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대상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사업명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
한택희/051-664-3529
taekheehan@kiost.ac.kr
해양쓰레기 재활용 항만 구조물 수명연장 기술 개발

2022-10

연구책임자

○ 추진배경
- 바다에서 수거되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양 및
항만 구조물의 수명연장을 위한 구조재료 및 원자재로 재활용하기 위
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
○ 추진기간 : 2020.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2,929백만원 / 당해연도 : 529백만원
○ 주요내용
- 해양쓰레기 전처리 기술 개발
- 해양쓰레기 재활용 구조재료 기술 개발
- 해양쓰레기 재활용 구조공법 기술 개발
- 해양쓰레기 재활용 구조재료 및 공법의 구조물 적용 및 성능 평가
기술 개발
○ 추진경과
사업개요 - 2019.12.09.: 연구계획서 제출
- 2019.12.16.: 선정평가
및
추진경과 - 2020.01.01.: 1차년도 과제착수
- 2020.01.01.~31.: 1차년도 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위탁연구과제
착수
- 2020.08.19.: 1차년도 진도보고회 개최
- 2020.11.06.: 1차년도 실적 및 계획보고서 제출
- 2020.11.25.: 1차년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회의
- 2021.01.01.: 2차년도 과제착수
- 2021.01.01.~31.: 2차년도 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위탁연구과제
착수
- 2021.01.28.: 2차년도 착수보고회
- 2021.10.05. : 위탁연구보고서 수령
- 2021.11.13.~30. : 2차년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2.12.29. : 3차년도 연구계획서 및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 2022.02.28. : 3차년도 착수보고회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선임연구원 김민욱
- 최종 결재자 : 원장 김웅서
○ 사업 관련자
구분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연구책임자
업무분담 연구책임자
내용)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성명
김민욱
한택희
한택희
박준길
윤길림
오명학

직급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행기간
‘20.1.1~’21.2.28
‘21.3.1~현재
‘20.1.1~’21.2.28
‘21.10.20.1~현재
‘20.1.1~현재
‘20.1.1~현재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연구사업 책임 및
구조재료 기술 개발
연구사업 책임 및
구조재료 기술 개발
해양쓰레기 전처리
기술 개발
해양쓰레기 구조재료
기술 개발
해양쓰레기 지반보강
기술 개발
해양쓰레기 지반보강
기술 개발

○ 경남대학교 (위탁연구기관)
복합재료가 혼합된 콘크리트의 성능분석 및 복합재료 혼합
다른기관 ○ 섬유보강
량 최적화
또는
연구책임자 : 김정중 교수
민간인 ○-세종대학교
(위탁연구기관)
관련자
- Waste fishing net (폐어망) 보강 방안 구축 및 실적용 가능성 평가
- 연구책임자 : 김동주 교수
○ 해양쓰레기 재활용 섬유보강 복합재료의 물성 평가
- 해양 플라스틱 섬유보강 복합재료의 내구성능 평가
- 폐어망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균열저감 성능 검증 및 혼합량 결정
- 폐어망 Textile 보강 방안 구축 및 실적용 가능성 평가
추진실적

(a) 압축강도 시험결과
(b) 휨강도 시험결과
폐어망 섬유 보강량에 따른 역학적 성능

○ 해양쓰레기 재활용 패널 제작 및 물성 평가
- 재활용 복합패널 제작에 적합한 폴리머 종류의 선정
- 전처리가 완료된 해양쓰레기 재활용 복합패널 제작 공정 확정
-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패널의 역학특성 평가

(a) NC

(b) F

(c) NT and CT
(d) F-NT and F-CT
보강 성능 평가를 위한 휨 시험체 형상

○ 해양쓰레기 재활용 시트 제작 기술 개발 및 물성 평가
-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한 보강시트 제작 공정 확정
- 재활용 보강시트의 역학적 성능 평가

재활용 보강시트의 제작 공정

○ 폐어망 혼입 지반보강체의 역학적 특성 평가
- 폐어망/폐로프 혼입 지반보강체(경량혼합토) 제조방법 수립
- 폐어망/폐로프 혼입 지반보강체(경량혼합토) 강도특성 평가

함수비에 따른 흐름치. 함수비 88% (좌)와
함수비 66%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