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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공기용 능동위상배열레이다와 같이 한정된 플랫폼에 장착되는 레이다에 사용하는 부품은 소형/경량화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의 능동위상배열레이다는 목표물의 탐지/추적이 가능한 다목적 레이다로 사용하기 위해 

수천 개의 송수신모듈이 안테나의 배열형태로 개발되며, 여기에 적용하기 위한 송수신모듈 크기와 무게는 전체 레이

다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산화 개발된 10W급 RF MEMS 스위치를 이용하여 소형 송수신

모듈을 개발하였고, 기존에 순환기(Circulator)를 사용한 것보다 회로 면적을 약 86.5% 수준으로 줄였다. 개발된 송

수신모듈은 주요 전기적 요구 성능을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MIL-STD의 환경시험을 통과하여 군수 부품으로 적합

함을 확인하였다. 송수신모듈에 적용된 MEMS 스위치는 적응형 수신기 (Adaptive Tunable Receiver), 재구성 가능

한 스마트 능동위상배열안테나(Reconfigurable smart active antenna), 광대역 빔조향 안테나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ABSTRACT 

Small size and light weight is very important for components used in radar mounted platform such as airborne radar. 
Recently, the active phased array radar is developed as an array of antennas for thousands of transmit/receive modules 
to be used as a multi-function radar that can detect and track targets. In this case, the size and weight of the transmit 
/receive modules are critical factor for developing the radar.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compact transmit/receive 
module using the 10W RF MEMS switch domestically localizing and reduced the circuit area to about 86.5% 
compared to using a circulator. The developed module satisfies not only electrical requirements but also MIL-STD's 
environmental specifications. So it can be used in a military device. It can be used at adaptive tunable receivers, 
reconfigurable smart active antennas and wide band beam electrical steering anten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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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과거의 레이다가 기계적 회전체를 이용하여 목표물

을 탐지하거나 추적하는 기계식 레이다였던 것에 반해 

최신 레이다는 수 많은 배열단위(복사체와 송수신모듈

이 결합된 구조)로 전자적인 빔조향이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다를 추구한다. 그림 1과 같이 기계식 레이다는 빔 

폭이나 빔의 형태가 고정되어 탐색레이다 또는 추적레

이다로 기능이 한정되지만 능동위상배열레이다는 단위

배열의 신호위상 및 크기 제어에 따라 빔을 합성하여 

탐색모드와 추적모드 동작변환이 용이한 다기능레이다

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계식 레이다가 회전체의 

회전속도에 따라 목표물의 탐지 또는 추적 속도에 한계

점이 있는 것과 달리 능동위상배열레이다는 수 마이크

로초 내에 원하는 방향으로 빔조향이 가능하다. 전자적 

빔조향은 위상배열안테나의 각 단위 송수신모듈 내의 

위상변위기 및 감쇄기를 전자적으로 제어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안테나 빔의 방향을 조향하는 것이다.

Chun-ma 
Radar

(a)

El. Angle
steering

Az. Angle
steering

(b) 

Fig. 1 Type of Beam steering Radar (a) Mechanical 
beam steering Radar (b) Active phase array Radar

능동위상배열안테나의 빔조향 원리는 그림 2(a)와 

같으며, 일반적인 송수신모듈의 구성도는 그림 2(b)와 

같다. 배열단위별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송수신모듈이 

장착되어 동시에 다중모드 다중빔을 만들 수 있다. 정

교한 빔조향을 위해 배열모듈 수는 수백개에서 수천개 

수준으로 구성하며, 레이다가 장착되는 플렛폼에 따라 

크기 및 무게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최신의 능동

위상배열 시스템에서는 송수신모듈의 소형화/경량화가 

필수 요소이다.

TRM

(a)

(b) 

Fig. 2 Configuration of Active phase array antenna (a) 
Theory of active phase array antenna (b) Block diagram 
of Transmit/Receive Module

1.2. 연구의 필요성

송수신모듈 소형화/경량화를 위해 위상변위기, 감쇄

기, 스위치 소자 등은 집적화하여 MFC(Multi-Function 

Chip) 또는 Core chip으로 이미 상용화 되었으며, HPA 

(High Power Amplifier)를 포함한 다른 반도체소자들도 

MMIC(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또는 

SoC(System on Chip) 형태로 집적화 개발이 되고 있다. 

