 필수적이다.

Ⅵ. 결  론

미래 전장에서 레이다의 역할은 주야간, 전천후 및 광범
위한 영역에서 적의 위협정보획득 센서로서 적의 활동을 실

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한국이 처한 현재
및 미래 전장 환경은 최신 능동위상배열 레이다의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탄 및 장사정포 등의 위협들과 동북아 지역

에출현할스텔스항공기등무기체계의변화에대응하기위

해서는 미래형 반도체 소자인 GaN을 적용한 고효율 및 소
형/경량화된 성능이 우수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다가 복합무
기체계의 필수 센서이며, 다기능과 다중임무를 동시에 수행
하게 될 것이다. 
향후 능동위상배열 레이다는 디지털화 되고, 소프트웨어

형으로개발되어지므로레이다자원(에너지, 주파수, 편파및 
파형)의 최적화 및 성능개량을 통한 확장성이 용이해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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