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테크놀로지

의 선봉에 서 있으며 보안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이 글에서는 이 분야의 기술적 과제가 무엇

인지 살펴보고, 발상의 전환과 진보된 기술이 이 시장

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방위 산업의 변화

스톡홀름 평화 연구소(SIPRI)의 조사에 따르면[1], 전

세계 군비 지출은 계속해서 정체기에 있다가 2016년 들

어서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방위 예산을 

감축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자국의 조달 정책을 완화하고 외국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하였다. 방산 업

체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써 왔다. 개

발도상국들은 자국에 기꺼이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할 

의지가 있고, 필요하다면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회사

들을 갈수록 더 찾고 있다.

방위비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서 같

The aerospace and defense sector has gone 

through dramatic changes in recent years 

but continues to be an attractive, technology-

led business of national importance for security, 

but also to retain and develop skills and industrial 

capability. This article discusses the technical 

challenges and how fresh-thinking and technology 

advances are providing solutions that meet the 

distinctive needs of the marketplace. 

DEFENSE SECTOR EVOLUTION

According to SIPRI [1] world military spending 

has continued to plateau but underlying regional 

trends in 2016 show expenditure in North America, 

Europe, Asia and Oceania increase for the first time 

in several years which may indicate that the period 

of static or declining defense budgets has come to 

an end. 

Defense contractors have adapted to a changing 

marketplace where governments have been 

relaxing their procurement policies and opening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과제와 해결책
Aerospace & Defense Industry Challenges & Solutions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테크놀로지의 선봉에 서 있으며 

보안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이 글에서는 이 분야의 기술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상의 전환과 진보된 기술이 이 시장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글/Steve Munns,  Aerospace & Defense Marketing, Analog Devices, Inc.

68   Semiconductor Network   2018.4



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게 되었으며, 

조달 정책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방산 업체

들은 한편으로는 회사 경영을 합리화하면서 또 한편으

로는 주력 사업에 좀더 집중하도록 사업 모델을 개발하

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신

흥 지역들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적 과제

사업 환경의 변화를 헤쳐가는 것뿐 아니고, 기술적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존재한다. 전통적인 전

장에서 디지털적으로 연결된 전자전으로의 전환을 위

해서 새로운 시스템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경쟁 압박이 심해지고, 정부에서 개발 자금을 지원

하던 것에서 자체적으로 R&D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

로 바뀜에 따라서 개발 사이클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

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시스템을 모듈화하

고, 확장 가능하게 하고, 재구성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당

연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핵심 기술을 다중의 플랫폼

에 걸쳐서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된 시스템이 중요한 요

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각 지

역마다 사용되고 있는 기존 장비에 맞게 시스템을 즉시 

구성할 수 있으며 또 나중에 더 발전된 차세대 시스템으

로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에 있어서나 표준 및 인증 규

격을 충족하는 문제에 있어서 복잡성이 증가된다.

무인 시스템, 전자전, 통신 같은 것들에 대한 의존도

가 높아짐으로써 대역폭 요구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

으며 RF 스펙트럼이 점점 더 많은 사용자와 신호들로 

혼잡해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RF 부품과 전체적인 신호 

체인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개발 프로그램에서든 크기, 무

게, 전력(SWaP)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

며, 여기에다 비용까지 더한 SWaP+C(Cost)가 점점 더 

bids to overseas suppliers. Developing countries 

are increasingly seeking out companies who in 

return for their business are willing to invest in 

their country, to transfer skills, technology and 

occasionally to consider some sharing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consequence of tighter defense spending 

has led to a greater emphasis on gaining best 

value-for-money and combined with changes 

to procurement philosophy has driven increased 

competition. Defense contractors have responded 

by rationalizing their operations while developing 

more focused business models, while merger and 

acquisition activity has been used to strengthen 

capabilities and to build bridge-heads in new 

regions.  

TECHNICAL CHALLENGES

In parallel with the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there are huge technological 

challenges to overcome, the transition from the 

physical to the digitally-connect battlefield is 

driving rapid development of new systems. 

Development cycles are continuing to compress 

as competitive pressures increase and the days 

of government funded development have been 

replaced with in-house R&D initiatives. Now 

economics dictate that systems must be modular, 

scalable and reconfigurable to enable re-use of 

core technology across multiple platforms. 

