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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바다모래 세척 시 밀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채취와 판매되는 현장조건의 바다모래에 대하여 함수비, 진밀도,

들밀도 그리고 모래 운반차량 직접 계근을 통한 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바지선과 덤프의 진밀도는 각각 평균 2.666 g/cm3 및

2.651 g/cm3로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하였다. 또한, 바지선과 덤프의 습윤밀도는 각각 평균 1.716 g/cm3 및 1.331 g/cm3로 나타남으로

써, 모래 1톤이 차지하는 부피로 환산할 경우 각각 0.583 m3 및 0.751 m3로 평균 약 28.8% 정도의 부피변화가 수반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모래 운반차량을 직접 계근하여 측정된 출하 모래와 바지선 모래의 밀도는 각각 평균 1.398 g/cm3 및 1.716 g/cm3로

분석되었는데, 이 값을 모래 1톤이 차지하는 부피로 환산하면 각각 0.715 m3 및 0.583 m3로 바다모래 채취량과 판매량 간에 평균

약 22.6% 정도의 부피 변화가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바다모래, 골재, 밀도, 부피, 세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stimate density changes of sea sand by washing. To examine water content test, field

density test, particle density test and measuring of dump regarding extracted sea sand and selling one. Measured result of mean

particle density of barge and dump were 2.666 g/cm3, 2.651 g/cm3, respectively. Also, measured result of field density for each

sea sand was 1.716 g/cm3, 1.331 g/cm3 on average. Converted to the volume of 1ton of each sea sand, 0.583 m3, 0.751 m3,

respectively. Occurring to volume change approximately 28.8% on average. The mean field densities of measuring of sea sand

that dump and barge were 1.398 g/cm3 and 1.716 g/cm3 respectively. This values indicated 0.715 m3 and 0.583 m3 each, when

converted to the volume of sea sand 1ton.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of 22.6% volume change occurred between the amount

of sea sand and the sales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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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골재는 「골재채취법 제 2조(정의) 1항」1)에 따라 규

정되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반이 되는

건설 산업의 기초 재료로서 시멘트 콘크리트의 약

70%,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약 90% 전후의 용적비를

점유하고 콘크리트의 품질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건설

기초재료이다. 이 중 바다모래는「콘크리트 표준시방

서」2)에 의해 잔골재(세골재(細骨材))로 분류한다.

바다골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허가된 골

재(하천, 바다, 육상, 산림)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3).

따라서 바다모래의 공급은 필수적이며 수급조절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바다모래의 수급조절 및 골재 공급

의 중요도에 있어 공급되는 골재의 양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세

척한 다음 골재로 공급하는 업체별로 해당 지자체로부

터 허가받은 바다모래 채취량과 판매량 간에 차이가 발

생하여 골재의 양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바다모래의 채취량과 판매량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바다모래의 밀도변화로 추정하고 바다모래

채취 후 부두에 접안한 바지선과 세척 후 판매되는 덤

프트럭에서 모래의 밀도를 측정하여 부피변화를 파악하

고자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골재 생산 공정 

연구가 진행된 인천의 S모래 공급 업체의 모래 생산

공정은 Fig. 1과 같다. 허가받은 공유수면으로부터 채취

한 바다모래를 바지선에 싣고 4~6시간 항해 후 만조시

간대에 부두에 접안한 다음 백호(backhoe)와 컨베이어

(conveyor)를 이용하여 바다모래를 하역한다. 컨베이어

이송과정에서 스크린(screen)을 이용하여 조대불순물을

제거한 후 모래에 섞인 염분이나 진흙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시설로 이송시킨 후 세척시설 상부에 설치된

분무기를 이용하여 수돗물 또는 재이용수를 모래 위로

자연 살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살수 1.5시간, 배

수 3시간으로 바다모래를 세척한다. KS F 4009 규격

에는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 이온량의 기준을

300 mg/L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구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최대 허용 상한 값을 600 mg/L까지 허용한다4).

S모래 업체의 경우 건축골재인 세척사의 염도를

400 mg/L 이하로 저감시킨 뒤 출하한다. 세척·배수가

완료된 모래를 중장비(loader)를 이용하여 운반차량의

덤프에 상차하여 판매한다.

