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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전자기파) 흡수 복합재 구조 기술
(Radar (EM Waves) Absorbing Composite Structures)

1 기술개요

● 스텔스 기술은 전자기파를 흡수/상쇄하여 반사파를 최소화 함으로써 적의 탐지를 최소화하고, 무기체계의 생존성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 군사기술로, 

    최근 대두되는 EMI/EM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장성이 높은 응용 기술 

● 또한, 대형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에 의한 군수/민수용 레이더와의 신호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기술

우수성

● 경쟁 기술/대체 기술 대비 우수성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 주요내용

● 전자파흡수 성능의 레이더 (전자기파) 흡수 복합재 구조 설계/제조 기술 (ex. 스텔스 풍력 블레이드)

   - 전파흡수구조 설계/제조/평가 기반 구축

   - 스텔스 풍력 블레이드 설계/제조 기술 및 성능 검증

   - 날개 앞전 전자파 흡수구조 설계/제조 기술 및 성능 

<스텔스 풍력 블레이드> <스텔스 날개 앞전 구조> 

구 분 현재 기술 기술의 우수성

전자파 흡수체
설계/제조 기술

- 국내 전자파 흡수체 실 크기 대형 구조물 적용 사례 없음 - 국내 최초/최대의 대형 전자파 흡수구조 기술 개발 및 획득

스텔스
풍력 블레이드 성능

- 국내 전자파흡수 스텔스 풍력 블레이드 개발 사례 없음 - 풍력 블레이드 무게 총증가율 < 1.3 wt%, 모든 방향 90 % (10 dB) 이상 흡수

전자파 흡수
날개 앞전 구조 성능

- 국내 실 크기 전자파 흡수 날개 앞전 구조 개발 사례 없음 - 온도변화에 따른 성능 저감이 거의 없이 99 % (20 dB) 이상 흡수

3 시장성 및 사업성

●  전자파 차폐/흡수재료의 세계시장은 2015년 6조 2천억원 규모에서 2019년 7조 3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연평균 성장률은 4.4%에 이르며 (2014~2019), 공공 전기/전자 시설의 전자파 간섭 방지 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파 차폐/흡수재료 시장의 성장률은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 육상/해상용 차세대 스텔스 무기체계 산업 발전에 기여

   - EMI/EMC 관련 전자기기 및 토목/건축 내·외장재에 활용

● 이전 가능 기술

   - 고유전성 중간재 제조 기술, 전자파 흡수체 설계/제작 기술

   - 스텔스 풍력 블레이드 기술, 날개 앞전 스텔스 구조 기술 <스텔스 전투기, 전함>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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