Software defined systems have also become a 

crucial factor to enable real-time configuration 

of systems to operate with legacy equipment of 

differing regional operating standards today whilst 

being able to accept next generation wav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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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가격 경

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또 한 가지 짚고 넘

어갈 점은,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단지 개별 부품의 

가격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가동되는 전체 수명에 걸친 

솔루션 비용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용

을 따질 때는 신뢰성, 계속적인 공급, 지속적인 유지보

수/지원, 수명 기간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

려해야 한다. 이러한 많은 요소들은 설계 단계의 선택

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개발 

작업 전반에 걸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 하

던 대로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 문제들에 대해서 Analog Devices가 생각하는 해결

책은, 새로운 신기술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혁신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시스템 기능 파티셔닝이

나 패키징으로 새로운 발상을 도입해서 성능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술의 하나로서 위상 어레이 레이더

(phased array radar)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 전부터 군

용 분야의 하이엔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어 왔다. 하

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일

반적으로는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기계식 스캐

닝 레이더가 많이 사용되었다. 위상 어레이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을 조절해서 향상된 성능을 달성

하므로 좀더 유연하게 더 넓은 동작 주파수 대역에 걸쳐

서 많은 다양한 물체들을 추적할 수 있으며, 수백 혹은 

수천 개 안테나 소자들을 병렬로 작동하면서 우수한 시

스템 신뢰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위상 어레이 레이더의 솔루션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Analog Devices는 반도체 프로세스 기술, IC 

설계 전문성, 레이더 노하우를 결합해서 빔 형성, 고속 

데이터 변환, RF/마이크로파 용으로 지극히 통합적인 

IC 차원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안테

in the future. But flexibility brings additional 

complexity in terms of product development, 

design assurance, compliance to standards and 

system qualification. 

Increased dependency on unmanned systems, 

electronic warfare and secure communications to 

name just a few areas are driving up bandwidth 

requirements and loading the RF spectrum with 

more users and signals. This in turn puts more 

demands on RF component performance and the 

complete signal chain.

Meanwhile reducing size, weight and power 

(SWaP)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every 

development program, and increasingly SWaP+C 

(Cost) is an added factor, reflecting the need to 

deliver a cost competitive system. At this point it 

is also worth adding a bit of context to ‘cost’, this 

is not the price of individual components, rather 

it refers to the solution cost over the operating 

lifetime of the system. So, factors such as reliability, 

continuity of supply, on-going maintenance / 

support and longevity of the solution will all weigh 

in to the equation, many of these will be influenced 

by decisions made in the design phase.   

These challenges require rethinking of the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they cannot be 

met by doing things as they were done in the past. 

At Analog Devices, we believe that the solution lies 

in careful selection of new technology, the use of 

innovative system architectures and the application 

of fresh thinking as to how system functions can be 

partitioned and packaged to optimize performance.

 

TECHNOLOGY PROVIDES SOLUTIONS

As an example, phased array radar system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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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부터 비트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

한다.

위상 어레이 시스템은 전자 장치들을 고밀하게 탑

재해야 하므로 집적도가 매우 중요한 요구이다. 어레이 

소자들의 물리적 간격은 동작 주파수 파장에 의해서 결

정된다. 10GHz X 밴드 시스템은 15mm의 소자 간격을 

필요로 하는 반면, 30GHz Ka 밴드 시스템은 5mm의 

소자 간격을 필요로 한다. 이 수준이 되면 성공적인 물

리적 구현을 위해서 지극히 통합적인 트랜시버와 전문

적인 빔 형성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수천 개 소

자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많은 전력을 소모하며, 그러

므로 동작 시에 너무 높은 온도 상승을 피하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효율 전원 관리를 

필요로 한다.

또 다른 예로서, 드론이나 스마트 무기는 많은 물리

적 제약이 따르며 다양한 형태로 복잡한 센싱, 유도, 제

어 시스템을 통합해야 하고 매우 혹독한 환경 조건을 

견뎌야 한다. 그러므로 SWaP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

으로는 패키징 제약을 충족할 수 없고, SIP(system in 

package)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SIP는 다중의 다이 차

원의 소자들을 단일 패키지로 통합함으로써 단일 패키

지 디바이스로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자체 개발이냐 외부 구입이냐의 결정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다년 간의 

개발 작업과 집중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방산 업체들

은 다른 분야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개발과 써

드파티 솔루션을 구입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

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시 시간 일정, 위험성, 필

요한 선행 투자 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자체 개발이냐 외부 구입이냐의 결정은 프로그램 성

공을 위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위

해서는 지적재산이 어느 부분에 몰려 있고, 부가가치 작

업이 어떤 것들이고, 최종 제품을 진정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어떤 것들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been in use for decades by the military for high-

end applications but were too costly for widescale 

adoption where mechanically scanning radars 

such as those seen at airports are commonplace. 