2.2. 실험방법

바다모래의 밀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시

험기준 KS F 25045)에 따른 진밀도 분석, 현장에서의

모래 밀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KS F 23116)에 따른 현장 밀도 시험(들밀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KS F 23067)에 따른 함수비 분석도 같이

진행하였다. 또한, 모래 운반차량 중량과 모래를 적재한

후 차량의 무게를 직접 계근하여 출하된 모래의 밀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진밀도 시험

진밀도란 공극을 포함하지 않은 모래만의 비중을 나

타내는 것으로 이물질을 제외한 모래만의 비중을 나타

Fig. 1. Photograph of sea sand wash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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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Table 1에 나타낸 바지선과 덤프의 진밀도 실험결과

를 살펴보면 바지선에서의 모래 진밀도는 최소 2.577

g/cm3, 최대 2.709 g/cm3로 평균 2.666 ± 0.066 g/cm3이

었으며, 덤프에서 상차된 모래의 진밀도는 최소 2.593

g/cm3, 최대 2.767 g/cm3로 평균 2.651 ± 0.085 g/cm3로

확인되었다. 바지선과 덤프에서의 모래의 진밀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들밀도 시험

Park8,9)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래 치환법은 현장

에서 다짐된 흙의 밀도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편

적인 방법으로 검증용 용기와 현장 시험 구멍의 크기

또는 체적이 서로 비슷하여 모래가 쌓이는 과정이 비슷

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모래

를 채취한 후 바지선을 통하여 육지로 운반되는 과정에

서 자연적으로 물다짐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바지선 위에서의 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래 치환법

을 이용한 흙의 밀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들밀도 시험

은 현장에서의 습윤기준 밀도를 측정하였다. 

Table 2에 들밀도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바지선 모래의 습윤밀도는 최소 1.445 g/cm3, 최대

1.827 g/cm3로 평균 1.716 ± 0.352 g/cm3로 나타났고, 덤

프 모래의 습윤밀도는 최소 1.194 g/cm3, 최대 1.421

g/cm3로 평균 1.331 ± 0.093 g/cm3로 나타났다.

바지선 모래와 덤프 모래의 습윤밀도 값을 모래 1톤

이 차지하는 부피로 환산하면 각각 0.583 m3 및

0.751 m3이다. 이는, 바다모래가 채취되어 부두로 들어

올 때까지 장시간 바지선에서의 물다짐현상이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Table 3에 나타낸 바지선 및 덤프에서의 함수비 전체

평균은 각각 4.267 ± 1.655%와 6.675 ± 2.575%로써 덤

프에서 측정한 모래의 함수비가 더 큼을 알 수 있었으

며, 함수비는 바지선의 운반시간, 세척실에서의 배수시

간 등에 따라 비교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장시

간 바지선에서의 물다짐현상은 물론 한편으로는 덤프에

모래를 상차 시 살수 공정을 통한 수분 증가와 채취모

래의 세척 후 출하될 때까지의 배수시간이 충분하지 않

Table 1. Measured results of particle density for sea sand

Barge Dump

No. 1 2 3 4 1 2 3 4

Particle density

(g/cm3)
2.624 2.531 2.692 2.719 2.695 2.650 2.676 2.742 2.624 2.624 2.606 2.579 2.742 2.792 2.695 2.542

Average (g/cm3) 2.666 2.651

Table 2. Measured results of field density for sea sand

Barge Dump

No. 1 2 3 4 1 2 3 4

Field density

(g/cm3)
2.358 1.543 1.493 1.593 2.062 2.081 1.426 1.423 1.467 1.347 1.395 1.360 1.315 1.328 1.463 1.380 1.135 1.253

Average (g/cm3) 1.716(1.445~1.827) 1.331(1.194~1.421)

Table 3. Measured results of water content for sea sand

Barge Dump

No. 1 2 3 4 1 2 3 4

Water content

(%)
6.667 7.143 3.715 3.630 3.665 3.257 3.074 2.988 6.667 6.667 4.666 4.478 10.46 10.75 4.767 4.948