또한 송수신모듈 구조도 2D 형태의 브릭타입에서 3D 

형태의 타일타입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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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능동위상배열안테나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

는 송수신모듈은 브릭타입이며, 그림3(a)와 같은 형상

을 하고 있다. LNA(Low Noise Amplifier), Limiter, 

HPA 등의 반도체 소자 외에 송신경로와 수신경로를 분

리하기 위해 순환기(Circulator)를 사용한다.

(a)

(b) 

Fig. 3 Type of Transmit/Receive Module(TRM) (a) 2D 
Brick type TRM (b) 3D Tile type TRM

순환기는 자성체 소자를 사용한 수동소자이고, 사용

주파수 및 자성체 소자의 재료 특성에 따라 수식 (1)과 

같이 물리적 사이즈가 고정[1]되고 내부 임피던스 정합

회로 추가 때문에 소형/경량화 설계에 한계가 있다.

   

∙ 
                 (1)

R : 자성체 디스크 반지름

c0 : 빛의 속도 3*108m/s

f : 동작주파수

   : 자성체 디스크 상대 유전율

   : 자성체 디스크 유효 투자율

순환기는 소자의 크기 및 부피로 인해 그림3(b)의 타

일타입 구조에서 회로배치가 더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

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도와 같이 순환기 대신 SPDT 

(Single Pole Double Throw)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표 1은 FET, 다이오드, RF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스위치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반도체 스위치의 경우 삽입손실, 선형성, 허용 전력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RF MEMS 스위치는 삽입손실이 

작고, 선형성이 우수하며, 전력소모가 거의 없는 장점

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허용 전력 때문

에 현재까지 반도체 능동소자로 제작된 스위치를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근에는 10 W급의 

RF 전력에서 동작이 가능한 MEMS 스위치 개발기술 

및 상용제품[3]이 발표되었고, 국내에서는 2015년 민군

겸용기술개발 연구과제(과제명 : 고성능 고신뢰 RF 

MEMS Switch 기술개발)를 통해 기가레인에서 10W급 

RF MEMS 스위치를 개발하였다[4]. 본 논문에서는 이

를 활용하여 10W급 RF MEMS 송수신모듈을 설계 및 

제작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술코자 한다.

Items RF MEMS GaAs FET GaAs pHEMT GaAs PIN
Diode

Silicon PIN
Diode

Insertion Loss[dB] 0.2 ~ 0.5 0.7 ~ 1 0.6 ~ 0.9 0.35 ~ 0.65 0.3 ~ 0.6

IP3[dBm] > 65 24 ~ 70 55 ~ 72 58 50

Isolation[dB] 45 25 ~ 41 28 ~ 45 11 ~ 22 12 ~ 25

Power consumption [mW] ~ 10-6 < 10 < 10 < 100 < 100

Actuation Volt.[V] 20 ~ 80 2.7 ~ 5.5 2 ~ 6 5 5

Switching Time[us] < 35 0.004 < 0.01 0.02 ~ 0.06 0.02

Power Rating [dBm] 38 42 38 36 33

Packaging
Die level sealing and 

overmolding Die Die Die Die

Table . 1 Comparison of Switch typ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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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F MEMS 송수신모듈 설계

기존의 순환기를 사용한 송수신모듈의 구성이 그림

2(b)와 같은 것에 대비하여 10W급 RF MEMS 송수신

모듈은 그림 4와 같이 구성하였다. 순환기를 10W급 RF 

MEMS SPDT스위치로 대치하였다.

