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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연구개발의 핵심｜

�친환경 조성 및 생태보전을 위한 기능성 재료와 혼화재료 조사, 분석을 통한 친수환경 복구사업용 시

공재료개발

- 복구현장의수변환경피해사례조사및분석

- 친수환경공간조성을위한친환경시공재료(기능성콘크리트)의제조개발

- 친수환경복구용저탄소친환경기능성콘크리트의시제품제조및수리구조물에의적용연구

�친환경적복구사업용시공재료(기능성콘크리트)의시공성능및현장적용기준개발

- 개발된친환경기능성콘크리트의물성및구조적성능 평가

- 기능성콘크리트의수리시설물 현장적용모니터링

- 기존 노후복구시설에 한적용재료의친환경보수및보강기술연구

- 개발된친환경기능성콘크리트의제조∙설계∙시공기준(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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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배경｜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현상에 의한 기후의 급격한 변화, 규모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하

천제방의 유실 및 붕괴, 호안공의 유실 등의 피해와 인근지역에 규모 침수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막

한인적∙재정적 피해가발생되고 있음.

�기존의 수해복구 및 정비사업은 시설물의 기능 복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 인한 피해하천의 생태

복원 및 친수환경 공간조성 등의 어려움과 복구현장의 2차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친수환경 복구

용시공재료개발과활용지침∙기준마련이시급한실정임.

｜공공안전 기여도｜

�녹색성장을 위한 친수환경 복구용 시공재료의 개발을 통한 녹화기능과 생태복원 기능을 갖는 하천호

안 블록, 근고블록, 생태옹벽 및 온도∙습도 조절재로의 활용이 기 되며, 설계∙시공∙유지관리를 위

한기준(안)을개발∙활용함으로서안정적인자연재해의방지∙환경복원사업에활용이 가능함.

｜미래 기 효과｜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 정화 및 수변생물의 서식지(Ecotope) 제공과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하고

친환경호안시설및방재구조물에의적용이 가능하며, CO2 감소, NOX 등 유해물질의저감효과와 열

섬저감효과가우수하여 4 강수계및도시하천 등의자연복원사업에활용이기 됨.

�환경정화, 생태복원 촉진을위한친환경기능성콘크리트의제조와 인공Zeolite 및성능향상 요소재료

의 적용기술의 확보로 친환경 기능성 콘크리트 2차제품 및 다양한 현장 신규 수요창출이 가능하며

관련산업의파급효과가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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