Average(%) 4.267 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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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덤프에

상차 전 살수 및 배수하는 과정에서 모래의 공극에 수

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되고 덤프에 모래를 흩

뿌림 상태로 상차하기 때문에 덤프에서의 모래 밀도 값

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바지선과

덤프에서의 들밀도 측정값으로 판단하면 모래채취시보

다 상차시 단위무게 당 모래 부피가 약 28.8% 정도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래 세척업체에서 바

지선과 세척실의 모래에 대하여 밀도분석을 실시하여

약 27%의 부피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보고내용과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10). 

결론적으로 바다모래 세척업체에서 허가받은 모래채

취량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면 모래 밀도변화에 따라 부피가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모래 운반차량 계근

Table 4에 모래 운반차량 10대에 대한 차량 별 계근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판매되는 상차모래의 밀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래의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의 덤

프 용적은 각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여 17 m3를

적용하였으며 업체에서 약 1 km 거리의 차량계근대를

이용하였다.

Table 4를 살펴보면 실제 판매되는 상차모래의 밀도

는 최소 1.326 g/cm3, 최대 1.456 g/cm3로 평균 1.398

± 0.036 g/cm3로 나타남으로써 Table 2에 나타낸 현장

밀도 측정 결과인 평균 1.331 ± 0.093 g/cm3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바지선의 모래 밀도와 차량 계근을 통한 출하 모

래의 밀도를 비교하여 모래 1톤이 차지하는 부피로 환

산하면 각각 0.583 m3 및 0.715 m3로 바다모래 채취량

과 판매량 간에는 약 22.6% 정도의 부피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4. 결 론

바다모래 세척에 따른 겉보기 밀도 변화를 검토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바지선과 덤프에서 측정한 모래의 함수비는 각각

평균 4.267% 및 6.675%로 채취모래의 세척 후 출하될

때까지의 배수시간에 따라 함수비의 영향이 크고 그 편

차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바지선과 덤프에서 측정된 모래의 진밀도는 각각

평균 2.666 g/cm3 및 2.651 g/cm3로 나타남으로써 채취

모래에 섞인 이물질의 영향으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

으로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3. 바지선과 덤프에서 측정된 모래의 현장 습윤 밀도

는 각각 평균 1.716 g/cm3 및 1.331 g/cm3로 분석되었

는데, 이 값을 채취와 상차의 경우 모래 1톤이 차지하

는 부피로 환산하면 각각 0.583 m3 및 0.751 m3로써

바다모래 채취량과 판매량 간에 평균 약 28.8% 정도의

부피변화가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4. 모래 운반차량을 직접 계근하여 측정된 출하 모래

와 바지선 모래의 밀도는 각각 평균 1.398 g/cm3 및

1.716 g/cm3로 분석되었는데, 이 값을 모래 1톤이 차지

하는 부피로 환산하면 각각 0.715 m3 및 0.583 m3로

바다모래 채취량과 판매량 간에 평균 약 22.6% 정도의

부피 변화가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바다모래 세척 업체에서 허가받은 모래

채취량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다면 모래 밀도변화에 따라 부피가 20% 이상 증가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기준을 무게 기준으로 전환할 수

Table 4. Measured results of field density for sea sand base on the dump weight

No.

Dump 

weight

(kg)

Full

weight

(kg)

Sea sand

weight

(kg)

Density

(g/cm3)
No.

Dump 

weight

(kg)

Full

weight

(kg)

Sea sand

weight

(kg)

Density

(g/cm3)

1 14,060 37,570 23,510 1.383 6 13,820 37,840 24,020 1.413

2 14,180 37,580 23,400 1.376 7 14,320 38,010 23,690 1.394

3 13,980 38,030 24,050 1.415 8 13,450 37,420 23,970 1.410

4 13,640 37,030 23,390 1.376 9 14,710 37,260 22,550 1.326

5 13,910 38,290 24,380 1.434 10 13,970 38,730 24,760 1.456

Average 1.398(1.32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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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현실에서 이에 따른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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