10W
MEMS
Switch

Fig. 4 Configuration of RF MEMS TRM

Table. 2 MEMS switch performance for TRM

Items
Domestic
MEMS

Switch[4]

Global
MEMS

Switch[3]
Circulator

Frequency
[GHz] DC~18 DC~40 9~10

Power rating
[dBm] 40 40 40

Life
[Cycles] > 109 > 109 -

Insertion Loss
[dB]

< 0.44
@10GHz

< 0.45
@10GHz < 0.6

Isolation [dB] > 27
@10GHz

> 19
@10GHz > 20

Reflection
[dB]

< -23
@10GHz

< -25
@10GHz < -15

Switching time 
[us] < 25 < 10 -

Switching 
Voltage [V] 60~70 90 -

Size [mm] 2.3x1.7x0.75 1.4x1.4x0.65 9x10x5

표 2는 X-대역 RF MEMS 송수신모듈에 사용할 

MEMS 스위치의 성능을 외산제품 및 기존의 순환기와 

비교한 결과이다. MEMS 스위치가 DC~18GHz 내의 광

대역 특성을 보이는 것에 비해 순환기는 삽입손실, 허

용전력, 격리도 등 성능을 만족하고, 크기를 소형화하

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협대역 특성을 갖는다. 레이다의 

동작주파수 대역 확장은 다기능, 고해상도, 고성능화 

발전추세에 중요한 요소이다.

MEMS 스위치의 크기는 그림 5와 같이 순환기의 면

적대비 4.3% 수준으로 회로 축소에 용이하며, 높이 또

한 상대적으로 낮아서 타일타입 TRM에도 적용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후에 반도체 공정 통

합을 통해 MMIC나 SoC 형태로 회로집적화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이 외에 삽입손실, 격리도, 반사계수 특성

도 순환기 대비 우수함을 알 수 있다.

Fig. 5 Comparison of RF MEMS switch and Circulator

MEMS 스위치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동전

압이 높고, 스위칭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린 단점이 있

다. MEMS 송수신모듈의 주요 개발목표는 표 3과 같다. 

항공기용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다 등에 사용되는 X-대역 주파수를 목표로 제작하

였다. 송수신모듈의 송신출력은 MEMS 스위치의 삽입

손실을 고려하여 최종단 39dBm(8W)이상으로 설계하

였다. 또한 군수용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온도, 

진동 및 충격 등의 환경시험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

규격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Table. 3 MEMS TRM Specifications

Items Specification etc.
Frequency X-band

Tx power ≥ 39dBm @TRM output 
port

Noise Figure ≤ 4dB 
Phase control/error ≤ 6bits/5°rms
Gain control/error ≤ 5bits/0.5dB

Duty ≤ 15% 
Environment MIL-STD-801F

개발 목표를 만족하도록 설계한 송수신모듈의 버짓 

설계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송수신모듈 제작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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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는 부품 수급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스위치의 허용

전력에 따른 특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X-대역 12W급 

GaAs 전력증폭기를 사용하였다.

(a)

(b) 

Fig. 6 Budget of MEMS TRM (a) Transmit path (b) 
Receive path

기가레인 개발 스위치와 Radant 사의 스위치를 적용

한 MEMS 송수신모듈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 

7과 같이 공용 송수신모듈과 MEMS 스위치 캐리어를 

독립적으로 설계하였다.

Fig. 7 Design of RF MEMS TRM

설계한 캐리어의 크기는 스위치부가 10mm x  17mm 

이고, 공용 송수신모듈부는 47mm x 17mm 이다. 

Ⅲ. MEMS 송수신모듈 제작/측정결과

그림 8은 제작한 MEMS 송수신모듈의 형상이다. 스

위치 캐리어와 공용 송수신모듈 캐리어 외에 송수신모

듈의 전원공급 및 MFC 제어를 위한 별도의 회로들로 

구성하였다. 그림 8의 스위치 전원구동 회로부는 +5V 

전원을 받아 +90V 내외의 스위치 제어 전압을 공급하

는 역할을 한다.

Fig. 8 RF MEMS TRM

MEMS 송수신모듈에 사용된 RF MEMS 스위치 형

상은 그림 9와 같다.