The improved performance from electronically 

steered beams allows more flexibility to track many 

different objects across wider operating frequency 

bands and with greater system reliability as many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elements operate in 

parallel. 

Lowering the solution cost of phased array radars 

has been made possible by Analog Devices bringing 

together a wide portfolio of semiconductor 

process technologies, IC design specialists and 

radar knowhow to develop highly integrated IC 

level solutions for beamforming, high-speed data 

conversion and RF/microwave products to offer 

‘antenna to bits’ solutions. 

Integration is important because phased array 

systems require densely packed electronics where 

the physical spacing of the array elements is 

dictated by operating frequency wavelength. A 

10GHz X-band system requires 15mm element 

spacing while a 30GHz Ka-Band system requires 

5mm element spacing. At this level, the use of 

highly integrated transceivers and dedicated beam-

forming solutions become critical to successful 

physical implementation. A system comprising 

of thousands of elements also consumes a lot of 

power and so high-efficiency power management 

is needed to avoid high operating temperatures 

impacting on reliability.

As another example, drones and smart munitions 

also present many physical constraints and pack 

complex sensing, guidance and control systems in 

to irregular shapes with very harsh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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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기관마다 다른 보안 상의 제약들을 이해해야 

한다. 통합 수준을 높이고자 함에 따라서 자체 개발과 외

부 구입 사이의 결정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전원이나 RF 같은 경우에는 개발 작업을 가속화하

고, 위험성을 낮추고, 회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소형 모듈을 주로 많이 사용해 왔다. 그림 2의 

좀더 복잡한 신호 체인 및 인터페이스 모듈은 IC의 신뢰

성과 경제성을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Analog Devices는 극히 통합적인 단일 IC 제품(그

림 3)에서부터 소형 모듈과 좀더 복잡한 SIP, 커넥터형 

모듈, PCB, LRU(Line Replaceable Uni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conditions in some cases. Traditional approaches to 

SWaP will not meet the packaging constraints and 

the solution may be found with a SIP (System In 

Package) approach. Effectively a complete solution 

in a single packaged device combining a mix of 

technology across multiple die-level components 

with the expertise to design, build, qualify and 

then deliver that solution for decades.

MAKE OR BUY

The complexity of systems such as those 

described above (and many others) obviously 

require man-years of development effort and large 

capital investments in technology and equipment. 

Defense contractors in common with companies 

in other sectors aim to find the right balance of 

in-house development versus acquiring third-

party solutions. Time-to-market, risk, up-

front investment and many other factors will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at level of design 

work to undertake. 

Make or buy decisions become very critical for 

the overall success of a program with considerations 

such as where does the main intellectual property 

reside, what is value-added work and where are 

the core competencies that really differentiate the 

end product. There may also be additional national 

security constraints from government and / or 

organizational impacts from those decisions to 

take in to account and as the level of integration 

increases the make or buy decisions can become 

more difficult.

In some areas such as power and RF, small 

modules (Figure 1) have been a popular way to 

speed up development, reduce risk and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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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TM4622A 듀얼 2A 20Vin 스텝다운 DC/DC Module 레귤
레이터

그림 2. ADAQ7980 1MSPS 16비트 Module 데이터 포착 시스템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은 개발 사이클이 빨라지고 갈

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변화된 새로운 사업 환경에 적

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테크놀로지의 선두에 서

있다. 이들 산업 분야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 신기술을 적용하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반도체 노

하우를 활용한 새로운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다. SN

circuit performance. More complex 

signal chain (Figure 2) and interface 

modules add to a growing number 

of component level modules that 

deliver cost-effective solutions with 

IC levels of reliability. 

Analog Devices offers a range of 

solution approaches, from highly 

integrated single ICs (Figure 3) 

through small modules to more 

complex SIPs, Connectorized 

Modules (Figure 4), PC boards 

and LRU (Line Replaceable Unit) 

implementations.

In summary, the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y remains at the 

forefront of technology and has 

adapted to operating in a new, more 

commercial setting with shorter 

development cycles and increased 

competition. Looking forward, 

there is increased importance in 

leveraging new technology, system 

understanding and semiconductor 

know how and fusing it together to develop new 

product solutions.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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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D9371 고집적 300MHz~6GHz 듀얼 RF 트랜시버

그림 4. HMC7748 2GHz~6GHz 25W GaN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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