(a)                         (b)

Fig. 9 RF MEMS Switch (a) Radant Switch (b) GigaLane 
Switch

표 4는 두 가지 스위치로 제작한 MEMS 송수신모듈

의 측정결과이다. 송수신모듈의 규격은 순환기를 사용

한 기존 송수신모듈의 특성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두 

종류 MEMS 송수신모듈 모두가 주요 규격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10은 송수신모듈 출력단에서 측정

한 펄스 파형이다. 최대 듀티 15%에서 39.7dBm의 측정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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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MS TRM Test Results

Items Specifications

Test Results

Radant
Switch

GigaLane 
Switch

Frequency X-band X-band X-band

Tx power ≥ 39dBm 39.3dBm 39.7dBm

Noise Figure ≤ 4dB 3.33dB 3.33dB

Phase error 5°rms 4.15°rms 3.94°rms

Gain error 0.5dB 0.44dB 0.42dB

Duty ≤ 15% 15% 15%

Environment MIL-STD-801F - Accept

Fig. 10 RF MEMS TRM Tx Output power

기가레인 스위치를 적용한 MEMS 송수신모듈에 대

해 환경시험을 실시한 결과 온도, 진동 및 충격시험에 

대해 성능저하 없음을 확인하였다.

(a)

(b)

Fig. 11 Comparison of TRM size (a) Circulator TRM (b) 
RF MEMS TRM

그림 11은 동일한 반도체송수신모듈 구성에 순환기

와 RF MEMS 스위치를 적용하였을 때의 도면을 비교

한 것이다. 송수신모듈 길이를 8.5mm 줄일 수 있다. 브

릭타입 송수신모듈 이외에 타일타입 송수신모듈에도 

적용 가능하다.

Ⅳ.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국산화 개발된 10W급 RF MEMS 

스위치를 이용하여 10W급 RF MEMS 송수신모듈을 

제작 및 측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MEMS 스위치는 느린 스위칭 시간으로 인해 능동위

상배열레이다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응형 

수신기 (Adaptive Tunable Receiver), 재구성가능한 스

마트 능동위상배열안테나(Reconfigurable smart active 

antenna), 광대역 빔조향 안테나 등에 적용하여, 소형화/

경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스위칭 시간을 개선할 경우 대부분 해외부품에 의존하

는 마이크로파대역 순환기를 대치하고, 광대역 소자로 

집적화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위상배열안테

나시스템 송수신모듈의 핵심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EMS 송수신모듈 개선 연구 방향에 대해 

기술코자 한다.

4.1. 스위칭 시간

레이다용 송수신모듈의 스위칭 시간은 송신구간과 

수신구간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스위칭시간

이 길어질수록 표적신호 수신이 불가능한 근접거리 영

역이 넓어진다. Radant사 제품의 스위칭 시간도 10us 

이하 수준이다. 현재는 허용 전력에 따라 스위칭 시간

도 수us 이하로 낮춘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향후 

스위칭 시간 100~200ns, 스위치 구동 전압 30 ~ 50V 이

내로 개발이 필요하다[5,6].

4.2. 집적화

그림 12와 같이 RF MEMS 스위치는 향후 다양한 능

동위상배열레이다 송수신모듈의 핵심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7]. 

GaN 기반의 반도체 소자의 경우 사용하는 DC 인가 

전압이 높아서(Vds > 28) MEMS 스위치 구동전압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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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에 용이하다. 또한 GaN 기반의 SSPA(Solid State 

Power Amplifier)는 출력 정합 스트레스 특성이 우수

하여 배열안테나의 주요 성능인 능동반사계수 및 부

정합 시 송수신모듈 영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GaN 

소자는 VSWR 5:1까지의 출력 정합 스트레스(Output 

mismatch stress 또는 Ruggedness)를 견딜 수 있으며, 

이는 반사계수로 계산하면 3.5dB 수준이다[8].  

(a)

(b)

Fig. 12 TRM technical trend Status[8] (a) Core devices 
of TRM (b) TRM technical Trend

또한 GaN기반 MEMS 기술을 활용하여 HPA, LNA 

등과 함께 집적화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9]. 

이 경우 소형/경량화와 함께 저비용 고성능의 송수신모

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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